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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인터넷 또는 다른 타입의 네트워크 상에서 대화형 음성 응답(interactive voice response; IVR)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플랫폼(platform)은 음성 합성기(speech synthesizer), 문법 생성기(grammar generator) 및 음성 인식기(speech

recognizer)를 포함한다. 음성 합성기는 네트워크 상에서 인출되는 웹 페이지(web page)의 구조 및 내용을 특징짓는 음

성을 생성한다. 음성은 전화 또는 다른 타입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를 경유하여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문법 생성기는

인출된 웹 페이지로부터 분석된 원문 정보(textual information)를 이용하여 문법을 생성한다. 문법은 음성 인식기에 제공

되어,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음성 코맨드 및 다른 음성 입력을 해석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플랫폼은 다수의 사전정의된 모

델들 중 어느 것이 소정의 인출 페이지를 가장 잘 특징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음성 프로세서를 포함하여, 페이지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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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언어 기술(verbal description)이 상당히 간략화되도록 한다. 음성 합성기, 문법 생성기, 음성 인식기 및 IVR 플랫폼

의 다른 구성 요소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에 의해 동작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인

터넷 집단이 그들 자신의 IVR 장비없이도 대화형 음성 응답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 상에서 대화형 음성 응답(interactive voice response)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상에서 인출된 웹 페이지(web page)의 적어도 일부를 특징짓는 음성 출력(speech output)을 생성하는 음

성 합성기(speech synthesizer)와,

상기 인출된 웹 페이지 내의 정보를 처리하여, 적어도 하나의 문법의 적어도 일부를 생성하는 문법 생성기(grammar

generator)와,

상기 문법 생성기의 출력에 접속된 입력을 갖는 음성 인식기(speech recognizer) ―상기 음성 인식기는 상기 문법 생성기

에 의해 생성된 적어도 하나의 문법을 이용하여 음성 입력을 인식함― 를 포함하되,

상기 문법 생성기에 의해 생성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문법이 상기 음성 합성기에 의해 이용되어 음소 정보를 생성함으로

써, 유사한 음소들이 상기 음성 인식기와 상기 음성 합성기 모두에 사용되는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음성 합성기, 문법 생성기 및 음성 인식기 중 적어도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는 프로세서를 더 포함하는 대

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출된 웹 페이지 내의 원문 정보(textual information)를 식별한 후, 상기 원문 정보를 상기 문법 생성기에 전달하는

분석기(parser)를 더 포함하는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사전결정된 모델들 중 어느 것이 상기 인출된 웹 페이지를 가장 잘 특징짓는지를 결정하는 음성 프로세서를 더 포함하는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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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프로세서는 상기 인출된 웹 페이지가 소정의 사전결정된 모델에 의해 적절하게 특징화되지 않은 경우에 디폴트

(default) 탑-다운 기술 프로세스(top-down description process)를 이용하는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장

치.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모델은 적어도 하나의 섹션 헤딩(section heading), 테이블, 프레임 및 형태(form)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웹 페이지 내의 구조를 특징짓는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장치.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프로세서는 다수의 상이한 모델 세트를 상기 인출된 웹 페이지에 적용하고, 상기 세트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모

델을 포함하는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합성기, 문법 생성기 및 음성 인식기는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와 관련된 대화형 음성 응답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합성기는 사용자 입력에 의해 간섭받지 않으면, 상기 합성기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audio interface

device)를 경유하여 사용자에게 인출된 웹 페이지의 완전한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 모드(description mode) 및 상기 합성

기가 인출된 웹 페이지의 생략된 기술을 제공한 후, 상기 사용자로부터 검사 코맨드 입력을 기다리는 검사 모드

(inspection mode)에서 동작하는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장치.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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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음성 합성기, 문법 생성기 및 음성 인식기는 상기 사용자에 대한 웹 페이지 정보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해 오디오 인터

페이스 장치를 경유하여 사용자와 다이얼로그(dialog)를 행하는 다이얼로그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사용되는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웹 페이지는 (ⅰ) 상기 음성 합성기에 의해 상기 사용자에게 판독될 텍스트, (ⅱ) 호스트 프로세서 상에서 동작을 실행

하는 프로그램 스크립트(program script) 및 (ⅲ) 상기 사용자로부터 수신될 수 있는 지정된 스포큰 응답(spoken

response)의 각각의 세트에 대한 하이퍼링크(hyperlink)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장치.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웹 페이지는 상기 음성 인식기가 소정의 스포큰 사용자 입력을 인식불가능한 것으로서 거절할 때 이용될 적어도 하나

의 하이퍼링크를 포함하는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장치.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문법 생성기에 의해 생성된 상기 문법의 적어도 일부는 사전컴파일(precompile)되는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장치.

