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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대학교에 민원, 문의 등 업무용 전화가 많이 오가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부서, 교직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직접 검색하는 과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대학 교직원들의 전화번

호와 부서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CSV 파일을 챗봇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모양과 특성에 맞게 데이터를 가

공하고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질의 문장을 해체 분석하여 필요 정보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

는 대학 교직원 번호 안내 챗봇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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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대학교에서 민원, 문의 등 업무용 전화가 많이 오가는 상황에 

있다. 많은 업무는 부서별, 교직원별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에서 사용자(학생)들은 원하는 부서, 교직원의 전화번호

를 얻기 위해서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대학 

부서, 교직원들의 번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CSV파일[1]을 기반으

로 데이터를 챗봇 시스템이 요구하는 모양과 특성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자가 입력하는 질의 문장을 해체 

분석하여 알맞은 정보를 답변해주는 대학 교직원 번호 안내 챗봇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II. System Planning

본 시스템은 대학 부서, 교직원들의 번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CSV파일을 Python Pandas 라이브러리[2]를 통하여 읽고 시스템에

서 요구하는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고 DB에 저장하는 데이터 가공 

과정을 기획하였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질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어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OKT(OpenKoreanText)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3]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질의 문장을 형태

소 단위로 해체한 후, 추출된 명사 단어들을 DB에서 검색하여 답변을 

해주도록 기획하였다. 아래 [그림 1.]은 기획한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흐름도이다.

Fig. 1. Data Flow Diagram

III. System design

Ⅱ. 시스템 기획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데이터 검색에 

필요한 특정 단어를 검색하기 위해 Keyword와 Content를 분리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설계했다. 첫 번째로 Content는 Panda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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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CSV파일을 DataFrame형식으로 읽어 교직원의 이름, 부서, 

위치, 업무, 직위, 번호 등을 기준으로 컬럼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추출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규격에 맞게 

데이터를 정렬하여 저장하는 1차 데이터 가공과정을 설계하였다. 

두 번째는 검색 Keyword를 뽑아내기 위해 1차 과정에서 생성된 

컬럼을 기준으로 Keyword를 검색에 필요로 하는 특성과 모양으로 

데이터를 분리, 정렬하여 DB에 저장하는 2차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설계하였다. 세 번째는 사용자에게 입력되는 질의는 형태소 분석을 

사용하여 질의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Keyword를 분리하여 Content를 

검색하도록 설계하였다. 아래 [Fig. 2]는 데이터를 가공한 결과물이다.

본 시스템은 데스크톱 환경과 모바일 환경을 통일감 있는 반응형 

웹으로 설계하여,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해당 번호로 전화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Python과 API, 웹 시스템 간의 

비동기 처리에 적합한 Node.js[5]가 연동되도록 설계하였다.

Fig. 2. Implementation Screen

IV. Implementation

아래 [그림 2.]는 시스템의 구현 화면이다. 

챗봇 시스템에 적합한 UI를 구성하고 접근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였다.

Fig. 3. Implementation Screen

Ⅴ.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구현된 데이터 전처리와 자연어처리를 기반으로 한 

대학 교직원 번호안내 챗봇 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빠르고 간편하게 

원하는 부서, 교직원의 전화번호를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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