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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능형 Chatbot 1. Chatbot 소개

지능형Chat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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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주는서비스찾는서비스

사용자가정보를찾기위해
메뉴선택, 검색등을수행

사용자가필요한것을자연어로
질의하면즉시답변제공

기피와사용자접근방법의변화

메신저

정보

컨텐츠

결제

LUIS
자연어처리

Chat Robot

AzureLUIS (Language Understanding Intelligent Service) :자연어이해/판단서비스



1.2. 인공지능 1. Chatbot 소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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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데이터

✓ 인공지능 :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하는 컴퓨터 지능을 일컫는 포괄적 개념

✓ 머신러닝 : 데이터를 통해 컴퓨터를학습하여인공지능의성능을 향상시키는방법

✓ 딥러닝 : 인공신경망이론 기반으로,인간의 뉴런과 유사한 입/출력 계층 및 복수의 머신러닝 계층을 활용하는학습 방식

머신러닝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예측모델

NLP

Result



1.3. Microsoft Cognitive Service 1. Chatbot 소개

Microsoft  Cognitiv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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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S는Microsoft에서제공하는세계최고수준의AI엔진을기반으로서비스제공

Microsoft Azure 클라우드를기반으로방대한학습능력을갖춘AICognitiveService는지금이순간에도진화중

✓ Text Analytics API
▪ 언어, 감정인식

✓ LUIS
▪ 자연어인식

✓ Translator Text API
▪ 번역

✓ Bing Spell Check API
▪ 맞춤법검사

✓ QnA Maker
▪ NLP 기반질의답변처리

✓ Bing Speech API
▪ STT/TTS

✓ Custom Speech Service
▪ 사투리, 소음등의음성인식

장애해결

✓ Speaker Recognition 

API
▪ 음성을통한화자인식

✓ Translator Speech API
▪ 음성번역

✓ Computer Vision API
▪ 이미지인식

✓ Emotion API
▪ 감정인식

✓ Video Indexer
▪ 영상인식

✓ Content Moderator
▪ 컨텐츠필터링

✓ Face API
▪ 얼굴인식

✓ Custom Vision 

Service
▪ 사용자정의인식

✓ Bing Search API
▪ 검색제안
▪ 뉴스검색
▪ 영상, 문서, 이미지검색

검색언어음성시각



1.3. Microsoft Cognitive Service 1. Chatbot 소개

LUIS 한글인식

7

LUIS App 구성 초기에 intent에 대한 사용자 질의 학습은 질의문에서 캐릭터 단위로 패턴을 분석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인텐트와 상관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엔티티로 구성하게 되면 LUIS는 사용자 질의에서 엔티티와 글자 단위로 패턴을 분석하게 되므로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속성(Entity)

질의(Utterance)

내일 비가 올까요? 일기예보 내 일 비 가 올 까 요

내일 비가 올까요? 일기예보 내일 비 가 올까요

날짜 일기 질문

Tokenization

Tokenization

질의(Utterance)

의도(Intent)

학습(Train) : Machine Running의도(Intent)

학습(Train) : Machine Running



1.3. Microsoft Cognitive Service 1. Chatbot 소개

QnA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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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Maker는 데이터를 통해 자연스러운 대화형 계층을 만들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NLP(자연어 처리) 서비스입니다. 

사용자 지정 KB(기술 자료) 정보에서 입력한 내용에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는 데 사용됩니다.

QnA Maker는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채팅 봇 및 음성 지원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대화형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QnA Maker는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 데이터(질문과 대답 및 채팅 로그)는 고객이 종속 서비스 인스턴스를 배포하는
지역에 저장됩니다.



1.4. 카카오 i 오픈빌더 1. Chatbot 소개

카카오 i 오픈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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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i 오픈빌더는 카카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챗봇과 카카오미니 보이스봇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카카오 AI 설계 플랫폼 입니다.

