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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중모드 입력을 이용한 다중모드 초점 탐지, 기준 모호성해명 및 기분 분류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를 위한 효율적인 대화식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변화하는 작동 환경 하에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에 따라 초점 탐지, 모호성 해명 및 기분 분류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다중모드(multi-modal) 데이터 처리 기술에 관한 것이고, 특히 다중모드 입력 데이터에 따라 초점 탐지, 기준

모호성 해명 및 기분(mood) 분류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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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다양한 컴퓨팅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쓰일 수 있는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입력 모드를 사용하는 것은 오늘

날의 컴퓨터 기반 처리 시스템에 있어 더욱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멀티모드" 입력 기술을 채용한 시스템은 하나의 데

이터 입력 모드만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해 고유의 장점을 갖게 된다.

예컨대, 비디오 입력 소스(source) 및 보다 전통적인 형태의 컴퓨터 데이터 입력 소스(예컨대 멀티 윈도우 GUI와 작용하

여 마우스 장치 및/또는 키보드를 손으로 작동시키는 것)를 포함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자. 이러한 시스템의 예는 야마구

치 등에게 1999년 6월 15일자로 허여된 미국 특허 제5,912,721호에 개시되어 있다. 상기 특허 발명에 기재된 시스템에

따르면, 사용자가 응시하는 지점을 탐지함으로써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화면상의 지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제

공되는 바, 이는 종래의 입력 장치 중 하나를 손으로 작동시키지 않고도 화면에 대한 사용자의 시선에 의해 지정되는 것이

다.

눈의 추적에 의존하는 그 밖의 시스템에는, 비디오 입력 외에 후속 처리용 데이터를 얻기 위한 그 밖의 입력 소스가 포함될

수도 있다. 예컨대 카우프만(Kaufman) 등에게 1996년 5월 14일자로 하여된 미국 특허 제5,517,021호에서는 EOG

(Electro-Oculographic) 장치를 사용하여 눈의 움직임 및 그 밖의 제스처(gesture)에 의해 생성되는 신호를 탐지한다. 이

러한 EOG 신호는 소정의 작업 수행 기능을 제어하는 데 쓰이는 입력의 역할을 한다.

또한 그 밖의 다중모드 시스템에서도 음성 및 제스처 입력을 이용한 사용자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다. 1997년 2월 4일

자로 앤도(Ando)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600,765호에서는, 지시 입력 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그래픽 디스플레이 시

스템의 디스플레이 화면상에 있는 디스플레이 객체 또는 디스플레이 위치 중 하나를 가리켜 그래픽 디스플레이 상에서 이

벤트를 실행하도록 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에게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에 관하여 개시하고 있다.

음성 및 제스처 입력을 채용하는 또 다른 멀티 모드 컴퓨팅 개념으로 "자연 컴퓨팅(natural computing)"이 알려져 있다. 자

연 컴퓨팅 기술에 있어서는, 제스처가 명령의 일부로서 직접 시스템에 제공된다. 그 대신, 사용자는 음성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멀티모드 시스템이 오직 하나의 입력 모드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비해 고유의 장점을 갖는다고 해도, 기존의

멀티모드 기술은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컴퓨팅 시스템 사이의 효율적인 대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

어 상당히 부족하다. 예컨대, 대화식 시스템에 있어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사용자의 제스처나 눈의 응시점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전통적인 GUI 지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대신하였을 뿐이다. 자연 컴퓨팅 기술의 경우, 시스템은 오디오 기반

의 명령을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제스처 기반의 명령을 독립적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식 시스템에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입력 모드를 사용하여 또 다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입력 모드에 의한 데이터 입력의 모호성을 해소하거나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다. 또한 이러한 대화식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기분이나 주의(attention) 분류를 수

행하기 위한 다중모드 입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의 유용성은 빛이 충분히 있는 환

경으로 제한된다. 불행히도 작동 환경에 따라서는 빛이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조도(照度)가 자주 바뀔 수 있다(예컨대 움

직이는 자동차 안).

그러므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를 위한 효율적인 대화식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작동 환경에서

다중모드 입력 데이터에 따라 초점 탐지, 기준 모호성 해명 및 기분 분류를 수행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를 위한 효율적인 대화식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작동 환경에서 다중

모드 입력 데이터에 따라 초점 탐지, 기준 모호성 해명 및 기분 분류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한 가지 특징에 있어서, 다중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에는 자신이 배치된 환경으로부터 다중모드 데이터를 입

력하도록 구성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subsystem)이 포함된다. 상기 다중모드 데이터에는 적어도 오디오 기반

의 데이터 및 이미지 기반의 데이터가 포함된다. 상기 환경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본 발명의 멀티모드 시스템

으로 제어 가능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가 포함된다. 상기 시스템에는 또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에 동

작적으로 결합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으로부터의 다중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수신하도록 구

성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가 더 포함된다. 또한 상기 프로세서는 그 후 수신한 다중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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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도, 초점 및 기분 중 적어도 하나를 판정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상기 프로세서는 그 후 결정된 의도, 결정된 초점 및 결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작업이

상기 환경에서 실행되게 하도록 더 구성된다. 상기 시스템은 또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상기 프로세서가 판정한 의도, 초점 및 기분에 관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후속 판정 또는 작업에 쓸 수 있도록 저장하는

메모리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도, 이러한 다중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즉 (i) 사용자가 요청하는 객체, 애

플리케이션(application), 또는 응용 기기(appliance)를 판정, (ii) 사용자의 초점을 판정하여 사용자가 적합한 애플리케이

션에 능동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그에 따라 동작이 취해져야할지 여부를 판정, (iii) 누가 무엇을 말하

고 무엇을 했는지, 사용자가 멀티모드 질의(query)/명령을 한 경우 그의 초점이 무엇인지 및 이러한 명령 및 초점의 히스

토리(history)가 어떠하였는지에 기초한 질의를 파악, (iv) 사용자의 기분을 판단하여 그에 따른 행위(behavior)/서비스/

응용 기기를 개시 및/또는 적합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상기 컴퓨팅 시스템은 또한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의

관련 업무 로직을 변경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멀티모드라 함은, 음성 및 비디오 이외의 다른 모드를 조합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

다. 예컨대 멀티모드에는 키보드/포인터/마우스(또는 전화기 숫자판) 및 그 밖의 센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두 개의 상이한 센서{및 출력을 위한 구동기(actuator)}를 통한 모드의 조합에 의해 입력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기분이나 초점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본 발명의 일반적인 원칙은 그러한 조합 중 어떤 것으로도 일반화될 수 있다. 기분이

나 초점을 판정하기 위한 엔진 또는 분류자(classifier)는 센서에 따라 특정될 것이지만, 이를 사용하는 방식은 본 명세서에

개시된 바와 동일하다.

본 발명의 이러한 또는 그 밖의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이하의 실시예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이와 관련된 첨부 도면으로부터

자명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한 가지 실시예에 따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한 가지 실시예에 따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기준 모호성 해명 방식을 나타

낸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한 가지 실시예에 따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기분/초점 분류 방식을 나타낸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한 가지 실시예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시청각 언어 인식 모듈(audio-visual speech recognition

module)을 나타낸 블록도.

도 5a는 본 발명의 한 가지 실시예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정면 얼굴 포즈(pose) 및 정면이 아닌 얼굴 포즈의 예를 나타낸

도면.

도 5b는 본 발명의 한 가지 실시예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얼굴/얼굴 요소(feature) 및 정면 포즈 탐지 방식의 흐름도.

도 5c는 본 발명의 한 가지 실시예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이벤트 탐지 방식의 흐름도.

도 5d는 본 발명의 한 가지 실시예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발화(發話; utterance) 검증을 하는 이벤트 탐지 방식의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한 가지 실시예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시청각 화자(speaker) 인식 모듈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한 가지 실시예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발화 검증 방식의 흐름도.

도 8a 및 도 8b는 본 발명의 한 가지 실시예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

도 9a 내지 도 9c는 본 발명의 한 가지 실시예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각각의 기분 분류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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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현을 나타낸 블록도.

실시예

우선 도 1을 참조하자면, 본 발명의 한 가지 실시예에 따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을 도시한 블록도가 있다. 도시

한 바와 같이,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10)은 입/출력(I/O) 서브시스템(12), I/O 관리자 모듈(14),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인식 엔진(recognition engine)(16), 회화 관리자 모듈(dialog management module)(18), 문맥 스택(context

stack)(20) 및 기분/초점 분류자(22)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10)은 오디오 입력 데이터, 비디오 입력 데이터 및 I/O 서브시스템

(12)에 따른 기타 종류의 입력 데이터의 형태로 멀티모드 입력을 수신하고, I/O 관리자(14)에 따라 상기 멀티모드 데이터

를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이러한 처리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인식 작업{예컨대 인식 엔진(16)에 따른 음성 인식, 화

자 인식, 제스처 인식, 입모양 판독 및 얼굴 인식 등}을 수행한다. 그 후 인식 작업 및/또는 처리된 결과 자체의 결과는,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대화식 컴퓨팅 작업, 예컨대 초점 탐지, 기준 모호성 해명 및 기분 분류{회화 관리자(18), 문맥 스택(20)

및/또는 분류자(22)에 따름}를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이에 대하여서는 이하에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은 특정 응용예에 한정되지 않지만, 우선 몇몇의 응용예를 설명하는 것이 본 시

스템이 제공하는 다양한 특성 및 본 시스템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문맥상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제1 응용예에 있어서,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10)이 차량 내에 채용될 수 있다. 이러한 예에 있어서, 비정

상적으로 눈이 오래 감겨 있거나 다른 방향을 응시하는 것을 비디오 입력에 의해 탐지함으로써 주의가 분산되거나 졸린 운

전자를 탐지하는데 상기 시스템이 쓰일 수 있고, 이러한 잠재적 위험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는 데 쓰일 수도 있

다. 이는 초점 탐지라 일컬어진다. 눈 상태(예컨대 떠있거나 감긴 것) 및/또는 얼굴 방향을 추출하여 추적함으로써, 상기 시

스템은 운전자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관한 판정을 한다. 이후에 설명할 것이지만, 상기 시스템(10)은 가시적인

이미지 데이터뿐만 아니라(또는 그 대신) 비가시적인 이미지 데이터, 예컨대 적외선(IR) 시각 데이터를 수신하여 처리하도

록 구성될 수도 있다. 그밖에도(마찬가지로 또는 그 대신) 무선 주파수(RF) 데이터를 수신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빛이 충분하지 않은 작동 환경(즉 조명 부족 상태) - 예컨대 야간 주행중인 자동차 - 에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이

배치된 경우, 상기 시스템은 여전히 멀티모드 입력을 수신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적합한 응답을 출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또한 빛이 없는 경우에도 작동할 수 있다.

차량에 관한 이러한 응용예는 또한 기준 모호성 해명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차량 내에 복수의 사용자가 있

고,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10)이 여러 장치(예컨대 전화기, 라디오, TV, 전등) - 이들은 상기 시스템이 수신하여

처리하는 사용자 입력 명령어에 의해 제어될 수 있음 - 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의 멀티모

드 입력뿐만 아니라 차량 내의 복수의 승객으로부터의 멀티모드 입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시스템(10)은 사용자 기준의 해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예컨대 "사무실로 전화"라는 음성을 수신하였으나

시스템이 어느 승객이 이러한 말을 했는지 해명할 수 없다면, 관련 무선 전화기로 어느 전화번호를 걸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시스템(10)은 따라서 오디오 입력 데이터 및 이미지 데이터 입력 모두를 취해 이를 처리하여 사용자 해명 판정을 함

으로써 복수의 사용자에 대한 기준 모호성 해명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오디오 및 이미지 단서(cue)에 기초한 사용자의 음

성 활동(speech activity) 및/또는 신원을 탐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은 이후에 설명하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시스템에 대하여 장치 기준을 해명하지 않고 "그것을 꺼라"라는 말을 한 경우, 시스템은 어느 관련

장치를 꺼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시스템(10)은 따라서 오디오 입력 데이터 및 이미지 데이터 입력 모두를 취해 이를 처리

하여 장치 해명 판정을 함으로써 복수의 장치에 대한 기준 모호성 해명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언급된 방향을 공간적으로

대략 해명하거나 또는 신체의 포즈(예컨대 지시하는 자세)를 사용하여 화자의 머리 포즈를 탐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이전에 생성되어 문맥 관리자/히스토리 스택에 저장된 I/O(입/출력) 이벤트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예컨대

호출기가 울리고 사용자가 "그것을 꺼라"라는 요청을 한 경우, "그것"이라는 용어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은 이후에 설명하기로 한다.

추가적으로, 시스템(10)은 차량 승객의 기분 또는 감정 상태를 판정하여 그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관련 장치의

제어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덥거나 혹은 추운 것을 시스템이 탐지하는 경우, 시스템은 각 승객에

대해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사용자가 피곤한 경우, 시스템은 의자를 조절하고 음악 볼륨을 키우는 것 등을 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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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다른 예로서(반드시 차량 내의 시스템일 필요는 없음)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의 응답이 사용자의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혼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시스템이 도움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화가 나있는 경우 더욱 빠른 실행이 시도된다. 또한 사용자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 시스템은 확인을 요청하거나 또는

사용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예는 다중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10)이 차량 내에 배치된 경우의 응용예를 나타내는 반면, 또 다른 배열의 예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더욱 넓은 영역, 예컨대 복수의 비디오 입력 및 음성 입력 장치는 물론 상기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는

복수의 관련 장치가 있는 방에 배치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내용에 의해,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이러한 다중모

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이 채용될 수 있는 그 밖의 응용예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의 다중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10)의 기능 구성요소(component)가 주어진 경우, 앞서 설명한 응용예를 참작하여

이하의 도 2 및 도 3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응용예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10)의 기능 구

성요소의 상호작용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도 2를 참조하자면, 이는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이 기준 모호성 해명(예컨대 사용자 및/또는 장치 모호성 해

결)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방식(200)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우선 단계(202)에서는, 상기 시스템과 연관된 멀티모드 데이터 소스로부터 가공되지 않은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를 얻는

다. 도 1의 컴퓨팅 시스템(10)에 관해서는, 이러한 소스가 I/O 서브시스템(12)으로 나타내어진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상

기 서브시스템의 데이터 입력 부분은 상기 시스템(또는 적어도 상기 I/O 서브시스템)이 배치된 환경을 나타내는 비디오 입

력 데이터를 포착(capture)하기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카메라 또는 센서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카메라/센서는 가시적

인 이미지 데이터(가시 전자기 스펙트럼에 있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IR(근, 중 및/또는 원적외선 비디오) 및/또는 RF 이미

지 데이터도 포착할 수 있다. 물론 하나 이상의 카메라를 구비한 시스템에서는 상이한 카메라/센서의 조합이 채용될 수 있

는 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디오 카메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IR 센서 및/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RF 센서를 구비한 시

스템이 그 예이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카메라에 추가하여, I/O 서브시스템(12)은 상기 시스템이 배치된 환경으로부터 오디오 입력 데이터를

포착하기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마이크를 포함한다. 또한 I/O 서브시스템은 마이크에서 생성된 전기적 신호를 발화된

음성 또는 포착된 그 밖의 소리를 나타내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A/D 변환기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서브시

스템은 음성 신호를 샘플링하여 이를 겹치는 프레임으로 분할함으로써 각 프레임이 나머지 시스템에 의해 따로 처리되도

록 한다.

따라서 앞서 예로 든 차량에 있어서, 시스템의 모호성 해소 판단을 위해 필요한 모든 시각적 활동 및 청각적 활동을 완전히

포착할 수 있도록 차량 내에 카메라 및 마이크가 전략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I/O 서브시스템(12)은 사용자 입력을 획득하기 위한 그 밖의 전형적인 입력 장치, 예컨대 키보드나 마우스 등 GUI 기

반의 장치 및/또는 전자적인 필적을 포착하기 위한 스타일러스(stylus)나 디지타이저 패드(digitizer pad)를 포함할 수 있

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사용자 활동을 포착하기 위한 그 밖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장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단계(204)에서는 미가공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벤트로 추상화(abstraction)된다. 도 1

의 컴퓨팅 시스템(10)에 관해서는, I/O 관리자(14)에 의해 데이터 추상화가 수행된다. I/O 관리자는 미가공 멀티모드 데이

터를 수신하여 이를 예컨대 발화나 시각적인 제스처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벤트를 나타내는 형태로 추상화한다. 알려

진 바처럼, 데이터 추상화 작업에는 추후의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더욱 일반적인 데이터 표현을 산출하기 위해 입력 데이

터의 전부 또는 일부와 연관된 세부 사항을 일반화시키는 단계가 포함된다.

그 후 단계(206)에서는 추상화된 데이터 또는 이벤트를 I/O 관리자(14)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엔진(16)으로 보냄으

로써 필요한 경우 상기 이벤트가 인식되도록 한다. 즉 상기 이벤트의 성질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엔진이 상기

이벤트를 인식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이벤트가 어떤 발화의 형태인 경우, 그 발화의 가청 부분은 마이크가 포

착하고 가시 부분(예컨대 입술의 움직임)은 카메라가 포착하고, 상기 이벤트를 시청각 음성 인식 엔진으로 보내어 상기 음

성과 연관된 오디오 입력 및 비디오 입력 모두를 사용하여 상기 발화가 인식되도록 할 수 있다. 그 대신, 또는 그에 더하여

상기 이벤트를 시청각 화자 인식 엔진으로 보내어 화자가 식별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동일한 발화에 대해 음성 인식 및

화자 인식 모두를 결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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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벤트가 카메라에 의해 포착된 어떤 사용자 제스처의 형태인 경우, 상기 이벤트는 인식을 위해 제스처 인식 엔진으

로 보내어진다.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종류에 따라 상기 이벤트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필기

입력을 포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식 엔진들 중 하나는 필기 인식 엔진이 될 수 있다. 더욱 통상적인 GUI 기반 입력(예컨

대 키보드나 마우스 등)의 경우에는 인식 작업 없이 이미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가 인식될 필요가 없을 수 있

다.

인식 엔진(16)들 중 하나로서 채용될 수 있는 시청각 음성 인식 모듈에 관해서는 1999년 8월 6일자 미국 특허 출원 제09/

369,707호(대리인측 분류번호 제YO999-317호), "시청각 음성 탐지 및 인식을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개시되어 있으며,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되었다. 이러한 시청각 음성 인식 시스템에 관해서는 이후에 설명하도록 한다. 인식 엔진(16)들 중

하나로 채용될 수 있는 시청각 화자 인식 모듈에 관해서는 1999년 8월 6일자 미국 특허 출원 제 09/369,706호(대리인측

분류 번호 YO999-318), "시청각 화자 인식 및 발화 검증을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개시되어 있으며,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되었다. 이러한 시청각 화자 인식 시스템에 관해서는 이후에 설명하도록 한다. 제스처 인식(예컨대 사용자가 수동적

또는 능동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지시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몸, 팔 및/또는 손동작 등) 및 초점 인식(예컨대 사용자의 얼굴

및 눈의 방향)은, 앞서 언급한 특허 출원에서 설명된 바 있는 인식 모듈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초점 탐지에 관해서

는 사용자의 초점은 물론 사용자의 기분을 판정하기 위해 분류자(22)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설명된 두 개 이상, 또는 모든 입력 모드는 2000년 2월 18일자 미국 특허 출원 제09/507,526호(대리인측 분류

번호 제YO999-178호, 우선권 주장의 기초인 출원은 1999년 4월 7일자 미국 가출원 제60/128,081호 및 1999년 10월

12일자 미국 가출원 제60/158,777호임), "멀티 모드 상호작용의 동기화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개시된 기술을 통해 동

기화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되었다.

단계(208)에서는, 인식될 필요가 없는 이벤트 뿐 아니라 인식된 이벤트가 문맥 스택(20)이라 일컫는 저장 유닛에 저장된

다. 문맥 스택은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상호작용 히스토리를 생성하는데 사용되어, 회화 관리자(18)가 사용자의 의도를 판

정할 경우 기준 모호성 해소 판정을 하는 것을 돕도록 한다.

다음으로 단계(210)에 있어 시스템(10)에서는, 현재의 이벤트 및 상기 문맥 스택에 저장된 상호작용 히스토리 정보에 기초

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판정하고, 그 후 사용자 의도의 충족 및/또는 사용자 활동에 반응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애플리케

이션을 판정하여 실행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애플리케이션은 시스템이 배치된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애플리

케이션은 어떠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될 수도 있으나, 대화식 마크업 언어(CML; Conversational Markup

Language)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관해서는 2000년 4월 6일자 미국 특허 출원 제09/544,823호(대리인측 분

류번호 제YO999-478호), "멀티모드 브라우징 및 대화식 마크업 언어(CML) 구현을 위한 방법 및 시스템", 1998년 10월

2일자 미국 특허 출원 제60/102,957호(대리인측 분류번호 제YO998-392호), "대화식 브라우저 및 대화식 시스템"을 우

선권 주장의 기초로 한 1999년 10월 1일자 PCT 특허 출원 제PCT/US99/23008호는 물론 앞서 언급한 미국 특허 출원 제

09/507,526호(대리인측 분류번호 제YO999-178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되었다.

따라서, 회화 관리자는 맨 처음으로 현재의 이벤트 및 문맥 스택에 저장된 예컨대 과거의 이벤트와 같은 히스토리 정보(존

재하는 경우)를 기초로 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판정해야 한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차량에 있어서, 사용자가 차량의 라디오

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켜라"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에 회화 관리자는 "그것을 켜라"라는 음성 및 라디오를 가리키는 제스

처와 연관되어 있는 인식된 이벤트의 결과를 수신하게 된다. 이들 이벤트에 기초하여 회화 관리자는 그러한 음성 및 제스

처가 연관될 수 있는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거래(transaction) 또는 "회화", 또는 이들의 일부를 검색한다. 따라서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회화 관리자(18)는 CML로 작성된 적합한 애플리케이션(24)을 판정하게 된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시스템(10)상에 저장되거나 또는 일정한 원격지로부터 액세스(예컨대 다운로드)된다. 회화 관리자가 자신이 선택한 애플

리케이션이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판정을 소정의 신뢰도를 가지고 한 경우에는, 멀티모드 입력에 기초하

여 그 애플리케이션의 다음 단계의 멀티모드 대화를 실행(예컨대 결여, 모호 또는 혼동되는 정보의 촉구나 표시, 확인 문의

또는 완전히 이해한 사용자로부터의 멀티모드 요청과 관련된 동작을 실행함)시킨다. 즉, 회화 관리자는 적합한 장치(예컨

대 라디오) 활성화 루틴(routine)을 선택하여 I/O 관리자로 하여금 라디오를 활성화시키는 명령을 출력하도록 지시한다.

