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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소통 플랫폼에 대한 요구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지만,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대화 시스템이 아직 메타
버스에서는 널리 적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메타버스에서의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의 대화 상태를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대화와 상황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활용하는 본 모델은 대화 상태를 추적하는
모듈과 상황 상태를 추적하는 모듈, 그리고 추적한 상황 상태와 대화 상태를 비교하여 수정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사용자의 의
도를 재확인하는 대화가 추가됨에 따라 잘못된 대화 상태를 수정할 수 있고, 대화 시스템의 정확도 향상이 가능하다.

Abstract

The Metaverse is getting popular due to the demands for digital transformation and non-contact communication platforms. A 
conversation system which facilitates communication is not widely applied yet in Metaverse. In this work, we present a method 
that revises primitive dialogue state using circumstance information from Metaverse. The presented model that leverages both 
dialogue and circumstance information consists of a dialogue state tracking module and a circumstance state tracking module. In 
the model, a dialogue state is updated with an algorithm which compares a dialogue state and a circumstance state. As a 
conversation that reaffirms user intent is added, a wrong dialogue state can be revised and the accuracy of a conversation system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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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 관련 기술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메타버스
는초월을의미하는 ‘메타(Meta)’와세계를의미하는 ‘유니
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
서사람과사물이상호작용하며경제, 사회, 문화적가치를
창출하는세계이다[1].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메타버스에
서다양한활동이 이뤄지는데 그중심에는사람들간의소

통이있다. 대화시스템은이소통과의사결정과정을도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인 장치나
기기가필요했던것과는달리메타버스에서는그런제약조

건 없이 대화 시스템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대화시스템의고도화를위해필
요한핵심기술로써대화상태추적기술연구가필요하다.
대화시스템은인간이사용하는언어인자연어로컴퓨터

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다[2].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세상 속에서 대화형 인공지능은 가파

르게 성장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챗봇, 상담 서비스와
같은대화시스템을주변에서 어렵지않게경험할수있게

되었다. 대화 시스템은 크게 자유 주제 대화 시스템과 목

적 지향 대화시스템으로나눌수있다. 자유주제대화시
스템(Open-domain dialogue system)은어떤주제에서도사
람과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대화 시스템을 목표

로 하는 반면,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Task-oriented dia-
logue system)은특정작업을정확하게수행하는것을목표
로 한다[3].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도유용하게적용될수있는목적지향대화시스템에중점

을 둔다.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은 자연어를 이해(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NLU)하는 모듈, 대화의 상태를
추적(Dialogue State Tracking, DST)하는 모듈, 대화 상태
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행동을 결정(Dialogue Policy learn-
ing, DP)하는모듈, 결정한행동에해당하는적절한응답을
생성(Natural Language Generation, NLG)하는모듈로 구성
된다.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작업을 정확하게 해내는 것이 중

요한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에서 대화 상태 추적(DST)은
핵심이되는기술이다. 대화상태추적모듈은자연어발화
(Utterance)를입력으로받아 (도메인, 슬롯, 값)과같은형식
의 대화 상태(Dialogue state)를 출력한다. 도메인(Domain)
은 대화의주제, 슬롯(Slot)은 항목, 값(Value)은 각 슬롯에

그림 1. 대화 상태 추적 예시, MultiWOZ 2.1에서 PMUL4600.json의 일부분
Fig. 1. Example of Dialogue State Tracking from PMUL4600.json in MultiWOZ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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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실질적인 값을 의미한다. 그림 1은 대화 상태 추
적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영어 대화 데이터 세트

인 MultiWOZ[4]-[6]의일부분이다. 사용자가 “I need a place 
to stay, some hotel with 4 star rating and free parking.”이
라는발화를입력하면 (hotel, stars, 4)와같은형식의대화
상태를 출력한다. 해당 발화에서 도메인은 ‘hotel’이고, 그
도메인의 항목인 호텔 등급 ‘stars’가 슬롯이 되며, 4성급
호텔을 요청했으므로 슬롯에 대한 값은 ‘4’가 된다.
기존의 대화 상태 추적 기술은 텍스트 데이터만을 이용

