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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언어기반 대화 시스템에서는 시스템과 사용자의 대화가 발화 자체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지시 대용어를 사용할 수 없어서 불편하다. 그리고 사용자의 발화 의미를 시스템
이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런 언어기반 대화 시스템과는 달리 멀티모달 대화 시스템에서
는 발화 자체의 정보뿐만이 아닌 제스처와 같은 발화 이외의 행위 정보들이 포함되는데 이 정보를 이용하
면 지시 대용어의 처리가 가능해짐으로 시스템과의 대화가 좀 더 자연스러워진다. 본 논문에서는 군집화
와 격틀을 이용하여 여러 사물들 중에서 지시 대용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시 후보 선정을 한다. 그리고 
특출성 점수와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후보 사물들 중에서 지시 대용어가 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는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실험결과 평균 2.8번의 상호작용으로 지시 대용어를 처리할 수 
있었다.

1. 서  론

  사람의 대화는 발화 자체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정보들을 수반하는데 그 중에서 행위 정보는 발
화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멀티모달 대화 시스
템(multimodal dialogue system)은 사용자와 시스템이 
발화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닌 발
화, 표정, 제스처(gesture) 등의 다양한 입력 채널을 가
지는 대화 시스템이다. 이러한 멀티모달 대화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만 사용
자의 발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개선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용어 중 지시 대용어 처
리 중심으로 알아본다. 지시 대용어는 사용자가‘저거’라
는 대용어와 함께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행위를 수반하
는 대용어로 발화 자체의 의미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
다. 이럴 경우 사용자 발화에 사용자의 지시 행위가 함
께 수반된다. 본 논문의 멀티모달 시스템의 입력 채널은 
크게 사용자의 발화를 받아들이는 청각 채널(auditory 
channal)과 사용자의 지시 행위를 받아들이는 시각 채널
(visual channal)로 구분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저거 
가져와.”라고 말하면서 특정 물건을 가리킬 수 있고, 시
스템은 이를 해석할 수 있다.
  멀티모달 대화 시스템에서 지시 대용어를 처리하는 기
존의 연구는 터치스크린 환경에서 사물과 매핑하는 것이
었다[1,2].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지시 행위가 정확히 
사물에 일치할 경우만 가능하므로 실제 지능형 인간 로
봇과 같은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다. 
또한 지시 대용어의 해석이 틀렸을 경우 사용자와 시스
템간의 대화(상호작용)를 많이 일으키게 되므로 좀 더 
구체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발화와 지시 행위로부터 최소한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시 
대용어의 해석을 위해 군집화(clustering), 격틀
(case-frame), 특출성 점수(salience score) 및 엔트로
피(entropy)를 통한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지시 대
용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3장
에서 구현된 시스템을 통하여 지시 대용어 처리 예제를 
살펴보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지시 대용어 처리

  지시 대용어 포함 발화에서 사용자가 “저거 가져와.”라
고 하면서 ‘저거’에 해당하는 사물을 김학수-2000[1]에
서처럼 정확히 가리키면 좋겠지만, 사용자가 해당 사물
을 정확히 가리킬 수도 있고 또는 그 근처를 가리킬 수
도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정확히 가리켰다고 해도 실제 
시스템의 이미지가 3차원 공간상이라면 정확한 좌표를 
알아내기가 힘들다. 이럴 때 사람의 경우에는 적당한 추
측을 통해서 ‘저거’의 의미를 파악하지만 시스템의 경우
에는 사람과 같은 추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끼리
의 대화에서처럼 지시 대용어의 사용이 어렵다.
   지시 대용어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사용자의 발화가 태깅[3]되어서 시스템에 문자열로 
입력되고 지시 행위 또한 좌표로 시스템에 입력된다는 
가정 하에 사용자의 발화 내에 지시 대용어가 있으면 사
물들을 군집화하고 격틀을 이용하여 지시 후보를 선정한
다. 그리고 사용자의 행위 정보와 사물들의 정보를 이용
하여 특출성 점수를 계산하여 지시 대용어의 대상이 될 
사물을 선택한다. 만약 선택 된 사물이 틀리다면 엔트로
피 계산을 이용하여 지시 대용어를 처리한다. 사용자 발
화 태깅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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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에서 MA(main action)는 발화 내의 동사 분류
이고, NE(named entity)는 발화 내의 목적어에 해당하
는 명사를 나타낸다.

