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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마요 지음

/

김정인

옮김

이 책을 알리야 마요(Aaliyah Mayo)에게 바친다.
- 조 마요

※ 드리는 말씀
•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저/역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기재한 회사명 및 제품명은 각 회사의 상표 및 등록명입니다.
• 이 책에서는 TM, Ⓒ, Ⓡ 등의 기호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제품 버전은 독자의 학습 시점에 따라 책의 버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에 나오는 예제 파일들은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aka.ms/ProgBotFramework/downloads
• 예제로 사용된 Wine API는 현재 사장된 상태이지만, 이 책의 예제 코드는 챗봇을 여전히 실행할 수 있도록 WineApi 클래스를
대체할 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예제로 사용된 Spotify API는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지만,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우회 사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옮긴이나 출판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옮긴이: jeongin.kim@gmail.com
- 출판사: readers.jpu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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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
말

IT 서적을 번역하는 일에는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제품, 솔루션의 생애 주기가 빠른 분야인
만큼 책이 출간된 시점과 역서가 출간되는 시점 사이의 변화가 있기 마련이고 경우에 따라서
는 원서가 출간된 지역과 지역 사이의 서비스 차이도 생긴다.
공교롭게도 이 책에서는 동시에 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대체로 데이터를 다루는 예제의
경우 외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API로 받아 활용하기 마련인데 하나는 책이 출간되
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한국에서 공식 서비스가 개시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책의 번역을 계속 진행했던 것은 이 문제는 주변적인 것이며, 이 책에서 다루고자
했던 본질적인 내용, 즉 마이크로소프트 봇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봇을 어떻게 만들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사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제 프로그램은 모두 현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해 두었으나, 기대를 충족
할 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본질에 집중하면서 자신만의 데이터를 가지
고 연습하고 실험한다면 충분히 유익한 교재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서를 기준으로 최대한 맞추어 온라인에서
관련 자료들을 참고할 때도 혼선이 없도록 노력했다. 예를 들어, 최근 object를 객체나 개체
모두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문서는 개체를 사용하므로 그에 준
하여 개체를 채택하였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이 책을 시작으로 학습 또는 실습을 연장해 나
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xii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이종무 팀장님을 비롯한 제이펍 식구들에게 감사드린다. 처
음 내 손을 떠날 때는 늘 손부끄러울 따름인데, 책이 나오기까지는 오롯이 그분들 덕이라 생
각한다.
마지막으로 늘 언제나 나를 믿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옮긴이 김정인

옮긴이 머리말

xiii

추천
사

작년 한 해 동안 챗봇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기술들을 사용하
면서 챗봇 프로젝트만 5개를 했을 정도였다. 시장에서 이렇게 챗봇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은
단순히 인공지능에 대한 트렌드 영향만은 아니다. 실제 업무에 챗봇을 적용했을 경우, 단순한
업무들을 자동화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챗봇은 메신저들 이외에도 인공지능 스피커와 각종 디바이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서 지속
적인 요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챗봇에 대한 요구는 많으나 챗봇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는 상대적으
로 많이 부족했다. 더더군다나 한국어로 된 개발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아쉬운 이들
은 원서를 구입해 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역시 잘 번역된 한국어 서적은 늘 필요할 수밖에 없
다.
이 책은 원서로도 접했지만, 한국어 번역서로도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 이
책에서 다루는 마이크로소프트 봇 프레임워크도 매우 흥미로운 기술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봇 프레임워크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Azure)와 결합해서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쓸만한
챗봇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지원해 준다.
이 책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인 LUIS와 기본으로 지원하지 않는 채널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다이렉트라인
(DirectLine)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요소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어서 챗봇 개발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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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시장에 흘러넘치고 있지만, 이런 실체 없는 단어에 생명을 불어
넣고 시장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개발자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Microsoft Commercial Software Engineering Team
Senior Software Engineer 김영욱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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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 3월 30일에 열린 빌드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처음으로 봇 프레임
워크(Bot Framework)를 소개했다. 근본적으로 봇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개발자가 공통적인
메시징 앱에 등장하는 챗봇(Chatbot) 앱을 구축할 수 있다. 먼저 메신저(Messenger), 스카이프
(Skype), 슬랙(Slack)처럼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메시징 앱을 열고 친구 목록에 챗봇을 추가하

면 된다. 그러하면 거의 모든 유형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버튼, 카드, 텍스트를 사용해 챗
봇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차이점은 챗봇은 그래픽보다 대화식 커뮤니케이션에 탁월하기 때
문에 매우 효율적이다. 또한, 개발자는 봇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챗봇을 하나 작성하고 채널
이라고 부르는 플랫폼 목록(이 목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에 포함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몇 가
지 메시징 채널을 언급했고, 웹 페이지, SMS 텍스트, 코타나 스킬(Cortana skill)을 포함하여 말
그대로 어디에나 같은 챗봇이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자신만의 채널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Direct Line API도 있다. 개발자는 대화, 다채널, 음성 기능을 결합해서 자신이 만든 응용 프
로그램을 챗봇을 통해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든지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 봇 프레임워크 프로그래밍: 챗봇 구축을 향한 다층적 접근》은 고차원 아키
텍처부터 다이얼로그로 대화를 관리하기까지, 그리고 자연어 처리와 음성 커뮤니케이션에 이
르는 봇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려준다. 단계마다 그 주제가 중요한 이유와 해야 할 작업에 적용
하는 방법에 대한 핵심 원칙을 배우게 된다. 챗봇은 무수히 많은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램
과 산업에 존재하지만, 그중 이 책은 게임, 점포, 엔터테인먼트의 세 가지 주요 예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책의 예제와 설명은 여러분만의 챗봇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즉시
자신만의 챗봇을 구현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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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독자
이 책은 챗봇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하는 C#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다. 코드를 짤 수 있고 C# 구문을 읽을 수 있다면 이 책의 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개발자 관점에서 쓰였지만, 설계자에게도 봇 프레임워크의 작동 방식과 통합
및 시스템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사항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정
최소한 C#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능숙한 C# 개발자라면 문제없을 것이다. 이 책의 모
든 예제에서 쓰인 프로젝트 형식인 ASP.NET MVC Web API를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
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봇 프레임워크가 웹 관련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ASP.NET을 처음 접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대상으로 삼지 않는 독자
이 책은 이제 막 입문해서 코드를 작성할 줄 모르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봇 프레
임워크가 Node.js SDK를 제공하고 향후 다른 언어도 지원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책은 C#만
사용한다. 사람들은 ‘봇’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체로 물리적인 로봇과 자동화 기계를 생각하
는데 이 책은 둘 중 어느 것도 다루지 않는다. 이 책은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이것이 ‘챗봇’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방법을 다룬다. 다른 챗

봇 플랫폼도 있지만, 이 책은 마이크로소프트 봇 프레임워크만 다룬다. 즉, 챗봇과 마이크로
소프트 AI 기술에 관심이 많은 C# 개발자라면 이 책을 바로 사면 된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15장,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I인 ‘시작하기’는 책의 나머지 부분에 필요
한 기본 사항을 구성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봇 프레임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조감도를 제공한
다. 이 조감도는 여러분이 내리게 될 수많은 의사결정 내용이 이 조각들을 어떻게 끼워 맞추
는지 아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요하다. 프로젝트 구성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 2장과 3장
에서 메시지와 대화 상태를 설명하면서 대화(conversation)의 핵심 부분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테스트를 위해 봇 에뮬레이터(Bot Emulator)를 사용하는 방법과 챗봇이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 및 챗봇이 사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에 대해 배운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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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I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다이얼로그를 다룬다. 5장에서는 사용자 상호작용을 다루는 도
구와 하나의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배울 것이다. 6장에서는 적은 양의 코
드로 질문과 대답 양식을 구축하는 방법인 폼플로우(FormFlow)를 소개한다. 폼플로우는 간
단하지만 강력한 도구로 7장에서 계속해서 폼플로우를 맞춤 변경하는 더 많은 기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챗봇은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로 활기를 띠게 된다. 8장에서
는 마이크로소프트의 LUIS(Language Understanding Intelligence Service)가 특정 다이얼로그 형식
을 사용하는 챗봇에 NLP를 쉽게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보여준다. 봇 프레임워크가
다이얼로그 스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는 법을 다루는 9장에서는 고급 대화 관리 기법
에 대해 더 배울 것이다. 또한, LINQ to Dialog를 포함한 체이닝(chaining)을 다루고 사용자가
대화 중간에 주제를 바꾸는 경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보여준다.
파트 III는 채널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를 알아본다. 챗봇은
주로 대화형이지만 10장에서는 봇 프레임워크가 다양한 유형의 카드를 지원하여 사용자가

