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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공연 및 행사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챗봇은 메타데이터를 이용하

여 공연 및 행사 정보를 가져오고 Google map API를 활용하여 위치 정보와 최단거리 경로를 제공한다. 또

한 Microsoft Azure Database에 사용자가 전화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데이터를 등록해서 특정 공연 및 행사

에 대해 즐겨찾기를 할 수 있고 즐겨찾기 한 항목들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키워드: ChatBot, Metadata, Google map API, A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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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챗봇이란 사용자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즈니스 도구이다. 챗봇은 메시징 앱, 모바일 앱, 웹 사이트, 

음성 지원 앱, 전화선 등 다양한 채널에서 사용되고 이커머스 분야나 

헬스케어 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코로나가 절정이던 2020년 12월에 49억 800만원의 매출액이 나온 

것에 비해 2021년 10월, 작년 12월 대비 약 60배 가량의 303억 

5800만원의 매출액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생활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크지만 공연 및 행사를 즐기고 싶어도 

이러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존재한다.

Fig. 1. 위드 코로나 이후 공연 매출액[1]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이 공연 및 행사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공연 및 행사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II. Design of Performance and Event Information 

Service Chatbot 

본 논문에서는 메타데이터를 통한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정보와 

구글 맵 API를 활용한 챗봇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챗봇의 정보 

검색 방식은 현재 위치에서 검색, 제목으로 검색, 전체 목록 검색을 

제공한다. 현재 위치에서 검색을 하면 사용자의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공연 및 행사 정보를 제공한다. 제목으로 검색을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공연 및 행사 정보를 

제공한다. 전체 목록 검색을 하면 앞으로 있는 모든 공연 및 행사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각 공연 및 행사에 핸드폰 

번호를 통해 즐겨찾기 등록을 해서 즐겨찾기한 공연 및 행사를 보여주

는 기능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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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 and Event 

Information Service Chatbot 

본 논문에서 구현한 챗봇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a) 현재 위치에서 검색 (b) 공연 상세 정보

(c) 구글 맵 연동 (d) 즐겨찾기 조회

Fig. 2. 공연 및 행사 정보 챗봇 시스템

그림 2의 (a)는 현재 사용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공연 및 행사 

정보를 제공한다.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글 맵과 연동하여 대중교

통 정보, 소요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사용자 위치에 따른 

자동 검색 제공 뿐만 아니라 공연 및 행사의 이름으로 검색하거나 

전체 공연 및 행사 정보를 보여주는 ‘전체보기’기능을 제공한다. 

(b)는 해당 공연의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간략하게 표현된 공연 

및 행사 정보가 보여주었을 때 ‘상세’ 키워드를 포함하여 검색하면 

해당 공연 및 행사 정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즐겨찾

기’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게 되고, 메인 

메뉴에서 ‘즐겨찾기’메뉴로 들어가 즐겨찾기할 때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다. (c)는 구글 맵과 연동하여 사용자에게 공연 

및 행사 정보를 제공한다. (d)는 즐겨찾기 조회 기능이다. 검색한 

공연 및 행사 정보를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초기 화면에서 ‘즐겨찾기’키워드를 입력하고, 사용자의 휴대전화 번호

를 입력하면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추가한 공연 및 행사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이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메타데이터를 통한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정보와 

구글 맵 API를 활용한 챗봇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 챗봇은 구글 

맵을 보여주는 동시에 경로 검색까지 진행이 가능해서 추가로 길을 

찾는 수고를 덜어주고 메타데이터와 DateTime 객체를 이용해 설계했

기 때문에 새로 추가되는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정보의 처리가 용이하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로 즐겨찾기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관심있어하는 공연 및 행사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버튼 클릭 몇 번과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바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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