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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유저(101)와 시스템(103) 사이에 통신을 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유저가 시스템을 보는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을 보는지를 검출하는 단계와 이에 기초하여 통신을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 통신을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b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저(101)와 시스템(103) 사이에 통신을 하는 방법으로서,

- 유저가 상기 시스템(103)을 보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단계와,

- 이 검출에 기초하여 상기 통신(113)을 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101)의 물리적 위치를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의 존재가 검출되자마자 상기 유저(101) 쪽으로 반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의 신원이 검출되자마자 상기 유저(101) 쪽으로 반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동시에 2이상의 유저(101)와 통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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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103)을 향하는 유저의 바라보는 것에 기초하여 상기 유저(101)

와 상기 시스템(103) 사이에 통신을 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벤트가 일어난 경우 상기 유저(101)와 상기 시스템(103) 사이에 통신을 개

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음향 입력을 검출(104)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 통신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방법을 처리 유닛이 수행하게 하는 명령을 저장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0.

유저(101)와 통신하는 시스템(103)으로서,

- 상기 유저(101)가 상기 시스템(103)을 보는지를 검출하는 검출 수단(105)과,

- 상기 검출 수단(105)으로부터 출력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통신(113)을 조정하는 프로세서(106)

를 포함하는, 유저와 통신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음향 입력을 검출하는 음향 센서(104)를 더 포함하는, 유저와 통신하는 시스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 통신하는 방법으로서 유저가 시스템을 보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단계와 이 검출에 기초하

여 통신을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 통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몇 년에 유저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일례는 시스템에 명령을 내려 다른 동작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유저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음성 제어 통신이다.

US 20020105575에는 음성 제어 장치 쪽으로 유저가 보는 지를 검출하는 음성 제어 장치의 음성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방

법이 기술되어 있다. 유저가 이 장치 족으로 보는 것이 검출될 때에만, 음성 제어가 가능하다. 이 발명의 주된 목적은 동일

한 동사 명령(verbal command)에 의하여 복수의 음성 제어 장치를 원치않게 동작시키는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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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치에 따른 문제는 이 장치가 대화와 관계없는 이벤트에 의해 짧은 혼란과 같은 대화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이벤트

(event)를 처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저와 장치 사이의 통신을 어렵게 하고 융통성 없게 한다. 나아가, 이 장

치는 유저가 이 장치를 보는지를 검출할 때 능동적으로 유저에 대처할 수 없다.

WO 03/096171은 음성 신호를 인식하는 픽업 수단을 포함하는 디바이스를 기술한다. 또한 음성 제어에 의하여 유저가 이

디바이스와 동작가능하게 하는 전자 장치를 동작시키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이 발명에 따른 문제는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음성 신호가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저의 음성이 예를

들어 병으로 인해 달라지게 된 경우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대화와 관계없는 이벤트에 의해 짧은 혼란과 같은

대화 상호작용에 나타나는 이벤트를 처리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체 대화를 매우 경직되게 하고 매우 부자연스럽게 한다.

눈의 응시와 몸의 움직임이 유저의 관심 상태를 획득하기 위해 분석되는 관심 표시기(K. Thorisson, "Machine

perception of real-time multimodal natural dialogue", Language, Vision & Music, 97-115, 2001)로 눈의 응시가 사

용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 정보의 주된 용도는 유저의 관심의 현재 관점이 어느 물체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에 따른 문제는 유저의 머리에 머리 장착되는 카메라가 물리적으로 장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요구

되느냐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러한 막대한 불편함에 더하여 유저와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이고 매우 부

자연스럽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일 측면에 따라, 본 발명은,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 통신하는 방법으로서,

- 유저가 시스템을 보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단계와,

- 이 검출에 기초하여 상기 통신을 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 통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유저의 관심 상태를 검출함으로써, 유저와 시스템 사이의 통신이 매우 자연스러워지고 불편하지 않으며 사람처럼

