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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 및 방법, 대화형 가상 머신, 프로그램 저장 장치 및 트랜잭션 수행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복수 개의 대화 인식 애플리케이션(11)(conversationally aware application)(즉, 대화형 프로토콜을 "음성으로

구동시키는(speak)" 애플리케이션) 및 종래 애플리케이션(12)간에 범용의 조정된 멀티 모델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CUI)(10)(universal coordinated multi-modal conversational user interface)를 제공하는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에 관

한 것이다. 대화 인식 애플리케이션(11)은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API(13)를 통해 대화형 커널(14)과 통신한다. 대화형 커널

(14)은 등록된 대화 기능(능력) 및 요건에 기초하여 애플리케이션들과 장치들(로컬형 및 네트워크형의 것)간의 다이알로

그를 제어하고, 통합된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대화형 서비스 및 행태를 제공한다.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은 종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API(15) 및 종래 장치 하드웨어(16) 상부에 구축될 수 있다. 대화형 커널(14)은 모든 입출력(I/O) 프

로세싱을 취급하고 대화형 엔진(18)을 제어한다. 대화형 커널(14)은 음성에 의한 요구를 질의로 전환하고, 대화형 엔진

(18) 및 대화 아규먼트(17)를 사용하여 출력과 결과를 구두형 메시지(spoken message)로 전환한다. 대화형 애플리케이

션 API(13)는 대화형 커널(14)의 모든 정보를 전달하여 질의를 애플리케이션 호출로 변환하고 출력을 사용자에게 제공되

기 전에 적절하게 분류된 음성으로 역(逆)전환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대화형 컴퓨팅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자립형 OS(Operating

System) 또는 플랫폼, 즉 커널 중 하나로 실시되어 종래의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의 역 호환성을 가능하게 제공하는 종

래의 OS 또는 RTOS(Real-Time Operating System)상에서 운용할 수 있는 CVM(Conversational Virtual Machine)에

관한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CVM은 대화형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대화형 프로토콜

및 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공개하고, 상이한 대화 능력을 갖는 플랫폼 및 장치간의 다이알로

그 및 콘텍스트, 대화형 엔진 및 자원과 대화형 프로토콜/통신을 관리함으로써 대화형 컴퓨팅을 실행하는 커널층을 제공하

여, 보편적인 CUI(Conversational User Interface)를 제공한다.

배경기술

최근에, 개인용 컴퓨터(PC)에서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형 OS가 우세하고, 앞서가는 아키텍쳐, 플랫폼 및 OS

로서의 워크스테이션은 기본적으로 GUI를 기반으로 하거나 GUI 커널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실제로, 사용자 인터페

이스(UI)가 주로 음성 및 DTMF(Dual Tone MultiFrequency) I/O(Input/Output)인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과

같은 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정보 억세스 및 관리 애플리케이션은 GUI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또, 다른 비-GUI 기반의 UI는 메인프레임 또는 아주 전문화된 시스템과 같은 보다 오래된 아키텍쳐에 접속하여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GUI 패러다임의 경우, 각 프로세스를 독립된 윈도우로서 표시하여 멀티태스킹을 행하므로, 각 윈도

우에 대한 입력은 키보드, 마우스 및/또는 펜과 같은 다른 포인팅 장치를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다만, 사용자가 일부 프로

세스를 직접 "인터랙팅/인터페이싱"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 프로세스를 안보이게 할 수 있다).

GUI는 시간공유형의 메인프레임으로부터 개별 머신과 다른 티어(tier)(예를 들면, 서버 및 백엔드 서비스 및 아키텍쳐)로

의 패러다임 유발하고 촉진하였다. GUI 기반의 OS는 정보를 억세스하고 관리하도록 종래의 PC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

서 널리 실시되고 있다. 억세스되는 정보는 장치 상에 로컬로, 인터넷 또는 사설 인트라넷을 통해서 리모트로, 다수의 개인

용 PC, 장치 및 서버 상에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콘텐츠 자료, 트랜잭션 관리 및 생산 툴을 포함한다. 그러나, 본

출원인은 종래의 PC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과는 달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수억 개의 퍼베이시브 컴퓨팅 클라이언트(PvC

클라이언트)를 향하는 정보를 억세스하고 관리하며, 그것에 의해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치를 통해서도 정보를

억세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경향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이러한 억세스는 사용되는 장치 또는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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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케이션과 관계없이 그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동일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장치의 소형화 및 성능 및 복잡성의

극적인 증가가 병행하여 진행한다. 동시에, 전화기는 아직 정보를 억세스하는 가장 널리 존재하는 통신 장치이기 때문에,

전화기를 통해 도처에서 정보를 억세스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기대가 더욱 강해지기까지 한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정보에 대한 억세스는 사용가능한 장치 또는 인터페이스에 의해 제한되고, 근저의 논리는 장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실제로, 임베디드 분야에서 접하는 다양성과 제약은 다른 티어, 즉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 및 백엔드 서

버에 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따라서, 임베디드 분야는 UI에 대한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또, 제약이 점점 심

해지는 입출력 인터페이스와 결합된 PvC 클라이언트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GUI의 효과가 상당히 감소한다. 실제로,

PvC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손이나 눈을 사용하지 않고 상호작용(인터랙션)하기를 원하는 모바일 환경에서 종종 사용된

다. 일부 제한된 표시 능력을 제공하는 임베디드 장치조차도, GUI는 작은 디스플레이에 과부하를 주고, 빈약한 전력과

CPU 자원을 과소비하고 있다. 또, 이러한 GUI는 제한된 인터페이스와 씨름하고 있는 사용자를 압도하여 괴롭힌다. 또, 언

제 어디서나 어떤 장치를 통해서든 정보를 억세스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유비쿼터스 인터페이스에 관하여 최근에 공론화되

고 있는 요구는 GUI의 한정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곳 어디에나 음성에 의한 명령 및 제어(음성 C&C)를 행하는 UI가 떠오르고 있다. 또, 압축

포장형 소매 상품으로서 음성 인식에 대한 최근의 성공과 전화기의 IVR 인터페이스의 일부로서 혁신적인 도입은 음성 인

식이 중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엘리먼트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전화 회사, 호출 센터 및 IVR은 특정 작

업들을 자동화하고 이들 작업의 운용자 요구 사항과, 운용 비용을 줄이며 호출 프로세싱의 속도를 높이도록 음성 인터페이

스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IVR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음성 엔진 및 API를 제공한다.

다이알로그 개발은 복잡한 스크립팅 및 숙련된 프로그래머를 필요로 하고, 이들 소유 애플리케이션은 통상 벤더마다 이식

할 수 없다(즉, 각 애플리케이션은 힘들게 정밀하게 만들어지고 특정한 비지니스 로직(논리)용으로 설계된다).

또, GUI 기반의 OS를 위한 음성 인터페이스는 구술지령(dictation) 및 명령(command) 및 제어를 위해 상업적으로 사용가

능한 연속적인 음성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구성된다. 그러나, 이들 음성 애플리케이션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애플

리케이션이 키보드 및 마우스를 대신할 수 있고 사용자가 포커스를 변경해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여 포커스가 되는 작업

에 대한 음성 명령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GUI 기반의 OS에 대한 부가물이다. 실제로, 이러한 음성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최근의 판매자(벤더) 및 기술 개발자 모두는 GUI 메뉴에 촛점을 맞추고 선택하기 위한 키보드 또는 포인팅 디바이스를 직

접적으로 대체하도록 음성 또는 NLU(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를 명령 라인 입력으로서 짜넣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음성을 인간/머신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의 벡터로 간주하기보다 새로

추가된 I/O 모델로서 간주한다.

대화형 시스템으로서 음성, NLU 또는 어떤 다른 입력/출력 인터페이스의 구성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의 피상적인 통합

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임베디드 장치에 걸쳐 유비쿼터스적인 외관이나 느낌에 한정되어서도 안된다. 그 대신에,

이것은 근저의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컴퓨팅 기능의 설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또, 입출력 미디어의 유연성 관점

에서 보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음성 입출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종래의 키보드, 마우스 또는 펜 입

력 디스플레이 출력 장치로 구성될 수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애플리케이션에 음성 I/O 또는 대화 기능(능력)을 부가하거나 종래의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종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음성"을 피상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크게 벗어나서 범용의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수의 플랫폼, 장치 및 애플리케이션간에 대화형 컴퓨팅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매우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범용의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CUI)를 통해 대화형 컴퓨팅을 제공하는 대화형 컴퓨팅 패러다임에 기초한 시

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대화형 컴퓨팅 패러다임은 질의 및 그 질의의 실행 결과를 완성, 명확화, 요약화 또는 수정

하도록 시스템이 사용자와 다이알로그(대화)를 행하는 것을 규정한다. 이것은 콘텍스트, 애플리케이션, 히스토리 및 사용

자 취향(user preference) 및 바이오메트릭스에 기본을 둔 질의, 콘텍스트 및 조작 정보를 추출하여 취급한다. 이들 핵심

원리는 음성 구동형 I/O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근저의 컴퓨팅 코어에 깊게 침투한다. 실제로, 본 발

명에 따른 대화형 컴퓨팅 패러다임은, 음성없이도 적용되고, 이러한 다이알로그가 예를 들면 키보드 상에서 행해지더라도

다이알로그와 대화를 중심으로 구축된 컴퓨팅의 본질을 말해준다. VT100 또는 팜 파일럿 스크린(palm pilot screen)과

같은 더미 터미널 디스플레이를 통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예를 들면 병렬로 동작하는 다수의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심

리스(seamless)하게 제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대화형 컴퓨팅 패러다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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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한 형태에서는, 이 대화형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대화형 컴퓨팅을 수행하는 시스템은 자립형 OS로서 또는, 종래

의 OS 또는 RTOS 상에서 구동하는 플랫폼 또는 커널로서 실시되어, 종래의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역호환성을

제공할 수 있는 CVM이다. CVM은 대화형 API, 대화형 프로토콜 및 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공개하고, 다이알로그 및 콘텍스트, 대화형 엔진 및 자원, 및 다른 대화 기능(능력)을 갖는 플랫폼 및 장치간에서의 대화형

프로토콜/통신을 관리함으로써 대화형 컴퓨팅을 실행할 수 있는 커널을 제공하여, 범용의 CUI를 제공한다. CVM 커널은

등록된 대화 능력과 요건에 기초하여 애플리케이션과 장치간의 다이알로그를 제어하는 코어층이다. 또, 이것은 대화형 시

스템의 행동을 제공하기 위해 I/O 모델로서 음성을 부가하는 것과는 크게 다른 통합된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다. CVM은 담화(discourse), 콘텍스트, 혼합식 이니셔티브 및 앱스트랙트의 기능(능력)에 의한 대화와 유사한 방법으로

작업을 관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형태에서는, CVM은 음성 인식, 화자 인식, 텍스트-음성, 자연어 인식 및 자연스런 다이알로그 발생 엔진을

포함하는 대화형 서브시스템(로컬과 분산 중 어느 것으로도 가능)을 사용하여 사용자와 머신간의 다이알로그를 이해하고

발생한다. 이들 서브시스템은 CVM을 통해 억세스된다. 이들 엔진은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API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에 대

해서도 은폐된다. CVM은 대화형 엔진 API를 통해 이러한 엔진을 제어할 수 있다. 또,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API는 대화형

엔진 API를 포함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는, CVM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이들 엔진 API를 직접 공개하는 기능을 포함

한다. 이것은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API에 포함된 대화형 엔진 API를 가지거나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API의 레벨에서의 유

사한 호출 및 기능을 에뮬레이팅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다른 형태에서는, CVM 커널층(또는 CVM 콘트롤러)은 다이알로그를 관리하고 활성 다이알로그, 콘텍스트 및 애플리케이

션을 선택하는 메타 정보 관리자, 자원 관리자, 콘텍스트 스택, 글로벌 히스토리, 다이알로그 관리자 및 작업 디스패처를

포함한다. 콘텍스트 스택은 입력 이해에 필요한 데이타(예를 들면, 음성 입력을 위한 활성 FSG, 주제, 어휘 또는 가능한 질

의)와 함께, 활성화된 담화를 사용하여 각 활성 프로세스의 콘텍스트[전체의 아규먼트(argument) 및 상태/모드 - 즉, 이미

도입된 질의 아규먼트, 어떤 I/O 이벤트 및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발생된 이벤트를 축적한다. CVM 커널은 로컬 및 네트워

크화된 종래형 및 대화형 자원 상에서 생성되는 다른 작업 및 프로세스를 조정한다. CVM 커널층은 이들 자원을 추적하고,

적합한 대화형 서브시스템에 입력을 전송하며, 장치, 상태 및 애플리케이션 사이를 조정한다. 또, CVM 커널층은 활성 대

화 및 대화 히스토리에 따라 출력 발생 및 우선 순위 부여, 지연된 복귀, 네트워크 자원간의 위임 및 작업 위임 및 메모리화

를 조정한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서는, CVM 시스템은 객체, 데이타 스트림의 취급, 네트워크, 주변 기기, 하드웨어 및 로컬 및 네트워

크화된 파일 시스템과 같은 엘리먼트에 관련된 메타 정보를 통해서 고수준의 앱스트랙션 및 앱스트랙트 카테고리도 제공

한다.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른 앱스트랙트 메타 정보 시스템은 자원의 소유자/개발자 또는 자원의 과거 사용자/애플리케

이션에 의해 정의된 다수의 카테고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엘리먼트들은 앱스트랙트 숏컷 및 혼합식 이니셔티브 요구를 통

해 억세스 가능해진다. 접속시, 또는 객체 또는 이것의 콘텐츠와 관련된 앱스트랙트 카테고리의 리스트를 업데이트시키고,

각 자원이 그의 기능을 등록하는 앱스트랙션 테이블처럼 작동하는 메타 정보 서버(DNS 서버 또는 네임 스페이스 관리자

와 유사함)를 통해 새로운 객체에 관련된 새로운 카테고리를 자동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등록 프로토콜이 제공된다. 다운로

드 또는 전송된 객체는 동일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로컬로 등록할 수 있다. 앱스트랙트 메타 정보는 네트워크의 엘리먼트들

을 숏컷, 자동 추출 또는 처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른 형태에서는, CVM은 (다수의 도메인을 갖는) 다수의 작업, 프로세스 및 담화에 걸쳐 분류된 NLU, NLG, 콘텍스트 및

혼합식 이니셔티브를 갖는 자연스런 다이알로그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대화형 입력 인터페이스는 다수 모드 입

력 스트림 세트가 각각 ASCII 명령 또는 질의[즉, 속성값 쌍 또는 n-더블(n-uples)의 리스트]로 번역되도록 제공된다. 각

입력 실체(엔티티)[명령, NLU 질의 분야 또는 아규먼트 유닛(분리된 문자, 워드 등)]는 타임마크와 관련되고, 그에 따라

하나의 합성된 입력 스트림에 부가된다. 동일한 타임마크를 갖는 2 개 이상의 스트림은 각 입력 스트림이 이전에 분배된

시기에 기초하여 우선 순위가 부여되거나, 각 애플리케이션/입력 스트림이 콘텍스트 히스토리에 기초하여 수신한 우선 순

위에 기초하여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합성 입력은 가능한 FSG 및 사전과 대조되고, 선택 사양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피드

백된다. 각 자원은 이들의 대화 기능(능력)을 교환하고, 입력 스트림은 관련된 정보만을 교환하도록 맞추어진다.

또 다른 형태에서는, 대화형 출력 디스패치 및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은 다수의 작업의 출력이 콘텍스트 스택 및 작업 디스

패처에 기초하여 모노 채널 출력에 대기 행렬화되도록 제공한다. 멀티플렉스(다중화)된 경우에도 각 입력 스트림에 할당된

자원을 재지정하거나 변형시키는 메카니즘이 제공된다. 각 자원은 그의 대화 기능을 교환하고, 출력 스트림은 출력 보이스

폰트의 선택 및 대화형 프레젠테이션의 포맷을 포함하여 관련 정보만을 교환하도록 맞추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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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태에서는, 어떤 사용가능한 자원을 입력 또는 출력 스트림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래밍/스크립트 언어

를 사용한다. 대화형 서브시스템을 사용하여, 각 입력은 빌트인 객체로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의해 직접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이진 또는 ASCII 입력(속성값 쌍 또는 n-더블의 리스트)으로 변환된다. 호출, 플래그 및 태그는 다른 객체와 정확히

인터페이스하는데 필요한 대화 메타 정보를 객체와 프로세스간에 전송하도록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실제로, 어떤 모델

(modality)의 어떤 입력은 관련된 콘텍스트 또는 콘텍스트 스택에 부가되는 이벤트로서 CVM 커널층의 다이알로그 관리

자에 의해 포획된다. 예를 들면, 마우스 클릭 또는 포인터/스타일러스에 의한 지시 행위 후에, "나는 이것을 열고 싶다"라고

하는 명령을 계속하면, 이것은 속성값 쌍의 세트, 즉 "Command: Open, Object: "Windows" 또는 최종 마우스 클릭에 의

해 선택된 작업으로 명확해진다. 출력은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특히 포맷될 수 있다. 이제, 새로운 프로

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멀티 모델(multi-modal) 담화 프로세싱을 쉽게 구축할 수 있다. 또,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 및

스크립트는 대화가능형 애플리케이션 및 CML(Conversational Markup Language) 뿐만 아니라 CVM간의 대화형 API를

포함한다.

또 다른 형태에서는, 종래의 논리 서술문 상태 및 연산자는 그들의 ASCII/이진 콘텐츠에 기초하거나 그들의 NLU 변환 질

의/속성값 n-더블 리스트에 기초하여 비교될 수 있는 대화 질의를 취급하도록 확장된다. 논리 연산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테스트하거나 변형하도록 실현된다.

다른 형태에서는, 다수의 대화 장치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대화방식으로만 인식되는 사일런트 파트너를 포함하여 그들의

대화 기능을 등록할 수 있는 대화형 네트워크 접속 프로토콜을 제공한다. 다수의 CVM 및 사일런트 파트너와의 대화를 조

정하기 위해서 대화형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이것에 의해서, 다수의 CVM 장치가 대화형으로 접속되고 조정될 때, 한 개의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예를 들면, 단일 마이크로폰을 통해) 그들 CVM 장치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서로를 검출

하고 그들의 식별 정보를 등록한 후, 각 시스템 또는 장치는 데이타 이송을 관련 정보에 한정하기 위해 그들의 대화 기능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사일런트 대화 파트너도 유사하게 행동하고, 대화형 프록시 서버를 통하거나 CVM의 대화형 클라

이언트로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 다수 CVM간의 조정에는 대화식으로 접속된 다수의 장치/객체에 의해 제시되는 조정된

균등한 대화 인터페이스(coordinated uniform conversational interface)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적 매스터-슬레이브 방식

의 상호작용 및 P2P 방식의 상호작용을 행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또, P2P 방식으로 서로간에 상호작용하는 (전체 네트

워크 트래픽 및 다이알로그 흐름 지연을 감소시키도록 최적화되거나 결정된) 다수의 로컬 매스터를 포함하여 다른 토폴로

지도 고려될 수 있다. 객체의 집합은 집중화 또는 분산된 콘텍스트 스택을 통해 사용자에게 단일의 조정된 인터페이스를

제시한다.

또 다른 형태에서는, 개발자가 CVM용 대화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시뮬레이트하며 디버깅하는 개발 툴이 제공된

다. 이 개발 툴은 API 호출, 프로토콜 호출, 이들 API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직접 실시, 관련된 라이브러

리, CVM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동작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링킹 기능을 제공한다. 이들 개발 툴에 의해서, 보

이스(Voice) 폰트와 같은 다수의 개성(personality)을 이용한 개량된 대화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고, 이것에 의해서,

사용자는 출력을 제공하는 음성 타입을 선택할 수 있다. 포스트크립트 및 AFL(Audio Formatting Language)과 같은 대화

형 프레젠테이션을 구축하는 대화형 포맷팅 언어가 제공된다. 이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코드는 선언형 또는 절차형

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라이브러리 링크, 대화 논리, 엔진 호출 및 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와 함께 인터프리트형 및 컴파

일형의 스크립트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는 모델 또는 복수의 모델의 조합과 무관하게 어떤 다이

알로그를 특징짓는 기본 구성요소 또는 대화형 제스쳐이다.

또 다른 형태에서는, 로컬 파일 또는 리모트 파일, 특히 실행 가능 파일의 작성자 및/또는 변경자에 관한 메타 정보를 사용

하여 대화 보안이 제공되어, 권한이 없는 억세스를 방지한다. CVM은 제한된 자원에 대한 질의가 행해질 때마다 그 자원에

관련된 보안 메타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자동 인증을 제공한다. 인증은 요구에 대해서 곧, 또는 질의 직전에 얻어진 만

료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행해진다.

다른 형태에서는, CVM은 대화 맞춤화(커스텀화)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자원에 대한 질의가 행해질 때마다 자동적으

로 식별된다. 인증은 요구에 대해서 곧, 또는 질의 직전에 얻어진 만료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행해진다. 각 작업 또는 자

원 억세스는 요구자의 취향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맞춤화될 수 있다. 작업 및 콘텍스트는 활성 사용자의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가 부여되고, 사용자의 변경시마다 우선 순위가 재부여된다. 환경 변수는 전체 환경을 리셋하도록 요구하지 않고서도

사용자 식별 정보의 변경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수정될 수 있다. 불명료성은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사용하여 각 콘텍스트 또

는 콘텍스트 스택의 레벨에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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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형태에서는, 대화 검색 기능은, 파일의 이름, 수정 또는 ASCII 내용 뿐만 아니라 오퍼레이팅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에 의해서 정의된 앱스트랙트 카테고리, 및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의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추출한 토

픽 또는 객체가 억세스되었을 때 대화형 프로토콜을 통해 얻은 토픽에도 기초하여 제공된다. 또, 콘텍스트 검색 기능은 활

성 질의를 완성시키거나 유사한 질의/콘텍스트를 추출하도록 제공된다.

또 다른 형태에서는, 대화 선택 기능은 자원 관리자 레벨에서 제공되거나 메타 정보, 앱스트랙션 및 대화 질의/혼합식 이니

셔티브/수정에 의존하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제공된다. 이러한 대화 선택 기능에 의해서, 기본 선택의 긴 시퀀스가 회피

되고, 선택의 자연스런 숏컷 및 수정이 행해진다. 또, 계층적 구조를 갖는 객체의 윤곽을 즉시 억세스하고 제시하는 메카니

즘도 제공된다.

