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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때 기존의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등을 이용하는 방식에 음성을 추가하
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문서에 대화 
모델을 추가하는 방법과 대화 모델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메타 문법 및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멀티모달 인터넷 인
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 및 방법으로 HTML로 기술된 웹 문서에 대화 모델을 작성하여 추가하게 되면 웹 브라우저를 사용
하는 사용자는 화면에 표시되는 웹 페이지를 보고 마우스,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에 추가하여 합성되는 음성을 듣고 자
연스러운 음성으로 선택 및 질문을 하여 대화를 진행하면서 웹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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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멀티모달 인터넷 인터페이스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MXML의 개념도

도 3은 본 발명의 멀티모달 인터넷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서비스 구성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310 : 멀티모달 인터넷 서버 311 : 작업별 템플릿 라이브러리

312 : MXML 문서 서버 320 : 멀티모달 인터넷 클라이언트

321 : MXML 브라우저 322 : 음서인식/합성 엔진

323 : I/O 인터페이스 324 : I/O 장치

325 : TAPI 326 : MTAPI

330 : 전화 331 : 음성전용 전화

332 : 멀티미디어 전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때 기존의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등을 이용하는 방식에 음성을 추가하
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및 장치에 대한 것이다.

인간과 컴퓨터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현재는 키보드, 마우스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인간에게 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은 인간간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음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시도되고 있지만 컴퓨터의 경우 사람간의 대화와는 다르게 입력된 음성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
니고 발성된 내용을 그대로 문자로 바꾸어 그 내용이 키보드로 입력된 것과 같이 반응하고 있는 상태로 음성 이해의 기
술은 아직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음성이해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지능을 요구하며 현
재 기술수준으로는 일반적인 분야에서는 불가능하고 여행계획 등과 같이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만 가능하다.

음성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대화하는 기술이 많이 사용되는 곳은 ARS 시스템이다. 현재는 주로 음성합성을 통해 컴퓨터
가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고 사람은 전화기의 숫자 판을 이용하여 원하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어 수준 및 
간단한 문장 형태의 음성인식 기술을 통합하여 사람도 숫자판 대신에 음성을 이용하여 의도를 전달하는 시스템들도 개
발되어 어느 정도 음성을 이용한 대화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ARS 시스템의 기본적인 문제는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는 복잡한 형태의 메뉴 트리를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이다. 관공서의 ARS 시스템이나 기차예약을 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수 많은 버튼을 누르고 특히 기차역의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내 메시지를 전부 들어야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음성인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차역의 코드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여전히 복잡한 메뉴 트리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
는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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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는 유지 보수가 어렵고 호환성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ARS 
기반 시스템과 ARS에 사용되는 대화 모델 즉 메뉴 트리를 분리하는 VXML(Voice eXtendable Markup Language)을 
IBM, AT& T, Motorola, Lucent 등이 개발 중이다. VXML은 HTML과 유사한 형태의 마크업 언어를 이용하여 메뉴 
트리를 작성하면 독립된 VXML 서버에서 VXML 문서를 서비스 하는 형태이다. 마치 HTML 문서를 만들어 웹 호스팅 
업체에 보내 놓으면 웹 서버 등의 서비스는 웹 호스팅 업체에서 수행하는 것과 같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시도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안한 발명이 있는데 그 내용은 ARS 시스템을 사용할 때 전화 만
을 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도 동시에 연결하여 ARS 메뉴 내용을 화면에 보여 주고 전화 숫자판 또는 컴퓨터의 마우스, 
키보드 등을 사용하여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때 ARS 메뉴의 전달은 HTML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한다. 마
이크로소프트사의 발명의 경우 기존 ARS 시스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 등의 화면에 메뉴 트리의 내용을 나타
내어 메뉴 트리 따라가기를 쉽게 하였다. 하지만, 이 발명 역시 사용자가 컴퓨터의 마우스, 키보드 등을 사용하여 선택
하여야 하며 음성으로는 선택이 불가능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기존의 웹 브라우징에서 음성인터페이스 기능을 추가하여 컴퓨
터와 음성으로 대화하며 웹 브라우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모달 인터넷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기존의 HTML 문서에 대화 모델을 추가하는 방법과 그 서비스 방식 및 컴퓨터와의 대화에
서 음성인식을 위한 언어 모델로 메타 문법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기존의 웹 브라우징에서 음성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기술한다. 시스템의 사용 예는 도 1에 나타
내었다.

이와 같이 음성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HTML 문서에 음성 관련 부분을 추가한 멀티모달 X
ML(Multi-modal eXtendable Markup Language: 이하 MXML라 함) 문서를 제안한다.

MXML 문서는 하나의 문서에 HTML의 내용과 메타 태그(Meta tag)를 이용하여 음성 XML의 내용을 함께 기술한 것
이다. 음성을 처리할 수 있는 브라우저에서는 음성 XML의 내용을 바탕으로 음성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음성 관련 내용은 무시하게 된다.