된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방법은 유저의 존재가 검출되자마자 유저 쪽으로 반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이것은 유저와 시스템 사이의 통신이 보다 사람처럼 되게 한다. 일례로서, 시스템은 유저가 디바이스가 위치하는 룸에 들

어갈 때 유저에게 인사하여 유저 쪽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이 일례로 사무소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 사람에게 인

사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비견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방법은 유저의 신원이 검출되자마자 유저 쪽으로 반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이에 의해, 검출된 유저가 미지인 경우에는 시스템이 어쨌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의 보안이 향상된다. 나아가, 식

별된 유저의 개인적인 프로파일과 선호도가 통신을 더 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방법은 동시에 2이상의 유저와 통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이에 의해 시스템은 새로운 유저가 시스템과 통신하기를 원하는 때마다 새로운 유저를 식별할 필요없이 동시에 2이상의

유저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어느 유저가 시스템을 보는 지를 검출함으로써 여러 유저 중 어느 유저가

통신하는 것을 검출할 수 있다. 이것은 동시에 동일한 룸에 2이상의 다른 사람과 담화하는 사람과 비슷하다. 이것은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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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가족일 수 있으며, 여기서 각 가족 구성원은 예를 들어 시스템에 요청하여 다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이메일 등을 체크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유저 예를 들어 가족구성원과 시스템 사이의 통신을 매우 사람과 같은 방

식으로 만드는 이유이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방법은 유저의 시야가 시스템 쪽으로 향하는지에 기초하여 유저와 시스템 사이의 통신을 개시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한다.

이에 의해 통신은 시스템 쪽을 향하는 유저의 시야가 이 통신을 개시할 때 유저의 관심을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편

리하게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개시된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지를 찾고자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접근하고 그 사람의 눈을 보는 것에 의해 이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방법은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 통신을 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이것은 유저와 시스템 사이의 통신을 더 향상시킨다. 이 이벤트는 일례로서 이메일을 수신하는 것이거나 또는 누군가 이

시스템에 연결된 벨을 울리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스템은 누군가 이 벨을 울리기 때문에 유저가 방해받을 수

있는지를 유저에게 질문할 수 있다. 심지어 전화가 이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전화가 울린다는 것을 유저

에게 알리고 유저가 이에 응답하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바람직하게는, 이 시스템은 우선 유저가 룸에 존재하는

지를 체크하며 또는 유저가 다른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한다. 만약 유저가 시스템을 보고 있다면 유저는 통신에 참가

하고자 할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방법은 유저의 물리적 위치를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그러므로, 유저는 시스템과 통신하는 동안 시스템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일례로서 유저는 이 시스템과 통신하는 동안

소파에 누워있을 수 있고 또는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방법은 음향 입력을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시스템은 유저의 음향이나 주변으로부터 오는 음향을 더 검출하고 이에 의해 유저가 이 시스템을 보는지를

검출하는 것을 통해 또한 상기 음향을 통해 모두 통신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사람들이 통신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상기 방법을 처리 유닛이 수행하게 하는 명령을 저장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관한 것이다.

일 측면에서, 본 발명은 유저와 통신하는 시스템으로서,

- 유저가 시스템을 보는지를 검출하는 검출 수단과,

- 상기 검출 수단으로부터 출력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통신을 조정하는 프로세서

를 포함하는, 유저와 통신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저가 시스템과 매우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하는 대화 시스템이 획득된다.

일 실시예에서, 본 시스템은 음향 입력을 검출하는 음향 센서를 더 포함한다.

