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 컴포넌트
대화 컴포넌트는 자연어 기반 챗봇 엔진의 특성을 잘 이해한 후 꼭 필요한 곳에만 써
야 효과적입니다.
대화 생성 방법에 익숙해졌다면 고급 기능인 대화 컴포넌트를 활용해 보세요. 대화 
컴포넌트는 기능은 챗봇의 답변에서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기능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챗봇은 3가지의 대화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Ÿ  엔티티 : 인명, 기관명, 장소, 날짜와 상품명 등 도메인 특화된 단어들이 등
록된 사전을 의미합니다.
Ÿ  액션메소드: 외부의 URL을 호출하여 그 응답 결과값을 답변에 포함하여 제
공하는 기능입니다.
Ÿ  폼: 객관식 선택지를 제공하거나 주관식 답변을 유도하여, 그에 따른 피드백
으로 시나리오를 이어가는 기능입니다.

기존에 제공하던 태스크 기능은 7/25 이후로 제외됩니다. 대신 더 고도화된 기능인 
슬롯 대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챗봇 Advanced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엔티티
엔티티는 인명, 기관명, 장소, 날짜와 상품명 등 도메인 특화된 단어들이 등록된 사전
을 의미합니다.
엔티티에는 빌트인으로 등록되어 모든 도메인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시스템 엔
티티와, 작업자가 직접 등록하여 특정 도메인에서만 사용 가능한 도메인 엔티티로 나
눌 수 있습니다. 엔티티를 생성, 수정, 삭제한 후에는 빌드 또는 변경된 설정 적용을 
완료해야 모델에 반영되니 참고해주세요.
① 도메인 엔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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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엔티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Ÿ  엔티티 이름 : 엔티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Ÿ  엔티티 코드 : 해당 엔티티에 부여된 코드가 노출됩니다.
Ÿ  대표어 : 엔티티에 등록할 대표어를 입력합니다.
Ÿ  유사어 : 다양한 표현의 유사어를 입력합니다. 복수의 유사어를 입력하는 경
우 콤마 (,)로 구분합니다.

도메인 엔티티 내에서 중복되는 단어를 대표어 또는 유사어로 등록할 수 없으니 주의



해야합니다.
② 시스템 엔티티

Ÿ  해당 도메인에서 사용할 시스템 엔티티를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Ÿ  만약 슬롯 대화 또는 정규식 질문에서 해당 시스템 엔티티를 참조하고 있는 
경우 비활성화 할 수 없습니다.

③ 엔티티 태깅
등록된 엔티티는 대화의 일반 질문에 태깅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를 등록한 후 모델 
빌드가 완료되었다면, 일반 질문 입력 시 자동으로 해당하는 엔티티가 태깅됩니다. 
만약 수동으로 엔티티를 태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릅니다.

1. 먼저 '포테이토 피자'를 마우스로 끌어 선택합니다.
2. 엔티티 선택 창이 나타나면 태깅하고자하는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3. 새로운 대표어로 추가하거나, 이미 등록된 대표어의 유의어로 추가할 수 있
습니다.
4. 만약 엔티티가 없는 경우 엔티티 생성을 클릭하여 신규 생성합니다.



엔티티가 태깅된 경우에는 대화의 질문에 엔티티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엔티티가 태깅된 질문은 모델 학습에 반영되어 사용자의 발화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액션메소드
액션메소드는 ${ActionMethodName}의 형태로 정의되며 GET과 JSON(POST) 그리
고 LINE PAY, 총 세 가지 방식을 제공합니다.
① GET 방식



GET 방식은 먼저 액션메소드명을 정의하고 외부 URL을 정의합니다. GET 방식의 액
션메소드는 URL 호출의 결과 값이 답변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답변을 "현재 정자동의 날씨는 ${weather}도입니다."라고 정의한 경우, $
{weather}의 값은 정의한 URL을 호출해서 Response로 돌아오는 정보입니다. 이 값
이 '24'이면 챗봇은 "현재 정자동의 날씨는 24도입니다."라고 답변합니다.
② JSON(POST) 방식
JSON(POST) 방식은 GET 방식과 동일하나, URL 호출에 데이터를 포함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내는 형식은 JSON 형태입니다.



