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21년)

상담 대화를 위한 사용자 정보 추출 대화 상태 추적 시스템

장윤정◦1, 이근배†12

포항공과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1,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2

{jangyj0426, gblee}@postech.ac.kr

Information Extractive Dialog State Tracking for Consulting

Yunjeong Jang◦1, Geunbae Lee†12

Graduate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POSTECH1,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POSTECH2

요 약

정보 추출이 가능한 대화 상태 추적(Information-Extractive Dialog State Tracking)은 상담 목적에 맞는 대화를 시

스템이 유도하여 사용자로 부터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대화 상태를 추적하는 연구로써, 사용자에게 적합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상담 대화에서는 내담자의 발화는 상담자에 의해 유도되는 점을

착안하여 시스템이 대화를 주도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시스템 액션과 사용자 발화를 이용해 슬롯, 밸류로 구성된 대화

상태를 추적하고 이를 대화 정책에 반영하여 이어질 대화를 주도한다. 추적한 대화 상태와 기존 대화 상태를 비교하여

대화 시스템의 성능을 보인다.

주제어: 상담 대화, 대화 처리, 대화 상태 추적, 사용자 정보 추출

1. 서 론

대화 시스템(Dialogue System)은 가벼운 대화를 주고 받는

일상 대화 시스템(Open-domain Dialogue System)과 특정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는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

(Task-Oriented Dialogue System)을 포함한다. 목적 지향 대

화 시스템은 사용자 또는 시스템이 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일련의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 나간

다. 긴 대화의 흐름에도 정해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추

적하여 성공적으로 대화를 마치기 위해 대화 상태 추적 시스템

(Dialogue State Tracking System)을이용한다.대량의말뭉치

를 이용하여 학습된 언어 모델의 등장으로 End-to-end 방식의

대화 상태 추적 시스템이 시도되어 왔다.

상담 대화 시스템은 심리 안정 등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

용자에게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는 시스템 주

도적인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의 성격을 갖는다. 상담 목적의

대화는 상담자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을 적절한 흐름에 따라

발화하고사용자의상태,상황등에관한정보를반영하고있는

답을 사용자가 발화한다.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상태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의 정보를 정확히 추출

하고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사용자 발화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를 대화 상태로 정의하여 추

적하고,이를기반으로추가적인정보를얻기위한대화정책을

마련하고대화의흐름을적절히제어하는것을목표로한다.본

연구에서는 대화 상태를 슬롯과 밸류로 구별하여 개별적으로

추적하여 대화 상태 추적의 정확도틑 높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2. 기존 연구

목적 지향 대화는 호텔, 영화, 비행기 등의 특정 도메인에

관해 예약, 정보 확인, 검색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화이

다. 각 대화 중에 표현된 사용자의 목표 또는 의도를 추출하고

대화 상태의 집합, 즉 슬롯 및 해당 밸류의 집합으로 인코딩하

여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때 슬롯은 대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하고자 하는 정보의 분류이며, 밸류는 발화

중에 시스템이 추적하는 분류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이

전의 연구들은 RNN 기반의 NLU 모델을 사용해 입력 문장을

인코딩하고 슬롯과 밸류 를 예측해왔다[1]. 자연어 처리의 많은

하위 분야에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 모델을 이용해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활발하게 연구됨에 따라 대화 상태 추적 시스

템에서도 BERT[2], GPT-2[3]와 같은 사전학습된 트랜스포머

기반의언어모델을활용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4, 5, 6, 7].

대량의 말뭉치를 이용해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효율을높이기위한방법이연구되어왔다. slot gate를이

용하여 예측 슬롯에 해당하는 밸류를 생성하여 채울지를 먼저

결정한 후 value 생성하는 방법을 통해 메모리 사용 효율을 높

이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5]은 slot gate를 이용해 현재 턴에서

value가 이전 턴과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 비워 두어야

하는지, ”dont care”와같은특정한값으로채울지,언어모델

을 이용해 생성된 값을 채울 지를 결정한 후, 분류에 따라 대화

상태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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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PT-2 기반 대화 상태 추적 모델

3. GPT-2 기반 대화 상태 추적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전 턴의 시스템 액션과 현재 턴의 사

용장 발화를 사전 학습된 언어모델인 GPT-2에 입력하여 NLU

와 대화 상태 추적기를 하나의 모듈로 통합하여 대화 상태를

추적한다.