이에 의해 음향 입력과 유저가 시스템을 보는지를 검출함으로써, 시스템이 "눈"과 "귀"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례로서, 유저는 이 시스템을 볼 수 있으나 일정 시간 동안 유저와 시스템 사이의 대화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유저가 더 이상 이 시스템과 대화에 참가하지 않고 통신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대

화 동안 유저는 다른 방향을 보고 시스템 쪽을 향하지 않을 수 있다. 검출 수단이 유저가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나타

낸다 하더라도 대화는 유저가 실제 여전히 관심을 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과 그 구체적으로 선호되는 실시예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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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이 실시예에서는 컴퓨터에 통합된 유저(101)와 통신하는 시스템(103)을 도시한다. 이 시스템(103)은 유저(101)의

존재와 부재를 검출하며 유저(101)가 시스템(103)을 보는지 보지 않는지, 즉 이 경우에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지 보지 않는

지를 검출하는 검출 수단(105)을 포함한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103)은 유저(101)와 주변으로부터 오는 음

향 입력을 검출하는 음향 센서(104)를 더 포함한다. 그러나, 이 음향 센서(104)는 본 발명에 핵심 부분은 아니므로 쉽게 생

략될 수 있다. 또한 검출 수단(105)과 음향 센서(104)로부터 오는 출력 데이터에 기초하여 유저(101)와 시스템(103) 사이

에 통신을 조정하는 프로세서(106)가 도시된다. 나아가, 시스템(103)에는 회전을 통해 유저(101)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회

전 장치(111)가 제공될 수 있다. 검출 수단(105)은 일례로서 유저의 얼굴을 스캐닝함으로써 상기 검출을 수행하고 상기 스

캐닝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특성을 사용하여 유저(101)가 시스템(103) 쪽을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알고리즘

을 포함하는 카메라일 수 있다. 선호되는 실시예에서, 얼굴 이미지가 전면 이미지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두 눈이 보이는지

여부가 검출된다. 그리하여, 유저의 시야의 변화, 예를 들어 유저가 턱수염을 기르는 시야의 변화가 검출에 영향을 주지 않

는다. 유저(101)가 시스템(103)을 보는지 보지 않는지에 기초하여 시스템 쪽을 향한 유저의 관심이 결정된다. 따라서, 유

저(101)가 시스템(103) 쪽을 보는 경우 검출 수단(105)은 유저가 그 관심을 주고 시스템(103)과 유저(101) 사이에 통신이

유지된다고 해석한다. 한편, 유저(101)가 일정 시간 동안 시스템(103)을 보지 않는 경우, 이것은 유저(103)가 더 이상 관

심을 주지 않는 것처럼 검출 수단(105)에 의해 해석될 수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향한 유저의 관심은 음향 센서

(104)에 의해 결정되며, 이 음향 센서(104)는 유저(101)와 시스템(106) 사이에 대화에 유저(101)가 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요청에 응하는지를 검출한다. 이 요청은 "당신은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습니까"일 수 있다. 유저의 대답이 "예, 나는 이 대

화를 계속하고 싶습니다"인 경우, 음향 센서(104)는 유저가 관심을 주는 것처럼 이를 해석한다. 프로세서(106)는 검출 수

단(105)과 음향 센서(104)로부터의 해석, 즉 유저(101)가 관심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에 대한 해석 사이의 상호작용을 사

용하여 유저(101)와 시스템(103) 사이에 통신을 조정한다. 이 조정은 유저(101)와 시스템(103) 사이에 통신을 중지하는

것, 유저(101)가 대화를 계속하기를 원하는지 또는 이후 대화를 계속하기를 원하는지를 유저(101)에게 요청하는 것을 포

함할 수 있다.

도 1a에 도시된 예에서, 유저(101)는 시스템(103)과 통신을 수립하는데 관심이 있다. 유저(101)가 시스템(103)에 의해 검

출되자마자, 시스템은 능동적으로 유저에게 인사하는 것과 같이 반응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시스템(103)은 유저의

신원이 검출된다면 능동적으로 유저 쪽으로 반응한다. 유저의 신원이 검출되지 않으면 시스템은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은

시스템의 보안을 향상시킨다. 나아가, 식별된 유저의 개인적인 프로파일과 선호도가 통신을 더 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103)과의 통신을 수립하는 것은 미리 한정된 시간, 예를 들어 5초 동안 시스템(103)을 보는 것으로 수행될

