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chatbot (Dialogue agent) using small Q & A data and evaluated its performance. 

The chatbot developed in this study was developed in the form of an FAQ chatbot that responds promptly to customer 

inquiries.

The development of chatbot was conducted in three stages : 1. Analysis and planning, 2. Content creation, 3. API 

and messenger interworking. During the analysis and planning phase, we gathered and analyzed the question data 

of the customers and extracted the topics and details of the customers' questions. In the content creation stage, we 

created scenarios for each topic and sub-items, and then filled out specific answers in consultation with business 

owners. API and messenger interworking is KakaoTalk.

The performance of the chatbot was measured by the quantitative indicators such as the accuracy that the chatbot 

grasped the inquiry of the customer and correctly answered, and then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chatbot users.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the chatbot not only provided useful information to 

the users but positively influenced the image of the pension.

This study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develop chatbots by using easily obtainable data and commercial API 

regardless of the size of business. It also implies that we have verified the validity of the development process by 

verifying the performance of developed chatbots as well as an explicit process of developing FAQ chat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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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 명의 핵심 기술  하나인 인공지능

에 한 심이 증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인공

지능을 탑재한 챗 을 만들고, 서비스하고 있다. 

챗 의 개념이나 등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

근 모바일 메신 의 폭발 인 성장과 함께 챗 의 

가능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카카오톡, 라인 등의 국내 메신 뿐만 아니라 

재 서비스되고 있는 부분의 모바일 메신  서비

스들은 챗 을 메신 를 통해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챗  API를 경쟁 으로 공개하고 있다. Facebook

의 경우 자사의 메신 를 이용하여 챗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Messanger Send/Receive API

를 제공하고 있으며, 라인의 경우 Bot API를 제공

하고 있다. 한 카카오톡도 최근 러스친구 서비

스를 완 히 개편하여 기업들이 자신들의 챗 을 

손쉽게 카카오톡에 탑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다(NIA(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이러한 챗 의 인기는 회사들이 발표한 자료들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페이스북은 2017년 F8 컨퍼

런스에서 2017년 4월 기  페이스북 메신 를 기반

으로 작동 인 챗 이 100,000개 이상이라고 밝혔

다. Markets and Markets(2017)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703.3만 달러 규모의 챗  

시장은 2021년에는 3,172만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

으로 망되었다(Markets and Markets, 2017).

챗 은 사용자에게 익숙한 메신  상에서 서비

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익숙한 인터페

이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질

문하는 즉시 답변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반응

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한 애 리 이션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고객과 연결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한 근성 측

면에서도 강 이 있다(김진태 등, 2017).

수많은 사업자들이 경쟁 으로 자사의 모바일 

앱을 개발하 듯, 수많은 사업자들이 챗 을 개발

하려고 한다. 하지만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을 개

발하는 것과는 다르게 챗 을 개발하기 해서는 

사용자가 작성한 메시지를 이해하기 한 자연어 

처리, 자연어 이해 등의 고  기술뿐만 아니라 챗

의 목 에 합하게 담화의 시나리오를 설계해

야 하는 등, 단순한 로그램 개발 외에도 많은 노

력을 필요로 한다.

최근 구 , IBM, 마이크로소 트 등 일류 IT 기업

들은 챗  기술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

도록 상당한 수 의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이해(Natural Language Under-

standing),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술을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고

성능 클라우드 랫폼이 공개된 덕분에 챗  개발 

비용은  더 렴해질 것으로 상되고 있으며, 

더욱 더 많은 기업들이 챗 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

공하게 될 것으로 상된다(Khorozov, 2017).

클라우드 랫폼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쉽게 자신만의 챗 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인력과 자원이 풍부

한 기업들에 비해 소 자 업자들은 챗 을 활

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

용해서 챗 을 만들어야 할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부분의 기업들이 일상 으로 축 하고 

있는 Q&A 데이터를 분석  가공하여 공개된 클

라우드 랫폼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주는 문의응  챗 을 개발하고 이 챗 의 

성능을 분석하여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챗 을 제작하여 사업에 효과 으

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실증해보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챗 의 역사

챗 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화형 시스템을 지칭한다(오세욱, 2016). 최 의 챗

은 MIT의 바이젠바움 박사의 ELIZA를 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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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환자의 심리치료를 목 으로 1966년에 

개발되었다. ELIZA는 인간의 질문에 답하는 챗

이 아니라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는 챗 이었다

(Weizenbaum, 1966). ELIZA는 환자에게 보살핌

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달하는 것에 성공하 다. 

이후 등장한 Winograd의 SHRDLU는 사용자의 말

을 이해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로 을 구 해 내는

데 성공하 다(Winograd, 1973). 이후 지속  연구

를 통해 챗 의 지능을 정형화하여 개발하기 한 

AIML(Artifical Intelligence Markup Language)

방법론이 2000년  들어 제시되었다(Wallace, 2003).