소정의 신뢰도라, 함은 애플리케이션의 적어도 두 개의 입력 파라미터 또는 변수가 수신된 이벤트에 의해 충족 또는 제공

되는 경우일 수 있다. 물론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다른 신뢰 수준 및 알고리즘이 설정될 수 있는 바, 예컨대 K.A. 파피

네니(K.A. Papineni), S. 루코스(S. Roukos) 및 R.T. 워드(R.T. Ward) 著, "서식을 사용한 자유흐름 회화 관리자(Free-

flow dialog management using forms)"(1999, 부다페스트, 유로스피치 발표록) 및 K. 데이비스(K. Davies) 등의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IBM 대화식 전화 시스템(The IBM conversational telephony system for financial applications"

(1999, 부다페스트, 유로스피치 발표록)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이들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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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우선 "그것을 켜라"라고 말한 후 몇 초 뒤에 라디오를 가리킨 경우를 가정하자. 회화 관리자는 일단 "그것을 켜라"

라는 명령에만 기초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판정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만 차량 내에는 켤 수 있는 그 밖의 장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은 사용자가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지 충분한 신뢰도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된 음성

은 문맥 스택에 저장된다. 인식된 제스처 이벤트(예컨대 라디오를 가리킴)가 그 후 수신된 경우, 회화 관리자는 이러한 이

벤트 및 문맥 스택에 저장된 이전의 음성 이벤트를 취하여 사용자가 라디오를 켜고자한다는 판정을 내리게 된다.

사용자가 "그것을 켜라"라고 말하고 그 밖의 제스처나 발화를 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자. 이 경우, 회화 관리자가 사용자

의도를 판정{도 2의 단계(212)}하여 명령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입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하자. 단계(214)에서 회화 관리

자는 사용자 의도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입력 데이터를 요청하는 출력을 생성시키도록 한다. 이

는 회화 관리자가 I/O 관리자로 하여금 I/O 서브시스템이 해명 요청을 출력하게끔 지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한 가

지 실시예에 있어서, I/O 서브시스템(12)은 TTS(Text-to-Speech) 엔진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출력 스피커를 포함할

수 있다. 회화 관리자는 "어느 장치를 켜기를 원하십니까?"와 같은 소정의 질문을 생성시키고, 이는 TTS 엔진에 의해 합성

된 음성으로 변환되어 사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로 출력된다. 사용자는 이러한 질문을 듣고 라디오를 가리키거나 "

라디오"라고 말함으로써 회화 관리자에게 사용자의 요청에 관한 모호성을 해소시켜주는 추가적인 입력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도 2를 참조하면, 시스템(10)은 단계(202)에서 마찬가지로 미가공 입력 데이터를 획득하고, 방식(200)은 새로

운 데이터에 기초하여 반복(iteration)된다. 이러한 반복은 회화 관리자가 사용자의 의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계

속될 수 있다.

회화 관리자(18)는 또한 처리된 이벤트 실행, 작업 처리 및/또는 그 밖의 동작(예컨대 라디오를 켜도록 하는 것)의 실행(단

계 218)에 앞서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단계 216)할 수 있는 바, 이는 추가 정보 요청(단계 214)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예컨대, 시스템은 "라디오를 켜기를 원하십니까?"를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회화 관리자(18)는, 추후의 해명 또는 그

밖의 판정에 사용하기 위한 문맥 스택(20)상의 현재 이벤트를 처리하는 도중에 자신이 생성 및/또는 획득하는 정보를 저장

할 수 있다.

물론 이상의 예는 장치의 모호성 해명의 간단한 예일 뿐이다. 언급한 바처럼, 시스템(10)은 또한 사용자 모호성 해명 판정

을 할 수 있는 바, 예컨대 다수의 사용자가 있는 환경에서 누군가가 "내 사무실로 전화"라고 말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이 예

에 있어서, 이들 여러 사용자 중 누가 이러한 요청을 했는지를 결정하여 그 명령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스템(10)이 그러한

명령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기술 중 하나에 의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추기 입력 요청의 출력은 그 밖의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사용자간의 상호작용 기회나

시스템으로부터 사용자로의 피드백의 양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I/O 서브시스템(12)은 GUI 기반의 디스플

레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시스템이 생성한 요청이 텍스트 메시지의 형태로 디스플레이 화면상에 표시된다. 이

를 구현하기 위한 그 밖의 출력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 중 한가지에 의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다.

여기서 밝혀둘 것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된 1999년 10월 1일자 PCT 특허 출원 제PCT/US99/22927호(대리인측

분류번호 제YO999-111호), "대화식 가상 머신을 통한 대화식 컴퓨팅(Conversational Computing Via Conversational

Virtual Machine)"에서 개시된 대화식 가상 머신을 채용하여 본 발명의 I/O 관리자, 인식 엔진, 회화 관리자 및 문맥 스택

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식 가상 머신에 관한 설명은 이후에 하기로 한

다.

또한 초점 또는 주의 탐지는 이후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초점/기분 분류자(22)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

한 작업은 또한 앞서 설명한 바처럼 회화 관리자(18)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이제 도 3을 참조하면,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터 시스템(기분 분류 및/또는 초점 탐지가 이에 의해 달성됨)에 의해 방식

(300)이 수행되는 것을 흐름도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은 시스템(10)이 도 3의 방식을 도 2의 방식과 병행하

여 수행하거나 또는 별개의 시기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 가지 처리에 의해 문맥 스택에 저장된 이벤트

가 다른 처리에 의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은 단계(302) 내지 단계(308)는 도 2의 단계(202) 내지 단계(208)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즉 I/O 서

브시스템(12)은 여러 멀티모드 소스로부터 미가공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를 획득한다(단계 302). I/O 관리자(14)는 멀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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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입력 데이터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벤트로 추상화한다(단계 304).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엔진(16)은 필요한 경우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벤트의 성질에 기초하여 그 이벤트를 인식한다(단계 306). 상기 이벤트는 문맥 스택에 저장된

다(단계 308).

앞서 언급한 차량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초점 탐지의 경우 시스템(10)은 사용자(운전자라고 가정)가 운전 작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사용자의 초점(및 초점 히스토리)을 판정할 수 있다. 비정상적으로 오래 눈을 감

고 있는 것 또는 다른 방향을 응시하는 것 및/또는 주의 산만이나 졸림을 나타내는 발언에 주목함으로써 이러한 판정을 할

수 있다. 시스템은 이러한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대해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기분 분류에 있어서는

시스템이 차량 소유자의 기분 또는 감정 상태를 판정하여 이러한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관련 장치의 제어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초점 및 기분 판정은 초점/기분 분류자(22)에 의해 단계(310)에서 이루어진다.

초점/기분 분류자(22)는 I/O 관리자(14)로부터 직접 이벤트를 수신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이벤트의 성질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엔진(16)으로부터 이벤트를 수신한다. 예컨대 상기 차량의 예에서, 초점/기분 분류자는 사용자가 만

들 수 있는 소리(예컨대 코고는 소리)를 나타내는 오디오 이벤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눈 및/또는 머리의 위치를 나타내는

시각적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다. 문맥 스택에 저장된 과거의 정보 뿐 아니라 이들 이벤트를 사용하여 분류자는 초점 탐지

및/또는 기분 분류 판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판정의 결과는 또한 문맥 스택에 저장될 수 있다.

그리고 단계(312)에서는, 분류자가 판정의 결과에 따라 일정한 작업이 수행되도록 할 수 있다. 예컨대 운전자의 주의가 산

만해진 것으로 판정되면, 분류자가 I/O 관리자로 하여금 TTS 시스템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출력 스피커를 통해 사용자

에게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운전자의 자세를 관찰한 결과 운전자가 예컨대 피곤한 것으로 판정된 경

우, 분류자는 I/O 관리자로 하여금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거나, 차량 내의 온도 또는 라디오 볼륨을 조정하는 것 등을 하도

록 지시할 수 있다.

여기서 밝혀둘 것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된 1999년 8월 10일자 미국 특허 출원 제09/371,400호(대리인측 분류번

호 제YO999-227호), "대화식 데이터 마이닝(Conversational Data Mining)"에 개시된 대화식 데이터 마이닝(mining) 시

스템을 채용하여 본 발명의 기분/초점 분류자를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식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에 관한 설명은 이후에 하기로 한다.

참조의 편의를 위해, 나머지 상세한 설명을 (A) 시청각 음성 인식 (B) 시청각 화자 인식 (C) 대화식 가상 머신 (D) 대화식

데이터 마이닝으로 나누어 하도록 할 것이다. 각각의 부분에서는 도 1의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의 일정한 구성 요

소들에 관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A. 시청각 음성 인식

이제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라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여 음성 인식을 수행하기 위해 도 1의 인식

모듈 중 하나로 채용될 수 있는 시청각 음성 인식 모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블록도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시청각 음성 인

식 모듈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1999년 8월 6일자 미국 특허 출원 제09/369,707호(대리인측 분류 번호 제YO999-317

호)에 개시된 바 있다. 본 발명의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사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청각 음

성 인식 모듈의 구현예 중 한 가지에 관한 설명은 이후에 하기로 한다. 그러나 음성 인식을 수행하기 위한 그 밖의 메커니

즘을 채용할 수도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설명하게 될 이러한 특정 실시예는 의사결정 융합(decision fusion) 방식을 사용하여 시청각 인식을 서술하게 된다. 여기

서 설명한 시청각 인식 모듈의 장점 중 하나는 임의의 내용의 비디오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 음성 인식의 맥락에서 비디오 소스로부터의 시각적 단서(cue)를 사용하고자 시도하였던 이전의 시스템은 통제된 환경

하의 비디오, 즉 비임의적 내용의 비디오를 사용해왔다. 즉 이러한 비디오 내용에는 주로 무소음 환경에서 짧은 명령어나

또는 단일한 단어를 인식하고자 하기 위해 시각적 단서가 취해진 얼굴만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하에 상세히 설명할 바처

럼, 본 명세서에 설명된 모듈은 얼굴뿐만 아니라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임의의 배경 물체가 포함될 수도 있는 임의의 내용

의 비디오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의 내용의 비디오에 관한 한 가지 예로서 방송 뉴스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러한 비디오에는 배경에 임의의 활동 및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말하고 있는 뉴스 보도자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설명할 바처럼, 상기 모듈은 이에 수반하는 음성을 더욱 정확히 인식하는 데 쓰일 관련 시각 정보가 무엇인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얼굴, 특히 입을 파악하여 추적할 수 있다. 상기 모듈은 또한 화자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경우(오디오만 있는 경우)

또는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경우(입술 움직임만 보이는 경우)에도 인식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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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 모듈은 비디오 카메라(404) 및 마이크(406)로부터 I/O 관리자(14)를 통해 실시간으로 임의의 내용을 수신할

수 있다. 여기서 카메라 및 마이크는 I/O 서브시스템(12)의 일부임을 알아두어야 하겠다. 카메라(404)로부터 수신된 비디

오 신호 및 마이크(406)로부터 수신한 오디오 신호는 도 4에서 압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들은 압축될 수 있

고 따라서 적용한 압축 방식에 따라 압축을 풀 필요가 있다.

여기서 카메라(404)에 의해 포착된 비디오 신호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얼굴 및 포즈 탐지 기술은 임의의 파장의 이미지, 예컨대 가시 및/또는 비가시 전자기 스펙트럼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다. 예시일 뿐이지만, 여기에는 적외선(IR) 이미지(예컨대 근/중/원적외선 비디오) 및 무선 주파수(RF) 이미지가 포함

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모듈은 빛이 부족하거나 변화하는 상황, 또는 빛이 없는 환경 하에서 시청각 음성 탐지 및 인식 기

술을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시스템은 자동차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차량에 설치되어 IR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고, 이

에 의해 향상된 음성 인식이 수행될 수 있다. 비디오 정보(즉 가시 및/또는 비가시 전자기 스펙트럼 이미지 포함)가 음성 인

식 처리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상기 시스템은 오디오 정보만을 사용하는 통상의 인식 시스템을 심하게 방해하는 소음 환

경으로 인한 인식 오류에 덜 민감하게 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설명한 시각 정보 처리 방식으로 인해 상기 모듈은 정확한

LVCSR(대어휘 연속 음성 인식; Large Vocabulary Continuous Speech Recognition)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로마 숫자 I로 나타낸 점선은 상기 모듈 내에서 오디오 정보 신호가 취하는 경로를 나타내며, 로마 숫자 II로 나타낸 점선은

상기 모듈 내에서 비디오 정보 신호가 취하는 경로를 나타낸다. 우선 오디오 신호 경로(I)에 대하여 논하고, 그 후 비디오

신호 경로(II)에 대해 논한 후 이들 두 종류의 정보가 인식 정확도의 향상을 위해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

겠다.

상기 모듈은 음성 특징 추출기(414)를 포함한다. 특징 추출기(414)는 오디오 또는 음성 신호를 수신하여, 본 기술 분야에

알려진 바처럼 이러한 신호로부터 규칙적인 간격으로 스펙트럼 특징을 추출한다. 스펙트럼 특징은 음향 특징 벡터(신호)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는 확률 모듈(416)상으로 전달된다. 음향 벡터가 추출되기에 앞서, 음성 신호는 16㎑의 속도로 샘

플링될 수 있다. 하나의 프레임은 25 msec의 지속 시간을 갖는 음성 세그먼트(segment)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에

있어, 추출 처리에 의해서는 이후 설명할 처리를 거쳐 24차원의 음향 켑스트럼 벡터(acoustic cepstral vector)가 생성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레임은 매 10 msec마다 진행하여 이후의 음향 벡터를 획득한다. 또한 여기서는 다른 프레임 사이

즈를 갖는 음향 프론트 엔드(front-end) 및 샘플링 속도/신호 대역폭이 채용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선, 바람직한 음향 특징 추출 처리에 있어서, 프레임 내의 음성 데이터 샘플을 이산 푸리에 변환한 것의 크기는 로그(log)

로 변환한 주파수 척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자. 다음으로, 이러한 진폭값들 자체가 로그 척도로 변환된다. 이러한 나

중의 두 단계는 주파수 및 진폭에 대한 인간 청각의 대수적 민감도(logarithmic sensitivity)에 의해 유발된다. 그 후, 이산

코사인(discrete cosine) 변환의 형태로 회전이 적용된다. 동적 상태를 포착하기 위한 한 가지 방식은 델타(1차 미분) 및

델타-델타(2차 미분)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다. 동적인 정보를 포착하기 위한 다른 방식으로는, 해당 벡터에 한 세트(예컨

대 4개)의 선행 및 후행 벡터를 추가하여 그 벡터를 저차원 공간{가장 큰 식별도(discrimination)를 갖도록 선택됨}으로

투영(project)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선형 판별 해석(LDA; Linear Discriminant Analysis)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

도 4에서 문자 "A"로 나타낸 음향 특징 벡터가 추출된 후에는, 확률 모듈이 기존에 저장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음소

(phoneme)(본 기술 분야에 알려진 바처럼, 음성의 하위 음성 또는 음향 단위임)로 상기 추출된 벡터에 대해 표지를 붙인

다. 상기 모듈은 또한 레펨(lefeme) - 일정한 문맥에 있어서 음의 일부분 - 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징 벡터와 연관된 각 음소는 그 특정 음향 단위가 발화될 가능도를 나타내는, 상기 특징 벡터와 연관된 확률을 갖는다.

따라서 상기 확률 모듈은, 특정 음소 또는 음향 단위(au; acoustic unit)가 주어진 경우에 그 음향 단위가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음향 특징 벡터 A로 특징지어지는 음성을 나타낼 확률, 즉 P(A|음향 단위)의 형태로 각 대상 음소에 대한 가능도 점수

(likelihood score)를 산출해 낸다. 여기서 알아 둘 것은, 블록(414) 및 블록(416)에서 수행되는 처리는 음향 특징 벡터를

추출하여 표지를 붙일 수 있는 어떤 통상의 음향 정보 인식 시스템{예컨대 로렌스 라비너(Lawrence Rabiner), 빙황 좡

(Biing-Hwang Juang), "음성 인식의 기초(Fundamentals of Speech Recognition)"(Prentice Hall, 1993)}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도 4의 비디오 신호 경로(II)를 참조하여 시각 정보 처리 방식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시청각 음성 인식 모듈{도 1의 블

록(16)의 일부로서 도 4에 나타냄}에는 능동 화자 얼굴 탐지 모듈(418)이 포함되어 있다. 능동 화자 얼굴 탐지 모듈(418)

은 비디오 입력 카메라(404)를 수신한다. 여기서 화자 얼굴 탐지는 또한 압축된 데이터 도메인에서 직접 수행되고/수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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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비디오 정보만이 아닌 오디오 및 비디오 정보로부터 수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다. 어떤 경우이건, 모

듈(418)은 일반적으로 화자의 얼굴 및 얼굴의 얼굴 요소(feature)를 임의의 비디오 배경 내에서 파악하여 추적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인식 모듈은 또한 정면 포즈 탐지 모듈(420)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상기 탐지 모듈(420)은 비

디오 프레임 내의 화자가 정면 포즈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누군가가 언제 발화를

할 것 같은지, 또는 모듈에 의해 처리(예컨대 모듈에 의한 인식)하고자 하는 음성을 언제 발화하기 시작할 것 같은지에 대

해 확실히 판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적어도 사용자의 얼굴을 카메라들 중 하나로부터 볼 수 있는 경우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컨대 침묵 탐지, 음성 활동 탐지 및/또는 소음 보상(noise compensation)이 가능한 통상의 음성 인식이 사용

될 수 있다. 따라서 배경 소음이 마치 음성인 것처럼 인식되지는 않으며, 발화의 시작을 실수로 놓치지도 않는다. 여기서,

모듈의 가청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음성 활동이 시스템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용자는 시스템

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또는 전화에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기 모듈은 시각 모드를 음성 모드와

관련하여 사용함으로써 시청각 음성 인식에 있어서의 일정한 기능을 언제 수행할지 판정하는 탐지 모듈로 구현된다.

사용자가 시스템에 대하여 언제 말을 하는지 판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용자가 카메라를 보는 시점 및 사용자의 입이 음

성 또는 언어 활동을 나타내는 시점을 탐지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행동을 잘 나타낸 것이다. 즉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입술을 움직이면, 이는 일반적으로 그가 당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얼굴 탐지 모듈(418) 및 정면 포즈 탐지 모듈(420)에 있어서는, 당해 비디오 이미지에서 얼굴 포즈가 정면인지를 탐지한

다. 사용자가 (i) 대체로 카메라를 쳐다보거나, (ii) 카메라를 직접 쳐다보거나{"완전 정면(strictly frontal)"이라 불림} 하

는 경우에 이러한 얼굴 포즈를 "정면"이라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얼굴이 절대적으로 정면이 아닌지("

비정면"이라 불림)를 판정함으로써 "정면"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비정면 얼굴 포즈는, 머리의 방향이 완전 정면 방향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응시 방향이 카메라를 바로 향하거나 또는 카메라를 대체적으로 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는

정도인 경우를 말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 정면 얼굴 포즈 및 비정면 얼굴 포즈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예를 도 5a

에 나타내었다. 포즈(I) 내지 포즈(III)는 사용자의 얼굴이 정면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얼굴 포즈를 나타내었고, 포즈

(IV) 및 포즈(V)는 사용자의 얼굴이 비정면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얼굴 포즈를 나타내었다.

도 5b를 참조하면, 얼굴 탐지 및 정면 포즈 탐지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를 볼 수 있다. 처음 단계(단계 502)는 카메라(404)

로부터 수신한 임의의 내용의 비디오 프레임에서 얼굴 후보를 탐지하는 것이다. 다름으로 단계(504)에서는 각각의 후보에

서 예컨대 코, 눈 입, 귀 등의 얼굴 요소를 탐지한다. 따라서 단계(506)에서는 이러한 얼굴 후보들의 정면 여부에 따라 이들

을 전정(剪定; pruning)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된다. 즉 충분한 정면 특성(예컨대 다수의 잘 탐지된 얼굴

요소 및 이들간의 거리)을 갖지 못한 후보들이 제거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정 방법에 대한 단계(506)에서의 대체 처리에는

이하에 설명할 계층적 템플릿 매칭(hierarchical template matching) 기술이 포함된다. 단계(508)에서는, 상기 전정 메커

니즘(pruning mechanism) 후에 적어도 하나의 얼굴 후보가 존재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 프레임에는 정면 얼굴이 있다고

판정한다.

포즈 탐지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기하학적 방법으로서, 포즈에 따라 얼

굴의 2차원적 표현(예컨대 카메라 이미지)에 있어서 얼굴 요소간의 거리의 편차를 고려할 뿐인 방법이 있다. 예컨대, 약간

돌린 얼굴 그림에서 오른쪽 눈과 코 사이의 거리는 왼쪽 눈과 코 사이의 거리와 상이해야 하고, 이 차이는 머리를 돌림에

따라 더 증가해야 한다. 또한 얼굴 고유의 속성으로부터 얼굴의 방향을 추정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A. 지(A. Gee) 및

R. 시폴라(R. Cipolla) 著, "얼굴의 단일 측면으로부터의 시선 추정(Estimating Gaze from a Single View of a Face)"

(Tech. Rep. CUED/F-INFENG/TR174, 1994년 3월)에서는 얼굴 내에서의 포즈 불변 거리비(pose invariant distance

ratio)를 주로 고려하여 얼굴 표준(normal)을 추정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른 방식으로는 원본 이미지 또는 얼굴 영역에 대해 필터 및 그 밖의 간단한 변환을 사용하는 것이다. R. 브루넬리(R.

Brunelli) 著, "얼굴 처리를 위한 포즈 및 조명 방향 추정(Estimation of pose and illuminant direction for face

processing)", Image and Vision Computing 15, 714-748면, 1997)에서는, 예컨대 조명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키는 경

향이 있는 전처리 단계를 거친 후, 두 눈을 수평축에 투영함으로써 그 비대칭의 정도로 얼굴 회전의 추정치를 산출한다.