수 있다. 검출 수단(105)은 유저(101)가 일정 시간 동안 시스템(103)을 보거나 본 것을 검출한다. 이것은 유저(101)가 시

스템(103)과 대화하는데 참가하고 싶은 것으로 해석하며 통신(113)은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립된다. 시스템(103)

은 또한 유저가 시스템(103)과 통신을 수립하는데 관심이 있는지를 유저(103)에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통신

(113)은 음향 센서(104) 또는 검출 수단(105) 또는 이들의 조합에 따라 유저(101)가 여전히 관심을 주는 동안 바람직하게

는 유지된다. 일례로서, 유저(101)는 도 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103) 쪽으로 직접 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유저

(101)가 다른 동작, 즉 방에서 다른 사람(115)과 담화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시스템은 유저(101)와 시스

템(103) 사이에 대화를 방해할 수 있으며 또는 유저가 대화를 계속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원치 않는지를 유저(101)에 요

청할 수 있다. 만약 유저(101)가 이 질문에 응하지 않으면, 통신(113)은 중지될 수 있다. 또한 유저(101)가 방을 떠나 시스

템(103)이 유저(101)의 존재를 더 이상 검출하지 않는 경우, 통신(113)과 시스템(103)은 즉시 또는 미리 한정된 일정 시간

후에 정지될 수 있으며, 이렇게 일정 시간 후에 정지하는 것은 유저(101)가 연결(113)을 끊지 않는 동안 잠시 방을 떠나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 실시예에서, 시스템은 유저의 신원이 검출되자마자 2이상의 유저와 반응하고 통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여러

유저 중 어느 유저가 시스템을 보고 있는지를 검출함으로써 그 유저와 통신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은 새

로운 유저가 시스템과 통신하기를 원할 때마다 새로운 유저를 식별해야 할 필요없이 동시에 2이상의 유저와 반응할 수 있

는 능력을 구비한다.

일 실시예에서, 시스템은 음성 동작 분석을 갖는 음성 인식 모듈을 더 구비한다. 따라서, 유저의 음성은 검출될 수 있고 다

른 음성이나 사운드와는 구별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시스템(103)은 유저(101)의 위치를 더 결정하고 바람직하게는 유저(101)가 시스템(103)을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검출한다. 그러므로, 유저(101)는 시스템(103)과 통신할 때 동일한 위치에 머무를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전술된

바와 같이 시스템(103)과 통신(113)하는 동안 예를 들어 소파 위에 누워있을 수 있거나 또는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7-0029794

- 6 -



일 실시예에서, 음향 입력의 위치는 시스템(103)에 의해 예를 들어 빔 형성 시스템(미도시)에 의하여 연산되고 유저(101)

의 위치와 비교된다. 그러므로, 음향 입력이 유저(101)의 위치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TV로부터 오는 것인 경우, 시스템

은 이를 무시할 수 있고 유저(101)와의 대화를 지속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시스템(103)은 이벤트(event)가 일어난 경우, 유저(101)와 통신(113), 즉 대화를 개시한다. 이 이벤트는

일례로서 이메일을 수신하는 것이나 누군가가 시스템에 연결된 벨을 울리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103)은 유저

(101)가 방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며 유저(101)가 다른 동작을 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며 또는 유저(101)가 담화하는

지 여부를 체크한다. 일례로서, 시스템(103)은 유저가 누군가 벨을 울리기 때문에 방해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유저(101)에

정중하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외부 카메라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이 외부 카메라는 누가 벨을 울리게 하는지를 검출

하며 이 벨을 울리는 사람의 이미지가 유저에 의하여 유저의 시야에 의하여 또는 유저의 음성에 의하여 요청되는 경우 도

1에 도시된 모니터 상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시스템(103)은 추가적인 서브시스템을 포함하며, 이 서브시스템은 일례로서 유저(101)의 아파트 내 다른

방에 분배되거나 다른 영역에 분배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서브시스템은 유저(101)의 존재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유

