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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Microsoft Visual Studio의 Bot Builder SDK Template, Bot Emulator, KaKao Map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주도 여행지를 추천하는 챗봇을 구현한다. 이 챗봇은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

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이다. 사용자에게 여행지 관련 테마를 제시하고, 사용자는 챗봇이 

제시한 선택지 중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선택지를 선택한다. 사용자가 선택지를 결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챗

봇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적절한 여행지를 추천한다. 사용자가 테마를 고르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보고자 하

는 경우 목록보기를 선택하여 챗봇이 가진 모든 여행지 목록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제주도의 적절한 여행지를 추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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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랜 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자제하고 

바깥으로 외출을 삼가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점차 외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경향을 보인다. 

2020년 7월에는 48.3%, 12월은 52.4%, 2021년 4월은 60.5%로 

외부활동 욕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여행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여행 플랫폼 카약이 호텔스 컴바인과 함께 5월 여행자, 항공권, 호텔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기 여행지 1위는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 항공권 검색 1위 또한 ‘김포-제주’로 여행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을 선호하고 있다[2]. 하지만 여행을 희망하

는 많은 사람들이 수 많은 제주도의 여행지 증 자신이 원하는 여행지선

택을 할 때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는다. 의사결정의 각 단계 마다 

공통으로 작용하는 장애요인은 여행정보의 부족이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 여행시 여행정보 부족으로 인해 여행지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용자의 여행지 결정 장애 해소를 위해 사용자가 

원하는 테마를 정하고 그 테마에 맞는 여행지를 추천하여 사용자가 

겪는 여행지 결정 장애 해결을 위해 제주도 여행지 추천 챗봇을 

개발한다.

II. Jeju Island Travel Recommendation Chatbot 

Design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 여행지의 테마를 3가지로 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테마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여행지를 

사용자에게 추천해주는 것을 목표로 설계한다. 챗봇은 여행지 추천과 

여행지 목록을 모두 보여주는 선택지를 제시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여행지를 추천해 주거나 챗봇이 가진 여행지 목록을 모두 보여준

다. 여행지 추천시 제주도에 맞는 테마를 정하여 크게 3가지 테마를 

추천하고 테마 별로 적절한 여행지의 간단한 정보와 위치 등을 출력하

여 사용자의 여행지 선정을 돕는다.

III. Jeju Island Travel Recommendation Chatbot 

Implementation 

본 논문에서는 챗봇의 FormFlow, Dialog, Hero Card, 

CardHelper로 챗봇을 구현한다. 챗봇과의 대화 흐름, 사용자에게 

선택지 제시 및 선택지 결정 시 그에 맞는 카드를 출력해 주는 기능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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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tbot initial choice

그림 1에서 챗봇의 설명과 함께 ‘추천 또는 목록’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한다. 초기 선택에서 여행지 추천을 선택하면 그림 2와 같이 

3가지 테마(음식, 관관, 낚시/바다)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Fig. 2. Theme choice

사용자가 여행지 추천 선택 후, 테마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림 

3과 같이 여행지 이름, 사진, 간단한 설명과 위치를 카드로 보여준다. 

카카오 맵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시 해당 위치를 마크한 상태의 맵 

페이지로 이동한다. 마지막 다시 고르기는 초기 선택지로 돌아가게 

한다. 

Fig. 3. Recommendation results when selecting a food theme 

그림 1에서 여행지 목록보기를 선택하면 그림 4와 같이 모든 여행지 

데이터를 목록별로 보여준다.

Fig. 4. Destination List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Microsoft Visual Studio의 Bot Builder SDK 

Template, Bot Emulator, KaKao Map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주도 

여행지를 추천하는 챗봇을 구현하였다. 이 챗봇은 제주도에 어울리는 

테마인 바다, 음식, 관광 3가지 테마를 구현하였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테마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장소의 이름, 설명, 사진, 위치를 카드로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여행지 목록 선택하면 모든 여행지를 볼 수 

있는 카드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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