트레이닝 방법이라 불리는 방법에서는, 얼굴의 여러 가지 가능한 포즈를 모델링함으로써 얼굴 포즈를 "인식"하고자 한다.

한 가지 가능한 방안은 A.J. 호웰(A.J. Howell) 및 힐러리 벅스턴(Hillary Buxton) 著, "외형 기반 모델을 사용한 시각 중재

상호작용(Towards Visually Mediated Interaction Using Appearance-Based Models)"(CSRP 490, 1998년 6월)에서

설명한 바 있는 RBF(Radial Basic Function) 네트워크와 같은 신경망을 사용하는 것이다. RBF 네트워크는 저해상도의 얼

굴 사진으로부터 포즈 종류에 관해서 이미지를 분류하도록 트레이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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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식으로는 3차원 템플릿 매칭(template matching)을 사용하는 것이다. N. 크루거(N. Kruger), M. 포츠(M.

Potzch) 및 C. 폰 데어 말스버그(C. von der Malsburg) 著, "표지된 그래프에 기초하여 학습된 표현을 사용한 얼굴 위치

및 포즈의 판정(Determination of face position and pose with a learned representation based on labeled graphs)"

(Image and Vision Computing 15, 665-673면, 1997)에서는 3차원 탄성 그래프 매칭을 사용하여 얼굴을 표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각 노드는 한 세트의 가보 제트(Gabor jet)와 연관되어 있으며, 상이한 포즈에 대한 템플릿과 후보 그래프

사이의 유사성은 상기 그래프를 변형(deform)함으로써 최적화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이한 방식들을 조합하여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부분 얼굴이 이전에

사진으로 찍혀있었다고 가정하며, 얼굴 요소 등의 일부가 탐지된 것으로 종종 가정한다. 게다가 어떤 기술, 특히 기하학적

기술의 경우에는 이러한 얼굴 요소 위치 탐지의 정확성에 매우 많이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사진에서 얼굴 및 얼굴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또한 많은 상이한 해법이 있는 문제가 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

서는, 이를 얼굴 포즈를 매우 정확히 판정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포즈 탐지 문제보다는 덜 복잡한 2종(two-class) 탐지 문

제로 간주한다. 다종(multi-class) 탐지와는 달리, 2종 탐지라 함은 이진 의사결정(binary decision)이 두 가지 옵션, 예컨

대 얼굴의 존재 또는 부존재 여부나, 정면 또는 비정면 여부 등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술이 채용될 수 있지만,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구현할 기술은 이후에 설명하기로 한다.

이러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 능동 화자 얼굴 탐지 모듈(418) 및 정면 포즈 탐지 모듈(420)이 얼굴 및 얼굴 요소 탐지를

위해 채용한 주요 기술은 피셔 선형 판별(FLD; Fisher Linear Discriminant) 해석에 기초한다. FLD 해석의 목표는 클래스

간의 최대 식별도를 얻고, 특징 공간(feature space)의 차원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얼굴 탐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클

래스를 가정하자. 즉 (i) 인클래스(In-Class)로서 얼굴을 포함하는 것이고, (ii) 아웃클래스(Out-Class)로서 얼굴이 아닌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FLD 해석의 기준은 이하의 비율을 최대로 만드는, 특징 공간의 벡터 를 찾는 것이다.

수학식 1

여기서 SB는 클래스간 분산 행렬(scatter matrix)이고 SW는 클래스내 분산 행렬이다.

올바른 (FLD라 불림)를 찾았으면 를 계산함으로써 에 각 특징 벡터 x를 투영하고, 그 결과를 임계값

(threshold)과 비교하여 x가 인클래스에 속하는지 또는 아웃클래스에 속하는지 결정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알려진 바

처럼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함으로써, 수학식 1의 비율을 최대화하는 특징 공간의 벡

터 를 찾기 이전에 특징 공간의 차원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P.N. 벨후메르(P.N. Bellhumeur), J.P. 헤스파냐

(J.P. Hespanha) 및 D.J. 크리그먼(D.J. Kriegman) 著, "고유 얼굴 대 피셔 얼굴: 클래스 특정 선형 투영을 사용한 인식

(Eigenfaces vs. Fisherfaces: Recognition Using Class Specific Linear Projection)"(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제19권, 제7호, 1997년 7월)을 참조한다.

얼굴 탐지(도 5b의 단계 502)에는 우선 비디오 시퀀스의 첫 프레임에서 얼굴을 찾아내는 단계와, 비디오 클립의 프레임들

에 걸쳐 그 위치를 추적하는 단계가 포함된다. 얼굴 탐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얼굴을 찾아

내는 데 있어서, 허용 가능한 척도 상에서 이미지 피라미드가 생성되어 피라미드의 모든 위치에 대하여 그 둘러싼 영역을

얼굴 위치로서 점수를 매긴다. 피라미드에서 색상에 의해 얼굴의 존재가 표시될 수 있는 이미지 영역을 찾아내는 목적을

갖는 피부 색조 분할 처리(skin-tone segmentation process) 이후에는, 이미지가 서브샘플링(sub-sampling)되고 영역

들은 이전에 저장된 얼굴 템플릿의 다양한 트레이닝 세트에 대하여 FLD 해석을 사용하여 비교된다. 이에 의해 점수가 산

출되는 바, 이는 DFFS(Distance From Face Space) 척도와 결합되어 얼굴 가능도 점수(face likelihood score)가 된다.

알려진 바처럼, DFFS는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eigenvector)상의 이미지 에너지(image energy) 분포를 참작한다. 총

점이 높을수록 대상 지역이 얼굴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모든 기준상에서 점수가 높은 위치는 얼굴이라고 판정되는 것이

다. 각각의 고득점 얼굴 위치에 대해서는, 한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가면서 발생하는 작은 변환이나 스케일 및 회전

변화를 참작하여 이러한 변화들 각각에 대해 얼굴 영역의 점수를 다시 매김으로써 이러한 파라미터(예컨대 FLD 및 DFFS)

의 추정을 최적화한다. DFFS는 또한 M. 터크(M. Turk) 및 A. 펜트랜드(A. Pentland) 著, "인식을 위한 고유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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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enfaces for Recognition)"(인지 신경 과학 저널, 제3권, 제1호, 71-86면, 1991)에서도 설명된 바 있다. 본 발명에 있

어서 채용될 수 있는, 얼굴 및 얼굴 요소 탐지를 위한 컴퓨터 시각 기반의 얼굴 식별 방법에 대해서는 앤드류 시니어

(Andrew Senior) 著, "얼굴 인식 시스템을 위한 얼굴 및 얼굴 요소 탐지(Face and feature finding for face recognition

system)"(오디오-비디오 기반의 생체인식 신원 인증에 관한 제2차 국제회의, 워싱턴 DC, 1999년 3월)에서 설명되었다.

유사한 방법이, 위치를 통계적으로 참작한 것과 결합되어 적용됨으로써 얼굴 내의 요소를 탐지하게 된다(도 5b의 단계

504).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얼굴 및 얼굴 요소 탐지 기술은 완전 정면인 얼굴만을 탐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템플

릿은 오직 완전 정면인 얼굴을 비정면 얼굴과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인 바, 더 일반적인 정면의 얼굴은 전혀 고려되

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얼굴 및 얼굴 요소 템플릿을 생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정면 얼굴 이미지의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생성된다. 트레이닝 얼굴 또는 특징 벡터가 인클래스에 추가되고, 일부 아웃클래스 벡터는 트레이닝 이미지의 배경으

로부터 무작위로 생성된다.

점수 임계화 기술(score thresholding technique)에 있어서는, 총점을 임계치와 비교하여 얼굴 후보 또는 얼굴 요소 후보

가 진정한 얼굴 또는 얼굴 요소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FLD 해석에 기초하여, 이러한 점수는 실질적인 포즈 탐지 문

제에 있어 흥미로운 속성을 갖는다. 사실, 일정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머리를 돌림에 따라 점수가 바뀌는 바, 즉

머리가 정면에 가까울수록 점수가 더 높게 된다.

그 후, 완전 정면인 얼굴 및 이것의 얼굴 요소를 탐지하는 방법을 이미 구비하였으므로, 이를 2종 탐지 문제에 가장 가깝도

록 적응시킨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모듈은 상기 탐지 방법을 적응(도 5b의 단계 506)시키는 두 가지 대체 방

안을 제공한다. 즉 (i) 전정 메커니즘(pruning mechanism) 및 (ii) 계층적 템플릿 매칭 기술이 그것이다.

전정 메커니즘

여기서는, 얼굴 탐지를 위해 이미 계산된 템플릿을 다시 사용한다. 얼굴 및 얼굴 요소 탐지 기술에는 오직 완전 정면인 얼

굴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더 넓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 방법은 비정면 얼굴을 전정하기 위

해 얼굴 및 얼굴 요소 탐지를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우선 앞서 논한 알고리즘에 따라,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 임계치로

프레임에서 얼굴을 탐지한다. 이러한 낮은 임계치에 의해 완전 정면인 것과는 거리가 먼 얼굴들을 탐지할 수 있게 되어, 다

소간 정면인 얼굴들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는 일부의 옆얼굴이나 심지어는 얼굴이 아닌 것들도 탐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 후, 각 후보에 대해서 얼굴 요소(눈, 코, 입술 등)의 위치를 추정하게 된다.

이하의 독립적인 계산에 따라서, 후보들 중 잘못된 것들이 전정된다.

(i) 모든 얼굴 요소 점수의 합: 이것은 FLD 및 DFFS를 조합하여 얻어지는 점수이다. 상기 합을 임계치와 비교하여 후보가

폐기될지 여부를 결정한다.

(ii) 잘 인식된 주요 특징의 수: 눈, 코 및 입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갖는 후보들을 폐기한다. 사실 이러한 눈, 코, 입이 사람

의 얼굴에서 가장 특유하고 가시적인 특징이며, 정면 및 비정면 얼굴 사이에 있어 차이가 크다.

(iii) 코의 중심과 각 눈 사이의 거리의 비율

(iv) 각 눈과 얼굴 영역 측면 사이의 거리의 비율: 각각의 얼굴은 템플릿 매칭을 위해 사각형으로 경계가 정해진다(예컨대

앞서 인용한 A. 시니어의 저작을 참조). 특히, 이 비율은 중심축으로부터 오른쪽 눈의 바깥쪽 끝까지의 거리에 대한, 중심

축으로부터 왼쪽 눈의 바깥쪽 끝까지의 거리이다. 이 비율은 시선 각도에 따라 바뀌므로 기준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들 비율은 2차원 투영으로 인해 얼굴이 비정면일수록 1과 다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비율을 각 얼굴 후보에 대해 계

산한 값을 1과 비교하여 후보가 폐기될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 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얼굴 후보가 후보 스택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상 프레임에서 정면 얼굴이 탐지된 것으로 여기

게 된다.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이유에서, 버스트(burst)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결과를 평활화(smoothing)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

기서는, 본 명세서의 대화식 시스템의 특성을 활용한다. 즉 사용자가 카메라 앞에 있는 것(또는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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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시간에 따른 그의 행동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디오 카메라가 고속(통상적으로 초당 30 프레임)으로 사용

자의 사진을 찍는 경우, 사람이 프레임 속도에 비해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프레임에서의 결과를 예측하

기 위해 이전 프레임의 결과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면 얼굴이 현재의 프레임에서 탐지된 경우, 그것이 다음 x개의 프레임(x는 프레임 속도에 따라 다름)에서 정면

인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사용자가 머리를 돌리거나 또는 나감에 따라 얼굴이 정면에서 비정

면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 잘못된 긍정적 탐지 결과를 추가시키게 되지만, 잘못된 부정적 탐지 결과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일부 더 많은 잘못된 긍정적 탐지 결과를 용인할 수 있다. 사실,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시스템에 있어서 잘못된 부정적 탐

지 결과는 잘못된 긍정적 탐지 결과보다 좋지 않은 것이다. 즉 컴퓨터가 종종 너무 많이 듣게 되더라도, 사용자의 음성 중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정 방법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다. 예컨대,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얼굴 검출을

하기 위해 계산된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임계화에 비해, 얼굴이 아니면서 고득점인 경우를 폐기할 수 있

는 바, 이는 얼굴의 요소 및 얼굴의 기하학적 형상과 같은, 얼굴에 특정된 고려 사항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계층적 템플릿 매칭

탐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템플릿 매칭 기술을 변경하는 것이다. 사실, FLD 계산 기술은 "비정면" 얼

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즉 인클래스에는 오직 "완전 정면"인 얼굴만이 포함되고, 아웃클래스에는 얼굴이 아닌 것들만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체 실시예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다른 형태의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다.

(i) 이전의 기술과 달리, 인클래스에 정면 얼굴 뿐 아니라 비정면 얼굴도 포함되며, 아웃클래스에는 비정면 얼굴이 포함되

는 얼굴 템플릿

(ii) 인클래스에는 완전 정면인 얼굴이 포함되고 아웃클래스에는 비정면 얼굴이 포함되는 포즈 템플릿

이들 두 템플릿을 사용함으로써 계층적인 템플릿 매칭이 가능하다. 우선 실제 얼굴 가능도(face-likelihood) 점수를 계산

하기 위해 얼굴 템플릿으로 템플릿 매칭을 한다. 이 점수는 임계치와 비교된 후 얼굴(정면 또는 비정면)인지 아닌지 여부를

나타내게 된다. 그 후, 이러한 매칭에 의해 얼굴이 실제로 탐지된 경우 포즈 템플릿으로 제2의 템플릿 매칭을 수행함으로

써, 이번에는 정면 가능도(frontalness-likelihood)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이 마지막 포즈 점수는 이전의 얼굴 점수에 비

해서 비정면부터 정면 얼굴까지 편차가 다양하다.

따라서, 계층적 템플릿 방법으로 인해 사용자에 대해 덜 의존적인 임계치를 찾기가 쉽게 되므로, 간단한 얼굴 탐지 점수 임

계화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계층적 템플릿 매칭 방법의 한 가지 장점은, 포즈 점수(즉 포즈 템플릿 매칭에 의

해 주어지는 점수)가 얼굴이 아닌 경우(즉, 얼굴 템플릿 매칭에 의해 얼굴인 것으로 잘못 탐지되었던 것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얼굴이 아닌 것을 폐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정 방법 또는 계층적 템플릿 매칭 방법 중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면 포즈 존재의 추정치가 모듈

420(도 4)에 의해 출력된다. 이러한 추정치{여기에는 모듈(418 및 420)에 따라 계산된 FLD 및 DFFS 파라미터가 포함될

수 있음)는, 정면 포즈를 갖는 얼굴이 참조 대상인 비디오 프레임에서 탐지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이러한 추정치는, 모

듈(414)에서 추출된 오디오 특징 벡터 A 및 시각 음성 특징 추출기 모듈(422)에서 추출된 시각 음성 특징 벡터 V와 함께

이벤트 탐지 모듈(428)에 의해 사용되며, 이에 관해서는 이후에 설명하기로 한다.

이제 도 4로 다시 돌아가면, 시각 음성 특징 추출기(422)는 능동 화자 얼굴 탐지기(418)에 의해 비디오 프레임에서 탐지된

얼굴로부터 시각 음성 특징 벡터(예컨대 입 또는 입술 관련 파라미터)를 추출하며, 이는 도 4에서 문자 V로 나타내었다.

추출될 수 있는 시각 음성 특징의 예로서, 입 영역의 그레이스케일(grey scale) 파라미터; 입 영역의 면적, 높이 및 폭과 같

은 기하학적/모델 기반의 파라미터; 곡선 적합화(curve fitting)에 의해 내측/외측 윤곽의 스플라인(spline) 파라미터에 도

달한 입술 윤곽; 3차원 추적에 의해 획득한 모션(motion) 파라미터가 있다. 또한, 모듈(422)을 통해 추출될 수 있는 또 다

른 특징 세트도 이상의 요인을 고려한다. 이러한 기술은 ASM(Active Shape Modeling)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인 메튜스

(Iain Matthews) 著, "시청각 음성 인식을 위한 특징(Features for audio visual speech recognition)"(East Angalia 대학

교 정보 시스템 대학 박사 논문, 1998년 1월)에 설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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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각 음성 특징 추출기(422)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지의 시각 특징 추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한 가시

실시예에 있어 상기 추출기는 상기 이미지의 입 영역과 연관된 그레이스케일 파라미터를 추출할 수 있다. 입술 모서리의

위치가 주어지면, 스케일(scale) 및 회전의 정규화 이후에, 입술 영역을 중심에 포함하는 사각형 영역이 압축이 해제된 원

래의 비디오 프레임으로부터 추출된다. 주성분 분석(PCA)은 알려진 바처럼, 이러한 그레이스케일값의 벡터로부터 이보다

저차원의 벡터를 추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모듈(422)에 구현될 수 있는 또 다른 시각 특징 벡터 추출 방법에는 기하학적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여

기에는 입술 윤곽과 이것의 시간에 따른 동적 상태로부터의 음성/시각음소(phonetic/visemic) 정보 추출이 수반된다. 통

상적인 파라미터로는 입술 모서리, 개구부의 높이 또는 면적 및 내/외측 입술의 곡률이 있을 수 있다. 조음 기관, 예컨대 치

아 및 혀의 위치 또한 카메라로 식별할 수 있는 한 특징 파라미터가 될 수 있다.

그레이스케일 값으로부터 이러한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방법에는, 파라미터값과 연관된 입술 윤곽과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사이의 불일치를 나타내는 함수(예컨대 비용 함수)의 최소화가 포함될 수 있다. 색상 정보는 이들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데

또한 활용될 수 있다.

포착한(또는 역다중화 및 압축 해제된) 비디오 스트림으로부터 경계선 탐지(boundary detection)를 수행하게 되는 바, 이

것의 궁극적인 결과는 예컨대 원, 포물선, 타원 또는 더욱 일반적으로는 스플라인 윤곽선 등 각각 한정된 세트의 파라미터

로 기술할 수 있는 파라미터화된 윤곽선이다.

또한, 추출될 수 있는 그 밖의 특징에는, 애니메이션을 위한 컴퓨터 그래픽에서 쓰이는 유형의 2차원 또는 3차원 와이어프

레임(wire-frame) 모델 기반의 기술이 포함된다. 와이어프레임은 다수의 삼각형 패치(patch)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패치들은 다함께 입/입술/턱 영역을 구조적으로 나타내는 바, 이들 각각에는 음성 판독에 유용한 특징들이 포함된

다. 이들 파라미터는 또한 이미지의 그레이스케일값들과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두 방식의 상대적인

장점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추출된 시각 음성 특징 벡터는 그 후 탐지 모듈(420)이 생성한 정면 포즈 추정치에 대하여 블록(424)에서 정규화된다. 정

규화된 시각 음성 특징 벡터는 그 후 확률 모듈(426)에 제공된다. 오디오 정보 경로에서의 확률 모듈(416)(음향 특징 벡터

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음소로 표지를 붙임)과 유사하게, 확률 모듈(426)은 추출된 시각 음성 벡터에 이전에 저장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음소로 표지를 붙인다. 마찬가지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각 음성 특징 벡터와 연관된 각 음소는, 참조 대

상인 비디오 세그먼트에서 그 특정 음향 단위가 발화될 가능도를 나타내는, 상기 벡터와 연관된 확률을 갖는다. 따라서 상

기 확률 모듈은, 특정 음소 또는 음향 단위(au)가 주어진 경우에 그 음향 단위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각 음성 특징 벡터

V로 특징지어지는 음성을 나타낼 확률, 즉 P(V|음향 단위)의 형태로 각 대상 음소에 대한 가능도 점수(likelihood score)

를 산출해 낸다. 대신, 시각 음성 특징 벡터에는 시각 음소(viseme)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성 발화에 수반되는 시각

적인 음소 또는 정규적인 입모양 - 를 가지고 표지를 붙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모듈(416) 및 모듈(426)이 생성한 확률은 A,V 확률 모듈(430)에 의해 함께 사용된다. 모듈(430)에서는, 모듈

(416) 및 모듈(426)로부터의 각 확률은 신뢰 측정치(432)에 기초하여 결합된다. 신뢰 추정치라 함은 인식된 입력에 대하

여 판정되는 가능도 또는 그 밖의 신뢰 측정치를 말한다. 최근에는 인식된 음성에 대한 적합한 신뢰 측정치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LVCSR Hub5 워크샵(일시: 1996년 4월 29일 ∼ 5월 1일, 장소: 메릴랜드주 MITAGS. 주최: NIST,

DARPA)에서는, 각각의 단어에 대해 신뢰 수준을 부가하는 상이한 방식이 제안된바 있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단어 종속

적 특징{트레이닝하는 발화의 양, 언어 모델 트레이닝에 있어서의 최소 및 평균 삼중음소(triphone) 빈도, 음소/레펨 수,

지속기간, 음향 점수(빠른 매칭 및 상세 매칭), 음성 및 비음성}, 문장 의존적 특징{신호대 잡음비, 발화 빈도 추정치(초당

단어수나 레펨수 또는 모음수), 언어 모델이 제공하는 문장 가능도, 언어 모델에 있어서의 트라이그램(trigram) 빈도}, 문

맥 특징에 있어서의 단어(언어 모델에 있어서의 트라이그램 빈도) 및 발화자 프로파일 특징(강세, 방언, 성별, 연령, 발화

속도, 신원, 음질, SNR 등)에 대해서 트레이닝된 의사결정 트리(decision tree)를 사용한다. 오류 확률은 트리의 각 리프

(leaf)에 대한 트레이닝 데이터에 관해 계산된다. 이러한 트리를 구축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예컨대 브라이먼 외 著, "분류

및 회귀 트리(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Chapman & Hall, 1993)에 개시된 바 있다. 인식에 있어서, 이들 특

징 모두 또는 일부는 인식 도중에 측정되고, 각각의 단어에 대해 의사결정 트리는 일정 신뢰 수준을 제공하는 리프로 진행

(walk)하게 된다. C. 네티(C. Neti), S. 루코스(S. Roukos) 및 E. 에이드(E. Eide) 著, "음성 인식에서의 스택 검색을 위한

가이드로서의 단어 기반 신뢰 측정(Word based confidence measures as a guide for stack search in speech

recognition)"(ICASSP97, 뮌헨, 독일, 1997년 4월)에서는 IBM 스택 복호기{로그 가능도(log-likelihood), 실제로는 평균

증분 로그 가능도, 상세 매칭, 고속 매칭을 사용}가 반환하는 점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LVCSR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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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는, 선형 회귀를 통해 예측자(predictor)를 사용함으로써 신뢰 수준 추정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수행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예측자에는, 단어 지속 기간, 언어 모델 점수, 프레임당 평균 음향 점수(최고 점수) 및 최고 선택(top choice)과

같은 단어를 갖는 N-베스트(N-Best) 리스트의 비율이 포함된다.