✓ Kakao i 개발플랫폼
▪ 대화
▪ 번역
▪ 생활/ 편의
▪ 뉴스/ 정보
▪ 금융
▪ 주문/ 구매
▪ 교육/ 키즈
▪ 교통/ 호출

✓ 음성엔진
▪ 음성인식/합성기술

✓ 시각엔진
▪ 시각/사물인식기술

✓ 대화엔진
▪ 자연어처리기술

✓ 추천엔진
▪ 빅데이터및머신러닝기술

✓ 번역엔진
▪ 다국어번역처리기술

카카오톡

카카오미니

Kakao iOpen BuilderKakao iKakao i Inside



1.5. Chatbot의 장점

Chatbot 의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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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tbot 소개

365day, 24H

메신저를통하여상담등목적에맞는

서비스를실시간으로시간제약없이

제공가능

편리한UI

누구나익숙한메신저UI를활용하여대화

입력만으로간단하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소통장벽제거

자연어처리기술(NLP)을통하여

텍스트, 음성, 이미지등다양한

방법으로누구나제한없이사용

신규기회창출

AI기반의대화분석을통하여위험요소를

진단하고서비스개선포인트를발견함으로써

지능형마케팅포인트제시

빠른서비스

머신러닝을통하여상담및질의

단계를축소함으로써정확하고빠른

서비스로고객만족도증대

업무효율성향상

언어폭력을해소하고반복적인

업무를최소화하여업무전문성

강화를통한서비스품질향상



2.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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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MS아키텍처

2) CCMS Bot Connector

3) 카카오 i 오픈빌더

4) MSTeams



2.1. CCMS 아키텍처

CCMS 아키텍처 : Only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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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키텍처

모든 리소스를 Azure 클라우드로 구축하는 구성입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인 빠른 확장성과 사용량 만큼 만 비용이 부과되는 이점, 그리고
서버비용절감효과를가져옵니다.

Bot Connector Bot

CCMS 챗봇 관리자

Web Chat

Web Job

LUIS

QnA Maker

Redis Cache

Mongo DB

Blob Storage

CCMS Management

CCMS Bot Data

Microsoft

 Azure

Microsoft
Azure

사용자

Messenger

챗봇 관리

사용자 질의 판단

Open API



2.1. CCMS 아키텍처

CCMS 아키텍처 : Hybrid On-Pre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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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키텍처

사내메신저로임직원만을위한정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사내망내에챗봇서버를구축하여인트라넷전용서비스제공. 
(고가용성을요구하는자연어처리엔진만Azure를이용하는형태의서비스구성가능)

챗봇관리시스템(CCMS) : 내부망

CCMS Server

CCMS챗봇관리자사이트서버
(chatbotadmin.xx.kr)

AP Server

챗봇서버
(chatbotsvc.xx.kr)

Database Server

MongoDB 서버
(Port : 27295)

업무시스템

업무시스템

IF Server

Outbound
Port : 443

• 자연어학습및
관리요청API 호출

방화벽

Outbound
Port : 443

• 자연어판단요청

Outbound
Port : 443

• 번역요청
• 외부정보요청

Azure

LUIS
(westus.api.cognitive.microsoft.com)
(eastasia.api.cognitive.microsoft.com)

외부 시스템

Open API Service

- 번역, 날씨, 지식인, 사전, 도로상황

Client : 사용자

사용자
PC

CCMS 
챗봇관리자

웹챗메신저

웹챗메신저

사용자
PC/모바일

외부사용자
PC/모바일

Inbound
Port : 443

• 웹챗외부사용자
접속

• 웹소켓



2.1. CCMS 아키텍처

CCMS 어플리케이션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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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키텍처

주요 서비스는 .NET Framework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Azure 또는 On-Premise에서 동작하는 Bot Service는 ASP.NET MVC를 기반으로 MS에서
제공하는 Bot Framework과 CCMS Framework을 중심으로 Dialog Flow 기능을 구현합니다. Business logic은 미니소프트의 프레임워크인 NeoDEEX를
중심으로Business Logic과DataAccess부분을구현합니다.

Azure Service Tier or On-Premise

Bot Connector Bot Service

.NET Framework 
4.6

ASP.NET MVC

Bot Framework

Dialog Flow 
Logic

CCMS Framework

Direct Line

Presentation Tier

HTML jQuery

Business Logic Tier

Biz Logic
Component

Data Access 
Component

Data Tier

Tables

Views

Stored 
Procedures

Database 
Specific 

Technology.NET Framework 4.6

ASP.NET MVC

CCMS Framework

NeoDEEX



2.1. CCMS 아키텍처

CCMS 소프트웨어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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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키텍처

Azure Bot Connector의 Direct Line 프로토콜에서 제공하는 RESTful을 이용하여 메신저와 Bot Service간의 통신을 구현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Bot
Service간의통신또한RESTful방식으로구현합니다.

