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 만들기
주제 개요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인공지능 챗봇 기술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다.
다이얼로그 플로우 서비스를 활용하여 챗봇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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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만들기

챗봇이란 대화형 인터페이승 상에서 규칙 또는 인공지능이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서비스 이다. 대
화를 하는 로봇을 채팅로봇(챗봇)이라고 여기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쇼핑몰 고객센터 챗
봇, 카카오톡 챗봇등을 생각하면 된다. 예전부터 심심이라는 앱이 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심심이가
업그레이드 되는걸 볼 수 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ismaker.android.simsimi&hl=ko&gl=US
플레이스토에서 ‘심심이’라고 검색한 후 설치해서 체험해보자.

제작된 챗봇을 사용해 보는 것에서 나아가 챗봇을 쉽게 만들어 보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 유료서비스로
챗봇을 제작할 수 있으나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다이얼로그 플로우(Dialog Flow)를 활용하면 무료
로 챗봇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다이얼로그 플로우(Dialog Flow)는 구글에서 개발한 챗봇 개발 플랫폼이다. 우리가 인공지능(AI) 코어를
직접 개발하지 않아도 구글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에
챗봇을 적용할 수 있다. 코딩을 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만 클릭하면 챗봇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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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로그 플로우 체험하기

01 공식 웹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와 같이 메인 화면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GO TO CONSOLE'
링크를 타고 이동하면 챗봇 개발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콘솔 화면이 등장한다.

02 기본적으로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에 이용할 수 있으며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03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처음 이용하는 분은 초기에 위와 같이 계정 설정을 진행해줘야 한다.

04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처음 이용하는 분은 초기에 위와 같이 계정 설정을 진행해줘야 한다.

05 다음으로 'Create Agent' 버튼을 눌러서 에이전트(Agent)를 생성할 수 있다. 에이전트는 '하나의 인
공지능 프로젝트'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 기본 언어(Default Language): 챗봇에서 사용할 기본 언어, 한국어로 설정한다. 추후 언어 설정 변경이
까다로우니 초기에 언어설정을 잘 해줘야 한다.
- 기본 시간(Default Time Zone): 챗봇의 기본 시간대, 기본 값으로 두면 된다.

06 다음으로 'Create Agent' 버튼을 눌러서 에이전트(Agent)를 생성할 수 있다. 에이전트는 '하나의 인
공지능 프로젝트'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07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바로 위와 같은 프로젝트 메인 화면이 등장한다. 오른쪽에는 실시간으로 현재
우리 챗봇 프로젝트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화면이 제공되어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인텐트인
'Default Welcome Intent'를 확인할 수 있다

08 'Default Welcome Intent'는 말 그대로 환영 메시지를 보여주는 기본 인텐트이다. 학습 구문(Training
Phrases)으로 이미 기본적인 한글 인사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챗봇을 테스트하는 영역에서 '
안녕?'이라고 입력해 보면 챗봇 또한 자동으로 인삿말을 인식하여 '안녕!'이라는 환영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가 정확하게 나왔으므로 아래 쪽에서 'OK'를 눌러 정상적인 결과임을 확인하도록
한다.

09 직접 인텐트를 생성해 단순히 질의 응답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
자. 인텐트를 계속 추가하면 챗봇의 기능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10 인텐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된다.

11 대한민국의 국기를 물어보는 질문과 대답을 훈련시키기 위해 인텐트 제목과 질문을 입력한다. 질문
1개를 쓰고 SAVE버튼을 누르면 된다. 질문을 비슷하게 계속 추가할 수 있다.

12 대답을 입력하기 위해 Responses를 눌러 대답을 입력한다. 대답을 여러개 입력하면 하나를 랜덤으로
정해 대답하게 된다. 이런식으로 질의응답 1개를 인텐트 1개로 묶어서 생성한다고 보면 된다. 인텐트를
계속 추가하면 그럴싸한 챗봇을 만들 수 있다.

13 이제 챗봇을 테스트 하러 가보자. Intergrations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해서 테스트 해
볼 수 있도록 나온다. 여기서는 Web Demo를 클릭한다.

14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테스트 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뜬다. 이 주소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테스트
해볼 수 도 있다.

15 테스트 모드에서 대화를 시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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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주소 줄이기

다이얼로그 플로우 챗봇을 웹데모로 제작하면 링크주소가 있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소
가 너무 길어 불편한 점이 있다. 이때는 URL 단축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복사한 다이얼로그 플로
우 링크주소를 복사한 후 크롬 브라우져 주소창에 gg.gg라고 입련한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복사한 주
소를 붙여 넣은 후 단축을 시켜주면 다음부터는 단축주소로 접속하면 챗봇에 접근할 수 있다. QR코드도
제공하니 알맞게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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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만들기(인텐트, 응답)

주제:
■ 훈련시키고 싶은 인텐트와 응답을 써보고 다이얼로그 플로우에서 챗봇을 직접 만들어 봅시다.

인텐트

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