본 실시예는 이들 두 방식(의사결정 트리 및 선형 예측자를 통한 신뢰 수준 측정)을 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음성 인식 뿐

아니라 어떤 해석 과정에 있어서도 신뢰 수준을 체계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확하게 인식된 단어를 탐지하

는 또 다른 방식은 미국 특허 제5,937,383호, "고속 단어 수락 또는 거부를 위한 개인 또는 화자 클래스 종속적인 복호화

히스토리 캐쉬를 포함하는 음성 인식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s for Speech Recognition Including

Individual or Speaker Class Dependent Decoding History Caches for Fast Word Acceptance or Rejection)"에 개시

되어 있으며,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되었다.

따라서 신뢰 측정치에 기초하여 확률 모듈(430)은 시각 정보 경로로부터의 확률 또는 오디오 정보 경로로부터의 확률 중

어느 확률에 더 의존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판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2

여기서 vp는 시각 정보와 연관된 확률을 나타내고, ap는 대응되는 오디오 정보와 연관된 확률을 나타내며, w1 및 w2는 각

각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모듈(430)은 신뢰 측정치(432)에 기초하여 적합한 가중치를 이들 확률에 대해 부여한다.

예컨대 주변 환경의 잡음 수준이 특히 높은 경우, 즉 낮은 음향 신뢰 측정치가 나온 경우에는 음향 복호화 경로가 생성하는

확률들에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모듈(430)은 시각 경로로부터의 복호화된 정보를 더 신뢰하여 w2에

대해 w1 보다 낮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러나 잡음 수준이 낮아 음향 신뢰 측정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우, 모듈은 w2

를 w1 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다. 그 대신 시각 신뢰 측정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모듈(430)에

서 시각 정보 및 오디오 정보를 처음으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사결정 또는 점수 융합이라 한다는 것이다. 특징 융합

을 구현한 대체 실시예가 앞서 참조한 미국 특허 출원 제09/369,707호(대리인측 분류 번호 제YO999-317호)에 기술된 바

있다.

그 후, 검색 모듈(434)에서는 모듈(430)로부터 수신한 가중치가 부여된 확률들에 기초한 언어 모델(LM; language model)

을 가지고 검색을 수행한다. 즉, 임의 내용의 비디오에서 무엇이 발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것으로

식별된 음향 단위가 합쳐져서 단어를 형성한다. 검색 모듈(434)로부터 이러한 단어들이 복호화된 시스템 출력으로서 출력

된다. 통상의 검색 엔진이 채용될 수 있다. 이러한 출력은 도 1의 회화 관리자(18)에 제공되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

자 의도의 모호성을 해소하는데 쓰인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도 4의 시청각 음성 인식 모듈에는 또한 이벤트 탐지 모듈(428)이 포함된다. 앞서 언급한 바처

럼, 통상의 음성 인식 시스템에 있어서의 한 가지 문제점은 무관한 가청 활동, 예컨대 배경 잡음 또는 복호화하고자 하지

않는 배경 음성과 실제로 복호화하고자 하는 음성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스템이 불발되거나 또는 "정크

(junk)" 인식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여러 실시예에 있어서, 모듈은 정보를 복호화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비디오 경로로부

터의 정보만을 사용하거나, 오디오 경로로부터의 정보만을 사용하거나, 또는 양 경로로부터의 정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

다. 이는 이벤트 탐지 모듈(428)을 통해 달성된다. 여기서 "이벤트 탐지"라 함은, 복호화하고자 하는 실제 음성 이벤트가

발생하였는지 또는 발생할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벤트 탐지 모듈의 출력에 기초하여 마이크(406) 또는

검색 엔진(434)이 활성화/비활성화 (enabled/disabled)될 수 있다. 얼굴이 탐지되지 않는 경우, 오디오를 처리하여 의사결

정을 할 수 있음에 주목하자.

이제 도 5c를 참조하면, 비디오 경로로부터의 정보만을 사용하여 탐지 결정을 하는 이벤트 탐지 방법을 설명한 것이 도시

되어 있다. 이러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 탐지 모듈(428)은 정면 포즈 탐지기(420), 시각 특징 추출기(424){포즈 정

규화 블록(426)을 통함} 및 오디오 특징 추출기(414)로부터의 입력을 수신한다.

처음으로, 단계(510)에서는 "정면"인 것으로 식별된 얼굴 상의 개구부를 탐지한다. 이러한 탐지는, 모듈(418) 및 모듈

(420)에 관하여 앞서 상세히 설명한 바처럼, 탐지된 정면 얼굴과 연관된 얼굴 요소의 추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개구부

또는 일정한 입의 움직임이 탐지되면, 단계(512)에서 마이크(406)가 켜진다. 일단 마이크가 켜지면, 그로부터 수신되는 신

호는 버퍼에 저장된다(단계 514). 그 후, 개구부 패턴 인식(예컨대 주기)이 버퍼에 저장된 신호와 연관된 입술 움직임에 대

하여 수행되고, 이에 의해 버퍼에 저장된 신호가 실제로 음성인지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단계 516). 이러한 판정은 시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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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특징 벡터를 음성과 일치하는, 미리 저장된 시각 음성 패턴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단계(518)에서는, 버퍼에 저장

된 데이터가 음성인 것으로 태깅(tagging)되면 이는 단계(520)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음향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이에 따

라 복호화된 출력이 산출된다. 이러한 과정이 개구부가 더 이상 탐지되지 않을 때까지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의 후속 부분

각각에 대해 반복된다. 여기서 도 5c는 시각 정보(예컨대 개구부)가 입력 오디오 신호를 복호화할지 결정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한 가지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벤트 탐지 모듈은 그 대신 음성 이벤트의 탐지 여부에 검색 모듈(434)을

제어(예컨대 켜거나 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벤트 탐지 모듈은 일반적으로, 마이크가 포착한 입력 신호가 오디오 정보 및

대응되는 비디오 정보, 또는 P(음성|A,V)가 주어진 음성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모듈이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벤트 탐지 방법은 오디오 경로 정보만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벤트 탐지 모듈(428)은 음성만을 기초로 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탐지 방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예로서는

신호 에너지 레벨 탐지(예컨대 오디오 신호가 일정 레벨 이상인지 여부), 신호 영 교차점(zero crossing) 탐지(충분히 높은

영 교차점의 존재 여부), 음성 활동 탐지(정적인 스펙트럼인지의 여부) 등이 있으며, 이는 예컨대 N.R. 가너(N.R. Garner)

등의 "음성 인식을 위한 견고한 잡음 탐지 및 그 개량(Robust noise detection for speech recognition and

enhancement)"(Electronics letters, 1997년 2월, 제33권 제4호, 270-271면), D.K. 프리먼(D.K. Freeman) 등의 "범유

럽 디지털 이동 전화 서비스의 음성 활동 탐지기(The voice activity detector of the pan-European digital mobile

telephone service)"(IEEE 1989, CH2673-2), N.R. 가너의 "이동 전화의 음향 악조건 하에서의 음성 인식(Speech

detection in adverse mobile telephony acoustic environments)"(Speech Communications), B.S. 아탈(B.S. Atal) 등

의 "음성-무음성-침묵 분류에 대한 패턴 인식 방법 및 음성 인식에의 응용(A pattern recognition approach to voiced-

unvoiced-silence classification with applications to speech recognition)"(IEEE Trans. Acoustic,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vol. ASSP-24 n3, 1976), L.R. 라비너(L.R. Rabiner), "음성 신호의 디지털 처리(Digital processing

of speech signals)"(Prentice-hall, 1978)에 기술된 바 있다.

이제 도 5d를 참조하면, 비디오 경로 및 오디오 경로로부터의 정보 모두를 동시에 사용하여 탐지 결정을 하는 이벤트 탐지

방법을 설명한 것이 도시되어 있다. 이 흐름도는 무감독(unsupervised) 발화 검증 방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1999년

8월 6일자 미국 특허 출원 제09/369,706호(대리인측 분류 번호 YO999-318), "시청각 화자 인식 및 발화 검증 방법 및 장

치(Methods And Apparatus for Audio-Visual Speaker Recognition and Utterance Verification)"에 개시된 바 있고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되었다. 무감독 모드에서는, 텍스트(스크립트)가 알려져 있지 않아 시스템이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발화 검증이 수행된다.

따라서 단계(522)에서는, 검증 대상인 발화된 음성이 고전적인 음성 인식 기술에 의해 복호화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복호

화된 스크립트 및 이와 연관된 시간 정렬자(time alignment)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음향 특징 벡터(414)로부터의

특징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동시에 단계(524)에서는, 시각 특징 추출기(422)로부터의 시각 음성 특징 벡터가 시

각 음소(viseme) 시퀀스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음으로 단계(526)에서는 스크립트가 시각 음소에 대하여 정렬된다. 이들 두 정보 스트림을 동기화시키기 위해 고속(또

는 기타의) 정렬이 통상의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예컨대 한 가지 실시예에 있어서, 미국 특허 출원 제09/015,150호(대

리인측 분류 번호 제YO997-386호), "등록 발화로부터의 음성 전사본 생성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Generating Phonetic Transcription from Enrollment Utterances)"(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됨)에 개시된 바와 같은

고속 정렬이 채용될 수도 있다. 그 후 단계(528)에서는, 정렬에 관한 가능도를 계산하여 스크립트가 시각 데이터에 얼마나

잘 정렬되는지를 판정한다. 이러한 가능도의 결과는 그 후 단계(530)에서, 실제 음성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또는 발생할 것

인지 여부 및 경로상의 정보가 인식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쓰인다.

도 4의 시청각 음성 인식 모듈은, 이벤트 탐지 모듈(428)에 있어서 앞서 설명한 방식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의 조합, 또

는 세 가지 모두의 조합을 적용하여 이벤트 탐지를 수행할 수 있다. 비디오 정보만을 기초로 한 탐지는, 음성으로만 결정하

기에는 배경 잡음이 너무 심한 경우에도 모듈이 탐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오디오만을 기초로 한 방식은 볼 수

있는 얼굴이 없이 음성이 입력되는 경우에 유용하다. 무감독 발화 검증이 제공하는 조합 방식은 결정 과정을 향상시키는

바, 이는 음향 결정이 향상되도록 하는 적절한 포즈를 갖는 얼굴이 탐지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이벤트 탐지 방법은 인식 엔진의 불발 및/또는 "정크" 인식을 최소화 또는 제거함은 물론, 배경 잡음의 모델링을 더 향상시

켜주는 바, 이는 음성이 탐지되지 않을 경우 침묵을 탐지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내장형에 응용할 경우 이러한 이벤트 탐

지로 인해 추가적인 장점이 생긴다. 예컨대 내장형 장치와 연관된 CPU는 음성 탐지 모드로 작동해야만 할 필요 없이 그 밖

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음성 인식 엔진 및 관련 구성요소는 음성이 없을 경우 꺼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배터리

전력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음성 탐지 방법의 기타 일반적인 응용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즉 (i) 차

량 기반의 음성 탐지 또는 시끄러운 환경에 있어서, 가시 전자기 스펙트럼 이미지 또는 비가시 전자기 스펙트럼 이미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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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원적외선) 카메라와 함께 사용하거나, (ii) 다수의 청중 속에서 로컬 또는 어레이 마이크의 초점을 맞출 화자 탐지,

(iii) 화자 인식(앞서 언급한 대리인측 분류번호 제YO999-318호인 미국 특허 출원에 기재) 및 방송 뉴스 또는 원격 비디오

회의에 있어서의 태깅이 그것이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본 명세서의 설명에 의해 그 밖의 응용예를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도 4의 시청각 음성 인식 모듈은, 앞서 언급한 미국 특허 출원 제09/369,707호(대리인측 분류번호 제YO999-317

호)에서 설명한 시청각 음성 탐지 및 인식에 관한 대체 실시예를 채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도 4의 실시예는 의사결정 또는

점수 융합 방식을 설명하고 있지만, 상기 모듈은 앞서 언급한 미국 특허 출원 제09/369,707호(대리인측 분류번호 제

YO999-317호)에서 설명한 특징 융합 방식 및/또는 계열 재채점(serial rescoring) 방식을 채용할 수도 있다.

B. 시청각 화자 인식

이제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있어서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여 화자 인식을 수행하는 도 1의 인식 모듈

중 하나로서 채용될 수 있는 시청각 음성 인식 모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블록도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이러한 시청각 화

자 인식 모듈은 앞서 언급한 1999년 8월 6일자 미국 특허 출원 제09/369,706호(대리인측 분류번호 제YO999-318호)에

서 개시된 바 있다. 본 발명의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사용하기 위한 이러한 시청각 화자 인

식 모듈의 한 가지 실시예에 관해서는 이후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화자 인식을 수행하기 위한 그 밖의 메커니즘 역시 채용

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도 6에 나타낸 시청각 화자 인식 및 발화 검증 모듈은 의사결정 융합 방식을 사용한다. 도 4의 시청각 음성 인식 모듈과 마

찬가지로, 도 6의 화자 인식 모듈은 I/O 관리자(14)를 통해 동일한 유형의 임의 내용의 비디오 및 오디오를 각각 카메라

(604) 및 마이크(606)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 도 6의 카메라 및 마이크의 참조 번호가 도 4에서와 다르지만, 이들은 동일

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두고자 한다.

로마 숫자 I로 표시한 점선은 상기 모듈 내에서 상기 오디오 정보 신호가 취하는 처리 경로를 나타내고, 로마 숫자 II로 표시

한 점선은 상기 모듈 내에서 상기 비도 정보 신호가 취하는 처리 경로를 나타낸다. 우선 오디오 신호 경로(I)에 관하여 논하

고, 그 후 비디오 신호 경로(II)에 대하여 논한 후 이들 두 종류의 정보가 어떻게 결합되어 화자 인식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상기 모듈은 청각 특징 추출기(614)를 포함한다. 특징 추출기(614)는 오디오 또는 음성 신호를 수신하고, 본 기술 분야에

서 알려진 바처럼 상기 신호로부터 규칙적인 간격으로 스펙트럼 특징을 추출한다. 스펙트럼 특징은 음향 특징 벡터(신호)

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는 오디오 화자 인식 모듈(616)상으로 전달된다. 음향 벡터가 추출되기에 앞서, 음성 신호는 16

㎑의 속도로 샘플링될 수 있다. 하나의 프레임은 25 msec의 지속 시간을 갖는 음성 세그먼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배

치에 있어, 추출 처리에 의해서는 이후 설명할 처리를 거쳐 24차원의 음향 켑스트럼 벡터가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

레임은 매 10 msec마다 진행하여 이후의 음향 벡터를 획득한다. 또한 그 밖의 프론트 엔드가 채용될 수도 있다.

우선, 바람직한 음향 특징 추출 처리에 있어서, 프레임 내의 음성 데이터 샘플을 이산 푸리에 변환한 것의 크기는 로그(log)

로 변환한 주파수 척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자. 다음으로, 이러한 진폭값들 자체가 로그 척도로 변환된다. 이러한 나

중의 두 단계는 주파수 및 진폭에 대한 인간 청각의 대수적 민감도에 의해 유발된다. 그 후, 이산 코사인 변환의 형태로 회

전이 적용된다. 동적 상태를 포착하기 위한 한 가지 방식은 델타(1차 미분) 및 델타-델타(2차 미분)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다. 동적인 정보를 포착하기 위한 다른 방식으로는, 해당 벡터에 한 세트(예컨대 4개)의 선행 및 후행 벡터를 부가하여 그

벡터를 저차원 공간(가장 큰 식별도를 갖도록 선택됨)으로 투영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선형 판별 해석(LDA)으로 알

려져 있으며, 본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특징들에 관한 그 밖의 변형들, 예컨대

LPC 켑스트럼, PLP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어느 특정 유형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성 특징 벡터(도 6에서 문자 "A"로 나타냄)는 추출된 후 오디오 화자 인식 모듈(616)에 제공된다. 여기서 모듈(616)은

상기 추출된 음향 특징 벡터를 사용하여 화자 식별 및/또는 화자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화자 식별 및 검증 과정은

어떤 통상의 음향 정보 화자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예컨대 화자 인식 모듈(616)은 1997년 1월 28일자

미국 특허 출원 제08/788,471호, "명백한 명령 모호성 해명 및 연속 액세스 제어를 위한 텍스트 독립적 화자 인식(Text

Independent Speaker Recognition for Transparent Command Ambiguity Resolution and Continuous Access

Control)"(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됨)에서 설명된 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모듈(616)에 사용하기 위한 화자 식별 과정의 예시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설명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H. 베이지(H.

Beigi), S.H. 마에스(S.H. Maes), U.V. 차우다리(U.V. Chaudari) 및 J.S. 소렌슨(J.S. Sorenson) 著, "IBM 모델 기반 및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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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별 화자 인식(IBM model-based and frame-by-frame speaker recognition)"(Speaker Recognition and its

Commercial and Forensic Applications, 아비뇽, 프랑스 1998)에 개시되었다. 예시하는 화자 인식 시스템은 두 가지 기

술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모델 기반의 방식 및 프레임 기반의 방식이다. 여기서 설명할 실시예에서는 오디오에 기초한 화자

식별을 위해 프레임 기반의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프레임 기반의 방식은 이하의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등록된 i번째 화자에 대응하는 모델을 Mi라 하자. Mi는 파라미터 집합 {μi,j , Σi,j, pi,j}j=1,…,ni(화자 i의 모델의 ni 성분 각각

에 대한 평균 벡터, 공분산 행렬 및 혼합 가중치로 구성됨)에 의해 정의되는 혼합 가우시안 모델(mixture Gaussian

model)로 표현된다. 이러한 모델들은 d차원의 켑스트럼 특징 벡터 {fm}m=1,…,K를 갖는 K개의 음성 프레임으로 된 시퀀스

로 이루어진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성된다. 화자 식별의 목표는, N 프레임으로 된 시퀀스 {fn}n=1,…,N에 의해 표

현되는 테스트 데이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모델 Mi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래와 같은 프레임

기반의 가중화된 가능도 거리 측정치(weighted likelihood distance measure) di,n을 사용한다.

수학식 3

그 후 테스트 데이터로부터의 모델 Mi의 전체 거리 Di는 모든 테스트 프레임에 걸쳐 거리의 합을 취함으로써 구해진다.

수학식 4

따라서, 이상의 방식에 의해 가장 가까운 매칭 모델을 찾게 되며, 이 모델이 나타내는 사람은 그의 발화가 처리되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화자 검증은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바, 입력 음향 데이터를 비교하여 저장된 모델에 그 데이터가 충분히

가깝게 매치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비교 결과 충분히 가깝게 매치되는 경우 발화자 검증이 된 것으로 한다. 이러한 매치

는 이를 경쟁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수락 또는 거부된다. 이러한 모델들은 요청자인 화자와 유사한 것으로 선택되거나 또는

화자 독립적(즉 단일의 또는 한 세트의 화자 독립적 모델)인 것으로 선택될 수 있다. 요청자가 충분한 마진(가능도 또는 모

델에 대한 거리의 레벨에서 계산됨)을 획득한 경우 그 요청자는 수락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거부된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등록시에 화자에 대한 입력 음성을 수집하여 각 화자를 특징짓는 혼합 가우시안 모델 Mi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제 도 6의 비디오 신호 경로(II)를 참조하여 시각 정보 처리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시청각 화자 인식 및 발화 검증 모

듈에는 능동 화자 얼굴 분할 모듈(620) 및 얼굴 인식 모듈(624)이 포함된다. 능동 화자 얼굴 분할 모듈(620)은 카메라

(604)로부터 비디오 입력을 수신한다. 여기서 화자 얼굴 탐지는 압축된 데이터 도메인에서 직접 수행되고/수행되거나, 비

디오 정보만이 아닌 오디오 및 비디오 정보로부터 수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다. 어떤 경우이건, 분할 모듈

(620)은 일반적으로 화자의 얼굴 및 얼굴 요소를 임의의 비디오 배경 내에서 파악하여 추적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인식 모듈(624)은 분할 모듈(622)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로부터 식별 및/또는 검증 작업을 수행

할 수 있고, 이에 의해 비디오의 화자인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 및/또는 검증하게 된다. 검증은 또한 점수 임

계화 또는 경쟁 모델을 추가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화자 식별의 시각 모드는, 비디오 시퀀스에서 얼굴을 탐색 및

추적하고 후보 얼굴 템플릿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이를 인식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추후에 설명

할 바와 같이, 발화 검증에 의해 신원 인식을 위해 쓰이는 음성이 실제로 그 사람에 의해 발화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얼굴 탐지 및 인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예컨대 적외선 카메라(604)를 채용한 시스템에 있어서는, 얼굴

탐지 및 식별이 F.J. 프로코스키(Francine J. Prokoski) 및 R.R. 리델(R.R. Riedel) 著, "얼굴 및 신체 부위의 적외선 식별

(Infrared Identification of Faces and Body Parts)"(BIOMETRICS, Personal Identification in Networked Society,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9)에 개시된 바와 같이 수행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A. 시니어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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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시스템을 위한 얼굴 및 얼굴 요소 탐색(Face and feature finding for face recognition system)"(시청각 기반의 생

체인식 신원 인증에 관한 2차 국제 회의, 워싱턴 DC, 1999년 3월)에서 설명한 기술이 채용될 수 있다. 분할 모듈(622) 및

인식 모듈(624)에 의해 각각 수행되는 얼굴 탐지 및 인식에 관해 이하 설명하도록 한다.