Application Server (Windows Server + IIS)

Data Access Service 
Layer

Business Logic 
Service Layer

Biz
Class

Biz
Class

MongoDB.
NET

Dac
Class

WEB API Layer

Controller

Controller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 or Windows Server 2016

NeoDEEX

.NET Framework 4.6 or Higher

CCMS Framework

Azure

Direct Line

RESTful 

Web Socket

.NET Framework 4.6 or 
Higher

Bot Service Layer

CCMS Framework

Dialog Dialog

Script Library

HTML 5

jQuery

Web Browser
- Web Chat
- Admin Site

MongoDB

Redis
Cache

Storage

Bot Connector Web App

Json

Json

RESTful 

LUIS / QnA Maker



2.2. CCMS Bot Connector

CCMS Bot Connector 제공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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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키텍처

MS Bot Connector는 다양한 채널을 지원합니다. Skype For Business, 페이스북 메신저, Telegram과 같은 상용 메신저는 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사이트에서몇가지설정을통하여연결이가능하며,비상용메신저의경우Direct Line채널이라는메시지프로토콜을사용하여연결이가능합니다.

지원채널

공식 지원

• Skype For Business

• Skype

• Facebook Messenger

• Telegram

• Slack

• Kik

• Microsoft Teams

• Group Me

Direct Line

• 카카오톡

• 라인

• 웹챗



2.2. CCMS Bot Connector

CCMS Bot Connector 보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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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키텍처

MSBotConnector는BotService와메시지를주고받을때 4가지인증기술을사용하여신뢰할수있는보안을구현하고있습니다.

Bot Service

MSA
Login Service

보안기술 설명

SSL / TLS
• Bot Connector와 Bot Service간 연결에 사용

• ‘X.509v3’ 인증서 기반

OAuth 2.0

•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MSA (Microsoft Account) / AAD v2 로그인 서비스에 대하여 OAuth 2.0 기반의 로그인을 통해 보안 토

큰 생성

• 사용자 로그인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기반 로그인

JSON Web Token (JWT) • Bot Connect와 Bot Service가 주고받는 토큰을 JWT로 인코딩

OpenID metadata
• OpenID metadata document에는 유효한 토큰목록의 문서가 저장된 위치 URL이 들어 있음

• OpenID metadata를 호출하여 토큰 목록이 게시된 URL을 통해 토큰 목록을 조회하여 토큰의 유효성 검증

✓Bot Service to Bot Connector 인증절차

Bot Connector

1. Get to MSA Login Service

2. JSON containing JWT token

3. JWT token in Authorization header

Bot Service

OpenID metadata 
document

✓Bot Connector to Bot Service 인증절차

Bot Connector

1. JWT token in Authorization header

2. GET OpenID document

3. GET jwks_uri

4. Verify JWT token



2.3. 카카오 i 오픈빌더

카카오 i 오픈빌더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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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키텍처

CCMS는카카오톡과고객사서비스를연결하는중간매개역할을수행합니다. REST 기반통신을이용하여사용자가챗봇을통하여요청한서비스를
전달하고이에대한피드백을고객사시스템에저장하여빅데이터로활용합니다.

고객사시스템

✓ 시나리오관리

✓ 대화의도관리

✓ 학습관리

✓ 고객사서비스관리

✓ 통계

카카오톡

카카오미니

고객사CCMSKakao i



2.4. MS Teams

MS Teams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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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키텍처

CCMS는Office 365 환경에서MS Teams와연동하여직원들에대한업무지원및반복적인업무에대한자동화작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봇은업무에
대한단순질의응답부터복잡한업무처리까지대화형식으로사용자와함께작업을수행합니다.