GUI 제어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멀티 플랫폼 지원은 채널 설명에 두 장을 할애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11장은 채널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분석을 설정하는 법을 설명하
며 빙(Bing)과 팀(Team) 채널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채널 목록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
로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채널 설정 작업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예제로 이해하면 된다. 12장에서는 이메일, SMS, 웹 챗봇을 설정하는 방법을 다뤄서 챗봇을
메시징 앱 채널이 아닌 다른 것에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또한, 웹챗(Webchat) 제어를 안전
하게 페이지에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파트 IV의 3개의 장에서는 맞춤 채널, 인텔리전스(intelligence)를 추가하고 음성 서
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봇 프레임워크는 13장에서 설명하듯이 자신만의 채널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Direct Line API를 보유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어떤 플
랫폼에서도 챗봇을 포함할 수 있게 해준다. 인공지능(AI)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정교한 챗봇을
작성할 수 있지만, AI를 적용하면 이를 더 개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에서는 마이크
로소프트 인식 서비스(Cognitive Service)를 사용하여 챗봇에 AI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15장에서는 챗봇을 코타나 스킬(Cortana Skill)로 올림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가장 매력적이며 흥미로운 기술 중 하나를 소개한다.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란 무엇
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자신의 목소리로 컴퓨터에 말을 거는 것보다 더 직관적인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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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표기법과 그림
이 책은 정보를 가독성 있고 따라 하기 쉽도록 다음의 표기법으로 나타내었다.
■■

와 같이 레이블이 붙은 박스 안의 내용은 추가적인 정보나 한 단계를 성
공적으로 완료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한다.
노트

팁

주의

■■ 코드 블록 외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텍스트는 고딕 글씨체로 나타낸다.
■■ 메뉴 선택이나 클릭해야 하는 경우도 고딕 글씨체로 나타낸다.
■■ 코드가 길면, 코드 줄을 나눠서 왼쪽 끝에 맞춰 정렬한다.
■■ 둘 이상의 메뉴 항목 사이에 굵은 화살표 기호()는(예: File  Close) 첫 번째 메뉴 항목
을 선택한 다음 그다음 항목을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시스템 요구사항
이 책의 실습을 완료하려면 다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 윈도우 10, 윈도우 8.1, 윈도우 8, 윈도우 7 SP1, 윈도우 서버 2012 R2, 윈도우 서버

2012나 윈도우 서버 2008 R2 SP1 중 하나
■■ 비주얼 스튜디오 2015: 어떤 에디션도 상관 없음(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 잘 동작하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2015와 호환되도록 테스트되고 검증되었다)

■■ 1.6GHz나 그보다 빠른 프로세서를 가진 컴퓨터
■■ 1GB RAM(가상 머신에서 실행한다면 1.5GB 필요)
■■ 4GB 이상 여유로운 하드 디스크 공간
■■ 5,400RPM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 1,024×768 이상의 해상도로 실행되는 DirectX 9이 가능한 비디오 카드
■■ 소프트웨어를 내려받고 NuGet 패키지나 각 장의 예제를 갱신하기 위한 인터넷 연결
윈도우 설정에 따라 비주얼 스튜디오 2015를 설치하거나 설정하려면 로컬 관리자 권한이 필요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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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코드 샘플
이 책의 대부분에서는 주 텍스트에서 학습한 새로운 내용을 대화식으로 실험할 수 있도록 연
습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샘플 프로젝트(사전 연습문제, 사후 연습문제 모두)는 다음 페이지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s://aka.ms/ProgBotFramework/downloads
코드 샘플 외에도, 시스템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5(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7)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노트

코드 샘플 설치하기
이 책의 연습문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상에 코드 샘플을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 하면 된다.
1. 코드를 내려 받았으면 이 책의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MSBotFrameworkBook-master.

zip 파일의 압축을 풀도록 한다(필요하다면 특정 디렉터리를 생성하기 위해 지시사항에 따라 해
당 디렉터리의 이름을 지정한다).

2. 확인하고 싶은 장의 이름으로 파일을 찾고 해당 장의 *.sln 파일을 연다.

코드 샘플 활용하기
코드는 ChapterXX(역주: XX는 01부터 15까지 각 장의 숫자를 의미) 형태의 15개 폴더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아키텍처를 개괄하는 장이기 때문에 Chapter01에는 코드가 없다. 각 폴더에는

ChapterXX.sln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파일 탐색기에서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비주얼 스
튜디오에서 열 수 있다. 다른 폴더 콘텐츠는 그 장의 코드를 구성하는 프로젝트와 기타 파일
이다.
각 장의 폴더는 NuGet 어셈블리를 위한 패키지 폴더를 가지고 있다. 솔루션을 빌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패키지 폴더를 삭제하고 리빌드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적으로 빌드할
수 있도록 NuGet 패키지가 복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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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린 추(Songlin Qiu)와 진행한 세 번째 프로젝트였다. 그는 조직과 다른 사람과 함께 작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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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줬다. 개인적으로 함께 일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을 위해 애써준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
들의 헌신에 감사한다.
앤킷 신하(Ankit Sinha)와 샤헤드 초드후리(Shahed Chowdhuri)라는 훌륭한 기술 편집자들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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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이 했던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오타, 업데이트, 참고자료
우리는 이 책과 관련 자료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책의 업데이트 내용
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오타, 관련 수정 내용에 대해 목록 형태로 제공한다.
https://aka.ms/ProgBotFramework/errata
아직 수정되지 않은 오류를 발견했다면 이 페이지에 제출해주기 바란다(역주: 제이펍 출판사에
연락해도 된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Microsoft Press Book Support의 mspinput@microsoft.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관련 지원은 이 페이지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을
받으려면 https://support.microsoft.com/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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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프레스의 무료 전자책
기술 개요부터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전
자책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PDF, EPUB, 킨들을 위한 Mobi 포맷으로 제공
되며, 다음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s://aka.ms/mspressfree
자주 방문해서 새로 나온 책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의견 남기기
마이크로소프트 프레스는 독자의 만족이 최우선이며 독자의 의견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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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ka.ms/tellpress
독자 여러분이 바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 몇 가지 질문으로 간단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개인 정보는 요청하지 않는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미리 감사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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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http://twitter.com/MicrosoftPress로 계속 대화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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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김용현(Microsoft MVP)

2016년부터 붐이 일었던 챗봇은 이제 단지 최신 기술로 치부하기에는 세계 IT의 흐름이 되었
습니다. 이 책은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이용해 쉬우면서도 개발자 친화적인 챗봇 구축 방법
을 알려주는 좋은 예제이며, 까다롭고 전문적인 C# 문법에 대한 익숙함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애저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챗봇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입문서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박재유(LG전자)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서 챗봇은 사람과 AI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마이
크로소프트가 출시한 봇 프레임워크는 C#을 이용하여 채팅 봇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돕
는 도구입니다. 입문자가 다루기에 아주 쉬운 툴은 아니지만, 봇과의 대화를 구축하는 어려움
을 상당 부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욱재(서울시립대학교)
챗봇을 구현하고 싶거나 마이크로소프트 봇 프레임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
어야 할 책입니다.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다양한 플랫폼에 효과적으로 챗봇을 구축하여 배
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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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야놀자)

C#을 사용하던 개발자는 아니지만, 봇에 관심이 생겨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C# 사용자가
아니기에 소스의 원리를 이해하기보다는 봇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사용법을 탐색해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예제에 사용된 API 제공이 중단된 점이 아쉬웠습니다.
차준성(서울아산병원)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봇 개발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
니다. 하지만 개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xxiv

베타리더 후기

PA R T

I

시작하기

CHAPTER 1 봇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CHAPTER 2 프로젝트 구성
CHAPTER 3 대화 구축하기: 기초
CHAPTER 4 챗봇 세부 조정