하지만, 이러한 챗 들은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

에 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서 발견

된 단순한 패턴에 따라 정해진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해진 패턴이 아닌 질

문에는 응답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는 인공지능의 발 으로 사용자의 질문의 의도를 

악하여 합한 답변을 제시하는 기술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2.2 챗 의 개발 방법

챗 은 답변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규칙기반 

모델과 코퍼스 기반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자는 

자연어에 한 이해과정 없이 사용자의 입력 값에

서 발견되는 특정 패턴에 따라 답변이 제시되는 방

식이며, 후자는 사용자의 입력값을 바탕으로 사용

자의 의도와 련성이 높은 답변을 찾거나 생성하

여 제시하는 방식이다. 코퍼스 기반 모델은 다시 검

색 모델과 생성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검새 모델

은 사 에 정의된 응답의 장소에서 알맞은 응답

을 찾아 제시하는 반면 생성모델은 사 에 정의 된 

답변에 의존하지 않고 입력 값에 따라 답변을 생성

한다. 생성모델의 경우 답변을 생성하는데 있어 자

유도가 크기 때문에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문법 인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 재는 부분 검색기반 

모델의 챗 을 서비스에 도입 이다(Cahn, 2017). 

한 챗  내의 로세스가 종결될 수 있는 형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 에 짜여진 틀 안에서 특정 목 의 

담화가 종결되도록 하는 틀에 짜여진 담화(Frame- 

based dialogue) 략을 사용하기도 한다(Bobrow 

et al., 1977).

챗 이 다루는 화의 길이와 주제에 따라 챗

을 개발하는 난이도가 달라지게 된다. 화의 길이

가 길어질수록 챗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단일질문에 한 단일응답을 제시하는 경우 상

으로 챗 의 구 이 쉽다. 특정 주제에 한정된 화

의 경우 챗  개발이 상 으로 용이한 반면, 주제

가 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많은 주제에 한 

한 응답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챗 의 구

이 어렵다(Britz, 2016). 일반 인 고객지원 서비스

의 경우에는 단순 질의응답 형태의 담화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부분 정보검색 기반 모델을 사용하

여 챗 을 설계하고 있다(Shawar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펜션 약 고객들을 상으로 펜

션주를 신하여 단일 질문에 한 단일 응답을 제

공하는 고객 응  챗 을 개발하 다. 

2.3 챗  기술의 활용

챗 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역에서 챗 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 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최 의 챗 인 

ELIZA가 등장한 이후 GUS(Genial Understander 

System)이라는 시스템이 캘리포니아 여행을 도와

주는 목 으로 최 로 개발되었다(Bobrow et al., 

1977). Feiner and McKeown(1991)의 챗  CO-

MET은 무선 장비의 유지보수  수리에 해 그

래픽 설명을 함께 제공하여 사람의 이해도를 높이

는 인터페이스를 제시하 다 

스마트폰 보  이 에는 문자 메시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 의 ARS 화를 이용한 문의 응 를 

신하는 형태로 챗  서비스가 활용되었다. 외국

에서는 환자들을 상으로 식이요법을 안내하고 

식이요법의 실천을 독려하는 챗 을 개발하는 연구

가 있었다(Lokman, 2011). 한 일본에서는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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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풀이를 도와주는 챗 이 개발되었다(Dybala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뿐만 아니라 다

양한 기업들에서 챗 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기 시작

하고 있다. 스마트폰 메신  랫폼 상에서 챗  구

이 가능해진 이후로 국내에서도 챗 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학교 입시 상담, 상품 주문결제 시스템, 쇼핑몰 

고객센터, 익명 질의응답 시스템, 교통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챗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강  등, 2017; 김보경 등, 2017; 이

세훈 등, 2017; 최수민, 최용순, 2017; 최수정 등, 

2017).

2.4 텍스트마이닝 연구

챗 에 학습시킬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하기 

해서는 량의 텍스트를 손쉽게 다룰 수 있는 텍

스트마이닝 기술이 필수 으로 필요하다.

텍스트마이닝은 연 계 분석, 군집분석, 분류

분석 뿐만 아니라 토픽 추 , 정보검색, 자연어 처리 

등이 복합 으로 사용된다(Mooney and Bunescu, 

2005; Sebastiani, 2006). 특히, 자연어 처리 기술

은 텍스트마이닝에서 가장 요한 기술로 여겨진다. 

텍스트마이닝 과정에서 텍스트는 분석 목 에 따

라 다양한 형태로 표 될 수 있지만, 주로 단어의 

의미를 악하기 해서 벡터 공간을 활용한다 

(Albright, 2004; Salton et al., 1975). 각 문서에 

사용된 단어들의 빈도를 이용하여 해당 문서의 주

제  특성을 통계 으로 요약할 수 있다.

토픽분석은 앞서 설명한 벡터모델과 TF-IDF 

기법을 복합 으로 활용한 표 인 텍스트 분석 

방법이다(Salton et al., 1975). 토픽분석은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고 각 단어의 

등장 패턴에 따라 주요 토픽을 추출할 수 있다.