하여 대화 상태를 추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에대
화상태추적기술을적용할 때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추가로활용하여대화상태를수

정함으로써대화시스템의정확도를높이는방법을제안한

다. Ⅱ장에서는대화상태추적관련연구를소개하고, Ⅲ장
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와 특징을 다루

며,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Ⅱ. 대화 상태 추적 관련 연구

대화안에서사용자와 시스템이각각한번의발화를할

때이쌍을턴(Turn)이라고한다. 여러턴에서의 맥락을파
악하여 응답을 생성하는 멀티 턴(Multi-turn) 대화 그리고
여러개의주제를다룬멀티도메인(Multi-domain) 대화데
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4]-[6].
이전에는슬롯과슬롯이취할수있는 값을사전에정의

해놓은온톨로지(Predefined ontology) 기반으로 대화상태
추적 연구가 진행됐지만, 사전에 모든슬롯과그에 대응하
는값을미리정의해놓을수 없는 문제가있다[2],[7]-[9]. 이는
실제로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

근에는모델학습시사용되지않은새로운데이터(Unseen 
data)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개방 어휘(Open vocabulary) 
기반의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10]-[13].
대화 상태 추적 연구를 슬롯값을 추론하는 방식에 따라

서 구분한다면 크게 분류 기반 모델과 생성 기반 모델로

나눌수있다. 분류기반모델이가질수있는슬롯값은학
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슬롯값으로 제한적이다[14][15]. 그에
비해생성기반모델은 학습 데이터에존재하지않는새로

운 슬롯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11][12].
또한 사전에 학습된 모델(Pretrained model)을 이용하여
좋은성능을낼수있다는것이밝혀지면서대화상태추적

연구에도 BERT, BART, T5 등 다양한 사전 학습 모델이
적용되고 있다[12][13][16]-[18].
최근에는 외부 지식(External knowledge)을 추가로 활용
하는모델들이 좋은 성능을내고있으며관련논문이 많이

등장하고있다. ConvBERT는대규모 자유 주제대화 말뭉
치를이용하여학습된 BERT 기반모델로, 기존의 BERT보
다 대화 관련 작업에 높은 성능을 보인다[19]. TripPy+ 
SCoRe는 외부에서 가져온 추가적인 대화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파인튜닝 함으로써 성능을 끌어올렸다[20]. 
SDP-DST는 MultiWOZ 2.2[6]부터추가된도메인과슬롯에

대해 자연어로 표현된 설명(Description)을 활용하여 해당
데이터 세트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18].

Ⅲ. 메타버스의 상황 정보를 활용한 DST

본 연구에서는 대화 상태뿐만 아니라 상황 상태를 추적

하여 대화 상태를 비교·수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대화 상태는 SOM-DST 모델을 기반으로 추적된다[12]. 
SOM-DST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만 최근 연구
에 비해 대화 상태 추적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메타버스에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 대화 상태 추적 모듈과 유사한 상
황 상태 추적 모듈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메타버스의 상

황 상태를 생성한다. 그리고 대화 상태와 상황 상태를 비
교하여 대화 상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대화

상태 추적의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전반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기존의 대화 상태 추적 모델들이 모든 턴에서 처음부터

대화 상태를 예측하는 것과 달리, SOM-DST의 경우 대화
상태를 컴퓨터의 메모리처럼 선택적으로 덮어쓰는 방식을

채택하여 더욱 효율적인 대화 상태 추적 모델을 제시했다. 
대화상태는턴마다달라지지만메타버스에서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는 프레임마다 연속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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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대화 상태(Dialogue state)만을 추적했던 것과는 달리
대화 상태와 상황 상태(Circumstance state) 모두를 추적하
려면 더욱 효율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SOM-DST를기반 모델로설정했다. SOM-DST는 개방 어
휘기반모델이기도하며, 슬롯값을생성해낼수있는생성
기반 모델이어서 학습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데이터에도