청구항 15.

네트워크 상에서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상에서 수신된 웹 페이지의 적어도 일부를 특징짓는 음성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웹 페이지 내의 정보를 처리하여 적어도 하나의 문법의 적어도 일부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문법을 이용하여 음성 입력을 인식하는 단계와,

상기 문법을 이용하여 음소 정보를 생성함으로써 유사한 음소들이 상기 음성 입력을 인식하는 단계와 상기 음성 출력을 생

성하는 단계에 모두 사용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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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된 모델의 세트 중 어느 것이 상기 인출된 웹 페이지를 가장 잘 특징짓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대화

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인출된 웹 페이지가 상기 사전결정된 모델 중 소정의 모델에 의해 적절하게 특징화되지 않을 경우 디폴트 탑-다운 기

술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방법.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인출된 웹 페이지에 각각 적어도 하나의 모델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이한 모델의 세트를 적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방법.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 처리 및 이용 단계는 사용자에 대한 상기 웹 페이지 정보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와 다이얼로그가

행해지는 다이얼로그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포함하는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웹 페이지는 (ⅰ) 상기 사용자에게 판독될 텍스트, (ⅱ) 호스트 프로세서 상에서 동작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스크립트

및 (ⅲ) 상기 사용자로부터 수신될 수 있는 지정된 스포큰 응답의 각각의 세트에 대한 하이퍼링크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

는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방법.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웹 페이지는 소정의 스포큰 사용자 입력이 인식불가능한 것으로서 거절될 때 이용될 적어도 하나의 하이퍼링크를 포

함하는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방법.

청구항 23.

제 1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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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용 단계에서 생성된 상기 문법의 적어도 일부는 사전컴파일되는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방법.

청구항 24.

네트워크 상에서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머신 판독가능 매체

(machine-readable medium)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은 머신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네트워크 상에서 인출된 웹 페이지의 적어도 일부를 특징짓는 음성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웹 페이지 내의 정보를 처리하여 적어도 하나의 문법의 적어도 일부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문법을 이용하여 음성 입력을 인식하는 단계와,

상기 문법을 이용하여 음소 정보를 생성함으로써 유사한 음소들이 상기 음성 입력을 인식하는 단계와 상기 음성 출력을 생

성하는 단계에 모두 사용되도록 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머신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5.

네트워크와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 사이에 정보를 통신하기 위한 대화형 음성 응답 시스템에 있어서,

대화형 음성 응답 플랫폼의 적어도 일부를 구현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를 포함하되,

상기 플랫폼은,

(ⅰ) 상기 네트워크 상에서 인출된 웹 페이지의 적어도 일부를 특징짓는 음성 출력을 생성하는 음성 합성기와,

(ⅱ) 상기 인출된 웹 페이지 내의 정보를 처리하여 적어도 하나의 문법의 적어도 일부를 생성하는 문법 생성기와,

(ⅲ) 상기 문법 생성기에 의해 생성된 적어도 하나의 문법을 이용하여 음성 입력을 인식하는 음성 인식기를 포함하되,

상기 문법 생성기에 의해 생성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문법이 상기 음성 합성기에 의해 이용되어 음소 정보를 생성함으로

써, 유사한 음소들이 상기 음성 인식기와 상기 음성 합성기 모두에 사용되는

대화형 음성 응답 시스템.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대화형 음성 응답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되는 대화형 음성 응답 시스템.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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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화형 음성 응답 플랫폼은 사용자에 대한 상기 웹 페이지 정보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와 다이얼로그가

행해지는 다이얼로그 시스템을 구현하는 대화형 음성 응답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인터넷 및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네트워크 상에서 전화

또는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으며, 이제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의 주요 정보 소스가 되었다. 인터넷 및 다른 타입

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는 전형적으로 브라우저(browser) 프로그램을 갖춘 컴퓨터를 통해 수행된다. 브라우저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네트워크 상에서 액세스가능한 서버로부터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으며, 그렇게 획

득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를 제공한다. 전화 또는 다른

유사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만을 갖춘 사용자에게 인터넷 액세스를 확장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예를 들면, 디. 엘.