③ LINE PAY
LINE PAY 액션메소드를 통해 간편하게 LINE PAY로 결제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LINE PAY 연동 가이드를 참고하여 LINE PAY 서비스를 연동한 후에 사용해주세요.
Ÿ  가격 입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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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력된 가격으로 LINE PAY 결제를 진행합니다. 가격의 변동이 없는 상품을 결제
할 때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o  이름 : 가격 입력형의 경우 액션메소드의 이름을 직접 입력하지 않습니다. 가격정
보와 상품명을 입력하면 액션메소드 이름이 자동완성됩니다.
o  가격정보 : 결제할 가격을 입력합니다. 기준 통화는 엔(¥) 입니다.
o  상품명 : 결제할 상품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Ÿ  API 연동형



o  입력된 외부 URL을 호출하여 확인된 가격으로 LINE PAY 결제를 진
행합니다. 가격이 고정되어있지 않거나, 사용자가 선택한 슬롯 정보에 따
라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o  이름 : 액션 메소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o  URL :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URL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콤비네이션 피자 S사이즈 2판을 주문하였다면, 아래의 슬롯 정보
를 외부 URL로 전달합니다. Response로 돌아오는 값이 '49900'이라면, 챗봇은 49,90
0원을 LINE PAY를 통해 결제합니다.
@피자 : 콤비네이션 피자 @피자 사이즈 : S사이즈 @피자 수량 : 2판 
폼
폼은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서 객관식 및 주관식의 질문을 제공하고, 그 답변에 따른 
피드백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폼 이름을 정의하면, 답변에서 #{FormName}의 형태로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폼은 다음의 두 가지 타입을 제공합니다.

Ÿ  객관식: 객관식 버튼 중에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확인받는 Yes/No를 객관식 폼으로 만들었다면 이 컴포넌트를 다
양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폼을 적용하려면 1) 객관식 답변 유형을 선택하여 
폼을 불러오거나, 2) 답변 입력창에서 #을 입력하고 폼 목록이 보이면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Ÿ  주관식: 챗봇의 질문에 사용자의 Text 응답을 받아서 답변을 제공하도록 합
니다.

주관식 폼에서는 먼저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먼저 주관식 폼의 안내 문구를 먼저 응
답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입력이 있으면 주관식 폼의 답변을 챗봇에서 내보냅니다. 
응답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견적 문의하기 챗봇 답변: 안내 메일을 받을 수 있는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입력한 정보는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 (FORM의 안내문구) 사용자: abc
@navercorp.com 챗봇 답변:  담당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FORM의 답변) 



주관식 폼 답변이 나가는 경우 해당 메시지에 액션메소드가 존재한다면, 해당 액션메
소드의 헤더에 X-KAA-USERMSG를 key로 하여 utf-8로 인코딩된 메시지가 전달
됩니다.





연관 정보 바로가기
도메인 생성, 대화 목록과 컴포넌트 관리 및 통계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 사용 가이드
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Ÿ  Clova Chatbot 시작가이드
o  챗봇 개발 전 고려 사항
o  챗봇 자주하는 질문

Ÿ  Clova Chatbot 사용 가이드
o  도메인 관리
o  대화 목록 관리
o  대화 컴포넌트 관리
o  통계 관리
o  챗봇 Advanced 가이드
o  챗봇 Custom API Spec.
o  정규식 입력가이드

Ÿ  채널 연동 가이드
o  Custom API연동 - 호출 URL 생성
o  라인 연동
o  톡톡 연동
o  카카오톡 연동
o  페이스북 연동
o  LINE WORKS 연동

Ÿ  상담원 연동 가이드
o  LINE Switcher API 연동

Ÿ  외부 서비스 연동 가이드
o  지식 데이터베이스 연동
o  LINE Pay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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