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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모바일 폰과 같은 무선 장치의 사용자는 음성 방법 및 비음성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구매

를 하거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음성 질의를 제출하고 비음성 응답을 수신하고, 비음성 질의를 제출하고 

음성 응답을 수신하거나, 현대의 모바일 통신 장치의 음성 및 데이터 특성을 수행하는 유사한 동작을 행할 수 있다. 사

용자는 어떤 조건하에서 통지가 그 사용자의 무선 장치에 보내져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통지 기준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 선택된 구매 기준에 일치하는 구매 기회가 가용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통지된다. 사용자는 그 통지에 응답할 수 있

고, 그가 그것을 원한다면 구매 기회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혼합 모드 인터랙션은 또한, 판매자로 하여금 시기-민감

한 또는 그밖의 다른 상품/서비스의 어려운 마케팅을 더욱 유리하게 제어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전자 상거래, 비지니스 모델, 모바일 가입자, 구매 통지 기준, 구매 기회, 음성 요청, 음성 응답, 비음성 요청, 비음성 

응답

명세서

기술분야

*관련 출원과의 상호 참조*

본 출원은, 미국 가특허 출원 제 60/217,997호(출원일: 2000년 7월 13일, 발명의 명칭: MIXED-MODE INTERATI

ON/MOBILE PHONE BAR CODE ET AL, 본 출원의 양수인과 동일인의 출원임)의 이익을 주장한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장치에 관한 것이며, 특히 혼합된 음성 및 데이터를 이용하는 무선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모바일 폰 및 그밖의 다른 무선 장치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다양한 기능에 더하여, 현재에는 인터넷 또는 그밖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정보를 얻고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상당한 대면적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가진 

컴퓨터와는 달리, 모바일 폰 및 그밖의 다른 상당히 소형인 무선 장치들은 전통적인 컴퓨터에 의해 제공되는 것만큼 

편리하게 인터넷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전통적인 '웹 브라우징'은 종래의 크기의 컴퓨터와 함께 개발되었

기 때문에, 약간의 의문점이 생겼다.

초기의 무선 장치의 더욱 작은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의해 부여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더욱 적절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도록 많은 옵션이 무선 장치 제조자 및 무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추구되고 있다. 더욱 보급된 방법들 중의 하

나가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물론, 무선 장치의 전체적인 크기가 감소하게 되면, 물리적

인 제약조건은 노력의 효과를 계속하여 제한하게 된다. 다른 방법은, 그 디스플레이를 일차적으로 텍스트적인(textua

l) 객체로 제한함으로써 가용한 스크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 두가지 방법을 결합한 것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주지만, 이용의 용이성에 대한 장애는 극복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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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전통적인 웹 브라우징은 때때로 특정의 웹 페이지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유니폼 자원 로케이터(U

RL)를 기입(enter)할 것을 요구한다. 작은 크기의 대부분의 무선 장치는, 키보드 스타일의 키패드가 제공되어 있을 지

라도, 텍스트를 기입하는 것이 어렵다. 표준적인 전화기 스타일의 키패드만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텍스트를 기입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소형의 인터페이스와 키패드를 이용하여 웹 사이트를 항해하는 것과 연계된 이러한 내재적인 난점들은 많은 인터넷 

타입의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채용하는데에 대한 직접적인 장애가 되어 있다. 무선 장치가 인기를 끌면서, '무선 웹'과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더욱 용이한 수단은 이점을 줄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래서, 필요한 것은 많은 무선 장치 상에서 이용가능한 음성 기능성 및 이들과 동일한 장치에 연계되어 있는 데이터 

능력을 이용하는 길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는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발성된(spoken)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및 그 발성된 입력과 연계된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또한, 그 

발성된 입력에 대한 비음성(non-verbal) 응답을 무선 통신 장치에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비음성 응답은 그 탐색

된 정보에 기초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그 입력은 비음성적이고, 그 응답은 음성적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발성된 입력을 수신하도록 구성가능한 서버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제

공한다. 이 서버는 더나아가, 그 발성된 입력과 연계된 정보를 탐색하도록, 그리고 그 발성된 입력에 대한 비음성 응답

을 무선 통신 장치에 전달하도록 구성가능하다. 비음성 응답은 그 탐색된 정보에 기초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그 

입력은 비음성적이고, 그 응답은 음성적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무선 통신 장치 사용자로부터 구매 통지 기준(purchase motification criteria)을 획득하

는 단계, 구매 기회와 연계된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및 구매 통지 기준 중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구매 기회를 선

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더나아가, 사용자에게 선택된 구매 기회를 무선 통신 장치를 통

해 통지하는 단계, 통지에 응답하여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발성된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및 그 발성된 입력에 대한 

비음성 응답을 사용자의 무선 통신 장치에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그 입력은 비음성적이

고, 그 응답은 음성적이다.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의 이점은, 종래의 무선 인터넷 접속 방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게, 인터넷으

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다른 이점은, 종래의 무선 구매 방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게, 인터넷으로부터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의 또 다른 이점은, 판매자, 공급자, 납품업자들이, 어려운 시기-민감한, 로케이션-민

감한, 또는 일반적 재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의 또 다른 이점은, 공급자가 잠재적인 고객과 그 고객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더욱 용이하게 통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 응답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점은, 본 발명에 따른 다양한 방법은 기존의 무선 장치의 음성 및 데이터 능력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에 있어서, 구성에 관련된 구성요소의 방법, 동작, 및 기능과, 부품의 조합 및 제조의 경제성 뿐만아니라, 그밖

의 다른 목적, 이점, 특성 및 특징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를 통해 분명해 질 것이며

, 그 도면 전체는 본 명세서의 일부를 이루며, 다양한 도면들에서 유사한 참조번호는 대응하는 부분을 지시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가입자와 서버 사이의 통신 경로의 다양한 타입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혼합 모드 전자 상거래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임펄스' 구매 트랜잭션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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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비지니스 모델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실시예

도 1 내지 도 4는 인터넷 상거래(commerce)를 수행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혼합형 음성/데이터 무선 시스템을 나타

낸다. 이하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혼합 모드 무선 시스템의 다양한 실시예는 무선 고객이 그들

의 무선 장치로부터의 음성 요청을 하고, 동일한 또는 다른 무선 장치를 이용하여 데이터 응답을 수신하게 한다. 대안

적으로는, 비음성 요청이 이루어지고 음성 응답이 수신될 수 있다.