3.1 GPT-2

GPT-2(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2)는트랜스포

머 기반으로 사전 학습된 언어 생성 모델이다. BERT 기반의

언어 표현 모델과 달리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이용하는 모델

로입력시퀀스에대한 NLU와시퀀스생성을하나의모듈에서

수행한다. RNN 모델과 같이 시퀀스를 자기회귀적으로 생성하

며,어텐션기법을함께적용함으로써기존의모델이갖는기울

기 소실이나 정보 손실 문제를 해결하여 언어 모델링에서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다. 사전 학습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맥 이해

및 생성 성능을 통해 광범위한 일상 주제를 다루는 심리 상담

대화의 데이터 부족 문제를 완화한다.

3.2 언어 모델 임베딩을 이용한 분류 및 생성

대화 상태 추적 시스템 학습을 위해 사용가능한 상담 대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 모델의 생성 능력에만 의

존해서 대화 상태를 추적할 경우, 슬롯 예측 실패로 발생할 수

있는대화상태추적오류율이높아진다.상담대화의경우사용

자발화에서나타나는밸류는다양하지만슬롯은제한적이므로

슬롯을 사전에 정의하고 슬롯예측을 분류의 문제로 접근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인다. 상담 대화는 표1과 같이 크게 사건,

감정, 행동에 관한 정보를 다루되, 상담자의 질문을 통해 동일

내용에관한이유,설명,판단등의세부내용을요구한다.이로

인해 동일 단어 또는 유사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전체

대화 history를 사용 입력으로 사용할 경우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턴의 사용자 발화와 이전

시스템 액션을 사용하여 대화 상태를 추적한다.

대화 턴 t에서 대화 상태를 B = B1, ..., BT로 정의한다.

이 때, 각 Bt는 튜플(slot : Sm, value : Y value
j )이며, S =

S1, ..., SM 은 M개의 다른 슬롯을 가진다. A = A1, ..., AM

은 M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 액션을 가진다. 시스템의 입력은

Xt = [At−1 ;Ut] ∈ R|Xt|×demb로 직전의 시스템 액션 히스토리

와 현재 사용자 발화의 모든 단어들을 연결한 시퀀스이며 demb

는 임베딩 크기를 의미한다.

3.3 인코더 및 대화 상태 추적기

대량의 말뭉치로 사전 학습된 GPT-2 모델을 인코더

및 대화 상태 추적기로 사용하며 이전 턴의 시스템 액션

At =[ACTION][REQUEST]At[/ACTION]과 현재 턴의

사용자 발화 Ut가 연결된 시퀀스를 사용한다. 언어 모

델 학습을 위한 슬롯과 밸류는 St =[SLOT]St[/SLOT],

Vt =[VALUE]Vt[/VALUE] 로 변환한다. [SLOT], [VALUE],

[ACTION] 등은 특수 토큰 역할을 한다.

t 턴에서의 입력은 Ct = At

⊕
Ut

⊕
[SEP] 이며, 이 때

사용되는 [SEP]은 GPT-2에서 입력을 구분하기 위한 특수

토큰이다. 입력 시퀀스의 임베딩 정보를 담고 있는 특수 토큰

[SEP]의 임베딩을 이용해 해당하는 슬롯을 분류한다. 분류된

슬롯의 임베딩 값과 GPT-2 모델을 통해 생성된 임베딩 값을

결합하여 밸류를 생성한다.

인코더 및 대화 상태 추적기의 학습 시 슬롯 분류기와 밸류

생성기를함께최적화한다.턴 t에서모델의손실함수는 Ltotal

로 표현되며 슬롯 분류기와 밸류 생성기의 손실함수로 구성된

다.

Ltotal = Lvalue + α · Lslot

슬롯 분류기의 손실 함수 Lslot(θ)와 밸류 생성기의 손실 함수

Lvalue(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slot(θ) =
1

N

N∑
j=1

[
−log

m∏
t=1

p(St|Emb[SEP ]

]
j

Lvalue(θ) =
1

N

N∑
j=1

[
−log

m∏
t=1

p(Vt|[hst ;h[At−1;Ut ]
])

]
j

4. 실험

4.1 학습 데이터

상담 대화를 학습하기 위하여 공개되어 있는 말뭉치 중 심리

상담에 가까운 AIHUB 감성 대화 데이터1를 사용한다. 전체

9170 대화 중 500 대화에 대해 표1 에 지정한 심리 상담 슬

롯들을 바탕으로 슬롯-밸류 태깅하여 대화 상태 추적 시스템의

1https://aihu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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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심리 상담 대화를 위한 slot

도메인 슬롯명

심리

상담

사건 감정 행동

사건 이유 감정 이유 행동 이유

사건 판단 감정 경험 이유 행동 감사표시

사건 예정 감정 판단 이유 행동 예정

사건 경험 감정 경험 행동 경험

표 2. 대화 상태 추적 모델 성능 비교

모델 Slot Acc. Joint F1 Policy Rate

GPT-2 94.18 35.83 79.12

GPT-2 + 슬롯분류기 94.61 41.23 80.88

학습및평가데이터로활용한다.슬롯은상담대화에필요한대

화 기법 14가지[8]와 행동인지치료에 필요한 대화 기법[9, 10]

을 조합하여 정하였다. 태깅된 500 대화 중 무작위로 추출된

400대화를 이용해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100

대화를 이용해 대화 상태 추적 성능을 평가한다.