또 다른 형태에서는, 대화형 도움말, 매뉴얼 및 서포트는 요구를 완성하고 절차를 통해 가이드하며 정보를 검색하고 새로

운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인스톨하기 위해 로컬 자원 및 원격(리모트) 자원, 사용자 및 에이전트의 이용 히스토리를

이용하여 유비쿼터스적 조정 대화 인터페이스(ubiquitous coordinated conversational interface)를 통해 제공된다. 또,

도움말 정보를 억세스하는 NLU 질의를 사용하거나, 최근 사용자(히스토리)에 관련된 메타 정보에 기초하고 또한 누락되

거나 혼합식 이니셔티브를 사용하여 변경된 아규먼트에 기초하여 도움말 정보에 억세스될 수 있다. 각 애플리케이션에 의

해 제공되는 다이알로그 사용자의 취향 및 전문 지식의 레벨에 맞추어진다.

본 발명에 따른 CVM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특징은, 최소 학습 곡선을 갖는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자연스런 인터페이스, 음

성의 사용이 생산성, 새로운 기능 또는 사용법을 크게 개량하는 강력한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자연스런 질의를 이해할 수

있는 고기능의 머신/장치, 핸즈-프리 모드 및/또는 아이-프리 모드에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가능성, 종래의 사용자

I/O를 보충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하는 강력한 멀티 모드 고생산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디스플레이 없음 또는 소형 디스플

레이, 키보드, 펜 또는 포인팅 장치가 없음, 리모트 컴퓨팅 등), 억세스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PC(Personal Computer),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 휴대 단말기), 전화기 등]에는 독립하고 트랜잭션/서비스/애플리케이션과도 독립

한 범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하나의 장치가 복수개의 다른 장치를 제어하고 기존의 OS, 애플리케이션, 장치 및 서비스와

역호환성을 가지도록 허용하는 복수개의 대화 장치간에 조정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특징 및 장점은 첨부하는 도면을 참조하여 기록되는 이어지는 양호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으로부

터 명백하게 설명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의 블럭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의 앱스트랙트층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른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에서 실행된 대화형 프로토콜을 도시하는 블럭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의 성분 블럭도.

도 5는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른 작업 디스패칭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른 일반적인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입력/출력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른 분할된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범용의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을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른 다이알로그 관리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른 다이알로그 관리 프로세스의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른 다이알로그 관리 프로세스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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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대화형 네트워킹을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

본 발명은 대화형 시스템 및 멀티 모델 인터페이스의 모든 특징을 포함하는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명세서에 설명된 대화형 컴퓨팅 패러다임에 따른 대화형 컴퓨팅을 제공하는 주요 구성요소는 CVM이다. 일 실시예에

서, CVM은 종래의 OS 또는 RTOS 상에서 실행하는 대화 플랫폼 또는 커널이다. 또, CVM 플랫폼은 서버 및 PvC

(Pervasive Computing) 클라이언트로 실행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CVM은 대화형 서브시스템(예를 들면, 음성 인식

엔진, 문자의 음성으로의 변환 등)과 대화형 및/또는 종래의 애플리케이션 간의 대화형 API 및 프로토콜을 제공한다. 또,

CVM은 좀더 제한된 인터페이스를 갖는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에 역호환성을 제공할 수 있다. 상세하게 후술하는 바와 같

이, CVM은 대화형 서비스와 작동기능 및 대화형 프로토콜을 제공하여, 적어도 대화에 의해 인식되는 CVM층이 역시 장착

되어 있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및 장치와 상호작용한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상이한 엘리먼트들 및 프로토콜/API들은 그득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그들이 교환하는 정보에 기초하

여 정의된다. 이들의 실제 구조 또는 구성예는 변경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동일 또는 다른 실체(엔티티)에 의해 구성되어,

더 큰 구성요소의 또는 독립적으로 실증된 객체 또는 이러한 객체나 클래스의 패밀리로서의 구성요소에 의해서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대화형 컴퓨팅 패러다임에 기초를 둔 CVM(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의해서, 컴퓨

터 또는 임의의 다른 인터랙티브 장치는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다. 또, 머신에 디스플레이 기능, 즉 GUI 기능이 없거나, 키

보드, 펜 또는 포인팅 장치가 없는 것에 상관없이, 이 CVM에 의해서, 사용자는 그 머신 상에서 복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

다. 실제로, 사용자는 대화하듯이 이들 작업을 관리하고, 하나의 작업 또는 복수 개의 동시 작업을 수행하여 종결지을 수

있다. 대화하듯이 작업을 관리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CVM은 혼합식 이니셔티브, 콘텍스트 및 높은 레벨의 앱스트랙션

에 의존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혼합식 이니셔티브는 사용자가 시스템과의 다이알로그를 통해

요구를 자연스럽게 완성하거나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또, 혼합식 이니셔티브는 CVM이 특히, 음성구동형 애플리케

이션에서 적극적으로 돕고(이니셔티브를 쥐고 돕는 것) 작업을 통해 사용자를 코치할 수 있으며, 혼합식 이니셔티브 능력

은 디스플레이없는 시스템 또는 디스플레이 기능이 제한된 시스템을 보상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

로, CVM은 종래의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입출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입출력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것은 "멀티 모델"의 개념이고, 이것에 의해서, 음성은 마우스, 키보드 및 펜과 같은 다른 입력 장치와 병행하여

사용된다. 종래의 인터페이스는 장치의 한계가 특정 인터페이스의 실행을 제약할 때 대체될 수 있다. 또, 장치, 티어 및 서

비스들의 종단에 설치된 인터페이스들의 편재성(ubiquity)과 일치성(uniformity)은 추가적인 필수 특성이다. CVM 시스템

은 종래의 입력 및/또는 출력 미디어를 갖는 복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종래의 모니터 디스플레이와 결합된 종래

의 키보드 입력 및 포인팅 장치를 갖는 컴퓨터는 본 발명에 따른 CVM을 활용함으로써 상당한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 일

례는 참조 문헌(GUI 모드와 및 음성 모드간에 정확한 동시성을 갖는 멀티 모델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

는)으로 여기에 양도되고 합체된 "멀티 모델 셀"이라는 명칭의 1999년 4월 7일자로 출원된 미합중국 가출원 번호 제60/

128,081에 설명되어 있다. 즉, 자기의 컴퓨터와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용자조차도 사용자 자신이 CVM 구동형 머신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극적인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블럭도는 클라이언트 장치 또는 서버에서 실행될 수 있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대화형 컴퓨팅 시스

템(또는 CVM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CVM은 범용의 조정된 멀티 모델의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CUI)

(10)(universal coordinated multi-modal conversational user interface)를 제공한다. CUI의 "멀티 모델"적 형태란 음

성, 키보드, 펜 및 포인팅 장치(마우스), 키패드, 터치 스크린 등과 같은 다양한 입출력(I/O) 자원이 CVM 플랫폼과 병행하

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UI(10)의 "범용(unversality)"적 형태란 CVM가 데스크톱 컴퓨터, 제한된 디스플레

이 기능을 갖는 PDA 또는 디스플레이없는 전화에 접속하여 실행되도록 CVM 시스템이 동일 UI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범용성이란 CVM 시스템이, 음성 대 멀티 모델, 즉 음성+GUI에 대해서만의 음성에서부터 순

수한 GUI에 이르는 범위의 기능을 갖는 장치의 UI를 적절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범용 CUI는 억

세스 모드에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동일한 UI를 제공한다.

또, 범용 CUI의 개념은 조정된 CUI의 개념까지 확장된다. 특히, (다수의 컴퓨터 티어의 내부에 있는 또는 이들간에 걸쳐 있

는) 다수의 장치가 동일 CUI를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들 장치는 단일 담화(single discourse), 즉 조정된 인터페이

스를 통해 관리될 수 있다. 즉, 다수의 장치가 대화식으로 접속되는 경우(즉, 서로를 인식하는 경우), 그들 다수의 장치 중

하나의 장치에 속하는 1 개의 인터페이스(예를 들면, 단일 마이크로폰)를 통해 그들 다수의 장치를 동시에 제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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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예를 들면, 범용의 조정된 CUI를 이용함으로써 스마트 폰, 페이저, PDA, 네트워크화된 컴퓨터 및 IVR 및 대화

식으로 접속되는 차량 탑재용 컴퓨터를 음성으로 자동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CUI 개념은 더욱 상세히 후술될 것

이다.

또, CVM 시스템은 대화 인식 애플리케이션(11)[즉, 대화형 프로토콜을 "음성으로 구동시키는(speak)"시키는 애플리케이

션] 및 종래의 애플리케이션(12)을 포함하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대화 인식 애플리케이션(11)은 대화형 애

플리케이션 API(13)를 통해 CVM 코어층(또는 커널)(14)과 함께 동작하기 위해서 특별히 프로그램된 애플리케이션이다.

일반적으로, CVM 커널(14)은 애플리케이션들과 장치들을 거치는 다이알로그를 그들의 등록된 대화 능력과 요건에 기초

하여 제어하고, 대화형 시스템의 행동을 제공하기 위해 I/O 모드로서 음성을 추가하는 것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통합 대화

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CVM 시스템은 종래의 OS 및 API(15)와 종래의 장치 하드웨어(16) 상에 설치되어, 서

버 또는 임의의 클라이언트 장치(PC, PDA, PvC)에 배치될 수 있다. 종래의 애플리케이션(12)은 근저의 OS 명령 뿐만 아

니라 OS API를 통해 종래 애플리케이션의 GUI 메뉴 및 명령을 억세스할 수 있는 CVM 커널층(14)에 의해 관리된다. CVM

은 대화형 서브시스템(18)(즉, 대화형 엔진) 및 종래의 OS(15)의 종래의 서브시스템(예를 들면, 파일 시스템 및 종래의 드

라이버)을 포함하는 모든 입출력 발생을 자동적으로 처리(취급)한다. 일반적으로, 대화형 서브시스템(18)은 음성 요구를

질의로 전환하고, 출력 및 결과를 적합한 데이타 파일(17)(예를 들면, 콘텍스트, 유한 상태 문법, 어휘, 언어 모델, 심볼 질

의맵 등)을 사용하여 말하는 메시지로 전환하는 일을 한다.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API(13)는 CVM(14)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여, 질의를 애플리케이션 호출로 변환하고, 출력을 사용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적절하게 분류된 음성으로 역(逆)전환

된다.

도 2를 참조하면, 도면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또는 CVM)의 앱스트랙트 프로그래밍층을 도시

한다. CVM의 앱스트랙트층은 대화 인식 애플리케이션(200) 및 종래의 애플리케이션(201)을 포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화 인식 애플리케이션(200)은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API층(203)을 통해 CVM 커널층(202)과 상호작용한다. 대화형 애

플리케이션 API층(203)은 CVM 커널(202)에 제공된 다양한 특징(후술함)을 제공하도록 대화형 프로그래밍 언어/스크립

트 및 라이브러리(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대화형 프로그래밍 언어/스크립트는 애플리케이션 개

발자가 대화 인식 애플리케이션(200)을 후크(또는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대화형 API를 제공한다. 또, 이것은 개발자가 대

화적 특징들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되, "대화식으로 인식(conversationally aware)"하도록 만들 수 있게 허용하는 대화

형 API층(203), 대화형 프로토콜(204) 및 시스템 호출을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 API 호출 및 프로토콜 호출을 실행하는

코드는 라이브러리 링크, 대화 논리(후술함) 엔진 호출 및 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를 갖는 번역되고 컴파일된 스크립트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특히,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API층(203)은 본 발명에 따른 CUI 또는 대화 인식 애플리케이션(200)을 구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기능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제공되는 다수의 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205)(또는 기본 다이

알로그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205)는 어떤 다이알로그를 절차적으로 또는 선언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모드 또는 모드들의 조합과 무관하게 특징짓는 기본적인 구성요소 또는 대화형 제스처(1997년에 미국 보스톤에 소재

하는 Kluwer Academic Publishers에서 발간한 T.V. Raman의 저서 "Auditory User Interfaces, Toward The

Speaking Computer"에 설명됨)이다. 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205)는 CUI 구축 블럭 및 대화 플랫폼 라이브러리, 다이알

로그 모듈 및 구성요소, 다이알로그 스크립트 및 빈즈(beans)를 포함한다. 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205)는 로컬하게 대화

객체(206)로 컴파일될 수 있다. 특히, 대화 객체(206)(또는 다이알로그 구성요소)는 자바 또는 C++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이들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코드에서 다른 개별 클래스를 조합함으로써 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205)(기본

다이알로그 구성요소)로부터 컴파일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코딩 단계는 이러한 기초 다이알로그 구성요소를 선언적인 코

드안에 내장하는 단계 또는 이 기초 다이알로그 구성요소를 절차 코드에 링크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화 파운데이션 클

래스(205)를 안착(네스팅)시키고 내장함으로써, 대화 객체(206)(재사용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음)가 특정 다

이알로그 작업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도록 (선언적으로 또는 컴파일/번역을 통해)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화

객체(206)는 여기에 참조 문헌으로 지정되고 합체된 명칭이 "대화형 브라우저 및 대화형 시스템"이고 동시에 출원된 특허

출원 IBM 문서 YO9998-392P에 설명한 바와 같이 대화형 브라우저[또는 뷰어(viewer)](200a)에 의해 처리되거나 로드

된 (네스트되어 있는 또는 네스트되어 있지 않은) CML(Conversational Markup Language)의 페이지와 같이 선언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다이알로그 객체는 (대화형 브라우저를 통한) 페이지, (CVM 분산 가능) CML 상의 절차 객체, CVM 상의

스크립트 태그 및 서블릿(servlet) 구성요소가 CML을 통해 로드될 수 있는 애플릿 또는 객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라 실행될 수 있는 대화형 제스처의 일부 예에 대해 설명한다. 대화형 제스처 메시지는 정보 메시지를 사용자

에게 전달하기 위해 머신에 의해 사용된다. 이 제스처 메시지는 디스플레이된 스트링(displayed string)(시각형) 또는 스

포큰 프롬프트(spoken prompt)(청각형)로서 제공되는 것이 전형적이다. 발성될 메시지 부분은 CVM 상에서 실행하는 다

양한 애플리케이션/다이알로그의 현행 상태의 기능일 수 있다. 대화형 제스처 "세트 중에서 선택"은 사용자가 개별 선택사

항의 세트 중에서 선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다이알로그를 캡슐화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적법한 선택사항의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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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론 프롬프트, 디폴트 선택을 캡슐화한다. 대화형 제스처 메시지 "범위 중에서 선택"은 사용자가 연속적인 범위의 값들

중에서 하나의 값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다이알로그를 캡슐화하는 것이다. 제스처는 유효 범위, 현재의 선택 및 정보 프롬

프트(informational prompt)를 캡슐화한다. 또, 대화형 제스처 입력은 입력 제약이 더욱 복잡한 경우(또는 경우에 따라서

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 입력을 획득하는데 사용된다. 제스처는 사용자 프롬프트, 요구되고 있는 정보 항목

(TBD)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의미론(semantics) 및, 경우에 따라서는 입력 유효성 검사를 위한 술어부(predicate)

를 캡슐화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는 대화 제스처의 개념을 포함, 또는 능가한다(즉, 이것

은 대화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법칙 뿐만 아니라 기초 행동 및 서비스의 레벨로 확장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어떤 프로그래밍 모델은 대화형 API를 통해 매스터 다이알로그 관리자와 엔진간의 접속을 가능하게

한다. 파운데이션 클래스의 데이타 파일은 CVM(내장된 플랫폼용으로 로드가능한) 상에 제공된다. 객체의 데이타 파일은

확장되고 로드될 수 있다. 다른 객체는 동시 다이알로그 관리자로서 작용한다. 일부의 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의 예는 다

음과 같다.

로우 레벨 다이알로그 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 :

[적합한 경우에 사용가능한 멀티 모델의 구성]

(분산시 CVM 처리를 포함)

1. Select_an_item_from_list

2. Field_filing_with_grammar

3. Acoustic_Enroll_speaker

4. Acoustic_Identify_speaker

5. Acoustic_Verify_speaker

6. Verify_utterance

7. Add_to_list

8. Enroll_utterance

9. Get_input_from_NL

10. Disambiguate

etc

로우 레벨 특수화된 다이알로그 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 :

(적합한 경우에 사용가능한 멀티 모델의 구성)

(분산시 CVM 처리를 포함)

1. Get_Yes/No

2. Get_a_date

3. Get_a_time

4. Get_a_natural_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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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et_a_currency

6. Get_a_telephone_number US or international, rules can be specified or any possibility

7. Get_digitstring

8. Get_alphanumeric

9. Get_spelling

10. Speech_biometrics_identify

11. Open_NL

12. Close_NL

13. Delete_NL

14. Save_NL

15. Select_NL

16. Mark_NL

etc.

중간 레벨 다이알로그 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 :

(적합한 경우에 사용가능한 멀티 모델의 구성)

(분산시 CVM 처리를 포함)

1. Form_filling

2. Request_confirmation

3. Identify_user by dialog

4. Enrol_user by dialog

5. Speech_biometrics_identify

6. Verify_user by dialog

7. Correct_input

8. Speech_biometrics_identify

9. Speech_biometrics_verify

10. Speech_biometrics_enrol

11. Manage_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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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ill_free_field

13. Listen_to_TTS

14. Listen_to_playback

15. Simultaneous_form_filling

16. Simultaneous_classes_dialog

17. Summarize_dialog

etc.

하이 레벨 애플리케이션 특수 파운데이션 클래스 :

(적합한 경우에 사용가능한 멀티 모델의 구성)

(분산시 CVM 처리를 포함)

1. Manage_bank_account

2. Manage_portfolio

3. Request_travel_reservation

4. Manage_e-mail

5. Manage_calendar

6. Manage_addressbook/director

etc.

통신 대화 클래스

1. Get_list_of_CVM_devices

2. Get_capability_of_CVM_device

3. Send_capability_to_CVM_device

4. Request_device_with_given_capability

5. Get_handle_from_CVM_device

6. Mark_as_Master_CVM

7. Mark_as_active_CVM

8. Get_context

9. Send_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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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et_result

11. Send_result

12. Save_on_context

etc.

서비스 및 행동 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

(이 경우에도, 분산시 CVM 처리를 포함 가능)

1. Get_meta-information

2. Set_meta-information

3. Register_category

4. Get_list_of_categories

5. Conversational_search(dialog or abstraction-based)

6. Conversational_selection(dialog or abstraction-based)

7. Accept_result

8. Reject_result

9. Arbitrate_result

etc.

다른 서비스

(복수 클래스를 포함)

Conversational security

Conversational customization

Conversational Help

Conversation prioritization

Resource management

Output formatting and presentation

I/O abstraction

Engine abstrac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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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How complete get a name from a first name

How to get a phone number

How to get an address

How to undo a query

How to correct a query

etc.

본 명세서에서는 CVM이 제공하는 개발 환경을 SPOKEN AGETM이라고 한다. 이 스포큰 에이지는 개발자가 CVM용 대화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시뮬레이션하며 디버깅할 수 있게 한다. 이 스포큰 에이지는 API 호출을 직접 구현하게 하는

기능 외에, 다수의 개성을 갖는 고급의 대화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도구, 사용자가 출력을 제공하는 음성의 타입을 선택

할 수 있게 하는 음성 폰트, 및 포스트크립트 및 AFL과 같이 대화형 프리젠테이션을 작성하는 대화형 포맷팅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API층(203)은 범용의 대화형 입력 및 출력, 대화 논리 및 대화 메타 정보 교환 프

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화형 프로그래밍 언어와 스크립트를 포함한다. 대화형 프로그래밍 언어/스크립트는 모든 사

용가능한 자원을 입력 또는 출력 스트림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보다 상세하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화형 엔진(208)

및 [대화형 엔진 API(207)를 통해 CVM(202)에 의해 억세스되는] 대화형 데이타 파일(209)을 사용하면, 각 입력은 이진

또는 ASCII 입력으로 전환되고, 이것은 빌트인(내장) 객체로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의해 직접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호출,

플래그 및 태그는 객체와, 대화 메타 정보가 다른 객체와 정확하게 인터페이스하도록 요구되는 프로세스 간에 전송하도록

자동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또, 출력 스트림은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특수하게 포맷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래밍 툴에 의해서 멀티 모델 담화 프로세싱이 용이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또, 논리 진술 스테이터스 및 연산자는 이

들 ASCII 이진 내용에 기초하거나 NLU 전환 질의(종래 및 대화형 서브시스템의 입력/출력) 또는 FSG 기반의 질의(시스템

이 제한된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에 기초하여 비교될 수 있는 풍부한 대화 질의를 처리하도록 확장된다. 논리 연산자는 이

러한 시스템을 검사하거나 변경하도록 실행될 수 있다. 대화 논리값/연산자는 참, 거짓, 미완성, 불명료, ASCII 관점용의

상이/등가, NLU 관점으로부터의 상이/등가, 활성 질의 분야 관점으로부터의 상이/등가, 미지수, 호환불가, 비교를 포함하

도록 확장한다.

또,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API층(203)은 근저의 OS 특징 및 행태(behavior)의 확장을 제공하는 코드를 포함한다. 예를 들

면, 이러한 확장은 파운데이션 클래스 라이브러리 뿐만 아니라 객체에 관련된 하이 레벨의 앱스트랙션 및 앱스트랙트 카테

고리, 앱스트랙트 카테고리의 자체 등록 메카니즘, 메모리화(memorization), 요약화(summarization), 대화형 검색

(conversational search), 선택, 재지정(redirection), 사용자 맞화춤(user customization), 트레인 능력(train ability), 도

움말(help), 다수 사용자(multi-user) 및 보안 기능(능력)(security capabilities)을 포함하고, 각각에 대해 더 상세히 후술

하는다.

도 2의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은 코어 엔진과 대화형 엔진(208)(예를 들면, 음성 인식, NL 파싱(parsing), NLU, TTS 및 음

성 압축/압축 해제 엔진)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대화형 엔진 API층(207) 및 이것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다. 또, 엔진 API층(207)은 코어 엔진이 로컬(국부)이든 리모트(원격)이든 그들 코어 엔진과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도 역

시 제공한다. I/O API층(210)은 인터페이스에 (멀티 모델 대화형 UI를 제공하기 위한) 키보드, 마우스, 터치 스크린, 키패

드 등과 같은 종래의 I/O 자원(211) 및 음성 I/O(오디오 입력/오디오 출력)를 획득하기 위한 오디오 서브시스템을 제공한

다. I/O API층(210)은 장치 앱스트랙션, I/O 앱스트랙션 및 UI 앱스트랙션을 제공한다. I/O 자원(211)는 I/O API층(210)

을 통해 CVM 커널층(202)에 등록될 것이다.