우선 도 1을 참조하면서, 모바일 가입자(110)와 웹 서버(150) 사이의 다양한 혼합형 통신 경로가 검토될 것이다. 모

바일 가입자(110)는 바람직하게는, 음성 및 데이터 능력을 양쪽 모두 가진 무선 장치를 이용하는 개인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서는 음성 능력을 가진 하나의 장치와 데이터 능력을 가진 다른 장치의 조합도 이용될

수 있다. 음성 및 데이터 능력을 양쪽 모두 가진 장치의 기본적인 예는 어떤 셀룰러 폰과 PCS 폰이 있다. 음성 능력만

을 가진 장치에는, 좀더 오래된 모바일 폰, 2방향 무전기(radio) 등이 있고, 데이터 능력을 가진 장치에는,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와, 가장 일반적인 휴대가능 컴퓨터 등이 있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모바일 가입자(110)는 정보에 대한 음성 요청을 음성 요청/응답 채널(112)을 통해 

발송하여 웹 서버(150)과 통신을 개시한다. 음성 요청/응답 채널(112)은, 어떠한 필수적인 셀룰러 또는 PCS 국, 전화

선, 리피터, 라우터, 통신 교환기 등이라도 포함하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모바일 폰 또는 그밖의 다른 무선 장치로부터

음성 호출(call)을 하는데에 이용되는 것이다. 음성 요청은 웹 서버(150)의 음성 서비스(155)에 의해 수신되고, 그 서

버는 음성 요청을 웹 서버(150)가 처리하는데에 더욱 적절한 데이터 포맷으로 번역한다. 웹 서버(150)는 변환 서비스

(240) 또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이용하여, 데이터 소스(190)를 접속하여 모바일 가입자(110)에 의해 요청된 정

보를 탐색한다. 데이터 소스(190)는 바람직하게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가능하지만, 웹 서버(150)

를 제어하는 동일한 개인 또는 조직체의 제어하에서 개인적으로 접속가능한 데이터 소스를 포함할 수 있다. 일단 웹 

서버(150)가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소스(190)으로부터 탐색하면, 그 정보는 비음성 포맷으로 모바일 가입자(110)에

게 전달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모바일 가입자(110)는 사용자 개시형 룩업 채널(110)을 통하여 제출된 비음성 요청을 이용하

여 통신을 개시하고, 음성 요청/응답 채널(112)은 비음성 요청에 대한 응답을 전달하는데에 이용된다. 비음성 요청은 

웹 서버(150)에 의해 처리되고, 그 결과는 음성 서비스(155)를 이용하여 음성 포맷으로 변환된다. 음성 포맷된 결과

는 다음에, 음성 요청/응답 채널(112)을 통하여 모바일 가입자(110)에게 제공된다. 특별히 주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본 명세서 의 나머지 부분의 전체를 통해, 모바일 가입자가 음성 요청을 통해 통신을 개시하고 비음성 응답을 수신하

는 프로시저, 이벤트, 매쏘드 등에 대한 언급은, 사용자가 비음성 수단을 통해 통신을 개시하고 음성 응답을 수신하는 

반대의 상황도 적용된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음성 및 비음성 요청/응답 포맷 양쪽 모두를 이용한다. 많은 비음성 

요청/응답 포맷이 본 발명을 구현하는데에 이용될 수 있고, 다양한 실시예에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적절한 응답 포

맷의 서로 다른 조합을 채용한다. 이러한 응답 포맷의 하나가, 무선 마크업 언어(WML) 응답이다. WML은 인터넷 또

는 그밖의 다른 콘텐츠를 모바일 폰 또는 그밖의 유사한 무선 장치에 전달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주문제작된 것인 반

면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는 랩탑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과 같은 종래의 프로세싱 

시스템에 콘텐츠를 전잘하는 더 일반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W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

와 유사한 데이터 포맷이다. WML은 무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WAP)에 따르는 무선 장치로 하여금, HTML 순응

형 웹 브라우저가 더욱 큰 스크린을 가진 컴퓨터 상에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데 이용되는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스크린 상에의 정보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웹 브라우저를 구현하게 한다. HTML과 같이 WML은 태그 기반형이고, 텍

스트, 이미지 프리젠테이션, 데이터 입력 및 폼을 지원한다. WAP 순응형 무선 장치는 공통적으로, 사용자가 숫자 키

를 누룸으로써 텍스트를 기입하도록 한다. WML과 HTML에 부가하여,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는 변형된 HTML, 팜

(Palm) 질의 접속(PQA) 또는 그밖의 다른 적절한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주목할 것은, 다음의 설명에 있어서, WML은

단지 예시적인 의도로 이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설명은 다른 적절한 프로토콜에 동등하게 적용되며, 전술한 것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WML 요청, 즉 음성 요청에 대한 WML 응답을 보내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 WML 요청/응답은 WML 응답 채널(114)