4.2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는 사전 학습된 KoGPT-22 시퀀스 인코더 및 대

화 상태 생성기로 사용하였다. 한 계층의 선형 슬롯 분류기와

하나의 계층으로 구성된 선형 계층을 통해 최종 밸류를 생성한

다.모델의학습률은 3e-5 α는 0.15,드랍아웃은 0.2로설정하고

Adam[11] 을 사용하여 최적화하였다. 대화 상태 추적 성능 평

가를 위해 Slot Accuracy 와 Joint F1 값을 측정한다[12]. Slot

Accuracy는 슬롯의 밸류가 일치하는 지를 개별적으로 비교하

고, Joint F1은 전체 슬롯의 밸류가 모두 동일한지를 평가한다.

joint F1 score는 일반적인 F1 score와 동일하게 수식 1로 구할

수 있다.

JointF1Score = 2× Precision×Recall
Precision+Recall

(1)

한 대화를 마친 후 추적한 모든 대화 상태에 대한 F1 score

를 계산하기 위해 Precision은 수식 2, Recall은 수식 3과 같이

평균값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Precision =
1

M

M∑
s=1

TP

TP + FP
(2)

Recall =
1

M

M∑
s=1

TP

TP + FN
(3)

2https://github.com/SKT-AI/KoGPT2

표 3. 대화 상태 분류 및 생성 결과

시스템 :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 지 말씀해주세요.

사용자 : 막상 은퇴를 하니까 상실감이 커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대화 상태 : {“사건” : “은퇴를 은퇴를 하고 나니”}
시스템 : 은퇴 후 상실감으로 방황중이시군요.

사용자 : 아직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주

변의 시선에 걱정이 되는 것 같아.

대화 상태 : {“사건” : “은퇴를 은퇴를 하고 나니”, “감정

이유” :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일자리를

구해봐야겠어.”}
시스템 :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용자 : 가족들과 대화를 더 해야할 것 같아.

대화 상태 : {“사건” : “은퇴를 은퇴를 하고 나니”, “감정

이유” :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일자리를

구해봐야겠어.”, “행동”: “가족들과 대화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아.”}

목적 달성을 위해 문맥의 흐름에 맞게 대화를 주도하는 흐름

제어 성능 평가를 위해 Policy Rate을 도입하여 성능을 평가

하였다. Policy Rate은 전체 대화에서 예측된 시스템 액션의

정확도에 시스템 액션 등장의 위치 및 거리 정확도에 따른 가

중치를 부여하여 수식 4와 같이 구한다.

PolicyRate =
number of correct actions

number of generated actions
× weight (4)

weight = 1−
P∑

p=1

distance

answer position
(5)

표2는 KoGPT-2를 이용해 슬롯, 밸류를 생성기만으로 생성

하는 기준 모델의 성능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이다. 제한적인 슬롯에 대해 높은 다양성을 갖는

밸류를갖는상담대화의특성으로인해,분류기를이용한슬롯

예측과 사전학습된 KoGPT-2의 언어모델링 성능을 바탕으로

생성된 밸류가 slot Accuracy와 Joint F1에서 기준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다. 대화 상태 추적 정확도를 바탕으로

평가된 Policy Rate 또한 기준 모델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상담 목적의 대화를 위한 대화 상태 추적의 사전

학습 모델의 대화 상태 생성기 성능을 활용하되, 데이터 부족

으로 인한 슬롯 예측 성능 보완하기 위해 분류기와 생성기의

혼합 사용을 제안하였다. 생성기의 성능을 통해 다양한 일상

주제에 대한 밸류를 생성하고 그에 해당하는 슬롯을 분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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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확하게 예측함으로 인해 기준 모델보다 더 높은 정확도

로 대화 상태를 추적할 수 있었다. 실생활에서의 상담 대화는

일회성이 아닌 8 ˜ 10회의 주기적인 대화를 통해 목적을 달성

하고자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 모델이 장기적으로 추적할

대화 상태를 인지하고 장단기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대화

상태를 다르게 추적하여 다음 회차의 대화에 반영하면 대화의

장기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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