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로도 에서 설명한 기

법을 사용하여 토픽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감미아, 송민(2012)은 텍스트마이

닝을 이용하여 신문사별로 기사내용과 논조의 차

이 을 분석하 다. 김정훈, 권오병(2015)은 고객

의 의견(VoC)을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고객 만족도를 측하는 연구를 하 다.

텍스트마이닝 기술은 챗  개발 과정에서 

범 하게 활용되고 있다. Huang et al.(2007)의 

논문은 온라인 포럼에서 챗 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챗 에 맞게 추출해내는 시도를 하 다. 

Chiari(2012)의 연구에서도 챗 에게 특정 분야의 

지식을 구축하기 하여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극 활용하 다.

2.5 챗  성능평가 연구

챗 을 평가하는 방법은 챗 의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담화에 따라 명확한 응답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

다. 단순 질의응답 챗 의 경우 사  정의된 정답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으로 정확도, 정 도, 재

율, F-score를 평가 척도로 사용한다(Voorhees 

and Buckland, 2003).

<Figure 1> F-Score Table

챗 이 알고 있는 지식에 해 알맞은 답변을 제

시한 경우 True Positive, 챗 이 모르는 지식에 

해 모른다고 응답하는 경우 True negative, 모르는 

지식에 해 알고 있는 다른 답변을 제시한 경우 

False Negative, 알고 있는 지식에 잘못된 답변을 

제시한 경우 False Positive로 분류된다(<Figure 

1> 참조). Huang et al.(2007)은 챗 이 질문에 

해 응답한 결과에 해서 사람들이 “정확하다”, “보

통이지만 수용할 수 있다”, “부 합하다” 세 가지 수

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챗 을 평가 하

다. 상업용 챗 의 경우 체 상호작용 수, 1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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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회수, 화의 감성, 컨퓨  트리거(모른다

고 답한 빈도)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챗 의 성능

을 평가한다(Berkowitz, 2016).

본 연구에서는 체 질문에 해서 알맞게 답

한 회수인 accuracy를 악하 으며, 오답율과 함께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감내할 수 있는 

련된 답변을 제시한 회수를 측정하 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챗 에 한 인지공학  입장

에서 고객들이 체감하는 챗 의 성능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Sivaramakrishnan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웹 사이트의 상품 정보와 

챗 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들의 사이트에 

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상품 정

보의 수 에 따라 챗 의 효과가 각각 다른 것으

로 나타났다. 한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도 챗 의 

수용 수 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수진 등

(2017)은 기술에 한 사람들의 수용 과정을 다룬 

이론인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이용하여 챗

의 수용 요인을 분석하 다. 박민수의 연구에서도 

확장된 기술수용이론(ETAM)을 이용하여 챗 의 

사용의도를 분석했다. 최수민, 최용순(2017)의 연구

에서는 재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  랫폼의 챗  

인터페이스와 서비스 로세스를 분석하고 주요 요

소들에 한 조사  문가 인터뷰를 실시하 다. 

그 결과 1회 담화당 발화 수, 채 창의 입력 인터

페이스 등에 따라 챗 의 사용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윤(2017)의 연구는 근거 이론

(grounded theory) 방법을 통해 사람들이 챗 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챗 의 사용성을 구

성하는 요소들을 정의하 다. 그 결과 사람들은 챗

 작동 방식의 측가능성, 단순성, 직 성, 친숙성, 

일 성을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밝 졌다.

3. 챗  개발 과정  결과물

본 연구는 숙박업(펜션) 장면에서 고객의 문의 응

를 처리하는 챗 을 구 하고 챗 의 성능을 평가 

하 다. 챗  개발에 필요한 자연어 처리  자연어 

이해와 련된 기술은 챗  랫폼을 활용하여 해결

하 다. 따라서, 챗 이 응 할 주요 주제를 선정하

고 각 주제에 한 한 답변을 작성하는 것이 챗

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

구는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사용자와 챗 이 주고받

을 화의 주제를 선정하고, 텍스트마이닝 결과를 

바탕으로 화의 시나리오를 기획하여 사업주와 

의 하에 합한 답변을 생성하 다. 챗 을 탑재하기 

해서 실챗  랫폼으로는 MS Bot Framework 

내의 Q&A Maker를 사용하 으며 구 은 카카오

톡 메신 에서 제공하는 러스친구 API를 이용하

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 상에서 고객들에게 챗

을 통한 문의응  서비스를 제공하 다. 