얼굴 탐지

얼굴은 비디오 프레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스케일, 위치 및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얼굴은 수

직에 가까우며 66 픽셀 높이보다 작은 얼굴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모든 남아있는 위치 및 스케일에서 얼굴을 테스트

하기 위해, 시스템은 이미지 피라미드에서 고정된 사이즈의 템플릿을 검색한다. 이미지 피라미드는 원래의 이미지를 반복

적으로 다운샘플링하여 원래의 프레임을 점진적으로 낮은 해상도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구축된다. 이러한 각각의 서브

이미지 내에서는, 얼굴 템플릿과 동일한 사이즈(통상적으로 11x11 픽셀)의 모든 사각형 영역이 후보 얼굴 위치인 것으로

간주된다. 어떤 영역이 얼굴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일련의 테스트가 수행된다.

우선 해당 영역이 높은 비율의 피부 색조 픽셀(skin-tone pixel)을 포함해야 하며, 그 후 후보 영역의 명도(intensity)를 트

레이닝되는 얼굴 모델과 비교한다. 미리 정의한 색상-색도-명도 공간의 입방체에 속하는 픽셀은 피부 색조인 것으로 간주

되며, 피부 색조 픽셀의 비율이 임계값을 초과해야만 그 후보 영역이 추후의 고려 대상이 된다.

얼굴 모델은 주변을 잘라내고 정규화한 그레이스케일 얼굴 이미지로 된 트레이닝 세트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 얼굴에

관한 통계가 수집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분류자가 트레이닝된다. 선형 프로그램으로 트레이닝된 FLD는 얼굴과 배

경 이미지를 구분하게 되며, M. 터크 및 A. 펜트랜드 著, "인식을 위한 고유 얼굴(Eigenfaces for Recognition)"(인지 신경

과학 저널, 제3권, 제1호, 71-86면, 1991)에서 설명된 바 있는 DFFS는 처음 방법에 의해 높은 점수를 받은 얼굴의 품질에

점수를 매기는 데 쓰인다. 이들 얼굴 탐지기 모두로부터의 결합 점수가 높다는 것은 후보 영역이 실제로 얼굴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고득점의 얼굴 후보에 비해 스케일, 위치 및 회전에 있어 약간의 교란이 있는 후보 얼굴 영역들도 또한 테스트되

며, 그 중 최대 점수를 얻은 후보를 선택하여 이들 세 파라미터에 관해 정밀한 추정치를 부여한다.

후속 프레임에 있어서, 얼굴은 새 위치를 예측하기 위해 속도 추정치를 사용하여 추적되고, 예측된 위치 근처의 후보 지역

에서 유사한 스케일 및 회전을 갖는 얼굴을 찾는 데에 모델이 사용된다. 낮은 점수는 추적의 실패로 해석되며, 알고리즘은

끝날 때까지 검색을 다시 시작한다.

얼굴 인식

얼굴을 찾고 나면, 얼굴 탐지에 사용한 기술(FLD 및 DFFS)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K개의 얼굴 요소를 찾아낸다. 얼굴 요

소는 계층적인 방식으로 찾아내는 바, 즉 눈이나 코 입과 같은 큰 얼굴 요소를 먼저 찾고 하위 얼굴 요소를 나중에 찾는다.

이마선이나 턱, 귀라든지 눈, 눈썹, 코, 입의 모서리를 포함하여 29개 정도의 하위 얼굴 요소가 사용된다. 얼굴 및 얼굴 요

소의 위치에 대하여 각 얼굴 요소 및 하위 얼굴 요소의 검색 영역을 각각 제한하기 위해 이전의 통계가 사용된다. 추정된

하위 얼굴 요소 위치 각각에 있어서, 가보 제트 표현형 - L. 위스콧(L. Wiskott) 및 C. 폰 데어 말스버그 著, "동적 링크 매

칭에 의한 얼굴 인식(Recognizing Faces by Dynamic Link Matching)"(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Neural Networks, 347-352면, 1995)에서 기술됨) - 이 생성된다. 가보 제트는 한 세트의 2차원 가보 필터

(각각 가우시안 함수에 의해 변조된 사인파임)이다. 각 필터는 스케일(사인 파장 및 고정된 비율의 가우시안 표준 편차) 및

방향(사인파의)을 갖는다. 여기서는 5개의 스케일과 8개의 방향을 사용하여 각 얼굴 요소 위치에 40개의 복소 계수{a(j),

j=1,…,40}가 생기도록 한다.

트레이닝되는 얼굴에 대한 특징 벡터와 테스트 후보간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간단한 거리 측정법이 사용된다. i번째 트

레이닝 후보와 얼굴 요소 k에 대한 테스트 후보간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5

등록특허 10-0586767

- 19 -



이들 유사도의 간단한 평균은 이며,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얼굴 템플릿에 대해 테스트되는 얼굴이 얼마

나 유사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측정치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사성 측정치에 기초하여 대상 비디오 시퀀스의 인물

에 대한 식별 및/또는 검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얼굴 인식 모듈(624) 및 오디오 화자 인식 모듈(616)의 결과들은 각각 신뢰 추정 블록(626 및 618)으로 제공되

며, 여기에서는 신뢰 추정이 수행된다. 신뢰 추정치라 함은 인식된 입력에 대하여 판정되는 가능도 또는 그 밖의 신뢰 측정

치를 말한다. 한 가지 실시예에 있어, 신뢰 추정 과정에는 오디오 신호 및 비디오 신호에 각각 연관된 잡음 레벨의 측정이

포함될 수 있다. 신호와 연관된 노이즈 레벨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신호와 연관된 인식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후 논할 시각 및 음향 결과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이러한 신뢰 측정치가 고려된다.

모듈(616 및 624)이 각각 제공하는 오디오 기반의 화자 인식 및 얼굴 인식 점수가 주어진 경우, 결합 식별/검증 모듈(630)

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시청각 화자 인식/검증이 수행될 수 있다. 상위 N개의 점수가 오디오 및 비디오 기반의 식별 기술 모

두에 근거하여 생성된다. 이들 두 리스트는 가중치를 부가하여 더함으로써 결합되고, 최고 점수의 후보가 선택된다. 가중

치는 배율 인자(scaling factor)까지만 정의될 필요가 있으므로, 결합 점수 Si
av는 단일 파라미터 α의 함수로 정의할 수 있

다.

수학식 6

혼합각 α는 오디오 식별 및 얼굴 식별의 상대적 신뢰도에 따라 선택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방식으로는 일정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시청각 정확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α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Di(n) 및 Si(n)을 n번째 트레이닝 클립

에 관해 계산되는 i번째 등록 화자(i=1,…,P)에 대한 오디오 ID(identification) 및 비디오 ID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자.

변수 Ti(n)은 n번째 클립이 i번째 화자에게 속하는 경우 0, 아닌 경우 1인 것으로 하자. 최소화 될 비용 함수는 경험적 오류

(empirical error)이며, 이에 관해서는 V.N. 밥닉(V.N. Vapnik), "통계 학습 이론의 본질(The Nature of Statistical

Learning Theory)"(Springer, 1995)에서 논하여진 바 있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수학식 7

여기서 이고, 이다.

과도한 적합화(fitting)를 방지하기 위해 평활화 오류율(smoothed error rate)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는 H. 네이(H.

Ney)의 "신경망 분류 및 식별 트레이닝 기준의 개연적 해석(On the Probabilistic Interpretation of Neural Network

Classification and Discriminative Training Criteria)"(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제17권, 제2호, 107-119면, 1995)에서 논하여진 바 있고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8

여기서 η이 클 경우, 의 경우를 제외하고 안쪽의 합에 관한 모든 항이 0으로 접근하며, C'(α)는 원시 오류 계수(raw

error count) C(α)에 접근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부정확한 가설{Ti(n)=1이라고 한 경우}은 이들의 점수와 최대 점수 사

이의 거리에 관한 감소 함수인 기여도(contribution)를 갖게 된다. 최선의 가설(best hypothesis)이 부정확한 경우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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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여도를 갖게 된다. 따라서 후자의 비용 함수를 최소화함으로써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인식 정확도뿐만 아니라 최고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마진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이러한 함수는 또한 미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바, 이에 의해 하나 이

상의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 최적화 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도 6의 시청각 화자 인식 모듈은 이전의 기술로부터 파생되지만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은 또 다른 의사결정 또는 점수 융

합 기술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최대 점수와 그 다음 최대 점수 사이의 차이를 최대화시키는 일정한 범위 내의 값 α를 테스

트 시에 각 클립에 대해서 선택하는 단계가 포함된다. 그 후 대응하는 최선의 가설 I(n)이 선택된다.

수학식 9

수학식 10

α1 및 α2의 값은 구간 [0, π/2]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Di, Si} 평면에 있어서, 정확한 의

사결정에 대응되는 지점은 다른 지점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된 선형 가중치는, 이 지점이 다른

지점에 대하여 발견될 수 있는 "방향"이 항상 동일한 것(반드시 참일 필요는 없음)으로 가정한다. 상기한 및 I(n)의 관

계식은 α1과 α2 사이의 어떤 방향에서도 다른 지점들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을 찾아낸다.

또 다른 해석은 최고의 결합 점수와 그 다음 최고 점수 사이의 거리는 의사결정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수라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신뢰 측정치를 최대화시키는 가중치를 융통성 있게 선택한다.

따라서 결합 식별/검증 모듈(630)은 화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검증 시나리오에 있어, 앞서 설명한 기술 중 하나에 기

초하여 음향 경로 및 시각 경로 모두를 통하여 검증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화자의 수락을 위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직 한 쪽 경로만을 통하여 검증된 경우에는 거부될 것이다. 식별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예컨대 얼굴 식별 처리에서의 상

위 3개의 점수가 음향 식별 처리에서의 상위 3개의 점수와 결합될 수 있다. 그 후 최고의 결합 점수가 화자에 해당하는 것

으로 식별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모듈이 화자에 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시스템은 발화 검증 작업을 수행한다. 여기

서 발화 검증은 음향 특징 추출기(614) 및 시각 음성 특징 추출기(622)로부터의 입력에 기초하여 도 6의 발화 검증 모듈

(628)에 의해 수행된다. 발화 검증을 설명하기에 앞서, 시각 음성 특징 벡터 추출을 위한 기술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

다. 특히 시각 음성 특징 추출기(622)는, 능동 화자 얼굴 분할 모듈(62)에 의해 비디오 프레임에서 탐지된 얼굴로부터 도 6

에서 문자 "V"로 나타낸 시각 음성 특징 벡터(예컨대 입 또는 입술 관련 파라미터)를 추출해 낸다.

추출될 수 있는 시각 음성 특징의 예로서, 입 영역의 그레이스케일 파라미터; 입 영역의 면적, 높이 및 폭과 같은 기하학적/

모델 기반의 파라미터; 곡선 적합화에 의해 내측/외측 윤곽의 스플라인(spline) 파라미터에 도달한 입술 윤곽; 3차원 추적

에 의해 획득한 모션 파라미터가 있다. 또한, 모듈(622)을 통해 추출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 세트도 이상의 요인을 고려한

다. 이러한 기술은 ASM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인 메튜스 著, "시청각 음성 인식을 위한 특징(Features for audio visual

speech recognition)"(East Angalia 대학교 정보 시스템 대학 박사논문, 1998년 1월)에 설명된 바 있다.

따라서, 시각 음성 특징 추출기(622)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지의 시각 특징 추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한 가시

실시예에 있어 상기 추출기는 상기 이미지의 입 영역과 연관된 그레이스케일 파라미터를 추출할 수 있다. 입술 모서리의

위치가 주어지면, 스케일 및 회전의 정규화 이후에, 입술 영역을 중심에 포함하는 사각형 영역이 압축이 해제된 원래의 비

디오 프레임으로부터 추출된다. 주성분 분석(PCA)은 알려진 바처럼, 이러한 그레이스케일값의 벡터로부터 이보다 저차원

의 벡터를 추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모듈(622)에 구현될 수 있는 또 다른 시각 특징 벡터 추출 방법에는 기하학적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가 포함될 수 있다. 여

기에는 입술 윤곽의 형상과 이것의 시간에 따른 동적 상태로부터의 음성/시각음소(phonetic/visemic) 정보 추출이 수반된

다. 통상적인 파라미터로는 입술 모서리, 개구부의 높이 또는 면적 및 내/외측 입술의 곡률이 있을 수 있다. 조음 기관, 예

컨대 치아 및 혀의 위치 또한 카메라로 식별할 수 있는 한 특징 파라미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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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 값으로부터 이러한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방법에는, 파라미터값과 연관된 입술 윤곽과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사이의 불일치를 나타내는 함수(예컨대 비용 함수)의 최소화가 포함될 수 있다. 색상 정보는 이들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데

또한 활용될 수 있다.

포착한(또는 역다중화 및 압축 해제된) 비디오 스트림으로부터 경계선 탐지를 수행하게 되는 바, 이것의 궁극적인 결과는

예컨대 원, 포물선, 타원 또는 더욱 일반적으로는 스플라인 윤곽선 등 각각 한정된 세트의 파라미터로 기술할 수 있는 파라

미터화된 윤곽선이다.

또한 추출될 수 있는 그 밖의 특징에는, 애니메이션을 위한 컴퓨터 그래픽에서 쓰이는 유형의 2차원 또는 3차원 와이어프

레임 모델 기반의 기술이 포함된다. 와이어프레임은 다수의 삼각형 패치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패치들은 다함

께 입/입술/턱 영역을 구조적으로 나타내는 바, 이들 각각에는 음성 판독에 유용한 특징들이 포함된다. 이들 파라미터는 또

한 이미지의 그레이스케일값들과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두 방식의 상대적인 장점으로부터 이득을 얻

을 수 있게 된다.

추출기(622)로부터 추출된 시각 음성 특징 벡터(V) 및 추출기(614)로부터 추출된 음향 특징 벡터(A)가 주어진 경우, AV

발화 검증기(628)가 검증을 수행한다. 검증에는 예컨대 시각 음소의 무작위 시퀀스 상에서의 오디오 정렬 가능도의 결과

를 비교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알려진 바처럼 비셈(viseme), 즉 시각 음소는 일반적으로 발화에 수반되는 정규적인 입

모양으로서, 청각 음소와 마찬가지로 분류되어 미리 저장된다. 발화 검증과 연관된 목표는, 오디오 경로(I)에서 화자를 검

증하기 위해 쓰이는 음성 및 비디오 경로(II)에서 화자를 검증하기 위해 쓰이는 시각 단서가 상관 또는 정렬되도록 하는 판

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의해 화자를 인식하기 위해 쓰이는 음성 데이터가 실제로 그 화자가 발화한 것이라는 확신을 시

스템이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판정은 많은 장점을 갖는다. 예컨대 발화 검증에 있어 사용자가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리 녹음된 테이프를 재생하면서 립싱크(lip synch)를 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발화 검증에 있어

서, 오디오 복호화 경로에서의 오류가 탐지될 수도 있다. 오류의 수에 따라 신뢰 측정치가 생성되어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

게 된다.

이제 도 7을 참조하면, 발화 검증 방식에 관한 흐름도가 나타나 있다. 발화 검증은 (i) 감독 모드, 즉 텍스트(스크립트)가 시

스템에 알려져 있어 이용 가능한 경우 또는 (ii) 무감독 모드, 즉 텍스트(스크립트)가 시스템에 알려져 있지 않아 이용 불가

능한 경우에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단계(702A)(무감독 모드)에서는, 검증 대상인 발화된 음성이 고전적인 음성 인식 기술에 의해 복호화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복호화된 스크립트 및 이와 연관된 시간 정렬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음향 특징 추출기(614)로부터의 특

징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동시에 단계(704)에서는, 시각 특징 추출기(622)로부터의 시각 음성 특징 벡터가 시각

음소(viseme) 시퀀스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음으로 단계(706)에서는 스크립트가 시각 음소에 대하여 정렬된다. 이들 두 정보 스트림을 동기화시키기 위해 고속(또

는 기타의) 정렬이 통상의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예컨대 한 가지 실시예에 있어서, 미국 특허 출원 제09/015,150호(대

리인측 분류 번호 제YO997-386호), "등록 발화로부터의 음성 전사본 생성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Generating Phonetic Transcription from Enrollment Utterances)"(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됨)에 개시된 바와 같은

고속 정렬이 채용될 수도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감독 모드에서는 단계(702B)가 단계(702A)를 대체함으로써, 스크립

트의 복호화된 버전이 아닌 예상되는 또는 알려진 스크립트가 단계(706)에서 시각 음소와 정렬된다는 것이다. 그 후 단계

(708)에서는, 정렬에 관한 가능도를 계산하여 스크립트가 시각 데이터에 얼마나 잘 정렬되는지를 판정한다. 이러한 가능

도의 결과는 그 후 의사결정 블록(632)에 제공되는 바, 여기에서는 상기 가능도의 결과는 물론 점수 모듈(630)의 결과를

가지고 화자의 최종 처분, 예컨대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다양한 장치, 애플리케이션 및 시설 등에 대한 액

세스를 허가 또는 거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무감독 발화 검증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재생 장치를 사용하여 입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하고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체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험 오류(priori error)가 오디오 복호화에 있어 검출될 수 있다. 감독

모드에서는, 인식된 텍스트가 추출된 입술 파라미터에 대해 충분히 정렬 또는 상관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텍스트를 발화

했는지를 시스템이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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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감독 검증 모드에서의 발화 검증은 앞서 언급한 미국 특허 출원 제09/369,707호(대리인측 분류번호 제YO999-317호)

에서 개시된 바와 같은 음성 탐지를 수행하는데 쓰일 수 있다. 사실, 음향 및 시각 활동이 탐지되면 이것들은 서로에 대해

검증될 수 있다. 결과로서의 음향 발화가 수락되는 경우, 시스템은 음성이 탐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관한

활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도 6의 시청각 화자 인식 모듈은, 앞서 언급한 미국 특허 출원 제09/369,706호(대리인측 분류번호 제YO999-318

호)에서 설명한 시청각 화자 탐지 및 인식에 관한 대체 실시예를 채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도 6의 실시예는 의사결정 또는

점수 융합 방식을 설명하고 있지만, 상기 모듈(620)은 앞서 언급한 미국 특허 출원 제09/369,706호(대리인측 분류번호 제

YO999-318호)에서 설명한 특징 융합 방식 및/또는 계열 재채점(serial rescoring) 방식을 채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도 6의 시청각 화자 인식 시스템의 출력은 도 1의 회화 관리자(18)에 제공되어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사용자 의도의 모호성을 해소하는데 쓰인다는 것이다.

C. 대화식 가상 머신

이제 도 8a 및 도 8b를 참조하면, 대화식 가상 머신(CVM; Conversational Virtual Machine)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CVM은 앞서 언급한 1999년 10월 1일자 PCT 특허 출원 제PCT/US99/22927호(대리인

측 분류번호 제YO999-111호), "대화식 가상 머신을 통한 대화식 컴퓨팅(Conversational Computing Via

Conversational Virtual Machine)"에서 개시되었다. 본 발명의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사

용하기 위한 이러한 머신의 한 가지 구현예에 관한 설명은 이후에 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있어서 대화식 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한 그 밖의 메커니즘 또한 채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 설명할 CVM은 도 1에 있어서 I/O 서브시스템(12)의 일부, I/O 관리자(14), 인식 엔진(16), 회화 관리자(18) 및 문

맥 스택(20)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데 채용될 수 있다. 이하의 CVM에 관한 설명을 통틀어, 이들 도 1의 기능 요소

를 구현하는 데 채용될 수 있는 CVM의 구성 요소들은 따로 언급할 것이다. 그러나 CVM를 사용하여 I/O 관리자, 모드 독

립적 문맥 관리자(문맥 스택), 회화 관리자(모호성 해소가 수행될 경우), 분류자(기분 및 초점이 판정되는 경우), 애플리케

이션을 실행시키기 위해 회화 관리자에게 필요한 엔진 및 API/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메커니즘을 대신

사용하여 본 발명의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의 이러한 기능 요소를 구현할 수 있다. 예컨대, 본 발명의 멀티모드 대

화식 컴퓨팅 시스템의 기능 요소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브라우저, OSS(OS 서비스) 계층, VM(가상 머신)이나 또는 명

백히 이러한 요소들을 구별하지 않고 하드 코딩(hard-coded)된 동등한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기능을 구현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구현예는 음성 및 비디오 모드만을 지원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밖의 모드(예컨대 필기 인식, GUI 등)를 지원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CVM은 본 발명에 대하여 앞서 설명한 대화식 컴퓨팅 패러다임에 따라 대화식 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구성

요소로 채용될 수 있다. 한 가지 실시예에 있어서, CVM은 대화식 OS 또는 RTOS(Real-Time OS) 상에서 실행되는 대화

식 플랫폼 또는 커널(kernel)이다. CVM 플랫폼은 또한 PvC(Pervasive Computing) 클라이언트 및 서버로 구현될 수도

있으며, 다중 시스템(클라이언트 및 서버)에 걸쳐 분산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CVM은, 대화식 서브시스템(예컨대 음성

인식 엔진, TTS 등)과 대화식의 및/또는 통상적인 애플리케이션간의 대화식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

콜을 제공한다. CVM은 또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역호환성을 제공하지만, 더 한정된 인터페이스에 의한다. 이하

상세히 기술할 바처럼, CVM은 통상적인 서비스 및 행위뿐만 아니라,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및 장치(CVM 계층을 구비하거

나 또는 적어도 대화식으로 인지 가능함)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대화식 프로토콜을 제공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상이한 요소 및 프로토콜/API는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 또는 이들이 교환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정의된다.

