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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화 상태 추적(dialogue state tracking)이란 대화 시스템에서 사
용자와 시스템 간의 각 대화 문장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말
한다. 
이는 대화 중 발생하는 여러 주제 속에서도 시스템이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해주어 결국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영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디코더 전용 모델보다 우수한 인코더-디코더 모델의 강점을 갖는
T5 모델을 이용해 스키마 기반의 데이터셋을 학습시켜 대화 상태를
추적하는 성능을 측정한다.

모델 JGA(%) F1(%)

KLUE-RoBERTaLARGE 49.39 92.19

KE-T5-SMALL(ours) 43.23 89.53

KE-T5-BASE(ours) 62.82 95.46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KLUE에서 대화 상태 추적 모델 학습 및
평가를 위해 Wizard-of-Oz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한국어로 구성한
WoS-v1.1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Proposed System

Data

입력

컨텍스트 Ct와 사용자의 목적에 기반한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한
다. 이 때 작업별 프롬프트는 주어진 스키마를 기반으로 형성된 도
메인 관련 프롬프트 X(dm)와 슬롯 관련 프롬프트 X(sn)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써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각 요소들은 [user], [system], [domain], [slot]과 같이 시작점을 표

시할 수 있는 특수 세그먼트 토큰으로 구분되어 “[user] U1 [system] 
A1 ... [user] Ut−1 [system] At−1 [user] Ut [domain] X(dm) [slot] X(sn)” 
와 같은 형태로 양방향 인코더에 입력되어진다. 

실험 평가는 joint goal accuracy(JGA)와 micro F1 score 을 이용하
여 슬롯 레벨에서의 정확도 뿐만이 아닌 state 레벨에서의 정확도 또
한 평가 하였다. 

Ⅱ. 제안 방법

Ⅲ. 실험 결과

[USER] : "가족들이랑 서울에 왔는데 숙소를 예약하려구요. 어디
든 괜찮으니 비싼 곳으로 추천해주세요."

[SYSTEM] : “지역과 숙소의 종류 모두 상관 없으신가요?“
.
.
.

[USER] : "지내는 동안 디큐브시브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거기 평
점이랑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SYSTEM] : "문의하신 디큐브시브 평점은 4점이며, 
영업 시간은 09:30~17:30입니다.“

[USER] : "그럼 1시 40분에 블랭크 모텔에서 디큐브시브로 가는
택시를 탔으면 하는데 택시 예약도 해주시나요?"

[SYSTEM] : "조회 결과 1시 40분에 출발하여 1시 55분에
도착하실 수 있는 고급 택시가 있는데

이 택시를 이용하시겠어요?"

대화

"숙소-가격대-비싼“

"관광-이름-디큐브시브"

"택시-출발 시간-01:40"

"택시-출발지-블랭크 모텔"

상태 : 도메인-슬롯-값

KLUE-benchmark WoS-v1.1 데이터 셋

T5모델을 이용한 학습 예시

Single domain 
dialogues

Multi domain 
dialogues

Train set 1,806 6,194

Dev set 263 737

Test set 226 774

Total 2,295 7,705

각 모델의 실험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KE-T5-SMALL ,KE-T5-BASE : 평균 14개의 발화로 구성되어있는

총 8,000개의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며 모델을 3 epoch 를 학습
시킨후 평가하였다.

KE-T5-SMALL의 경우 43.24% JGA, 89.53% F1score 을 달성 했으
며, KE-T5-BASE의 경우 62.82% JGA, 95.46% F1 score을달성하여
앞서 제시된 모델중JGA와F1 score에 대해 최고 점수를 보인 KLUE-
RoBERTaLARGE 보다 각각 13.43%p, 3.27%p 높은 최고 성능을 보였
다.
향후 스키마에서 제공하는 도메인과 슬롯에 대하여 각각 자연어로

된 설명이 추가된 새로운 스키마를 기반하여 프롬프팅 기법을 활용
한 대화 상태 추적 태스크를 연구할 것이다.

인코더는 시퀀스 길이가 L이고 인코더 hidden size K를 갖는 Ht ∈ 
RL×K 를 디코더로 보내

Ht = Encoder(Ct,X(dm),X(sn)) 

이후 디코더는 Ht를 입력으로 하여 각 도메인과 슬롯에 대한 값 Bt

를 출력한다. 
Bt(dm, sn) = Decoder(Ht)

최종적으로 모델은 log-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된
다.



𝑚,𝑛

log P(Bt(dm, sn) |Ct,X(dm),X(sn))

Definition

사용자 입력 : Ut

시스템 답변 : At

M개의 도메인 : D = [d1,....,dM] 

N개의 슬롯 : S = [s1,....,sN]

입력 컨텍스트 : Ct = [ U1, A1,...At−1, Ut]

domain slot value

숙소 15 105

식당 13 723

관광 9 121

택시 5 808

지하철 3 71

WoS-v1.1 데이터 셋에 포함된 스키마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