3.1 연구 설계

사용자들의 질문에 한 데이터는 일반 으로 

웹사이트의 Q&A 게시 에서 쉽게 수집할 수 있

다. 이는 재 질의응답 게시 이 운 되고 있는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챗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는 데이터 확보를 해 웹사이트와 질의응답 게

시 을 갖춘 사업 역을 조사하 으며, 그 결과 

숙박업의 일종인 펜션에서 고객상담 기능을 수행

하는 챗 을 개발하기로 결정하 다. 일반 으로 

펜션업은 부분 웹사이트를 통해 사  약을 받

는 형태로 운 되고 있으며, 고객들은 펜션을 사

용하기  펜션이용과 련된 문의사항을 화 통

화 는 웹사이트의 Q&A게시 을 통해서 사업주

에게 문의한다. 따라서 펜션업은 챗  개발에 필

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용이할 뿐 아니라 항상 

고객 문의를 응 해야 하고, 부분 소규모 사업

자이기 때문에 챗 을 도입하 을 때 뚜렷한 효과

를 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 가평지역에서 업 인 한 펜션에 

챗 을 무료로 개발해주는 조건으로 펜션 웹사이트 

Q&A 게시 에서 데이터를 수집하 다. 해당 업체

는 2012년 5월부터 재까지 성업 인 업체로 Q&A 



22 Minchul Shin․Sungguen Kim․Cheul Rhee

<Figure 3> Process of Text Mining Process

<Figure 4> Result of Text Mining Process

게시 을 지속 으로 운 해왔다. 수집된 데이터는 총 

1,066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2>는 해당 펜션 웹사이트의 Q&A 게시  화면이고, 

<Table 1>은 수집된 데이터에 한 시이다. 

<Figure 2> Overview of Q&A Board

Example Article of Q&A Board

Title Please confirm my reservation

Author Kim Sung Guen

Content

I booked a room from 23 to 24 July and 
sent the money to the account. Please 
confirm my reservation. Also, I would like 
to use a pickup service from Gapyeong 
Station when I come. One is child and one 
is adult.

Answer

Hello, This is 000000 Pension. we have 
confirmed your payment, and then we have 
sent out the reservation completed letter.
Please give me a phone call after arriving 
at Gapyeong Station.

<Table 1> An Example of Collected Data

3.2 데이터 분석  담화 주제 선정

챗 이 응 할 고객들의 주요 질문을 악하기 

해서 1,066개의 고객 질문 데이터에 한 분석

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실시하 다. 

첫 번째로 사용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은 문서 내

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단어를 찾는 것이다. 이

를 해 질문과 답변 각각에 해서 형태소분석을 

실시하 으며, 각 형태소로 분리된 단어들의 빈도

를 산출한 후 도메인 문가를 통해 각 단어를 몇

가지 범주로 분류 하 다. 분석 도구로는 오 소스 

로그램인 R을 활용하 으며, 한국어 형태소 분석

을 해 KoNLP 패키지를 사용하 다. 분석 차는 

<Figure 3>과 같다.

1,066개의 질문에 해 형태소 분석을 실시 한 

결과 고객들의 질문 데이터에는 체 10,354개의 

형태소가 사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펜

션 약  이용과 무 한 단어들을 제외하고, 체 

에서 출 한 빈도가 최소 3회 이상인 단어 265개

를 추출하 다. 이 게 추출된 단어는 연구자의 

단에 의해 7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최종 으로 

펜션 사업주가 단어를 분류한 결과를 검토한 뒤 각 

주제 내에서 세부주제로 단어를 분류 하 다. 분석 

차  각 단계에서의 결과물은 <Figur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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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교통) BBQ(바베큐)

Public Transportation 16 BBQ 424

Walking 42 BBQ Set 112

Bus 50 Place for BBQ 48

Car 10 Charcoal(숯불) 62

Subway 97 Cha‘l’coal(숫불) 16

Taxi 6

　Pick-up 402

etc 50

빈도 : 612 빈도 : 662

Touring( ) Reservation( 약)

Valley 16 Price 256

Entrance fee 42 Payment 358

Railbike 50 Weather 16

Mountain Bike 10 Companion Animal 4

Water Leisure 97 Receipt 17

Renting Scooter 6 Reservation 1236

Tourist’s spot 402 Changing Reservation 31

Experience tourism 25 Reservation Date 20

　

Person 483

Additional Fee 39

Refund 26

Frequency : 648 Frequency : 2,486

Swimming Pool(수 장) Nearby Information(주변정보)

Swimming Suit 17 Mart 100

Swimming Pool 134 Delivery Food 8

Tube 3 Walk 5

Renting Tube 26 Restaurant 30

Pump Availability 4 Drug Store 6

　 etc 53

Frequency : 184 Frequency : 202

Pension Information(펜션정보)

Furniture 15 Garden 5

Home Appliances 34 View 9

Room Structure 85 Condiment 85

Room Location 4 Breakfast 94

Soundproof 5 Charger 8

Amenity 15 Cooking tool 44

Water 5 Bedding 45

Facilities 39 Bathroom 37

Rules 166 etc 75

Internet 15

Frequency : 785

<Table 2> The Result of Word Frequency Analysis 다음 <Table 2>는 단어를 7개 주제와 각 세부주

제로 분류한 결과이다. 세부 주제 우측의 숫자는 해

당 주제에 포함되는 단어가 출 한 빈도의 합이다.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키워드분석을 통해 

고객의 질문에 한 주요 주제를 악할 수 있었

다. 그리고 특정 주제와 련하여 고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휘를 악할 수 있었다. 다만, 도메인 

지식에 의존하여 특정 주제에 따라 단어를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분류에 한 객 인 기 이나 타

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로 실시한 텍스트마이닝 방법은 량의 

문서 내에 존재하는 주제를 악하는 토픽분석이

다. 앞서 실시한 키워드 분석은 데이터의 규모가 작

은 경우 빠르고 정교하게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나 

데이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토픽분석은 도메인 지식

이 없는 상황에서도 단어가 출 한 맥락을 악 할 수 

있다는 이 이 있을 뿐 아니라 도메인 문가가 분

류한 결과와 토픽분석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단어를 

분류한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목 으로도 활용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분석 기법으로 잠재

의미분석(Latent semantic analysis) 기법을 활용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의미 분석을 통해 단어

들의 벡터 값을 15개 차원으로 요약하 다.

