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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지속적인 외식산업 시장의 매출 증가와 음식에 대한 질적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사회적인 현
상이 되면서 외식산업의 트렌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외식산업과 관련한 기존의 검색시스템은 
사용함에 있어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위치, 가격, 분위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적합한 정
보를 수집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검색에 대한 부담이 발
생한다. 챗봇은 사용자와 대화를 통하여 상황별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이 논문에서는 ChatScript를 사용하여 개인별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식당정보를 상황에 맞춰서 제공 
가능한 챗봇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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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7년 9월에 발표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농림
축산식품부의 ‘2017 식품산업 주요 통계’에서 2015

년의 국내 외식산업의 연견 총 매출액은 108억 원
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1] 최근 미디어와 SNS 

등을 통한 맛집홍보와 ‘밴쯔’, ‘MBRO’와 같은 먹
는 방송으로 조회 수를 올리는 인터넷 프로그램
과 ‘냉장고를 부탁해’, ‘3대천왕’,‘윤식당’,‘맛있는
녀석들’과 같은 음식 관련 예능 프로그램들이 증
가하고 있다.[2] 이러한 향으로 외식산업의 연
간 매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의식 또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양적 
만족이 아닌 유명하고 맛있는 음식 등의 질적인 
만족으로 변하고 있다. 사람들의 식당 선호도의 
기준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닌 자신이 선호
하는 음식이나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식당 등
의 소비자의 조건에 맞는 정보를 원하며 더 나아
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근방에 있는 식당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사용
자가 정확한 상황 인지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
는 챗봇을 통해 이러한 전제조건을 대화 형식으

로 진행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별 취향, 분위기, 

인원 수, 거리 등의 다양한 상황을 수집, 분석하
여 조건에 부합하는 최선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단순한 식당 정보 제공이 
아닌 상황에 따른 맞춤형 식당 정보 추천 서비스
를 구현하여 챗봇을 통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챗봇 및 ChatScript의 개요

II.1 챗봇

최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에 관
한 관심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내
장된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중에 챗봇
이 있다. 챗봇(Chat-Bot)은 채팅(Chatting)과 로봇
(Robot)의 합성어로서 규칙(rule) 또는 인공지능
(AI)을 기반으로 사람과 연속적으로 대화를 나누
는 대화형 시스템을 지칭한다.[3] 

챗봇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에 도시되어 있
는 바와 같다.[4] 사용자가 문자 또는 음성 수단 
등의 자연어를 통해 대화를 입력한다. 사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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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식당정보 제공 챗봇 알고리즘.그림 2. CS의 대화 동작원리.

챗봇과의 대화는 모바일 메신저, 독자적인 챗봇 앱
이나 음성인식･반응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 혹
은 음성인식스피커 등의 대화 전달 기반(delivery 

platform)이 이용된다. 

그림 1. 챗봇 시스템의 구성

사용자의 대화를 분석하고 답변을 선정하는 방
법에는 사전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대화 패턴에 가장 적합한 대답을 제공하는 방식
인 규칙(rule) 기반의 방식과 사전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나 딥러
닝(Deep Learning)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답변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방식이 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챗봇의 경우에는 필
요한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으면 자
율학습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규칙
을 기반으로 식당정보를 제공하는 챗봇 서비스를 
구현한다.

II.2 ChatScript

CS(ChatScript)는 2010년에 얼마나 인간과 비슷
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챗봇 대회인 
뢰브너 상(Loebner Prize)에서 수상한 후 2011년
에 출시된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및 대화 관리를 위한 챗봇 개발 도
구이다.[5] CS에는 말 걸기 기능, 규칙의 논리적 
집합인 토픽(Topic) 기능과 컨셉(Concept) 개념 
제공, 높은 코드 가독성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
지고 있다. 또한 CS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
능하며, 인터넷 또는 로봇의 컨트롤 머신 등 외부 
프로그램과도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사용자가 
건넨 말을 개발자의 의도에 맞게 분석하여 키워
드를 도출함으로써 해당 키워드와 연관된 주제
를 추적해내는 장점이 있다.

CS의 대화 동작원리는 그림 2에 도시된 바와 

같다[5]. 사용자가 문장을 입력하게 되면 CS에서 
일치하는 규칙을 검색한다. 여기에서 규칙은 패
턴과 출력문을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칙에 
사용하여 패턴을 분석하고 매칭이 되면 출력문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된다.

식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야 하고 외부 프로그램과의 연결도 필요
하기 때문에 CS를 이용하여 규칙 기반의 챗봇 알
고리즘을 설계한다.

III. 식당 정보제공 알고리즘 설계

식당 정보제공 챗봇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식당 정보제공 알고리즘은 그림 3에 도시된 바와 
같다. 특히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사용자 근방의 
식당 정보를 알기 위하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능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6] 선택
적 질의를 통해서 GPS 기능 활성화 여부를 확인
하거나 또는 원하는 지역의 위치를 입력 받아 정
보를 수집한다. 이후 대화를 통하여 사용자의 취
향, 원하는 분위기, 인원수, 연령대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도록 한다.

공공데이터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 

face)[7]를 이용하거나 자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도록 구현한다. 사
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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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적정 수준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도출된 결과에 대한 식당정보를 제공해
준다. 식당정보로는 식당이름, 식당주소, 연락처, 

업시간, 대표메뉴, 식당특징 등을 제공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필
요 이상으로 많은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에는 만
족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적인 피드백 질
의를 통해 데이터를 재수집하고 분석하여 지속
적인 대화와 함께 사용자의 상황에 더욱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새로운 장소
에 대한 정보를 원할 경우에는 위치정보를 재확
인한 후에 대화를 반복하면서 상황에 어울리는 
식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IV. 결  론

최근 지속적인 외식산업 시장의 매출 증가와 
음식에 대한 질적 서비스 제공을 더욱 중요시하
게 되면서 외식산업의 트렌드는 변화되고 있다. 

외식산업에 대한 기존의 검색시스템은 상세한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한 위치, 가격, 분위기 등 다양
한 조건 따른 적합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입력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 논
문에서는 규칙 기반의 챗봇 개발 플랫폼인 CS를 
활용하여 개방형 질의를 통해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 정보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그에 알맞은 식
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정보 검색에 대한 속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폭넓은 식당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단기간에 수집하기에는 어
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한 데이터 수집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
해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지
역에 대해서 사용자의 상황에 더욱 정확하고 만
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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