강건하게 대응할 수 있다. SOM-DST는 각 슬롯에서 어떤
작업을할것인지예측하는인코더 부분인 State Operation 
Predictor와 작업이 ‘UPDATE’로 예측된 슬롯에 해당하는
값만을 자기 회귀적으로 생성하는 디코더 부분인 Slot 
Value Generator로 구성되어 있다. 인코더로 사전 학습 모
델인 BERT[21]를 사용하며, 디코더로 GRU[22]를 사용한다.

번째턴에서의대화상태를 
  

∣ ≤ ≤ 

로 정의한다.  는 번째 슬롯, 
는 번째 턴에서 번째

슬롯에 대응되는 값을 의미하며 는 슬롯의 총 개수이다. 
여기서, ‘슬롯’은 도메인과 슬롯을 연결(Concatenate)한 것
을나타낸다. 번째턴에서의대화를   로표현하

고, 와 는각각사용자의발화와시스템의발화를의미

한다. 예를들어, 그림 1의 첫 번째 턴에서 “I need a place 
to stay, some hotel with 4 star rating and free parking.”라
는 사용자 발화는 이고, “Great, I have 19 options for 

you!”라는 시스템 발화는 이다. 이에 따른 대화 상태


는  

  
로 구성되며 각각 (hotel- 

stars, 4), (hotel-parking, yes)를 의미한다.
번째 프레임에서의 상황 상태를 

 SkVf
k∣

≤ ≤로정의한다.  는 번째슬롯, 
는 번째프

레임에서 번째슬롯에대응되는값을의미하며 는슬롯

의 총 개수이다. 대화 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슬롯’은 도
메인과슬롯을연결한것을나타낸다. 번째프레임에서의
텍스트로된상황정보를 로표현한다. 그리고 [CHK]는
대화 상태 정보의 수정을 위한 특별 토큰이며, 상황 상태


를이용하여대화상태 

 를수정한결과가 
이다.

1. 대화 상태 추적

대화가 음성으로 입력될 경우 음성 인식(Speech recog-
nition) 모듈을 통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대화 상태
추적 모듈로 전달하며, 대화가 텍스트로 입력될 경우 바로
대화상태추적모듈로전달된다. 현재턴에서시스템과사
용자가주고받는대화인 , 이전턴의대화 , 이전턴

의대화상태 
 가 State Operation Predictor에입력되면

현재 턴의 번째 슬롯의 작업(Operation)인 
를 출력한다. 

그리고각각의작업에해당하는값을현재턴의 번째슬롯

의 값인 
에 넣는다.














  for 

 CARRYOVER

NULL  for 
 DELETE

DONTCARE  for 
 DONTCARE

  for 
 UPDATE

(1)

대화 상태추적모듈에서 State Operation Predictor는수

그림 2.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
Fig. 2. The structure of the propo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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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과같이 네종류의 작업을출력한다. 이전 턴의슬롯

값 
 을 현재 턴의 슬롯값  

에 그대로 가져오는

‘CARRYOVER’ 작업, 현재 턴의 슬롯값을 삭제하고

‘NULL’이라는특수토큰을넣는 ‘DELETE’ 작업, 현재턴
의 슬롯값에 특정한 값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의

‘DONTCARE’라는특수토큰을넣는 ‘DONTCARE’ 작업, 
현재 턴의 슬롯값에 갱신할 새로운 값을 넣는 ‘UPDATE’ 
작업이있다. Slot Value Generator는모든슬롯값을처음부

터생성하지않고, State Operation Predictor에서작업 
이

‘UPDATE’로예측된슬롯에대해서만새로운값 을생성

하면되므로효율적이다. 이렇게도메인, 슬롯, 값을갱신하
여 최종적으로 현재 턴의 대화 상태 

를 출력한다.