<frame>
  <utterance>창문 좀 닫아.</utterance>
  <slot type='MA'>close</slot>
  <slot type='NE'>창문</slot>
</frame>
<frame>
  <utterance>저거 좀 가져와.</utterance>
  <slot type='MA'>get</slot>
  <slot type='ANAPHORA'>저거</slot>
</frame>

그림 1 사용자 발화 태깅 결과

  그림 2에서 애매성 존재의 판단은 지시 대용어가 될 
수 있는 후보 사물의 수가 1개면 애매성이 없는 것이고, 
2개 이상이면 애매성이 있는 것이다.

그림 2 시스템 흐름도

2.1 지시 후보 선정

  지시 대용어 처리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지시 대용어
가 될 수 없는 사물들을 제거 하고 지시 대용어가 될 수 
있는 사물들만을 선정하는 것이다. 지시 후보 선정은 군
집화와 격틀을 사용한다.
  사물을 가리키는 행위를 수반한 발화에서 대상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할 때 사람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
한다. 그 중에서 사물들의 배치도 포함되는데 여러 사물
이 모여 있는 것보다는 따로 떨어져있는 한 두 개의 사

물이 대상 사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시대용어
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물들의 군집화가 필요한데 군집화
에 필요한 유사도는 각 사물들의 거리지표를 사용한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군집화 알고리즘이다.

1. 지시 행위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물 선택
2. 새로운 군집의 생성
3. 선택된 사물을 군집에 추가
4. 군집내의 모든 사물들의 평균 좌표를 구함
5. 군집에 포함되지 않은 사물 중에서 현재
    군집과 가장 가까운 사물 선택
6. 두 좌표 사이의 거리가 군집화 영역 안이면
    3번으로 돌아감.
  두 좌표 사이의 거리가 군집화 영역 밖이면
    2번으로 돌아감.
7. 모든 사물이 군집화 되었으면 종료.

그림 3 군집화 알고리즘

  군집화 알고리즘에서 모든 사물이 하나의 군집에 포함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정된 임의의 군집화 영역을 설정
한다.
  군집화가 끝나면 그림 4와 같은 격틀을 이용하여 지시 
후보를 선정한다.

<DomainList>
  <Domain specification="errand">
    <MA="get">
      <NE>리모컨</NE>
      <NE>쿠션</NE>
      <NE>꽃병</NE>
      <NE>초</NE>
   </MA>
  </Domain>
  <Domain specification = "action">
    <MA="start">
      <NE>TV</NE>
      <NE>형광등</NE>
      <NE>초</NE>
    </MA>
    <MA="end">
      <NE>TV</NE>
      <NE>형광등</NE>
      <NE>초</NE>
    </MA>
    <MA="open">
      <NE>창문</NE>
      <NE>서랍</NE>
    </MA>
    <MA="close">
      <NE>창문</NE>
      <NE>서랍</NE>
    </MA>
  </Domain>
</DomainList>

그림 4 격틀
  그림 4에서 NE는 지시 대용어가 될 수 있는 후보 사
물을 의미한다. 지시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은 사용
자 발화의 의미태깅 결과로부터 MA를 추출하고 격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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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비교하여 추출된 MA와 같은 격틀의 MA에 있는 
NE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사물들을 군집화 결과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면 NE리스트에 속하는 사물들만이 군집
화 결과로 남게 된다.

2.2 지시 대상 결정

  지시 대용어가 될 수 있는 지시 후보 선정이 되었으면 
이 지시 후보 중에서 어떤 것을 지시 대용어의 실제 대
상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시 대용어 사물 선택에는 특
출성 점수와 엔트로피를 이용한다.
  특출성 점수는 사용자의 지시대용어 포함 발화와 함께 
나타나는 행위 정보(사물을 가리키는 포인팅 행위)를 이
용하여 지시대용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수를 나타낸
다.