✓다양한카드 템플릿제공



3. CCMS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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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챗봇구성

2) 시나리오관리

3) 응답메시지유형

4) 모니터링



3.1. 관리자 기능

관리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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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MS 관리

CCMS는챗봇의전반적인기능관리및챗봇시나리오실행모듈로구성된챗봇개발프레임워크입니다. 챗봇의기본시나리오수행기능및자연어학습, 
시나리오설정, 메시지설정등의관리모듈로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기능 설명

시나리오 시나리오 관리 • 챗봇이 수행할 시나리오 설정/관리

의도(명령) 관리 • 챗봇이 수행할 업무 설정/관리

용어 관리
• 업무처리에 필요한 조건이 되는 엔티
티 설정/관리

시나리오
가져오기/내보내기

• Excel로 시나리오와 의도를 정의하여
Import 또는 Export하는 기능

학습 자연어 학습 • 예상 질의어 학습

제안 자연어 학습
• 운영 시 사용자의 질의어 중 학습되지
않은 질의어에 대한 학습 제안

학습 교정
• 운영 시 LUIS에서 잘못 판단하거나 미
판단된 질의어 교정 학습

기준점수 관리
• LUIS 결과 점수에서 응답 기준이 되는
점수 관리

자연어 학습
가져오기/내보내기

• Excel로 자연어 학습 데이터를 대량으
로 Import 또는 Export하는 기능

메시지 인사 메시지 관리 • 챗봇 시작 메시지

메뉴 관리
• 룰베이스 방식으로 메뉴를 클릭하여
원하는 답변을 찾아가는 기능

구분 기능 설명

메시지
응답대기 메시지 관

리
• 사용자 입력 대기 상태 메시지

응답 메시지 관리 • 사용자 질의에 대한 답변 메시지

응답 문맥 관리
• 답변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대
상이 되는 Entity 관리

설문 메시지 관리
• 답변 후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메시지

응답실패 메시지 관
리

• 답변을 찾지못한 경우 실패 메시지

금칙어 관리
• 욕설, 19금 용어등의 금칙어 관리 및
대응 메시지

룰셋 메시지 관리
• 사용자 질의가 특정 키워드와 매칭
될 경우 응답하는 메시지

예약어 관리
• ‘Home’, ‘Help’, ‘Menu’등의 특정 이벤
트 동작 메시지

메시지
가져오기/내보내기

• Excel로 메시지를 설정하여 Import 
또는 Export하는 기능

검색 QnA Maker 관리
• 응답 메시지 중 단순 답변 메시지들
을 QnA Maker로 인덱싱하는 기능

기준점수 관리
• QnA Maker 결과 점수에서 응답 기
준이 되는 점수 관리



3.1. 관리자 기능

관리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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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MS 관리

구분 기능 설명

배포 Test Bot • Production으로 배포전에 Staging에서 학습 및 메시지 설정을 테스트하는 봇

Staging/Production
배포

• Staging 배포 : 테스트를 위한 배포
• Production 배포 : 운영 배포

인터페이스
응답 메시지

REST API 관리
•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업무처리 결과, 챗봇 메시지, Open API 결과를 표준 REST API로 등록하는 기능

모니터링 대시보드
• Microsoft Power BI 기반 대시보드
• 챗봇 현황 모니터링

Chat History • 봇과 사용자 간의 대화기록

에러 로그 • CCMS에서 발생한 모든 에러 기록

다국어 다국어 언어 관리 • 다국어 처리를 위한 언어 코드 관리

백업 백업/복구 • CCMS의 모든 리소스에 대한 백업 및 복구 관리

기타 설정 UI 언어 변경 • 관리자 사이트 UI의 언어 변경 기능

Message time Interval • 챗봇이 연속되는 응답 메시지를 표시할 경우 메시지간 표시 시간 간격 (millisecond)

업무 업무 기준 데이터 관리 • 챗봇이 업무처리를 하기위해 필요한 업무 기준 데이터

관리자 관리자 계정 관리 • 관리자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챗봇을 관리할 사용자를 관리하는 기능



3.1. 관리자 기능

챗봇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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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MS 관리

CCMS 챗봇을구성하기위한절차를수행합니다.

