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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입학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챗봇은 Microsoft Azure와 

네이버 LINE 채널에서 인하공업전문대학 입학 정보 안내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입력을 통한 입학처 챗

봇의 대답으로 입학처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공되어 사용

자가 접근한 입학 정보를 얻어 낼 수 있어 이를 통한 전형 선호도의 추세와 사용자가 원하는 전형별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므로 입학처가 추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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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챗봇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사람과 대화를 

통해 질문에 알맞은 답을 제공하거나 명령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이다. 챗봇의 확산은 인공지능 기술

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경제, 사회, 교육, 산업, 기업 마케팅, 

공공기관, 금융업 등 산업전반에서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Microsoft Azure를 이용하여 인하공업전문대학 

입학 정보 서비스 챗봇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챗봇은 LINE 채널을 

통해 배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즐겨찾는 검색어를 저장하

고, 입학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II. Design of the Admission information Chatbot 

본 논문에서는 Microsoft의 Azure Bot Service와 함께 Bot 

Framework SDK, 네이버 LINE 기반으로 텍스트, 대화형 카드를 

사용하여 인하공업전문대학의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챗봇은 인하공업전문대학 입시 정보에서 모집일정을 

수시 전형, 정시 전형, 산업체 위탁 전형, 편입학 전형, 전공심화 

전형으로 총 5개의 전형으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의 모집요강의 정보를 

출력한다. 선택한 모집일정의 전형과 그에 따른 모집요강을 선택하면 

모집요강의 간략한 요약 정보와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인하공업전문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를 출력한다. 

입학정보를 사용자에게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제공하고 싶다

는 개발 목표에 부합하게 UI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방법을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에 부합하게 설계한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함에 있어서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가장 많이 찾아본 정보가 무엇인지 DB연동과 입력으로 

검색한 횟수와 퍼센트별로 전형별 인기 검색어 기능을 제공한다.

III. Implementation of the Admission information 

Chatbot

본 논문에서 구현한 인하공업전문대학 입학 정보 서비스 챗봇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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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작 화면 (b) 수시전형 화면

Fig. 1. 초기 화면

그림 1의 (a)는 챗봇의 시작 화면으로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의 제일 상위 카테고리에 있는 5개 항목을 표시한다. (a)시작 

화면에서 버튼을 클릭하거나 해당하는 번호를 입력하면 (b)화면처럼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세부내용이 나타난다. 그 세부내용 안에서도 

챕터를 나누어서 버튼을 구성했고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챕터의 

내용이 출력되도록 구현하였다. (a)시작 화면의 1번 버튼부터 5번 

버튼까지는 앞에서 언급한 세부 내용이 출력되도록 구현하였다. 6번 

전형별 인기 검색어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들이 많이 본 내용 들을 

순위를 매겨 출력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1의 (b)에서 버튼을 클릭하

면 그림 2의 (a)처럼 각 버튼의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출력되고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2의 (b)처럼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입시 모집요강 PDF에서 해당하는 URL로 연결시켜서 PDF를 통해 

더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버튼을 클릭할 때 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내용의 조회 수가 1씩 올라가도록 구현하였고 

이전으로 버튼을 누르면 이전 대화창이 나오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3의 (a)는 전년도 인기 검색어 화면으로 DB에 저장된 조회 

수를 계산해서 전형별로 인기 검색어를 1위부터 5위까지 출력해주고 

조회된 비율을 퍼센트로 보여주도록 구현했다. 그림 3의 (b)에서 

랭킹 정보 아래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대화 창으로 이동하

도록 구현하였다. 예를 들어 수시전형 버튼을 클릭하면 수시전형 

정보화면으로 이동한다.

(a) 입학정보 (b) PDF 파일

Fig. 2. 실행 화면

(a) 순위 정보 (b) 수시전형 정보 화면

Fig. 3. 전형별 인기 검색어 화면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Microsoft Azure룰 활용하여 인하공업전문대학 

입학 정보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를 위한 인공지능 챗봇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 챗봇은 사용자가 원하는 입학처 정보에 접근 가능하며 

사용자가 접근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으로 사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가장 많이 찾는지 알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해당 

정보를 랭킹 시스템으로 전형별 랭킹과 각 전형 내에선 어떤 정보에 

가장 관심이 높았는지 알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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