을 통해 보내지며, 이 채널은 WAP 게이트웨이(160)을 포함하고, 그 게이트웨이는 무선 네트워크와의 이용을 위한 W

AP 프로토콜에 따른 응답을 포맷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WAP 게이트웨이(160)는 기존의 제3자(

third party) 게이트웨이이고, 그의 다양한 구현체들이 본 발명을 구현하는데에 이용될 수 있다. WML 1.1과 같은 W

ML 버전은 액티브 브라우저 세션이 존재하는 것을 요구하면, 단일의 무선 장치만을 가진 사용자는 음성 요청/응답 채

널(112)을 통해 음성 요청을 보내는데에 이용되었던 음성 호출(call)을 종료하고, WML 응답을 수신하기 위해 브라우

저 세션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발성(eventuality)를 수용하기 위해, 응답의 전달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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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 브라우저 세션을 개시하게 하도록 충분한 량의 시간동안 지연될 수도 있다. WML 1.2와 같은 다른 WML 버전은

액티브 브라우저 세션을 개시할 필요없이 WML 데이터를 전달하는 능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메시지 전송을 위한 액

티브 브라우저 세션을 요구하지 않는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것은, WML 응답을 수신하기 전에 사용자가 음성 호출을 

종료할 필요를 부정한다.

본 발명에 따라 채용될 수 있는 다른 비음성 요청/응답 포맷은, 쇼트 메시징 서비스(SMS) 메시지이다. SMS은, 모바

일 폰 및 이와 유사한 장치에게 쇼트 텍스트 메시지를 푸시(push)할 수 있는 '푸시' 기반형 프로토콜이다. 푸시 기술은

, 서버가 클라이언트와의 정보 교환을 개시하는 클라이언트/서버 기반형 모델이다. 푸시 트랜잭션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와의 정보 교환을 개시하는 풀(pull) 트랜잭션과는 반대이다. 당해기술분야의 숙련된 자라면 종래의 웹 브라우저

는 유니폼 자원 로케이터(URL)의 이용을 통해 원하는 인터넷 주소로부터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풀 트랜

잭션을 채용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SMS 메시지가 푸시 모델의 예이더라도, SMS 메

시지는 풀 프로토콜과 결합되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친숙하지 않은 도시에서 운전하고 있는 모바일 가입자(110)를 예로서 고려하자. 모바일 가입자(110)는 그의 현재의 

위치에 가까운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그의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음성 요청을 한다. 그 음성 요청은 음

성 요청/응답 채널(112)을 통해 웹 서버(150)에 전달되고, 웹 서버(150)는 음성 서비스(155)를 이용하여 그 음성 요

청을 해석한다. 웹 서버(150)는 그 해석된 음성 요청을 이용하여 데이터 소스(190)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며, 그 데이

터 소스는 인터넷 사이트 및/또는 다른 정보 소스일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웹 서버(150)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그

지역의 음식점의 이름 및 위치를 포함하는 로컬 엔터테인먼트 웹 사이트의 URL일 수도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웹 

서버(150)는 그 URL을 SMS 게이트웨이(170)를 포함하는 SMS 메시지 채널(116)을 통해 SMS 메시지로 모바일 가

입자(110)에게 다시 푸시한다. WAP 게이트웨이(160)로써, SMS 게이트웨이(170)는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를 구현하는데 이용되는 제3자 시스템이다. 사용자는, 다음에, SMS 메시지를 볼 수 있고, 그 URL을 브라우저

에 띄우며(launch), 여기서 그 브라우저는 그 URL에 의해 지시된 웹 페이지를 탐색(풀)한 것일 수도 있다. 다른 실시

예에서는, 웹 서버(150)에 의해 수집된 정보의 특정의 장소가, URL을 대신하여 또는 이에 부가하여 모바일 가입자(1

10)에 전달되는 텍스트 SMS 메시지내로 컴파일된다. SMS 텍스트 메시지내의 특정의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원하

는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사용자가 브라우저 세션을 시작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단순 메일 전송 프로토콜(Simple Mail Transport Protocol; SMTP)이 다른 실시예에서 모바일 가입자(110)에 대한 

비음성 응답을 전달하는데에 이용된다. SMTP는 전자 메일(이메일) 프로토콜의 일 타입으로서, 웹 서버(150)에 의해 

수집된 정보가 모바일 가입자(110)에게 메시지 또는 첨부물(attachment)로서 전달되도록 하게 한다. 이 정보는 바람

직하게는 텍스트 이메일 메시지로서 포맷되고, SMTP 게이트웨이(180) 및 SMS 게이트웨이(170)를 통해 모바일 가

입자(110)에게 전달된다. 다른 예로서는, 음성 요청을 이용하여 통신을 개시하는 대신에, 모바일 가입자(110)는 SM

TP 포맷된 이메일 요청을 전달할 수도 있고, 웹 서버(150)는 SMTP 요청에 대한 음성 응답을 전달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모바일 가입자(110)는 북마크를 설정하여 결과 페이지의 URL에 용이하게 접속한다. 

모바일 가입자(110)는 사용자 개시형 룩업 채널(118)을 통해 웹 서버(150)에 음성 요청을 전달한다. 웹 서버(150)는 

요청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미리 정해진 결과 페이지에게 기록한다. 모바일 가입자(110)는 다음에 그 정보를 

그 북마크된 URL을 이용하여 그 미리 지정된 결과 페이지로부터 탐색한다. 그 북마크된 URL은 주소 바(bar)를 타이

핑하거나,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된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모바일 가입자(110)에 의해 이동되고 있는 모바일 장치상

의 미리 정해진 버튼 또는 일련의 버튼을 액티브시키거나, 어떤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도 액티브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모바일 가입자(110)가 음성 요청을 제공하고 웹 서버(150)가 비음성 회신으로 응답하는 시스템

으로서 도 1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또한, 모바일 가입자(110)가 전술한 SMPT, 

SMS, 또는 WML과 같은 적절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비음성 요청을 제공하고 웹 서버(150)가 모바일 가입자(110)

에게 음성 요청/응답 채널(112)을 통해 음성 응답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반대로도 이용될 수 있다. 모바일 가입자(11

0)와 웹 서버(15) 사이에서의 음성 및 데이터 인터랙션과 프로토콜의 수많은 적절한 조합이 여기에 개시된 원리에 따

라 구현될 수 있다.

