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메인
도메인은 챗봇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
폼의 고객 지원'을 담당하는 챗봇을 만든다면 그 챗봇의 전체 대화를 포함하는 단위
가 도메인입니다.
대화 입력 및 채널 연동, 그리고 통계 정보까지 하나의 도메인을 기준으로 동작하고 
관리됩니다. 도메인 관리 메뉴는 챗봇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합니
다.





도메인 생성 시에는 도메인 이름과 도메인 코드 그리고 자연어 처리 언어를 입력합니
다.

Ÿ  도메인 이름: 1글자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100글자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Ÿ  도메인 코드: 고유한 값으로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네임스페이스 형식(co
m.ncloud.chatbot.support)으로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Ÿ  자연어처리: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중에서 선택합
니다.

챗봇 서비스는 다국어를 지원하여, 언어마다 다른 자연어 처리 엔진을 가지고 있으며 
각 언어의 학습을 위해 다양한 모델로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옵션을 선
택 후 대화 입력 데이터를 해당 언어에 맞게 입력해야 합니다.
도메인 정보
도메인에 대한 정보 및 설정을 관리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적인 도메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Ÿ  도메인 ID, 도메인 코드, 도메인 이름, 도메인 생성일 및 최종 수정일

② 등록된 대화 목록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Ÿ  등록된 대화는 도메인에 생성된 대화 셋의 수입니다.
Ÿ  포함된 대화유형은 도메인에 포함된 모든 대화유형의 개수를 말합니다.
Ÿ  포함된 엔티티는 도메인에 생성된 모든 엔티티의 개수를 말합니다.
Ÿ  포함된 태스크는 도메인에 생성된 모든 태스크의 개수를 말합니다.

작업 관리
도메인 내의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관리는 콘솔과 Chatbot 빌
더에서 모두 접근 가능합니다.
① 콘솔의 작업 관리





Ÿ  작업 관리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Ÿ  특정 도메인 코드를 선택하여 해당 도메인의 작업만을 선택하여 확인 가능
합니다.
Ÿ  콘솔의 작업 관리에서는 도메인 복사 작업만 확인 가능합니다.

② Chatbot 빌더의 작업 관리





Ÿ  챗봇 설정의 작업 관리 탭 또는 LNB의 작업 관리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
다.
Ÿ  해당 도메인에서 이루어진 도메인 복사 및 대화 업로드/다운로드, 자동 테스
트, 푸시 발송 등의 작업을 확인 가능합니다.
Ÿ  작업이 완료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업 중간에 작업 취소도 가능
합니다. 대화 업로드 실패 시 상세 실패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미지 관리
도메인 내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Ÿ  이미지 관리 페이지에서는 이미지를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o  외부 URL은 이미지 등록 수에 집계되지 않으며, 최대 50장의 이미지
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o  이미지 답변이나 공통 메시지를 작성할 때 이미지 관리 페이지에 등
록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이미지 사용처 클릭 시 해당 이미지가 사용된 답변이나 메시지로 이
동해서 해당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관리
챗봇 서비스는 비즈니스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속어와 시의성 키워
드 등 특정 단어를 금지할 수 있는 키워드 관리 기능이 제공됩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금칙어를 쉬운 UI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키워드 그룹은 최대 1
00건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키워드를 생성, 수정, 삭제한 후에는 변경된 설정 적용으
로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① 키워드 그룹 이름 : 유사한 유형의 키워드를 하나의 키워드 그룹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속어, 성인어, 시의성 키워드 등으로 그룹핑 가능합니다.
② 키워드 유형 : 키워드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분 일치되는 키워드에 모
두 응답하려면 부분 키워드를, 전체 일치되는 키워드에만 응답하려면 전체 키워드를 
선택합니다.
③ 키워드 등록 : 키워드를 등록합니다. 다른 그룹의 키워드와 중복되지 않게 주의합
니다.
④ 답변 등록 :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한 경우 응답할 수 있는 대체 메시지를 입력
합니다.

Ÿ  키워드 유형이 전체 키워드인 경우 무응답 설정을 선택하여 해당 키워드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대량의 키워드를 Excel 파일을 통해 업로드/다운로드 가능합니다.



Ÿ  A열 : 키워드 그룹 이름(중복되지 않은 키워드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Ÿ  B열 : 키워드 유형(전체 키워드와 부분 키워드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Ÿ  C열 : 키워드(복수의 키워드는 행으로 구분합니다.)
Ÿ  D열 : 답변 (빈 셀로 남겨두어 무응답으로 답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빌드 관리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의 챗봇은 계속해서 대화를 학습시킵니다.
① 대화 모델 학습



챗봇 빌더 상단의 대화 모델 학습을 클릭합니다. 만약 빌드의 변경점을 기록할 필요
성이 있다면 빌드 메모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챗봇 엔진은 대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Ÿ  자연어 분석의 기본인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은 질문 데이터와 
답변 데이터에 입력된 문장의 형태소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 단계인 NLU(Natu
ral Language Understanding)에서는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느 답변과 
가장 유사성을 가지는지 판단합니다. 또한 학습에서는 네이버의 데이터 사전과 
매핑하여 일반적인 엔티티 매핑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정 도메인에서 학습이 
필요한 엔티티만을 태깅한 경우 그 태깅 내용을 포함하여 엔진에서 학습시킵니
다.
Ÿ  학습은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 수 분에서 수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빠른 학
습 처리를 위해서 GPU를 활용합니다. 한 가지 모델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챗봇 엔진에서는 다양한 레벨의 학습 모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빌드 즉시 