봇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첫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간단한 챗봇을 만드는 것은 쉽다. 하지만 정교한
챗봇을 만들려면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플랫폼과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의 이해를 돕는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 파트에서 독자에게 도움을 줄 내용이다.
이 파트는 1장 ‘봇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2장 ‘프로젝트 구성’, 3장 ‘대화 구축하기: 기초’, 4장 ‘챗봇
세부 조정’의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 ‘봇 프레임워크 아키텍처’에서는 봇 프레임워크의 주요
구성 요소 전반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챗봇을 구현할 때 디자인, 구성, 배포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책 전반에서 각 개념이 다른 개념과 어떻게 들어맞게 되는지 배
울 때 도움이 될 것이다. 2장 ‘프로젝트 구성’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와 그 프로젝트의 다
양한 아티팩트(artifacts)를 만드는 방법과 한 프로젝트의 아티팩트들이 어떻게 함께 동작하는지 배우
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분이 처음으로 만든 챗봇을 실행하고 상호작용할 것이다. 3장 ‘대화 구축하
기: 기초’에서는 여러분이 만든 챗봇과의 대화 및 다른 유형의 통신을 관리하기 위해 작업해야 할 코
드를 설명한다. 4장 ‘챗봇 세부 조정’에서는 봇 에뮬레이터를 자세히 알아보고 로컬 환경에서 챗봇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고급 액티비티와 사
용자와 통신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배울 것이다.
시작하기 파트에서 다룬 이러한 기본 사항은 파트 II를 위한 환경을 구성한 것으로, 이 지식은 파트 II
에서 다이얼로그를 사용하여 대화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필요할 것이다.

CHAP 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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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새로운 기술을 선택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 도구나 프레임워크
가 작업을 완료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같은 코드를 처음부터 작성하는 것보다 생산적인
가? 기존(또는 익숙한) 기술을 사용하여 앱이나 웹사이트, 데스크톱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낫
지 않을까? 이 장의 목표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도록 돕는 것이다.
봇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챗봇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챗봇을 구축해야 하는지 생
각해 볼 것이다. 이 책은 여러분이 이미 아는 내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해하고 검증한다. 봇
프레임워크에는 몇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있으며, 이 장에서는 그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그
리고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 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보여준다.

1.1 챗봇이란 무엇인가?
마이크로소프트 봇 프레임워크에서는 ‘봇(bo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봇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구축하게 될 프로그램의 유형을 말할 때 ‘챗봇(chatbot)’이라는 용어를 사
용한다. 이 절에서는 챗봇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제공하는 이점과 챗봇이 특정 작업에 적
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1 챗봇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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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의 정의
챗봇의 정의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합의된 보편적인 정의는 없다. 몇몇 사전
에서 봇에 대해 언급하지만, 현대 챗봇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을 분명하게 표현하진 못하고
있다. 다음의 정의는 사전에 등재될 수 없더라도 챗봇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유형의 플랫폼에 위치하는지 잘 보여준다.
챗봇은 주로 메시징 플랫폼을 통해 사용할 수 있고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Conversational
User Interface, CUI)와 상호작용하는 일종의 지능(intelligence)을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 정의를 곱씹어보면 챗봇은 개발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챗봇은 본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 처리해서 사용자에게 응답한다.
다음으로 메시징 플랫폼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 구문은 오늘날 사용자가 메시징 플랫폼에
서 최신의 챗봇을 많이 찾을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이러한 메시징 플랫폼에는 스카이프, 메
신저, 슬랙 등이 있다. 이 메시징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는 메시징 응용 프로그램이 사람이 상
호작용하기 위한 가장 대중적인 곳 중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챗봇 형태의 응용 프로
그램을 보통 사람이 일반적으로 머무는 곳에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정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인식 서비스(Microsoft Cognitive Services)와 기타 서드파티를 통해

AI(Artificial Intelligence)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능이라는 단어가 포함된다. 필
수 사항은 아니지만 일종의 AI를 이용하는 챗봇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메시징과
지능과 관련해서 ‘주로’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둘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긴 하지만 절
대적이거나 필수 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정의의 마지막으로 CUI를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부분은 챗봇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사람들은 텍스트뿐 아니라 음성을 통해서도 챗봇과 소통한다. 대화는 텍스트나 음성이 될 수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챗봇 대부분은 텍스트를 사용하지만, 일부는 빠르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사용하고, 그 밖에도 15장 ‘음성 서비스 추가하기’에서 논의하겠지만, 코타나
스킬을 사용해 음성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다음 절에서는 왜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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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챗봇의 정의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원 대부분이 합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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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봇’ 대신 ‘챗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과거에 봇은 자동화된 서버 프로세스, 스파이
더, 웹 크롤러를 의미했다. 이 용어는 로봇의 약칭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 내린 정의를 살펴보고 모호
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많은 사람이 챗봇이라는 용어가 일반 언어로 상호작용하는 프로
그램을 좀 더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 대화인가?
대화는 챗봇의 중요한 특성이다. 대화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자.
챗봇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보다는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사용한다. GUI는 화면에 표시되고 마우스나 터치 동작을 위한 그래픽 요소와 그림이 있
는 프로그램이다. CUI는 사용자가 메시징 앱에 입력하는 텍스트다. 오늘날 대부분의 챗봇은
주로 텍스트를 사용하지만, 챗봇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음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앞
으로 배우겠지만, 챗봇은 일부 GUI 요소를 가질 수 있지만, 여전히 챗봇의 주된 특징은 대화
를 쉽게 하기 위해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를 보고 오래된 것이 다시 새롭게 등장했다고 말할 것이다. CUI
라고 하면 명령줄(command-line)이나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명령어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과는 정반대로 CUI는 대화형이기
때문이다. 챗봇은 사용자가 입력한 일반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종종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를 사용한다. 반면에 전형적인 명령줄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원

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정확한 명령어 구문을 요구한다. 물론 명령줄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NLP를 사용하고 사용자와 대화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결국은 명령줄 응용 프로그램
안에 있게 될 챗봇을 만드는 셈이다. 과거 명령줄 응용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NLP를 사용하
지 않았고 챗봇의 고유 특성인 대화와도 무관했다. ‘일반적으로’라고 말한 이유는 과거에도 대
화를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려는 AI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이 장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이 역시 챗봇으로 간주할 만하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어떻게 대화라는 특성이 챗봇을 이전 응용 프로그램 유형인 명령줄 및 GUI와 차별
화시키는지 설명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생각하면 된
다. 그들은 대화한다. 명령줄 응용 프로그램에 간결한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GUI 화면을 터치
하는 것은 학습된 행동이다. 대부분은 GUI 인터페이스를 통해 훌륭한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작성한 결과다. 그래도 핵심 이슈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람들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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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의 프로그램 인터
페이스를 배워야 할뿐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다른 모든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도 배워야
한다.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벤더들 사이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패턴이나 그 외의 관례
들을 통해 GUI를 사용하는 법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술에 문외한이라면 아무리 사용자 인
터페이스가 기술적으로는 직관적이더라도 학습 곡선(learning curve)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챗봇을 통한 대화이다.
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류가 역사 이전부터 소통을 위해 해오던 일이다. 사람들은 태어
난 순간부터 전 생애에 걸쳐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사람들은 왜 컴퓨터에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일상적인 대화를 사용할 수 없을까? 이제 이 목표에 거의 다 도달했는데 이는
챗봇의 주 인터페이스가 대화이기 때문이다.
메시징 앱은 무척 인기가 많아서 전 세대가 모두 텍스트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데 익숙하
다.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스카이프 메시징, 페이스북 메신저, 슬랙 등 수많은 응용 프
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실제로 수년 간 사람들은 AOL 메신저, IRC, SMS
같은 채팅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왔다. 메시징 플랫폼에서 텍스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
공하는 챗봇과의 대화 기술이 출현한 것은 컴퓨팅이 수많은 사람의 삶에서 이롭고 당연한
방향으로 진화한 것이다.
챗봇의 이점에는 대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룬다.

챗봇의 이점
챗봇이 응용 프로그램 구축에 있어 훌륭한 플랫폼인 이유는 이 외에도 더 많이 있다. 거기에
는 대화 기능, 배포의 용이성, 기기의 다양성, 플랫폼 독립성 등이 포함된다.