2. 상황 상태 추적

메타버스에서는사람들간의음성과대화외에도객체들

이어디에위치하고, 어디를응시하며, 어떤 행동을하는지
에 대한 모든 상황을 기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
정보를객체간의상호작용에영향을미치는사람, 사물, 장
소, 환경등으로부터얻을수있는비언어적정보로정의한
다. 메타버스의상황정보는로그의텍스트데이터를이용하
여얻을수있다. 메타버스라는가상세계프로그램이구동되
는중에발생하는이벤트들은로그형태로서버에저장된다. 
로그데이터는프로그램의운영과관리에도움을줄수있는

객관적인 정보여야 하기에 일반적으로 육하원칙에 근거하

여수집되며, 사람이이해할수있는자연어형식으로표현
된다. 로그데이터를정제된텍스트로전처리하는변환모듈
(Log to text converter)을 이용하여 State Operation 
Predictor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상황 정보를 생성한다.
대화는대화상태 추적모듈에턴별로 입력되는반면메

타버스의 상황 정보는 상황 상태 추적 모듈에 프레임별로

입력된다. State Operation Predictor에 현재 프레임의 상황
정보 , 이전 프레임의 상황 정보 , 이전 프레임의

상황 상태 
 가 입력되면 현재 프레임의 번째 슬롯의

작업인 
를 출력한다. 대화 상태 추적과 마찬가지로 각각

의작업에해당하는값을현재프레임의 번째슬롯의값인


에넣는다. 한가지대화상태추적과다른점은작업 



가 ‘DONTCARE’를 제외한 ‘CARRYOVER’, ‘DELETE’, 
‘UPDATE’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상황 상태의 슬
롯값이 유지, 삭제, 수정될 수는 있지만 로그에 ‘상관없음’
이라는 이벤트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State 
Operation Predictor에서 작업이 예측된 후 대화 상태 추적

에서와같이 Slot Value Generator는작업 
이 ‘UPDATE’

로 예측된 슬롯에 대해서만 새로운 값을 생성한다. 최종적

으로 현재 프레임에서 상황 상태 
를 출력한다.

3. 대화 상태와 상황 상태의 비교와 수정

대화상태는각대화턴마다갱신되고, 상황상태는메타
버스에서 주변 상황이 변화할 때 해당 프레임마다 갱신된

다. 그림 3은 상황 상태 
를 대화 상태 

의 수정에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그림 3. 대화 상태 수정을 위한 알고리즘
Fig. 3. Algorithm for revision of dialogue state

 라는함수는대화상태 
와상황상태 

를입

력으로받으며각각  
 ,  

로구성된다. 현재턴

까지의대화상태에존재하는모든값 
이정확히추출되

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의 대화 상태 슬롯과 개의 상

황상태슬롯에대해다음과같은과정을거친다. 먼저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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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의 슬롯  과 상황 상태의 슬롯  이 일치하는 경우

를 찾고, 해당 슬롯에 대응하는 값  
와 

가 서로같은

지 비교한다. 만약두 값이같다면, 이는주변 상황 정보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대화 상태가 제대로 추적된 경우이므

로변경사항없이다음슬롯을비교한다. 만약두값이다
르다면, 대화 상태와상황상태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이
므로수정을 위한 특별 토큰인 [CHK]를 대화 상태 슬롯의

값  
에넣는다. 최종적으로  

에 [CHK] 토큰이들어있

는 경우 사용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른대화상태추적모델인 AG-DST는 잘못 추적한대
화 상태가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

화상태추적과정을한번만수행하는것이아니라, 두번
수행하면서 처음의 대화 상태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23]. 이를통해 대화 상태 추적의 정확도가 큰 폭으로 향상
되었고, 해당 데이터세트에서가장높은 성능을 기록했었
다. 본 연구에서는 AG-DST 모델처럼 샘플링을 통해 모델
의파라미터를학습시키기보다대화에참여하고있는사용