테스트 메뉴에서는 현재 빌드를 요청한 모델의 답변이 나오는지 테스트가 가능
합니다. 학습이 모두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학습 완료 후에는 다양한 
발화 유형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② 변경된 수정 적용
챗봇 빌더 상단의 대화 모델 빌드 에서 변경된 수정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델 학습이 필요없는 기능을 바로 서비스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설정은 가
장 최근 빌드된 모델에서만 지원되며, 설정 적용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베타배포 됩니
다.
빌드없이 '변경된 수정 적용'으로 반영 가능한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Ÿ  공통 메시지의 수정
o  키워드 관리 (신규 등록, 답변 추가 및 수정)
o  실패 메시지 (추가, 수정, 삭제)
o  고정메뉴 (서비스 사용 여부)
o  피드백 (서비스 사용 여부, 피드백 문구 수정 및 응답 메시지 텍스트
의 수정과 삭제)
o  유사 답변의 문구 수정 (서비스 사용 여부는 모델 빌드가 필요합니
다.)

Ÿ  폼의 수정 및 추가 (단, 신규 대화에 폼 등록과 다른 대화 연결은 수정 배포 
대상이 아닙니다.)

o  버튼 추가 ,삭제, 위치 변경
o  버튼 액션의 텍스트 수정
o  퀵리플라이 형식으로 변경

Ÿ  상담원 연결의 서비스 여부
Ÿ  액션 메소드 설정 수정
Ÿ  엔티티 학습

③ 빌드 취소



모델 빌드를 시작해서 data_snapshot 직전에 빌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학습 후 빌드 관리
Ÿ  도메인 관리에서 빌드 관리 항목으로 이동하면, 빌드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빌드되고 있는 항목과 빌드 현황이 제공됩니다. 이전에 학습시켰던 모델로 되돌
아가서 서비스를 배포하는 등 배포 관리 기능이 제공됩니다.
빌드 관리에서 빌드 및 서비스 배포 정보와 빌드 메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드 상태 확인을 위한 코드값 정보입니다.
Ÿ  빌드 상태

o  REQUESTED: 학습 빌드 요청
o  ACCEPTED: 학습 빌드 허가
o  DATABASE SNAPSHOT: 데이터 전처리 및 학습 중
o  COMPLETED: 학습 완료
o  DATABASE SNAPSHOT ERROR: 빌드 오류

배포된 파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빌드 버전별 서비스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배포는 빌드 상태가 COMPLETED인 도메인만 가능합니다.

Ÿ  베타 배포는 베타 환경에 배포되며 테스트 메뉴에서 시험해 볼 수 있습니
다.
Ÿ  서비스 배포를 선택하면 리얼 환경에 배포되며 채널이 연동된 실제 서비스
에 적용됩니다.



빌드 사용 통계를 통해 빌드와 서비스 배포 건수를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 한 시간마다 집계되며, 확인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Ÿ  특정 기간 동안의 빌드 수 및 빌드 실패 건수
Ÿ  특정 기간 동안의 서비스 배포 건수

권한 관리
챗봇 서비스의 협업 및 권한 제어 방법

Ÿ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려면 많은 대화 셋을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효과적
인 작업을 위해 많은 대화 작업자와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메인 관리자 계정과 대화 입력자 계정을 분리하여 제공합니다.
Ÿ  NCP 고객 계정으로 콘솔에 접근하면 챗봇 도메인 관리자의 권한을 갖습니
다. 도메인을 생성/삭제하고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권한 관리에서는 대화 입력자를 초대할 수 있으며 대화 입력자의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① URL 생성을 클릭하여 대화 입력자에게 전송할 invite URL을 생성할 수 있으며 생
성된 invite URL은 목록에 추가됩니다.
② 주소 복사를 클릭하여 대화 입력자에게 전송합니다. 대화 입력자는 대화 관리, 대
화 옵션 관리, 테스트 화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삭제를 클릭하여 생성된 invite URL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invite URL이 삭제됨
과 동시에 대화 입력자의 권한도 제거되어 대화 입력자는 해당 도메인을 더 이상 이
용할 수 없습니다.
④ 가입한 시 대화 입력자의 가입일, ID, 닉네임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화 입력자 접속 방법
① 챗봇에 접속하기 전에 Invite URL을 받은 경우

Ÿ  NCP 사용자로부터 전송된 Invite URL을 이용하여 챗봇에 접속합니다.
Ÿ  챗봇 로그인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Ÿ  회원 가입을 진행하고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합니다.



Ÿ  로그인이 성공하면 대화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대화 입력자의 ID로 로그인을 하면 
빌드 관리, 권한 관리 등 관리자를 위한 항목을 제외한 대화 목록 및 대화 옵션 관
리, 테스트, 지표 등의 메뉴만 노출이 됩니다.



② 신규 대화 입력자가 http://chatbot.ncloud.com의 경로로 직접 로그인한 경우
Ÿ  ID와 비빌번호를 입력하여 챗봇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http://chatbot.ncloud.com/


Ÿ  URL 입력 창에 도메인 관리자로부터 전송받은 Invite URL을 입력합니다.



Ÿ  로그인이 성공하면 대화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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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docs.ncloud.com/ko/chatbot/chatbot-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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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