대화
이전 절에서 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챗봇은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기에 이상적인 플랫폼이다.
메시징 플랫폼은 대화 말고도 몇 가지 GUI를 지원하지만, 최소한의 기능만 지원하며, 챗봇의 대화 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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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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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커뮤니케이션

배포 용이성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이나 앱이 가진 한 가지 문제는 배포하려면 추가적인 작업이 필
요하다는 점이다.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한다.
앱이라면 스토어에 방문해서 기기에 설치해야 한다. 웹사이트라면 특정 브라우저에서 동
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기존 기술을 배포할 때 사람은 각자 주관
적으로 느끼는 반감이 있기 마련이다.
반면에 챗봇은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메시징 앱에 존재한다. 배포 절차는 그 메시징
앱 작업 영역에 봇을 불러들이기만 하면 될 정도로 간단하다. 배포나 설치를 위해 복잡한 작
업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그저 챗봇에 ‘Hi’라고 말하기만 하면 챗봇이 커뮤니케이션을 시
작한다.

기기 호환성
오늘날 사람들은 대체로 챗봇을 메시징 응용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앞에서 챗봇에 대해 정의할 때 ‘주로’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을 기억하자. 이것은 챗봇이 ‘반드
시’ 메시징 앱에 존재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삽입한 문구다. 더불어 텍스트
를 입력해서 챗봇과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요건도 없다. 상호작용은 음성으로도 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Cortana)나 애플의 시리(Siri)는 음성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이 외에
아마존의 알렉사(Alexa)나 구글의 홈(Home) 같은 상업용 장치도 음성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심지어 개발자조차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식 서비스 같은 API를 통해 제공되는 텍스트-음성/
음성-텍스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변환되는 음성을 사용하는 챗봇을 구축할 수 있다.
챗봇은 메시징 응용 프로그램 외에, 앱과 웹사이트,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에도 포함될 수
있다. 누구나 챗봇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오디오/음성 기능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
이션하는 하드웨어 기기를 만들 수 있다. 명령줄이나 GUI 응용 프로그램은 화면이 필요하지
만, 챗봇은 전통적인 컴퓨팅 장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더 여러 방면으로 사용된다.

플랫폼 독립성
앱은 대체로 그 앱의 기반 플랫폼이 제시하는 디자인과 기능 규칙을 적용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유니버설 윈도우 플랫폼(Universal Windows Platform, UWP)이 권장하
는 디자인 패턴이 있으며, 구글에는 머티리얼 디자인(material design)이 있으며, 애플도 자신만
의 권장 사항이 있다. 자마린(Xamarin) 같은 교차 플랫폼 도구를 사용하여 단일 앱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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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채택 기준, 봇 사용 시나리오
자 한다면 이 같은 규약들을 포기하거나 해당 플랫폼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UI를 약간 손봐
야 한다. 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플랫폼의 버전이 바뀌고 규약과 기능이 변하면서 앱
기반이 조각조각 나뉘고 개발자와 사용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서로 다른 플랫폼의 요건을 충
족시키는 대신 각 플랫폼에 특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별도의 앱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
게 하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 봇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하나의 챗봇으
로 모든 플랫폼을 만족시킬 수 있다.
자마린은 플랫폼에 독립적인 앱을 개발하는 데 탁월한 플랫폼이다. 다만, 이 책에서는 앱과 챗봇의
노트

차이점에 초점을 맞춰 기술했다.

챗봇을 만들 때는 한 가지 규약만 지키면 된다. 사용자와 일상의 언어로 대화해야 한다는 것
이다. 사용자와의 대화는 챗봇의 목적과 사용자의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 사용자가 필요한 기
능을 사용하기 위해 호출 트리(call tree)나 계층구조를 따라가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바로
챗봇에 요청만 하면 된다. 논리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요청을 만족해야 할 경우가 있지만, 다시
한 번 말하면 챗봇은 사용자가 다음에 질문할 내용에 대답하기 위해 계층구조를 따라 올라갈
필요는 없다. 챗봇은 회사/개발자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사용자를 위해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
라 대화가 자유롭다.
여기까지 챗봇이 갖는 이점 중 일부를 알아보았고 챗봇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챗봇이 적절한 해결책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다음 절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봇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동안 이 업무에 종사했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논할 때 자신만
의 의견이 있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소소한 의견, 뉘앙스, 이론을 교류하는 것을 즐
기는데 그중에 가끔 툭 튀어나오는 탁월한 의견으로부터 한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 종종 노련
한 개발자가 이런 대화에 끼어들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플랫폼, 도구도 모든 경우에 완벽하
지 않으며, 어떤 것이 원하는 작업에 적합한 도구인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사람들
에게 일깨워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왜 챗봇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
아닐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 절에서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챗봇을 사용할 것인지 질문할 때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몇
가지 원인을 알아보겠다. 여기에는 변경 사항 발생, UI의 적절성, 중요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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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발생
어떤 앱이 이미 사용자들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사용자들은 행
복하고 이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훈련돼 있으며, 마무리할 일만 남았다. 이때 변경 사항이 발생
했고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별 이득 없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변경 내역을
챗봇으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반면에 사용자가 새로운 도구를 좋아하고 그에 따른 분명
한 이점이 있다면 챗봇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는 챗봇을 구현할 자원(예산이나 충분한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때로는 앱을 챗봇으로 다
시 작성하려는 기술적 욕구가 현재 쓰고 있는 솔루션을 좀 더 오래 유지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제약사항을 넘어설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러나 예산이 있고 챗봇으로 확실한 개선이 보장된다
면 비즈니스 결정도 바뀔 것이다.

UI의 적절성
챗봇 UI는 대화형이다. 10장 ‘카드 추가하기’에서 챗봇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GUI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지만, 범위가 한정적이다. 특히 사용자가 이동, 확대/축소 및 기타 조작을 하는
지도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챗봇에 말해서 이미지를 다시 렌더링하는 것도 가능하
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번거로울 수도 있다.
챗봇 적용이 어울리지 않은 또 다른 영역으로는 증강 현실(AR)/가상 현실(VR) 응용 프로그
램이다. 당연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챗봇이 시나리오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몇 가지 항목을 꼽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 챗봇이 프로그램으로 선택되지
않을 수 있지만, AR 프로그램이 챗봇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중요도
챗봇을 만들 때 고려할 사항 중 하나는 대화를 설계하는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무
언가를 말하는 데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고 대화는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이 복잡도를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119 서비스, 병원 응급실이나 초
기 대응인력 조정 같이 대화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 이럴 때 대화는 예
측할 수 없는 모든 상황으로, 어떤 방향으로도 전개될 수 있다. 비상사태 역시 챗봇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재앙에 가까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감정과 예측 불가능성, 복잡도를 고려하면 챗봇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현재로서는 챗봇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 수 있지만, 기술과 도구가 발전함에 따라 미래에는

1.1 챗봇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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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 최적의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 챗봇이 적절히 대화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실제로 올바른 결정을 방해하는 감정과 기타 인간의 실수들을 배제함으
로써 더 안전할 수 있다. 현재 자율 주행 차량을 100% 신뢰할 수 있는가를 두고도 이와 비슷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래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1.2 봇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봇 프레임워크로 작업할 때는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어떻게 들어맞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메시지가 어떤 경로를 취하는가, 봇은 무엇과 통신하는가, 또는 어떤 서비스가 가
능한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책 전반에서 이 구성 요소에 관해 설명하고 개념의 기술적 세
부 사항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 절에서는 개괄적인 수
준에서 먼저 살펴보고 각 구성 요소를 자세히 알아본다. 각 구성 요소와 각 구성 요소가 제
공하는 서비스 사이의 관계를 배우게 될 것이다.

챗봇, 커넥터, 채널 시각화하기
아래 조감도에는 채널, 봇 커넥터(Bot Connector), 챗봇을 포함하여 봇 프레임워크의 주요 구성
요소가 포함돼 있다. 그림 1-1은 봇 프레임워크 구성 요소 간의 통신 흐름을 보여준다.

채널

채널

채널

봇 커넥터

챗봇

채널

채널

그림 1-1 채널은 봇 커넥터와 커뮤니케이션하고, 봇 커넥터가 챗봇과 커뮤니케이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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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은 챗봇과 통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카이프나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앱이다. 그런 다음
봇 커넥터가 챗봇과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다. 챗봇의 구성 요소는 개발자가 구축하는 것으로
이 책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이 구성 요소인 채널, 봇 커넥터, 챗봇 각각은 자신만의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해
다음 절에서 차례로 배울 것이다.

