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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동시 멀티모달 통신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멀티모달 네트워크 요소(14)는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12, 16) 상에서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 34)을 통해 동시

멀티모달 통신 세션을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면, 스피치 엔진 및 호출/세션 종료를 포함하는 음성 게이트웨이(16)의 음성

브라우저(34)와 같이 음성 모드로 통신하는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모바일 디바이스(12) 상에서 그래픽 브라우저

(30)와 같이 다른 모달리티로 동작하는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동기화된다.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

(30, 34)이 세션 동안에 컨텐트 서버(18)와 동작가능하게 결합되어 동시 멀티모달 인터액션을 가능하게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동시 멀티모달 통신, 음성 모드, 텍스트 모드, 모바일 통신, 브라우저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는 통신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멀티모달 통신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핸드헬드 디바이스, 이동 전화기, 랩탑, PDA, 인터넷 가전, 비이동형 디바이스 및 다른 적절한 디바이스와 같은 통신 디바

이스와 관련한 기술의 떠오르는 분야는 정보 및 서비스로의 액세스를 위한 멀티모달 인터액션의 어플리케이션이다. 통상,

통신 디바이스 상에 상주하는 것은 브라우저와 같은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서 동작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소프트웨어이다.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요구(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

해 또는 다른 디바이스 또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입력됨)를 페치하는 것에 응답하여, 페치된 정보를 수신하

고, 내부 또는 외부 접속을 통해 컨텐트 서버를 네비게이션하며,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

그램은 그래픽 브라우저, 음성 브라우저, 또는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주지되어 있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사

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일 수 있다. 그러한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J2ME 어플리케이션, 네스케이프, 인터넷 익스플

로러, 자바 어플리케이션, WAP 브라우저, 인스턴트 메시징,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윈도우즈 CE,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

한 소프트웨어 구현을 포함하고, 이들로 제한되지 않는다.

멀티모달 기술은 사용자가 음성, 데이터, 비디오, 오디오 또는 다른 정보와 같은 정보, 및 이메일, 날씨 업데이트, 은행 거래

및 뉴스 또는 다른 정보를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의 모드로 액세스하고, 다른 모드로 정보를 수신할 수 있

도록 허용한다. 특히, 사용자는 페치된 요구를 마이크로폰에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 이상의 모달리티로 정보 페치 요구를

제출한 후, 사용자는 리턴된 정보를 표시 스크린 상에 뷰잉 포맷으로 제공하는 그래픽 브라우저와 같은 것을 통해, 페치된

정보를 동일한 모드(즉, 음성) 또는 다른 모드로 수신할 수 있다. 통신 디바이스 내에,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네트워

크 또는 다른 터미널 디바이스에 접속된 디바이스 상에 상주하는 표준 웹 브라우저 또는 다른 적절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과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그러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세션 동안에 복수의 모달리티로 통신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나 이상의 사용자 입력 및 출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멀티모달 통신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다른 디바이스 상에 배치될 수 있

다. 예를 들면, 음성 게이트웨이와 같은 네트워크 요소는 음성 브라우저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핸드헬드 디바이스는

WAP 브라우저 또는 다른 적절한 텍스트 기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같은 그래픽 브라우저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

므로, 멀티모달 성능으로, 사용자는 하나의 모드로 입력하고 다른 모드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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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입력을 2개의 다른 모달리티로 제공하려고 시도하는, 예를 들면 음성 모드로 일부 정보를 입력하고 다른 정보를 촉

각 또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하려고 시도하는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하나의 제안은 예를 들면 사용자가 우선 음

성을 입력한 후 음성 입력이 완료된 후 짧은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요구되는 직렬 비동기 접근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

한 시스템의 사용자는 동일한 세션 동안에 모드를 수동으로 스위칭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제안은 귀찮은 것이다.

다른 제안된 시스템은 하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 및 현재의 HTML 페이지내의 마크업 언어 태그를 이용하여, 예를

들면 사용자가 검색 단어를 타이핑하는 대신에 음성을 이용하여 웹 페이지를 네비게이션한 후 동일한 HTML 페이지가 사

용자로 하여금 텍스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단어 "도시"를 말하고 어드레스에

타이핑하여 컨텐트 서버로부터 가시적인 지도 정보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된 방법은 통상 모달리티를 다르게

하는 멀티모드 입력들이 하나의 디바이스 상의 동일한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입력되도록 강제한다(동일한 브라우저를 통해

입력됨). 그러므로, 음성 및 텍스트 정보가 통상 동일한 HTML 형식으로 입력되어 동일한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

해 처리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단일 디바이스 상에서 동작하는 단일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이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제한된 처리 성능 및 저장 용량을 가지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같은 덜 복잡한 디바이스에 대해, 복잡한 브라우저는

디바이스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시스템은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의 동시 멀티모달

입력을 활용할 수 없다. 더구나, 다른 어플리케이션 또는 다른 디바이스 중에서 분산된 처리를 허용하는 다중 디바이스에

걸친 동시 멀티모달 입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제안은 멀티모달 게이트웨이 및 멀티모달 프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멀티모달 프록시는 컨텐트를 페치하여 통

신 디바이스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예를 들면, 브라우저) 및 예를 들면 네트워크 요소 내의 음성 브라우저에 컨텐트

를 출력하여 시스템은 디바이스에 대한 음성 및 텍스트 출력을 모두 허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법은 다른 모드의 페치

된 정보를 단일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 또는 브라우저에 출력하도록 요구하는 단일 사용자 에이전트 접근법이므로, 다

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모드로 사용자에 의해 정보의 동시 입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선된 동시 멀티모달 통신 장치 및 방법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

본 발명은 유사한 참조부호는 유사한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첨부된 도면을 통해 예를 들어 예시되고 이들로 제한되지는 않

는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멀티모달 통신 시스템의 하나의 예를 예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멀티모달 통신에 대한 방법의 하나의 예를 예시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멀티모달 통신에 대한 방법의 하나의 예를 예시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수신된 동시 멀티모달 입력 정보를 퓨징(fuse)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의 예를 예시

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멀티모달 네트워크 요소의 하나의 예를 예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멀티모달 세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의 예를 예시하는 플로우 차트

이다.

도 7은 도 6에 도시된 플로우 차트의 일부를 예시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동시 멀티모달 세션 상태 메모리 컨텐트의 하나의 예를 표시하는 블록도이다.

실시예

요약하면, 멀티모달 네트워크 요소는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 상에서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해 동시 멀티모달

통신 세션을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면, 스피치 엔진 및 호출/세션 종료를 포함하는 음성 게이트웨이의 음성 브라우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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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음성 모드로 통신하는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 그래픽 브라우저와 같이 다른 모달리티로

동작하는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동기화된다.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세션 동안에 컨텐트 서버와

동작가능하게 결합되어 동시 멀티모달 인터액션을 가능하게 한다.