봇생성

시나리오정의

의도정의

응답메시지설정

용어관리

질의학습

• 봇서비스구성
• 채널연결

• 챗봇이 수행할 업무 시나리오 정의
• 지식 문의, 업무 문의, 사규 문의등의 시나리오를 정의하여 챗봇이 담당할

업무를 규정

• 파악된사용자의도에대한
업무시나리오실행

• 사용자의의도를판단하기위하여미리
예상되는사용자질의학습

• 판단된사용자의도에대하여
답변하기위한응답메시지설정

• 학습효과를높이기위하여사용자질의에
포함된주요한키워드와유사어정의

기타메시지설정• 인사, 준비, 메뉴, 평가, 폴백, 금칙어, 
예약어등의메시지설정



3.2. 시나리오 관리

시나리오관리

24

3. CCMS 관리

챗봇이수행할시나리오와 Intent(사용자의도, 명령또는업무)를정의하는단계입니다. 생성된시나리오는LUIS에서제공하는REST API 
서비스를통해머신러닝학습모델인App과1:1 관계가되고, 정의된 Intent는LUIS의 Intent와1:1 관계를이루게됩니다.

CCMS 챗봇관리자

기능 설명

시나리오 관리 • 챗봇이 수행할 시나리오

의도 관리 • 챗봇이 수행할 업무

용어 관리 • 사용자 질의안에 업무 처
리 조건이 되는 용어 정의

LUIS

기능 설명

App • 머신러닝 학습 모델

Intents • 사용자 의도

Entities
• 사용자 질의안에 업무 처리 조건
이 되는 용어 정의

챗봇관리시스템 (CCMS) LUIS.ai

시나리오

사용자 의도

용어 관리

App

Intents

Entities

REST API 
ServiceSync



3.2. 시나리오 관리 3. CCMS 관리

시나리오관리

지식문의,업무문의,사규문의등의시나리오를정의하여챗봇이담당할업무를규정하고세부업무수행을위한의도설정및학습수행

응답메시지

OZ 102 출발전
출발┃도착

02/09 09:00 ┃ 02/09 11:20

2018-02-09
인천출발나리타도착출도착정보입니다. 

학습 { 내일}{ 뉴욕}으로가는일정알려줘

{ 인천}발{ 제주}도도착정보는?

{ 파리}로가는비행일정은어떻게되?

{ 주말}에{ 나리타}가는비행시간알려줘

용어사전

날짜 내일, 모레, 주말, 사흘, 나흘

도시 뉴욕, 인천, 제주, 파리, 나리타

수하물 짐, 화물, 캐리어, 수하물

의도
예약재확인

출도착정보

수하물정보

시나리오
항공업무

철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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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나리오 관리 3. CCMS 관리

시나리오관리

CCMS챗봇관리자를통해시나리오,사용자의도,용어사전에대하여설정및관리할수있는관리자화면을제공해드립니다.

시나리오 관리
- 시나리오 생성/수정/삭제

사용자 의도 관리
- 사용자 의도 생성/수정/삭제

용어사전 관리
- 용어 생성/수정/삭제

26



3.3. 학습 관리 3. CCMS 관리

학습관리

정의된사용자의도에대하여예상되는질의문을학습하여LUIS의학습율을높이는작업을수행합니다.

CCMS 챗봇관리자

기능 설명

시나리오 관리

자연어 학습 • 예상 질의어 학습

제안 자연어 학습
• 운영 시 사용자의 질의어
중 학습되지 않은 질의어
에 대한 학습 제안

학습 교정
• 운영 시 LUIS에서 잘못 판
단하거나 미 판단된 질의
어 교정 학습

시나리오 학습 데이터
Import/Export

• 시나리오, 사용자의도, 학
습데이터를 Excel로
Import/Export 하는 기능

LUIS

기능 설명

App

Utterances • 예상 질의어 학습

Review endpoint 
utterances

• 운영 시 사용자의 질의어 중 학습
되지 않은 질의어에 대한 학습 제
안

-

-

챗봇관리시스템 (CCMS) LUIS.ai

자연어 학습

제안 자연어 학습

학습 교정

Utterances

Review endpoint utternces

REST API 
Service

Sync

27



3.3. 학습 관리 3. CCMS 관리

학습관리화면

CCMS챗봇관리자를통해자연어학습및관리할수있는관리자화면을제공해드립니다.