아트킨스(D. L. Atkins) 등에 의한 "Integrated Web and Telephone Service Creation"이란 제목의 Bell Labs Technical

Journal, pp. 19-35, Winter 1997 문헌 및 제이. 씨. 래밍(J. C. Ramming)에 의한 "PML: A Language Interface to

Networked Voice Response Units"란 제목의 Workshop on Internet Programming Languages, ICCL '98, Loyola

University, Chicago, Illinois, May 1998의 문헌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들 두 문헌은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 인용된다.

상기 참고 문헌에 기술되어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 개발 대화형 음성 응답(IVR) 애플리케

이션은 일반적으로 값이 비싼 특수 용도의 IVR 하드웨어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때로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크기도 한다.

이러한 특수 용도의 IVR 하드웨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주 및 개인과 같은 많은 사용자들은 그들의 웹 페

이지에 대해 IVR 애플리케이션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자들은 전화 또는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

치에 의한 액세스가 용이하도록 그들의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인터넷 또는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대화형 음성 응답(IVR)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는 음성 합성기(speech synthesizer), 문법 생성기(grammar generator) 및 음성

인식기(speech recognizer)를 포함하고 있는 IVR 플랫폼이다. 음성 합성기는 인터넷 상에서 인출된 웹 페이지의 구조 및

내용을 특징짓는 음성을 생성한다. 음성은 전화 또는 다른 타입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를 경유하여 사용자에게 전달된

다. 문법 생성기는 인출된 웹 페이지로부터 분석된 원문 정보(textual information)를 이용하여 문법을 생성한다. 그 후, 문

법은 음성 인식기에 제공되어,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음성 코맨드를 해석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음성 합성기는 문법을 이

용하여 음성 정보(phonetic information)를 생성함으로써, 유사한 음소(phoneme)들이 음성 인식기 및 음성 합성기 모두

에서 사용되도록 한다. 성명 다이얼링 디렉토리(name dialing directory)와 같은 적절한 애플리케이션 및 편집 시간이 긴

문법을 갖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문법 생성기에 의해 생성된 문법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사전컴파일(precompile)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IVR 플랫폼은 예를 들면, 인출된 웹 페이지 내의 원문 정보를 식별하여, 그 원문 정보를 문법 생성기

로 전달하는 분석기(parser) 및 분석기로부터 웹 페이지 정보를 또한 수신하는 음성 프로세서와 같은 다른 구성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음성 프로세서는 이러한 웹 페이지 정보를 이용하여, 많은 사전정의된 모델들 중 어느 것이 소정의 인출된

웹 페이지를 가장 잘 특징짓는지를 결정한다. 모델은 섹션 헤딩(section heading), 테이블, 프레임, 형태(form) 등과 같은,

웹 페이지 내의 구조의 여러 가지 타입 및 배열을 특징짓도록 선택되어, 대응하는 언어 기술(verbal description)의 생성이

간략화되도록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IVR 플랫폼의 다른 구성 요소들 뿐만 아니라 음성 합성기, 문법 생성기 및 음성 인식기는

사용자와의 대화가 행해지는 다이얼로그 시스템(dialog system)을 구현하는데 사용되어, 사용자에 대한 웹 페이지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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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어할 수 있다. 소정의 인출 웹 페이지는 예를 들면, 음성 합성기에 의해 사용자에게 판독될 텍스트(text), 호스트 프로

세서 상에서 동작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스크립트(program script) 및 사용자로부터 수신될 수 있는 지정된 스포큰 응답

(designated spoken response)의 각 세트에 대한 하이퍼링크(hyperlink)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웹 페이지는 음성 인식

기가 소정의 스포큰 사용자 입력을 인식불가능한 것으로서 거절할 경우 이용될 하나 이상의 하이퍼링크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IVR 플랫폼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또는 다른 타입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동작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웹 페이지에 의해 다이얼로그 기반(dialog-based) IVR 애플리케이션이 형성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본 발명은 일반적인 인터넷 집단에게 새로운 부류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

내용(content) 개발자들은 ISP로부터 IVR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를 갖는다면, IVR 플랫폼을 소유하거나 또는 직접 IVR 플

랫폼을 동작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고가의 IVR 장비를 갖고 있어야 하는 IVR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래의 방안