다음, 도 2를 참조하면, 일반적으로 참보번호 200으로 지시된 혼합 모드 시스템이 기능적 다아어그램이 나타나 있다.

혼합 모드 시스템(200)이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를 구현하는데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250)는, 음성 월렛(252), 

룰 엔진(254), 데이터베이스(256), 로케이션 서비스(259)를 포함하며, 그러나 이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HTTP 서

버(220)는 데이터 변환 서비스(240)와 메시지 버스(270)를 통해 서비스(250)에 접속한다. 데이터 변환 서비스(240)

는 또한 통지 서버(230) 및 외부 상거래 서버(260)과 인터페이스하기 위해 이용된다. 도 1에서 의 모바일 가입자(110

)와 관련하여 설명되었던 사용자 장치(210)는 HTTP 서버(220)와 직접적으로 또는 음성 서비스(155)를 통해 인터페

이스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통지는 전술한 비음성 프로토콜들을 이용하여 사용자 장치(210)에게 음성 서비스(155)

를 통해 또는 직접적으로 통지 서버(230)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혼합 모드 시스템(200)은 콘텐츠 입력(215)을 통해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통지들은 음성적이든 비음성적이든 모두가, 바람직하게는 세션 지향형(sessi

on oriented)이라는 것이다. 세션 지향형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가입자(110)(도 1)는 다중의 메뉴 레벨을 통해

'드릴다운(drill-down)'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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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모드 시스템(200)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예에 있어서, 모바일 가입자(110)(도 1)는 사용자 장치(

210)로부터 HTTP 서버(220)에 음성 서비스(155)를 통해 보낸다. 사용자 장치(210)는 바람직하게는 모바일 폰 또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양쪽 모두가 가능한 다른 사용자 장치를 포함한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서는, 하나의

장치는 음성 가능 장치, 예로서 오래된 셀룰러 폰이고, 다른 하나의 장치는 데이터만이 가능한 어떤 PDA와 같은 것이

다. 이들 두 장치는 음성 요청을 보내고 데이터 응답을 수신하는 것 또는 데이터 요청을 보내고 음성 응답을 수신하는

것이 가능한 혼합 모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조합되어 이용될 수 있다.

음성 서비스(155)는 음성 인식 및/또는 번역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어떤 적절한 조합도 포함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는, 음성 서비스(155)는 발성된 요청을 HTTP 서버(220)에 의해 이용하기 위해 적절히 포맷된 데

이터로서 번역하는데에 이용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음성 서비스(155)는 HTTP 서버(220)로부터의 응답을 음성 가

능 사용자 장치(210)로의 전달을 위한 음성으로 변환하는데에 이용된다. 음성 서비스(155)는 또한 후술하는 음성 월

렛(252)과 결합하여 이용될 수도 있다.

콘텐츠 입력(215)를 통해 수신된 콘텐츠는 음성 서비스(155)에 의해 번역된 후에 HTTP 서버에 라우트된 음성 콘텐

츠이거나, 또는 HTTP 서버(220)에 직접적으로 전달된 데이터 콘텐츠일 수 있다. 이 콘텐츠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기

록된 오디오 및/또는 비주얼 콘텐츠, 데이터 베이스 DBMS(256)내에 저장된 다양한 타입의 정보, 또는 본 발명을 구

현하는데에 가치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적절한 타입의 콘텐츠라도 포함한다.

HTTP 서버(220)는 사용자 장치(210)로부터의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250)를 채용한다. HTTP 서버(220)는 

서비스(250)에 데이터 변환 서비스(240)를 통해 접속하고, 그것은 다시 메시지 버스(270)를 이용한다. 데이터 변환 

서비스(240)는 확장가능 마크업 언어(XML) 다큐먼트를 생성하기 위한, 뿐만아니라 외부 상거래 시스템(260) 또는 

그밖의 다른 외부 시스템 및 장치에 의해 채용될 수 있는 서로 다른 XML 다큐먼트 다이얼렉트(dialect)들 간의 전환

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API)를 공급한다. 다양하고 적절한 스크립팅 언어가 본 발명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

들 기능을 수행하는데에 채용될 수 있다.

외부 상거래 시스템(260)은 인터넷 웹 사이트 및 웹 페이지, 및 재고관리, 스케줄링, 운송을 위해 기업에 의해 관리되

는 사설 시스템, 또는 다른 유사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외부 상거래 시스템(260)은 이용 가입자(110)(도 1)로 하여금 

외부 상거래 시스템(260)의 제어하에서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데이 이용될 수도 있다. 대안으로서는, 외

부 상거래 시스템(260)은 데이터베이스 DBMS (256)내의 저장을 위한 또는 다른 서비스(250)에 의해 이용을 위한 정

보를 공급할 수도 있다. 메시지 버스(270)는, 외부 시스템과의 더 많은 상호동작성, 혼합 모드 시스템(200)내에서 향

상된 내부 모듈성 및 강화된 확장성(scalability)을 제공하고는 것에 더하여, 공표/가입 능력을 혼합 모드 시스템(200)

에 부여하는데에 이용된다.