자연어 학습
- 자연어 입력/학습/삭제

제안 자연어 학습
- LUIS로 들어온 판단 요청 질의어

중 학습되지 않은 질의어들은
LUIS가 목록화 하여 잘못 판단한

경우 재 학습하도록 한다.

학습 교정
- 챗봇 히스토리에서 잘못 판단된

질의어에 대하여 재 학습을
수행한다.

28



3.4. 데이터 관리 3. CCMS 관리

시나리오/학습데이터 Import/Export

시나리오, 사용자 의도, 자연어 학습을 위한 예상 질의 데이터를 Excel에 형식에 맞추어 입력하여 CCMS 챗봇 관리자 사이트에 Import를 시키면
시나리오및사용자의도를생성하고예상질의어에대한학습을수행합니다.대량의예상질의어를한번에학습시킬수있는것이장점입니다.

양식 작성
- 관리자 화면에서 Import를 위한

양식을 다운로드
- 양식에 맞추어 시나리오, 사용자

의도, 예상 질의 학습 데이터를
입력

시나리오 Import
- 시나리오 관리 화면에서 Import 

수행
- 누락된 시나리오 생성
- 누락된 사용자 의도 생성
- 자연어 학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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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메시지 관리 3. CCMS 관리

메시지관리기능

CCMS챗봇관리자는챗봇과사용자간의대화를위한다양한메시지설정기능을제공합니다.

기능 설명

인사 메시지 • 챗봇이 최초 실행 시 사용자에게 보내는 인사 메시지

레디 메시지 • 사용자 질의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

메뉴 설정 •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답변을 찾는 기능

응답 메시지
• 사용자 질의에 대한 답변 메시지
• 사용자 의도별로 응답 메시지 구성

대화 문맥 관리 • 사용자 지시에 따른 업무 처리 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

설문 메시지 • 답변이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메시지

요청지연 메시지 • 일정 시간동안 사용자 입력이 없을 경우 입력 대기임을 알리는 메시지

룰셋 관리 • 특정 키워드가 매칭되면 답변을 하는 기능

예약어 관리 • ‘도움말’, ‘메뉴’와 같이 특정 키워드에 대하여 정해진 메시지를 표시하는 기능

금칙어 관리 • 욕설, 19금 단어와 같은 금칙어에 대하여 응답하는 메시지

메시지 Import/Export • 메시지를 Excel 양식에 작성하여 Import 하거나 설정된 메시지를 Excel로 Export받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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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메시지 관리 3. CCMS 관리

대화흐름

31

인사메시지 메뉴메시지 준비메시지 질의응답 평가메시지 폴백메시지

▪ 챗봇시작시
인사말

▪ 챗봇이할수
있는일을메뉴로
표현

▪ 사용자질의를
받을준비가
되었다는메시지

▪ 사용자질의에
대한응답

▪ 사용자문의에
대한해결
여부를확인하는
메시지

▪ 사용자문의에
대한답변을
못한경우의
메시지

상담원 연결 or
CSForm 전송

아니요

사용자질의

CCMS의시나리오관리기능을활용하여챗봇과사용자간의질의응답대화가어색하지않도록최대한자연스러운대화플로우구성



3.5. 메시지 관리 3. CCMS 관리

응답구성

32

CCMS챗봇은사용자질의에대하여챗봇이최대한답변을할수있는단계별응답모듈구성

사용자질의

금칙어
판단

예약어
판단

자연어
판단

QnA판단

Ruleset
판단

상담원연결or
CSForm 전송

No

No

No

No

Yes

Yes

Yes

Yes

Yes

No

사용자질의내에욕설과같은금칙어가포함된경우이에해당하는응답전송

‘홈’, ‘메뉴‘, ‘help’와같은미리약속된키워드가입력되면그에해당하는이벤트수행

LUIS를통해사용자질의의의도를판단하고의도에해당하는응답전송

QnA Maker에 질의하여가장높은점수를받은응답전송

‘이름’, ‘뭐야’와같이키워드가되는명사, 동사와이에
대한답변으로데이터를구성하여단어매칭검색수행



3.5. 메시지 관리 3. CCMS 관리

정보수집

33

사용자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대화

이전 대화의 문맥을 유지하여 컨디션 변경만으로 응답 가능

내일비행기노선알려주세요.