<Figure 5> Visualization of LSA Analysis

<Figure 5>는 15개 차원의 벡터 값을 2개 차원

으로 축소하여 2차원 그래 로 시각화 한 것이다. 

모든 단어를 시각화 할 경우 그래  내에서 단어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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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n Example of BBQ Case

<Figure 8> An Example of Chat Scenario on BBQ Case

<Figure 6> Comparison of Word Frequency Analysis 
Results and LSA Analysis Results

겹치는 상으로 인해 키워드 분석과정에서 추출한 

핵심단어 265개  일부를 시각화 한 것이다. 

<Figure 5>에서 가까운 거리에 치한 단어들 

바탕으로 단어들이 출 한 맥락과 주제를 추론 할 

수 있다. <Figure 5>의 좌측에는 약과 련된 

단어들을 바탕으로 약인원  입 , 환불 등에 

한 단어들이 치해 있다. 키워드 분석 결과를 

통한 주제분류와 LSA 결과를 통한 주제분류를 비

교해본 결과는 <Figure 6>과 같다. 두 가지 방법

에서 확인된 주제들이 일치 하 다. 이 게 토픽

분석의 결과와 도메인 문가가 분류한 주제와 교

차 검증함으로 써 키워드 분석을 통해 분류한 결

과의 타당성을 확보 할 수 있다. 

3.3 담화 설계  답변 생성

각 주제는 주제에 포함된 단어를 고려하여 다이

어그램 형태로 도식화 하 다. 그리고 도식화된 다

이어그램을 활용하여 펜션 사업주가 고객의 질문

에 해 응  할 답변을 생성하 다. <Figure 7>

은 7가지 주제  하나인 바비큐 주제에 포함된 단

어들을 고려하여 고객의 질문과 재 업체의 운

황을 반 하여 도식화한 다이어그램이다. 

에서 작성된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해당 업

체가 고객의 질문에 응 하는 내용을 반 하여 다

음과 같이 식사방식과 식사공간에 각각에 해서 

<Figure 7>과 같은 3가지 담화 시나리오를 작성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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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 Process of Chatbot Application

와 같은 방식으로 펜션주와의 의 하에 55개 

담화에 한 300개의 질문과 65개의 답변을 생성

하 다. <Table 3>은 생성 된 질문과 답변의 일

부이다. 

Question Chatbot Answer

Are there any rooms available?
(방 있나요?)

To book a room, simply 
click on the “Real Time 
Reservation” button 
and make your 
reservation by 
choosing the date and 
room you want. Please 
be aware that we can 
not make a reservation 
for you. 
<http://real-time 
reservation link>

Is it possible to book?
( 약되나요?)

How do I book?
( 약 어떻게 하나요?)

Please make a 
reservation for me
( 약해 주세요)

Tell us your reservation status
( 약 황 알려주세요)

<Table 3> An Example of Generated Question and 
Answer Set

3.4 챗  개발  카카오톡 연동

<Figure 9>는 우리가 구 하고자 하는 챗 의 설

계도이다. 사용자의 메신 에서 입력된 질문은 API 

서버를 통해서 챗  랫폼으로 달된다. 이후 챗

 랫폼에서 생성된 답변은 API 서버를 통해서 

사용자의 메신  랫폼에 달되게 된다. 

사용자의 질문을 받아 처리하여 알맞은 답변을 

제공하는 챗  랫폼으로는 마이크로소 트(이하 

MS)의 Bot Framework 내에 탑재된 Q&A Maker 

(http://qnamaker.ai)를 활용하기로 하 다. Q&A 

Maker는 2017년에 공개된 챗  빌더 랫폼으로 

질문과 답변을 등록하면 이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부합하는 답변을 검색하여 제공해주는 역

할을 한다. 그 기 때문에 Q&A Maker는 본 연구

에서 의도한 문의응  챗 을 만들기에 최 화된 

솔루션으로 선정되었다.

Q&A Maker에 질의응답 데이터를 입력하기 

해 질문과 답변을 일로 정리하여 업로드 하는 과

정을 거쳤다.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데이터를 업로

드하면 Q&A Maker 랫폼 내에서 자동으로 학

습이 이루어진다.

한국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부분에는 카카

오톡 메신 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카카오톡 랫폼을 통해 챗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 다. 따라서 카카오톡 로아이디 러스친

구 서비스의 규격에 맞게 API 서버를 제작하 다.