이를 도 2의 MXML 문서 개념도를 참조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기존의 HTML과 음성 XML 및 대화관리가 어떻게 결합되어 MXML을 구성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HTM
L의 경우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입력수단으로 사용하고 출력으로는 화면에 텍스트, 영상,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음성과 
음향을 출력하고 있다. 이 경우 음성의 출력은 음성합성을 통한 것은 아니고 주로 녹음된 음성을 음향의 경우와 같은 방
식으로 출력하게 된다. 기존에 제안된 음성 XML은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를 기본적으로 가정하며 전화를 통해 음성을 
입력하고 이를 음성 인식하여 처리하게 된다. 또 전화기의 키패드를 이용해 DTMF 신호도 입력하여 사용한다. 출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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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합성 음성이 유일하다. 이 때 사용자는 전화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예약 등의 작업을 하게 되므로 이를 처
리하는 컴퓨터와의 대화관리가 필요하다. 도 2에서 설명하는 MXML은 이러한 기존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합하여 음성 
입출력이 가능하고 선택적으로 마우스, 키보드, 화면이 제공되는 단말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입출력 수단을 함께 사
용하여 보다 사용하기 편하고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모달 인터넷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구성도 이다.

    
도면에서 보듯이, 작업별 템플릿 라이브러리(311), 상기 작업별 템플릿 라이브러리(311)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MXM
L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MXML 편집기(312), 및 작성된 MXML 문서를 저장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MX
ML 문서를 제공하는 MXML 문서 서버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인터넷 서버(310); 상기 멀티모달 인터넷 서버(310)와 
인터넷으로 연결되며, MXML 문서를 해석하여 HTML 내용은 화면에 보여 주고 음성 XML내용을 해석하여 음성 합성
할 메시지는 음성 합성 엔진을 이용하여 합성하여 스피커 또는 전화 인터페이스를 통해 들려 주고, 음성 인식을 위한 언
어모델을 이용하여 음성인식 엔진을 준비하고 사용자가 발성한 음성의 내용을 인식하여 음성 XML에 지정된 동작을 수
행하는 MXML 브라우저(321)와, 상기 MXML 브라우저(321)의 요구에 따라 음성인식 또는 음성합성을 수행하는 음
성 인식/합성 엔진(322)과, 전화(330)를 이용하여 멀티모달 인터넷 클라이언트에 접근하는 경우에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는 TAPI(Telephony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325)/MTAPI(Multimedia Telephony Applicatio
n Programming Interface : 326)와,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마이크, 스피커 등의 I/O(Input/Output) 장치(324) , 
상기 TAPI(325) 및 MTAPI(326)과 상기 MXML 브라우저(321)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I/O 인터페이스(323)
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인터넷 클라이언트(320)로 구성된다.
    

    
멀티모달 인터넷 서버(310)는 기존의 웹 서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MXML 문서를 요청에 따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멀티모달 인터넷 서버(310)에는 MXML 문서가 저장되는데 이는 MXML 편집기(312)와 작업별 템플릿 라이브
러리(311)를 이용해 작성하게 된다. MXML의 경우 일반 HTML과 달리 음성 인식을 위한 언어모델을 작성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언어 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므로 일반 HTML 작성자가 작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발성할 문장 그 자체를 모두 기술하는 일반 문법이 아닌 한 단계 위의 메타 문법과 작업별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문법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멀티모달 인터넷 클라이언트(320)는 기존의 PC/WS(Personal Computer/Work Station)와 같이 CPU를 갖춘 단말기
이다. MXML을 해석해서 화면에 보여 주는 MXML 브라우저(321)와 음성 인식/합성 엔진(322), I/O 장치(키보드, 마
우스, 모니터, 마이크, 스피커등 : 324), TAPI 및 MTAP와 MXML 브라우저(321)와의 인터페이스 모듈, 즉 I/O 인터
페이스(323)를 가지고 있다.

    
MXML 브라우저(321)은 요청된 MXML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멀티모달 인터넷 서버(310)에서 제공받아, 이를 해석
하여 HTML 내용은 기존의 웹 브라우저처럼 화면(PC/WS의 모니터 또는 스크린 폰/인터넷 접속 휴대폰의 화면)에 보
여준다. 그리고 음성 XML내용을 해석하여 음성 합성할 메시지는 음성 합성 엔진을 이용하여 합성을 해 스피커, TAP
I(325) 또는 MTAPI(326)를 통해 들려 주고, 음성 인식을 위한 언어모델을 이용하여 음성인식 엔진을 준비하고 사용
자가 발성한 음성의 내용을 인식하여 음성 XML에 지정된 동작을 수행한다.
    

TAPI(325)과 MTAPI(326)는 제3의 장소에서 전화(330)와 멀티모달 인터넷 클라이언트(320)를 이용하여 인터넷 
브라우징을 할 수도록 한다.