멀티모달 네트워크 요소는 예를 들면 테스트 모드와 연관된 HTML 양식과 음성 모드와 연관된 보이스XML 양식과 같이,

다른 모드들과 연관된 다른 마크업 언어 양식을 획득하는 것과 같이, 서로에 대해 상이한 모달리티로 동작하는 복수의 사

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획득한다. 멀티모달 네트워크 요소는 세션 동안에 사용자에 대한 복

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출력을 획득된 모달리티 특정 명령에 기초하여 동기화한다. 예를 들면, 음성 브

라우저는 하나의 디바이스 상에서 오디오를 출력하도록 동기화되고 그래픽 브라우저는 동일하거나 또는 다른 디바이스 상

에서 스크린 상에 표시를 출력하도록 동기화되어, 하나 이상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 입력을 동시에 수

행하도록 허용한다. 사용자가 다른 모달리티로 동작하고 있는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 정보를 입력

하는 경우, 동시에 다른 멀티모달 정보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여,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고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

램으로부터 전송된 수신된 동시 멀티모달 입력 정보를 퓨징하거나 링크한다. 그러한 것으로서, 동시 멀티모달 입력은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해 활용되어, 다중 디바이스 또는 다른 디바이스들이 동시 멀티모달 세션 동안에 이용되거

나 또는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채용하는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이용될 수 있다. 다른 프록시는 멀티모달 네트

워크 요소에 의해 다른 모달리티로 설정된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 각각과 통신하도록 설계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멀티모달 통신 시스템(10)의 하나의 예를 예시하고 있다. 본 예에서, 멀티모달 통

신 시스템(10)은 통신 디바이스(12), 멀티모달 퓨젼 서버(14), 음성 게이트웨이(16), 및 웹 서버(18)와 같은 컨텐트 소스를

포함한다. 통신 디바이스(12)는 예를 들면, 인터넷 가전, PDA, 셀룰러 전화기, 케이블 셋탑 박스, 텔레메틱스 유닛, 랩탑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임의의 다른 이동형 또는 비이동형 디바이스일 수 있다. 원하는 통신 타입에 따라, 통신 디

바이스(12)는 무선 로컬 영역 또는 와이드 영역 네트워크(20), WAP/데이터 게이트웨이(22), 짧은 메시징 서비스 센터

(SMSC/페이징 네트워크)(24),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네트워크와 동작가능한 통신 상태에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멀티모달 퓨젼 서버(14)는 인터넷, 인트라넷, 멀티미디어 서버(MMS, 26), 인스턴트 메시징 서버(IMS, 28),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임의의 적합한 디바이스, 네트워크 요소 또는 네트워크와 통신 상태에 있을 수 있다. 따

라서, 통신 디바이스(12)는 통신 링크(21, 23 및 25)를 통해 적절한 네트워크와 동작가능한 통신 상태에 있다. 마찬가지로,

멀티모달 퓨전 서버(14)는 참조부호 27로 지정된 종래 통신 링크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에 적절하게 링크될 수 있다. 본

예에서, 음성 게이트웨이(16)는 음성 인식 엔진, 수서 문자인식 엔진, 안면 인식 엔진, 세션 컨트롤, 사용자 준비 알고리즘,

및 동작 및 유지보수 컨트롤러를 원하는 대로 포함할 수 있고, 이들로 제한되지 않는다. 본 예에서, 통신 디바이스(12)는 예

를 들면 전화 회로(32)로서 도시된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를 포함하는 전화 회로와 함께, WAP 브라우저, 몸짓 인식, 촉각

인식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브라우저 형식의 가시적 브라우저(예를 들면, 그래픽 브라우저)와 같은 사용자 에이전트 프

로그램(30)을 포함한다. 임의의 다른 적절한 구성도 이용될 수 있다.

음성 게이트웨이(16)는 전화 회로(32)의 스피커에 의한 출력을 위해 오디오 정보를 적절한 형태로 출력하는 음성 브라우

저와 같은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4)을 포함한다. 스피커는 페이저 또는 다른 PDA와 같이 통신 디바이스(12)와

는 다른 디바이스 상에 배치되어, 오디오는 하나의 디바이스 상에 출력되고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을 통한 가시 브

라우저는 또 다른 디바이스 상에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4)이 음성 게이트웨이(16)

내에 존재하지만,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4)은 통신 디바이스(12, 음성 브라우저(36)로서 도시됨)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디바이스 내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동시 멀티모달 통신을 수용하기 위해

서는,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 즉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 및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40)이 주어진 세

션에서 서로에 대해 다른 모달리티로 동작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개시된 서비스에 대해 참가하여 웹 서버(18) 또는 임의

의 다른 서버(MFS(14)를 포함함)를 통해 액세스 가능한 모달리티 선호도 데이터베이스(36)에 모달리티 선호도를 미리 설

정함으로써, 각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모드를 선정할 수도 있다. 또한, 원한다면, 사용자는 본 기술분야에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세션 동안에 주어진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모달리티를 선택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도 있다.

동시 멀티모달 동기화 조정기(42)는 나머지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달리티-특정 명령들에 연관된 통신 지연

을 보상하기 위해,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 중 하나에 대한 모달리티-특정 명령을 세션 동안에 일시적으로 저장

하기 위한 버퍼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필요한 경우에, 동기화 조정기(42)는 시스템 지연 또는 다

른 지연을 고려하고 대기하여 모달리티-특정 명령을 프록시에 출력함으로써 이들이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 상에

서 동시에 렌더링된다.

또한, 원하는 경우,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은 입력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특정 멀티-모드를 침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디바이스 또는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다중 모드 동작을 허용하는 경우, 사

용자는 특정 지속기간 동안에 모드가 침묵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에 대한 출력 모드가 음성이지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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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있는 환경이 시끄러운 경우, 사용자는 예를 들면 그 음성 브라우저에 출력을 침묵하도록 할 수 있다. 사용자로부터 수

신되는 멀티-모드 침묵 데이터는 예를 들면 메모리(602, 도 5 참조)내에 멀티모달 퓨젼 서버(14)에 의해 저장되어, 주어진

세션 동안에 어느 모달리티가 침묵되어야 할지를 나타낸다. 그리고나서, 동기화 조정기(42)는 침묵하기로 식별된 이들 모

달리티들에 대해 모달리티-특정 명령을 획득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정보 페처(46, fetcher)는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 34)을 위한 멀티모드 어플리케이션(54)으로부터 모달리

티-특정 명령(69)을 얻는다. 모달리티-특정 명령(68, 70)은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 34)에 전송된다. 본 실시예에

서, 멀티모드 어플리케이션(54)은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 즉 이하에 설명되는 다른 모달리티와 연관된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식별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동기 멀티모달 동기화 조정기(42)는 정보 페처(46)에 동작가능하게 결합되어

모달리티-특정 명령을 수신한다. 동시 멀티모달 동기화 조정기(42)는 또한 복수의 프록시(38a - 38n)에 동작가능하게 결

합되어 주어진 세션에 필요한 이들 프록시를 지정한다.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 34)이 다른 디바이스 상에 존재하는 경우, 방법은 하나의 디바이스에 제1 모달리티-

기반 마크업 언어 형식을 전송하고 제2 모달리티 마크업 언어-기반 형식을 하나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에 전송하여 동일한

세션 동안에 다른 디바이스로부터 정보의 동시 엔트리를 사용자에 의해 다른 모달리티로 요구함으로써, 동시 멀티모달 입

력 정보(67, 70)에 대한 요구를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 마크업 언어-기반 형식은 모달리티-특정 명령(68, 70)으로

서 얻어졌다.