채널 개요
채널은 종종 스카이프, 슬랙,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메시징 앱과 연결된다. 그것도 맞지만 그
림 1-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봇 커넥터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프로그램이라면 모두 채널이다.

SMS

이메일

웹챗

스카이프

메신저

슬랙

목록 확장

그림 1-2 마이크로소프트 봇 프레임워크는 서드파티 채널, 이메일, SMS와 웹사이트를 지원한다

봇 프레임워크는 메시징 응용 프로그램 외에 이메일, SMS와 웹사이트도 지원한다. 봇 프레임
워크는 웹 페이지에 있는 웹챗 컨트롤을 제공한다. 11장 ‘채널 구성’은 챗봇으로 작업하기 위해
채널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12장 ‘이메일, SMS, 웹 챗봇 생성’에서는 이메일, SMS, 웹
챗 컨트롤 설정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본질적으로 채널은 사용자가 챗봇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소를 나타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몇 가지 서드파티 앱을 통합해서 자체 채널을 보유하고 있지만, 챗봇은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채널 유형에 제한받지 않는다. 챗봇을 자신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노출해야 할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작업은 봇 프레임워크가 맞춤 채널 구축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13장 ‘Direct Line API로 맞춤 채널 코딩하기’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1.2 봇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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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커넥터 서비스
이전 절에서는 라우팅(routing)이라고 부르는 채널과 챗봇 사이의 통신을 봇 커넥터가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 보여줬다. 그러나 그림 1-3처럼 봇 커넥터에는 더 많은 역할이 있다.

메시지 라우팅

대화와 사용자

다중 채널

챗봇과
사용자 특정 데이터

그림 1-3 봇 커넥터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봇 커넥터는 라우팅 외에도 챗봇이 저장할 수 있는 맞춤 정보인 상태(state)를 저장한다. 챗봇
은 대화, 사용자, 대화에 참여한 사용자를 위한 맞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상태 정보는 각각 최대 32kb까지 저장할 수 있다. 추가로 봇 프레임워크는 봇 커넥터 상태 서
비스(state service)의 저장소를 위해 다이얼로그 유형의 콘텐츠를 직렬화할 것이다.
챗봇은 액티비티(activities)라 부르는 메시지를 통해 봇 커넥터와 통신한다. 이 액티비티는 사용
자와 챗봇 사이의 텍스트일 수도 있고 대화를 업데이트하는 등의 기타 대화형 이벤트일 수 있
다. 이 액티비티는 채널, 대화,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식별자를 가지고 있다. 봇 커넥터가 이러
한 액티비티를 라우팅하지만, 그 식별자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봇 커넥터
가 관리하는 것은 채널과 챗봇 사이의 메시지 통신 형식(wire format)이다. 봇 프레임워크 챗봇
은 항상 JSON 문자열 개체로부터 역직렬화(deserialization)된 액티비티 형태로 메시지를 받는다.
봇 커넥터가 가진 기술 특징 중 흥미로운 것은 그 인터페이스가 REST API라는 점이다. 이는
봇 프레임워크 SDK가 C#으로 작성되고 윈도우 애저(Windows Azure)에 있지만, 봇 커넥터는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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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관리
랫폼에 중립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누구나 Direct Line API를 통해 통신하는 맞춤 채널을 만
들 수 있다. 봇 프레임워크 SDK는 C#(.NET 프로그래밍 언어)과 node.js를 지원하지만, 봇 커넥
터는 Connector REST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한다. 또
한, State REST API가 있어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라도 챗봇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다.
봇 프레임워크 SDK는 깃허브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다(https://github.com/Microsoft/BotBuilder). 이 코
팁

드를 복제해서 그 동작 방식을 확인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봇 프레임워크 팀과 교류하라. 우리는 이미
자바와 파이썬 분야에서 관련된 몇 가지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보았는데 그 외에도 더 많은 프로젝
트가 있다.

챗봇의 특성
챗봇은 작성자가 결정한 용도에 맞게 서비스한다. 현재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예, 엔터
테인먼트, 정보 서비스, 소매, 게임, 팀 관리 등)에서 챗봇이 증가하고 있다. 이 책에는 챗봇의 몇 가

지 예제를 제공하고 스카이프 봇 디렉터리에서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봇이 무엇을 해
야 하는지 머릿속에 그려지면 다음 단계는 챗봇의 설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다음의 그
림 1-4는 챗봇이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특성을 보여준다.

챗봇은 대화를 안내하고 관리한다.
구조적으로 챗봇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계층이다.
봇 프레임워크는 대화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발자는 사용자 다이얼로그 결과에 대응하는 로직을 작성한다.

그림 1-4 챗봇은 설계와 개발을 설명하는 고유 특성이 있다

사용자가 ‘안녕’이라고 말할 때부터 대화가 완료될 때까지 챗봇이 대화의 흐름을 책임진다. 물
론 사용자가 대화를 주도하고 그 대화는 수많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챗봇은
그런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챗봇이 전화기를 팔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
데 사용자가 데스크톱 컴퓨터에 관해 묻는다. 챗봇은 개발자가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하지
않았으면, 데스크톱 컴퓨터에 대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화가 본론에서 벗어나는 일은 보편

1.2 봇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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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챗봇이 알고 있는 경로를 다룰 뿐 아니라 우아하게 다른 경로를 처리하는 작업 흐름을
설계하려면 상당한 고민이 필요함을 뜻한다. 챗봇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
항이 각양각색의 대화 경로를 매핑하는 것이지만, ‘우아한’의 정의는 개발자와 응용 프로그램
의 본질에 따라 다르다.
대화를 관리하는 고유의 요구사항 외에 챗봇은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설계돼야 한다. 일
반적인 용어로 보통 응용 프로그램에는 작업하는 개발자(또는 팀)의 설계 철학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에는 웹사이트의 HTML 페이지, 데스크톱 응용 프
로그램을 위한 창, 휴대폰 앱의 터치스크린(touch screen)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계층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전형적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그러나 챗봇은 주로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아키텍처 관점에서 보면 챗봇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대화를 관리하는 코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또는 표현 계층)의 일부다. 개발자는 다른 기술의 계층화된 응용 프로그램처
럼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기 위해 호출하는 코드를 작성한다. 이 책에
는 단순하게 구성하기 위해 계층화된 설계를 사용하지 않은 예제도 있고 챗봇 CUI 처리를 비
즈니스 로직과 분리한 예제도 볼 수 있다. 어쨌든 개발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설
계할 수 있고 여기의 개념들은 챗봇을 설계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장의 마지막 절은 한발 뒤로 물러나, 챗봇의 본질인 분산 아키텍처를 검토하여 챗봇 설계
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한다.

챗봇 통신
수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은 같은 기기에 상주하거나 같은 랜 상에 계층(예: 데이터베이스)을 가
지고 있어서 응답한다. 웹사이트도 응용 프로그램 대부분을 포함하는 서버에 텍스트를 전달
하기 때문에 잘 동작한다. 챗봇은 분산 아키텍처에 구축됐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 그림 1-5는
채널, 봇 커넥터, 챗봇, 추가 서비스 사이의 통신 경로를 보여준다.
인터넷을 통해 통신하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에 따르는 성능과 확장성에 대한 우
려가 있다. 챗봇은 분산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림 1-5의 개체 간 화살표 각각은 구성 요소 간
전달된 메시지이며 더 구체적으로 각 화살표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을 나타낸다. 사용자의 인
터넷 연결이 느리면 사용자는 답답해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 연결 환경이 좋다면 더 나
은 경험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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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S(Language Understanding Intelligence Service, 자연어 이해 지능 서비스)