코어 CVM 커널층(202)은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및 행태/서비스 관리자층(215), 대화 다이알로그 관리자(중재자)층(219),

대화 자원 관리자층(220), 작업/디스패처 관리자(221) 및 메타 정보 관리자(222)와 같은 프로그래밍층을 포함하고, 이들

프로그래밍층은 CVM층(202)의 핵심 기능을 제공한다.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및 행태/서비스 관리자층(215)은 종래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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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케이션(201)과 대화 인식 애플리케이션(200)을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리 기능은 예를 들면, 애플리케

이션이 (로컬 및 네트워크 분배) 등록되고, 애플리케이션의 다이알로그 인터페이스이며(있는 경우에), 각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인 트랙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행태 관리자(215)는 CVM 시스템에 의해 제

공된 어떤 특수한 서비스 또는 행태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시작한다. 이 대화형 서비스 및 행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실행해야 함이 없이) API를 통해 억세스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특징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애

플리케이션 및 상호작용에서 발견한다고 기대할 수 있는 대화형 UI의 모든 행동 및 특징이다. CVM 커널(202)에 의해 제

공된 대화형 서비스 및 행태의 예는 한정되지는 않지만 대화 카테고리 분류(categorization) 및 메타 정보, 대화 객체, 자원

및 파일 관리, 대화 검색, 대화 선택, 대화 맞춤화, 대화 보안, 대화 도움말, 대화 우선 순위, 대화 자원 관리, 출력 포맷팅 및

프리젠테이션, 요약, 대화 지연 액션/에이전트/메모리화, 대화 논리 및 조정 인터페이스 및 장치(각각은 명세서에서 상세하

게 후술됨)를 포함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API층(203)을 통해서 API 호출을 통해 제공된다.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및 행태/서비스 관리자(215)는 UI를 장치,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사용자 취향의 기능(능력) 및 제약에 적응

시키는데 필요한 다른 기능들을 전부 실행하는 일을 맡는다.

대화 다이알로그 관리자(219)는 등록된 모든 애플리케이션들간의 다이알로그(대화 다이알로그는 음성 및 GUI 키보드, 포

인터, 마우스, 비디오 입력 등과 같은 멀티 모델 I/O를 포함함)를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특히, 대화 다이알로그 관리자

(219)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 정보, 사용자가 제공하고 있는 입력 및 사용자 입력을 처리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결정한

다.

대화 자원 관리자(220)는 [로컬 대화형(208) 및/또는 네트워크 분산 자원에] 등록된 대화형 엔진(208), 각 등록된 자원의

능력 및 각 등록된 자원의 상태를 결정한다. 또, 대화 자원 관리자(220)는 활성 애플리케이션과의 다이알로그의 흐름을 유

지하도록 CPU 사이클 또는 입력/출력 우선 순위의 배당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예를 들면, 현재 입력 또는 출력을 인식

하거나 제어하기 위해 관계된 엔진은 우선 순위를 가짐). 마찬가지로, 분산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활성 전면 처리

(active foreground process)에 대한 네트워크 지연을 최소화하는데 사용되도록 엔진 및 네트워크 경로를 라우트하여 선

택한다.

작업 디스패처/관리자(221)는 로컬 및 네트워크화된 종래 및 대화 자원(보다 상세하게 후술함)에 (사용자 및 머신에 의해)

생성된 다른 작업 및 프로세스를 디스패치하여 조정한다. 메타 정보 관리자(222)는 메타 정보 저장소(218)를 통해서 시스

템에 관련된 메타 정보를 관리한다. 메타 정보 관리자(222) 및 저장소(218)는 대화형 인터랙션(상호작용)에서는 알려져

있지만 현재의 대화 레벨에서는 사용가능하지 않다고 통상적으로 가정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그 예에는 선험적 지식

(즉, 문화적 교육적 가설)과 지속적 정보(즉, 과거의 요구, 조회, 사용자·애플리케이션·뉴스 등에 대한 정보)가 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는, 대화 히스토리/콘텍스트의 길이/라이프를 벗어나 보존되고 지속되는데 필요한 정보와, 대화를 위한 공통의

지식이라고 기대되고 그에 따라서 현재의 대화 상호작용 중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대화 상호작용 중에 정의된

적이 없는 정보이다. 또, 후술하는 바와 같이, 명령, 자원 및 매크로 등에 대한 숏컷은 메타 정보 관리자(222)에 의해 관리

되고 메타 정보 저장소(218)에 저장된다. 또, 메타 정보 저장소(218)는 사용자 식별자(identity)에 기초한 사용자의 사용일

지(user-usage log)를 포함한다. CVM 시스템이 제공하는 소정의 다이알로그 프롬프트(도입, 질문, 피드백 등) 뿐만 아니

라 대화형 도움말 및 보조와 같은 서비스는 메타 정보 저장소(218)에 저장되고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사용자의 이용 히

스토리에 기초하여 맞추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주어진 애플리케이션과 이미 상호작용해 오고 있는 경

우, 사용자가 그 애플리케이션에 정통하다고 가정하면 설명을 줄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많은 에러를 범하는 경

우, 에러가 많다는 것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이나 기능에 대해 확신이 없고, 생소하며,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오해를 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설명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콘텍스트 스택(217)은 다이알로그 관리자(219)에 의해 관리된다. 콘텍스트 스택(217)은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모든 정

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는 다이알로그의 콘텍스트에서 실행되는 백엔드 및 다이알로그 중 발생하는 외래의 이벤트에

대한 모든 변화, 상태, 입력, 출력 및 질의를 포함한다. 보다 상세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콘텍스트 스택은 각 활성 다이알로

그(또는 지체된 다이알로그-에이전트/메모리화)에 해당하는 조직화된/분류된 콘텍스트에 관련된다. CVM 시스템에 포함

된 글로벌 히스토리(216)는 각 애플리케이션의 콘텍스트를 벗어나 저장된 정보를 포함한다. 글로벌 히스토리는 예를 들

면, 대화 세션(즉, 현재 세션 동안에 또는 머신의 작동시부터 사용자와 머신간의 다이알로그의 히스토리) 기간 중에 취급하

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액션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한다.

또, CVM 커널층(202)은 [다이알로그 관리자(219)를 바이패싱하기 보다] 다이알로그 관리자(219)를 통해서 백엔드 비지

니스 논리(213)에 억세스할 수 있게 하는 백엔드 앱스트랙션층(223)을 포함한다. 이것에 의해서, 이러한 억세스는 콘텍스

트 스택(217) 및 글로벌 히스토리(216)에 추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백엔드 앱스트랙션층(223)은 다이알로그 관리자

(219)로의/로부터의 입력 및 출력을 데이타베이스 질의로 변환시킬 수 있다. 이 층(223)은 규격화된 속성값 n-더블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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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베이스 질의로 전환하고, 이러한 질의의 결과를 테이블 또는 속성값 n-더블 세트로 해석하여, 다이알로그 관리자

(219)로 돌려 보낸다. 또, 대화형 트랜스코딩층(224)은 CVM 시스템을 실행하는 장치의 I/O 및 엔진 능력에 기초하여 사용

자에게 표시된 행동, UI 및 다이알로그를 적응시키기 위해 제공된다.

또, CVM 시스템은 OS(212)에 의해 제공된 근저의 시스템 서비스의 일부로서 통신 스택(214)(또는 통신 엔진)을 더 포함

한다. CVM 시스템은 통신 스택을 사용하여 대화형 프로토콜(204)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고, 대화형 프로토콜(24)은 종래

의 통신 서비스를 확장하여 대화형 통신을 제공한다. 통신 스택(214)은 대화 장치간의 대화형 통신 교환을 제공하기 위해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서 공지의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프로토콜층과 연결하여 구현될 있음을 이해하

여야 한다. 이 기술에서 공지된 바와 같이, OSI는 각 층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여 네트워크 접속된 장치의 네트워크 분산

대화형 애플리케이션간의 통신을 제공하는 7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층(이들 기능은 공지되어 있음)은 애플리케이

션층, 프리젠테이션층, 세션층, 트랜스포트층, 네트워크층, 데이타 링크층 및 물리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애플리케이션층

은 대화형 프로토콜(204)을 통해서 대화형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확장된다.

일반적으로, 대화형 프로토콜(204)은 리모트 애플리케이션 및 자원이 그들의 대화 능력 및 프록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

용한다. 이 대화형 프로토콜(204)에 대해서는 본 출원과 동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System and Method For

Providing Network Coordinated Conversational Services"인 미국 특허 출원(IBM 문서관리번호 YO999-113P)에 더욱

상세하게 개시되어 있고, 이것은 본 명세서에 참고로 인용되고 있으며 본 출원인에게 공동으로 양도된 것이다(여기에서는,

대화형 프로토콜은 CVM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이용된다). 특히, 도 3을 더 참조하면, 대화형 프로토콜(204)

(또는 방법)은 분산 대화형 프로토콜(300), 디스커버리, 등록 및 교섭 프로토콜(301) 및 음성 전송 프로토콜(302)을 포함

한다. 분산 대화형 프로토콜(300)에 의해서, 네트워크 대화형 애플리케이션(200, 200a) 및 네트워크 접속된 장치(로컬 클

라이언트 및 서버와 같은 다른 네트워크화된 장치)는 이들의 현재 대화 상태, 아규먼트[데이타 파일(209)] 및 콘텍스트를

서로 등록하기 위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분산 대화형 프로토콜(300)은 네트워크 접속 장치들(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서버)간의 로컬 및 분산 대화형 엔진(208, 208a)의 공유를 허용한다. 또, 분산 대화형 프로토콜(300)은 다이알로그 관리

자(DM) 프로토콜(후술함)을 포함한다. 분산 대화형 프로토콜은 매스터/슬레이브 대화형 네트워크, 피어(peer) 대화형 네

트워크, 사일런트 파트너를 포함하는 다수 장치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관여하는 대화를 조정하기 위해 정보의 교환을 허용

한다. 분산 대화형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장치간에 교환될 수 있는 정보는 데이타 파일(아규먼트)에 대한 포인터,

데이타 파일 및 다른 대화 아규먼트의 전송(필요한 경우), 입력, 출력 이벤트 및 인식 결과의 통지, 대화형 엔진 API 호출

및 결과, 상태 및 콘텍스트 변경 및 다른 시스템 이벤트의 통지, 등록 업데이트: 등록을 위한 핸드셰이크, 절충 업데이트 처

리: 절충을 위한 핸드셰이크, 인식 업데이트 및 요구된 자원이 손실될 때의 디스커버리 업데이트를 포함한다.

또, 분산 대화형 프로토콜(300)은 예를 들면 사일런트 파트너를 포함하는 매스터/슬레이브 또는 P2P 대화형 네트워크 구

성 및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장치간의 대화를 조정하도록 장치 또는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허용하는 애플릿, ActiveX 구

성요소 및 다른 실행가능한 코드와 같은 다른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및 장치를 허용한다. 다시 말하면, 복수

개의 CVM 또는 복수 개의 대화 인식 장치가 대화형으로 접속되고 조정될 때, 이들을 한 개의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즉,

단일 마이크로폰을 통해) 동시에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음성은 고유의 조정 대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스마트

폰, 페이저, PDA, 네트워크 컴퓨터, IVR 및 차량 탑재용 컴퓨터를 자동 제어할 수 있다. 사일런트 파트너는 다른 대화 장치

의 대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어될 수 있다. 사일런트 파트너는 API/프로토콜을 통해서 네트워크 접속된 CVM와 상호작

용할 수 있도록 대화식으로 인식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사일런트 파트너는 지정된 기능외에는 사용자에게 I/O를 제공하

지 않는다. 예를 들면, 방 안의 램프는, CVM에 의해 발견될 수 있고 그의 대화 상태(예를 들면, 그것의 명령이 전등을 켜라

또는 전등을 꺼라 등인 것)를 등록할 수 있으며 CVM으로부터 전송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음으로써 대화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본 명세서에서 UCRC(Universal Conversational Remote Control, 범용의 대화식 원격 제어)라고

칭하는 CVM 리모트 콘트롤은 발견된 모든 대화 인식형 전기제품(conversationally aware appliance)에 의해 지원되는

명령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단지 CVM 리모트 콘트롤과 다이알로그함으로써 이들 애플리케이션을 음성

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분산 대화형 프로토콜(300)은 네트워크 상에서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대화형 엔진간에 호출을 구현하도록

RMI(Remote Method Invocation) 또는 RPC(Remote Procedure Call) 시스템을 통해 구현된다. 해당 기술 분야에서 공

지된 바와 같이, RPC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 상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토콜이다. 마찬가지로, RMI는 객체들이 분산 네트워크 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RMI에 의

해서 한 개 이상의 객체가 요구와 함께 통과될 수 있다.

대화형 프로토콜(204)은 대화형 디스커버리(검출), 등록 및 절충 프로토콜(또는 방법)(301)을 더 포함한다. 등록 프로토콜

은 각 네트워크 장치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그들의 대화 능력, 상태/콘텍스트 및 아규먼트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등록하

여 장치들간의 데이타 전송을 관련 정보에 한정하고 매스터/슬레이브 또는 피어 네트워킹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대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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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만 인식되는) 사일런트 대화 파트너는 유사하게 행동하고(즉, 그의 능력 등을 등록하고), 대화형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또는 CVM의 대화형 클라이언트로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즉, 사일런트 파트너는 CVM 장치에 대해서 대화형 등록을 사용

한다).

등록 프로토콜에 의해서 다음 정보, (1) 능력 및, 정의 및 업데이트 이벤트를 포함하는 로드 메시지; (2) 엔진 자원(소정의

장치가 NLU, DM, NLG, TTS, 화자 인식, 음성 인식 압축, 코딩, 저장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 (3) I/O 능력; (4)

CPU, 메모리 및 로드 능력; (5) 데이타 파일 형태(특정 도메인, 사전, 언어 모델, 언어 등); (6) 네트워크 어드레스 및 특징

(feature); (7) 사용자에 대한 정보(정의 및 업데이트 이벤트); (8) 장치, 애플리케이션 또는 다이알로그에 대한 사용자 취

향; (9) 맞춤(customization); (10) 사용자의 경험; (11) 도움말; (12) 애플리케이션(및 애플리케이션 상태)(정의 및 업데이

트 이벤트)당 능력 요구 사항; (13) CUI 서비스 및 행동에 관한 메타 정보(통상적으로 도움말 파일, 카테고리, 대화형 우선

순위 등)(테이블에 대한 포인터를 경유한 정의 및 업데이트 이벤트); (14) 프로토콜 핸드셰이크; 및/또는 (15) 토폴러지 절

충이 변경될 수 있다.

등록은 장치들간의 TCP/IP, TCP/IP 29, X-10 또는 CEBus 및 소켓 통신과 같은 전통적인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실

행될 수 있다. 이들 장치는 분산 대화형 아키텍쳐를 사용하여 이들의 관련된 대화형 엔진 및 CVM 콘트롤러에 이들의 대화

아규먼트[예를 들면, 활성 어휘, 문법 및 언어 모델, 파싱 및 번역/태깅 모델, 성문(聲紋), 합성 규칙, 베이스폼(발음법) 및

음성 폰트]를 전송한다. 이 정보는 파일 또는 스트림으로서 CVM 콘트롤러 및 대화형 엔진에 전송되거나 URL로서(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장치들간, 즉 객체와 XML 구조간의 정보 변경 레벨에서 선언적 또는 절차적으로) 전송된다. 등록 프로

토콜을 실행하는 한 실시예에서, 접속할 때 장치는 플래그 세트 또는 장치 소유의 객체를 장치의 대화 능력을 예정된 프로

토콜(예를 들면, TTS 영어, 텍스트, 음성 인식, 500 어휘 및 FSG 문법, 화자 인식없음 등)과 교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은 엔진 요건 리스트를 변경할 수 있다. 매스터/슬레이브 네트워크 구성으로, 매스터 다이알로그 관리자는 모

든 리스트를 컴파일(편집)할 수 있고, 기능과 요구를 대화 능력과 일치시킬 수 있다. 또, 콘텍스트 정보는 콘트롤러가 억세

스하여 그의 콘텍스트 스택에 부가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콘텍스트 스택/히스토리로의 전송 또는 지시를 표

시함으로써 전송될 수 있다. 또, 장치는 그의 멀티 모델 I/O 및 UI 능력(스크린있음/스크린없음, 오디오 입력/출력 능력, 키

보드 등)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기도 한다. 대화 아규먼트는 다이알로그 엔진이 현재의 상태 및 콘텍스트에 기초하여 NLU

엔진에 의해 새로운 질의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대화형 디스커버리 프로토콜(301)은 로컬 또는 네트워크 대화 인식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발견하고 이러한 대화 인식 시스

템을 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네트워크와 접속하도록 장치의 자발적으로 네트워크화된 대화형 클라이언트(230, 230a)에 의

해 활용된다.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을 통해서 변경된 정보는 (1) 핸드셰이크를 위한 방송 요구 또는 요구의 청취; (2) 장치

식별자의 교환; (3) 초기 등록을 위한 처리/포인터의 교환; 및 (4) 초기 절충용 처리의 교환을 포함한다.

또, 절충 프로토콜(301)은 동적 매스터/슬레이브 및 P2P 상호작용시에 복수 개의 CVM 시스템간의 적합한 조정을 제공하

도록 매스터/슬레이브간의 절충 또는 피어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등록시 복수 개의 CVM 장치는 대화형 등록

능력에 예를 들면 그들 장치의 제어 능력, 그들 장치가 억세스하는 대화형 엔진 및 그들 장치에 관해 등록되고 그들 장치가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장치에 관련된 정보를 추가할 것이다. 그들의 UI, I/O 능력 및 활성 I/O에 기초하여, 한 개의

CVM 콘트롤러는 매스터가 되고, 다른 CVM 콘트롤러는 슬레이브로서 작용하며, 새로운 절충이 발생할 때까지 애플리케

이션이 등록됨에 따라 매스터에 대해 비교적 등가이다. 매스터와 슬레이브의 역할은 활성 I/O 모드 또는 장치에 기초하거

나 활성 애플리케이션에 기초하여 동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음성 전송 프로토콜(302 : 또는 대화 코딩 프로토콜)은 음성 전송 클라이언트(231, 231a)에 의해 사용되어, 압축된 음성을

프로세스용 다른 네트워크 장치,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으로부터 송신/수신하여 처리한다. 음성 전송 클라이언트

(231, 231a)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음성을 처리하기 위해 적합한 압축 하드웨어(235, 235a)를 사용하여, 압축, 압축

해제 및 재구성 엔진(234, 234a)과 병행하여 동작한다. 음성 코더(234, 234a)는 압축된 음성 및 최적화된 대화형 성능(예

를 들면, 워드 에러 비율)의 감각적으로 수용가능하거나 알 수 있는 재구성을 제공한다. 음성은 음향 신호 처리 엔진(오디

오 서브시스템)(232, 232a) 및 적합한 오디오 하드웨어(233, 233a)를 사용하여 각각의 네트워크 장치에서 포착된다(그리

고 특징으로 변환된다). 또, 압축된 음성 파일 포맷(303)은 음성을 처리하는 장치간에 송수신될 수 있다. 특히, 음성 전송

프로토콜(303)은 장치가 네트워크의 다른 장치 및 애플리케이션으로/으로부터 압축된 음성 또는 로컬 처리 결과를 송수신

하게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화형 엔진(208 : 도 2)은 전송을 위해 음성(또는 결과)을 압축하고 로컬 프로세싱을

위해 또 다른 장치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얻어진 압축 음성(또는 결과)을 압축 해제하는 압축/압축

해제 엔진(234)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 실시예에서는, 송신 장치와 수신 장치간의 핸드셰이크 프로세스 후에, 데

이타 스트림(패킷 단위)은 수신기로 전송된다. 패킷 헤더는 음성(또는 결과)을 엔코딩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딩 구조 및 코

딩 아규먼트(즉, 상기 합체된 특허 출원 IBM 문서 관리 번호 YO999-113P에서 개시한 바와 같은 샘플링 주파수, 특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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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characteristics), 벡터 차원, 특징 변환/패밀리 등)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에러 보정 정보는 (예를 들

면, 이전 패킷이 손실되거나 지연될 경우 다른 디코더를 보정하기 위해 이전 패킷의 최종 특징 벡터) 또는 손실 패킷을 복

구(재전송)하기 위한 적합한 메시징을 도입할 수 있다.

도 9, 도 10 및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화형 프로토콜(204)은 네트워크화된 장치의 다이알로그 관리자(DM : DM은

상세히 후술함)간에 정보 교환용 프로토콜을 더 포함한다.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분산 애플리케이션[분산 애

플리케이션(200a)]에서, 다이알로그 관리 프로토콜은 어떤 다이알로그 관리자(219 또는 219a)가 주어진 기능을 실행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는데 사용된다. 전형적으로, 다른 장치, CVM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그들 소유의 다

이알로그 관리자, 콘텍스트 스택(217, 217a) 및 글로벌 히스토리(218, 218a)를 가질 것이다. [분산 프로토콜(300 : 도 3)

의 일부인] 다이알로그 관리자(DM) 프로토콜을 통해, 다른 다이알로그 관리자는 1 개의 매스터 다이알로그 관리자 및 수

개의 슬레이브 또는 피어 다이알로그 관리자를 갖는 토폴로지를 수행할 것이다. 활성 매스터 다이알로그 관리자[도 9에서

다이알로그 관리자(219)로서 도시한]는 여러 개의 관리자에 대한 I/O의 흐름을 관리하여 활성 다이알로그를 결정하고, 질

의를 적절히 실행하여, 콘텍스트 및 히스토리를 업데이트하는 일을 담당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의 정보가 변경될 수 있

다. (1) DM 아키텍쳐 등록(예를 들면, 각 DM은 로컬 DM의 수집체일 수 있다). (2) 관련된 메타 정보에 대한 포인터(사용

자, 장치 능력, 애플리케이션 필요성 등). (3) DM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수행(예를 들면, 매스터/슬레이브, P2P). (4) 적용

가능한 경우, 즉 엔진이 매스터 DM에 의해 제어되는 엔진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데이타 파일(대화 아규먼트). (5) 엔진으로

부터의 전송 및/또는 콘텍스트로의 추가를 위한 사용자 입력, 사용자로의 출력과 같은 I/O 이벤트의 통지. (6) 인식 이벤트

의 통지. (7) 처리된 입력의, 엔진에서 매스터 DM으로의 전송. (8) 등록된 DM으로의 매스터 DM 의무의 전송. (9) DM 처

리 결과 이벤트. (10) DM 제외. (11) 신뢰 및 불명료의 결과, 제안된 피드백 및 출력, 제안된 기대 상태, 제안된 액션, 제안

된 콘텍스트 변경, 제안된 새로운 다이알로그 상태의 전송. (12) 결정 통지, 콘텍스트 업데이트, 액션 업데이트, 상태 업데

이트 등. (13) 완료하거나 실패하거나 중단된 액션의 통지. (14) 콘텍스트 변경의 통지 및/또는 (15) 액션으로 인한 데이타

파일, 콘텍스트 및 상태 업데이트. 또, 액션, I/O 이벤트, 백엔드 억세스는 대화 자원 관리자 및 작업 디스패처 관리자와 공

유되는 정보이다.