멀티모달 세션 컨트롤러(40)는 인커밍 세션을 검출하고, 세션에 응답하며, 세션 파라미터를 변형하고, 세션을 종료하며 디

바이스 상의 세션 제어 알고리즘으로 세션 및 미디어 정보를 교환하는데 이용된다. 멀티모달 세션 컨트롤러(40)는 원하는

경우 세션에 대한 주 세션 종료 포인트일 수 있고, 사용자가 예를 들면 멀티모달 세션 컨트롤러(40)와 세션을 확립하는 음

성 게이트웨이와 같은 다른 게이트웨이와 세션을 확립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제2 세션 종료 포인트일 수 있다.

동기화 조정기는 동시 멀티모달 입력 정보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는 출력 동기화 메시지(47, 49)를 각 프록시(38a, 38n)에

전송하여, 그 출력을 복수의 에이전트 프로그램 각각에 유효하게 동기화한다. 프록시(38a, 38n)는 수신된 멀티모달 입력

정보(72, 74)를 포함하는 입력 동기화 메시지(51, 53)를 동시 동기화 조정기(42)에 전송한다.

동시 멀티모달 동기화 조정기(42)는 프록시, 또는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 에이전

트 프로그램으로 동기화 메시지(47, 49, 51 및 53)를 전송하고 수신한다. 프록시(38a 및 38n)가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

로그램으로부터 수신된 멀티모달 입력 정보(72 및 74)를 수신하는 경우, 프록시는 수신된 멀티모달 입력 정보(72 및 74)를

포함하는 입력 동기화 메시지(51 및 53)를 동기화 조정기(42)에 전송한다. 동기화 조정기(42)는 수신된 정보를 멀티모달

퓨젼 엔진(44)에 포워딩한다. 또한,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4)이 동기화 메시지를 멀티모달 동기화 조정기(42)에 전송

하는 경우, 멀티모달 동기화 조정기(42)는 동기화 메시지를 세션 내에서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에 전송한다.

동시 멀티모덜 동기화 조정기(42)는 메시지 변환, 동기화 메시지 필터링을 수행하여, 동기화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든

다. 동시 멀티모달 동기화 조정기(42)는 주어진 세션에서 이용되는 현재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리스트를 유지하여,

동기화가 필요한 경우에 통지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추적한다.

멀티모달 퓨젼 서버(14)는 복수의 멀티모달 프록시(38a-38n), 멀티모달 세션 컨트롤러(40), 동시 멀티모달 동기화 조정기

(42), 멀티모달 퓨젼 엔진(44), 정보(예를 들면, 모달리티 특정 명령) 페처(46), 및 음성XML 해석기(50)를 포함한다. 적어

도 멀티모달 세션 컨트롤러(40), 동시 멀티모달 동기화 조정기(42), 멀티모달 퓨젼 엔진(44), 정보 페처(46), 및 멀티모달

마크업 언어(예를 들면, 음성XML) 해석기(50)는 하나 이상의 처리 디바이스 상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구현

될 수 있다.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처리 디바이스에 의해 판독될 때 하나 이상의 처리 디바이스가 각 소프트웨어

모듈과 관련하여 여기에 기재된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유발하는 실행가능한 명령을 포함하는 메모리가 개시된다. 그러므

로, 멀티모달 퓨젼 서버(14)는 디지털 신호 처리기, 마이크로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 상태 머신,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

한 처리 디바이스를 포함하고, 이들로 제한되지 않는 처리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메모리는 처리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될

때 하나 이상의 처리 디바이스가 여기에 기재된 대로 동작하도록 유발하는 상태 또는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는 ROM,

RAM, 분산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메모리일 수 있다. 다르게는, 소프트웨어 모듈의 기능들은 하

드웨어, 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원하는 대로의 임의의 적절한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멀티모달 마크업 언어 해석기(50)는 특히 멀티모달 어플리케이션(54)에 의해 제공되는 마크업 언어를 실행하는 상태 머신

또는 다른 적절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이들의 임의의 적절한 조합일 수 있다.

도 2는 본 예에서, 멀티모달 퓨젼 서버(14)에 의해 실행되는 멀티모달 통신을 위한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기재된 임의의 단계들은 임의의 적절한 순서로 임의의 적절한 디바이스 또는 복수의 디바이스들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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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자명하다. 현재의 멀티모달 세션에 대해,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 예를 들면 WAP 브라우저)은 요구(52)를 웹

서버(18)에 전송하여 웹 서버(18)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동시 멀티모달 어플리케이션(54)으로부터 컨텐트를 요구한다. 이

것은 URL에 타이핑하거나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임의의 다른 관례적인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점선

(52)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 34)은 사용자 모달리티 정보를 마크업 해석기(50)에 전

송할 수 있다. 컨텐트 서버로서 기능하는 웹 서버(18)는 사용자 가입 프로세스를 통해 동시 멀티모달 서비스에 이전에 가

입한 모달리티 선호도 데이터베이스(36)로부터 통신 디바이스(12)의 멀티모달 선호도(55)를 얻는다. 그리고나서, 웹 서버

(18)는 데이터베이스(36)로부터 사용자 선호도를 포함하는 통지(56)를 통해 멀티모달 퓨젼 서버(14)에 통지하고, 예를 들

면 동시 멀티모달 통신에서 어느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는 지와 각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어느 모

드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본 예에서,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은 텍스트 모드로 설정되고,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4)은 음성 모드로 설정된다. 그리고나서, 동시 멀티모드 동기화 조정기(42)는 세션 동안에 각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 및 34)에 복수의 멀티모달 프록시(38a-38n) 중 어느 것이 이용되는지를 결정한다. 그러한 것으로, 동시 멀티

모드 동기화 조정기(42)는 멀티모드 프록시(38a)를 텍스트 프록시로 지정하여, 텍스트 모드로 설정된 사용자 에이전트 프

로그램(30)과 통신한다. 마찬가지로, 동시 멀티모드 동기화 조정기(42)는 프록시(38n)를 멀티모드 프록시로서 지정하여,

음성 모달리티로 동작하고 있는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4)에 대해 음성 정보를 통신한다. 웹 페이지 페처(46)로서 도

시된 정보 페처는 동시 멀티모달 어플리케이션(54)과 연관된 웹 서버(18)로부터 마크업 언어 형식 또는 다른 데이터와 같

은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얻는다.