API 서버를 구 하는 임워크는 Python 기반

의 Flask 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 <Figure 10>

은 API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알고리즘을 도식화

한 것이다. 사용자의 메시지가 입력되면 메시지의 

맞춤법을 교정하여 챗  랫폼에서 정확한 응답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API

를 맞춤법을 교정하도록 하 다. 이후 다시 한 번 

문장의 형태소 분석을 통해 챗  랫폼에 노이즈

를 최소화한 문장을 제공하고자 하 다. 이 게 만

들어진 문장은 챗  랫폼에 달되어 답변을 유

에게 다시 달한다. 추가 으로 챗 의 성능을 

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 별로 암호화된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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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Answers Contents

Correct Answer
(TP)

Chatbot provides an accurate answer that matches user’s question.

Related Answer
It is not the exact answer that matches the user's question, but the answer to the 
related topic

Irrelevant Answer
(FP+FN)

Chatbot have a completely unrelated answer to user’s question

Drive Phone Calls
(TN)

Chatbot apologizes with can't understanding user’s question. and chatbot provides 
pension’s phone number

<Table 4> A Classification Criteria of Chatbot Response

교정  입력값, 교정 후 입력값, 랫폼이 생성해

낸 답변을 기록하는 기능을 추가하 다. <Figure 

11>은 API 서버 동작 이후 카카오톡으로 동작하

는 챗 의 스크린샷이다.

<Figure 10> A Service Process of Chatbot API Server

<Figure 11> A Screenshot of Chatbot

4. 챗 의 성능평가 

본 연구는 개발한 챗 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총 35명의 참가자를 상으로 챗 을 사용하게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를 통해 우리는 2가지 

검증을 하 다. 첫째로 챗 을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들의 화 기록을 장하여 챗 이 고객

의 질문에 해 얼마나 성공 으로 답하 는지를 

측정하 다. 두 번째는 개발한 챗 의 사용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챗 을 사용하면서 

느낀 감정이나 인상, 사용의도를 확인 하 다. 

4.1 실험 상 선정  실험방법

실험 참가자들은 20세에서 26세 사이의 학생들

로 선정하 다. 20 는 펜션업의 주요 고객이며, 

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이기 때문

이다. 총 35명의 참가자들이 해당 펜션을 약한 후 

메신 를 통해 챗 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자

로 안내 받았다는 가정하에 실험이 실시되었다.

4.2 챗 의 응답 정확도 계산

챗 의 성능은 사용자의 질문에 해서 정확한 답

변을 제시한 비율로 평가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챗 의 답변을 질문에 해 답한 형태에 따라 4가

지 종류로 분류하 다. 분류의 기 은 <Table 4>

와 같다.

각 답변의 유형에 질문과 답변에 한 시는 

다음 <Table 5>와 같다.



Types of Answer Questions Answers

Correct Answer
(TP)

Is the pick-up 
service available?

Pick-up service will be available at Gapyeong Station or Gapyeong 
Terminal upon arrival and departure.

Related Answer
What is the fare for 
Chuseok holidays?

Low Season 1 day 2～3people room(10～13thousand won)
3～4people room(12～15thousand won) 
5～7people room(20～26thousand won)

Irrelevant Answer
(FP+FN)

How do I get to the 
pension?

Jarasum is a 10-minute drive away, but during the Jazz Festival, 
there is heavy traffic jam

Drive Phone Calls
(TN)

Is there a golf course?
I’m sorry, I don’t know about that.
Please call us 000-0000-0000

<Table 5> An Example of Classification of Chatbot Response

 

<Figure 12> The Result of Response Analysis

<Figure 13> Frequency of User-Chatbot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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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Question

Usefulness
The information that the chatbot’s response contains is useful.

Chatbot's response reflects my intentions.

Ease of Use

The chat screen is intuitive.

Text, screen, and icon placement are appropriate.

The number of characters per message is appropriate.

Sensitivity

When chatting, I get the feeling of talking to the real person.

The dialogue feels like a real person.

Chatbot's tone is offensive(REVERSE CODING)

Chatbot's use of non-verbal data helps people feel like a conversation with real people.

Reliability

Provide appropriate feedback to confirm input processing, results of operation and progress

If the proper response fails, Chatbot explains the clear reason.

If the proper response fails, Chatbot is fully aware of this.

Intent to use

The image of the pension was improved because of the chatbot

If you make a reservation again, your inquiry will use chatbot instead of phone.

Overall satisfied with this chatbot service.

<Table 6> Questionnaire Item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의 <Figure 

12>와 같다. 

챗 이 사용자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한 비율

은 체의 69.1%이고, 련된 답변을 한 비율은 

체의 8.8%이며, 답을 알지 못하여 화문의로 

유도한 답은 6.4% 다.  무 한 답변을 한 

비율은 체의 15.7% 다. 그러므로 챗 의 응답 

정확도는 69.1+6.4 = 75.5%로 나타났다. 응답하지 

못한 질문들에 해서 추가 인 학습을 통해 챗

의 성능을 개선한다면, 업에서 충분히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재 상용화된 

챗 의 성능도 60～70%이고, 학습을 통해 개선하

는 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감안하 을 때 본 연

구에서 개발된 챗 은 충분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들과 챗 의 상호작용 횟수는 평균 6.8회

다. <Figure 13>은 사용자와 챗  사이의 상호작

용 회수에 한 분포를 보여 다.