특출성 점수 =

× log × log × log × log



Ci: 군집 내의 사물의 개수
   군집 내의 사물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작아진다.
Ri: 입력좌표와 사물의 거리 순위
   입력좌표와 가까운 사물일수록 점수가 커진다.
Li: 한계영역 내에 같은 색의 사물의 개수
   한계영역 내에 같은 색의 사물들은
   점수가 작아진다.
Oi: 한계영역 내에 같은 종류의 사물의 개수
   한계영역 내에 같은 종류의 사물들은
   점수가 작아진다.
kc, kr, kl, ko: 각 요소의 중요도를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중요도가 크다.
실험적으로
   kc=0.2, kr=0.4, kl=0.15, ko=0.15로 설정

그림 5 특출성 점수 계산식

  지시 행위의 위치에서 한계영역 밖의 사물들은 특출성 
점수 계산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근처에 사물이 없을 경
우, 관련 없는 사물이 지시 대상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서이다.
  지시 후보 중에서 특출성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후
보가 지시 대상인지를 확인하여 맞으면 지시 대용어가 
제대로 처리 된 것이지만, 틀리다면 지시 후보 중에서 
현재 선택된 지시 후보를 제거하고 새로운 지시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엔트로피를 사용하는데 엔트로피
는 무질서함, 복잡함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사물들의 정보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엔트
로피가 높은 정보의 속성을 획득하여 사용자와 시스템과
의 상호작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한다.

   
  



log

는 사물 정보에 대한 엔트로피
   (예: 색의 엔트로피, 종류의 엔트로피)
는 정보에 대한 속성
   (예: 색 정보에 대한 속성 : 빨간색, 노란색 등)

그림 6 엔트로피 계산식

  그림 6으로 지시 후보들에 대해 엔트로피를 계산하여 
가장 높은 엔트로피를 가지는 정보에 대해 시스템은 사
용자에게 질문을 하고 사용자는 속성을 알려준다. 그러
면 시스템은 현재 지시 후보들 중에서 획득한 속성을 갖
지 않는 지시 후보들을 제거한다. 그리고 속성을 가지는 
지시 후보들만 새로운 지시 후보로 재분류하고 다시 특
출성 점수를 계산하여 지시대용어를 찾게 된다.

3. 구현

3.1 구현 환경

  본 논문의 최종 목적은 3차원 환경의 지능형 인간 로
봇 시스템을 대용어가 포함된 발화로 제어하는데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실제 로봇 환경을 구축할 수 없어
서 그림 7과 같은 터치스크린 기반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였다.

그림 7 시뮬레이션 환경

  그림 7 실험 이미지는 일반적인 거실 환경에 사용자가 
지시할 수 있는 지시 대상 사물들은 랜덤하게 배치되도
록 하였다. 각각의 사물 중에서 이름이 같은 사물들을 
구분 짓기 위해서 사물 옆에 번호를 부여하였다. 번호가 
없는 사물은 그림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것들이다. 사용
자 발화는 그림 7의 왼쪽 부분과 같이 미리 태깅되어 있
는 예제 발화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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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이용하여 위치를 선택하도
록 하였다. 위치 선택 시에 사물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
이 아니라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물의 근
처를 선택하는데 사물이 한계영역 안에는 항상 위치하도
록 하였다.

3.2 구현 예제

  그림 8은 기본시스템에서의 지시 대용어 처리의 예를 
보여준다. 기본시스템은 본 논문의 제안 시스템에서 사
용한 특출성 점수와 엔트로피는 사용하지 않았다. 지시 
대상의 결정은 지시 후보에서 선택된 위치와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선택하였다.

사용자: (초2와 리모컨1 사이의 영역을 선택하며) 저
거 가져와.
(‘쿠션4, 쿠션5, 리모컨1, 리모컨2, 리모컨3, 
초2, 소파’ 사물이 한계영역 안에 있음, 소파는 
격틀의 ‘가져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거)

시스템: 초2 맞습니까?
사용자: 아니요. (초2 삭제)
시스템: 리모컨1 맞습니까?
사용자: 아니요. (리모컨1 삭제)
시스템: 리모컨3 맞습니까?
사용자: 예.
시스템: 리모컨3 가져가겠습니다.