예를 들면, 멀티모달 어플리케이션(54)이 사용자에게 음성 모드 및 텍스트 모드 양쪽으로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경

우, 정보 페처(46)는 연관된 HTML 마크업 언어 형식을 얻어,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에 대해 출력하고 연관된 음

성XML 형식을 얻어 요구(66)를 통해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4)에 출력한다. 그리고나서, 이들 모달리티 특정 명령들

은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의해 출력으로서 렌더링된다(예를 들면, 스크린 또는 스피커를 통해 출력된다). 동시 멀티

모달 동기화 조정기(42)는 세션 동안에 모달리티 특정 명령에 기초하여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 및 34)으로

부터 출력을 동기화한다. 예를 들면, 동시 멀티모달 동기화 조정기(42)는 다른 모달리티를 나타내는 적절한 마크업 언어

형식을 적절한 시간에 각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 및 34)에 전송하여, 음성이 통신 디바이스(12) 상에서 렌더링될 때

텍스트가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을 통해 스크린 상에 출력되어 동시에 렌더링된다. 예를 들면, 멀티모달 어플리케

이션(54)은 텍스트 브라우저를 통해 어떤 정보가 입력될 것인지에 관해 사용자에게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4)을 통해

가청 명령의 형태로 명령을 제공하고, 그 동안에 동시에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으로부터의 텍스트 입력을 기다린

다. 예를 들면, 멀티모달 어플리케이션(54)은 "please enter your desired destination city followed by your departure

time"이라는 단어들의 음성 출력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도시에 대해 "C"로서 지정된 필드 및 목적지에 대해 다음 라인에

"D"로서 지정된 필드로 통신 디바이스 상의 디스플레이 상에 출력되는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을 통해 필드를 제공

한다. 본 예에서, 멀티모달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 의해 동시 멀티모달 입력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의 모드 즉 텍스트 모

드를 통한 입력만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모드는 사용자 명령들을 제공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다르게는, 멀티모달 어플리케이션(54)이 사용자가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 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

하는 경우, 멀티모달 퓨젼 엔진(14)은 세션 동안에 다른 멀티모달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동시에 입력되는 사용자 입

력을 융합시킨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가시적인 지도 상에서 2개의 지점을 클릭하면서 "directions from here to there"

의 단어들을 말하는 경우, 음성 브라우저 또는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4)은 수신된 입력 정보(74)로서 시작 위치 필드

를 "here"로 채우고, 목적지 위치 필드를 "there"로 채우며, 그 동안에 그래픽 브라우저, 즉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

은 시작 위치 필드를 지도 상의 제1 클릭 지점의 지리적 위치(예를 들면, 위도/경도)로 채우고, 목적지 위치 필드를 지도 상

의 제2 클릭 지점의 지리적 위치(예를 들면, 위도/경도)로 채운다. 멀티모달 퓨젼 엔진(44)은 이러한 정보를 얻어 다른 모

달리티로 동작하고 있는 다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는 입력 정보를 융합하고, 단어

"here"가 제1 클릭 지점의 지리적 위치에 대응하고 단어 "there"는 제2 클릭 지점의 지리적 위치(위도/경도)에 대응하는지

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멀티모달 퓨젼 엔진(44)은 사용자 명령의 완전한 정보 셋트를 가지고 있다. 멀티모달 퓨젼 엔진

(44)은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 및 34)이 동시 멀티모달 통신과 연관된 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융합된 정보

(60)를 이들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 및 34)에 다시 전송하기를 원한다. 이 때,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은 이

러한 정보를 컨텐트 서버(18)에 제출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는다.

블록 20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세션에 대해, 방법은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 각각에 대해 각 모달리티에 특정된

마크업 언어의 다른 타입을 얻는 것과 같은 것에 의해, 서로에 대해 다른 모달리티로 동작하는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

로그램에 대한 모달리티 특정 명령(68, 70)을 얻는 것을 포함한다. 블록 20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법은 사용자에 대해 동

시 멀티모달 동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달리티-특정 명령에 기초하여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같은 출력을 동기화

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한 것으로서, 마크업 언어 형식의 렌더링은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출력이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모달리티로 동시에 렌더링되도록 동기화된다. 블록 203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동시 멀티모달 동기화 조정기(42)는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 및 34)에 대한 모달리티 특정 명령(68, 70)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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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사용자에 의해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모달리티로 정보의 동시 입력을 요구할지를 결정한다. 그

렇지 않다면, 블록 20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시 멀티모달 동기화 조정기(42)는 단지 하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으

로부터 지정 서버 또는 웹 서버(18)에 임의의 수신된 입력 정보를 포워딩한다.

그러나, 블록 20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 34)에 대한 모달리티-특정 명령의 세트(68,

70)가 다른 모달리티에서 동시에 입력되는 사용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방법은 사용자가 입력하고 사용자 에이전트 프

로그램(30 및 34)에 의해 재전송되는 수신된 동시 멀티모달 입력 정보를 융합하여 다른 모달리티로 동작하는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연관된 융합된 멀티모달 응답(60)을 생성한다. 블록 20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법은 융합된 멀티모

달 응답(60)을 마크업 언어 해석기(50)의 현재 실행중인 어플리케이션(61)에 다시 포워딩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61, 도 5 참조)은 해석기(50)의 일부로서 실행중인 어플리케이션(54)으로부터의 마크업 언어이다.

도 1 및 3을 참조하면, 멀티모달 통신 시스템(10)의 더 상세한 동작이 설명된다. 블록 30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신 디바

이스(12)는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을 통해 웹 컨텐트 또는 다른 정보에 대한 요구(52)를 전송한다. 블록 302에 도

시된 바와 같이, 컨텐트 서버(18)는 식별된 사용자에 대한 모달리티 선호도 데이터베이스(36)로부터 멀티모달 선호도 데

이터(55)를 얻음으로써, 세션에 대한 디바이스 선호도 및 모드 선호도를 알아낸다. 블록 30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법은

컨텐트 서버가 멀티모달 퓨젼 서버(14)에 어느 사용자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이 주어진 동시 다른 멀티모달 통신 세션에

대해 어느 디바이스 상에서, 어떤 모드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통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지적되고 블록 30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시 멀티모달 동기화 조정기(42)는 모달리티 선호도 데이터베이스(36)로부

터의 모달리티 선호도 정보(55)에 기초하여 각 다른 모달리티에 대해 각 프록시를 결정하도록 설정된다. 블록 308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방법은 원하는 경우에 멀티모달 세션 컨트롤러(40)를 통해 각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모

드 지정을 수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원하는 모드를 변경하여 모달리티 선호도 데이터베이스(36)에 저

장된 미리 설정된 모달리티 선호도(55)와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관례적인 세션 메시징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원하는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다른 디바이스 상에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특정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해

원하는 모드를 변경했다면, 다른 마크업 언어 형식과 같이, 다른 모달리티-특정 명령이 요구된다. 사용자 모달리티 지정이

변경되는 경우, 정보 페처(46)는 사용자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선택된 모달리티에 기초하여 적절한 모달리티-특

정 명령을 페치하고 요구한다.

블록 3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보 페처(46)는 각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 및 즉 각 모달리티에 대해 페치 요구(66)로

서 도시된 컨텐트 서버(18)로부터의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페치한다. 그러므로, 정보 페처(46)를 통한 멀티모달 퓨젼 서버

(14)는 다른 모달리티를 나타내는 마크업 언어를 획득하여, 각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 및 34)은 마크업 언어에 기초

하여 정보를 다른 모달리티로 출력할 수 있다. 그러나, 멀티모달 퓨젼 서버(14)는 단지 마크업 언어 기반 정보가 아니라, 또

한 임의의 적합한 모달리티-특정 명령을 포함할 수 있다.