자에게 직접 재질의함으로써 잘못된 대화 상태를 더 정확

하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시나리오 기반 예시

그림 4, 5에서메타버스의사용자가상점에서 물건을 구
매하는 상황을 예시로 들었다. 사용자가 채팅을 통해

‘scarf’를구매하고싶다는발화를입력하면해당턴의대화
, 이전턴의대화 , 이전턴의대화상태 

 가대

화 상태추적 모듈의 State Operation Predictor에 입력으로
들어간다. 해당 턴의 작업 

에 대응되는 값을 해당 턴의

슬롯값 
에넣어서대화상태를갱신하면현재턴의대화

상태 
의 도메인은 ‘shopping’, 슬롯과 슬롯값 쌍은

(‘area’, ‘centre’), (‘closed_day’, ‘Monday’), (‘place’, 
‘department store’), (‘purchase_list’, ‘scarf’)가 출력된다. 
마찬가지로 상황에 대해서도 상황 정보 ,  그리고

이전프레임의상황상태 
 를입력으로하여상황상태

를갱신하면 ‘shopping’ 도메인에서슬롯과슬롯값쌍 (‘en-
ter_datetime’, ‘2022-02-05 14:51’)과 (‘purchase_list’, 

그림 4. 상황 상태를 활용하여 대화 상태를 수정하는 예시
Fig. 4. Example of revising dialogue state using circumstanc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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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rf, ring’)를 얻는다.
대화 상태와 상황 상태의 슬롯이 일치하는 경우는

‘shopping’ 도메인에서슬롯 ‘purchase_list’ 하나뿐이다. 해
당슬롯의값을비교하면대화상태에서는 ‘scarf’만을구매
한다는 의미이지만, 그림 5의 상황 상태를 보면 ‘id’가
‘ZacEfron’인사용자가 ‘scarf’와 ‘ring’을 구매할 것이라고
이해할수있다. 이는사용자의발화와상황에서얻어낸정
보가일치하지않기때문에제대로 대화 상태를추출한것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대화
상태의슬롯값을 [CHK]라는특별토큰으로대체하고사용
자에게 재확인하는 응답을 생성하도록 한다.

5. 고찰

기존에는대화상의텍스트데이터만을이용하여다음응

답을생성하기위한대화상태를추적했다면, 메타버스에서
는대화외에도유용하게활용할수있는상황정보가다수

존재한다. 이를이용해얻은상황상태를기반으로대화상
태를비교하고수정하는과정이추가되었다. 대화상태와상
황상태가상이할경우사용자에게재확인하는과정이추가

되기때문에전체대화의길이가길어진다. 이에따라사용
자가대화에피로감을느낄가능성이있다. 하지만대화상
태를잘못추적하여부정확한응답을출력한다면더욱불만

족스러운사용자경험을야기할수있다[24]. 정확한대화상
태추적이필수적인목적지향대화시스템에서는대화상태

를비교·수정하는과정이유의미하다. 또한메타버스의모든
활동은기록될수있지만, 메타버스의아바타, NPC, 아이템, 
필드등수많은객체와환경간의상호작용을모두기록하기

에는그양이너무방대하다. 따라서로그데이터의효율적
사용을 위한 시스템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Ⅳ. 결 론

본연구에서는메타버스의상황정보를활용하여얻어낸

상황 상태와 대화 상태를 비교하여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이를통해목적지향대화시스템에서대화상태추적
의정확도를향상할수있다. 또한대화상태추적을대화에
한정하지 않고, 메타버스에서 외부의 정보나 지식을 적절
하게활용한다면대화상태추적기술을발전시킬수 있음

을보여준다. 아직도대화상태추적연구를위한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 행동, 표정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한다.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적인 데이터 구축
이요구되며, 더정확하고원활한목적지향대화시스템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5. 상황 상태를 활용하여 대화 상태를 수정하는 예시
Fig. 5. Example of revising dialogue state using circumstanc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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