도 10 및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다이알로그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을 도시한다. 특히, 도 10은 다양한 장치/애플리케이션(l,

k 및 N)의 다수 다이알로그 관리자(즉, 매스터 중재자 및 슬레이브 다이알로그 관리자 l, k 및 N)간의 계층 다이알로그를

도시한다. 도 10은 전형적인 매스터 슬레이브 토폴로지를 도시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토폴로지는 DM 프로토콜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형성된다. 한편, 도 11은 메인 루트(중재자) 다이알로그 관리자만이 한 개 이상의 애플리케이

션 또는 장치(l, k, N)를 위한 다이알로그 관리자 작업을 실행하는 또 다른 매스터/슬레이브 구성을 도시한다. 이 예에서,

매스터 다이알로그 관리자 중재자는 제공된 유일한 다이알로그 관리자이고, 글로벌 콘텍스트 및 히스토리(가능하다면 애

플리케이션 특정 콘텍스트 및 히스토리의 분류에 의해서)를 유지한다. DM 프로토콜은 각 애플리케이션 및 장치와 코어 루

트 다이알로그 관리자간의 속성값 n-더블을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수의 장치/애플리케이션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은 실제 다이알로그 관리 프로세스는 단일

장치에서 한 개의 단일 아날로그 관리자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실행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 2 개 상황간의 차이

는 소정의 작업에 대해서 엔티티당 1 회의 대화를 한정하여 여러 번의 대화를 전달하는 것과 달리, 사용자가 1 개의 엔티티

가 다수 작업을 전달하여 1회의 대화를 전달하는 느낌을 갖는 것이다. 이들 토폴로지 각각은 DM 프로토콜을 통해서 수행

되거나, 사용자 취향, 애플리케이션 선택 또는 CVM 디폴트 설정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도면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서 대화형 시스템 및, CVM 시스템의 대화형 커널의 중심 기능 모델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다. 도 4의 시스템과 그에 관한 설명은 실행 예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의 목적용이고, 당해 기술의 일

반적인 숙련자는 본 발명의 정신에 따른 CVM를 실행하는 다른 구성요소 또는 시스템 아키텍쳐를 계획할 수 있음을 이해

하여야 한다. 또, 이들 엘리먼트 각각은 기존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또는 이들 상이한 새로운 엘리먼트를 중심으로 구축된

코어(중심) 커널을 갖는 진정한 CVM 하의 플랫폼으로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자립(스탠드얼론)형 모드로 도입될 수 있음

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 근저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종래의 호출은 휴대할 수 있는 CVM으로 획득하여 실행될 수 있

다. 이 예에서, CVM은 기존의 플랫폼을 위해 자립(스탠드얼론)형 플랫폼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대화형 시스템(400)은 일반적으로 종래의 서브시스템 및 CVM(401)에 의해

실행되고 관리되는 대화형 서브시스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CVM(401)은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 메타 정보

관리자(403), 다이알로그 콘트롤러(404)(또는, 상기에 칭해진 다이알로그 관리자), 콘텍스트 스택(405) 및 대화형 서브시

스템 서비스 관리자(406)를 포함한다. 용어 "CVM 콘트롤러"는 여기에서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와 다이알로그 콘

트롤러(404)를 총칭하도록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CVM(401)은 대화형 및 종래 입력 스트림을

복수 개의 액션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작하고, 분류된 출력을 대화형 및/또는 종래의 출력 스트림을 통해 사용자에게 생성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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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시스템(400)은 예를 들면 음성 인식 시스템(408), 화자 인식 시스템(409), 자연어 인식 및 자연어 파싱 시스템

(410) 및 텍스트-음성 합성(TTS) 시스템(411)을 포함하는 다수의 대화 자원 서브시스템(엔진)(407)을 더 포함한다. 대화

자원(407)는 NLG(Natural Language Generation) 엔진 및 오디오 서브시스템과 같은 다른 시스템을 포함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대화형 서브시스템(407) 각각은 API 호출을 통해 CVM(401)에 억세스될 수 있

다. CVM(401)은 [대화형 서브시스템 서비스 관리자(406)를 통해서] 요구한 대화형 서브시스템(407)을 찾아, 그의 실행

을 구동시켜 적합하게 그 결과를 복귀시킬 것이다. 이들 대화형 서브시스템(407)은 로컬형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분산형

일 수 있고, 모든 대화형 서브시스템 호출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숨겨져 있음[그러나, 개발자가 엔진(407)의 특정한 행

태를 실행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엔진 API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사용 가능함]을 이해하여야 한다.

대화형 서브시스템 서비스 관리자(406)는 CVM(401)에 의해 제공되는 (본 명세서에 설명한 바와 같은) 모든 서비스, UI

및 행태를 관리한다. 종래 서브시스템 서비스 관리자(412)는 근저의 오퍼레이팅 시스템(또는 근저의 OS의 결여시라도 종

래의 I/O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및 UI를 관리한다.

CVM(401)의 중심은 다이알로그 콘트롤러(404)의 제어하에서 동작되고 관리된 콘텍스트 스택(405)이다[콘텍스트 스택

(405)이 전술한 글로벌 히스토리 및 메타 정보 저장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콘텍

스트 스택(405)은 입력 인식[예를 들면, 엔진이 활성 FSG, 토픽, 어휘, HMM(Hidden Markov Model), 성문(보이스프린

트), 음성 입력용으로 가능한 언어 모델 또는 질의와 같은 이들 각각의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파일 또는 아규먼

트]를 위해 필요해질 수 있는 다른 엔진용 임의의 데이타 파일(413)(또는 적어도 이러한 대화 아규먼트의 식별자)에 따라

활성화된 담화(즉, 주어진 작업/프로세스/스레드에 관련된 대화형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각 활성 프로세스의 콘텍스트(즉,

속성값 n-더블 및 상태/모드의 충분한 질의 아규먼트 리스트)를 축적한다. 다시 말하면, 용어 "콘텍스트"는 (활성이든 비활

성이든) 각 담화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담화의 과거 히스토리, 그것의 현재 상태 및 특수한 특징과 입력 인식을

위해 필요한 모든 데이타에 따른 대응하는 작업의 전체 질의 아규먼트(예를 들면, 각 활성 작업/프로세스의 어휘 파일, 언

어 모델, 파싱, 태그, 성문, TTS 룰, 문법, NLU 등)의 궤적을 유지하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은) 분산형 CVM에서는, 콘

텍스트 스택(다른 CVM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은 네트워크화된 서비스(즉,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산된)(콘텍스트 및 글로

벌 히스토리에 관해 전술한 바와 같은)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특히, 각 새로운 작업,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thread)는 새로운 스택 엔트리를 형성하고, 또한 하나의 담화에 관련되어 있

다. 각 애플리케이션은 다수의 담화(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관리 담화 및 애플리케이션 내용 내비게이션 담화)에 관련될

수 있다. 주어진 담화에 관련된 각 콘텍스트는 최근 출력 뿐만 아니라 대응하는 프로세스/작업/스레드에 대해서 형성된 최

근의 요구를 포함한다. 주어진 담화의 콘텍스트는, 예를 들면 어떤 활성 문법, 어휘 및, 실제 질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심볼

언어에도 관련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최근 정보는 히스토리 및 콘텍스트 스택에 저장된다. 과거의 히스토리 및 콘텍스트

와 기타의 정보는 메타 정보 관리자(403)에 의해 관리되고, 메타 정보의 일부로서 저장된다.

다이알로그 콘트롤러(404)는 네트워크화된 장치로부터 로컬 또는 리모트로 생성된 새로운 작업/프로세스/스레드마다 콘

텍스트 스택(405)에서 새로운 스택 엔트리를 생성함으로써 콘텍스트 스택(405)을 관리한다[여기서, 작업 관리는 후술하

는 바와 같이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에 의해 제어된다]. 각 활성 애플리케이션은 다수의 담화(애플리케이션 관리

담화, 애플리케이션 내용 내비게이션 담화 등)에 관련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어진 담화에 관련된 각 콘텍스트는

최종 출력 뿐만 아니라 대응하는 프로세스/작업/스레드에 대해서 형성된 최근의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또, 주어진 담화의

콘텍스트는, 예를 들면 어떤 활성 문법, 어휘 및 실제 질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심볼 언어(속성값 n-더블)에 관련된다. 콘텍

스트 스택(405)은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입력이 있으면 입력 콘텍스트가 적절하게 달정될 수 있을 때까지 다이알로그 콘트

롤러(404)가 콘텍스트 스택(405)을 가로질러 검색하도록 머신 상태 스택에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최근의 담

화와 과거의 담화 중에서 사용자와 머신간의 활성 담화를 찾아서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는 로컬 및 네트워크화된 종래 및 대화 자원에서 (사용자 및 머신에 의해) 생성된 다른 작업

및 프로세스를 디스패치하고 조정한다.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는 일반적으로, 모든 자원의 로드 및 이용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작업들을 상이한 자원들에 적절히 배정하고 이동시킴으로써, 활성화된 작업(그 작업이 종래 방식에

의한 작업이든 대화형 작업이든 불문함)를 디스패치하고, 각 작업, 자원 등의 스테이터스를 제어하는 자원 할당 메카니즘

이다. 자원 할당 기능은 각 자원의 현재 부하, 각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모든 시스템 로드 및 대화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해 조정할 수 있는 자원에 작업을 디스패치함으로써 모든 시스템을 조정하고/관리하는 것을 포함한

다.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는 [전술한 발견(디스커버리), 등록, 절충, 분산된 대화형 프로토콜을 통해서] 다른 자원

에 의해 교환된 어떤 정보에 [종래 작업 관리자(417)를 통해서] 종래 시스템 관리 절차를 추가한 것에 따른다. 작업 디스

패처/콘트롤러(402)는 이들 자원의 트랙을 유지하고, 콘텍스트 스택(405) 상의 다른 작업간에 종래의 서브시스템(예를 들

면, GUI I/O 및 시스템, 비디오 인식 엔진 등) 및 대화형 시스템(407)을 공유한다. 또,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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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작업 관리자(417)의 레벨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종래 작업을 관리하고 제어하도록 근저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서비스를 활용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대화형 작업 디

스패처 관리자/콘트롤러(402)의 지시하에서 작업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는 [활성 콘텍스트를 선택하는 다이알로그 콘트롤러(404)를 통해서] 종래 및 대화형 서브시

스템 서비스(412, 416)로부터의 입력을 콘텍스트 스택(405)에 공급하고, 다른 작업의 출력을 다른 서브시스템에 공급하

여 이것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또,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는 콘텍스트 스택(405)에 따라 에이전트/데몬

(daemon) 및 메모리화 작업의 형태로 대화형 보조를 삽입하고 관리한다.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는 활성 대화 및 대

화 히스토리, 지연된 복귀, 네트워크 자원 및 작업 위임에 걸쳐 위임, 요약화 및 암기화(기능은 후술함)에 따른 출력 발생

및 우선 순위를 조정한다.

다이알로그 콘트롤러(404)는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에 등록된] 모든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및 종래 애플리케이션

간의 다이알로그(대화 = 음성 및 멀티 모델; GUI, 키보드, 포인터, 마우스, 비디오 입력 등)를 관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은 그들의 상태에 대한 정보, 그들이 최근의 입력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및 이러한 번역에 대한 신뢰 수준을

(API 호출 또는 절충 프로토콜을 통해서) 교환한다. 다이알로그 콘트롤러(404)는 활성 콘텍스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관리

하고 결정한다. 또, 이것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활성 중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이알로그 콘트롤러(404)를 보조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이 정보를 교환하게 하는 대화형 프로토콜을 관리하거나, 이러한 결정을 형성할 수 없을 경우 불명료를 해결

하기 위해 짧은 다이알로그를 활성화시킨다.

도 5는 다이알로그 관리자(404)의 기능을 설명한다. 도시한 바와 같이, 다른 작업(작업 1, 작업 N) 및 자원(대화형 서브시

스템 A-Z)는 CVM(401)에 의해 관리된다. CVM(401)은 애플리케이션이 활성되어 있는지와, 콘텍스트가 (다이알로그 관

리자 및 대화형 프로토콜에 대해 전술한 바와 같이) 수정되는지를 결정한다.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은 전술한

다이알로그 관리자 프로토콜에 의해서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실행된다. 다이알로그 관리자 프로토콜이 로컬 동시

식 애플리케이션간에 정보를 교환하는데 사용됨을 이해하여야 한다. 설계시에 다이알로그 관리자 및 엔진에 알려지지 않

은 다수의 (로컬 또는 네트워크 연결된) 다이알로그/애플리케이션간의 다이알로그 및 콘텍스트를 관리하는 능력은 일반적

인 NL 프로세싱 및 플래그가능한 다이알로그 관리자 및 NL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칭해지는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은 (전술한 CVM API를 통해서) CVM(401) 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또는 JVM(Java Virtual Machine)과 같

은 근저의 시스템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직접 호출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호

출이 CVM(401)을 통해 형성될 때, 이것은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를 통해 등록되고, (멀티 모델일 수 있지만 음성

입력 또는 출력이 없는) 다이알로그는 다이알로그 콘트롤러(404)에 의해 관리된다. 호출(call)이 근저의 오퍼레이팅 시스

템에 대해서 완성되면, 다이알로그 콘트롤러(404)는 애플리케이션과 간접적으로만 상호작용할 것이다. 즉, 종래의 호출은

종래의 작업 관리자(417)에 의해 관리되고, 따라서, 통과될 때 및/또는 작업 디스패처가 종래의 작업 관리자(417)를 협력/

명령하기 때문에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에 의해 고려된다. 후자는 다이알로그 콘트롤러(404)에 애플리케이션을 등

록하고,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가 인식하는 스테이터스 변경을 업데이트할 것이다. 종래의 애플리케이션이 C&C

(Command and Control) 인터페이스(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음성 인터페이스)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다이알로그가 등록되고 다이알로그 콘트롤러(404)에의 한 등록을 통해 다이알로그 콘트롤러(404)에 의해 제어된다. 이들

은 특별한 경우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역 호환성 또는 비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에는, 다이알로그 콘트롤러(404)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다이알로그를 제어하고 콘텍스트 스택(405)을 통해 콘텍스트를

관리할 것이다. CVM(401)은 모든 종래 기능, 서비스 및 행태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CVM

(401)은 종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플랫폼으로서 실행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모든 종래 호출을 획득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서 작용한다.

CVM(401)은 다른 자원 또는 객체(로컬형, 네트워크형 등) 및 사용자에 대한 정보(취향, 보안 습성, 바이오메트릭스, 행태

등) 뿐만 아니라 CVM(401)에 관련된 파일(또는 기록 또는 성명 공간과 같은 장치에 적용된 다른 유사한 실체), 디렉토리,

객체 및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엘리먼트를 관리하는 메타 정보 관리자(403)를 더 포함한다. 메타 정보 관리자(403)는 앱스

트랙트 카테고리 및 메타 정보를 통해서 이러한 엘리먼트 및 시스템 자원을 하이 레벨의 대화형 앱스트랙션과 관련시킴으

로써 이들 엘리먼트를 관리한다. 예를 들면, 객체 표시는 각 객체[예를 들면, 파일을 픽처, 드로윙, 이미지 등과 같은 앱스

트랙트 개념과 관련짓는 보안 특성(사용자 및 저작자)]에 관련된 콘텐츠 주도형의 메타 정보와 같은 개량된 지식 표시를

포함하도록 확장된다. 이들 엘리먼트 각각은 다수의 메타 정보 카테고리 중 하나 이상에 관련된다. 이들 카테고리는 오퍼

레이팅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 중 하나에 의해서 정의된다. 각 파일, 디렉토리 객체 및 애플리케이션은 카테고

리 정의와 관련 기능을 지시함으로써 또는 그들을 이들 클래스에 등록함으로써 그 정의된 카테고리들 중 하나 이상에 관련

될 수 있다. 상세하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앱스트랙트 메타 정보는 파일 시스템 또는 어떤 다른 객체, 자원 또는 사용자의

엘리먼트를 숏컷하거나 자동 추출 및 처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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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메타 정보 관리자(403)는 다수 카테고리를 가진 앱스트랙트 메타 정보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을 관리

한다. 이들 카테고리는 자원의 소유자/개발자에 의해 또는 자원의 과거 사용자/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유리

하게는, CVM(401)은 종래의 파일 관리 시스템과 달리 관련된 메모리 개념에 의존하고, 파일에 대한 정보는 3가지 주요 형

태: (1) 파일 이름의 확장자; (2) 파일 이름의 헤더; 및 (3) 파일 내용 형태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의해서 획득된다(이진 대

ASCII)(단, 본 명세서에 설명한 앱스트랙트 카테고리 개념은 이러한 종래의 파일 시스템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 대화형

시스템에서는, 파일의 내용 또는 역할을 특징짓기 위해 앱스트랙션의 추가 레벨를 추가한다. 예를 들면, 각 파일은 파일을

특징짓는 앱스트랙트 클래스 세트에 관련될 수 있다(반면에 종래에는, GIF 파일은 예를 들면 디폴트로 파일을 오픈하거나

편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될 수 있다). 또, 다수 디렉토리/파일 시스템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된

정보로부터의 이들 확장자를 디폴트로 포함되거나 제외한다. 어떤 다른 이미지 형태의 파일은 자동 조작 프로세스를 이용

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레벨 또는 양호하게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레벨로 등록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부정확하거나

불명료한 파일 확장자는 부정확한 자동화 작업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헤더는 내용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 및 소정의

파일의 프로세싱 요구 사항을 전달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MIME 헤더와 같은 헤더는 대개,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e-메

일 또는 프로토콜 및 언어, 예컨대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 및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의

클래스에 대해서만 설계된다.

본 발명에 따라, 파일은 앱스트랙트 메타 정보에 관련된다. 이것은 예컨대 주제 또는 이미지 분류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행해지거나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플랫폼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미지, 픽처, 영화, 그림의 개

념은 다양한 앱스트랙트 카테고리를 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파일은 그 파일의 포맷, 확장자 및/또는 사용법과는 별개의

다른 용어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또, CVM은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자(그 다음에 등록됨) 또는 사용자(맞춤 또는 사용법) 중

하나에 의해 애플리케이션에 카테고리를 추가하기 위한 능력을 제공한다.

이 앱스트랙션은 디렉토리, 객체 및 애플리케이션에 확장될 수 있지만, 파일에만은 확장되지 않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

를 들면, 링크, 매크로, 숏컷 및 심지어 북마크와 같은 개념은 특정 카테고리에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들 카테고리는

모든 그림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든 이미지 파일 대 모든 재무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든 재무 파일을 표시하도록 허용한다.

메타 정보 관리자(403)는 CVM 플랫폼에 제공되거나 구축된 어떤 객체를 카테고리의 이중 링크된 리스트에 관련지을 것

이다. 다른 구성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CVM 플랫폼은 메타 정보 관리자(403)에 의해 관

리되는 모든 한정된 카테고리의 저장소 테이블을 포함한다. 일부 카테고리는 사용자 종속적 또는 애플리케이션 종속적일

수 있다. CVM 플랫폼 시스템 호출을 사용하여, 사용자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새로운 카테고리 및 이 새로운 카테고리에 관

련된 새로운 객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은 파일 시스템에 특히 잘 맞는다. 또, 각 객체에는 CVM 플랫폼에 의해 시스템 호

출을 통한 사용자/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공된 동적 정보, 즉 생성 날짜, 사용 날짜, 그것의 사용자, 그 객체의 생성일, 빈

도수, 생성자, 그 객체를 컴파일한 자가 추가될 수 있다.

객체의 내용은 객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또는 플랫폼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기초하여 인덱스될 수 있다. 이들 인덱스는

객체에 관련된 동적 정보의 일부이다. 인덱싱 및/또는 주제 검출은 가능 시에 배치(batch) 모드 시에 신속히 행해질 수 있

다.

또, 메타 정보가 사용가능한 자원에 관련될 때에만, 메타 정보, 앱스트랙션 및 앱스트랙트 카테고리는 각 디스패치 작업 및

프로세스에 관련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프로세스 및 로드 관리외에, 이것은 작업의 매우 특정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대화형 요구로, 사용자는 작업의 출력을 듣거나, 콘텍스트 스택을 다운한 작업용 입력(예를 들면,

마이크로폰)을 재청구하고, 입력 스트림에 부가하도록 웨이브 파일 또는 ASCII 파일을 관리한다. 마찬가지로, 예로서, 사

용자는 단일 재지정 요구를 제공함으로써 파일이 전송된 프린터를 재지정할 수 있다.

파일 시스템의 레벨에서 앱스트랙트 카테고리를 사용하는 개념은 CVM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의해 사용가능해지거나 억세

스할 수 있는 어떤 객체 및/또는 자원로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한 것으로서, 네트워크 및 분산

애플리케이션에서, 메타 정보 관리자(403)는 자원의 소유자/개발자 또는 자원의 과거 사용자/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한정된

비로컬 객체 또는 자원(예를 들면, 파일, 디렉토리, 디스크, 객체, 주변기기, 애플리케이션 등)에 관련된 다수의 메타 정보

카테고리를 관리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실제로, 앱스트랙트 카테고리는 특정 자원이 로컬형인지 네트워크형인지

에 독립적이고, 자원으로의 억세스 또는 접속을 통해서 자원은 앱스트랙트 카테고리에 등록되거나 새로운 앱스트랙트 카

테고리를 형성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아직 억세스되지는 않았지만 억세스가능한 새로운 객체는 그의 메타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이 등록 프로세스는 머신이 그 객체에 접속될 때 국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자체, 자체 내

용 또는 자체 카테고리에 등록한 DNS 접근 또는 네임 공간 관리자에 유사한 서버일 수 있다. 이 프로토콜은 애플리케이션

또는 객체가 (예를 들면, ActiveX, 자바스크립트, 자바 애플릿, Vbscript를 통해서) 그 머신에 다운로드되거나 전송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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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적으로 사용되므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이것의 앱스트랙트 카테고리를 자동적으로 등록/활성화시킬 수 있다. (전

술한 바와 같은) 등록 프로토콜은 원격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객체 또는 이것의 내용에 관련된 앱스트랙트 카테고리의 리스

트를 업데이트하는 메타 정보 서버(DNS 서버 또는 네임 공간 관리자와 유사함)를 통해서 비로컬 객체에 관련한 새로운 카

테고리를 자동적으로 형성하도록 활용된다. 자체 등록 메카니즘에 의해서, 네트워크로부터 다운로드되거나 네트워크에 전

송된 새로운 객체는 그의 관련된 메타 정보와 통신하고 그 동일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국부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중 링

크된 리스트 및 저장소는 플랫폼 리스트에 부가될 수 있다. 자원이 새로운 카테고리를 등록할 때마다, 새로운 카테고리는

이 자원에 관련된 것으로서 지시된다. 자원이 삭제될 때에는 대응하는 카테고리도 제거된다.