서비스(250)는 사용자 장치(210)를 질의를 하고 응답을 수신하는데 채용하는 모바일 가입자(110)(도 1)에게 값을 제

공하는데 이용된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서는, 음성 월렛(252)는 보안적(secure)이고 용이 접속가능한 검증된 저

장 영역을 민감한 구매 정보에 제공한다. 음성 월렛(252)은 신용 카드 번호, 만료일, 개인 식별 번호(PIN), 및 구매 트

랜잭션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그밖의 다른 정보의 저장을 위해 고려한다. 사용자는 그의 음성 월렛(252)내에 구매정

보를 한번 저장하면, 다시 그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구매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는 어떤 필요한

구매 트랜잭션을 불러오기 위해 미리 정해진 프레이즈를 발성하기만하면 됨으로써, 새로운 구매 트랜잭션을 원하는 

각각의 시기마다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서는, 미리 정해진 프레이즈는 사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그밖의 비보안적(non-secure) 프레

이즈이다. 그의 음성 월렛(252)의 보완성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단순히 그 프레이즈를 발화하고, 그 프레이

즈는 기록된다. 사용자가 그의 음성 월렛(252)에 접속하기를 원하면, 그는 단지 미리 정해진 프레이즈를 사용자 장치(

210)에 발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그 발성된 프레이즈를 음성 서비스(155)를 통해 음성 월렛(252)으로 전송한다. 

음성 월렛(252)은 그 발성된 프레이즈 특성과 기록된 프레이즈를 비교하여, 그 발화자가 월렛(252)에 접속 권한이 있

는지를 판정한다. 민감한 신용 카드 정보를 보안하기 위해 음성 검증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보안성의 레벨을 매우 

높게 제공하면서도, 사용자로 하여금 귀찮은 데이터 입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다른 서비스인, 룰 엔진(254)은 데이터베이스 DBMS(256)에 저장된 정보, 및 외부 상거래 시스템(260)과 콘텐츠 입

력(215)으로부터 수신된 정보와 결합하여 작동한다. 룰 엔진(254)은 고객 관심을 가격, 위치, 수량과 같은 재고 속성 

및 시간과 쓰레시홀드(threshold)와 같은 동적인 속성을 상호관계시킨다. 룰 엔진은, 하나의 사이드는 관심 룰의 평가

를 수행하고 다른 사이드는 통지 룰을 평가하고 실행하는 한은, 듀얼 사이드형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는, 각각의 룰이 2세트의 정보를 포함한다. 그 첫번째 세트의 정보는 1 내지 n 리스트의 조건이고 그들의 부울(

Boolean) 관계성이다. 그 두번째 세트의 정보는, 특정의 룰이 평가되는 경우에 고려되는 1 내지 n 리스트의 액션이다.

그 기본적 예는, 매 영업일마다 3시에 구매하는데 가용한 생산의 통지를 위한 지속적(standing) 요청에 응답하여 초

과 재고를 가진 로컬 생산 공급자를 리스트하는 SMS 메시지를 특정하 는 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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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엔진(254)이 동작하는 많은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DBMS(256)내에 저장되어 있다. DBMS(256)는 바람직하게는,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베이스(257)와 재고 데이터베이스(258)를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및/또는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

스들이 본 발명의 목적을 부합하면서 채용될 수도 있다. 재고 데이터(258)는 외부 상거래 서버(260)와 콘텐츠 입력(2

15)으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베이스(257)는 바람직하게는, 사용자의 선호도, 

구매 패턴, 배송 주소, 지불 정보 등과 연계된 정보를 포함한다. 이들 정보 중 일부는 바람직하게는, 사용자 장치(210)

를 통해 모바일 가입자(110)(도1)에 의해공급되고, 다른 정보는 과거의 사용자 액션으로부터 수집된다. 사용자 프로

필 데이터베이스(257)는 가용한 구매 옵션 또는 그밖의 것에 관한 해당 정보를 모바일 가입자(110)에게 제공하는데 

유용할 수 있는 어떠한 적절한 정보라도 포함할 수 있다.

재고 데이터베이스(258)는 바람직하게는, 가용한 상품, 서비스, 숙박(accomodation), 또는 그밖의 다른 구매가능한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재고 데이터베이스(258)는 외부 상거래 시스템(260)에 의해 신속하

게 업데이트되어, 재고 데이터베이스(258)에의 정보가 현재 가용한 구매 기회를 정확하게 반영하게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서는,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베이스(257)내의 정보는, 특정의 모바일 가입자(110)에게

보내져야 할 통지의 시기 및 타입을 결정하기 위해 룰 엔진(254)을 이용하는 재고 데이터베이스(258)내에 저장된 현

재 가용한 구매 기회와 대조된다.

데이터베이스 DBMS(256)내에 저장된 정보에 더하여, 룰 엔진(254)은 통지가 사용자 장치(210)의 특정한 하나에 보

내져야 하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로케이션 서비스(259)로부터의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로케이션 서비스(259)

는 로케이션 결정 및 검색 기능들을 책임진다. 이들 기능은, 지오코딩(geocoding) 주소, 라우트 플로팅, 동적 플로팅, 

지오데틱(geodetic) 데이터베이스 검색 등을 포함하지만, 이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모바일 가입자의 위치가 

결정되면, 룰 엔진(254)은 그 모바일 가입자(110)에 지리적으로 관련된 구매 기회를 확인하기 위해 위치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다. 로케이션 서비스(259)는, 단지 관련된 정보만이 모바일 가입자(110)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재고 데이터베이스(258), 외부 상거래 시스템(260) 또는 콘텐츠 입력(215)으로부터의 정보와 결합하여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바일 가입자(110)가 영업 출장 중이고 테일러(tailor)를 찾는 요청을 제출하면, 사용자는 아마

도 그의 가정이 있는 도시내에 테일러의 전화 번호를 이용할 수 없고, 오히려 그의 현재의 위치에 가까운 테일러를 찾

는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다. 지구 위치확인 위성(GPS) 좌표, 사용자 제공형 좌표, 및 셀룰러 및 PCS 시스템으로부

터 이용가능한 로케이션 정보의 이용을 포함하는 다양한 로케이팅 기법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

고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인식될 것이다.