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IVR 플랫폼 시스템을 갖는 ISP는 일반적인 대중에게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IVR 지원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은 예시적인 시스템과 함께 기술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소정의 특정한 타입의 시스템, 네트워크, 네트

워크 통신 프로토콜 또는 구성과 함께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본 명세서에서 "웹 페이지"라는

용어는 단일 웹 페이지, 웹 페이지의 세트, 웹 사이트(web site) 및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상에서 액세스가능

한 소정의 다른 타입 또는 배열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본 명세서에서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본 명세서에서 기술

된 하나 이상의 대화형 음성 응답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소정 타입의

컴퓨터 기반 시스템 또는 다른 타입의 시스템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1. 시스템 기술(System Description)

도 1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예시적인 정보 인출 시스템(100)을 도시하고 있다. 시스템(100)은 웹 기반 IVR

플랫폼(102), 네트워크(104), 다수의 서버(106-i, i=1,2, ... N) 및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108)를 포함한다. 네트워크

(104)는 인터넷, 인트라넷(intranet), 근거리(local area) 또는 광역(wide area) 네트워크, 케이블 네트워크, 위성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이들 및 다른 네트워크의 조합 또는 일부를 나타낼 수 있다. IVR 플랫폼(102)과 하나 이상의 서버(106-i) 간

의 통신은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TCP/IP) 표준 또는

다른 적절한 통신 프로토콜(들)을 이용한 종래의 방법으로 네트워크(104) 상에서 형성된 접속을 경유하여 행해질 수 있다.

각각의 서버(106-i)는 네트워크(104) 상에서 수신된 정보 요구를 처리하는 컴퓨터 또는 종래의 방법으로 배열된 컴퓨터의

그룹을 나타낼 수 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108)는 예를 들면, 전화, 텔레비젼 셋탑 박스(tlelvision set-top box), 전

화 특성을 갖춘 컴퓨터, 또는 오디오 정보를 수신 및/또는 전송할 수 있는 소정의 다른 장치일 수 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108)는 예를 들면, 공중 회선 교환 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 휴대용 전화망(cellular

telephone network) 또는 다른 타입의 무선망,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망, 또는 이들 및 다른 네트워크의 다양한 조합 및 일

부일 수 있는 네트워크(109)를 경유하여 IVR 플랫폼(102)과 통신한다. 도 1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는 네트워크를 개별적

으로 도시하였지만, 이와 달리, 네트워크(104 및 109)는 동일한 네트워크이거나, 또는 동일한 네트워크의 상이한 부분들

일 수 있다.

도 2는 IVR 플랫폼(102)을 매우 상세히 도시하고 있다. IVR 플랫폼(102)은 네트워크(104)를 경유하여 하나 이상의 서버

(106-i)로부터 웹 페이지 또는 다른 정보를 인출하는 웹 브라우저(110)를 포함한다. 웹 브라우저(110)는 종래의 상업용

웹 브라우저이거나, 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108)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특수 용도의 브라우저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웹 브라우저(110)는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소정의 시각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즉, 소정의 이미지

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형적인 웹 브라우저 기능들 중 단지 서브세트만을 지원할 수 있다. 브

라우저(110)는 네트워크(104)를 경유하여 하나 이상의 서버(106)로부터 텍스트, 오디오 및 다른 정보를 인출한다. 브라우

저(110)는 종래의 방법으로 인출된 오디오를 재생하도록 구성되어, 재생 오디오가 네트워크(109)를 경유하여 오디오 인터

페이스 장치(108)에 공급되도록 할 수 있다. 브라우저(110)는 인출된 텍스트 및 다른 정보를 HTML 분석기(112)로 전달

한다. 분석기(112)는 인출된 텍스트를 구성하는 전처리 동작(preprocessing operation)을 수행하여, 음성 프로세서(114)

및 문법 생성기(120)에 의한 차후의 해석이 용이하게 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인출된 텍스트는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포맷인 것으로 가정하지만, 다른 실시예에서는 다른 적절한 포맷(들)일 수 있다. 예를 들면, IVR 플랫

폼(102)은 PML(Phone Markup Language) 포맷의 웹 페이지 정보를 처리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PML은 HTML 페이

지 내로 전화 기반 제어를 형성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언어이며, IVR 플랫폼 내에 PML 능력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웹 기반 IVR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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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프로세서(114)는 HTML 분석기(112)에 의해 공급된 텍스트 및 다른 웹 페이지 정보의 분석을 수행하여, 텍스트-음