로컬 객체에 관련된 메타 정보와 같이, 앱스트랙트 메타 정보는 네트워크의 비로컬 엘리먼트를 숏컷하거나 자동적으로 추

출하거나 처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들 자원은 활성 앱스트랙트 카테고리 또는 등록된 자원 세트 내에 적어도 잠시동

안 기억되어야 한다. 원격으로 억세스가능한 각각의 비로컬 객체 또는 자원은 카테고리 정의 및 관련된 기능을 지시하거나

이들을 적절한 클래스에 등록함으로써 이들 다른 카테고리에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것은 watson.ibm.com 인트라넷의 일부인 모든 자원 또는 방문한 모든 프린터 자원 또는 모든 재무 홈 페이

지를 "왓슨" 자원이라 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종래의 브라우저(또는 뷰어)에 의하면, 페이지 또는 파일에 대한

URL은 저장된 다음, 사용자에 의해 수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출원인에 의한 방법의 결과로서, 앱스트랙트 카테고리는

헤더 포맷 또는 HTML 내(예를 들면, 현재의 HTML 명세에 의해서 지정된 코멘트 필드 내 또는 적합한 메타 태그 내 또는

추가 대화형 프로토콜 핸드셰이크로 인해)에 초기에 포함된 다른 메타 정보에 기초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되거나 신청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북마크는 억세스되거나 추가될 때 자동적으로 카테고리가 분류될 수 있다.

메타 정보 관리자(403) 및 저장소는 대화형 상호작용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대화의 레벨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가정되

는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예로는 선험적 지식(즉, 문화적 교육적 가설)과 지속적 정보(즉, 과거의 요구, 조회, 사용자 정보,

애플리케이션, 뉴스 등)가 있다. 이것은 통상, 대화형 히스토리/콘텍스트의 길이/라이프를 벗어나 유지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정보 및 대화에 필요한 공통의 지식이라고 기대되는 정보이므로, 현재의 대화형 상호작용 및 있을 수 있는 과거의 대

화 상호작용시에 한정되지 않는다.

데이타 스트림 프로세싱의 균일성은 메타 정보를 통한 앱스트랙트 카테고리 분류를 간단히 하기 위한 중요한 방식이고, 로

컬형 또는 네트워크형 자원 뿐만 아니라 유사한 앱스트랙트 카테고리, 파일, 객체, 애플리케이션하에서의 카테고리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이하, 입력 및 출력 데이타 스트림의 처리에 있어서 CVM(401)의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 다이알로그 콘트롤러

(404) 및 콘텍스트 스택(405)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다수 도메인을 갖는) 다수의 작업간에

분류되는 콘텍스트 및 혼합식 이니셔티브를 갖는 NLU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을 이해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

은 다수의 도메인을 갖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간에 NLU, NLG 및 혼합식 이니셔티브로 자연스런 다이알로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것에 관해, 각 애플리케이션은 CVM(401)에 자체 파싱 및 번역 아규먼트를 제공할 것이다. 더욱

상세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NLU 엔진(410)은 순차적(파일링 형성)이거나 동시에(예를 들면, 절차형 스레드 또는 동시식

대화 객체/절차 또는 동시식 형태)로 질의를 태그할 수 있다. 불명료하지 않은 질의를 발생함으로써 다이알로그를 완성시

키는 최초의 작업은 실행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번역된 대응하는 질의는 사용자가 그 인식된 질의를 거부하는 경

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장된다.

대화형 바이오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콘텍스트 및 메타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 취향의 목적에 맞추거나 적응하

거나 질의를 위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사용하여 더 강건한 인식을 실행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

서, 정보는 사용자를 인식하기 위해 축적될 수 있다. 즉, 질의의 일반적인 구절화(phrasing), 구절화된 형태의 질의, 명령

빈도수(자주 사용함, 자주 사용하지 않음), 양호한 애플리케이션, 시간 또는 용도 등이 있다. 대화형 바이오메트릭스는 공

동으로 양도되고 본 명세서에서 참조 문헌으로 합체되어 있고, 발명의 명칭이 "Apparatus and Methods for Speaker

Verification/Identification/Classification Employing Non-Acoustic and/or Acoustic Models(비음향 및/또는 음향 모

델을 사용하는 화자 검사/확인/분류용 장치 및 방법)"인 미국 특허 제5,897,616에 설명된 방법을 사용하여 구축될 수 있

다.

이제 도 6을 참조하면, 도면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대화형 입력/출력 인터페이스를 도시한다.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대화형 입력 인터페이스는 자연스런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전화기(600), 키보드(601), 포인팅

장치(602), 핸드라이팅 장치(603)를 통해서 멀티 모델 입력, 즉 파일/스트림/자원을 음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모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입력 및 출력 이벤트를 취하여 다이알로그 관리자(이 관리자는 이 입출력 이벤트를 콘텍스트 스택

에 적절히 저장한다)로 전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성 클라이언트[예를 들면, 전화기(600)]로부터의 구두 입력은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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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프로세스(604)에 종속되고, 다른 입력(예를 들면, 키보드, 마우스 클릭 등)은 NLU 프로세싱(605)에 종속된다. 각 입

력은 속성 획득(401a)에 종속되고, 그것에 의해서, 속성값 n-더블이 입력으로부터 획득된다. 요약화 프로세스(401b)는 실

행되어, 속성값 n-더블이 콘텍스트에 추가된 다음 질의가 완성, 미완성 또는 불명료한지를 백엔드 애플리케이션(608)의

신택스로 인증한다. 또, 백엔드 억세스는 다이알로그 관리자 또는 콘텍스트 관리자에 의해 추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백

엔드에 일부 명료성 능력(다이알로그 관리자의 특징)을 로드함으로써 "지능"의 일부를 백엔드에 분산시키는 것도 가능하

다. 개별적으로, 각 입력 스트림은 종래와 같이 행동한다. 중요한 대화의 형태는 명령이 (입력 질의의 자연 언어적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NLU에 진입되거나, (자유로운 자연스런 입력과는 반대로 규칙, 즉 문법과 어휘에 따라 입력이 구속받는

경우에는) FSG 모드에 진입될 수 있는 입력 절차에서 존재한다. 명령 또는 질의는 누락된 필드를 완성함으로써 또는 활성

작업에 관한 부정확한 필드를 보정함으로써 완성 또는 보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으로서, CVM은 종래의 OS에 충족하

지 않는 새로운 이슈, 즉 입력에 불명료성이 발생하는 통합 예정의 동시 입력 스트림을 도입한다. 예를 들면, 입력은 이제,

재지정 스트림으로부터의 가능한 입력은 말할 것도 없고 키보드를 통해서 키인(key in)된 입력, 수기 입력 및 음성 입력과

결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불명료성을 해결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이것은 상기 합체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60/128,081에 설명된 바와 같이 실행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입력의 문제는 다수 디코더의 출력의 통합, ASCII 전사 또는 속성값 n-더블의 리스트로서 처리된다. 각

입력 스트림은 ASCII 전사로 전환되고, 음성 인식 프로세싱(604)을 통해서 입력 타임마크와 함께 정렬된다. 다른 입력 스

트림이 동일 작업에 관련될 때, 전사는 다음과 같이 통합된다. 첫째, 명령 및 질의는 타임마크에 기초하여 분류되고, 단일

데이타 스트림에 부가된다. 명령 공식화는 FSG 법칙과 대조하여 체크되고, 문법 규칙을 만족하도록 재분류된다. NLU 질

의는 반드시 재분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NLU 질의시에는, 각 스트림마다 심볼 필드가 채워진 다음, 최종 입력 스트림

의 레벨에서 혼합된다. 스펠링 및 문자숫자식 코드와 같은 아규먼트는 순서 불명료성을 해결하도록 문법 법칙 또는 NLU를

이용하지 않는다. 타임마크는 유일한 스트림을 세우도록 유사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입력은 확인을 위해 사용자에게 피드

백되어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달라지는 사전 또는 FSG 규정집을 사용하여 미리 필터링할 수 있다.

네트워크 기반의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 머신은 네트워크에서 다른 장치의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에

등록하고, 이것의 대화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일반적인 데스크탑은 충분한 대화 능력을 등록할 수 있지만, 전

화는 디스플레이없는, 키보드 없는, 펜 없는, 포인터없는 장치로서 등록(스마트폰)하거나 그의 서버를 등록시키고(일반전

화), PDA는 모노 윈도우 장치 등으로서 등록할 수 있다. 시스템간에는 관련된 입력만이 교환된다.

요약하면, 입력 절차는 ASCII 명령, 질의 또는 속성값 n-더블의 리스트로 각각 전사된 멀티 모델 입력 스트림들의 세트를

제공한다. 각 입력 실체[명령, NLU 질의 필드 또는 아규먼트 유닛(고립 문자, 워드 등)]은 타임마크에 관련되고, 따라서

합성된 입력 스트림에 부가된다. 2개 이상의 스트림이 정확히 동일 타임마크를 가질 경우, 이들 스트림에는 각 입력 스트

림이 이전에 분배된 시기에 기초하여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합성된 입력은 가능한 FSG 및 사전과 대조하여 체크되고, 선

택사양으로 사용자에게 피드백된다. 각 자원은 그들의 대화 능력을 교환하고, 입력 스트림은 관련된 정보를 단지 교환하도

록 맞추어진다.

대화형 출력 디스패처 및 인터페이스에 대해, CVM(401)은 파일/스트림/자원에 대한 출력, 디스플레이(단일 또는 다수 윈

도우, GUI, 칼라, 이미지, 영화), 오디오를 생성시킨다. 개별적으로, 각 출력 스트림은 종래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나, 콘텍

스트 스택(405) 및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에 따라, 다수 프로세스의 출력은 동일 출력 스트림(예를 들면, 텍스트 모

드에서의 동일 디스플레이 또는 음성 분석기)에 동시에 충돌할 수 있다. 또, 한 개의 작업의 출력은 몇몇 출력 스트림간에

다중화될 수 있다.

각 출력 스트림은 종래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대안으로, 출력은 작업의 출력 또는 다이알로그 프로세스(예를 들면, 지정

된 다이알로그 또는 혼합식 이니셔티브)에서 발생된 출력 중 하나일 수 있다. 출력 스트림의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가 존재

한다. 예를 들면, 모노 채널 출력[예를 들면, 더미 터미널(VT100 또는 팜 파일럿 스크린) 또는 오디오 전용 출력]의 경우

에는, 이 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출력 메시지는 동일 채널을 사용한다(또는 때때로 하나의 동일 채널을 공유한다)(예를 들

면, 음성 출력, 고유의 윈도우/스크린 및/또는 텍스트 출력). 다수 채널 출력의 경우에는, 각 작업(예를 들면 윈도우즈 GUI)

의 출력마다 독립된 채널이 존재한다. 모노 채널 자원에 대한 다수 작업의 출력 스트림들은 콘텍스트 스택(405)과, 작업 디

스패처(402)에 의해 할당된 우선 순위에 기초하여 큐잉 처리된다. 사용자에게 모노 채널 출력이 제공되면 그 이벤트가 활

성화되어 콘텍스트 스택의 상단에 기록된다. 다중 채널의 출력들은 우선 순위가 부여되지 않고, 콘텍스트 스택의 상단에

팝업시키는 작업 없이 비동기식으로 업데이트된다.

각 작업에서 생기는 출력들은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는 작업에 따라 배정된 출력 취급에 기초하여 다수의 출력 스트림으로

다중화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네트워크형 기반의 상호작용에서는, 각 머신은 대화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안에 연결된 다른 장치의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에 등록될 것이다. 예를 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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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데스크탑은 충분한 대화 능력을 등록할 것이다. 전화기는 (스마트 폰인 경우에는) 자신을 등록할 것이고, (일반 전화기

인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없고 키보드없고 펜없고 포인터없는 장치로서 자신의 서버를 등록시킬 것이다. 또한, PDA는 모

노 윈도우 장치(예를 들면, 팜 파일럿) 등으로서 등록할 것이다. 관련된 출력만이 시스템들간에 교환된다.

모든 출력, 특히 음성 출력은 사용자에 의해 맞춤화되고 프로그램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텍스트 디스플레이에서

폰트를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출력 소리를 내는 음성도 선택 가능하다. 이 경우, 사용자는 음성 폰트로 말하는 것이 된

다. 더 복잡한 대화 표현은 대화 포맷팅 언어를 사용하여 준비된다. 요약하면, CVM(401)은 다중화된 경우에도, 각 입력 스

트림에 배정된 자원을 재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메카니즘 뿐만 아니라 콘텍스트 스택(405) 및 작업 디스패처(402)에 기초하

여 다수 작업의 출력을 모노 채널 출력에 큐잉 처리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각 자원은 자신들의 대화 능력을 교환하고,

출력 스트림은 출력 음성 폰트의 선택, GUI 이벤트를 포함하는 대화 표현의 포맷팅 및 다른 오디오 콘텐츠를 비롯한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데 지나지 않도록 맞춤화된다.

이제, CVM(401)에 의한 입력/출력 처리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CVM(401)는 다양한 활성화를 적

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본 시스템 호출들은 상이한 서브시스템들에 연계된 복수 개의 액션을 생성해야 한

다. 이러한 액션은 작업을 실행하는 것, 새로운 입력을 청취하는 것, 및 출력/피드백을 생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로써, 작

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는 활성화 콘텍스트를 확인하고 질의를 완성하도록 다이알로그 콘트롤러(404)에 대한 질의에

작동하여 활성 콘텍스트를 식별하고 그 질의를 완성하여야 하는 상이한 통계적 파서(parser)를, 콘텍스트 스택(405)에 기

초하여 결정할 것이다. 이들 액션에는 적절히 우선 순위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 우선 순위는, 예를 들면 완성된 질의를 실

행하고 콘텍스트 스택(405)을 업데이트하고, 완성되지 않거나 불명료한 질의/명령을 사용자에게 피드백시키고, 새로운 입

력이 디코드되어 콘텍스트 스택(405)에서 실행될 수 있게 하고, 실행된 프로세스 또는 작용중인 프로세스의 출력을 반송

시키도록 부여된다.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는 대화 아규먼트를 이용하여 각 작업 또는 장치를 대화형 엔진에 관련시킨다. 애플리케이션

또는 장치당 한 개의 엔진이 있는 경우에는, 각 애플리케이션 또는 장치의 NLU 엔진은 병렬식(절차적 스레드) 또는 직렬

식[폼 필링(form filling)]될 수 있다(전술한 바와 같음). 다수의 장치/애플리케이션이 동일 엔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NLU 엔진은 절차적 스레드와 병렬로 되어 있어야 한다. 거부 또는 새로운 질의의 가능성은 대화 아규먼트에 기초하여

활성화된 각 작업에 의해 관리된다. 질의가 거부되거나 너무 부적절하면, 다이알로그 콘트롤러(404)는 사용가능한 다음

콘텍스트를 조사하기 위해 콘텍스트 스택(405)을 훑어 내려간다. 활성 작업의 각 액션, 완성된 질의 및 대화 아규먼트와,

되돌아 온 각 값/결과는 콘텍스트 스택(405)에 저장된다. 또, 되돌아 온 값과 결과는 적절한 시기에 과거의 콘텍스트를 활

성화시킨다.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는 각 명령/프로세스를 복수 개의 액션으로 나누고, 적절한 우선 순위를 갖는 해당 스레드/프

로세스를 개시하며, 이 해당 스레드/프로세스를 콘텍스트 스택(405)에 관련/삽입시킨다. 작업 디스패처(402)는 각 자원을

할당하고 이들을 생성된 다른 액션들간에 공유시키며, 자원에 관련된 취급 및 스트림을 제어한다. 모드(포인터, 키보드, 파

일, 음성)에 기초하여, 작업 디스패처(402)는 스트림을, 음성 입력이 전사되고/이해되는 적절한 대화형 서브시스템 또는

종래 서브시스템에 재지정한다. 이들 서브시스템의 출력은 활성 질의를 추출하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 콘텍스트 스택

(405)에서 수행해 내려간다. 한편, 출력들은 각 작업의 우선 순위 레벨에 기초하여 큐잉 처리되고, 그 순서대로 출력 자원

에 디스패치된다.

각 새로운 (활성) 작업/프로세스/스레드는 활성화된 담화가 있든 없든 콘텍스트 스택(405)에 새로운 스택 엔트리를 생성시

킨다. 콘텍스트 스택(405)은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입력이 있으면, 입력 콘텍스트가 적절하게 달성될 때까지 콘텍스트 스

택(405)을 가로질러 검색할 수 있도록 머신 상태 스택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최근의 담화와 과거의 담화 중

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히스토리를 거슬러 올라가 사용자와 머신간의 활성 담화를 찾아서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제, 이 선택 프로세스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한다. 추가로, 각 작업은 혼합식 이니셔티브층에 관계된다. 이 층은 종래 오퍼

레이팅 시스템에서 명령 라인의 사용 정보에 대한 대화형 등가물만큼 간단할 수 있다. 다이알로그 콘트롤러(404)는 우선,

명령 질의의 신택스 레벨에서의 완성도 또는 불명료성에 대해서 사용자 명령 질의를 체크할 것이다. 미완성이거나 불명료

한 것처럼 보이는 명령은 마찬가지로 (촛점이 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최상위) 우선 순위 레벨에 따라 적절한 대화형 엔

진(407)으로 반송되고, 이 대화형 엔진(407)은 누락 정보 또는 불명료한 정보에 대한 요구(프롬프트)를 생성하여 콘텍스

트(요구된 누락 필드)를 업데이트할 것이다. 또, 이 프롬프트(예를 들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양호하게 정형화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요구가 미완성이고 불명료하다는 것도 간단히 언급할 수 있다.

한편, 완성되었지만 불명료한 명령은 소정의 결과(예를 들면, 출력 또는 액션)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들 결과는 마찬가지

로, 종래의 시스템에서와 같이 사용자에 의해서 재지정되지 않는다면, 우선 순위 레벨에 따라 적절한 대화형 엔진(407)으

로 되돌려져 콘텍스트를 업데이트한다. 그러나, 재지정은 결과를 재지정하는 동안에 부분적인 혼합식 이니셔티브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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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할 수 있을 때 더욱 복잡할 수 있다. 더 상세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예를 들면 대화형 보조장치로 구현될 수 있

다. 이것은 종래 시스템으로 달성하기에는 극히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력을 특수하게 기록된 스크립트에 재지정시

키는 것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또, 명령은 사용자 취향으로부터 발생한 취향/세팅, CVM 플랫폼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기

초한 실행 이전에 사용자의 확인 응답(confirmation)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활성 콘텍스트에 대한 완성/검색은 스택 아래방향으로 한 콘텍스트씩 수행된다. 즉, 새로운 질의 또는 아규먼트는 다이알

로그 엔진에 의해 비교되며, 그 비교는 수용가능한 일치가 얻어지고 또한 옵션에 따라서는 사용자로부터 확인 응답이 얻어

질 때까지 스택 아래방향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NLU 심볼 언어 레벨의 발성음에 적합한 콘텍스트가 발견되자

마자, 콘텍스트는 활성으로 되고, 대응하는 프로세스도 활성으로 된다. 활성 명령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새로운 명령이 제

공될 때까지, 그 선택된 콘텍스트는 활성으로 마크되어 콘텍스트 스택(405)의 상단에 삽입된다. 어떤 메시지가 사용자에

게 되돌려지면(반송되면), 콘텍스트는 업데이트되고, 이어서, 활성 콘텍스트하에서 콘텍스트 스택(405)의 상단에 삽입된

다. 활성 콘텍스트는 반송된 값의 존재를 통지하기 위해 업데이트된다. 또, 이것은 스택을 아래방향으로 검사하기 전에 대

체의 CVM 세션 담화(이것은 스택 내에 있을 수도 있고 항상 스택 밖에 있을 수도 있으며 활성 콘텍스트 직후에 검색됨)의

레벨에서 행해지는 것도 가능하다. 작업들이 동시에 완성되면 활성 콘텍스트하에서 CVM 우선 순위(예를 들면, FIFO 또는

FILO)에 따라 정렬된 콘텍스트가 생긴다. 작업을 형성할만큼 충분히 완성된 활성 콘텍스트는 스택에서 다음 콘텍스트 또

는 반송된 모든 콘텍스트보다 아래쪽에 삽입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활성 담화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자동으

로 행해질 수도 있고 사용자의 명령이 있을 때 행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스택 구조에 의해서, 다수의 작업, 스레드 또는 프

로세스와의 대화 상호작용은 불명료하지 않게 유지될 수 있다.

이 요구가 완성되면, 예를 들어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 계류중인 있을 수 있는 사용자 확인응답 요구가 실행될 것이다.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합식 이니셔티브가 사용되어, 그 완성을 지속시키거나 질의/명령을 정정한다. 명령/요구가 진척될

때마다, 사용자에 의한 담화 거부용 콘텍스트에 옵션이 열린다. 이것은 이전 스택 스테이터스(및 프로그램 스테이터스)를

복원하고 스택을 아래방향으로 훑어 내려가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사용자는 스택을 다시 윗방향으로 검사해 올라가는 것

을 명시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실행 또는 사용자에게의 실행 통지 이전에 사용자가 입력을 거부하거나 즉시 완료하

면, 그 새로운 입력은 활성 발성음에 첨부되고, 검색은 스택의 상단에서부터 재개된다. 활성 콘텍스트가 확립되기 전에 사

용자가 제공하는 다른 어떤 발성음은 버퍼에 저장되고, 활성 발성음(음성 발성음 또는 다른 어떤 입력 모드)에 첨부된 것으

로 간주된다. 콘텍스트 스택은 음성, 키보드, 마우스 또는 다른 어떤 입력 또는 명령 및 애플리케이션 출력에 따라서 업데

이트된다.