도 3을 참조하면서, 혼합 모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거래를 수행하는 방법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설명될 것

이다. 이 방법은, 구매 통지 기준이 얻어지는 단계(310)로부터 시작한다. 바람직하게는, 구매 통지 기준은 사용자에 

의 해 확인된 특정의 환경, 또는 이벤트를 포함하며, 그것의 생성은 통지를 촉발시킨다. 예를 들면, 수집가(collector)

는 그 수집가의 가정의 주위에 어떤 설정된 지역적 영역내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된 엘비스(Elvis) 기념품(memorabili

a)를 그에게 통지할 것을 원한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그 사용자가 아닌 다른 소스로부터 얻어

지거나 유래하는 부가적인 통지 기준이 본 발명의 목적에 부합하여 채용될 수도 있다. 통지에 대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에 부가하여, 그 수집가는 그가 받기를 원하는 통지의 타입을 특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엘비스 기념품이 1,000

달러 이상의 가격이라면, 그는 그의 모바일 폰상에 SMTP 이메일 메시지를 수신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 기념품이 100 달러보다 낮은 가격이면, 그 수집가는 판매자에 대한 접촉 정보를 지시하는 SMS 메시지를 수신하기

를 원할 수도 있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서는, 그 통지는 모바일 폰을 통해 음성 통지의 형태로 얻어질 수도 있다. 

다른 통지 방법은 도 1을 참조하면서 설명되었다.

구매 통지 기준이 단계 310에서 얻어지면, 구매 기회 정보는 단계 320에서 얻어진다. 구매 기회 정보는 판매를 위한 

아이템의 설명, 가격, 가용성, 로케이션, 및 유사한 정보를 포함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구매 기회 정보는 

도 2의 재고 데이터베이스(258)내에 저장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또는 근접-실시간 방식으로 얻어질 수도 있

다.

이 방법은, 단계 330으로 계속되며, 여기서 단계 310에서 얻어진 구매 기회들로부터 구매 기회가 선택된다. 이 선택

은 바람직하게는, 단계 310에서 얻어 진 구매 통지 기준에 기초한다. 유효하게는, 단계 330은 고객에 의해 제공된 통

지 기준에 일치하는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구매 기회를 찾는다. 일치가 발견되면, 이 방법은 단계 340으로 진행하고, 

그 모바일 가입자에게는 그 통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택된 구매 기회가 통지된다. 구매 기회의 통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이미 설명하였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서는, 통지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때에, 사용자의 모바일 장치는 가청적, 시각적, 또는 촉감적(

tactile) 경보(alert)를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통지가 수신되었음을 인식하게 한다. 이 경보는 표준적인 벨소리, 삐

삐음(beep) 등을 포함하는 특정의 울림 또는 진동 패턴이거나, 그 밖의 다른 적절한 경보일 수도 있다. 사용자는 그 

선택된 구매 기회들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이용하기 위해 음성 요청으로써 그에 경보된 통지에 응답할 수도 있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서는, 드릴다운 타입의 메뉴를 내장하고 있는 음성 또는 데이터 통지가 통지 세션을 확립하여,

그 사용자가 더 상세한 또는 특정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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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50에서는, 사용자의 요청이 혼합 모드 시스템(200)(도 2)에 의해 수신되고 처리된다. 이 처리는 구매 주문을 

승락하는 것, 구매 기회에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 통지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그밖의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 비음성 응답이 원래의 통지가 전달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발성된 요청에 응답하여 사용자의 

무선 장치에 전달된다.

주목할 것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특별한 실시예가 설명되었지만, 수많 은 적절한 변형례가 본 발명을 구현하는데

에 채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계 350에서, 사용자는 발성된 입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예/아니오' 버튼 또

는 지정된 순서의 키들을 해제하는 등의 비음성 입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단계 360은 비음성 응답 대신에 음성

응답을 전달할 수도 있다. 부가적으로, 단계 340에서 제공된 원래의 통지는 구매 기회를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음성 

호출의 형태로 전달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단계가 생략되거나 더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일실시예에서

는, 통지에 의해 먼저 프롬트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보에 대한 음성 및/또는 데이터 요청을 보낸다. 그 요청은 

구매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에는 인터넷에 접속하는데에 

또는, 여기에 개시된 혼합 모드 원리에 따른 구매 또는 비구매 관련의 태스크를 수행하는데에 이용될 수도 있다.

도 4를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에 따른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설명될 것이다. 고객(410)은 3개의 주요

한 구매 인자: 스케줄링(412), 로케이션(414), 및 관심(416)에 관계되어 있다라고 가정된다. 스케줄링(412)은 구매 

기회가 필요한 때에 가용한지 여부를 고려한다. 예를 들면, 고객(410)은 2주후에 중요한 회의전에 새로운 정장을 구

매할 필요가 있다면, 한달 후에 시작하는 세일은 고객(410)의 스케줄링 관심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로케이션(414

)은 고객(410)의 현재의 로케이션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만약 고객(410)이 캘리포니아에 있다면, 뉴욕에서 차를 렌트

하는데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심(416)은 사용자의 선호도와 관련되어 있다. 고객(410)이 노스 사이

드의 타운에 다가구 임대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관심을 나타내면, 사우스 사이드의 타운에 위치하는 단독 가구가 시장

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매번 통지하더라도 그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의 구매 기회가 이들 3개

의 인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경우에, 고객(410)은 그 구매 기회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즉시 관심을 끄는 구매 인자의 하나는 가격 기준이다. 특별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가격이 관

심(416)의 요소로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할 것이다. 이전의 예로 가서 계속하면, 고객은 특정의 가격 범위내에

서 다가구 임대 부동산을 구매하기를 원한다면,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기회를 그 고객에 통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관심의 가격 범위를 특정하는 다양한 방법은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도 채용될 수 

있다. 어떤 가격 범위가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예는, 초기의 구성 단계(phase) 동안에 사용자에게 '가격 허용 선

호도'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사용자에게 특정된 '가격 허용' 범위내의 가격을 가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심(41

6)에는 가격 관심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관심(416)은 특정의 아이템, 서비스, 오브젝트 등에 연관될 수도

있는 어떤 적절한 사용자 선호도라도 포함한다는 것은 인식할 것이다.