성(text-to-speech; TTS) 합성기(116)에 공급되는 대응하는 언어 기술을 생성한다. HTML 분석기(112), 음성 프로세서

(114) 및 TTS 합성기(116)는 텍스트 및 다른 웹 페이지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한 후, 그것을 네트워크(109)를 경유하여 오

디오 인터페이스 장치(108)로 전달한다. 문법 생성기(120)는 HTML 분석기(112)로부터 수신한 텍스트 및 다른 웹 페이지

정보를 이용하여, 하나 이상의 음성 인식 문법을 생성한 후, 그것을 음성 인식기(122)로 전달한다. 음성 인식기(122)는 오

디오 인터페이스 장치(108)에 의해 생성된 음성 입력을 수신한 후, 문법 생성기(120)에 의해 생성된 문법을 이용하여, 음

성 내의 워드(word)를 인식한다. 그 후, 인식된 워드의 적절한 지시자(indicator)가 스포큰 코맨드 해석기(spoken

command interpreter)(124)로 공급되고, 스포큰 코맨드 해석기(124)는 그 지시자를 해석하여 대응하는 코맨드 신호를

생성한다. 코맨드 신호는 프로세서(130)로 공급되고, 프로세서(130)는 적어도 일부의 IVR 플랫폼(102)의 동작을 제어한

다. IVR 플랫폼(102) 네트워크(109)를 경유하여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108)로부터 플랫폼(102)에 수신된 DTMF 신호

를 디코딩하는 DTMF(dual-tone multiple frequency) 디코더(126)를 더 포함한다. 이러한 신호는 예를 들면, 오디오 재

생에서 제공되는 선택, 또는 IVR 플랫폼(102)으로부터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108)로 공급된 음성에 응답하여 생성될

수 있다. 디코딩된 DTMF 정보는 디코더(126)로부터 프로세서(130)로 공급된다.

프로세서(130)는 메모리(132) 및 웹 브라우저(110)와 상호 작용한다. 프로세서(130)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중앙 처리 유

닛(central processing unit),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또는 IVR 플랫폼(102)의 적어도 일부의 동

작을 지시하는 소정의 다른 디지털 데이터 프로세서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로세서(130)는 웹 브라우저(110), 또는 IVR

플랫폼(102)의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 요소를 구현하는 컴퓨터 내의 프로세서일 수 있다. 메모리(132)는 전자 메모리

(electronic memory), 자기 메모리(magnetic memory), 광학 메모리(optical memory), 또는 IVR 플랫폼(102)과 관련된

소정의 다른 메모리 뿐만 아니라 이들 및 다른 메모리들의 일부 또는 조합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메모리(132)는 전술한 바

와 같이 프로세서(130)를 또한 포함할 수 있는 컴퓨터의 전자 메모리일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IVR 플랫폼(102)은 적

절한 처리 장치의 다른 배열 뿐만 아니라 수 개의 상호 접속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IVR 플랫폼(102)의 다른 구성 요소들 뿐만 아니라 TTS 합성기(116), 음성 인식기(122), 스포큰 코맨드 해석기(124),

DTMF 디코더(126), 프로세서(130) 및 메모리(132)는 뉴저지주 머레이 힐 소재의 루슨트 테크놀로지스 인코포레이티드

(Lucent Technologies Inc.)의 제품인 Intuity/Conversant system 또는 Lucent Speech Processing System(LSPS)와

같은 기본 플랫폼을 포함하거나, 또는 그 일부인 종래의 시스템의 구성 요소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IVR 플랫폼

(102)은 상업용 음성 및 전화 시스템 보드를 갖춘 하나 이상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도 2에서, 플랫

폼(102)과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108) 사이의 점선 접속은 예를 들면, PSTN 또는 무선(cellular) 또는 다른 타입의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전화선 접속과 같은, 네트워크(109)를 통해 형성된 단일 접속을 나타낼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IVR 플랫폼(102)은 다음과 같은 3 가지 모드 중 하나로 음성 코맨드 또는 DTMF 신호에 응답하도

록 구성될 수 있다. 즉, (1) DTMF만 있는 경우, 여기서, 기술(description)은 예를 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108) 상의 버