전화(330)로는 사용되는 단말기로 음성만 사용할 수 있는 음성전용전화(331)와 스크린을 가지고 있어 화면 표시도 가
능한 스크린 폰, 인터넷 접속 휴대폰 등의 멀티미디어전화(332)로 나눌 수 있다. 멀티미디어전화기(332)에 대해서는 
음성뿐만 아니라 HTML의 내용도 같이 보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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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장치(324)에서 키보드와 마우스, 모니터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동형 단말기인 경우나 시스템의 구성상 뺄 수
도 있다. 또 장애자의 경우에는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등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스피커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음성 XML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음성 XML의 목적은 컴퓨터와 사용자가 인간에게 자유로운 음성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어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컴
퓨터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음성 XML에는 사용자와 컴퓨터가 나눌 수 있는 대화의 내용을 기
술하게 되는데 본 발명에서는 이를 메타 문법을 사용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음성 XML의 내용으로는 컴퓨터에서 사용
자에게 제공하는 말과 사용자가 발성할 내용을 기술한 메타 문법, 그리고 메타 문법을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동작의 지정이 있다.
    

메타 문법이라 함은 기존의 언어모델의 문법보다 한 단계 상위의 문법이라는 의미이다. 메타 문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
데 작업 지향적인 작업 메타 문법과 대화의 목적 지향적인 자료 메타 문법이 있다.

    
작업별 템플릿 라이브러리는 호텔예약, 기차표예매와 같이 그 자체로 하나의 작업이 완료될 수 있는 형태이다. 즉 일반
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작업에 대한 문법을 기술하여 놓은 것이다. MXML 작성자는 음성 XML의 내용에 해당되는 작업
별 템플릿 라이브러리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컴퓨터가 사용자와 대화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작업별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지정할 때 파라미터를 주어 철도 회사 명이나 호텔 명 등의 가변적인 정보
를 바꿀 수 있다. 작업 지향적인 문법은 널리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라이브러리의 형태로 문서 작성
자가 아닌 제 삼자가 만들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자료 메타 문법은 대화의 좀 더 작은 부분에 적용된다. 그 예로는 사용자의 이름을 알아내는 대화나 신용카
드 번호, 날짜 등을 알아내는 대화가 해당된다. 이 문법의 사용 예는 다음과 같다.

예)

get_data(costumer_name)

get_data(credit_card_number)

기존의 문법에서는 사용자의 이름을 알아 내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름만을 말하게 하도록 제한하거나 몇 개의 표현만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메타 문법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해당되는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어 원하는 정보를 얻어 내도록 
동작한다. 사용자가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 발성할 수는 대표적인 대부분의 표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기존의 인터넷 브라우징에서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등의 인터페이스 방식 이외에 사람에
게 편리한 음성을 인터페이스로 추가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인터넷 브라우징을 할 수 있다. 이 때 대화의 방식은 기존
의 고정된 표현만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메타 문법 기능을 통해 구현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유로운 형태의 
대화 방식을 채용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대한 기술사상을 첨부도면과 함께 서술하였지만 이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적으로 설
명한 것이지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주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모방이 가능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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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존의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등을 이용하는 것 외에 음성을 통해서도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멀티모달 인
터넷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작업별 템플릿 라이브러리와, 상기 작업별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MXML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MXML 편집기와, 및 작성된 MXML 문서를 저장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MXML 문서를 제공하는 MXML 문서 
서버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인터넷 서버;

    
상기 멀티모달 인터넷 서버와 인터넷으로 연결되며, MXML 문서를 해석하여 HTML 내용은 화면에 보여 주고 음성 X
ML내용을 해석하여 음성 합성할 메시지는 음성 합성 엔진을 이용하여 합성하여 스피커 또는 전화 인터페이스를 통해 
들려 주고, 음성 인식을 위한 언어모델을 이용하여 음성인식 엔진을 준비하고 사용자가 발성한 음성의 내용을 인식하여 
음성 XML에 지정된 동작을 수행하는 MXML 브라우저와, 상기 MXML 브라우저의 요구에 따라 음성인식 또는 음성합
성을 수행하는 음성 인식/합성 엔진과, 전화를 이용하여 멀티모달 인터넷 클라이언트에 접근하는 경우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TAPI 및 MTAPI와, 마이크, 스피커 등을 포함하는 I/O 장치와, 상기 TAPI 및 MTAPI과 상기 MXML 브라
우저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I/O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인터넷 클라이언트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모달 인터넷 이터페이스 장치.
    

청구항 2.

기존의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등을 이용하는 것 외에 음성을 통해서도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HTML 문서에 음성 XML 부분을 추가하여 MXML 문서를 작성하고,

음성 XML의 내용으로 컴퓨터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말과 사용자가 발성할 내용을 기술한 메타 문법, 및 메타 문법
을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동작의 지정을 포함하여 음성 및 화면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도
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모달 인터넷 인터페이스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음성 XML의 내용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업이 완료될 수 있는 형태인 경우 작업 지향적인 작업 메타 문법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사용자와 해당되는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어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사용자가 해당되는 주제에 대
해 발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부분의 표현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목적 지향적인 자료 메타 문법을 이용하여 기술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모달 인터넷 인터페이스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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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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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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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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