4.3 설문조사

챗 의 사용자 경험에 한 설문조사를 해 Morville 

(2004)의 사용성 평가 모델인 허니콤 모델을 차용하

다. 추가로 재 개발 된 챗 의 특성과 무 한 검

색성, 가치성, 매력성 그리고 근성을 제외하고, 사용

의도 항목을 추가하여 5가지 항목의 15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 다. 실제 설문은 동일방법편의 최소

화하기 해 15개 문항의 순서를 무작 로 재배열

하여 실시하 으며, 설문에 한 응답은 Likert 척도

를 사용하여 ‘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제시

하 다. 응답결과는 각각 1 ～5 으로 환산하 다. 

설문은 구  설문지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실

시되었다. 구성된 설문 문항은 <Table 6>과 같다.

총 35명의 학생에 설문에 응하 으며, 설문 조사 

결과는 <Figure 14>～<Figure 21>과 같다.

4.3.1 유용성

<Figure 14>에서 볼 수 있듯이 챗 의 유용성과 

련된 설문에서 “챗 의 응답이 내 의도를 잘 반

하고 있다”는 질문에 해 참가자의 55%가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고 응답하 으며, “챗 을 통해 

얻은 정보가 유용하다”는 설문에 해 참가자의 

71%가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고 응답하 다. 

부분의 고객들이 챗 이 제공하는 정보에 해 

정 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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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urvey Result of Usefulness Constructs

<Figure 15> Survey Result of Usability Constructs

<Figure 16> Survey Result of Emotionality Constructs

4.3.2 사용성

챗 의 사용성과 련된 설문에서 “1회 발화 당 

자수는 하다”는 질문에 해 참가자의 64%

가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고 응답하 으며, 

“텍스트, 화면, 아이콘 배치가 하다”는 설문에 

해 참가자의 71%가 ‘그 다’ 는 ‘매우 그 다’

라고 응답하 다. “채  화면은 직 으로 구성되

어 있다.”는 설문에 해 체 83%가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고 응답하 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이미 사용자들이 익숙한 메신  환경에서 챗 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3.3 감성성

챗 의 감성성과 련된 설문에서 “챗 의 비문

자  자료활용이 실제 사람과 화처럼 느껴지는 데

에 도움이 된다”라는 질문에 해 참가자의 56%가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고 응답하 으며, “

화체가 실제 사람과 유사하게 느껴진다”라는 설문

에서도 57%가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고 응답

하 다.

챗 이 단순한 텍스트이외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보를 달하고 있으며 답변 텍스트의 문체가 

히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Figure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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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Use of Non-Literary Materials on Chatbot

<Figure 18> Repeated Response Example of Chatbot

<Figure 19> Survey Result of Responsibility Constructs

“챗 의 말투, 어조가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질문 

한 95% 사람들이 ‘아니다’, ‘  아니다’라고 응답하

다. 그러나 “실제 사람과 화하는 느낌을 받는다”

는 질문에 해서는 35%만이 ‘그 다’, ‘매우 그 다’

라고 응답하 다. 최  질문에 해서는 즉각 인 응답

을 얻을 수 있지만, 화의 흐름에 따라 추가되는 질

문에 해서는 히 응하지 못하는 한계 이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답변

도 다양한 어조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챗 의 경우

에는 동일한 응답을 반복하기 때문에 사람과 화하는 

느낌을 주기에는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다. <Figure 

18>은 챗 이 문의에 합한 응답을 하 지만 동일

한 응답이 반복되고 있는 시를 보여주고 있다.  

4.3.4 신뢰성   

챗 의 신뢰성과 련된 설문에서 “챗 이 응답

실패에 해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해 참가자의 64%가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

고 응답하 으며, “챗 이 응답 실패에 해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설문에 해 참가자의 24%가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고 응답하 다. 이는 

챗 이 가진 기반지식에 없는 내용을 질문 할 경우 

“알지 못 한다”는 답을 하기 보다는 유사한 답변

을 시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 이

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 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챗 이 량의 데이터에 기반 하여 개발 된 것이 아

니라 한정된 Q&A에 기반 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생

기는 문제이다. “입력 처리, 동작의 결과  진행에 

해 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설문에 해서

는 체의 54%가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고 

응답하 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주어가 명확하지 않

은 “어디 있나요?”와 같은 문장에 해서 “구체 인 

상을 지목해서 질문해 주세요^^(펜션은 어디에 있

나요?, 주변 지는 뭐가 있나요?)”와 같은 답변을 

제공한 것이 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질문을 구체화하는 가이드가 정

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만큼 요하다는 것을 시

사한다. <Figure 20>은 고객의 질문에 정확한 답

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련성이 높은 답변을 제시

한 사례와 사용자의 구체 인 질문을 하도록 유도

하는 답변을 제시한 시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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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Survey Result of Intention to Use Constructs