파트너(420)는 상품, 서비스, 부동산, 정보 또는 구매에 가용한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파트너(420)는 생산 스케

줄(413), 생산 로케이션(415), 및 제품(416)을 포함하는 판매 인자에 관심이 있다. 생산 스케줄(413)은 판매를 위한 

제품의 가용성과 관계되고, 생산 위치(415)는 그 제품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와 관계된다. 예를 들면, 파트

너(420)가 전국적 체인을 가진 자동자 판매권자 로서 아틀란트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4륜 구동 트럭의 재고를 많이 가

지고 있고 달라스에서는 동종의 4륜 구동 트럭의 재고를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파트너(420)는 아틀란타의 과잉

의 차량을 판매하는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판매할 제품(416)의 특성과 수량도 또한 고려되는 인자이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410)에게 중요한 구매 인자를 파트너(420)에 의해 이용된 판매 

인자와 상관시키는 시스템(450)을 채용한다. 판매 인자가 구매 인자와 부응하게(align) 되는 경우에, 구매 기회의 통

지가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450)은 고객 입력/출력 기술(460) 및 파트터 입력/

출력 기술(465)에 의해 나타내지는 바와 같은 현재 가용한 자원과, 미래의 패킷 기반형 마이그레이션(migration)(440

) 및 미래의 로케이터 기술(430) 등의 예상되는 미래의 기술적 진보의 양쪽 모두로써 통합을 제공하도록 확장가능하

다.

요약으로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특정의 혼합 모드 트랜잭션의 다음의 예들을 고려하자. 제 1 실시예에서는

, 한 개인이 쇼핑몰에 있고, 서프보드(surfboard)가 '50% 할인'으로 세일로 나온 것을 알게 된다. 광고된 세일 가격이 

정말로 바겐세일인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는 그의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서프보드 가격에 대한 음성 요청을 한다. 

그 요청은 도 2에 개시된 것과 유사한 시스템에 수신되고 번역된다. 그 시스템은 그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어떤 관련 정보를 찾는다. 다음, 그 시스템은 인터넷을 검색하고, 전용의 서프보드 재판매 웹 사이트로부터 서프보드 

가격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다. 그 시스템은 그 웹 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정보를 결합하고, 그 정보를 SMS 

텍스트 메시지로 포맷한다. SMS 텍스트 메시지는 그 결합된 정보를 그 개인의 모바일 폰으로 보내는데에 이용되고, 

그것은 메시지의 수신의 삐삐음을 내어 사용자에게 경보한다. 모바일 폰 사용자는 다음에, 그 수신된 정보를 보지만, 

그 메시지에 리스트된 특정의 서프보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서는, SMS 텍스트 메

시지는 드릴다운 메뉴 능력을 포함한다. 드릴다운 메뉴 능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방법은, SMS 텍스트 메시지 내에 W

ML 태그를 포함시키고 이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URL에 접속하게 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URL 태그를 선택하고, 그것은 그의 모바일 폰이 액티브 브라우저 세션을 개시하게 하고, 자동적으로 그를 그 UR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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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식별된 웹 사이트로 데려간다. 사용자는 이제,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가지게 되어, 정보형 결정(informe

d decision)을 하게 된다.

제 2 실시예에서는, 도 1과 함께 설명한 모바일 가입자(110)를 고려하자. 이 실시예에서는, 모바일 가입자(110)는 냉

동식품 저녁식사의 준비 및 냉동에 이용되는 새로운 냉동 장치를 찾고 있는 식품 준비 회사의 경영자이다. 모바일 가

입자(110)는 냉동 식품 준비에 이용되는 장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저온 냉동기가 판매에 가용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메일 통지 및 음성 통지 양쪽 모두의 수신에 의해 그에게 통지될 것을 지적하는 통지 기준을 구성한다.

한편, 소규모 신규 회사가 새로운 타입의 저온 냉동기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구매자를 찾고 있다. 혼합 모드 무선 시스

템의 제공자를 가진 소규모 회사 파트너들은 그 제 공자로 하여금 새로운 냉동기를 관심있는 자들에게 광고하게 한다.

전술한 다양한 룰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제공자는 그 경영자의 통지 기준과 파트너의 판매 기준을 매칭시키고, 통지

가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그 경영자에게 그 모바일 폰으로 전화가 걸려오고, 컴퓨터 생성 음성 메시지가 전달되어, 그에게 냉동기를 구매할 기

회를 알려준다. 동시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이메일 메시지가 그의 모바일 폰에 전달된다. 그 경영자는 음성 

또는 비음성 수단을 이용하여 음성 통지 또는 이메일 메시지에 응답할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음성 통지 및 비

음성 통지 양쪽 모두는 바람직하게는 세션 지향형이고, 이로써 드릴다운 메뉴 능력을 제공한다. 그 경영자가 그 냉동

기를 구매하고자 한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음성 통지에 응답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그는 그의 음성 월렛에 접속하여

미리 정해진 프레이즈를 발화할 것을 요구받게 되고, 이로써 그 구매는 완성된다. 구매의 확인은 그 경영자의 모바일 

폰에 다양한 메시징 및/또는 음성 포맷을 이용하여 보내질 수 있다.