모달리티-특정 명령이 각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해 컨텐트 서버(18)로부터 페치되고 어떠한 CMMT도 모달리티

특정 명령(68, 70)과 연관되지 않는 경우, 수신된 모달리티 특정 명령(69)이 트랜스코더(608, 도 5 참조)에 전송된다. 트랜

스코더(608)는 수신된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해석기(50)에 의해 이해되는 베이스 마크업 언어 형식으로 트랜스코딩하고,

다른 모달리티(610)에 대해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식별하는 데이터를 가지는 베이스 마크업 언어 형식을 생성한다. 그러

므로, 트랜스코더는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트랜스코딩하여 다른 모달리티로 동작하는 또 하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

램에 대한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식별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해석기(50)가 음성XML과 같은 베이스 마크업

언어를 이용하고 어플리케이션(54)으로부터의 모달리티 특정 명령의 하나의 세트가 음성XML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HTML로 되어 있는 경우, 트랜스코더(606)는 HTML 형식이 얻어질 수 있는 URL을 식별하는 음성XML 형식, 또는 실제

의 HTML 형식 자체에 CMMT를 내장시킨다. 뿐만 아니라, 모달리티 특정 명령 중 어느 것도 베이스 마크업 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달리티 특정 명령 세트가 베이스 마크업 언어로 번역되고, 그런 다음 모달리티 특정 명령의 다른 세트가

CMMT에 의해 참조된다.

다르게는, 멀티모달 어플리케이션(54)은 필요한 CMMT 정보를 제공하여, 동시 멀티모달 세션 동안에 복수의 사용자 에이

전트 프로그램에 의한 출력의 동기화를 용이하게 한다. 각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달리티 특정 명령의 하나의

예가 마크업 언어 형식으로 이하에 도시되어 있다. 마크업 언어 형식은 멀티모달 어플리케이션(54)에 의해 제공되고 멀티

모달 퓨젼 서버(14)에 의해 이용되어, 동시 멀티모달 통신 세션을 제공한다. 멀티모달 음성XML 해석기(50)는 멀티모달 어

플리케이션(54)이 베이스 언어로서 음성XML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용자에 대한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

그램에 의한 출력의 동기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멀티모달 어플리케이션(54)은 음성XML 형식의 확장이나 HTML 형식

으로의 인덱스와 같은 동시 멀티모달 태그(CMMT)를 포함하거나 인덱스하도록 저작될 수 있다. CMMT는 모달리티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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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고 식별된 모달리티에서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들 중 하나에 의해 출력되는 실제 HTML 형식과 같은 정보를 포인

팅하거나 포함한다. CMMT는 또한 그 존재는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 다른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동기화할

필요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멀티모달 동기화 데이터로서 기능한다.

예를 들면, 음성XML이 멀티모달 어플리케이션(54)의 베이스 언어인 경우, CMMT는 텍스트 모드를 가리킬 수 있다. 본 예

에서, CMMT는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의해 출력된 HTML로 된 텍스트를 포함하는 URL을 포함하거나, CMMT의

일부로서 HTML을 포함할 수 있다. CMMT는 마크업 언어의 속성 확장자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멀티모달 음성XML 해석

기(50)는 정보 페처(46)를 이용하여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페치하고, 멀티모달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페치된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분석하여(본 예에서는, 실행하여) CMMT를 검출한다. 일단 검출되는 경우, 멀티모달 음성XML 해석기(50)는

CMMT를 해석하고 필요한 경우에 텍스트 모드를 위한 HTML과 같은 임의의 다른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얻는다.

예를 들면, CMMT는 그래픽 브라우저에 대해 텍스트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지를 가리킬 수 있다. 그래픽 브라우저가

"from city" 및 "to city"를 표시하는 동안에, 음성 브라우저에게 "where from" 및 "where to"를 묻는 음성을 출력하도록

요구하는 동시 멀티모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음성XML의 형식으로 된 동시 멀티모달 여정 어프리케이션에 대한 모달리

티 특정 명령의 예를 도시하는 표가 아래에 제시된다. 다른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는 수신된 동시 멀티모

달 정보는 "from city" 및 "to city"로 지정된 필드에 의해 예측된다.

[표 1]

그러므로, 상기 마크업 언어 형식은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나타내는 베이

스 마크업 언어로 저작되고, CMMT는 다른 모달리티로 동작하는 또 하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지정하는 확장자이다.

블록 3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선호도를 변경한 경우에, 방법은 프록시가 변경과 일치하도록 리셋하는 것을 포함

한다. 블록 3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멀티모달 퓨젼 서버(14)는 청취 포인트가 도달되었는지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블록

3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음 상태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프로세스는 종료한다. 그렇지 않다면, 방법은 다른 사용자 에이

전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달리티-특정 명령을 동기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예에서, 멀티모달 음성XML 해석기(50)는 복

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의한 동기화된 출력을 위해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에 대한 HTML 및 사용자 에

이전트(34)에 대한 음성XML을 동시 멀티모달 동기화 조정기(42)에 출력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상기 지적한 바와 같이 청

취 포인트의 발생에 기초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것은 블록 316에 도시되어 있다.

블록 3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법은 동일한 세션 동안에 사용자에 의해 다른 모달리티로 사용자 입력 정보를 요구하도록

동기화된 모달리티-특정 명령(68 및 70)을 대응하는 프록시(38a 및 38n)에 예를 들면 동시 멀티모달 동기화 조정기(42)에

의해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동기화된 요구(68 및 70)는 각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 및 34)에 전송된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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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연관된 복수의 입력 모달리티에 대응하는 동시 다른 모달리티 입력 정보에 대한 요구가

모달리티 특정 명령(68 및 70)을 포함하는 동기화된 요구로서 도시되어 있다. 이들은 예를 들면 마크업 언어 형식으로 동

기화될 수 있다.

일단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 및 34)이 모달리티-특정 명령을 동시에 렌더링하면, 방법은 블록 3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타임 아웃 기간 내에 사용자 입력이 수신되었는지 여부 또는 다른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멀티

모달 퓨젼 엔진(44)은 기간을 대기하여,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는 멀티모달 입력 정보가 융합을 위해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

트 프로그램으로부터 적절하게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대기 기간은 각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모달

리티 설정에 따른 다른 기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음성 및 텍스트 정보 모두를 동시에 입력할 예정이지만 멀티

모달 퓨젼 엔진이 기간 내의 융합을 위한 정보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에러가 발생되었다고 가정한다. 더구나, 음성 정보

가 음성 게이트웨이(16)를 통해 처리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멀티모달 퓨젼 엔진(44)은 텍스트 정보보다 음성 정

보가 리턴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경과하도록 허용한다.

본 예에서, 사용자에게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을 통해 텍스트를 입력하고,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4)에 음성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마이크로폰에 말하라고 요구된다.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0 및 34)으로부터 수신된 바

와 같은 수신된 동시 멀티모달 입력 정보(72 및 74)는 적절한 통신 링크를 통해 각 프록시에 패싱된다. 유의할 점은, 사용

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4)과 디바이스(12)의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사이에 참조부호 76으로 지정된 통신은 PCM 포맷 또

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포맷으로 통신되고, 본 예에서는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의해 출력되는 모달리티-특정 명령

포맷으로는 아니다.

사용자가 텍스트 브라우저 및 음성 브라우저를 통해 동시에 정보를 입력하여 멀티모달 퓨젼 엔진(44)이 복수의 사용자 에

이전트 프로그램으로부터 전송된 동시 멀티모달 입력 정보를 수신한 경우, 멀티모달 퓨젼 엔진(44)은 블록 3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입력 정보(72 및 74)를 융합한다.