<Figure 20> Inducing Answer by Chatbot’s Question

4.3.5 사용의도 

마지막으로 사용의도 련 항목에서는 “챗  

서비스에 반 으로 만족 한다”라는 질문에 

체 60%가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고 응답

한 반면, “다시 약한다면 문의사항은 화보다 

챗 을 사용 하겠다”라는 설문에서는 체 41%

만이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고 응답하

다. 이는 아직 챗 이 정확한 응답을 한 비율이 

75% 수 이었지만 사용자의 기 수 에 미치지 

못하 음을 시사한다. 한 챗 을 상용화하기 

해서 요구되는 기 수 이 어느 정도 인지 

악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챗  덕분에 펜션에 한 이미지가 좋아졌

다’라는 질문에서 체 46%가 ‘그 다’ 는 ‘매

우 그 다’라고 응답하 다. 챗 은 펜션이라는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직 인 요소가 아님

에도 이러한 기술이 펜션이라는 상품을 고객들

에게 정 으로 어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결과  의의

본 연구에서 우리는 은 양의 질문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제를 분석하고 담화를 구성하여 챗

을 개발하 다. 그리고 챗 의 사용기록을 바탕으

로 한 성능 측정  설문조사를 통해 챗 의 인지

된 특성  사용의도를 조사하 다. 그 결과를 요

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1066개의 단순 질의응답 데이터로 

75.9%(유사 답변 포함 시 84.3%) 이상의 정확도

를 갖는 문의응  챗 을 개발할 수 있었다. 본 연

구에서 챗 을 개발한 업체의 경우 챗  개발을 

해 별도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고, 기존에 

보유한 데이터만 활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업

에 도입 가능한 수 의 챗 을 개발할 수 있었다. 

챗 을 개발함에 있어 난 으로 여겨졌던 자연어 

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기술  부분을 시

에 공개된 다양한 API를 활용하여 단기간에 개

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공 인 챗

을 개발하는 데에 요한 것은 데이터나 기술보

다 도메인 지식에 기반한 비즈니스 로세스 이해

가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기업의 비즈니스 로세스에 맞게 데이터 분석과 

담화 설계가 이루어져야 성공 인 챗 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챗 의 사용자 경험에 한 설문조사 결과, 

부분의 고객들이 챗 에 해 체 으로 정

인 평가를 내렸으며, 챗  사용경험이 펜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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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미지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연구자들이 개발한 

챗 은 펜션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챗 을 사업에 도입할 경우 고

객문의 응 에 한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이 향상 될 것으로 상된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고객들이 챗  이용 경험만으로도 펜션

의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보고한 사실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펜션 시장에서 챗  기

술 같은 신기술이 다른 펜션들에 한 경쟁우 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응답자들이 챗 과 

메신 에 호의 인 20  학생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표본에 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기업들이 챗 을 이미 도입하

거나 개발 이다. 하지만 챗 을 개발하는 체

계 인 차를 명시한 서 이나 논문은 찾기 어려

운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챗 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소스코드 뿐 아니라 기획-데이터 수집-분

석  시나리오 작성까지 FAQ 챗  개발 반의 

로세스를 소개하 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한, 본 연구는 기존 챗  평가 연구들을 분석하

여 챗 의 평가 기 을 성능과 사용자들의 사용성 

측면에서 연구하고, 이를 통해 평가 기 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이론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6. 토의  한계

챗 의 정확도가 75% 수 임에도 불구하고 고

객들은 다시 약할 때 화 신 챗 을 이용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41%만이 챗 을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고 응답하 다. 추후 연구에

서 챗 의 정확도를 개선해나가며 정확도와 재사

용의도 간의 상 계를 분석한다면 고객들이 인

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챗  성능에 한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실험 참가자의 성이며, 두 번째

는 사업주 입장에서의 업무효율 증 에 한 검증 

미비, 세 번째는 일반화의 가능성이다.

첫 번째, 본 실험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상은 

20  학생들이다. 앞에서 말했듯 20  학생들

은 펜션을 이용하는 실제 고객들과 유사하지만, 

실험 참가자들은 실제 펜션을 약한 손님이 아니

기 때문에 실제 손님과 다른 방식으로 챗 에 질

문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한 설문 응답에서도 

실제 손님들과 다른 방식으로 설문을 응답했을 가

능성이 있다.

두 번째, 문의응  챗 의 목 은 사업주를 신

하여 고객들의 문의를 처리함으로써 사업주가 

화로 직  응답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데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 한 챗 이 사업주에

게 직 으로 도움이 는가를 검증하기 해서

는 실제 고객들의 화 문의 건수가 감소하 는지

에 한 분석이 추가 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의 한계 상 해당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다.

세 번째로 펜션업은 홈페이지의 Q&A 게시 이 

비교 으로 활발하게 운 되는 산업 분야이다. 문

의응  데이터를 수집하기 힘든 자 업자들에게는 

해당 방법론을 용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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