이들의 실제 조직 또는 구현은 바뀔 수 있는 바, 예컨대 동일하거나 또는 다른 개체로 구현되거나, 더 큰 구성요소의 일부

로서 구현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실현되는 객체 또는 이러한 객체나 클래스의 군집(family)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여기서 설명한 대화식 컴퓨팅 패러다임에 기초한 CVM(또는 OS)에 의해서 컴퓨터 또는 그 밖의 어떤 상호작용 장치는 사

용자와 대화할 수 있게 된다. CVM은 또한 머신에 디스플레이 또는 GUI 기능이나 키보드, 펜 또는 지시 장치가 있는지 여

부에 관계없이 머신 상에서 복수의 작업을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사실상, 사용자는 이러한 작업들을 대화하

는 것처럼 관리할 수 있고, 하나 또는 복수의 동시 작업을 종결시킬 수 있다. 대화식으로 작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CVM이 혼합 주도권(initiative), 문맥 및 진보된 레벨의 추상화에 의존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혼합 주도권 또는 자유흐름 네비게이션(free-flow navigation)에 의해 사용자는 시스템과의 대화를 통해 요청을 자

연스럽게 완료, 변경(modify) 또는 수정(correct)할 수 있게 된다. 혼합 주도권은 또한 CVM이 작업 중에 능동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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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돕거나(도움말을 줄 주도권을 가짐)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음성이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러

하다. 혼합 주도권 기능(capability)은 디스플레이가 없거나 제한된 시스템에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CVM은 종래의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 입/출력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음성 및 비디오에

관해 설명할 때 사용한 "멀티모드"라는 개념은 마우스, 키보드 또는 그 밖의 펜과 같은 입력 장치에 병행하여 사용될 수 있

다. 장치의 한계로 인해 어떤 인터페이스의 구현이 제한되는 경우에 종래의 인터페이스가 대체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장

치, 티어(tier) 및 서비스에 걸친 인터페이스의 편재성(ubiquity) 및 균일성(uniformity)은 추가적인 필수적 특성이다.

CVM 시스템은 높은 정도로 종래의 입력 및/또는 출력 매체와 함께 기능할 수 있다. 사실상 고전적인 키보드 입력 및 지시

장치를 갖추고 전통적인 모니터 디스플레이와 결합된 컴퓨터도 CVM을 사용함으로서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가 2000년 2월 18일자 미국 특허 출원 제09/507,526(대리인측 분류번호 제YO999-178호), "멀티모드 쉘(Multi-

Modal Shell)"(1999년 4월 7일자 미국 특허 가출원 제60/128,081호 및 1999년 10월 12일자 미국 특허 가출원 제60/

158,777호를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함)에 개시된 바 있으며, 이는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되었다. 여기에서는 GUI 모

드 및 음성 모드간에 엄격한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다중모드 애플리케이션의 구축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달리 말해

서, 컴퓨터에 말을 하고자 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CVM이 가능한 머신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변화

를 극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제 도 8a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장치 또는 서버 상에 구현될 수 있는 CVM 시스

템을 나타낸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차량의 예에 있어서, 이는 시스템(10)의 구성 요소가 국지적으로(차량

내), 원격으로(예컨대 차량에 무선으로 접속됨), 또는 이들을 조합한 방식으로 배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CVM은 범용 통합 멀티모드(universal coordinated multi-modal) CUI(대화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conversational user

interface)(780)을 제공한다. CUI의 "멀티모드" 양상이라 함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I/O 자원, 예컨대 음성, 키보드,

펜 및 지시 장치(마우스), 키패드, 터치스크린 등이나 비디오가 CVM 플랫폼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UI

"범용성(universality)" 양상이라 함은, CVM 시스템이 데스크탑 컴퓨터나 PDA(제한된 디스플레이 기능을 갖춤), 또는 디

스플레이가 없는 전화와 연관하여 구현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UI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서

범용성이라 함은, 음성만 있는 경우부터 멀티모드(즉 음성+GUI)까지, 또는 GUI만 있는 경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장치의

UI를 CVM 시스템이 적절하게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시스템은 비디오 입력 데이터도 또한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범용 CUI는 액세스 모드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 상호작용에 대해서 동일한 UI를 제공한

다.

더욱이, 범용 CUI의 개념은 통합 CUI의 개념까지 확대된다. 특히, 복수의 장치(복수의 컴퓨터 티어 내 또는 전체에 걸쳐 있

음)가 동일한 CUI를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이들은 단일한 화법으로, 즉 통합형 인터페이스로 관리될 수 있다. 즉 복수의 장

치가 대화식으로 연결(즉 서로를 인지하고 있음)된 경우, 하나의 인터페이스(예컨대 하나의 마이크)를 통해 이들을 동시에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음성에 의해, 대화식으로 접속된 스마트폰, 호출기, PDA, 네트워크상의 컴퓨터, 대화식

음성 응답(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 및 자동차에 내장된 컴퓨터를 범용 통합 CUI를 통해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

게 된다. 이러한 CUI 개념은 이후에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CVM 시스템은 대화식 인지(conversationally aware) 애플리케이션(782)(즉, 대화식 프로토콜을 "말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통상의 애플리케이션(894)을 포함하는 복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다. 대화식 인지 애플리케이션(782)은 대

화식 애플리케이션 API(786)을 통해 CVM 핵심 계층(또는 커널)(788)과 함께 작동하도록 특별히 프로그램된 애플리케이

션이다. 일반적으로 CVM 커널(788)은 응용프로그램 및 장치들간의 대화를 제어하는 바, 이는 이들이 갖는 등록된 대화 기

능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CVM 커널은, 음성을 I/O 모드로서 추가하는 것을 넘어 대화식 시스템 행위를 제공하도록 하

는 통합형 대화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CVM 시스템은 통상의 OS 및 API(790)와 통상의 장치 하드웨어(792)상

에 구축될 수 있으며, 서버 또는 그 밖의 어떤 클라이언트 장치(PC, PDA, PvC)에도 위치할 수 있다. 통상의 애플리케이션

(784)은, OS API를 통해 통상의 애플리케이션의 GUI 및 명령뿐만 아니라 기저의 OS 명령에 대한 액세스를 담당하는

CVM 커널 계층(788)에 의해 관리된다. CVM은 통상의 OS(790)의 대화식 서브시스템(796)(즉 통상의 엔진) 및 통상의 서

브시스템(예컨대 파일 시스템 및 통상의 드라이버)을 포함하여 모든 입/출력 문제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대화

식 서브시스템(796)은 음성 요청을 질의(query)로 변환하는 것을 담당하고, 또한 적합한 데이터 파일(794){예컨대 문맥,

유한 상태 문법(FSG; finite state grammar), 어휘, 언어 모델, 기호 질의 맵 등}을 사용하여 음성 메시지로 출력 및 결과

를 변환하는 것을 담당한다. 대화식 애플리케이션 API(786)는 CVM(788)이 질의를 애플리케이션 호출로 변환시키고 역으

로 출력을 음성으로 변환(이는 사용자에게 제공되기에 앞서 적절하게 소팅됨)시키기 위한 모든 정보를 전달한다.

이제 도 8b를 참조하면,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 CVM의 추상 프로그래밍 계층(abstract programming layer)을 나타내

고 있다. CVM의 추상 계층에는 CVM 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대화식 인지 애플리케이션(800) 및 통상의 애플리케이션

(801)이 포함된다. 멀티모드 모호성 해소에 의존하는 애플리케이션은 CVM상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예이다. 유사

하게, 초점 정보 또는 기분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CVM 상의 대화식 애플리케이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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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케이션은 시스템이 배치된 환경 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상호작용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이 실행하는 프로

그램이다. 앞서 논한 바처럼, 대화식 인지 애플리케이션(800)은 대화식 애플리케이션 API 계층(803)을 통해 CVM 커널 계

층(802)과 상호작용을 한다. 대화식 애플리케이션 API 계층(803)은 대화식 프로그래밍 언어/스크립트 및 라이브러리(대

화식 기본 클래스)를 포함하고, 이에 의해 CVM 커널(802)이 제공하는 다양한 특징을 제공한다. 예컨대 대화식 프로그래

밍 언어/스크립트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대화식 인지 애플리케이션(800)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화식 API를 제공

하며, 또한 개발자가 대화식 기능을 애플리케이션 내에 구축하여 이것이 "대화식 인지"가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대화식 API 계층(803), 대화식 프로토콜(804) 및 시스템 호출을 제공한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API 호출 및 프로토콜 호

출을 구현하는 코드에는, 라이브러리 링크, 대화식 로직 엔진 및 대화식 기본 클래스를 구비한, 인터프리트 및 컴파일된 스

크립트 및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더욱 상세하게는, 대화식 애플리케이션 API 계층(803)에는 복수의 대화식 기본 클래스(805)(또는 기본 회화 구성요소)가

포함되며, 이는 CUI나 대화식 인지 애플리케이션(800)을 구축하는 데 쓰이는 라이브러리 기능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에게 제공된다. 대화식 기본 클래스(805)는 기초 구성 요소 또는 대화식 제스처(gesture){T.V. 라만(T.V. Raman), "말

하는 컴퓨터를 지향한 청각 사용자 인터페이스(Auditory User Interface, Toward The Speaking Computer)", Kluwer

Academic Publishers, 보스턴, 1997에 기술됨}을 말하고, 이는 모드 또는 모드의 조합(프로시저로 또는 선언으로 구현될

수 있음)에 무관하게 어떠한 대화를 특징지어 준다. 대화식 기본 클래스(805)는 CUI 구축 블록 및 대화식 플랫폼 라이브러

리, 회화 모듈 및 구성요소, 그리고 회화 스크립트 및 빈(bean)을 포함한다. 더욱 상세하게는, 대화식 객체(806)(또는 회화

구성요소)는 대화식 기본 클래스(805)(기초 회화 구성요소)로부터 컴파일되며, 이는 자바 또는 C++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이들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코드에서 상이한 개별 클래스를 결합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코딩에는 이러한 기초 회화 구성요소를 선언 코드에 내장시키거나 또는 이들을 명령형 코드

(imperative code)로 링크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대화식 기본 클래스(805)를 포함 또는 내장시킴으로써 특정한 회화 작업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대화식 객체(806)(재활용 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를 구축(선언적으로 또는 컴파

일/인터프리트를 통해서)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대화식 기본 클래스(CFC; Conversational Foundation Class) 또는

CML만이 VVM을 프로그램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API 및 프로토콜에 인터페이스되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도 적합하다. 대화식 객체(806)는 대화식 브라우저(또는 뷰어)(800a) -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

된, 1999년 10월 1일자 PCT 특허 출원 제PCT/US99/23008(대리인측 분류번호 제YO9998-392호), "대화식 브라우저

및 대화식 시스템(Conversational Browser and Conversational Systems)" 에 개시됨 - 에 의해 처리 또는 적재(load)되

는 CML 페이지(내장되었거나 또는 그렇지 않음)에서와 같이 선언적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대화식 객체에는 CML 페이지

를 통해(즉 대화식 브라우저를 거쳐) 적재될 수 있는 애플릿(applet) 또는 객체, CVM상의 명령형 객체(CVM상에 분산될

수 있음), CML내의 스크립트 태그 및 서블릿(servlet)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구현될 수 있는 대화식 제스처의 예는 다음과 같다. 머신은 대화식 제스처 메시지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정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제스처 메시지는 통상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문자열 또는 음성 프롬프트(prompt)로서 제공된다. 음성 메

시지의 일부는 CVM상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대화의 현재 상태에 관한 함수일 수 있다. "세트로부터 선택하

시오"라는 대화식 제스처는 사용자가 개별적인 선택 세트 중에서 선택해야할 경우의 대화를 캡슐화(encapsulation)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프롬프트, 기본 선택(default selection)은 물론 합법적인 선택 세트를 캡슐화한다. "범위에서 선택하시

오"라는 대화식 제스처는 사용자가 연속적인 값의 범위에서 한 값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대화를 캡슐화한다. 이 제스처는

유효한 범위, 현재의 선택 및 정보 프롬프트를 캡슐화한다. 이에 더하여, 대화식 제스처 입력은 입력 제한이 더욱 복잡한

경우(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사용자 입력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제스처는 사용자 프롬프트, 요청

되는 항목에 관한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의미 구조(semantics) 및 입력의 유효 여부를 테스트하는 조건자(predicate)(가능

한 경우)를 캡슐화한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대화식 기본 클래스는 대화식 제스처의 개념을 포함하고, 또 이를 초월(즉 기

초적인 행위 및 서비스의 수준은 물론, 통상의 작업을 수행하는 규칙의 수준으로 확장될 수 있음)한다.

이후 설명할 바처럼, 프로그래밍 모델에 의해 대화식 API를 통한 주 회화 관리자(master dialog manager)와 엔진간의 연

결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주 회화 관리자는 도 1의 회화 관리자(18)의 일부로서 구현될 수 있으며, 엔진은 도 1의 인식 엔

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겠다. 기본 클래스의 데이터 파일 외에도, 인식 엔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예컨대 문법, 음향 모델, 비디오 패턴 등)가 CVM(내장된 플랫폼 또는 클라이언트 플랫폼)상에 존재한다. 객체의 데

이터 파일은 확장되고 적재될 수 있다.

CVM이 제공하는 개발 환경은 본 명세서에서 스포큰 에이지(SPOKEN AGETM)라 불린다. 스포큰 에이지는 사용자로 하여

금 CVM을 위한 대화식 인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시뮬레이션 및 디버깅할 수 있도록 해준다. API 호출의 직접 구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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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외에도, 복수의 인물에 대한 진보된 대화식 인터페이스, 출력되는 음성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음성 폰트, 그리고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및 AFL(Audio Formatting Language)과 같은 대화식 표현을 구축해 주는 대화 형식 지정 언

어의 저작 도구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대화식 애플리케이션 API(803)는 대화식 프로그래밍 언어 및 스크립트를 포함하고, 이에 의해 범용

대화식 입/출력, 대화식 로직 및 대화식 메타 정보 교환 프로토콜을 제공하게 된다. 대화식 프로그래밍 언어/스크립트에 의

해 어떤 가용 자원도 입/출력 스트림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화식 엔진(808){도 1의 인식 엔진(16)} 및 대화식 데이터

파일(809){대화식 엔진 API(807)을 통해 CVM(802)가 액세스함}을 사용하여, 각 입력은 이진 또는 ASCII 입력으로 변환

되며 이는 내장 객체로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의해 직접 처리될 수 있다. 호출, 플래그(flag) 및 태그가 자동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서 상이한 객체와의 정확한 인터페이스를 위해 필요한 대화식 메타 정보를 객체와 프로세스 사이에서 전

달하게 된다. 더욱이, 출력 스트림은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형식이 특별히 지정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

그래밍 도구에 의해 멀티모드 담화(discourse) 처리가 즉시 구축될 수 있다. 또한 풍부한 대화식 질의 - ASCII/이진 내용

에 기초하거나, 또는 NLU(자연어 이해;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변환된 질의(통상의 서브시스템 및 대화식 서

브시스템의 입/출력) 또는 FSG 기반의 질의(시스템이 제한된 명령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초하여 비교될 수 있음 - 를 처

리하기 위해 로직 서술 상태 및 연산자를 확장한다. 로직 연산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테스트 또는 변경하기 위해 구현될 수

있다. 대화식 로직 값/연산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 즉 참(true), 거짓(false), 불비

(incomplete), 모호(ambiguous), ASCII 측면의 상이/동등(different/equivalent), NLU 측면의 상이/동등, 능동 질의 필드

측면의 상이/동등, 미확인(unknown), 호환불가(incompatible) 및 비교불가(incomparable)가 그것이다.

게다가, 대화식 애플리케이션 API 계층(803)에는 기저의 OS 기능 및 행위를 확장시키는 코드가 포함된다. 이러한 확장에

는 예컨대 임의의 객체와 연관된 고레벨의 추상화 및 추상 카테고리, 추상 카테고리의 자가 등록 메커니즘, 기억, 요약, 대

화식 검색, 선택, 재지정(redirection), 사용자 고객화(customization), 트레이닝 능력, 도움말, 다수 사용자 및 보안 능력

및 기본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포함된다.

도 8b의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은 대화식 엔진 API 계층(807)을 더 포함하며, 이는 핵심 엔진 대화식 엔진(808)(예컨대 음

성 인식, 화자 인식, NL 해석(parsing), NLU, TTS 및 음성 압축/해체 엔진, 시각 인식)과 이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사

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엔진 API 계층(807)은 또한 핵심 엔진이 국지적이든 원격지에 있든 관계없이 이와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제공한다. I/O API 계층(810)은 예컨대 키보드, 마우스, 터치스크린, 키패드 등 통상의 I/O 자원(811)(멀

티모드 대화식 UI를 제공하기 위함), 음성 I/O를 포착하기 위한 오디오 서브시스템(오디오 입력/오디오 출력) 및 비디오 I/

O를 포착하기 위한 비디오 서브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I/O API 계층(810)은 장치 추상화, I/O 추상화 및 UI

추상화를 제공한다. I/O 자원(811)은 I/O API 계층(810)을 통해 CVM 커널 계층(802)으로 등록한다. 여기서 I/O API

(810)은 도 1의 I/O 관리자(14)의 일부로서 구현될 수 있으며, I/O 자원(811)은 도 1의 I/O 서브시스템(12)의 일부로서 구

현될 수 있음에 유의하자.

핵심 CVM 커널 계층(802)에는 대화식 애플리케이션 및 행위/서비스 관리자 계층(815), 대화식 회화 관리자(중재자) 계층

(819), 대화식 자원 관리자 계층(820), 작업 배정자(dispatcher)/관리자(821) 및 메타 정보 관리자(82)가 포함되며, 이들

은 CVM 계층(802)의 핵심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서 이들 구성요소는 도 1의 회화 관리자(18)의 일부로서 구현될 수 있음

을 알아두자. 대화식 애플리케이션 및 행위/서비스 관리자 계층(815)에는 통상의 애플리케이션(800) 및 대화식 인지 애플

리케이션(801)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이 포함된다. 이러한 관리 기능에는 예컨대 어느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었는지(국지

적으로 및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애플리케이션의 회화 인터페이스(존재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및 각 애플리케이션의 상

태가 어떤지를 추적하는 것이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대화식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행위 관리자(815)는 CVM 시스템이

제공하는 어떤 특정한 서비스 또는 행위에 관한 모든 작업을 개시한다. 대화식 서비스 및 행위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

기대하는 대화식 UI의 모든 행위 및 특징이고, 또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API를 통해(애플리케이션의 개발로 구현할 필

요 없이) 액세스하기를 기대하는 상호작용 및 특징이다. CVM 커널(802)게 제공하는 대화식 서비스 및 행위의 예에는 대

화식 카테고리화 및 메타 정보, 대화식 객체, 자원 및 파일 관리, 대화식 검색, 대화식 선택, 대화식 고객화, 대화식 보안, 대

화식 도움말, 대화식 순위 설정(prioritization), 대화식 자원 관리, 출력 형식 지정(output formatting) 및 표시, 요약, 대화

식 지연 동작/에이전트(agent)/기억, 대화식 로직 및 통합 인터페이스 및 장치가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서

비스는 API 호출을 통해 대화식 애플리케이션 API 계층(803)을 거쳐 제공된다. 대화식 애플리케이션 및 행위/서비스 관리

자(815)는 장치의 기능(capability) 및 제약(constraint),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사용자 설정에 대하여 UI를 적합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상이한 기능을 실행할 책임을 진다.

대화식 회화 관리자(819)에는 모든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에 걸친 회화(음성 및 그 밖의 멀티모드 I/O, 예컨대 GUI 키보드,

포인터, 마우스 및 비디오 입력 등을 포함하는 대화식 회화) 관리 및 중재(회화 관리자 중재자, 즉 DMA)를 위한 기능이 포

함된다. 특히 대화식 회화 관리자(819)는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사용자가 어느 입력을 했는지 및 그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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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입력을 어느 애플리케이션이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정한다. DMA는 문맥/히스토리를 사용하여 추상화된 I/O 이

벤트(I/O 관리자에 의해 추상화됨)를 처리함으로써 사용자 의도를 파악한다. 추상화된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DMA는 이

벤트의 목표를 판정하고, 필요한 경우 확실하고 완전히 의도가 판정될 때까지 확정, 모호성 해소, 수정, 세부 사항 등을 구

한다. 그 후 DMA는 사용자의 질의에 연관된 동작을 실행시킨다. DMA 기능은 멀티모드 I/O 이벤트를 취급함으로써, (1)

목표 애플리케이션 또는 회화(또는 이의 일부)를 판정하고, (2) 과거의 히스토리 및 문맥을 (a) 사용자 의도 파악 (b) 파악

한 의도의 모호성 해소, 완결, 수정 또는 확정, 또는 (c) 사용자 의도를 완전히 파악한 후의 작업 배정을 위해 사용한다.

대화식 자원 관리자(820)는 어느 대화식 엔진(808)이 등록되었는지{국지적 대화식 엔진(808) 및/또는 네트워크에 분산된

자원}를 판정하고, 각 등록 자원의 성능 및 상태를 판정한다. 그리고 대화식 자원 관리자(820)는 CPU 사이클 할당 또는 입

/출력 우선 순위에 관한 순위를 정하여 능동 애플리케이션의 회화 흐름을 조정한다(예컨대 현재의 입력 또는 출력을 인식

또는 처리하는 데 연관된 엔진이 우선 순위를 가짐). 마찬가지로 분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능동 전면(foreground)

프로세스에 대한 네트워크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쓰이는 엔진 및 네트워크 경로를 라우팅 및 선택한다.

작업 배정자/관리자(821)는 국지 자원 및 네트워크상의 통상 및 대화식 자원 상에서 사용자 및 머신에 의해 생성된 상이한

작업 및 프로세스를 배정 및 조정한다. 메타 정보 관리자(822)는 메타 정보 저장소(818)를 통해 시스템과 연관된 메타 정

보를 관리한다. 메타 정보 관리자(822) 및 저장소(818)는, 통상의 상호작용에서 일반적으로는 알려진 것으로 가정되지만

현재의 대화 레벨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선험 지식, 문화적·교육적 가설 및 지속적인 정보, 과거의

요청, 참조 사항, 사용자 정보, 응용, 뉴스 등이 그 예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대화 히스토리/문맥의 길이/수명을 초과하여

보존 및 존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며, 또한 대화를 위한 상식인 것으로 기대되므로 현재 및 과거의 대화에서 정의

된 바 없는 정보이다. 또한 명령, 자원 및 매크로(macro) 등에 대한 숏컷(shortcut)은 메타 정보 관리자(822)에 의해 관리

되어 메타 정보 저장소(818)에 저장된다. 그리고 메타 정보 저장소(818)에는 사용자 신원에 기초한 사용자 이용 내역이 포

함된다. CVM 시스템이 제공하는 대화식 도움말 등의 서비스 및 회화 프롬프트(소개, 질문, 피드백 등)는 사용자 이용 내역

에 기초하여 메타 정보 저장소(818)에 저장된 바에 따라 애플리케이션과의 관련성에 맞게 만들어 질 수 있다. 사용자가 이

전에 일정한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한 바 있으면, 사용자가 이에 친숙하다는 가정 하에 설명을 줄일 수 있다. 마찬가지

로 사용자가 많은 오류를 발생시키면 설명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 바, 복수의 오류는 사용자가 확신이 없거나 낯설다든

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문맥 스택(817)은 회화 관리자(819)에 의해 관리되며, 이는 회화 관리자 및 중재자와 상호작용하는 문맥 관리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문맥 스택(817)은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는 모든 변수, 상

태, 입/출력 및 백엔드(backend)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며, 이들은 회화 및 회화 중에 발생하는 임의의 외부 이벤트의 맥락

에서 수행된다. 문맥 스택은 각 능동 회화(또는 유예된 회화 에이전트/기억)에 대응하는, 조직화 및 소트된 문맥과 연관되

어 있다. 전역 히스토리(816)는 CVM 시스템에 포함되며, 애플리케이션 각각의 문맥에서 벗어나 저장된다. 예컨대 전역 히

스토리는 대화 세션 중에 취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동작에 관한 정보(즉, 현재 세션에서 또는 머신이 활성화된 후부터

사용자와 머신 사이의 회화 히스토리)를 저장한다.