본 발명에 따라 CVM(401)이 제공하는 특히 유용한 특징(feature)은 "대화 메모리화(conversational memorization)"이

다. 대화형 메모리화는 사용자, 플랫폼 또는 특정한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에 의해 할당된 콘텍스트를 지연시켜서 작업에

되돌려주는 능력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개시하는 인스트럭션/명령은 명백히 시스템의 백그라운드로 전송된다. 이 명

령은 데몬 또는 에이전트가 배정된 일부 특정 작업 또는 기능을 론칭하는 것(launching daemons or agents assigned

some specific task or functions)을 포함할 수 있다. 또, 이 명령은 메모리화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메모리화에 의해서,

CVM은 명령 또는 이벤트를 "인지"하고 이것을 보고하거나, 이것을 실행하여 사용자에 의해서 또는 디폴트값으로 선택된

특정 시기에(예를 들면, 세션 종료시에) 사용자에게 되돌려준다. 그러므로, 출력 또는 백그라운드 작업은 후속 시기에 그들

의 결과를 표시하도록 재지정될 수 있다. 이어서, 종래 에이전트가 활성화된다. 종래의 백그라운드 작업과 에이전트의 차

이에서, 그에 대한 리마인더(reminder) 또는 결과가 사용자에게 반송되면, 메모리화 요구 순간의 대화 콘텍스트는 복원된

다. 메모리화의 발생 시에는, 콘텍스트 스택(405)의 스냅샷이 만들어져서, 메모리화된 작업에 관련된 메타 정보로서 저장

된다. 콘텍스트 스택(405)은 메모리화된 작업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시기에 재배열된다. 현재의 콘텍스트 스택이 저장

되고, 오래된 콘텍스트 스택은 콘텍스트 스택의 상단에 추가된다. 이 때, 작업의 론칭과 작업의 완성 사이에 콘텍스트와 다

이알로그의 진전으로 인한 중간 변경에 기초하여 사용자 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프로그램한대로 또는 CVM이 지정

한대로 업데이트가 행해질 수 있다. 사용자와 메모리화된 작업의 상호작용이 이전 콘텍스트에 되돌려짐으로써 완료되면,

상기 이전 콘텍스트 스택은 스택의 상단에 추가된다. 콘텍스트 스택이 추가되면, 스택의 하단에서 중첩 부분이 제거될 수

있다. 사용자, 플랫폼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스택의 저장 부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 대화 보조 장치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다. 대화 보조 장치는 에이전트와 데몬이 그들 자신 상에서 단순히 실행하고 출력 발생 시에만 사용

자와 다시 상호작용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이들의 출력은 작업의 우선 순위 레벨에 따라 사용자에게 전송된다. 활성화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에이전트에 관련된 작업을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 대화형 메모리화는, 스택의 하단에서 삽입

되고 스택이 세션 종료 시에 비어 있는 경우에만 실행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이것은 스택 안에서 더욱 높은

위치에 삽입될 수도 있고 예정된 순간에 스택의 상단에 밀어넣어질 수도 있다. 메모리화 작업은 활성 상태에서만 실행된

다. 메모리화의 특징은 과거의 액션, 취향 및 인스트럭션을 메모리화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메모리화는 리마인더에 관련된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활성 콘텍스트에 대해서 스냅샷을 저장한다. 그러

나, 그 순간에 사용자에 대한 대화와 콘텍스트를 요약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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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의 개발자(및/또는 CVM 플랫폼에 의해 취해진 사용자 취향 또는 소정의 결정)는 요약되어 표시되어야 하는 필드(즉, 속

성 항목)를, 이 필드가 채워져 있다면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시스템의 각 변수/속성에 관련된 메타 정보에 여

분의 필드로서 기억된다. 전형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각 필드가 그의 실제 변수명 또는 속성 호칭 대신에 어떻게

(사용가능한 앱스트랙트 이름으로) 어드레스되는지도 역시 기술할 수 있다. 이어서, 요약화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결정

(애플리케이션의 재활성화)시에, 또는 사용자의 질의에 의해 또는 CVM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다. 요약화는 활성 프로세스

를 검색하고, 콘텍스트를 복원하며, "질의에 관련된 속성 n-더블의 기록 스테이터스"를 요약할 것이다. 요약화 작업은 다

른 어떤 애플리케이션과도 친숙한 CVM의 서비스이며, 이것에 의해서, 사용자는 더욱 상세한 내용을 얻거나 요약을 위해

서 시간상 더 후진하도록 요약화 애플리케이션(summarization application)과 다이알로그할 수 있다. 이것은 "애플리케이

션 X로 되돌아가라"고 말하거나 "Y를 실행하라는 말씀이시군요"라고 말하면 될 정도로 간단할 수도 있고, 다이알로그의

히스토리를 통해 더욱 상세하게 역추적할 정도로 매우 복잡할 수도 있다.

CVM(401)가 제공하는 다른 특징은 대화 재지정(conversational re-directions)이다. 유닉스 프로세스의 입력 및 출력을

재지정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예를 들면 대화 재지정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재지정은 스트림을 재지정하는

동안에 부분적 혼합식 이니셔티브 통지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대화형 호출을 사용하여, 우선 순위

레벨을 갖는 사용자에 대한 통지와 프로세스 결과간의 출력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메타 정보, 앱스트랙션 및 앱스트랙트 카테고리는 각 디스패치된 작업 및 프로세스에 관련

되어, 작업을 특정하게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대화 요구가 있는 경우(또는 키보드 상의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

스를 클릭하거나 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작업의 출력을 듣거나, 콘텍스트 스택 아래방향에 작업에 대한 입력(예를

들면, 마이크로폰)을 재요구하고 웨이브 파일 또는 ASCII 파일을 지정하여 입력 스트림에 첨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

용자는 단일 재지정 요구를 제공함으로써, 파일이 전송되는 프린터를 재지정할 수 있다.

옵션/취향의 구성, 시스템의 로드 또는 시스템의 능력에 기초하여,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는 네트워크화된 프로세

서에서 작업을 실행하도록 결정하거나, 다른 프로세서가 입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그 입력을 활성화하여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일부 작업을 지연시키도록 결정하거나, 또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가 네트워크 상에서 이용

가능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로우엔드형 핸드-헬드 장치에서의 지연된 구술지령은 이 모델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작업들은 그 작업에 대해서 메모리화되고, 서버측이 활성 상태에 있고 전사(transcription)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세션별로 메모리화된다. 유사하게, 로컬 머신과 서버 머신간의 공유 인터페이스는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

(402)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네임 다이알러 애플리케이션(name dialer application)이 대화식 스마트 폰에 추

가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이름(name)은 로컬로 기억되어 인식된다. 한편, 모르는 이름 또는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이름은 인식을 위해서 더욱 강력한 네트워크 머신으로 전송된 다음, 업데이트된 정보(전화 다이알 번호 등)를 다운로드한

다. 유사하게, 로컬에 기억되어 있는 모든 정보는 전화 번호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동기화될 수 있다. 이

러한 로컬 대 서버 기반의 인식 프로세스는 작업 디스패처(402)에 의해 은폐된다. 네트워크에서 공유된 작업은 작업이 실

행되는 머신과는 무관하게 몇 개의 담화로서 사용자에 의해 관리된다. 이것은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서 모든 플랫폼에 걸쳐

균일한 CVM API를 사용하는 유용성의 일 예이다. 이것은 대화형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장치들간의 대화 서비스

를 조정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으로서, 상기 합체된 IBM 문서 관리 번호 YO999-113P에 설명된 방법 및 시스템과 유사

하다. 또,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분산 구조 및 분산 프로세싱은 대화형 네트워킹의 신규 요건으로 된다. 이러한 요건은 네

트워크에서의 대화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각 사용자에 대해서 적절한 다이알로그 흐름을 보장하도록 네트워크에 분산된 자

원과 트래픽 흐름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IBM 문서 관리 번호 YO999-113P에 개시한 구성요소는 네트워크에서의 대

화 상호작용[예를 들면, 다이알로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서버의 로드 관리, 작업, 특징 및 능력 요구 사항에 기초한 엔진

서버 선택 및 대화 아규먼트 유효성(데이타 파일)에 기초한 엔진 서버 선택, 대화형 프로토콜, 재생 등의 재구성을 가능하

게 하는 피치를 갖는 코딩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오디오 Reco VC(인식의 호환이 가능한 VoCoder)]에 대해서 여기에서 채

용될 수 있다.

작업 디스패처/콘트롤러(402)가 종래의 OS에 비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디스패칭 동작을 제공하고, 이것은 CVM에 의해 여

기에 설명한 방법으로 대화형 서브시스템과 종래 서브시스템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실제로, 종래 시

스템의 경우, 텍스트 입력은 윈도우 내에서 항상 순차적이고, 오직 하나의 작업에만 관련된다. 여기에 설명한 바와 같은 대

화 디스패칭 원리의 대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윈도우 안에 표시된 텍스트와 키보드로 다수의 동시 작업을 처리

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작업 디스패처는 다이알로그 흐름을 유지하는 문제를 처리하므로, 네트워크 및 CPU의 로드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한다. 작업 디스패처는 다이알로그의 지연이 수용가능한 수준까지 최소화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CPU 사이클 및 사용가능한 네트워크 루트 및 자원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엔진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경우에, 엔진

은 더욱 많은 CPU 사이클[더욱 높은 우선 순위, 역행(backing)이 재흡입될 때까지]을 수신한다. 이 경우에도, 이것은 대

화형 컴퓨팅에 관련된다. 네트워크 루트가 너무 느려지는 경우에는, 작업 디스패처는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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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른 자원을 찾을 것이다. 한편, 작업 디스패처는 사용자에게 응답시에 있을 수 있는 지연을 경고할 것이다. 활성 다

이알로그의 다이알로그 흐름은 CVM의 우선 순위이다. 접속된 모든 사용자의 활성 다이알로그에 대한 다이알로그 흐름 및

최소 지연은 네트워크에 있는 라우터 게이트웨이 및 서버 상의 CVM에 의해 최적화하는 기능이다.

대화형 CVM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특징은 "대화 보안"으로, 로컬 파일 또는 리모트 파일, 특히 실행가능한 파일의

저자 및/또는 변경자에 관한 메타 정보가 보안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음성 기반의 대화형 시스템의 경우, 각 명령

은 질의의 공식화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사용에 관한 인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식별하고 검

증하기 위해서 텍스트-독립형의 화자 검증(text-independent speaker verification)이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제한된 자원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마다 그 제한된 자원에 관련된 보안 메타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자동(및 투명한) 인

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 질의 및 히스토리에 대해 수집된 모든 정보는 사용자의 인식(ID 또는 검

증)에 기여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인증은 요구시 바로 수행될 수도 있고, 질의 직전에 획득된 만기되지 않은 정보를 수행될 수도 있다. 특히, 파일 또는 애플

리케이션에의 억세스에 대한 인증은 질의 단위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제한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는 그 특정 서비스를 억세스하도록 미리 인증된 사용자 세트에 대해 검증될 수 있다. 인증은 요구(예를 들면, 파일 억

세스, 디렉토리 억세스, 애플리케이션 오프닝, 실행가능한 접속, 암호화/암호 해독, 디지탈 증명/서명)시에 실행된 오픈셋

화자 확인을 통해서 실행될 수 있다. 유사한 사용자에 관련된 다른 패스워드 또는 사용자 ID를 갖는 자원은 명백한 로그인

또는 패스워드 인증없이 심리스하게 억세스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강요하지 않는 사용자 인증은 사용자 다이알로그를

통해 연속적으로 투명하게 실행될 수 있다.

대화형 VM이 음성 입력없이도 구현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따라, 콘텍스트의 스택은 가장 최근에 인증된 식별자로서 사

용자의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또, 각 자원은 소정의 보안 요구(예를 들면, 비음성의 경우에서 최근 인증의 만기일) 뿐만

아니라 인증된 사용자의 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물론, 인증에 기초한 키 스트로크 또는 펜이 고려될 수도 있지만, 이것

은 전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또, 각 자원은 자원에 대한 억세스를 시도하는 각 사용자의 식별자를 로그/캐쉬할 수 있다. 그 다음, 이들 로그는 암호화되

고, 이미 억세스된 자원에 대한 억세스 요구를 인식하는데 차후에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외부 소스로

부터의 패스워드 요구를 가로채서, 사용자에 대해서 투백한 로그를 사용하여 요구를 완성할 수 있다. 새로운 자원은 로그

인 프로세스조차도 사용자에 대해 완전히 투명해질 수 있도록 메타 정보를 등록하는 동안 로그인 요구를 전송할 수 있다.

이것은 단일 사인-온 또는 패스워드 볼트(vault) 개념의 확장이다.

CVM이 제공하는 다른 특징은 "대화 맞춤화"로, 각 작업 또는 자원에 대한 억세스는 사용자 요구의 취향에 개별적으로 맞

추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CVM의 개성/행태(예를 들면, 합성된 음성-음성 폰트)은 식별된 사용자의 취향에 자동적으로

맞추어질 수 있다. 사용자가 CVM 사례를 명백하게 로그아웃(즉, 세션 종료)할 때까지, 맞춤 및 취향는 동결된다. 이러한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멀티유저형이지만, 다음 로그인 때까지 모두에 대해서 1회에 한번만 한 사용자가 사용한다.

대화 보안에 대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자동 식별은 자원에 대한 질의가 행해질 때마다 실행될 수 있다. 인증은 요

구시 바로 수행되거나 질의 직전에 획득된 만기되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작업 및 콘텍스트는 활성 사용

자의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가 부여되고, 사용자의 변경시마다 우선 순위가 재부여된다. 환경 변수 및 취향은 전체 환경의

재설정을 요구하지 않고 사용자 식별자의 변경에 기초한 즉시 수정될 수 있다. 불명료성은 사용자 식별자를 사용하여 각

콘텍스트 또는 콘텍스트 스택의 레벨에서 해결될 수 있다. 분산형의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서버의 변경시에, 콘텍스트는

이것이 콘텍스트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로딩하는 것인지, 서버 상에 유지되어 있는 콘텍스트를 복원하는 것인지 또는

그 콘텍스트를 서버 사이를 전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대화형 VM은 다수 사용자의 취향과 활성 콘텍스트에 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이것은 활동적으로 동작하는 동안 다수 사

용자를 허가할 수 있다. 음성 기반의 시스템에서, 각 명령은 텍스트독립형 화자 식별(text-independent speaker

identification)을 수행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어떤 사용자 변경은 새로운 활성 콘텍스트가 새로운 사용자 또는 활성 애플

리케이션에 의해 명시적으로 포기되지 않으면 콘텍스트 스택 아래방향에 이전 콘텍스트를 밀어 넣는 새로운 활성 콘텍스

트의 형성을 자동적으로 의미한다. 사용자 변경은 활성 사용자에 관련된 작업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콘텍스트 스택을 따라

서 우선 순위를 자동적으로 변경한다.

사용자의 식별자는 각 담화의 상황 하에서 관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의 불명료는 즉시 그리고 투명하게 해결될

수 있다(어머니로부터의 e-메일은 사용자와는 독립적으로 정확히 이해된다). 담화 및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의 소유자에 의

해서 또는 일부 옵션에 의해서 포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콘텍스트 스택(405)을 가로질러 검색하는 프로세스는 동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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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 대해 관련된 담화에 의해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콘텍스트 스택을 가로지르는 이 규칙에 대한 예외는 담화가 멀티

유저(다수 사용자)로서 플래그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암시할 수 있다. 대화 보안에 대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식별자

는 그 식별자의 사용자에 의한 수동 선택 또는 입력과 같은 대안의 절차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 또, 활성 사용자의 식별자

변경은 대화 보안 서브시스템에 충격을 준다. 각 자원은 그 자원을 억세스하는 사용자의 식별자를 로그할 수 있다.

요약하면, 대화하는 다수 사용자와 대화 보안에 대해, 다이알로그, 카테고리, 메타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억세스는 사용자의

식별자로서의 기능 및 이것에 관련된 메타 정보 히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역으로, 사용자를 인식하

기 위해서, 질의에 관하여 수집된 대화 정보가 사용될 수도 있다. 각 객체에 관련된 메타 정보는 각 액션 또는 억세스의 전

후에 참고되고 업데이트될 수 있다. 객체가 생성되거나 수정되거나 참고되는 경우에, 메타 정보가 각 객체에 관련된 보안

필드와 취향 필드를 포함하도록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그의 메타 정보에 추가된다. 객체에 대한 억세스는 그의 내용, 생성

일, 억세스 및 수정의 히스토리 및 다른 메타 정보에 기초를 두고 있다. 억세스는 사용자의 식별자에 기초하는 것은 물론,

날짜, 이용 히스토리, 열려 있는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추가의 메타 정보에도 기초하여 제어되거나 구성된다. 다시 말하

면, 어떤 파일이 열려서 스크린 상에 표시, 재생 또는 실행되면 한 개인이 그 파일을 억세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파일의 내용을 다른 객체에 복사하려 한다면 그 개인은 억세스가 거부된다. 추가로, 객체에 소거 불가능하게 메타 정보가

첨부(태그)될 수 있다.

CVM이 제공하는 다른 특징은 "대화 검색"으로, 검색 능력은 파일명, 파일의 수정 또는 파일의 ASCII 내용에 기초를 두는

것은 물론, 오퍼레이팅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에 의해서 정의되는 앱스트랙트 카테고리와, 오퍼레이팅 시스템

에 의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추출되거나, 객체가 억세스된 프로토콜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토픽에도 기초를 둔

다. 추가로, 콘텍스트에 의한 검색 능력은 활성 질의를 완성하거나 유사한 질의/콘텍스트를 추출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

다.

특히, 자원은 각 자원에 관련된 앱스트랙트 카테고리에 기초하여 검색될 수 있다. 이들 카테고리는 메타 정보 개념의 콘텍

스트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또는 콘텍스트에 의한 관련성에 기초하여 정의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디렉토리 안에 있

는 모든 이미지의 검색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유사한 이미지"의 검색은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 중에서 이미지

가 유사 콘텍스트(예를 들면, 현재 이미지를 편집하는데 사용된 애플리케이션에 유사하게 카테고리 분류된 자원에 의해서

열려 있거나 편집되거나 포함되어 있는 것 등)에 사용된 콘텍스트적 관련성에 의존한다. 이것은 각 자원/객체에의 억세스

를 콘텍스트적으로 로그/캐쉬 처리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이제, 카테고리는 자신에 대한 메타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

추가로, 카테고리 또는 콘텍스트 카테고리에 의해 검색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 억세스(및 종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와

같이 수정하는 사용자의 식별자에 의해서는 아님)에 의해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ASCII, 오디오 및 다른 전사가능한 미디어 세트는 워드 일부, 워드, 워드 토픽 또는 콘텍스트에 기초하여 검색될 수

있다. 토픽은 토픽 텍스트를 식별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콘텍스트 검색은 현재의 활성 질의/콘텍스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활성 콘텍스트 또는 후보와 유사한 콘텍스트에 대한 텍스트를 검색하는 기능(능력)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어떤 주어진 "

화요일"을 나타내는 모든 파일을 추출함에 있어서, 키워드 "화요일"을 명시적으로 검색하거나 실제 날짜, 즉 월요일에 "내

일"을 언급하는 달력 상의 요일도 이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 실제 날짜를 검색하더라도, 상기 주어진 "화요일"을 나타내는

모든 파일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파일의 토픽 결정은 컴퓨터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오프라인으로 행해질 수 있다. 새로운 파일 또는 최근에 수정

된 파일만이 조사되어야 한다. 토픽은 각 자원에 관련된 메타 정보에 자동적으로 추가된다. 콘텍스트 정보는 당연히 항상

CPU에 매우 부담을 주는 작업이므로, 사용자의 명시적인 요구 시에만 행해져야 할 것이다. 외부 객체의 경우, 토픽은 자원

이 (전술한 바와 같이) 억세스될 때 자동적으로 등록될 수 있다. 이것은 로컬 머신이 자신의 내부 앱스트랙션(그들 자신에

대한 메타 정보를 통해 정의됨)에 대한 객체를 검색하는 것도 방지하지는 않는다.

"대화 선택"이라고 하는 특징도 제공된다. 대화 선택의 능력은 기본적인 선택의 긴 시퀀스를 피하고, 자연스런 숏컷 및 선

택의 정정을 제공하는 메타 정보, 앱스트랙션 및 대화 질의/혼합식 이니셔티브/정정에 의존함으로써 자원 관리자 레벨에서

또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제공된다. 억세스하고 계층 구조를 갖는 객체의 윤곽을 즉시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메카니즘이

제공된다.