도 4는 멀티모달 퓨젼 엔진(44)의 동작의 한 예를 예시하고 있다. 예시의 목적을 위해, 하나의 이벤트에 대해, "no input"은

이 모드를 통해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한다. "no match"는 입력이 되었지만 예상된 값이 아니라

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는 사용자에 의한 성공적인 입력으로부터의 슬롯(또는 필드) 이름 및 대응하는 값 쌍의 세트이다.

예를 들면, 성공적인 입력은 "City=Chicago", "state=Illinois", "Street"="first street", 및 예를 들면 0% 내지 100%인 신

뢰 가중 인수일 수 있다. 앞서서 지적한 바와 같이, 멀티모달 퓨젼 엔진(44)이 정보를 융합할지 여부는 슬롯 이름(예를 들

면, 변수) 및 값 쌍의 수신 또는 예상 수신 간의 시간량 또는 다른 이벤트의 수신에 기초하여 좌우될 수 있다. 방법은 신뢰

레벨이 수신된 정보에 할당된 것으로 가정한다. 예를 들면, 동기화 조정기는 모달리티 및 정보 도달 시간에 기초하여 신뢰

를 가중한다. 예를 들면, 동일한 세션 동안에 동일한 슬롯 데이터가 다른 모드를 통해 입력될 수 있는 경우에(예를 들면, 거

리 이름을 말하고 이를 타이핑함) 말로 표현된 데이터보다 타이핑된 데이터가 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동기화 조정기

는 수신된 시간 및 수신된 개별 결과들의 신뢰 값들에 기초하여 동시 다른 멀티모달 정보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여 저농된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들 중 하나로부터 전송된 수신된 멀티모달 입력 정보를 조합한다.

블록 40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법은 이벤트 또는 비음성 모드로부터의 결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블록 40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법은 "no input" 및 "no match"이벤트를 제외하고 임의의 모드로부터 임의의

이벤트가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라면, 방법은 블록 40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해석기(50)에 수신된 제

1 그러한 이벤트를 리턴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no input" 및 "no match"를 제외하고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

부터 이벤트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프로세스는 블록 40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멀티모달 퓨젼 엔진에 대한 2개 이상의 결과

를 전송한 임의의 모드에 대해 수신된 시간 순서로 그 모드의 결과를 조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것은 사

용자가 동일한 슬롯에 대해 입력을 재입력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주어진 슬롯 이름에 대한 나중 값은 이전 값들을 무시한

다. 멀티모달 퓨젼 엔진은 이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결과들의 신뢰 가중에 기초하여 모드의 결과 신뢰 가중을 조정한다. 각

모달리티에 대해, 최종 결과는 각 슬롯 이름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다. 방법은 블록 40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블록 406으로

부터 임의의 결과를 취하고 이들을 모든 모드에 대한 하나의 조합된 결과로 조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방법은 최소 신뢰 결

과로 시작하여 최대 신뢰 결과로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융합된 결과의 각 슬롯 이름은 그 슬롯의 정의를 가지는 최대 신

뢰 입력 결과에 속하는 슬롯 값을 수신한다.

블록 4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법은 이제 조합된 결과가 있는지, 환언하면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멀티모달 퓨젼

엔진(44)에 대한 결과를 전송했는지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블록 4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조합된 결과를 컨텐트

서버(18)에 리턴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지 않다면, 블록 4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로 또는 더 이상의 "no input" 및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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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이벤트가 있음을 의미한다. 방법은 임의의 "no match"이벤트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방법

은 블록 4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no match 이벤트를 리턴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no match"이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방법은 블록 4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no input"이벤트를 해석기(50)에 리턴하는 것을 포함한다.

블록 400으로 리턴하여, 이벤트 또는 비음성 모드로부터의 결과가 없는 경우, 방법은 음성 모드가 결과를 리턴했는지, 즉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34)이 수신된 정보(74)를 생성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블록 420에 도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블록 4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법은 수신된 입력 정보의 음성 응답을 멀티모달 어플리케이션(54)에 리

턴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음성 브라우저(예를 들면,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가 정보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 방법

은 블록 4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음성 모드가 이벤트를 리턴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라면, 그 이벤트가 블록

42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멀티모달 어플리케이션(54)에 보고된다(참조부호 73). 음성 모드 이벤트가 전혀 생성되지 않았다

면, 방법은 블록 428에 도시된 바와 같이 "no input"이벤트를 리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의 표 2는 가상의 데이터에 적용된 도 4의 방법의 예를 예시하고 있다.

[표 2]

예를 들면, 블록 400에서 비음성 모드로부터 어떠한 결과도 수신되지 않은 경우, 모드는 블록 402로 진행한다. 블록 402

에서 , 어떠한 이벤트도 수신되지 않으면, 방법은 블록 406으로 진행한다. 블록 406에서, 퓨젼 엔진은

TextModeCollectedData를 슬롯당 하나의 응답으로 붕괴시킨다. VoiceModeCollectedData는 그대로 유지된다.

VoiceModeCollectedData

STREETNAME=Michigan

TIMESTAMP=0

CONFIDENCELEVEL=0.85

NUMBER=112

TIMESTAMP=0

CONFIDENCELEVEL=0.99

OVERALLCONFIDENCE=0.85

음성 모드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0.85가 결과 셋트에서 최하위 신뢰이므로 0.85의 전체 신뢰값이 할당된다.

TextModeCollectedData

STREETNAME=Mich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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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TAMP=0

CONFIDENCELEVEL=1.0

STREETNAME=LaSalle

TIMESTAMP=1

CONFIDENCELEVEL=1.0

텍스트 모드는 그 슬롯이 LaSalle의 나중 시간스탬프로 채워졌으므로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Michigan을 제거한다. 최종 결

과를 이와 같이 보인다. 1.0이 결과 셋트에서 최하위 신뢰 레벨이므로 1.0의 전체 신뢰 레벨이 할당된다.

TextModeCollectedData

STREETNAME=LaSalle

TIMESTAMP=1

CONFIDENCELEVEL=1.0

OVERALLCONFIDENCE=1.0

이어지는 것은 블록 408에 전송된 데이터이다.

VoiceModeCollectedData

STREETNAME=Michigan

TIMESTAMP=0

CONFIDENCELEVEL=0.85

NUMBER=112

TIMESTAMP=0

CONFIDENCELEVEL=0.99

OVERALLCONFIDENCE=0.85

TextModeCollectedData

STREETNAME=LaSalle

TIMESTAMP=1

CONFIDENCELEVEL=1.0

OVERALLCONFIDENCELEVEL=1.0

블록 408에서, 2가지 모드가 하나의 리턴 결과로 유효하게 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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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하위 신뢰 레벨의 전체 결과가 취해져 최종 결과 구조에 도입된다.

FinalResult

STREETNAME=Michigan

CONFIDENCELEVEL=0.85

NUMBER=112

CONFIDENCELEVEL=0.99

그리고나서, 다음 최하위 결과의 임의의 요소가 최종 결과로 대체된다.

FinalResult

STREETNAME=LaSalle

CONFIDENCELEVEL=1.0

NUMBER=112

CONFIDENCELEVEL=0.99

이러한 최종 결과는 2가지 모달리티의 융합으로부터 나타나고, 이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해석기에 전송된다

(웹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페치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로부터 요구되고 이들 현재 상태에 기초하여

재-프롬프트한다.)