CVM 커널 계층(802)은 백엔드 추상화 계층(823)을 더 포함하는 바, 이는 회화 관리자(819)를 우회하기보다는 이를 통하

여 백엔드 비즈니스로직(813)에 대한 액세스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그러한 액세스가 문맥 스택(817) 및 전역 히스토

리(816)에 추가될 수 있다. 예컨대 백엔드 추상화 계층(823)은 회화 관리자(819)에 대한 입/출력을 데이터베이스 질의로

번역할 수 있다. 이 계층(823)은 표준화된 속성값 n쌍(n-tuple)을 데이터베이스 질의로 변환하고, 이러한 질의의 결과를

속성값 n쌍의 테이블 또는 집합으로 변환하여 회화 관리자(819)로 보낸다. 그리고 대화식 트랜스코딩(transcoding) 계층

(824)은 I/O 및 CVM을 실행시키는 장치의 엔진 성능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제시된 행위, UI 및 회화를 적합화시킨다.

CVM 시스템은 통신 스택(814)(또는 통신 엔진)을 OS(812)가 제공하는 기저 시스템 서비스의 일부로서 더 포함한다.

CVM 시스템은 통신 스택을 활용하여 대화식 프로토콜(804)(대화식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대화식 통신 서비스를 확장시

켜 줌)을 통해 정보를 전송한다. 여기서 통신 스택(814)은 잘 알려진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프로토콜 계층

과 관련하여 구현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대화식 장치간에 대화식 통신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본 기술 분야에 알려진 바

와 같이, OSI는 7개의 계층을 포함하며, 이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장치의 네트워크상에 분산된 대화식 애플리케이션 사

이의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계층(이들의 기능은 잘 알려져 있음)에는 애플리케이션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이 포함된다. 대화식 프로토콜(804)을 통

한 대화식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계층이 확장된다.

대화식 프로토콜(804)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원격 애플리케이션 및 자원이 이들의 대화 성능 및 프록시(proxy)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화식 프로토콜(804)은 1999년 10월 1일자 PCT 특허 출원 제PCT/US99/22925호(대리인측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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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YO999-113호), "네트워크 통합 대화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Providing

Network Coordinated Conversational Services)"에 더 상세히 개시되었으며(대화식 프로토콜은 CVM 시스템을 사용하

지 않는 시스템에서 사용되었음),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되었다.

도 1의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10)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앞서 언급한 바처럼 도 8a 및 도 8b의 맥락에서 CVM 기

반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지만,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10)은 그 대신 "대화식 브라우저"로서 구현될 수도 있으

며, 이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PCT 특허출원 제PCT/US99/23007호(대리인측 분류번호 제 YO998-392호)에 기술된 바

있다. 본 명세서에 의해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는 본 발명의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D. 대화식 데이터 마이닝

이제 도 9a 및 도 9b를 참조하면, 대화식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이

러한 대화식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1999년 8월 10일자 미국 특허 출원 제09/371,400호(대리인측 분류번

호 제YO999-227호), "대화식 데이터 마이닝"에 기술된 바 있으며,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되었다. 도 1의 기분/초점

분류자 모듈(22)의 구현에 채용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에 관해 이후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있어 기분 분류

및 초점 탐지의 구현을 위한 그 밖의 메커니즘이 채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자.

초점 탐지는 모호성 해명과 함께 도 1의 회화 관리자(18)에 따라서 수행될 수 있으나, 도 1의 기분/초점 분류자(22)에 따라

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구현에 관해서는 이후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서 분류 및 데이터 마이닝에 의해 초점을 판

정하는 것은, 기분을 판정하거나 사용자를 분류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이후 설명할 것임). 즉 사용

자의 태도 및 움직임/제스처를 사용하여 가장 가능성 있는 초점 항목 및 초점 상태를 확률적으로 판정한다.

도 9a 및 도 9b는 음성 기반의 이벤트 데이터에 대하여 도 1의 기분/초점 분류자(22)에 채용될 수 있는 기분/초점 분류 기

술을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비디오 기반의 이벤트 데이터와 연관된 모드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애플리케이션

에 관한 설명은 도 9c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바, 여기서는 이러한 분류 기술이 멀티모드 입력에 쉽게 응용될 수 있음을 나

타내었다.

도 9a는 본 발명에 있어서 사용자의 음성과 연관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를 나타내고 있다. 본 장치는 일반적으로 900

과 같이 설계된다. 이 장치는 사용자와의 대화를 수행하는 회화 관리 유닛(902)을 포함한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입력 데이

터 이벤트는 도 1의 I/O 관리자(14)를 통해 시스템(900)에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치(900)는 오디오 포착 모듈

(906)을 더 포함하는 바, 이는 회화 관리자 유닛(902)에 연결되어 있고, 대화 중 사용자(904)의 발화와 연관된 음성 파형

을 포착한다. 도 9a의 설명 편의를 위해 도시한 것이지만, 오디오 포착 유닛(906)은 도 1의 I/O 서브시스템(12)의 일부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포착된 입력 데이터는 I/O 관리자(14)를 통해 시스템(900)으로 전달된다. 여기서 사용된 바와 같이,

제1 인물과 제2인물(또는 기계,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조합)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임의의 상호작용(적어도 일부의 음성을

포함함)을 포함하도록 대화가 광범위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본 발명의 멀티모드 시스템(10)의 설

명에 기초하여 기분 분류(초점 탐지) 시스템(900)이 유사한 방식으로 비디오를 처리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

장치(900)는 음향 프론트엔드(acoustic front end)(908)를 더 포함하는 바, 이는 오디오 포착 모듈(906)에 연결되어 있고,

음성 파형을 수신 및 디지타이즈(digitize)하여 디지타이즈된 음성 파형을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음향 프론트엔드

(908)는 디지타이즈된 음성 파형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음향 특징(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속성과 상관됨)을 추출하도록

구성된다.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속성에는 다음 중 적어도 하나가 포함될 수 있다. 즉 성별, 연령, 강세, 모국어, 방언, 사회

경제적 계층, 교육 수준 및 감정 상태가 그것이다. 회화 관리 유닛(902)은 음향 프론트엔드(908)로부터 획득한 멜 켑스트

럼(MEL cepstra)과 같은 음향 특징을 채용할 수 있는 바,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직접 연결을 할 수 있다.

장치(900)는 처리 모듈(910)을 더 포함하는 바, 이는 음향 프론트엔드(908)에 연결되어 있고, 적어도 하나의 음향 특징을

분석하여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속성을 판정한다. 또한 장치(900)는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912)를 더 포함

하는 바, 이는 처리 모듈(910)에 연결되어 있고,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속성을 적어도 하나의 식별 색인과 함께 후속 데이

터 마이닝을 위한 형태로 저장한다. 식별 색인은 이후 설명하기로 한다.

사용자의 성별은 사용자 음성의 피치(pitch)를 분류함으로써, 또는 단순히 그 특성을 집단화(clustering)함으로써 판정될

수 있다. 후자의 방법은, 일정한 성별을 갖는 다수의 화자 집단과 연관된 성문(voice print)을 구축한 후 두 세트의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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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화자 분류를 수행한다. 사용자의 연령은 연령 그룹을 분류함으로써 판정될 수 있는 바, 성별 판정과 유사한 방식이

다. 비록 제한된 신뢰도를 갖지만, 연령의 폭넓은 클래스, 예컨대 어린이, 10대, 성인 및 고령자를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음향 특징으로부터 강세를 판정하는 것은 본 기술분야에 알려져 있다. 예컨대 링컨(Lincoln) 등의 논문인 "강세 식별에 관

한 두 가지 무감독 방식의 비교(A Comparison of Two Unsupervised Approaches to Accent Identification)"{199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oken Language Processing(ICSLP'98), 호주 시드니}에서 유용한 기술을 설명하고 있

다. 모국어는 강세 분류와 본질적으로 동등한 방식으로 판정될 수 있다. 사용자의 모국어에 관한 메타 정보가 각각의 강세/

모국어 모델을 정의하는 데 추가될 수 있다.

즉, 각 모국어에 대한 모델을 생성함에 있어, 그 언어를 자신의 모국어라고 칭하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마트루프

(Matrouf) 등의 논문인 "어휘 정보를 통합한 언어 식별(Language Identification Incorporating Lexical Information)"

(ICSLP'98)에서는 언어 식별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논하고 있다.

방언은 액센트로부터, 또한 그 방언에 특정한 키워드 또는 관용어의 용법으로부터 판정될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어에서

숫자 90을 말하기 위해 "Quatre Vingt Dix" 대신 "nonante"를 선택하였다면, 그 화자를 프랑스나 캐나다 혈동이 아닌 벨기

에나 스위스 혈통인 것으로 식별하게 된다. 또한 숫자 80에 대하여 "octante"나 "Huitante" 대신 "quatre-vingt"를 선택하

였다면, 그를 스위스인이 아닌 벨기에인으로 식별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영어에 있어서, "grocery bag"이라 하지 않고

"grocery sack"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중대서양(Midatlantic) 출신이라기보다는 중서부 출신인 것으로 식별될 것이다. 그

예로서는 "soft drink"에 대해 전자는 "soda", 후자는 "pop"라고 할 것이다. 국제적인 맥락에서, "vacation" 대신 "holiday"

라고 하면 미국 출신이라기 보다는 영국 출신인 것으로 식별될 것이다. 이 문단에서 설명한 작업은 이후 설명할 음성 인식

기(126)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사회경제적 계층은 사용자의 인종 배경, 종족 배경, 경제적 지위(예컨대 블루컬러인지 화이트컬러인지, 또는 부유층인지)

등의 요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판정은 표시된 강세 및 방언을 통해, 그리고 사용자의 단어 선택을 검사함으로써 트레

이닝시 이루어진다. 제한된 신뢰도를 갖지만, 이러한 기술은 데이터 마이닝에 유용한 사용자 배경에 관한 충분한 식견을

제공한다.

교육 수준은 사회경제적 계층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단어 선택 및 강세에 의해 판정될 수 있다. 이 또한 제한된 신뢰도를

갖지만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목적으로는 충분하다.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음향 특징으로부터 판정하는 것은 본 기술 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인식될 수 있는 감정 카테고리에

는 분노, 당황, 공포, 불안, 슬픔, 격앙, 절망, 행복, 흥미, 권태, 수치, 경멸, 혼란, 혐오 및 자신감 등이 포함된다. 감정 상태

를 관련 음향 특징으로부터 판정하는 방법의 예시는 ICSLP'98에서 발표된 논문들인 페레이라(Pereira) 및 왓슨(Watson)

의 "감정의 음향 특성(Some Acoustic Characteristics)", 아미르(Amir) 및 론(Ron)의 "음성에 있어서의 자동 감정 분류

(Towards an Automatic Classification of Emotions in Speech)", 화이트사이드(Whiteside)의 "감정 시뮬레이션: 음성

및 동요 측정에 관한 음향적 연구(Simulated Emotions: An Acoustic Study of Voice and Perturbation Measures)"에

설명된 바 있다.

오디오 포착 모듈(906)은 예컨대 A/D 변환기 보드(board), 대화식 음성 응답 시스템 및 마이크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회화 관리 유닛(902)은 예컨대 오디오 포착의 구현에 쓰인 것과 같은 전화 대화식 음성 응답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대신, 회화 관리 유닛은 단지 인간 조작자(operator)에 대한 음향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 회화 관리자 유닛(902)

은 인간 조작자 대신, 또는 그에 더하여 사용자에 대한 머신 프롬프팅(machine-prompting)을 하기 위해, NLU, NLG(자연

언어 생성; natural language generation), FSG 및/또는 TTS를 포함할 수 있다. 처리 모듈(910)은 IVR의 프로세서 부분

에 구현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적합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별개의 범용 컴퓨터로 구현될 수도 있다. 또한 처리 모듈은

ASIC과 같은 특정 용도 회로(application specific circuit)를 사용하여 구현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인 구성요소, 또

는 개별 및 통합 구성요소의 조합을 채용한 특정 용도 회로로 구현될 수 있다.

처리 모듈(910)은 감정 상태 분류자(914)를 포함할 수 있다. 분류자(914)는 감정 상태 분류 모듈(916) 및 감정 상태 원형

(prototype) 데이터베이스(918)를 포함할 수 있다.

처리 모듈(910)은 화자 집단화 및 분류자(92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요소(920)는 화자 집단화 및 분류 모듈(922) 및 화자

클래스 데이터베이스(924)를 더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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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모듈(910)은 음성 인식기(926)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음성 인식기 자신은 음성 인식 모듈(928) 및 음성 원형, 언어

모델 및 문법 데이터베이스(930)를 포함한다. 음성 인식기(926)는 회화 관리 유닛(902)의 일부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

면 예컨대 처리 모듈(910) 내의 별개 요소일 수 있다. 또한 처리 모듈(910)은 강세 식별자(932)를 포함할 수 있는 바, 여기

에는 강세 식별 모듈(934) 및 강세 데이터베이스(936)가 포함된다.

처리 모듈(910)은 요소(914, 920, 926 및 932) 중 어느 한 가지, 또는 이들 모두,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장치(900)는 후처리기(post processor)(938)를 더 포함할 수 있는 바, 이는 데이터 웨어하우스(912)에 연결되어 있고, 사

용자 발화를 전사(轉寫; transcribe)하고 그로부터 키워드 검출을 수행하도록 구성된다. 비록 도 9a에서 별개의 항목으로

나타내었지만, 후처리기는 처리 모듈(910)의 일부로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의 하위 구성요소의 일부로서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이는 음성 인식기(926)의 일부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후처리기(938)는 IVR의 처리기의 일부로서 특정 용도

회로로 구현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적합한 소프트웨어 모듈을 사용하여 범용 컴퓨터 상에 구현될 수도 있다. 후처

리기(938)는 음성 인식기(926)를 채용할 수도 있다. 후처리기(938)는 또한 의미 모듈(semantic module)(도시하지 않음)

을 포함하여 구문의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다. 음성 인식기(926)는 의미 모듈을 사용하여, 리스트상의 복호화되는 일부 후

보가 무의미하므로 이를 폐기하거나 또는 의미 있는 후보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타나내도록 할 수 있다.

음향 프론트엔드(908)는 본 기술 분야에 알려진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8차원 이상의 에너지 프론트엔드일 수 있다. 그러나

13, 24 또는 그 밖의 어떤 차원 수도 사용될 수 있다. 멜 켑스트럼은 예컨대 델타 및 델타 델타 파라미터(즉, 1차 및 2차 유

한 미분)에 의해 10 msec의 겹침이 있는 25 msec 프레임 상에서 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음향 특징은 도 9a의 화자 집단

화 및 분류자(920), 음성 인식기(926) 및 강세 식별자(932)에 공급될 수 있다.

그 밖의 음향 특징의 유형은 음향 프론트엔드(908)에 의해 추출될 수 있다. 이것들을 감정 상태 특징이라 할 수 있고, 예컨

대 연속적인(running) 평균 피치, 피치 지터(pitch jitter), 연속 에너지 편차, 발화 속도, 흔들림(shimmer), 기초 주파수 및

기초 주파수 변화량이 그 예이다. 피치 지터라 함은 피치의 1차 미분에 있어서 부호 변화의 수를 말한다. 흔들림이라 함은

에너지 지터를 말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음향 프론트엔드(908)로부터 감정 상태 분류자(914)로 공급될 수 있다. 앞서 언급

한 음향 특징(MEL 켑스트럼 및 감정 상태 특징 포함)은 미가공, 즉 미처리 특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용자 질의는 IVR에 의해,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전사될 수 있다. 음성 특징은 우선 텍스트 독립적인 화자 분류 시스템에 의

해, 예컨대 화자 집단화 및 분류자(920)에서 처리될 수 있다. 이는 화자들의 음성에 관하여 음향 유사성에 기초한 화자 분

류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현 및 사용은 1996년 2월 2일자 미국 특허 출원 제60/011,058호, 1997년 1월 28

일자 미국 특허 출원 제08/787,031호(1999년 4월 20일자 미국 특허 제5,895,447호로 결정), 1997년 1월 28일자 미국

특허 출원 제08/788,471호 및 1997년 1월 28일자 미국 특허 출원 제08/787,029호(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됨)에 개시

된 바 있다. 화자 분류는 감독 또는 무감독일 수 있다. 감독하는 경우 클래스는 외부 정보에 기초하여 미리 결정된다. 통상

적으로 그러한 분류에 의해 남성 대 여성, 성인 대 아동, 원어민 대 비원어민 등을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 과정의 색인

은 처리되는 특징을 포함한다. 이러한 처리의 결과는 감정 상태 분류자(914)에 공급되어 감정 상태 특징을 평균(일정한 클

래스에 대해 트레이닝시에 중성 감정 상태에 대하여 관찰함)에 대하여 정규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감정 상태 분류자

(914)는 정규화된 감정 상태를 사용하고, 그 후 감정 상태의 추정치를 출력한다. 이러한 출력은 또한 처리되는 특징의 일부

로서 간주될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감정 상태 특징은 음성 집단화 및 분류자(920)에 의해 생성되는 각 클래스에 대하여,

감정 상태 분류자(914)에 의해 정규화될 수 있다.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규화한다. X0를 기준 주파수라 하자. Xi를 측정된

주파수라 하자. 그러면 정규화된 특징은 Xi-X0로 주어질 것이다. 이 양은 양수이거나 음수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차원이

없지는 않다.

음성 인식기(926)는 사용자로부터의 질의를 전사할 수 있다. 이는 화자 독립 또는 클래스 의존적인 LVCSR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은 예컨대 욕설 등을 탐지하는 키워드 검출기처럼 간단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본 기술

분야에 있어 잘 알려져 있다. 출력은 완전한 문장일 수 있으나, 더욱 섬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컨대 인식된 단어의 시간

정렬이 그것이다. 시간이 찍힌 전사본(transcription)은 또한 처리되는 특징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후에 본 발명의

방법과 관련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따라서 거래의 모든 단계로부터의 대화가 전사 및 저장될 수 있다. 도 9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적합한 데이터가 화자 집단화 및 분류자(920)로부터 감정 상태 분류자(914) 및 화자 인식기(926)로 전송된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사용자로부터의 입력 음성으로 강세, 방언 및 언어 인식을 수행할 수 있다. 인식 대상인 상이한 강세를 갖

는 여러 화자들에 대해, 그들의 음성에 관해 연속 음성 인식기를 트레이닝할 수 있다. 트레이닝되는 화자 각각은 강세 벡터

(각 차원은 각 레펨의 각 상태와 연관된 가장 가능성 있는 혼합 구성요소를 나타냄)와 연관될 수 있다. 이들 강세 벡터들 사

이의 거리에 기초하여 화자를 집단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은 예컨대 구성원인 화자의 액센트인 것으로 식별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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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세 식별은 사용자의 음성으로부터 강세 벡터를 추출하여 이를 분류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방

언, 사회경제적 계층 등은 사용자가 쓰는 어휘 및 일련의 단어에 기초하여 추정될 수 있다. 적합한 키워드, 문장, 또는 문법

오류를 탐지하여 이를 전문적인 언어학적 지식을 통해 편찬할 수 있다. 강세,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연령 등은 처리되는

특징의 일부이다. 도 9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굵은 화살표로 나타낸, 처리되는 어떤 특징도 데이터 웨어하우스(912)에 저장

될 수 있다. 또한 미가공 특징(점선으로 나타냄)도 또한 데이터 웨어하우스(912)에 저장될 수 있다.

처리된 또는 미가공된 특징 중 어떤 것도 데이터 웨어하우스(912)에 저장될 수 있고, 또한 거래 완료시에, 기존에 수집된

그 밖의 데이터와 연관될 수 있다. 고전적인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그 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예컨대 알렉스 버

슨(Alex Berson) 및 스티븐 J. 스미스(Stephen J. Smith)의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마이닝 및 OAAP(Data

Warehousing, Data Mining and OAAP)"(McGraw Hill, 1997) 및 카베나(Cabena) 등의 "데이터 마이닝의 발견

(Discovering Data Mining)"(Prentice Hall, 1998)과 같은 서적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알려져 있다. 일정한 비즈니스 목

표에 있어서, 예컨대 표적 마케팅, 예측 모델 또는 분류자를 적합한 마이닝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으로 획득하게 된다.

데이터 웨어하우스(912)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는 후속 데이터 마이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으로 저장될 수 있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마이닝될 데이터가 저장될 적합한 형식을 알고 있으며, 이는 앞서 참조한 두 책에 설명되어 있다. 비

즈니스 목표에는 예컨대 일정한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 제안에 취약한 사용자의 탐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문제가 있어

조작자를 바꿔줘야 하는 사용자의 탐지 및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 관리자를 바꿔줘야 하는 사용자의 탐지가 포함될 수 있

다. 사용자는 장치(900)를 채용한 비즈니스의 고객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기타 유형의 시설(예컨대 비영리 시설, 정

부 기관 등)의 클라이언트일 수 있다.

특징이 추출되어 의사결정이 모델에 의해 동작으로 반환될 수 있다. 이는 추후 설명하기로 한다.