채널

봇 커넥터

서비스 1

챗봇

서비스 2

메시지
관리
라우팅
쿼리
응답
쿼리
응답
회신
라우팅

그림 1-5 봇 프레임워크의 각 구성 요소는 인터넷을 통해 통신한다

그림 1-5에서 보면 챗봇이 사용하는 서비스(서비스 1과 서비스 2)에는 개발자가 알아야 하는 흥
미로운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다. 자연어 처리를 위해 자연어 이해 지능 서비스 같은 외부 서
비스를 호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인식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처럼 흥미로운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용하라. 하지만 이러
한 서비스들이 본질적으로 챗봇의 성능과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요약
챗봇의 정의에는 다른 유형의 응용 프로그램, 적용 가능한 메시징 플랫폼, 지능 서비스, 대화형 본질을 포함
하여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응용 프로그램 유형에 챗봇을 사용하면 배포가 쉽고 다양한 기기
에 적용할 수 있으며, 플랫폼에 독립적이라는 것이 이점이다.
봇 프레임워크 아키텍처에는 채널, 봇 커넥터, 챗봇을 위한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채널은 사용자가 챗봇
과 상호작용하는 메시징 앱, 웹사이트, 이메일, SMS 같은 인터페이스다. 봇 커넥터는 라우팅과 상태 관리 서비
스를 제공한다. 챗봇은 개발자가 작성하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로직이 포함된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제 봇 프레임워크의 주요 구성 요소 전부와 챗봇이 어떤 경우에 적합한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을
알게 됐다. 다음 2장 ‘프로젝트 구성’에서는 간단한 챗봇을 구축하는 방법과 봇 프레임워크 SDK의 기본 서
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예정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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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공통적으로 설계, 코딩, 배포 작업을 해야 한다. 거기
에는 유지보수, 품질, 보안, 사용자 경험 등을 둘러싼 공통 작업이 있고 이들은 대체로 문서화
되어 있지 않지만,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러한 작업
들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프로젝트 초반부터 봇 프레임워크로 이를 수행하는 법을 배
우고 그 기술들을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비롯하여 실무까지 확장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추가 작업을 하나로 모아 세부 조정이라는 일반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이전 장에서 챗봇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봇 에뮬레이터를 사용했으나 간단한 소개 정도로 다
뤘을 뿐이다. 이 장에서는 봇 에뮬레이터 기능을 상세히 알아보고 사용자부터 챗봇까지 테
스트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3장 ‘대화 구축하기: 기초’에 이어 Activity와 챗봇
과 봇 커넥터 사이의 통신, 봇 에뮬레이터가 어떻게 액티비티 테스트를 지원하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4.1 봇 에뮬레이터 세부 사항 검토
봇 에뮬레이터는 대화 기능 외에도 챗봇 작업을 테스트하고 검증하기 위한 여러 기능을 제공
한다. 봇 에뮬레이터는 연결 설정, 대화 표시, 메시지 입력, 메시지 검사기, 로그로 이뤄져 있
다. 그림 4-1은 봇 에뮬레이터의 각 부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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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검사기
연결 설정

대화 표시
로그

설정

메시지 입력

그림 4-1 봇 에뮬레이터 구성

왼쪽의 End Point 옆의 ‘ + ’ 버튼을 클릭하면 연결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Application ID
와 Application Password를 마이크로소프트 봇 프레임워크 페이지 상의 등록 페이지에서 얻
는 방법은 2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왼쪽 아래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Locale 필드에서 테스
트하는 지역에 맞춰 로케일을 설정할 수 있다. 코드에서는 Activity.Locale 필드를 통해 이 값
을 읽을 수 있다.
앞에서 몇 차례 보았듯이, 메시지 입력 필드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르거나 오른쪽
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챗봇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메시지 입력 창 왼쪽의 그림 아
이콘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대화창이 열리고 거기에 파일을 첨부하여 챗봇에 전송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10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메시지를 챗봇에 전송하면 여러분이 입력했던 내용을 대화 표시 창의 오른쪽에 보여준다. 그
림 4-1의 대화 표시 창에서 ‘Tie’로 끝나는 마지막 메시지가 노란 색으로 강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이것은 메시지 검사기(Inspector) 부분에 표시하기 위해 챗봇에 전송된 메시지를 보
여준다.
메시지 검사기 부분은 봇 에뮬레이터와 챗봇 사이의 메시지를 보여준다. 메시지 검사기는 메

4.1 봇 에뮬레이터 세부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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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를 JSON 형식으로 보여준다. 봇 에뮬레이터와 챗봇 사이에 오간 데이터의 정확한 세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언제나 메시지 검사기의 메시지를 확인하면 된다.
봇 에뮬레이터와 챗봇 사이의 메시지 형식을 보려면 로그(Log) 부분을 확인하면 된다. 여기에
서는 시간, HTTP 상태 코드, 간단한 형태의 전송 메시지를 보여준다. 그림 4-1은 현재 대화의

POST와 message를 보여준다. 타이밍은 메시지가 언제 전송되었고 메시지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며, 화살표는 메시지의 방향을 보여주는데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챗봇에 전송된 메시지이고 왼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봇 에뮬레이터에 전송된 메시지다.
각 HTTP 상태 코드에는 하이퍼링크가 있어서 클릭하면 메시지 검사기 부분에 해당 메시지가
표시된다.
봇 에뮬레이터를 통해 액티비티를 테스트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배우도록
하자.

4.2 액티비티 처리하기
Activity 클래스는 봇 커넥터가 챗봇에 전송할 수 있는 알림 형식 중 하나다. 지금까지 이 책에
서 봤던 Activity는 Message 액티비티 뿐이며 그 외에도 대화와 관련된 이벤트를 챗봇에 알려
주는 액티비티는 여러 개가 있다. 다음 절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과 그것이 의미하
는 바와 함께 이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예제로 설명한다.

Activity 클래스
Activity 클래스는 다양한 유형의 액티비티를 모두 표현하는 멤버들을 포함하고 있다. Activity
멤버 중 일부는 챗봇에 전송되는 Activity 유형의 컨텍스트에서만 사용된다. 예를 들어

Activity Type이 Message라면 Text 속성에 사용자 입력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Typing의 Activity Type은 어떤 속성도 사용하지 않는데 Type이 Activity의 의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Activity 클래스 정의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Type을 제외한 모든 멤버
는 제거했다.
public partial class Activity :
IActivity,
IConversationUpdateActivity,
IContactRelationUpdate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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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essageActivity,
ITypingActivity
// 추가 액티비티를 위한 인터페이스

{

public string Type { get; set; }

}

봇 프레임워크 버전 1은 Post 메서드에 단일 매개변수로 Message 클래스 인스턴스를 전달했다. 버
전 3에서 봇 프레임워크는 Message 대신 Activity 클래스 인스턴스로 교체했다. Message는 봇 프

노트

레임워크가 지원하는 정보 중 한 가지 형식이지만, Activity는 그 이름에 담긴 일반적인 의미가 다른
알림 유형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하다.

보다시피 Activity는 몇 가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각 인터페이스는 파생 액티비티 형식을
지원하기 위해 멤버를 명시한다. Activity에는 Activity 인스턴스의 목적을 나타내는 Type 속
성도 있다. 표 4-1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Activity 형식과 그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와 간단
한 설명(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부터 설명하겠다)을 보여준다.
표 4-1 액티비티 형식

액티비티 형식

인터페이스

설명

ConversationUpdate

IConversationUpdateActivity

대화에 참여하거나 떠난 사용자

ContactRelationshipUpdate

IContactRelationshipUpdateActivity

챗봇 목록에 여러분의 챗봇을
추가하거나 삭제한 사용자

DeleteUserData

-

사용자는 개인 식별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싶어함

Message

IMessageActivity

챗봇이 통신을 주거나 받음

Ping

-

봇 URL이 접근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전송됨

Typing

ITypingActivity

챗봇이나 사용자 중 하나가 바쁘다는
것을 나타냄

Activity 인스턴스를 처리할 때 인터페이스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관련 Activity 멤버에 접근
하기 위해 액티비티를 해당 인터페이스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표 4-1에서 DeleteUserData
와 Ping 같은 일부 Activity Type에서는 Activity에 일치하는 인터페이스가 없다. 그런 경우는

Activity Type의 목적이 액티비티 인스턴스 상태와 상관없이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기 때
문에 접근할 만한 Activity 멤버가 없는 경우다. 다음 절에서는 Activity 인스턴스의 형식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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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멤버를 포함하고 있는 ActivityType 클래스를 논의한다.

ActivityType 클래스
봇 프레임워크에서 Activity는 각 액티비티 형식에 따른 속성을 가진 ActivityTypes 클래스로
표현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public static class ActivityTypes
{
public const string ContactRelationUpdate = "contactRelationUpdate";
public const string ConversationUpdate = "conversationUpdate";
public const string DeleteUserData = "deleteUserData";
public const string Message = "message";
public const string Ping = "ping";
public const string Typing = "typing
}

봇 프레임워크가 발전할수록 새로운 액티비티 형식들이 도입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일부 멤버는
노트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AcivityTypes에 추가될 수도 있지만, 완전히 구현되기 전에
는 문서화되지 않는다.