제 3 실시예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심부름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고려하자. 바쁜 쇼핑의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한 아이템을 사는 것을 잊어 버린 것을 알게 되고, 그녀는 사이즈를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브랜드의 바지를

찾을 필요가 있게 되었다. 상점마다 돌아다니며 그 필요한 바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녀는 웹이 가능한 모바일 폰

으로 호출을 하고 그 필요한 바지를 재고로 가지고 있는 상점의 위치에 대한 음성 요청을 한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잠시후 그녀의 전화에는 SMS 메시지를 수신하였다는 것을 그녀에게 통지하는 삐삐음이 울 린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생성된, 그 SMS 메시지는 그 원하는 바지를 재고로 가지고 있는 그녀 근처의 상점의 위치 지도를 가지고 있다. 그녀

는 다음, 그 상점으로 가서 그 아이템을 고른다. 대안으로서는, 그녀는 그 SMS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그녀의 모바일 

폰의 음성 또는 웹 능력을 통해) 보내고, 그 상점이 그 바지를 팔지 말고 있도록 하는 유지 요청한다. 그 상점은, 다시, 

그 어머니에게 그녀의 모바일 폰에 전화를 걸어 (또는 다른 SMS 메시지를 보내어), 그 바지가 확실하게 유지되고 있

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그 유지 요청에 대한 응답할 수 있다.

이제, 판매 대리상이 골치아파하는 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에 본 발명의 실시예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지막 예를 고려하자. 어떤 사탕 회사에 대한 어떤 판매 대리상이 그 저장 시한이 다가오는

많은 량의 사탕을 가지고 있어 신속히 판매를 해야한 필요가 있다라고 가정하자. 도시밖의 컨퍼런스 회의에 참석하기

바로 직전에, 그 판매 대리상은 그의 무선 가능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음성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판매된 사탕의 개수

에 대한 리포트를 요청한다. 회의 도중에, 그 판매 대리상은 그 판매 리포트에 대한 그의 요청에 대한 비음성 응답을 

수신한다. 그 판매 대리상은 그가 바라는 만큼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그 비음성 응답에 대한 비음

성 회신으로서 사탕의 가격을 10퍼센트만큼 낮추라는 회신을 보낸다.

이상과 같은 상세한 설명은 본 명세서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며 이루어졌고, 본 발명이 실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의 실시예를 예시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이들 실시예와 그 특정의 변형들은, 당해기술

분야 의 숙련된 자가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되었고,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

니하고도 다른 적절한 실시예가 이용될 수 있고, 로직적, 기계적, 화학적, 및 전기적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설명을 피하기 위해, 본 상세한 설명은 당해기술분야의 숙련된 자에게 공지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은 생략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상세한 설명은 여기에 개시된 특정의 형태만으로 한정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첨부된 청구범위의 사상과 범위내에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대체례, 변형례 및 균등물을 포함하

도록 의도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발성된(spoken)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발성된 입력과 연계된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 및

상기 발성된 입력에 대한 비음성(non-verbal) 응답을 상기 무선 통신 장치에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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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음성 응답은 상기 탐색된 정보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비음성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 무선 마크업 언어(Wireless Markup Language)를 이용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비음성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 쇼트 메시징 서비스(Short Messiging Service) 메시지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비음성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 단순 메일 전송 프로토콜(Simple Mail Transport Protoco

l)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음성 응답은 상기 검색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음성 응답은 균일 자원 로케이터(Uniform Resource Locato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음성 응답은 휴대 장치 마크업 언어(Handheld Device Markup Language) 링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발성된 입력을 수신하도록;

상기 발성된 입력과 연계된 정보를 탐색하도록; 및

상기 발성된 입력에 대한 비음성 응답을 상기 무선 통신 장치에 전달하도록

구성 가능한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비음성 응답은 상기 탐색된 정보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무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비음성 응답을 상기 무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를 통해 전달하도록 구성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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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 메시징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비음성 응답을 상기 쇼트 메시징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통해 전달하도록 구성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단순 메일 전송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비음성 응답을 상기 단순 메일 전송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를 통해 전달하도록 구성 가능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비음성 응답은 상기 검색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비음성 응답은 유니폼 자원 로케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음성 응답은 휴대 장치 마크업 언어 링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무선 통신 장치 사용자로부터 구매 통지 기준을 획득하는 단계;

구매 기회와 연계된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구매 통지 기준 중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구매 기회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구매 기회를 상기 사용자에게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 통지하는 단계;

상기 통지에 응답하여 상기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발성된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발성된 입력과 연계된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 및

상기 발성된 입력에 대한 비음성 응답을 상기 사용자의 무선 통신 장치에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비음성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 무선 마크업 언어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비음성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 쇼트 메시징 서비스 메시지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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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비음성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 단순 메일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비음성 응답은 상기 선택된 구매 기회와 연계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비음성 응답은 유니폼 자원 로케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비음성 응답은 휴대 장치 마크업 언어 링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비음성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비음성 입력과 연계된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 및

상기 비음성 입력에 대한 음성 응답을 상기 무선 통신 장치에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음성 응답은 상기 탐색된 정보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비음성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 무선 마크업 언어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비음성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 쇼트 메시징 서비스 메시지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비음성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 단순 메일 전송 프로토콜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비음성 응답은 상기 검색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비음성 응답은 유니폼 자원 로케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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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비음성 응답은 휴대 장치 마크업 언어 링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무선 통신 장치 사용자로부터 구매 통지 기준을 획득하는 단계;

구매 기회와 연계된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구매 통지 기준 중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구매 기회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에게 선택된 구매 기회를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 통지하는 단계;

상기 통지에 응답하여 상기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비음성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발성된 입력에 대한 음성 응답을 상기 사용자의 무선 통신 장치에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30.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비음성 입력을 수신하도록;

상기 비음성 입력과 연계된 정보를 탐색하도록; 및

상기 비음성 입력에 대한 음성 응답을 상기 무선 통신 장치에 전달하도록

구성 가능한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음성 응답은 상기 탐색된 정보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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