그림 8 대화예제 - 기본 시스템

  그림 9는 본 논문에서 제한한 방법으로 인해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준다. 그
림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안 시스템은 그림 8과 동일
한 환경에서 3번의 상호작용만으로 지시 대상을 찾아준
다. 실제로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아도 지시 후보가 6개 
존재하지만 최소 1번에서 최대 3번의 상호작용으로 지시 
대용어를 처리할 수 있다.

사용자: (초2와 리모컨1 사이의 영역을 선택하며) 저
거 가져와.
(‘쿠션4, 쿠션5, 리모컨1, 리모컨2, 리모컨3, 
초2, 소파’ 사물이 한계영역 안에 있음, 소파는 
격틀‘가져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거)
(특출성 점수 계산)

시스템: 초2(최대 특출성 점수 사물) 맞습니까?
사용자: 아니요. (초2 삭제)

(사물색의 엔트로피가 큼)
시스템: 흰색, 검은색, 빨간색 중에 무슨 색 입니까?
사용자: 검은색.(속성 획득-검은색 이외의 사물 제
거)

(특출성 점수 재계산)
시스템: 리모컨3(최대 특출성 점수 사물) 맞습니까?
사용자: 예.
시스템: 리모컨3 가져가겠습니다.

그림 9 대화예제 - 제안 시스템

  제안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표 1과 같은 다
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상호작용 수를 계산하였다.

표 1 예제 상황

상황1 상황2 상황3

리모컨 빨간색 리모컨1 빨간색 리모컨 흰색

주전자 노란색 리모컨2 노란색 주전자 흰색

핸드폰 파란색 리모컨3 파란색 핸드폰 흰색

연필 검은색 리모컨4 검은색 연필 흰색

지우개 흰색 리모컨5 흰색 지우개 흰색

쿠션 주황색 리모컨6 주황색 쿠션 흰색

상황4 상황5 상황6

리모컨1 검은색 리모컨1 빨간색 리모컨1 빨간색

리모컨2 검은색 리모컨2 검은색 쿠션1 흰색

리모컨3 검은색 쿠션1 빨간색 쿠션2 검은색

리모컨4 검은색 쿠션2 흰색 핸드폰1 검은색

리모컨5 검은색 쿠션3 노란색 연필1 흰색

리모컨6 검은색 핸드폰1 검은색 연필2 빨간색

  표 2는 표 1의 상황에 대해 제안시스템의 상호작용 수
를 보여준다. 기본 시스템에서 후보 사물이 6개이지만 
최대 5번의 상호작용만이 필요한 이유는 마지막 남은 후
보사물의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없이 그냥 후보
사물을 지시 대용어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표 2 예제 상황 결과

기본 시스템 제안 시스템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상황1 1 5 1 2

상황2 1 5 1 2

상황3 1 5 1 2

상황4 1 5 1 5

상황5 1 5 1 3

상황6 1 5 1 3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안 시스템(평균 2.8번)은 
기본 시스템(평균 5번)에 비하여 2.2번 적은 수의 상호
작용만으로도 지시 대용어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멀티모달 대화 시스템에서의 지시 대용

어 처리를 위해서 군집화와 격틀을 사용하여 1차적으로 

지시 후보를 선정하고 특출성 점수를 이용하여 지시 대

용어를 처리하였다. 여기에서 지시 대용어로 선택 된 사

물이 틀렸을 경우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최소로 하고 지시 대용어를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안 시스템은 군

집화 할 때 사물의 중심좌표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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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는 사물이 특정 군집

의 영역에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중심좌표가 포함이 되

지 않는다면 다른 군집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물

의 크기를 반영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격틀의 

경우,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한데 사용자마다 발화 내 동사에 따른 지시대용어 

대상 사물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각각

의 사용자에게 특화된 격틀을 구성한다면 좀 더 효과적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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