출발지와목적지는어떻게되십니까?

인천출발나리타도착입니다.

내일인천에서나리타출도착정보를
확인하시겠어요?

네

2018-02-08
인천출발나리타도착출도착

정보입니다. 

OZ 102 출발전
출발 ┃ 도착

02/08 09:00 ┃ 02/08 11:20

언제 : 2018-02-08
무엇을 : 비행기 노선
출발지 :    ?
도착지 :    ?

언제 : 2018-02-08
무엇을 : 비행기 노선
출발지 : 인천
도착지 : 나리타

사용자

챗봇

챗봇

사용자

사용자

챗봇

모레는?

사용자

모레인천에서나리타출도착정보를
확인하시겠어요?

네

2018-02-09
인천출발나리타도착출도착

정보입니다. 

OZ 102 출발전
출발 ┃ 도착

02/09 09:00 ┃ 02/09 11:20

언제 : 2018-02-09
무엇을 : 비행기 노선
출발지 : 인천
도착지 : 나리타

챗봇

사용자

챗봇

문
맥
유
지



3.5. 메시지 관리 3. CCMS 관리

대화분기

34

대화 중 봇은 대화 분기 질의문을 통하여 보다 세밀하게 사용자 의도를 파악

내일인천에서싱가폴로가는비행일정알려줘

사용자

편도이신가요? 아니면왕복으로알려드릴까요?

챗봇

편도로알려줘

사용자

예편도일정으로알려드리겠습니다.

챗봇

왕복으로알려줘

사용자

예왕복일정으로확인해드리겠습니다.

챗봇



3.5. 메시지 관리 3. CCMS 관리

응답메시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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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주제목, 부제목, 
내용, 버튼으로구성되는
카드템플릿

정보전달효과를높이기위해다양한형태의응답메시지템플릿제공

Hero Card

• 여러개의card를횡으로나열하여좌우
스크롤을통하여볼수있도록구성

Carousel Layout

• Hero card와구성은
동일하나, 정보가한눈에
들어오도록썸네일
이미지로구성

Thumbnail Card

• 단순이미지, 또는카드로
표현이힘든레이아웃이
필요할경우html을
이미지로변환하여구성

Image Card



3.5. 메시지 관리 3. CCMS 관리

메시지설정

모든메시지는동일한메시지관리화면에서설정을하게되며텍스트,이미지,카드형태의응답메시지템플릿설정과리스트,캐러셀형태로메시지레이아웃을
설정할수있는메시지설정관리자화면을제공합니다.

텍스트
- 텍스트 형식의 응답 메시지 설정

이미지
- 이미지만 삽입되는 메시지 설정

카드
- 이미지, 텍스트, 버튼이 혼합된

메시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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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메시지 관리 3. CCMS 관리

메뉴메시지관리

메뉴를클릭하여 답변을 탐색하는기능입니다. 질의를 어떻게해야할 지 모르거나 질의문에 대한 자연어 인식이제대로 안될 경우, 또는 다국어사용시 LUIS가
지원하지않는언어일경우메뉴방식을사용합니다.

계정

지갑

궁금하신 항목을 아래에서
선택하거나 간단한 검색
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거래소

보안

서비스

궁금하신 항목을 아래에서
선택하거나 간단한 검색 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회원가입

로그인/비밀번호

계정 관리

본인 인증

2단계 인증

입금

출금

수수료

계정/비밀번호

서비스 범위

1depth menu 2depth menu 응답메시지

기능설명

Depth 설정 • Depth별 메뉴를 구성하여 메뉴의 각 버튼에 하위 depth 메뉴를 연결합니다.

응답 메시지 연결 • 가장 하위 depth의 메뉴에서 응답 메시지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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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메시지 관리 3. CCMS 관리

응답메시지

챗봇은사용자질의를LUIS에게전달하고, LUIS에서판단된사용자의도에대한결과를받아이와맵핑되는응답메시지를조회하여사용자에게전달합니다.응답
메시지는사용자의도별로구성되며업무와연결될경우,업무에해당되는RESTAPI인터페이스를호출하여답변을사용자에게전달합니다.