특히, 대화 선택은 활성 작업 또는 애플리케이션 내부로부터 복잡한 질의 능력(다이알로그 기반의 선택)과 계층적 검색(앱

스트랙션 기반의 선택)의 조합을 사용하여 본 발명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대화 선택은 종래의 선

택 방법보다 상당한 개선을 제공한다. 실제로, GUI 환경에서도, 주어진 애플리케이션 또는 질의에 대해 사용가능한 자원을

표시하는 것은 메타 정보 및 앱스트랙트 카테고리를 사용함으로써 크게 개선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앱스트랙션과 숏컷을

사용하는) 앱스트랙션 기반의 대화 선택의 경우, 개인은 (IVR에서의) 음성 질의가 DTMF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메뉴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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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바이패스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메뉴 및 계층 선택을 바이패스할 수 있다. 이것은 생산성 증가 면에서 대화 인

터페이스가 제공하는 주요 장점 중 하나이다. 이것은 또한, 동일한 인터페이스가 (예를 들면, 데스크탑, PDA 또는 전화기

를 통한) 서비스(예를 들면, 상기 합체된 IBM 문서 관리 번호 YO998-392P에 개시한 바와 같은 CML)에의 억세스에 사용

되는 모델과는 독립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인터페이스의 균일성을 나타내기도 한다.를 억세스하는데 사용된 형식과 독

립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데이타베이스로부터 정보를 검색하고, 웹 브라우징을 위해서 그 정보(이 정보에는 JSAPI 확장자와 대화 확장자

를 사용하여 구성된 대화 헤더가 제공됨)를 HTML 포맷으로 제공하는 백엔드 서버를 고려해 본다. 서버가 대화형 브라우

저 모델을 통해 억세스되는 경우, 개인은 그 정보를 표시하고 포인팅함으로써 또는 말을 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그 개인이 전화기 모델을 통해 서버에 억세스하는 경우, 사용자 선택은 URL과 앵커(anchor)를 포함하는 내비게

이션 메뉴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이들 내비게이션 메뉴는 웹 페이지가 대화 HTML을 통해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메타 정

보로부터 발생된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웹 페이지 또는 파일 시스템, 또는 모든 객체의 다른 계층 구조 및 자원을 통한 선택에 의해서 내비게

이션에 사용되는 메뉴는 여러가지 보완 방법 중 하나로 적절히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화된 객체의 등록 순간

에, 메뉴는 그의 구조에 대한 메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또, 이 시스템은 그 구조의 각 구조 객체(윤곽)에 관련지어지는

메타 정보에서 트랙을 국부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대화 구조 윤곽은 IBM 문서 관리 번호 YO999-114P에 상세히 기재

되고, "일반 계층 객체를 통한 효율적인 음성 내비게이션에 대한 구조 윤곽"이라는 명칭으로 특허 출원되었다). 또, 이 시스

템은 CPU의 오프 피크 사용 동안, 그의 윤곽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임의의 로컬 또는 외부 자원 및 계층 객체를 주기적으로 거미줄처럼 확장할 수 있다. 대안으로, 특정한 다이알

로그 구조에서는, 각 시스템은 억세스할 수 있는 자원에 가입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또는 억세스할 때에는, 윤곽 메타 정

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또, 메타 정보 서버는 거미줄식 확장을 수행하고 메타 정보와 함께 윤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메타 정보는 사용될 필요가 있는 어휘, FSG 및 NLU를 메뉴(TTS)에 제공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또, 혼합식 이니셔티브

및 NLU는 백트래킹 또는, 종래의 OS 기반의 선택 및 GUI 기반의 선택에 의해 부과되는 것과 같은 전혀 새로운 선택을 필

요로 하지 않고 선택을 정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화 검색 및 선택의 경우, 객체는 (디렉토리를 가진 파일 시스템과 같은) 종래의 구조를 기초로 하여, 또 메타

정보,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에 의해 객체에 관련된 앱스트랙트 카테고리를 기초로 하여, 그리고 그의 관련 동

적 정보를 기초로 하여 검색되거나 선택될 수 있다. 또한, 검색 질의는 자연스럽게 제공되고 혼합식 이니셔티브를 사용하

여 좁혀 내려갈 수 있다. 질의는 디코드되고 분석된 후, NLU 기술을 사용하여 질의들의 논리적 조합[기호적 질의로 번역

될 수 있다. 이어서, 종래의 구조 및 카테고리와 동적 정보가 그 기호적 질의에 일치하도록 검색될 수 있다. 혼합식 이니셔

티브는 검색의 결과에 기초하여 그 질의를 좁혀 내려가고 수정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CVM가 제공하는 다른 특징에는 대화 도움말, 대화 매뉴얼 및 대화 지원이 있다. 대화 인터페이스의 가장 강력한 형태 중

하나는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학습 곡선을 편평하게 하는 능력에 있다. 실제로, NLU 및 혼합식 이니셔티브는 사용자

를 지도하여 각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시스템을 제어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사용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대화 지원은 사용자의 요구 시에 도움말 및 매뉴얼을 제공한다. 대화 지원은 애플리케이션 및 유사하게 카테고리 분류된

(메타 정보) 카테고리의 사용자 이용 히스토리의 히스토리에 의존한다. 사용자의 이전 액션에 기초하여, 본 발명의 도움말

기능은 상세화(예를 들면,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거나, 사용자가 최근에 작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이 작

업을 수행할 때 항상 실패한 경우 등)되거나 간단한 리마인더(사용자가 이것과 친숙할 때)가 될 것이다.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지원 보조수단은 동시에 애플리케이션 매뉴얼을 추적하다. 누락 필드, 불명료한 요구 및 일련의 정정 및 거

부된 명령이 추적되고, 이를 지원 보조수단이 이용하여 대화를 돕는 혼합식 이니셔티브를 강화시킨다. CVM 시스템이 제

공하는 일부 다이알로그 프롬프트(도입, 질문, 피드백 등)와, 대화 도움말과 보조와 같은 서비스는 메타 정보 저장소에 저

장되고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사용자의 이용 히스토리에 기초하여 맞추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소정의 애플리케이션과 이미 상호작용해 온 경우, 그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게 친숙하다고 가정하여 설명은 축소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많은 에러를 범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에러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능의 사용자 불확실성, 비

친숙성 또는 불이해/오해로서 해석되므로, 설명은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도움말의 상이한 정도 및 모델은 혼합식 이니셔티브/이용 지원에서부터 NLU 요구 및 혼합식 이니셔티브, 토픽 기반의 검

색, 멀티 모델 지침을 통해서 (국부적으로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매뉴얼에 대한 대화형 억세스에 이르기까지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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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또는 재설치하기 위해) 로컬 에이전트 또는 리모트 에

이전트를 포함하는 대화 기술 지원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언제나처럼, 도움말 인터페이스의 균일성 및 조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도움말 정보는, 그 도움말 정보에 억세스하기 위한 NLU 질의를 사용하거나 현재 사용자(히스토리)에 관련된 메타 정보에

기초하여 그리고 혼합식 이니셔티브를 사용하여 누락 또는 수정된 아규먼트에 기초하여 억세스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

여야 한다. 각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다이알로그는 사용자의 취향 또는 전문 지식 레벨에 맞게 조절된다.

요약하면, 도움말 및 지원은, 요구를 완성하고 절차를 통해 가이드하며 정보를 검색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

드/인스톨하기 위해, 로컬 자원 및 리모트 자원, 사용자의 이용 히스토리 및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유비쿼터스식으로 조정

된 대화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된다.

다음은 전술한 바와 같이 CVM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스크립트에 관한 더욱 상세한 설명이다. 이러

한 프로그래밍/스크립트 언어는 입력 또는 출력 스트림으로서 어떤 사용가능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CVM 플랫폼

의 대화형 서브시스템을 사용하여, 각 입력은 빌트인 객체로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의해 직접 처리될 수 있는 이진 또는

ASCII 입력 또는 속성값 n-더블로 변환된다(또는 선언적 등가 바이트 또는 XML이다). 호출, 플래그 및 태그는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객체와 프로세스간에, 다른 객체와 올바르게 인터페이스하는데 필요한 대화 메타 정보를 전달한다. 출력은 애플

리케이션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특수하게 포맷될 수 있다. 멀티 모델 담화 프로세싱은 이들 새로운 프로그래밍 툴을

사용하여 쉽게 구축될 수 있다. 프로그래밍/스크립팅 언어는 대화형 시스템 구조, 즉 음성 인식/화자 인식/대화형 시스템에

서 제시되는 대화형 서브시스템의 입력 또는 출력에 파일 처리 또는 스트림 처리와 유사한 처리를 지원한다. 이들 입력 스

트림은 시스템 호출에 의해 실현되는 라이브러리 호출로서 처리된다. CVM의 관점에서 보면, 상기 합체된 IBM 문서 관리

번호 YO999-392P에 전술한 바와 같은 대화형 브라우저는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으로 간주되거나, 그의 구성요소(예를 들

면, XML 파서) 및 플러그 인이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대화형 엔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 음성 입력(예를 들면, 표준 음성 입력)은 워드 시퀀스, 전화기 또는 사용자 식별자 또는 질의(NLU

가 제공하는 기호적 언어 표현)를 갖는 기능 호출의 아규먼트일 수 있다. 또, 입력은 육필에 의해서나 파일 등으로부터도

제공될 수 있다. 각각의 결과 스트림은 객체 지향 콘텍스트에서 유도된 클래스로서 보일 수 있다.

플랫폼 스크립트의 경우에, 발성음은 대화형 서브시스템 서비스들 중 하나의 대화형 서브시스템 서비스에 의해 처리되고,

액션을 유발시키기 이전에 스크립트에 의해 처리된다. 종래의 명령 및 제어 환경[예를 들면, ViaVoice의 음성 센터(Voice

Center)]은 대화형 스크립트로 생성된 비교적 간단한 대화 플랫폼으로서 관찰될 수 있다. 대화 스크립트를 수정하면 대화

형 플랫폼이 수정될 것이다. 실제로는, Voice Center는 입력 처리 및 명령의 인식 및 실행을 코드 안에 깊게 은폐한 종래

의 C/C++ 코드로 구축된다. 콘텍스트, 오디오 스테이터스 등은 환경 변수 또는 글로벌 변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플랫폼

내에 설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대화 객체/구성요소 및 파운데이션 클래스는 절차형이거나 선언형이

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전술한 입력 프로세스는 음성 또는 다른 입력 스트림이 문자 또는 이진 입력용으로 통상 예약된 모든 프로

세싱 형태에 민감한 전형적인 입력/출력 스트림으로서 포함된다고 간주하고 있다. 사용자 입력은 파싱 및 NLU 후에 각각

의 전사 또는 기호 언어로의 맵핑에 의해 표시될 수 있다. 출력도 역시, 스크립트/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완전하게 제어될

수 있다. 음성 폰트는 메시지에 따라서 선택 또는 설계,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대화형 프로그래밍 언어 및 스크립트를 활

용함으로써, 복잡한 재지정 및 대화 프로세서 또는 멀티 모델 담화 프로세서가 구축될 수 있다. 이들은 예를 들면, 종래의

워드 프로세서 및 드로윙/사진/비디오 편집기의 자연스런 멀티 모델 확장이 된다. CVM을 포함하는 파운데이션 클래스에

대해서는 전술하였다.

또, 다른 객체와 스트림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스트림을 내비게이트하거나 제어하거나 합성하기 위해 대화 메타 정보로 데

이타 스트림을 완전하게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객체 또는 서브시스템과 통신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시스템 기능

호출을 통해 국부적으로 행해진다. 네트워크화된 객체는 HTTP/HTML, TCP/IP 또는 다양한 소켓 상호작용 형태와 같은

다른 리모트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한다. 이들 프로토콜은 이 대화 메타 정보를 교환 가능하게 하는 태그, 플래그 및 세마포

어(semaphores)에 의해서 보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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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PERL 및 Kshell, C 및 C++, HTML, 자바스크립트, 베이직, 자바 등에 대한 새로운 스크립트

언어 및 확장자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대화형 툴이다(이제, 이들은 Spoken PERL 등으로 명명될 수 있

다). 또, 언어는 해석되거나(스크립트/선언형) 편집되는(절차형) 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 및 다이알로그 구성요소(절차형

또는 선언형)의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CVM상에서의 실행을 최적화하기 위해 처음부터 새롭게 구축될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프로그래밍 언어/스크립트는 대화형 애플리케이션과 CVM간의 대화형 API를 포함한다. 또, 상기 합체

된 특허 출원 IBM 문서 관리 번호 YO998-392P에 설명한 바와 같은 CML(Conversational Markup Language)도 포함한

다. 여기서, 절차형 API와 프로토콜 대 CML(XML 및 HTTP)간의 구별 및 전달 프로토콜의 변화를 논의할 가치가 있다. 절

차형 API는 애플리케이션을 대화형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CVM을 공개한다. 절차형 API 및 프로토콜은 CVM, 애플리케이

션 및 장치간의 대화 정보를 고속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콘트롤러에 의해서 절차형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는 각

애플리케이션 및 콘텍스트의 상태를 고속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한편, CML은 XML의 제시 자료/내용을 대화형 브라우

저에 전송하는 이상적인 방법이고, 목적에 합치하며, 다이알로그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래밍 전문 지식을 감소시키

는 장점을 갖는다.

상기 합체된 특허 출원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대화형 브라우저 형태의 인터페이스에서는, XML은 페이지간에 교환되지만,

페이지간의 콘텍스트 및 다수의 동시 작업간의 콘텍스트는 API/프로토콜을 통해 브라우저에 의해 관리된다. 이 실시 형태

는, 예를 들면, (XML을 사용하는) 직렬화되어 있는 객체와 교환되는, 순수 소켓형 (TCP/IP), Corba/Java RMI형, 또는

HTTP형이 될 수 있다. 프로토콜은 절차형 통신 뿐만 아니라 XML(선언형)이 지원되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화형 스크립트에 의해 열릴 가능성은 대화 논리(conversational logic)의 적중율이 가장 높을 것이다. 새로운 대화형 프

로그래밍 언어의 레벨에서, 종래 및 대화형 서브시스템에 발송된 스트림의 직접 처리는 새로운 논리 상태 및 연산자를 의

미한다.

논리 상태는 다음: (1) 참, (2) 거짓, (3) 미완성, (4) 불명료함, (5) ASCII 관점에서의 상이함/동등함, (6) NLU 관점으로부

터의 상이함/동등함, (7) 활성 질의 필드 관점으로부터의 상이함/동등함, (8) 미지(未知), (9) 호환불가 및/또는 (10) 비교

불가일 수 있다. 이러한 상태를 테스트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 대화 논리 연산자가 도입될 수 있다. 요약하면, 논리 상태

스테이터스 및 연산자는 이들의 ASCII/이진 내용에 기초하여 또는 이들 NLU 전환된 질의(종래 및 대화형 서브시스템의

입력/출력)에 기초하여 비교될 수 있는 풍부한 대화 질의를 처리하기 위해 확장될 수 있다. 논리 연산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테스트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실행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른 분산형 CVM의 구조를 도시한다. 분산형 시스템의 중심은 다수의 애플리케이션(706), 장

치(708-713), 다른 CVM 애플리케이션 또는 장치(707)와 대화 자원(705)간의 대화 중재자로서 작용하는 CVM(704 : 서

버, PC 등에 배치될 수 있다)이다. CVM(704)은 이러한 장치 및 애플리케이션에 걸쳐서 조정된 균일한 대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이것에 의해서, 다른 대화 장치(708-713), 자원(705) 및 애플리케이션(706)은 본 발명의 대화형 프로토콜을 통

해 접속할 수 있다. 조정된 인터페이스는 대화형으로 접속된 다수의 장치/객체에 의해 제공된다. 객체의 집합은 CVM

(704)의 집중 또는 분산된 콘텍스트 스택을 통해 사용자에 대하여 단일의 조정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대화 장치는 다

른 대화 장치로부터 대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어될 수 있는 사일런트 파트너를 포함할 수 있다. 등록 단계에서, 이들은

요구시에, 지원되고 있는 리스트를 교환한다. 접속에 따라서, 콘텍스트는 중앙집중화되거나 여러 장치들에 걸쳐서 분산된

다(즉, 네트워크는 절충된다).

사용자가 장치들의 집단과 상호작용하는 경우, 이 상호작용은 항상 자동차 안의 PVA(Personal Vehicle Assistant)(710)

또는 음성 브라우저(713)와 같은 중심 유닛을 통해서 행해질 수 있다. 작업 디스패처 및 콘텍스트 스택은 모든 장치에 관련

된 콘텍스트를 축적하고, 각 장치에 대한 명령을 분석하고 적절히 디스패치한다. 사용자가 장치 집단 전체와 상호작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치가 항상 활성되어 있다(최종 활성화 콘텍스트). 이 장치는 새로운 명령이 자신의 콘텍스트 스택에 맞

는지를 검사한다. 맞지 않으면, 그 명령은 활성되는 이웃 장치로 전송된다. 이 프로세스는 일치가 발견되고 경우에 따라서

는 사용자에 의해 확인될 때까지, 또는 그 요구가 최초의 장치로 다시 되돌아갈 때까지 반복된다. 이 경우에는 에러 또는

혼동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발송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CVM은, 다수의 담화를 관리하고, 콘텍스트를 사용하며, 앱스트랙션 및 메타 정보를 통해서 객체를 참

조하고, 작업, 앱스트랙션 및 콘텍스트를 할당하고 메모리화하며, 사용자에 맞춤화하고, 요약화하며, 친밀하지 않은 사용

자도 포함하여 사용자를 돕고, 사용자를 인식하고 인증하며, 디스플레이, GUI, 키보드 또는 포인팅 장치를 이용하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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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든 불문하고 모든 상호작용을 통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구비함으로써 사용자가 시스템과 대화할

수 있게 한다. 동일 상호작용은 채널에 관련없는 기능을 부가 또는 생략하여 전화, 웹, PDA, 데스크탑을 거쳐서도 행해진

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스프레드시트의 한 엘리먼트에 대한 정보를 원격으로 억세스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수정

함과 동시에 그의 e-메일을 검사한다. 수정된다. 사용자는 이들 모든 작업을 (그의 데스크탑 전면에 있는 동안) 종래의 방

식으로 행하거나, e-메일의 타이핑을 종료하면서 관찰하지 않고 음성에 의해 스프레드시트 정보를 체크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 대해 심리스하게 동일하다.

다수 장치가 대화형으로 접속되는 경우에, 이들은 모든 장치가 범용 CUI를 통해 제어될 수 있도록 이들의 인터페이스를 조

정한다. 이 개념은 다음의 예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어느 날 밤, 당신은 자동차로 귀가 중에 있고, 당신의 배우자로부터 새

로운 식료품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사올 것을 당신에게 부탁한 것을 상기하였다고 가정한다. 당신의 자동 응답 전화기의

메시지를 발견한 후, 이것을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당신의 데스크탑의 메모장에 신속히 옮겨 적는다. 그러나,

당신은 이것을 프린트하거나 당신의 PDA에 이것을 전송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당신의 차에는 대화형 PDA, 대화형 차량

탑재용 PC(PVA) 및 대화형 스마트폰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데스크탑 PC로 CVM을 활성화시키면 전술한 상황

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2개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대화형으로 인식되는 한편 PVA가 내장형 CVM을 활성화

시키는 경우, 즉 당신이 PVA 상에서 동작하는 CVM을 통해 상기 2개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당신은 전화기를 사용해서 PVA에 지시하여 당신의 PC에 전화를 걸 수 있다. 접속이 형성되면, 당신은 음성으로 인증되고,

파일명 또는 디렉토리를 생각해내거나 당신의 디렉토리를 브라우즈하여 적합한 파일을 선택하지 않고, 전에 작성한 "식료

품 리스트"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그 메모를 찾을 수 있다. 당신의 PC CVM이 선택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 그 선택을 확인

해 줄 필요가 있다. 당신은 다른 질의, 즉 "이것은 나의 PDA와 동기되어야 한다!"를 발송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그 파일

은 다음 동기 시에 당신의 PDA로 전송되도록 적절하게 링크된다. 1 개의 최종 명령, 즉 "실행하라!"를 발송하면, 당신의

PC는 포기하고, PDA가 그 불명료한 질의를 취급하게 한다. PVA는 당신의 이전 대화에 기초한 PDA 및 PC를 동기화시키

기 위한 당신의 바램을 이해한다. 가능한 확인 후, 동기화는 실행되고, 식료품 리스트는 당신의 PDA에 저장되어 나중에 사

용하기 쉽게 된다.

이제, 당신(사용자)은 당신을 차례로 상점에 안내하도록 PVA에 지시한다. 당신의 위치가 계산되고, 상점의 위치가 국부적

으로 또는 서버로부터 인출되며, 최근 트래픽 정보를 고려하기 위해서 여정이 계산된다. 언제든지, 당신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멀리 갈 것인지에 대한 내비게이션 정보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다른 여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간을 재촉하는 경우에는, 당신은 상점 드라이브스루 서버(store drive-through server)에 다이알하도록 PVA에 지시한

다. 이것은 디렉토리 보조 서비스 IVR과의 중간 다이알로그를 포함할 수 있다. 일단 대화 인터페이스와의 다이알로그를 통

해서 상점 IVR(즉, 현재의 홈 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축된 소기업 또는 개인 소비자 IVR의 개념의 예)에 접속되면, 당신은

주문을 하게 된다. 이것을 위해, 당신은 식료품 리스트를 천천히 훑어보고 그 식료품 리스트를 품목별로 당신에게 읽어주

도록 PVA에 요청한다. 이어서, 당신은 IVR에 대한 요구를 고쳐 말하고, 각 주문이 적절히 취해질 때까지 그 다이알로그를

수행한다.

당신이 상점에 도달할 때까지 당신의 주문은 준비된다. 이제, 당신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조용히 돌아가는 동안에 당신

에게 온 e-메일을 듣거나 뉴스 또는 주식 시세를 점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당신은 일부 스프레드시트 정보를 참고하거

나 수정하도록, 당신의 메일을 처리하는 동안에 당신의 데스크탑에 음성으로 상기 일부 스프레드시트 정보를 참고하는 것

과 동일한 방법으로, 당신의 PC에서 다이알할 수 있다. 또, 당신은 당신의 PVA 또는 데스크탑의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배

정하여 업데이트되거나 나중에 상기(리마인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데스크탑 및 PVA 상에서 동작하는 CVM 및, CVM 인식형 스마트폰 및 PDA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CVM API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이것은 모든 대화 기능(능력) 및 요건을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활성 어휘, 유한 상태 문법 및 언어 모델;

2. NLU가 지원될 경우나 콘텍스트 상태 리스트에서 기호 맵핑;

3. 출력에 대한 카테고리 분류를 특별히 허용하기 위해서 연관된 관련 메타 정보/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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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화 I/O 정보(즉, 이것은 입력/출력을 직접 제어하거나, 이것은 사일런트 파트너, 즉 대화 I/O 프로바이더에 대한 클라

이언트임); 및

5. CVM 기능(능력)/상태(즉, 이것은 CVM을 작동시키고, 이것은 CVM 클라이언트이며, 이것은 매스터, 슬레이브 또는 파

트너 CVM임).

이전의 예에서는 PVA가 매스터 CVM이었다. CVM이 장착되면, PDA 및 스마트폰은 슬레이브 CVM형이거나, 또는 단순

히 CVM 인식형이다. PVA가 PC에 대화식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PVA가 매스터, 슬레이브 또는 파트너로서 동작하는 지

를 결정하는 것은 PVA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달려 있다. 국부적으로 또는 전화를 통해서 연결되는 경우에는, 장치들

은 API에 의해 전달되는 필요 정보를 교환하여 장치들간의 조정을 완전하게 정의한다. 이 경우에도, CVM은 대화형 서브

시스템 및 종래형 서브시스템을 포함하는 모든 입력/출력 사례를 자동적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도, API는 질의를 애플리

케이션 호출로 변환하도록 CVM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고, 역으로 출력을 사용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적합하게 분류된

음성으로 전환한다.

개발 툴을 사용하여, 개발자는 대화형 API 및 CVM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개

발 환경[여기에서는 스포큰 에이지(Spoken Age)라 칭함]에 의해서 프로그래머는 CVM을 에뮬레이트할 수 있고, 애플리

케이션 또는 네트워크화된 프로토콜을 디버깅할 수 있으며,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 스포큰

에이지는 CVM용 CUI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포함한다. 또, 스포큰 에이지는 주어진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엔진의 데이

타 파일(대화 아규먼트)을 수정하는 환경도 제공한다. 특히, 이것은 개발 툴의 레벨에서, 스포큰 에이지가 IBM ViaVoice

툴킷과 같은 SDK Toolkit와 같은 종래의 엔진 프론트엔드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툴킷과 이 툴킷이 제공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용자가 주어진 작업에 대해서 데이타 파일을 재구축, 적응화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데이타 수집 규칙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타를 수집하고 적절한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서 데이타 파일을

생성하고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작업, 도메인 또는 음향 환경에 전용으로 된 (CD ROM 또는 웹 사이트

로부터의) 데이타 파일 또는 데이타 파일의 일부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또, 이것은 양식에 기재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설명/데이타 예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타 파일 생성 서비스사에게 행한 질의에 기초하여 데이타를 업데이트

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채널에 대해서 개발되면, 프로그래머는 스포큰 에이지를

이용하여 그 애플리케이션을, CVM을 지원하는 다른 어떤 플랫폼에 포트 연결시킬 수 있다. 또, 프로그래머는 CVM을 이

용하여, 상기 통신 채널에 대해서 또는 새로운 플랫폼 또는 장치에 의해 부과되는 UI 제약에 대해서 CVM의 대화 기능(능

력)을 자동으로 적응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데스크탑에의 음성 억세스용으로 기록된 스프레드시트는 이제, CVM의

전화기 기능(능력)에 따라서 전화기에 음성으로 억세스될 수 있다. 또, 스포큰 에이지로 기록된 자바, CGI 및 XML/HTML

기반의 웹 사이트는 작은 임베디드형 대화형 브라우저에 의해서 억세스될 제한된 음성 마크업 언어 또는 전화기를 통해 서

비스를 제공하는 IVR로 즉시 전환될 수 있다.