도 5는 동시 멀티모달 세션 지속성 컨트롤러(600) 및 동시 멀티모달 세션 지속성 컨트롤러(600)에 결합되는 동시 멀티모

달 세션 상태 메모리(602)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퓨젼 서버(14)의 다른 실시예를 예시하고 있다. 동시 멀티모달 모덜 세션

지속성 컨트롤러(600)는 적절한 처리 디바이스 상에서 운용되는 소프트웨어 모듈이거나, 임의의 적절한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펌웨어 또는 이들의 임의의 적절한 조합일 수 있다. 동시 멀티모달 세션 지속성 컨트롤러(600)는 비-세션 조건 동안

에 사용자별 기반으로 동시 멀티모달 세션 상태 정보(604)를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른 적절한 데이터 구조의 형태로 유지

한다. 동시 멀티모달 세션 상태 정보(604)는 세션 동안에 다른 동시 모달리티 통신을 위해 구성된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상태 정보이다. 동시 멀티모달 세션 지속성 컨트롤러(600)는 동시 멀티모달 세션 상태 정보(604)를 액세스하

는 것에 응답하여 이전에 종료된 동시 멀티모달 세션을 재-확립한다. 멀티모달 세션 컨트롤러(40)는 사용자가 세션에 참

여했을 때 동시 멀티모달 세션 지속성 컨트롤러(600)에 통지한다. 멀티모달 세션 컨트롤러(40)는 또한 동시 멀티모달 동기

화 조정기와 통신하여, 오프라인 디바이스와의 통기화를 제공하거나 동시 멀티모달 세션을 재확립하는데 필요한 임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동기화한다.

동시 멀티모달 세션 지속성 컨트롤러(600)는 예를 들면 이전 동시 멀티모달 통신 세션 동안에 주어진 모드에 이용되는 프

록시를 가르키는 URL과 같은 프록시 ID 데이터(906)를 저장한다. 원하는 경우, 동시 멀티모달 세션 상태 메모리(602)는

임의의 그러한 필드 또는 슬롯의 컨텐트와 함께 이전 동시 멀티모달 통신 세션 동안에 사용자 입력에 의해 어느 필드 또는

슬롯이 채워졌는지를 가리키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시 멀티모달 세션 상태 메모리(602)는 동시 멀티모

달 통신 세션에 대한 현재 다이얼로그 상태(606)를 포함한다. 일부 상태들은 실행중인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시 해석기(50)

가 존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사용자에 의해 채워진 필드 상의 정보는 융합된 입력 정보(60)의 형태로 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웹 서버(18)는 각 모달리티 타입에 대해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제공한다. 본 예에서, 텍스트는 HTML의

형식으로 제공되고, 음성은 음성XML의 형식으로 제공되며, 음성은 WML 형식으로 제공된다. 동기 멀티모달 동기화 조정

기(42)는 적절한 형식을 적절한 프록시에 출력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음성XML 형식은 음성 브라우저에 대해 지정된 프

록시(38a)를 통해 출력되는데 반해, HTML 형식은 그래픽 브라우저에 대한 프록시(38n)에 출력된다.

등록특허 10-0643107

- 12 -



세션 지속성 유지는 세션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고 사용자가 나중에 동일한 다이얼로그 상태로 되돌아오고 싶은 경우에

유용하다. 다른 모달리티에서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래그 시간을 유발하고 시간 지연을 보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보를

저장할 필요를 생성하는 다른 지연 특성을 가지는 모달리티 이용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에 유용하다.

도 6-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시 멀티모달 세션 지속성 컨트롤러(600)는 주어진 세션에 대해 주어진 사용자에 대한 복수

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위한 멀티모달 세션 상태 정보를 유지하고,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세션 동안에 다른

동시 모달리티 통신을 위해 구성되었다. 이것은 블록 700에 도시되어 있다. 블록 70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법은 멀티모

달 세션 상태 정보(604)에 액세스하는 것에 응답하여 이전 동시 멀티모달 세션을 재확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블록 704에

더 상세하게 도시된 바와 같이, 동시 멀티모달 세션 동안에, 동시 멀티모달 세션 지속성 컨트롤러(600)는 메모리(602)에

사용자당 멀티모달 세션 상태 정보(604)를 저장한다. 블록 70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시 멀티모달 세션 지속성 컨트롤러

(600)는 세션 컨트롤러로부터 사용자에 의한 세션의 참여를 검출하고, 사용자 ID에 대한 메모리를 탐색하여 사용자가 이

전 동시 멀티모달 세션에 참여했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블록 70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법은 세션에 참여하는 사용자

의 검출에 기초하여 메모리(602)의 저장된 멀티모달 세션 상태 정보(604)에 액세스하는 것을 포함한다.

블록 7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법은 세션이 메모리(640)에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세

션은 새로운 세션으로서 지정되고, 새로운 세션을 메모리(602)에 기록하기 위한 필수적인 데이터를 차지하도록 새로운 엔

트리가 생성된다. 이것은 블록 712에 도시되어 있다. 블록 7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세션이 존재하는 경우, 즉 세션 ID가

메모리(602)에 존재하는 경우, 방법은 사용자가 운용 중인 존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렇다

면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과 통신을 재확립하고 싶은 경우에, 메모리(602)에 질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용자가 그렇게

원한다면, 방법은 메모리(602)로부터 최종 페치된 정보의 URL을 검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블록 716(도 7)에 도시

되어 있다. 블록 7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절한 프록시(38a-38n)에는 블록 716에서 검색된 대로 적절한 URL이 주어진

다. 블록 7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법은 메모리(602)에 저장된 저장된 사용자 에이전트 상태 정보(606)에 기초하여 프록

시를 통해 적절한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요구를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 8은 동시 멀티모달 세션 상태 메모리(602)의 컨텐트의 하나의 예를 예시하는 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ID

(900)는 특정 사용자를 지정하고 세션 ID(902)는 사용자가 메모리(602)에 저장된 복수의 세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용

자 ID와 연관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 ID(904)는 예를 들면 어느 디바이스가 특정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디바이스 ID를 가리킨다. 프로그램 ID는 사용자 프로글매 식별자, URL 또는 다른 어

드레스일 수 있다. 멀티모달 프록시를 가리키는 프록시 ID 데이터(96)는 이전 동시 멀티모달 통신 동안에 이용된다. 그러

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세션을 종료하고 나중에 사용자가 떠난 곳에서 계속할 수 있다.