ActivityTypes는 문자열을 입력하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편의 클래스다. 앞에서 본
예제에서 코드가 자신이 처리하는 액티비티가 Message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ActivityTypes.Message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if (activity.Type == ActivityTypes.Message)
{
// 메시지 처리 부분
}

ActivityTypes 멤버의 이름은 자신의 목적을 충분히 잘 나타내고 있지만, 다음 절부터 각 멤버
에 대해 코드 예제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자.

코드 설계 개요
이 장에서도 3장에 이어 가위, 바위, 보 게임 코드를 다룰 것이다. 4장의 코드는 RockPaper

Scissors4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3장에서 보지 못했던 Activity를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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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새로운 클래스가 있으며, 그 내용은 목록 4-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록 4-1 가위, 바위, 보 게임 ━ SystemMessages 클래스

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Microsoft.Bot.Connector;
System;
System.Collections.Generic;
System.Linq;
System.Net;
System.Threading.Tasks;
System.Web;

namespace RockPaperScissors4.Models
{
public class SystemMessages
{
public async Task Handle(ConnectorClient connector, Activity message)
{
switch (message.Type)
{
case ActivityTypes.ContactRelationUpdate:
HandleContactRelation(message);
break;
case ActivityTypes.ConversationUpdate:
await HandleConversationUpdateAsync(connector, message);
break;
case ActivityTypes.DeleteUserData:
await HandleDeleteUserDataAsync(message);
break;
case ActivityTypes.Ping:
HandlePing(message);
break;
case ActivityTypes.Typing:
HandleTyping(message);
break;
default:
break;
}
}
void HandleContactRelation(IContactRelationUpdateActivity activity)
{
if (activity.Action == "add")
{
// 사용자가 챗봇을 대화 상대 목록에 추가
}
else // activity.Action == "remove"
{
// 사용자가 대화 상대 목록에서 챗봇을 삭제
}

4.2 액티비티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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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ync Task HandleConversationUpdateAsync(
ConnectorClient connector, IConversationUpdateActivity activity)
{
const string WelcomeMessage =
"Welcome to the Rock, Paper, Scissors game! " +
"To begin, type \"rock\", \"paper\", or \"scissors\". " +
"Also, \"score\" will show scores and " +
"delete will \"remove\" all your info.";
Func<ChannelAccount, bool> isChatbot =
channelAcct => channelAcct.Id == activity.Recipient.Id;
if (activity.MembersAdded.Any(isChatbot))
{
Activity reply = (activity as Activity).CreateReply(WelcomeMessage);
await connector.Conversations.ReplyToActivityAsync(reply);
}

}

if (activity.MembersRemoved.Any(isChatbot))
{
// 추후 결정
}

async Task HandleDeleteUserDataAsync(Activity activity)
{
await new GameState().DeleteScoresAsync(activity);
}
// 다양한 ping 응답을 테스트하기 위한 랜덤 메서드
bool IsAuthorized(IActivity activity) => DateTime.Now.Ticks % 3 != 0;
bool IsForbidden(IActivity activity) => DateTime.Now.Ticks % 7 == 0;
void HandlePing(IActivity activity)
{
if (!IsAuthorized(activity))
throw new HttpException(
httpCode: (int)HttpStatusCode.Unauthorized,
message: "Unauthorized");
if (IsForbidden(activity))
throw new HttpException(
httpCode: (int) HttpStatusCode.Forbidden,
message: "Forbidden");
}
void HandleTyping(ITypingActivity activity)
{
// 사용자가 입력을 시작했지만 아직 메시지가 제출되지 않았음
}

76

CHAPTER 4 챗봇 세부 조정하기

}

}

목록 4-1 SystemMessages 클래스의 Handle 메서드는 Activity를 받아서 switch 문에서 일치
하는 형식에 기반해서 적절한 메서드에 전달한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 Activity를 처리하는 메
서드를 설명하겠다. 목록 4-2는 MessagesController의 Post 메서드를 SystemMessages.Handle
을 호출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게 수정했다.
목록 4-2 가위, 바위, 보 게임 ━ MessageController.Post 메서드

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System;
System.Net;
System.Net.Http;
System.Threading.Tasks;
System.Web.Http;
Microsoft.Bot.Connector;
RockPaperScissors4.Models;
System.Web;

namespace RockPaperScissors4
{
[BotAuthentication]
public class MessagesController : ApiController
{
/// <summary>
/// POST: api/Messages
/// 사용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응답
/// </summary>
public async Task<HttpResponseMessage> Post([FromBody]Activity activity)
{
HttpStatusCode statusCode = HttpStatusCode.OK;
var connector = new ConnectorClient(new Uri(activity.ServiceUrl));
if (activity.Type == ActivityTypes.Message)
{
// Message Activity 형식을 처리하는 코드
}
else
{
try
{
await new SystemMessages().Handle(connector, activity);
}
catch (HttpException ex)
{
statusCode = (HttpStatusCode) ex.GetHttp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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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HttpResponseMessage response = Request.CreateResponse(statusCode);
return response;

목록 4-2의 Post 메서드는 3장에서도 설명했듯이 수신한 Activity가 Message인지를 검사하고 그

Activity를 처리한다. 다른 Activity 유형일 경우 코드는 ConnectorClient 인스턴스와 Activity
를 매개변수로 전달해서 새로운 SystemMessages 인스턴스의 Handle을 호출한다.

try/catch 블록은 Handle 메서드가 HttpException을 발생시키면 statusCode를 설정한다. 예외
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ststusCode는 200 OK가 된다. 앞으로 Ping 액티비티를 다룰 때 이 코
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본 코드가 가위, 바위, 보 게임의 핵심 변경 내용이다. 다음 절부터는 SystemMessages
메서드가 어떻게 Activity 형식을 처리하는지 설명한다.

봇 에뮬레이터로 액티비티 전송하기
봇 에뮬레이터의 주소 표시 줄에서 세로로 나열된 세 개의 점을 클릭하면 챗봇 테스트를 위한 추

가 옵션을 보여주는 메뉴가 나타난다. 그림 4-2는 이 메뉴를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챗봇에 추
가적인 Activity 형식을 전송하는 옵션도 포함돼 있다.

그림 4-2 봇 에뮬레이터의 Send System Activity 메뉴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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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TER

2
5

다이얼로그 만들기

앞에서는 가위, 바위, 보라는 게임 챗봇을 만들었다. 이것은 대체로 한 단어로 된 명령어에 응
답한다는 점에서 간단한 챗봇이었다. 상호작용이란 크게 보면 요청과 응답의 한 쌍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간단한 챗봇이라면 무난하게 동작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챗
봇과 더 깊은 대화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양식을 채우거나, 도움을 얻거나, 제품
이나 서비스를 주문하는 일은 종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일련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
다. 대화를 관리하기 위한 정교한 도구들을 모아둔 것이 봇 빌더(Bot Builder) 다이얼로그다.
이 장에서는 대화를 위해 다이얼로그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다이얼로그 클래스의 핵
심 부분과 각 부분이 존재하는 이유를 배울 것이다. 대화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며, 또
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그들의 응답을 받는 편의 메서드를 배울 것이다.

5.1 와인봇 소개
이 장에서는 게임 주제에서 벗어나 주문이나 판매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유형의 챗봇으로 넘
어간다. 그 예제로 와인봇(WineBot)이라는 챗봇을 볼 것이다. 와인봇은 사용자가 관심 있는 와
인을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챗봇이 검색을 수행하려면 사용자가 원하
는 바를 알아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와인봇은 봇 빌더 다이얼로그를 사용해서
대화를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제다.

5.1 와인봇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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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은 와인봇의 전형적 세션의 시작을 보여준다. 초반 환영 메시지가 나온 다음, 사용자
가 대화를 시작하고 일련의 질문에 대답하면 그 질문들에 대한 사용자의 응답을 기초로 해서
기준에 맞는 와인 목록을 결과로 보여준다.