분산형 시스템은 CVM으로 동작 가능한, 경쟁력 있는 음성 구동형 애플리케이션인 대화형 브라우저(713)를 더 포함한다.

대화형 브라우저는 CVM의 상단에서 실행하고 CML을 번역하여, CML 페이지를 표시하는 동안에 대화 다이알로그를 구축

할 수 있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그리고 상기 합체된 IBM 문서 관리 번호 YO998-392P 특허 출원에서 상세하게 설

명한 바와 같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700)은 HTML 또는 DB2와 같은 종래의 포맷을 XML로 트랜스코드하기 위해서 대

화 트랜스코더 프록시를 통해 억세스될 수 있다. 대화형 브라우저는 XML 명세에 기초한 음성 마크업 언어인 CML을 번역

한다. 이것은 CVM의 상부에서 동작하는 가장 경쟁력 있는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로서 관찰될 수 있다. 대화형 브라우저는

자신의 CVM을 실어나르는 자립형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다. CML에 의해서, 노련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대화

다이알로그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 HTML 및 월드 와이드 웹과의 유사성을 더욱 추구하면, CML 및 대화형 브라우저

는 레거시 기업 애플리케이션 및 레거시 데이타베이스를 중심으로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간단하고 체계적

인 방법을 제공한다. 게다가, 일단 CVM 상부에 구축되면, 이 메카니즘은 사용자가 다수의 애플리케이션(로컬형도 있고 네

트워크형도 있음) 및 장치(로컬형도 있고 네트워크형도 있음)를 통해서 전달할 대화에 이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트랜

잭션을 포함시킬 수 있다. 또, 이 메카니즘은, 사용자가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대화형 브라우저를 실행하는 사용자의 PC

및 IVR에 있는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버측에 있는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에 억세스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동일 사

용자 인터페이스도 제공할 것이다. 대화 프록시를 사용하여 HTML 다이알로그를 CML로 전환하는 것은 동일 페이지가 종

래의 브라우저 또는 멀티 모델 브라우저, PC 상의 대화형 브라우저 또는 임베디드형 장치 및 IVR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또한, 특히, HTML 페이지를 CML 페이지로 트랜스코드하기 위해서 대화 프록시가 도입되는 경우에

는, 전화 카드와 함께 장착된 서버 상의 적절하게 설계된 홈 페이지는 개인 IVR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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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M이 API를 통해서 공개되어 CVM과 분산 자원이 API 및 절차형 프로토콜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인터랙트하는 동안

에, 상호작용 프로토콜을 확장하여 HTTP 교환과 XML/HTML 교환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HTTP 교환과

XML 교환, 경우에 따라서 또는 직렬화된 객체는 단일의 또는 축차적인 대화 트랜잭션에 대해서 충분할 수 있다. 최적의 프

로토콜을 선택하고 XML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옵션은 프로그래밍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이도 다이알로그의 설계를 단순

화시킨다. 한편, 절차형 호출은 다수의 동시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을 갖는 매우 효율적인 로컬형 구성 또는 분산형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효율적인 대화 플랫폼 기능은 API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한다. 다수의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의 효율적인 다

이알로그 관리자는 상이한 서브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된 CVM 실체간의 절차형 객체의 교환을 필요로 한다.

다음은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UCRC라고도 칭하는 UCA(Universal Conversational Appliance, 범용의 대화형 전기제

품)를 사용하는 본 발명의 일 응용예이다. UCA 또는 UCRC는 다수의 대화형 프로토콜 형태를 포함하는 CVM 장치의 일

예이다. UCRC는 자발적인 네트워킹 능력을 갖는 음성 구동형 휴대용 PDA이다. 이러한 네트워킹 기능은 RF형, 특별형(예

를 들면, 블루투스, 호핑 네트워킹) 또는 IR형일 수 있다. 홈 환경에서, 전기제품은 이제 대화식으로(그러나, 전형적으로서

사일런트 파트너로서)로 인식된다. 이것은 상이한 전기제품이 발견되어 대화식으로 제어되도록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상이한 전기제품들은 유사한 네트워킹 기능(능력)을 갖는다. 단순화된 예에서는, 이들 상이한 전기

제품들은 X10과 같은 영구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홈 디렉터" 형의 인터페이스로 직접 제어된다. 이 사례에서는, 이어

서 UCA가 오히려 홈 디렉터와 직접 대화한다.

UCRC는 (전술한 바와 같은) 대화형 프로토콜(801)을 통해서 핸드셰이크(디스커버리)를 위한 요구를 주기적으로(매우 자

주) 발송한다. 각 전기제품(또는 홈 디렉터)는 이러한 요구의 검색 시에 응답한다. 새롭게 발견된 전기제품은 그 자신을 식

별한다. UCRC도 역시 그 자신을 식별한다. 그 결과로 얻은 핸드셰이크는 등록된다. 이 등록에는 전기제품의 성질과 명칭

(및 다른 어떤 메타 정보)을 식별하는 것과, 그 전기제품이 사일런트 파트너이고, 이어서 절충된다는 사실이 포함된다.

이 사례에서는 이 절충으로, UCRC가 대화를 구동시키는 것에 즉시 동의하게 된다. 이 새롭게 발견된 전기제품은 그의 현

재 상태 및, 그것이 그 상태에서 지원하는 명령을 교환한다. 제한된 양의 명령을 지원하는 경우에, 상기 새롭게 발견된 전

기제품은 그것이 지원하는 다른 상태 및, 이 다른 상태에 관련된 명령을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구조 윤곽

(structure skeleton)을 미리 보내는 것과 같다. 상태들의 구조가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이 정보는 상태가 변할 때마다 상

태 단위별로 행해질 것이다.

교환 프로세스는 명령 리스트를, 작동 시에 전기제품에 반송하는 복귀 취급/이벤트와, 필요한 모든 데이타 파일, 즉 어휘,

베이스폼, 다이알로그를 위한 프롬프트/음성 폰트, 문법, 경우에 따라서는 파싱, 번역, 태킹, 기호 언어 및 NL 인터페이스

를 위한 언어 생성 규칙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안으로, 정보는 대화형 엔진 작업을 수행할 다른 엔진(예를 들면, 음

성 인식 작업 등을 수행할 서버)의 어드레스를 포함할 수 있다. 작동 및 사용자로부터의 입력 시에, UCRC CVM은 관련된

전기제품을 결정한다. 이것은 상이한 전자제품에 의해서 (IBM 문서 관리 번호 Y0999-113P에 설명한 바와 같이 국부적으

로 또는 원격적으로) 지원되는 명령에 따른 인식 결과에 기초할 수 있다.

판정 시에, 이벤트/복귀의 취급은 활성화되고, 명령은 관련된 전기제품에 관해서 실행된다. 그 결과, 상태가 변경된다. 이

새로운 상태는 UCRC에 전송된다. 또, UCRC의 콘텍스트도 업데이트된다. 명령은 (윤곽에 기초하여 또는 지원된 명령의

새로운 교환에 기초하여) 업데이트된다. 전기제품이 네트워크로부터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경우에는 정보가 콘텍스트에 저

장된다(전기제품이 UCRC에 의해 여전히 제어될 경우에). 이것은 시간(그것을 마지막으로 접한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

지)에 기초할 수도 있고, 위치(메타 정보)에 기초할 수도 있으며, 메타 정보(활성 중단된 경우)에 기초할 수도 있다. 재활성

화시에, 대부분의 정보는 콘텍스트 또는 메타 정보로부터 재저장되고 프로토콜은 업데이트를 체크할 뿐이다.

전기제품이 제어 리스트로부터 명시적으로 제거된 경우, 사인-인 오프(sign-in off)의 요구는 전기제품으로부터 또는

UCRC로부터의 명백해질 수 있다. 전기제품이 종래방식(종래의 TV 리모콘 또는 신호등용 스위치 등)으로 제어되는 경우

에는, 이벤트는 재등록/재절충하거나 전기제품의 콘텍스트, 데이타 파일 및 상태를 단지 업데이트하기 위해 UCRC로 복귀

된다.

홈 디렉터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개의 모델 1) 및 2)가 취해지는 것을 제외하고 프로토콜은 꼭 같다.

1) 오직 한 개의 전자제품, 즉 홈 디렉터가 등록된다. 전기제품의 변경 또는 명령은 전체 홈 디렉터 상태의 변경으로 이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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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개별 전자제품이 UCRC에 등록된다. 홈 디렉터는 전기제품과 UCRC간의 프로토콜을 전송하고 트랜스코드하는 게

이트웨이로서만 작용할 뿐이다.

홈 디렉터 모델이 고려되는 경우에는 UCRC가 제공하는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발적인 네트워킹 대신에, 이것

은 통상의 무선 LAN(홈 디렉터에 접속된 베이스 스테이션에 대한 RF, 이더넷)이 될 수 있다.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홈 디렉터 방식은 통상의 전화기에 의해서 호출 가능하다고 하는 이점(예를 들면, 모뎀형 접속)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우에

는 이제, 모든 프로토콜은 전화기를 통해서 교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UCRC 토폴러지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로컬 또는 자발적인 네트워크 능력을 갖는 휴대 전화기/UCRC이 되고, 홈(집)으로부터 제어권을 벗어난, 범위 밖에 있는

경우에는 베이스 스테이션 능력에 대한 이진 접속이 된다.

대안으로, UCRC 기능(능력)은 홈 디렉터 머신에도 복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복제된 경우에, 홈 디렉터 머신이 전화 카

드를 통해서 음성 브라우징 기능(능력) 또는 로컬 홈 IVR 기능(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전기제품은 이제 (대화형 프로토

콜을 교환하는 UCRC와 서버를 통한 이진 접속을 필요로 하는 일 없이) 전화기를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간에 음성으로 제

어될 수 있다. UCRC와 대화형 프로토콜은 오히려 홈 디렉터와 전기제품 사이에 있다. 통상의 전화기가 사용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대개 집에 있을 때 전기제품을 제어하는데 서버도 사용될 것이다. UCRC는 휴대형 I/O 시스템이 된다. 즉,

이것은 오디오를 포획하고 압축하여 홈 디렉터에 이것을(대화 코딩) 전송한다. 출력도 마찬가지로, 재생을 위해서 UCRC

에 전송된다. 이제, 실제 CVM 프로세싱 모두는 홈 디렉터 서버에서 행해진다.

이제 도 12를 참조하면, 도면은 여기에서 설명한 구성요소 및 구조물을 사용하여 구성될 수 있는 대화형 네트워크 시스템

을 도시하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대화형 컴퓨팅은 상이한 장치들의 네트워킹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요건을 포함한다는 점

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은 프로토콜, 부하(로드) 및 통신량(트래픽) 관리 및 네트워크 캐싱 및 저장 모두에서의 주된 고려

사항이 부하 또는 통신량의 밸런스를 보증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나아가, 네트워크 상에서 교신하거나 네트워크화된 자원

을 사용하여 제공된 사용자 모든 활성 다이알로그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것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대화

식 분산형 아키텍쳐는 새로운 추가적 제약 또는 고려사항을 추가하여, 다이알로그의 지연 및 흐름, 오디오 전송 지연(대화

코딩), 음성 및 GUI 콤포넌트의 동기화(실제로, GUI 입력의 결과는 이벤트 및, UI의 음성 콤포넌트 및 GUI 콤포넌트의 동

기화된/조정된 행태가 되어야 한다), 및 근저의 대화형 프로토콜의 업데이트 및 교환(절충, 다이알로그 관리자 프로토콜

등)을 최적화한다. 이러한 양태는 국부적으로 및/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심리스하고 투명한 프로세싱이 요구된다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서비스, 대역폭, 최소 지연, 최소 패킷 손실 등의 품질은 VoIP의 경우만큼 중요하게 유지된다.

추가로, 특정 작업 및 도메인에 필요한 데이타 파일을 적절한 엔진에 알맞게 전송하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도, 이것은

네트워크 상에서의 캐싱 또는 저장 및 정밀도 초과 통신량의 관리 및 부하의 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 경우에도, 송신기와

수신기간의 통신량 흐름만이 문제가 되는 VoIP에 대해서조차 개념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추가로,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 윤곽 정보(예를 들면, 다이알로그 논리)도 네트워크에 적절히 미리저장되거나 캐시되거나 복제될 수 있다.

도 12에 도시한 시스템에서, 본 발명에 따른 클라이언트 장치(1000)(CVM 시스템 또는 다이알로그 관리자 기능부에 장착

됨)는 라우터(1004)를 통해 PSTN(1002) 및 인터넷/인트라넷(1003)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함으로써 서비스 네트워크

프로바이더 네트워크(1001)로부터의 원하는 정보를 억세스할 수 있다. 라우터(1004) 및 인터넷/인트라넷 네트워크

(1003)는 분산형 대화형 프로토콜(전술함), RecoVC(인식 호환성 VoCoder)를 통한 오디오 코딩, 애플리케이션 및 메타

정보(분산형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디스커버리, 등록, 절충 프로토콜, 다이알로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서버 부하 관

리, 다이알로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통신량 밸런싱 및 라우팅, 작업 특징 및 기능(능력) 요건과 대화 아규먼트 가용성(데

이타 파일)에 기초한 엔진 서버 선택, 대화 아규먼트(분산, 즉 저장), 트래픽/라우팅 및 캐싱을 포함하는 대화형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장 및 특징을 제공한다.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콘텐츠 또는 트랜잭션 프로바이더의 인트라넷 상에서 뿐만 아니라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은 어떤 네트워크(인터넷, 블루투스, 무선 네트워크 등)에서, 네트워크는 콘텐츠 서버 및 백엔드 논리 또는 비지니스 논

리 서버, 대화형 엔진 서버, 게이트웨이, 라우터, 프록시 및 IVR(예를 들면, 사운드 카드와 같은 것) 및 서버 브라우저를 가

질 것이고, 이 경우, 오디오 및 데이타 파일은 대화 네트워킹 원리에 의해 부과되는 최적화에 따라 자원들간에 연속적으로

교환된다.

따라서, CVM 콤포넌트 또는 대화형 서비스는 상이한 기능들의 대화 네트워킹 측정, 전송, 관리 및 실행을 수행하기 위해

서 메시지를 교환하도록 이들 실체(서버, 클라이언트, 게이트웨이, 라우터 등) 모두를 표시할 것을 필요로 한다. 전형적으

로는, 이들 기능은 네트워크 등에서 부하 밸런싱, 통신량 밸런싱, 저장 및 캐싱을 수행하도록 현재의 프로토콜 및 시스템의

상부에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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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참조하여 본 명세서에서 예시적인 실시예에 관하여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이들 정확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다른 변형예 및 수정예가 본 발명의 범위 또는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서 당해 기술의 숙련자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변형예 및 수정예는 특허청구범위에서 정의된 본 발명의 범

위 내에 포함되도록 의도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 개의 입출력(I/O) 렌더러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되어, 다른 활성 애플리케이션의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델에 걸친

입력 질의 및 입력 이벤트를 수신하고 하나 이상의 상기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델에서의 상기 활성 애플리케이션에 관

련된 출력 메시지 및 출력 이벤트를 생성하기 위한 멀티 모델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CUI) 관리자와,

상기 입력 질의 및 입력 이벤트에 응답하여 멀티 모델 다이알로그를 생성하고 상기 활성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콘텍스트

를 관리하기 위한 대화형 커널과,

상기 활성 애플리케이션과 상기 대화형 커널간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

를 구비하는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대화형 엔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복수 개의 대화형 엔진을 더 구비하고,

상기 대화형 커널은 상기 입력 질의 및 입력 이벤트를 처리하고 상기 멀티 모델 다이알로그 및 출력 이벤트를 생성하기 위

해 상기 대화형 엔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서 상기 대화형 엔진을 제어하고 억세스하는 것인 대

화형 컴퓨텅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대화형 커널은 상기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접근

할 수 있는 대화형 서비스 및 행태를 제공하는 것인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는 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CFC) 및 기본 다이알로

그 구성요소의 라이브러리 기능을 구비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구비하고, 상기 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CFC) 및 기본 다

이알로그 구성요소는 대화형 객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기 라이브러리를 통해 억세스되며, 상기 대화형 객체는 대화 절차

의 수행과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의 구축 중 하나를 위해서 이용되는 것인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대화형 커널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실시간 오퍼레이팅 시스템, 가상 머신 및 브라우저 중 하나 상에

서 실행하는 것인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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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대화형 커널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서비스층으로서 실행하는 것인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은 개인용 컴퓨터 플랫폼, 서버 플랫폼, 임베디드형 클라이언트 장치 플랫폼

및 이들 플랫폼의 분산된 조합 중 하나 상에서 실행하는 것인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복수 개의 입출력(I/O) 자원과,

상기 복수 개의 입출력 자원과 인터페이스하고 상기 복수 개의 입출력 자원을 상기 대화형 커널에 등록하기 위한 입출력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더 구비하는 것인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대화형 커널은 상기 입출력 자원 및 대화형 엔진의 기능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행태, 대

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CUI) 및 다이알로그의 적용을 제공하기 위한 대화형 트랜스코드를 구비하는 것인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입출력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층은 입출력 앱스트랙션, 사용자 인터페이스 앱스

트랙션, 장치 앱스트랙션 및 이들의 조합 중 하나를 구비하는 것인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대화형 커널은,

활성 애플리케이션들에 걸쳐 다이알로그를 관리하고 입력 질의에 기초하여 활성 다이알로그, 콘텍스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기 위한 다이알로그 관리자와,

대화 작업의 실행 중에 사용되는 대화형 엔진을 관리 및 할당하기 위한 자원 관리자와,

대화 작업을 조정하고 디스패치하기 위한 대화 작업 디스페처와,

대화 작업의 활성 담화의 콘텍스트를 누적시키기 위한 콘텍스트 스택

을 구비하고,

상기 콘텍스트는 질의 아규먼트, 속성값 배수(더블)의 리스트 및 대화 상태를 구비하는 것인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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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정보를 대화 인식 시스템과 교환하기 위한 대화형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통신 스택을 더 구비하고,

상기 대화 인식 시스템은 원격 애플리케이션, 원격 장치, 원격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 및 이들의 조합 중 하나를 구비하는

것인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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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대화형 가상 머신을 실행하기 위해 컴퓨터에 의해 실행 가능한 저장된 지시 세트를 갖는 컴퓨터 독출 가능 매체로서, 상기

대화형 가상 머신은,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델에 걸쳐 조정된 범용의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CUI)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상

이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델을 가지는 상이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장치 또는 이들의 조합에 걸쳐 다이알로그 및 콘텍

스트, 대화형 엔진 및 자원 및 통신을 관리하도록 적용된 커널과,

상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장치 또는 이들의 조합을 위하여 상기 커널로부터 대화 서비스에 억세스하도록 적용된 앱스트

랙션을 구비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를 구비하는 것인 컴퓨터 독출 가능 매체.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대화형 가상 머신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실시간 오퍼레이팅 시스템, 가상 머신 및 대화형 브라우저

중 하나 상에서 실행하는 쉘(shell)인 것인 컴퓨터 독출 가능 매체.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대화형 가상 머신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서비스층으로서 실행하는 것인 컴퓨터 독출 가능 매체.

청구항 33.

제30항에 있어서, 대화형 엔진에 억세스하도록 구성된 앱스트랙션을 구비하는 엔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를 더 구비하는 것인 컴퓨터 독출 가능 매체.

청구항 34.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는 대화 인식 애플리케이션, 특정의 재사용 가능한 다이알

로그 작업의 수행을 위한 다이알로그 구성요소, 또는 이들의 조합을 구축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기능을 통해서 억세스될 수

있는 복수 개의 대화 파운데이션 클래스를 구비하는 것인 컴퓨터 독출 가능 매체.

청구항 35.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커널은 대화형 가상 머신 상에서 실행하는 대화형 엔진 및 작업, 처리 또는 스레드(thread)를 구동

하도록 적용된 작업 관리자를 구비하는 것인 컴퓨터 독출 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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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6.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커널은,

로컬형 자원, 분산형 자원 및 이들 모두 중 하나를 관리하도록 적용된 자원 관리자와,

멀티 모델 입출력(I/O) 이벤트를 관리하도록 적용된 입출력(I/O) 관리자

를 구비하는 것인 컴퓨터 독출 가능 매체.

청구항 37.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커널은,

등록된 애플리케이션들에 걸쳐 대화형 다이알로그를 관리하도록 적용된 다이알로그 관리자와,

상기 다이알로그 관리자의 제어 하에서 활성 애플리케이션 또는 작업의 콘텍스트를 유지하기 위한 콘텍스트 스택

을 구비하는 것인 컴퓨터 독출 가능 매체.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커널은 상기 등록된 애플리케이션들간의 입출력(I/O) 이벤트의 목표 애플리케이션을 중재하기 위

한 중재기를 더 구비하는 것인 컴퓨터 독출 가능 매체.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는 상기 대화형 가상 머신을 분배하도록 적용된 대화형 프

로토콜을 구비하는 것인 컴퓨터 독출 가능 매체.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대화형 가상 머신의 분배는 상기 대화형 가상 머신의 완전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집합적으로 기

여하는 다중 장치 또는 자원에 걸쳐서 상기 대화형 가상 머신의 기능 및 구성요소를 분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독출 가능 매체.

청구항 41.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대화형 가상 머신의 분배는 복수 개의 대화형 가상 머신들간에 상기 대화형 가상 머신의 기능을 분

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독출 가능 매체.

청구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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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대화형 가상 머신의 각각의 역할은 상기 대화형 가상 머신들간에 동적으로 전환되는 것

인 컴퓨터 독출 가능 매체.

청구항 43.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대화형 가상 머신의 분배는 상기 등록된 애플리케이션들에 걸쳐서 상기 다이알로그 관리자 및 콘텍

스트 스택을 분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독출 가능 매체.

청구항 44.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대화형 가상 머신은 범용의 대화식 원격 제어장치(UCRC; Universal Conversational Remote

Control)의 인터페이스로서 구현되고, 상기 범용의 대화식 원격 제어장치(UCRC)는 대화식으로 인식되는 홈 전기제품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것인 컴퓨터 독출 가능 매체.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범용의 대화식 원격 제어장치(UCRC)는 음성 구동형 개인 휴대 단말(PDA) 장치를 구비하는 것인

컴퓨터 독출 가능 매체.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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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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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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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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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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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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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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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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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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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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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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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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