도 9b는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실시간 변경가능 음성 시스템(1000)을 나타내고 있다. 도 9a의 것과

유사한 도 9b의 요소에 대해서는 100씩 증가시킨 숫자로 표시하였다. 시스템(1000)은 앞서 논한 것과 유사한 회화 관리

유닛(1002)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도 9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유닛(1002)은 인간 조작자 또는 관리자이거나 IVR 또는

VUI(Voice User Interface)일 수 있다. 시스템(1000)은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오디오 포착 모듈(1006) 및 음향

프론트엔드(1008)를 포함할 수 있다. 장치(900)와 마찬가지로 장치(1002)는 직접 음향 프론트엔드(1008)에 연결될 수 있

고, 이에 의해 원하는 경우 멜 켑스트럼 또는 프론트엔드(1008)가 판정하는 그 밖의 음향 특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시스템(1000)은 앞서 언급한 것과 유사하지만 이제 설명할 추가적인 특징을 갖는 처리 모듈(1010)을 포함한다. 처리

모듈(1010)은 사용자의 동적 분류를 수행하는 동적 분류 모듈(1040)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처리 모듈(1010)은 음성

시스템(1000)의 행위를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속성(사용자의 음성으로부터 추출된 적어도 하나의 음향 특징에 기초하여

판정된 것임)에 기초하여 변경하도록 구성된다. 시스템(1000)은 비즈니스 로직 유닛(1042)을 더 포함할 수 있는 바, 이는

회화 관리 유닛(1002) 및 동적 분류 모듈(1040)에 연결되어 있고, 음향 프론트엔드(1008)에는 선택적으로 연결된다. 비즈

니스 로직 유닛은 IVR 또는 VUI의 처리 부분으로서 구현될 수 있고, 적절하게 프로그램된 범용 컴퓨터의 일부일 수도 있

으며, 또는 특정 용도 회로일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처리 모듈(1010){모듈(1040) 포함}은 범용 컴퓨터로서, 비즈니스 로

직(1042)은 IVR 시스템의 프로세서 부분으로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적 분류 모듈1040)은 비즈니스 로직 유닛

(1042) 및 회화 관리 유닛(1002)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일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데이터 웨어하우스(1012) 및 후처리기(1038)는 도시한 바와 같이 선택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처럼 데

이터 수집 장치(900)에 대해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 발명의 실시간 변경 가능 음성 시스템(1000)

에 있어서 데이터 웨어하우징은 선택적이며, 원하는 경우 시스템은 요소(1040, 1042 및 1002)들에 대해 논한 실시간 피

드백으로 한정될 수 있다.

처리 모듈(1010)은 인간 조작자에게 촉구함으로써, 회화 관리 유닛(1002)에 접속된 피드백 라인에 의해 제안한 대로 시스

템(1000)의 행위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예컨대 인간 조작자는 사용자의 화가 나있는 감정 상태를 탐지한

경우 경보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를 진정시키는 말을 하거나 또는 더 고위의 감독자를 바꿔주도록 촉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처리 모듈(1010)은 시스템(1000)의 비즈니스 로직(1042)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예컨대 처리 모듈(1010) 및 비즈

니스 로직 유닛(1042)이 IVR 시스템의 일부인 경우 수행될 수 있다. 비즈니스 로직에는 시스템(1000)이 탐지한 사용자의

속성에 기초하여 사용자에 대한 마케팅 제의를 맞추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며, 비즈니스 로직을 변경하는 예는 이후 설명

하도록 하겠다.

이제 도 9c를 참조하면, 앞서 설명한 기분/초점 분류 기술이 멀티모드 환경(음성 및 비디오 입력 이벤트 데이터 포함)에서

도 1의 기분/초점 분류자(2)에 의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나타낸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시한 바처럼, 도 9c에 나타낸

분류자에는 음성 입력 채널(1050-1), 음성 채널 제어기(1052-1) 및 음성 기반의 기분 분류 서브시스템(1054-1)이 포함

된다. 분류자에는 또한 비디오 입력 채널(1050-N), 비디오 채널 제어기(1052-N) 및 비디오 기반의 기분 분류 서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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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N)이 포함된다. 물론 그 밖의 입력 채널 및 이에 대응하는 분류 서브시스템 또한 그 밖의 모드에 대해 분류자를 확

장시키도록 포함될 수 있다. 개개의 분류 서브시스템은 각각 이들이 입력 채널로부터의 미가공 특징을 취하여, 인식 및 분

류 엔진을 채용하여 그 특징을 처리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1058)와 관련해서 동적 분류 판정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세

부 사항은 앞서 도 9a 및 도 9b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비디오 특징은 음성 특징과 마찬가지로 취급될 수 있다. 그 후 각 입

력 모드로부터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블록(1056)에서 결합 동적 분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종합적인 분류 판정을

하게 된다. 비즈니스 로직 유닛(1060) 및 멀티모드 쉘(1062)은 기분/초점 분류자에 의해 실행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프로세스를 제어하는데 쓰인다. 채널 제어기(1052-1 및 1052-N)는 음성 데이터 및 비디오 데이터의 입력을 각각 제

어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사용자의 기분을 판정한 후 앞서 설명한 바처럼 기분 분류 시스템은 도 1의 I/O 서브시

스템(12)에 대하여, 사용자의 기분 및/또는 초점을 바꾸는 효과를 갖게끔 그 환경 내의 장치를 조정(예컨대 온도 제어 시스

템, 음악 시스템 등)하도록 I/O 관리자(14)를 통해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도 10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현예를 나타낸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이 특정한 구현예에서, 도 1 내지 도 9c에 나타낸 본 발명의 시스템 예와 연관된 여러 동작을 제어 및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서(1092)가 메모리(1094)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1096)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프로세서"라는 용어는 예컨대

CPU 및/또는 그 밖의 처리 회로를 포함하는 어떠한 처리 장치라도 포함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예컨대

프로세서는 본 기술 분야에 알려진 바와 같은 DSP(Digital Signal Processor)일 수 있다. "메모리"라는 용어는 프로세서나

CPU와 연관된 메모리, 예컨대 RAM, ROM, 고정식 메모리 장치(예컨대 하드 드라이브), 이동식 메모리 장치(예컨대 디스

켓), 플래시 메모리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는, 처리 유닛에 대한 데이터 입력을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입력 장치(예컨대 키보드) 및/또는 처리 유닛과 연관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출

력 장치(예컨대 CRT 디스플레이 및/또는 프린터)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1096)는 또한 사용자 음성

을 수신하기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마이크 및 이미지 데이터를 포착하기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카메라/센서는 물론

멀티모드 시스템에서 쓰이는 그 밖의 I/O 인터페이스 장치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본 발명의 방식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 또는 코드를 포함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관련 메모리 장치(예컨대 ROM, 고정식 또는 이동식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고, 사용할 준비가 된 경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적재되어(예컨대 RAM으로) CPU에 의해 실행된다. 어떤 경우이건, 도 1 내지 도 9c에 나타낸 요소들은 다양

한 형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바, 예컨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DSP(관련 메모리

구비), 특정 용도 IC, 기능 회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적절하게 프로그램된 범용 디지털 컴퓨터(관련 메모리 구비) 등이 그

것이다. 본 명세서의 설명에 의해 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요소들의 그 밖의 구현예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이들 특정 실시예로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

며,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본 발명의 범주 또는 취지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그 밖의 변환 및 변경을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겠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은 자신이 배치된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를 입력받도록 구성되고, 상기 멀티모

드 데이터는 제1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 및 적어도 제2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환경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멀티모드 시스템에 의해 제어 가능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회화 관리자 모듈 또는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과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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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으로부터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수신하고,

(ii)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

도, 초점 및 기분을 판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iii) 상기 판정된 의도, 상기 판정된 초점 및 상기 판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경에서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며,

상기 메모리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프로세서에 의

해 내려진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고,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은 자신이 배치된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를 입력받도록 구성되고, 상기 멀티모

드 데이터는 제1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 및 적어도 제2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환경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멀티모드 시스템에 의해 제어 가능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회화 관리자 모듈 또는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과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i)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으로부터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수신하고,

(ii)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

도, 초점 및 기분 중 적어도 하나를 판정하고,

(iii) 상기 판정된 의도, 상기 판정된 초점 및 상기 판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경에서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며,

상기 메모리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프로세서에 의

해 내려진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고,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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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환경에서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 실행은,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가 상기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사용자의 상기 판정된 의도, 초점 및 기분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시키도록 제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멀티모드 대

화식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5.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은 자신이 배치된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를 입력받도록 구성되고, 상기 멀티모

드 데이터는 제1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 및 적어도 제2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환경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멀티모드 시스템에 의해 제어 가능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회화 관리자 모듈 또는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과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i)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으로부터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수신하고,

(ii)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

도, 초점 및 기분 중 적어도 하나를 판정하고,

(iii) 상기 판정된 의도, 상기 판정된 초점 및 상기 판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경에서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며,

상기 메모리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프로세서에 의

해 내려진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고,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환경에서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 실행은,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가 상기 판정 중 적어도

하나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사용자 입력을 요청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6.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은 자신이 배치된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를 입력받도록 구성되고, 상기 멀티모

드 데이터는 제1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 및 적어도 제2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환경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멀티모드 시스템에 의해 제어 가능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회화 관리자 모듈 또는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과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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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으로부터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수신하고,

(ii)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

도, 초점 및 기분 중 적어도 하나를 판정하고,

(iii) 상기 판정된 의도, 상기 판정된 초점 및 상기 판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경에서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며,

상기 메모리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프로세서에 의

해 내려진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고,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 실행은, 상기 시스템이 이전의 입력으로부터 파악한 것을 추가적으로 완성하거나, 수정하

거나 또는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 중 적어도 하나의 처리를 개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7.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은 자신이 배치된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를 입력받도록 구성되고, 상기 멀티모

드 데이터는 제1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 및 적어도 제2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환경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멀티모드 시스템에 의해 제어 가능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회화 관리자 모듈 또는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과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i)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으로부터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수신하고,

(ii)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

도, 초점 및 기분 중 적어도 하나를 판정하고,

(iii) 상기 판정된 의도, 상기 판정된 초점 및 상기 판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경에서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며,

상기 메모리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프로세서에 의

해 내려진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고,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판정을 하기에 앞서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벤트로 추상화하도록 더 구성된 것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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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은 자신이 배치된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를 입력받도록 구성되고, 상기 멀티모

드 데이터는 제1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 및 적어도 제2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환경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멀티모드 시스템에 의해 제어 가능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회화 관리자 모듈 또는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과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i)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으로부터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수신하고,

(ii)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

도, 초점 및 기분 중 적어도 하나를 판정하고,

(iii) 상기 판정된 의도, 상기 판정된 초점 및 상기 판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경에서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며,

상기 메모리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프로세서에 의

해 내려진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고,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판정을 하기에 앞서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작업을 수행하도록 더 구성된 것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9.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 입/출력 관리자 모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엔진, 회화 관리자 모듈, 초

점 및 기분 분류 모듈 및 문맥 스택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은 자신이 배치된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를 입력받도록 구성되고, 상기 멀티모

드 데이터는 제1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 및 적어도 제2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환경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멀티모드 시스템에 의해 제어 가능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입/출력 관리자 모듈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상기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를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이벤트로 추상화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엔진은 상기 입/출력 관리자 모듈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필요한 경우 상기 추상화된 멀티

모드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작업을 수행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회화 관리자 모듈은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엔진 및 상기 입/출력 관리자 모듈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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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상기 추상화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일부 및 필요한 경우 상기 인식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고,

(ii)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

도를 판정하며,

(iii) 상기 판정된 의도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경에서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며,

상기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은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엔진 및 상기 입/출력 관리자 모듈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i) 상기 추상화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일부 및 필요한 경우 상기 인식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고,

(ii)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초

점 및 기분 중 적어도 하나를 판정하며,

(iii) 상기 초점 및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경에서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며,

상기 문맥 스택 메모리는 상기 회화 관리자 모듈,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엔진 및 상기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에 동

작적으로 결합되고,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회화 관리자 및 상기 분류 모듈에 의해 내려진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고,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10.

컴퓨터 기반의 대화식 컴퓨팅 방법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하는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제1 모

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 및 적어도 제2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를 포함)를 획득하는 단계와,

회화 관리자 모듈 또는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프로세서에 의해, 상기 획득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도, 초점 및 기분을 판정

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판정된 의도, 상기 판정된 초점 및 상기 판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

경에서 실행시키는 단계와,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기반의 대화식 컴퓨팅 방

법.

청구항 1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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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컴퓨터 기반의 대화식 컴퓨팅 방법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하는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제1 모

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 및 적어도 제2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를 포함)를 획득하는 단계와,

회화 관리자 모듈 또는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프로세서에 의해, 상기 획득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도, 초점 및 기분 중 적어

도 하나를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판정된 의도, 상기 판정된 초점 및 상기 판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

경에서 실행시키는 단계와,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환경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실행시키는 단계는,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가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의 상기 판정된 의도, 초점 및 기분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시키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기반의 대화식 컴퓨팅 방법.

청구항 14.

컴퓨터 기반의 대화식 컴퓨팅 방법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하는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제1 모

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 및 적어도 제2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를 포함)를 획득하는 단계와,

회화 관리자 모듈 또는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프로세서에 의해, 상기 획득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도, 초점 및 기분 중 적어

도 하나를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판정된 의도, 상기 판정된 초점 및 상기 판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

경에서 실행시키는 단계와,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환경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실행시키는 단계는,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가 상기 판정

중 적어도 하나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사용자 입력을 요청하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기반

의 대화식 컴퓨팅 방법.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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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기반의 대화식 컴퓨팅 방법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하는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제1 모

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 및 적어도 제2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를 포함)를 획득하는 단계와,

회화 관리자 모듈 또는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프로세서에 의해, 상기 획득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도, 초점 및 기분 중 적어

도 하나를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판정된 의도, 상기 판정된 초점 및 상기 판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

경에서 실행시키는 단계와,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실행시키는 단계는, 상기 시스템이 이전의 입력으로부터 파악한 것을 추가적으로 완성하

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 중 적어도 하나의 처리를 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기반의 대

화식 컴퓨팅 방법.

청구항 16.

컴퓨터 기반의 대화식 컴퓨팅 방법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하는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제1 모

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 및 적어도 제2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를 포함)를 획득하는 단계와,

회화 관리자 모듈 또는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프로세서에 의해, 상기 획득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도, 초점 및 기분 중 적어

도 하나를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판정된 의도, 상기 판정된 초점 및 상기 판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

경에서 실행시키는 단계와,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판정을 하기에 앞서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벤트로 추상화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기반의 대화식 컴퓨팅 방

법.

청구항 17.

컴퓨터 기반의 대화식 컴퓨팅 방법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하는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제1 모

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 및 적어도 제2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를 포함)를 획득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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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관리자 모듈 또는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프로세서에 의해, 상기 획득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도, 초점 및 기분 중 적어

도 하나를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판정된 의도, 상기 판정된 초점 및 상기 판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

경에서 실행시키는 단계와,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판정을 하기에 앞서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기반의 대화식 컴퓨팅 방

법.

청구항 18.

대화식 컴퓨팅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하는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제1 모

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 및 적어도 제2 모드 입력 센서와 연관된 데이터를 포함)를 획득하는 단계와,

회화 관리자 모듈 또는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프로세서에 의해, 상기 획득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도, 초점 및 기분을 판정

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판정된 의도, 상기 판정된 초점 및 상기 판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

경에서 실행시키는 단계와,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는 단계

를 실행시키기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고,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19.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은 자신이 배치된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를 입력받도록 구성되고, 상기 멀티모

드 데이터는 적어도 오디오 기반의 데이터 및 이미지 기반의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환경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멀티모드 시스템에 의해 제어 가능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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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회화 관리자 모듈 또는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과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i)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으로부터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수신하고,

(ii)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

도, 초점 및 기분을 판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iii) 상기 판정된 의도, 상기 판정된 초점 및 상기 판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경에서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며,

상기 메모리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프로세서에 의

해 내려진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고,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은, 상기 이미지 기반의 데이터를 포착하기 위해 상기 환경에 배치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미지 포착 장치를 포함하는 것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기반의 데이터는 가시 파장 스펙트럼 및 비가시 파장 스펙트럼 중 적어도 하나에 속하는 것

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기반의 데이터는 비디오, 적외선 및 무선 주파수 기반의 이미지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인 것

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25.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은, 상기 오디오 기반의 데이터를 포착하기 위해 상기 환경에 배치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디오 포착 장치를 포함하는 것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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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디오 포착 장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마이크를 포함하는 것인 멀티모드 대

화식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27.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은, GUI(Graphical User Interface) 기반의 데이터를 포착하기 위

해 상기 환경에 배치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GUI 기반의 입력 장치를 포함하는 것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28.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은, 필적 기반의 데이터를 포착하기 위해 상기 환경에 배치된 스타일

러스(stylus) 기반의 입력 장치를 포함하는 것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29.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은 자신이 배치된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를 입력받도록 구성되고, 상기 멀티모

드 데이터는 적어도 오디오 기반의 데이터 및 이미지 기반의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환경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멀티모드 시스템에 의해 제어 가능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회화 관리자 모듈 또는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과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i)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으로부터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수신하고,

(ii)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

도, 초점 및 기분 중 적어도 하나를 판정하며,

(iii) 상기 판정된 의도, 상기 판정된 초점 및 상기 판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경에서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며,

상기 메모리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프로세서에 의

해 내려진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고,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환경에서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 실행은,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가 상기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사용자의 상기 판정된 의도, 초점 및 기분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시키도록 제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멀티모드 대

화식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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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은 자신이 배치된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를 입력받도록 구성되고, 상기 멀티모

드 데이터는 적어도 오디오 기반의 데이터 및 이미지 기반의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환경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멀티모드 시스템에 의해 제어 가능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회화 관리자 모듈 또는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과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i)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으로부터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수신하고,

(ii)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

도, 초점 및 기분 중 적어도 하나를 판정하며,

(iii) 상기 판정된 의도, 상기 판정된 초점 및 상기 판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경에서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며,

상기 메모리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프로세서에 의

해 내려진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고,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환경에서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 실행은,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가 상기 판정 중 적어도

하나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사용자 입력을 요청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31.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은 자신이 배치된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를 입력받도록 구성되고, 상기 멀티모

드 데이터는 적어도 오디오 기반의 데이터 및 이미지 기반의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환경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멀티모드 시스템에 의해 제어 가능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회화 관리자 모듈 또는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과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i)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으로부터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수신하고,

(ii)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

도, 초점 및 기분 중 적어도 하나를 판정하며,

(iii) 상기 판정된 의도, 상기 판정된 초점 및 상기 판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경에서 실행시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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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며,

상기 메모리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프로세서에 의

해 내려진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고,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판정을 하기에 앞서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벤트로 추상화하도록 더 구성된 것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32.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은 자신이 배치된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를 입력받도록 구성되고, 상기 멀티모

드 데이터는 적어도 오디오 기반의 데이터 및 이미지 기반의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환경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멀티모드 시스템에 의해 제어 가능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회화 관리자 모듈 또는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과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i)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으로부터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수신하고,

(ii)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

도, 초점 및 기분 중 적어도 하나를 판정하며,

(iii) 상기 판정된 의도, 상기 판정된 초점 및 상기 판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경에서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며,

상기 메모리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프로세서에 의

해 내려진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고,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판정을 하기에 앞서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작업을 수행하도록 더 구성된 것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작업 중 하나는 음성 인식을 포함하는 것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

템.

청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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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작업 중 하나는 화자 인식을 포함하는 것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

템.

청구항 35.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작업 중 하나는 제스처 인식을 포함하는 것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

스템.

청구항 36.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은 자신이 배치된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를 입력받도록 구성되고, 상기 멀티모

드 데이터는 적어도 오디오 기반의 데이터 및 이미지 기반의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환경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멀티모드 시스템에 의해 제어 가능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회화 관리자 모듈 또는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과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i)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으로부터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수신하고,

(ii)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

도, 초점 및 기분 중 적어도 하나를 판정하며,

(iii) 상기 판정된 의도, 상기 판정된 초점 및 상기 판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경에서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며,

상기 메모리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프로세서에 의

해 내려진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고,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 실행은, 상기 시스템이 이전의 입력으로부터 파악한 것을 추가적으로 완성하거나, 수정하

거나 또는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 중 적어도 하나의 처리를 개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37.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 입/출력 관리자 모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엔진, 회화 관리자 모듈,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및 문맥 스택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은 자신이 배치된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를 입력받도록 구성되고, 상기 멀티모

드 데이터는 적어도 오디오 기반의 데이터 및 이미지 기반의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환경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멀티모드 시스템에 의해 제어 가능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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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출력 관리자 모듈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상기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를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이벤트로 추상화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엔진은 상기 입/출력 관리자 모듈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필요한 경우 상기 추상화된 멀티

모드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작업을 수행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회화 관리자 모듈은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엔진 및 상기 입/출력 관리자 모듈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i) 상기 추상화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일부 및 필요한 경우 상기 인식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고,

(ii)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

도를 판정하며,

(iii) 상기 판정된 의도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경에서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며,

상기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은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엔진 및 상기 입/출력 관리자 모듈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i) 상기 추상화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일부 및 필요한 경우 상기 인식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고,

(ii)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초

점 및 기분 중 적어도 하나를 판정하며,

(iii) 상기 초점 및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경에서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며,

상기 문맥 스택 메모리는 상기 회화 관리자 모듈,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식 엔진 및 상기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에 동

작적으로 결합되고,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회화 관리자 및 상기 분류 모듈에 의해 내려진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고,

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멀티모드 대화식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38.

컴퓨터 기반의 대화식 컴퓨팅 방법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하는 환경으로부터 멀티모드 데이터(적어도

오디오 기반의 데이터 및 이미지 기반의 데이터를 포함)를 획득하는 단계와,

회화 관리자 모듈 또는 초점 및 기분 분류 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프로세서에 의해, 상기 획득된 멀티모드 입력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의도, 초점 및 기분을 판정

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판정된 의도, 상기 판정된 초점 및 상기 판정된 기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을 상기 환

경에서 실행시키는 단계와,

후속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의도, 초점 및 기분 판정과 연관된 결과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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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의도 판정은, 상기 수신된 멀티모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환경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및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기준 모호성을 해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기반의 대화식 컴퓨팅 방

법.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586767

- 47 -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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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등록특허 10-0586767

- 49 -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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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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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c

도면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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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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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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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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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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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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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c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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