그림 5-1 와인봇과의 채팅

그림 5-1에서 본 메뉴 옵션과 검색 결과는 Wine.com API로부터 온다. 이 API를 이용하면 카
탈로그를 가져오고 와인을 검색하는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와인봇은 다음 절에 논의할

Wine.com API의 일부를 사용한다.

5.2 Wine.com API 사용하기
알림

이 책이 출간된 후, Wine.com API는 사장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 책의 예제 코드는 챗봇을
여전히 실행할 수 있도록 WineApi 클래스를 대체할 코드를 포함한다. 이 코드에는 테스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는 해도 이 절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외부 API에 챗봇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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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챗봇의 동작 방식을 살펴보기 전에 와인봇이 데이터를 어떻게 얻는지 살펴보자. Wine.com

API는 REST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와인봇은 HTTP GET 요청을 통해 이 API와 통신한
다. 목록 5-1부터 목록 5-4까지는 이 통신 관련 모든 일을 처리하는 Status, WineCategories,

WineProducts, WineApi 클래스를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Wine.com에서 발급받은 API 키가 필요하다. https://api.wine.com/에서
노트

Wine.com API 문서를 찾을 수 있다.

목록 5-1 와인봇 ━ Status 클래스

namespace WineBot
{
public class Status
{
public object[] Messages { get; set; }
public int ReturnCode { get; set; }
}
}

목록 5-2 와인봇 ━ WineCategories 클래스

using System;
namespace WineBot
{
public class WineCategories
{
public Status Status { get; set; }
public Category[] Categories { get; set; }
}
public class Category
{
public string Description { get; set; }
public int Id { get; set; }
public string Name { get; set; }
public Refinement[] Refinements { get; set; }
}
[Serializable]
public class Refinement
{
public string Description { get; set; }
public int Id { get; set; }

5.2 Wine.com API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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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blic string Name { get; set; }
public string Url { get; set; }

목록 5-3 와인봇 ━ WineProducts 클래스

namespace WineBot
{
public class WineProducts
{
public Status Status { get; set; }
public Products Products { get; set; }
}
public class Products
{
public List[] List { get; set; }
public int Offset { get; set; }
public int Total { get; set; }
public string Url { get; set; }
}
public class List
{
public int Id { get; set; }
public string Name { get; set; }
public string Url { get; set; }
public Appellation Appellation { get; set; }
public Label[] Labels { get; set; }
public string Type { get; set; }
public Varietal Varietal { get; set; }
public Vineyard Vineyard { get; set; }
public string Vintage { get; set; }
public Community Community { get; set; }
public string Description { get; set; }
public Geolocation1 GeoLocation { get; set; }
public float PriceMax { get; set; }
public float PriceMin { get; set; }
public float PriceRetail { get; set; }
public Productattribute[] ProductAttributes { get; set; }
public Ratings Ratings { get; set; }
public object Retail { get; set; }
public Vintages Vintages { get; set; }
}
public class Appellation
{
public int Id { get; 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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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string Name { get; set; }
public string Url { get; set; }
public Region Region { get; set; }

public class Region
{
public int Id { get; set; }
public string Name { get; set; }
public string Url { get; set; }
public object Area { get; set; }
}
public class Varietal
{
public int Id { get; set; }
public string Name { get; set; }
public string Url { get; set; }
public Winetype WineType { get; set; }
}
public class Winetype
{
public int Id { get; set; }
public string Name { get; set; }
public string Url { get; set; }
}
public class Vineyard
{
public int Id { get; set; }
public string Name { get; set; }
public string Url { get; set; }
public string ImageUrl { get; set; }
public Geolocation GeoLocation { get; set; }
}
public class Geolocation
{
public int Latitude { get; set; }
public int Longitude { get; set; }
public string Url { get; set; }
}
public class Community
{
public Reviews Reviews { get; set; }
public string Url { get; set; }
}
public class Reviews

5.2 Wine.com API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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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blic int HighestScore { get; set; }
public object[] List { get; set; }
public string Url { get; set; }

public class Geolocation1
{
public int Latitude { get; set; }
public int Longitude { get; set; }
public string Url { get; set; }
}
public class Ratings
{
public int HighestScore { get; set; }
public object[] List { get; set; }
}
public class Vintages
{
public object[] List { get; set; }
}
public class Label
{
public string Id { get; set; }
public string Name { get; set; }
public string Url { get; set; }
}

}

public class Productattribute
{
public int Id { get; set; }
public string Name { get; set; }
public string Url { get; set; }
public string ImageUrl { get; set; }
}

목록 5-4 와인봇 ━ WineApi 클래스

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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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ystem.Configuration;
System.Linq;
System.Net.Http;
System.Threading.Tasks;
Newtonsoft.Json;

CHAPTER 5 다이얼로그 만들기

namespace WineBot
{
public class WineApi
{
const string BaseUrl = "http://services.wine.com/api/beta2/service.svc/json/";
static HttpClient http;
public WineApi()
{
http = new HttpClient();
}
string ApiKey => ConfigurationManager.AppSettings["WineApiKey"];
public async Task<Refinement[]> GetWineCategoriesAsync()
{
const int WineTypeID = 4;
string url = BaseUrl + "categorymap?filter=categories(490+4)&apikey="
+ ApiKey;
string result = await http.GetStringAsync(url);
var wineCategories = JsonConvert.DeserializeObject<WineCategories>(result);
var categories =
(from cat in wineCategories.Categories
where cat.Id == WineTypeID
from attr in cat.Refinements
where attr.Id != WineTypeID
select attr)
.ToArray();

}

return categories;

public async Task<List[]> SearchAsync(int wineCategory, long rating,
bool inStock, string searchTerms)
{
string url =
$"{BaseUrl}catalog" +
$"?filter=categories({wineCategory})" +
$"+rating({rating}|100)" +
$"&inStock={inStock.ToString().ToLower()}" +
$"&apikey={ApiKey}";
if (searchTerms != "none")
url += $"&search={Uri.EscapeUriString(searchTerms)}";
string result = await http.GetStringAsync(url);

5.2 Wine.com API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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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ar wineProducts = JsonConvert.DeserializeObject<WineProducts>(result);
return wineProducts?.Products?.List ?? new List[0];

public async Task<byte[]> GetUserImageAsync(string url)
{
var responseMessage = await http.GetAsync(url);
return await responseMessage.Content.ReadAsByteArrayAsync();
}

Wine.com API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ApiKey가 Web.config 파일로부터 읽어들인 키가
필요하다. 키는 https://api.wine.com을 방문해서 얻을 수 있다.
<appSettings>
<add key="WineApiKey" value="YourWineDotComApiKey"/>
<!-- 여기는 BotId, Microsoft App Id, Microsoft App Password로 업데이트할 것 -->
<add key="BotId" value="YourBotId" />
<add key="MicrosoftAppId" value=" />
<add key="MicrosoftAppPassword" value=" />
</appSettings>

여기에서는 데모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Web.config 파일에 키를 추가했지만, 권장할 만한 방
노트

식은 아니다. https://docs.microsoft.com/en-us/aspnet/에서 더 안전하게 코딩하는 기법을 검토해야 한
다.

Wine.com API는 JSON 개체 응답을 반환하며, 목록 5-1에서 목록 5-3까지의 C# 클래스들은
이 개체들을 표현한 것이다. 와인봇은 뉴튼소프트(Newtonsoft)의 Json.NET을 사용해서 JSON
개체를 C# 클래스로 역직렬화한다. Microsoft.Bot.Builder NuGet 패키지에는 봇 응용 프로그
램 템플릿에 포함된 Json.NET에 대한 종속성이 있다. JsonConvert.DeserializeObject를 봤다
면 그것은 전부 Json.NET이 JSON을 C# 클래스로 변환하는 것이다.
목록 5 - 4의 WineApi 클래스는 정적인 HttpClient 인스턴스인 http 를 포함하고 있다는
팁

점을 알아챘을 것이다. 처음 볼 때는 HttpClient가 IDisposable을 구현하고 있고 우리 머릿속
에는 using 문을 사용해서 IDisposable 개체를 감싸는(wrapping) 구문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해 보일 것이다. HttpClient의 경우, using 문 안에 감싸면 성능과 확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using 문 안에 HttpClient를 감싸면 안 되는 이유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
github.com/mspnp/performance - optimization/blob/master/ImproperInstantiation/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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