디바이스 ID(904)를 유지하는 것은 특히 시스템이 동시 멀티모달 세션 동안에 채용되는 디바이스의 식별을 유지할 수 있

게 하여, 동시 멀티모달 통신 동안에 사용자에 의한 디바이스의 스위칭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들에 걸쳐 분산된 분리된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모달리티를 통해 입력되는

다중 입력들은 (또는 이들이 동일한 디바이스에 포함된 경우에) 단일성있고 응집성있게 융합된다. 또한,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렌더링 및 이들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한 사용자에 의한 정보 입력을 동기화하는 메커니즘이 제공된

다. 뿐만 아니라, 기재된 멀티모달 퓨젼 서버는 존재하는 디바이스 및 게이트웨이에 결합되어 동시 멀티모달 통신 세션을

제공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양태의 본 발명의 다른 변동 및 변형 구현이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알려져 있고 본 발명이 기재된

특정 실시예들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예를 들면, 방법들이 특정 단계들로 기재되어 있지만, 상기 단계들은

원하는 대로 임의의 적절한 순서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재되고 청구되는 기본적인 원리

의 사상과 범주내에 드는 임의의 그리고 모든 변형, 변동 또는 등가를 본 발명이 포함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멀티모달 통신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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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 대해 다른 모달리티로 동작하는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해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얻는 단계; 및

세션 동안에, 상기 모달리티 특정 명령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출력을 동기화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통신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의한 출력을 동기화하는 단계는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의한 이용을 위해, 각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마크업 언어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다른 모달리티로 정

보를 출력하도록, 다른 모달리티를 나타내는 마크업 언어의 적어도 일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통신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 중 하나는 그래픽 브라우저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

전트 프로그램 중 다른 하나는 음성 브라우저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출력은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모달리티로 동시에 입력되는 사용자 입력을 포함하는 멀티모달 통신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의한 이용을 위해, 다른 모달리티를 나타내는 마크업 언어의 적

어도 일부를 전송하는 단계는 다른 모달리티에 연관된 마크업 언어 형식을 다른 디바이스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

기 디바이스 각각은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 중 하나를 동작시키는 멀티모달 통신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의한 이용을 위해, 다른 모달리티를 나타내는 마크업 언어의 적

어도 일부를 전송하는 단계는 다른 모달리티에 연관된 마크업 언어 형식을 동일한 디바이스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디바이스는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다른 모드로 동작시키는 멀티모달 통신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세션 동안에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 각각과 통신하기 위한 프록시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멀티모달 통신 방법.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위한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얻는 단계는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

이전트 프로그램 각각에 대해 다른 마크업 언어 형식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과 통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다른 마

크업 언어 형식은 다른 모달리티를 나타내는 멀티모달 통신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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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다른 모달리티로 동작하는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얻는 단

계는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나타내는 베이스 마크업 언어로 저작된 마크

업 언어 형식을 페치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마크업 언어 형식은 다른 모달리티로 동작하는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

로그램에 대한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식별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통신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달리티 특정 명령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출력을 동기화하

는 단계는, 동시 멀티모달 태그(CMMT)를 검출하기 위해 멀티모달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페치된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분석하고 검출된 경우에 CMMT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얻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통신 방법.

청구항 10.

멀티모달 네트워크 요소에 있어서,

동일한 세션 동안에 서로에 대해 다른 모달리티로 동작하는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달리티 특정 명령

을 얻도록 동작하는 정보 페처; 및

상기 정보 페처에 동작가능하게 결합되고, 세션 동안에 상기 모달리티 특정 명령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출력을 동기화하도록 동작하는 동시 멀티모달 동기화 조정기

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네트워크 요소.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동시 멀티모달 동기화 조정기는 세션 동안에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 각각과 통신하

기 위한 프록시를 결정하는 멀티모달 네트워크 요소.

청구항 12.

멀티모달 통신 방법에 있어서,

동일한 세션 동안에 동작하는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연관된 복수의 입력 모달리티에 대응하는 동시 멀티모

달 입력 정보에 대한 요구를 전송하는 단계; 및

동시 다른 멀티모달 정보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여 전송된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부터 전송된 수신된

동시 멀티모달 입력 정보를 융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통신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동시 멀티모달 입력 정보에 대한 요구를 전송하기에 앞서서, 주어진 세션에 대해 다른 모달리티와 연관된 각 어플리케이션

에 연관된 각각의 다른 모달리티에 대한 프록시를 결정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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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다른 모달리티에 대해 결정된 프록시를 이용하여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동시 다른 멀티모달 입

력 정보에 대한 요구를 동기화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통신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동시 멀티모달 입력 정보가 융합을 위해 적절하게 수신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기간을 기다리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통신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각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모달리티에 따라 다른 기간을 기다리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통신

방법.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복수의 입력 모달리티에 대응하는 동시 멀티모달 입력 정보에 대한 요구를 전송하는 단계는, 다른 모달

리티로 정보의 동시 입력을 요구하도록, 서로에 대해 다른 모달리티로 동작하는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통신 방법.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복수의 입력 모달리티에 대응하는 동시 멀티모달 입력 정보에 대한 요구를 전송하는 단계는, 제1 모달리

티 기반 마크업 언어 형식을 디바이스에 전송하고 제2 모달리티 마크업 언어 기반 형식을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에 전송하

여 다른 모달리티로 정보의 동시 입력을 요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통신 방법.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수신된 시간 및 수신된 개별적인 결과의 신뢰값에 기초하여 동시 다른 멀티모달 정보에 대한 요구에 응

답하여 전송된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 중 하나로부터 전송된 수신된 멀티모달 입력 정보를 조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통신 방법.

청구항 19.

제12항에 있어서, 다른 모달리티로 동작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식별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트랜스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통신 방법.

청구항 20.

멀티모달 네트워크 요소에 있어서,

각각이 동일한 세션 동안에 동작하는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연관된 복수의 입력 모달리티에 대응하는 동시

멀티모달 입력 정보에 대한 요구를 전송하는 복수의 프록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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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다른 멀티모달 정보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여 전송된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부터 전송된 수신된

동시 멀티모달 입력 정보에 동작가능하게 응답하고, 동일한 세션 동안에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부터 동시 멀

티모달 통신을 제공하도록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부터 전송된 다른 멀티모달 입력 정보를 융합하도록

동작하는 멀티모달 퓨젼 엔진

을 포함하는 멀티모달 네트워크 요소.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동시 다른 멀티모달 정보에 대한 요구는 다른 모달리티로의 정보의 동시 입력을 요구하도록 서로에 대해

다른 모달리티로 동작하는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포함하고, 상기 멀티모달 네트

워크 요소는,

동일한 세션 동안에 서로에 대해 다른 모달리티로 동작하는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얻도록 동작하는 정보 페처; 및

상기 정보 페처 및 상기 복수의 프록시에 동작가능하게 결합되고, 세션 동안에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

부터 출력된 수신된 동시 멀티모달 입력 정보를 동기화하도록 동작하는 동시 멀티모달 동기화 조정기

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네트워크 요소.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동작가능하게 결합되고, 비-세션 조건 동안 및 사용자별 기반으로, 세션 동안에

다른 동시 모달리티 통신을 위해 구성된 상기 복수의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동시 멀티모달 세션 상태 정보를 유지하

며, 상기 동시 멀티모달 세션 상태 정보에 액세스하는 것에 응답하여 동시 멀티모달 세션을 재확립하도록 동작하는 동시

멀티모달 세션 지속성 컨트롤러; 및

상기 동시 멀티모달 세션 지속성 컨트롤러에 동작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동시 멀티모달 세션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메모

리

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네트워크 요소.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마크업 언어 해석기에 동작가능하게 결합되는 마크업 언어 해석기 및 트랜스코더를 포함하고, 상기 트랜

스코더는 다른 모달리티로 동작하는 다른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식별하는 데이터를 포

함하는 모달리티 특정 명령을 트랜스코딩하는 멀티모달 네트워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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