✓관리자기능 – 응답메시지

사용자의도 응답메시지

전산 담당자 연락처 문의

휴가 신청

메신저 설치 문의

응답 메시지

응답 메시지

업무처리 REST API 인터페이스

휴가 신청 처리 인터페이스

✓LUIS 기준점수관리

LUIS는 사용자 의도를 점수로 판단합니다. 1점 만점을 기준으로 0.8 이상이면 매우 잘 판단된 것으로 간주하여 응답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0.8점을 기준 점수로 설정하였을 때 판단된 의도가 2건 이상일 경우 관리자에서 ‘다중 답변’으로 설정하면 2건의 답변이
캐러셀 형태로 표시하게 됩니다.

기준점수 0.8 이상인 LUIS 결과가 2건이상인경우–캐러셀레이아웃으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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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메시지 관리 3. CCMS 관리

QnAMaker

FAQ항목이 너무 많을 경우 단시간에 모든 항목을 LUIS에 학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QnA Maker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 질의에 대한 답변 검색을
수행합니다.

응답메시지

비밀번호 변경방법 문의

회원 탈퇴 문의

회원 가입 문의

Azure

QnA Maker

Indexing

Messenger Bot Service L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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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일반 기능 3. CCMS 관리

배포

배포시Staging과Production으로나누어배포를수행합니다.Staging배포시TestBot을통하여LUIS의학습도와응답메시지테스트를수행하게되며Production배포
시운영으로적용됩니다.

CCMS 챗봇관리자

자연어 학습

Full Text Search 설정

메시지 설정

Staging 배포

Staging DB

Production 배포

Production DB

Test Bot

운영 Bot

LUIS Staging

LUIS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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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에러 로그

App 관리

3.6. 일반 기능

모니터링

3. CCMS 관리

사용자과챗봇간의대화내역히스토리를이용하여자연어학습에대한정확도,이용자현황,챗봇현황등의통계모니터링

• 챗봇과사용자간에전송된모든메시지를기록하여관리

• 어플리케이션에서발생한모든오류및이벤트기록

• 챗봇통계현황
• 대화패턴분석, 자주사용되는키워드
• 응답시간, 대화시간, 문답횟수, 실시간사용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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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교정

• LUIS에서잘못판단한사용자질의재학습



4.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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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챗봇 수행 프로젝트 요약 4.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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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이력요약

사업명 사업기간 고객사 비고

NUGU 음성인식 서비스 고도화 개발
2020.03 ~ 
2020.11 

네트웍오앤에스 * 음성챗봇, STT, TTS

서울시 교육청/동부교육지원청 챗봇 구축
2020.05 ~ 
2020.12 

서울시 교육청 * kakako I open builder for kakako Talk

강북삼성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챗봇 구축
2018.09 ~ 
2019.03 

강북삼성병원 * CCMS, kakako I open builder for kakako Talk

현대중공업 사내 헬프데스크 챗봇 서비스 구축
2018.07 ~ 
2018.10

현대중공업 * CCMS, MS Azure, LUIS, WebChat

라인플러스 비트코인 문의상담 챗봇 구축
2018.04 ~
2018.06

라인플러스 * CCMS, MS Azure, LUIS, WebChat, 다국어 지원

지능형 NeOS 개발용역
2018.03 ~
2018.11

네트웍오앤에스 * 음성챗봇, STT, TTS

서울시 챗봇
2018.04 ~
2018.05

디에스 이트레이드 * MS Azure, LUIS, WebChat, POC

KTDS 챗봇
2018.04 ~
2018.05

Microsoft * MS Azure, LUIS, Skype For Business, POC

대우이엔씨 챗봇
2018.03 ~
2018.04

Microsoft * MS Azure, LUIS, WebChat, POC

쥬비스 챗봇 개발
2017.09 ~
2017.11

쥬비스 * MS Azure, LUIS, WebChat

Microsoft-아시아나항공 고객문의 챗봇
2017.07 ~
2017.10

아시아나항공 * CCMS, MS Azure, LUIS, Facebook, 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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