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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학사업무에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변화된 생활 환경에 맞게 SNS를 많이 이용

하므로 이를 통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자동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챗봇(Chatbot)을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

에 경운대학교 학사업무에 대한 문의를 자동으로 응답하는 챗봇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효율적인 응답체계를 만들고

자 한다. 이를 위해 Dialogflow플랫폼을 사용하여 챗봇에게 질문했을 때 답을 하는 응답내용을 개발하고, Webhook을 사용해

서 Facebook Messenger플랫폼에 연동하여 챗봇을 Facebook Page에 만들어 응용하였다. 또한 실제 채팅을 통해 실험하여 결

과를 확인하였다.

키워드: 챗봇(Chatbot), 다이얼로그 플로우(Dialogflow), 웹훅(Webhook)

학사업무 지원 챗봇 개발
윤태진*, 김일권O, 이상윤*

O*경운대학교 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

e-mail: tjyun@ikw.ac.kr*, ds5680@naver.comO, tbc01169@naver.com*

Development of academic affairs support chatbot
Tae-Jin Yun*, Il-Kwon KimO, Sang-Yun Lee*

O*Dept. of Aeronautical Software Engineering, Kyungwoon University

I. 서론

우리는 신입생시절 학사업무에 관련해서 모르는 것이 많아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보기도 하고 학생처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궁금할 때마다 일일이 찾아보거나 전화를 하면 매우 

번거롭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모르는 것을 

즉시 답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신입생 대상으로 

다양한 질문에 답하는 챗봇을 개발 하였다. Dialogflow플랫폼을 

사용하면 코딩없이 자연어만으로 쉽게 챗봇을 만들 수 있다. 또한 

Dialogflow플랫폼을 사용하여 챗봇규칙을 만들고, Webhook을 사용

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연동하여 SNS 채팅을 통해 자동 응답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II. 본론

1. 다이얼로그 플로우 활용 

우선 전체 적인 흐름은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이용하여 세부 내용 

작성과 응답 훈련을 시켜 서버구축하여 페이스북 메신저 플랫폼과 

연동시킨 뒤 여러 사람과 공유를 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학교 홈페이지

에서 학사관련 내용을 조사하였다.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각각 질문들

을 자연어로 작성한 뒤 해당하는 답변을 그림 2와 같이 입력한다.

Fig. 1. 데이터 흐름도

Fig. 2. Dialogflow에서 질문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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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alogflow에서 질문에 대한 응답훈련

2. 챗봇 서버 구축

웹 애플리케이션 배치 모델로 사용되는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는 무료 클라우드인 Heroku와 Node.js를 통해 웹훅 서버를 

설정하였다.

특정 이벤트와 액션 데이터를 외부에 메시지 형태로 전송하는 

기능연관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앱과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웹훅 

기능을 이용해서 서버를 구축한다.

Fig. 4. 챗봇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index.js 내용

Fig. 5. 페이스북이 웹훅 수락전 웹훅 동작 확인

3. Facebook Messenger 플랫폼과의 연동

그림 6와 그림 7과 같이 페이스북 개발자 계정과 토큰을 획득하고, 

Dialogflow와 Facebook간 연동을 위한 웹훅을 설정한다.

Fig. 6. Facebook developer 계정과 페이지 엑세스 토큰

Fig. 7. Dialogflow와 Facebook간 웹훅 연결

그림 8과 같이 실험을 통해 챗봇이 페이스북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에 

적절한 응답을 자동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페이스북 메신저에서의 챗봇 메시지 응답

III. 결론

Dialogflow와 웹훅기능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SNS를 통해 신입생 

대상으로 학사업무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자동으로 응답할 

수 있는 챗봇을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응용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으로 응답하는 챗봇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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