저(103)의 존재를 검출하는 서브시스템은 통신을 지속한다. 그러므로, 유저(101)는 하나의 서브시스템과 통신(113)하는

동안 자기의 아파트 내를 돌아다닐 수 있다. 일례로서, 유저는 서브시스템이 유저를 식별한 후 거실에 있는 서브시스템과

통신한다. 유저가 그 방을 나와 침실로 걸어갈 때 침실에 있는 시스템이 유저의 존재를 검출하고 유저를 식별하며 예를 들

어 대화를 지속한다. 이것은 또한 집 내 여기저기를 이동하는 여러 사용자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시스템(103)은 신뢰 레벨(confidence level)을 연산하는 음성 인식 시스템(미도시)을 구비한다. 이 값은

음성 인식기가 그 가설에 대해 얼마나 확실한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제공한다. 일례로서, 이 값은 예를 들어 많은 배경 잡음

이 있는 경우 낮을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임계값이 사용되며 이 임계값 아래의 신뢰 값을 갖는 입력은 무시된다. 유저

(101)가 시스템(103)을 보는 경우, 이 임계값은 더 낮아질 수 있는 반면, 유저(101)가 시스템(103)을 직접 보지 않는 경우

임계값은 더 높아지고 시스템(103)은 동작을 수행하는데 매우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시스템(103)은 도 1에 도시된 컴퓨터 대신에 여러 장치 내에 통합될 수 있다. 일례로서, 시스템(103)은 벽에 장착된

디바이스 또는 휴대용 디바이스 내에 통합될 수 있으며, 이 휴대용 디바이스는 유저(101)가 위치하는 곳에 따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유저(101)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스템(103)은 로봇이나 휴대용 컴퓨터 또는 TV와 같은 임의의 종

류의 전기 디바이스 내에 통합될 수 있다.

도 2는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 통신하는 방법의 일실시예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처음에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 통신이 개시

된다(In.Com.)(201). 이것은 단순히 미리 한정된 시간 기간 동안 시스템을 보는 것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유저가 일정 시

간, 예를 들어 5초 동안 시스템을 보았다는 것을 시스템이 검출하면,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 연결이 수립되며, 유저와 시스

템 사이에 통신이 개시될 수 있다(Act. Dial.)(203). 이 시스템은 예를 들어 유저의 눈에 집중함으로써 유저가 시스템을 보

고 있는지를 연속적으로 체크한다(Int.)(205). 유저가 시스템을 보지 않는다면(N)(209), 이 통신은 단절될 수 있다. 유저가

관심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면, 시스템은 유저가 대화를 지속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유저에게 질문하도록 더 적응될

수 있다(Cont.?)(213). 유저가 질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또는 대답이 "아니오"이면, 통신은 중지된다(St.)(217). 또한 유저

가 방을 떠나고 시스템이 더 이상 유저의 존재를 검출하지 못한다면, 통신이 중지된다(St.)(217). 그렇지 않고 유저의 대답

이 "예"이거나 또는 시스템을 본다면, 대화는 지속된다(Cont)(215).

전술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며 이 기술 분야에 숙련된 자라면 첨부된 청구항의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많은 다른 실시예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범위에서, 괄호 사이에 있는

임의의 참조 부호는 청구항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포함하는'이라는 단어는 청구항에 나열된 요소나

단계와는 다른 요소나 단계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는다. 본 발명은 여러 별개의 요소를 포함하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그리고

적절히 프로그래밍된 컴퓨터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다. 여러 수단을 나열하는 디바이스 청구항에서, 이들 수단 중 여러 개

가 하나의 동일한 하드웨어 물품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특정 조치가 서로 다른 종속 청구항에 나열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

로 이들 조치의 조합이 유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전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 유저가 시스템을 보는지 검출하고 통신을 조정하는 데에 이용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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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유저와 통신하는 시스템(103)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 통신하는 방법의 흐름도.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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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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