튼 번호를 인출된 웹 페이지를 경유하여 이용가능한 정보와 관련시키는 구(phrase)를 포함함. (2) 음성만 있는 경우, 인출

된 웹 페이지의 간결한 기술이 TTS 합성기(116)에 의해 생성된 음성의 형태로 주어짐. (3) DTMF 및 음성 모두 있는 경

우, 음성 기술 및 구 모두가 주어질 수 있는 버튼 번호 등을 식별함. DTMF만 있는 모드는, 배경 잡음이 IVR 플랫폼(102)에

의해 음성 코맨드로서 해석될 것이기 때문에, 바쁜 도시의 거리 또는 사람이 붐비는 곳과 같은 잡음이 있는 환경에서 오디

오 인터페이스(108)가 동작할 때 바람직할 것이다. 음성만 있는 모드는, 가장 신속하게 페이지 기술을 생성하기 때문에, 때

로는 가장 바람직하다.

IVR 플랫폼(102) 내의 음성 프로세서(114)는 HTML 분석기(112)로부터의 출력을 취한 후, 대응하는 인출된 HTML 웹

페이지를 더 분석하여, 예를 들면 섹션 헤딩, 테이블 및 형태와 같은 구조를 식별한다. 그 후, 음성 프로세서(114)는 TTS

분석기(116)와 함께 페이지의 대응하는 언어 기술(verbal description)을 생성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언어 기술은 크

기, 위치 및 가능하게는 페이지 상의 이미지 및 다른 항목에 관한 다른 정보와 더불어 페이지 텍스트에 대응하는 음성 출력

을 포함한다.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페이지는 내용 또는 구조에 의해 기술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기술 모드 또는 검사 모드

(inspection mode)를 선택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기술 모드의 예에서, IVR 플랫폼(102)은 다양한 TTS 음성들을 이용하

여, 인출시 새로운 웹 페이지에 대한 기술을 즉각적으로 시작하여, 페이지의 여러 가지 특별한 구성 요소들을 나타낼 것이

다. 사용자는 문장(sentence) 및 절(paragraph)과 같은 내용 구성 요소가 스킵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IVR 플랫폼

(102)이 오디오 테이프 재생기를 제어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중지(pause), 백업(backup), 스킵 어헤드(skip ahead)

등을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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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모드의 예에서, IVR 플랫폼(102)은 페이지의 구조를 간략하게 기술한 후, 스포큰 검사 코맨드를 기다릴 것이다. 검사

코맨드는 사용자가 페이지의 구성 요소로 "전해지는 것(descend)"을 허용하여, 기술 모드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상세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테이블의 각각의 구성 요소는 각각 검사될 수 있다. 소정의 테이블 구성 요소가

구조를 또한 갖는다면, 사용자는 이러한 구조로 순환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 검사 모드는 적절한 다이얼로그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웨이(way)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제어하는데 있어서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TTS 스피킹 레이트

(speaking rate) 동안 제어가 주어질 수 있으며, 섹션 헤딩, 하이퍼링크 타이틀 등과 같은 소정의 HTML 구성 요소 타입에

여러 가지 TTS 음성을 할당하는 능력이 주어질 수 있다. 또한, 섹션 헤딩은 통상의 텍스트와는 상이한 음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섹션 헤딩이 검출되면, 처음에 단지 헤딩만이 사용자에게 기술될 것이다. 그 후, 음성 코맨드는 IVR 플랫폼(102)에

게 명령하여, 특정한 섹션으로 이동하도록 할 수 있는데, 즉 사용자는 헤딩 타이틀이 IVR 플랫폼(102)에게 명령하여 그 섹

션으로 이동하도록 말할 수 있다.

전술한 테이블은 페이지 레이아웃만을 위해 이용되거나, 또는 참(true) 표(tabulation)일 수 있다. HTML 분석기(112) 및

음성 프로세서(114)에서 구현된 페이지 분석 프로세스는 어느 것이 가장 유사한지를 결정한 후, 그에 따라 기술을 생성한

다. 참 표가 테이블로서 기술된다. 페이지 레이아웃 목적으로 사용된 테이블은 일반적으로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않지만,

테이블 구성 요소 위치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기술될 수 있다. 검사 모드는 예를 들면, IVR 플랫폼(102)이 테이블

기술을 은폐할 때 이러한 테이블 처리를 무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풀(full) 페이지 기술 방법 및 프레임 초점

(focus) 방법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프레임이 처리될 수 있다. 풀 페이지 기술 방법은 모든 프레임으로부터의 정

보를 단일 내용으로 통합하여, 사용자가 프레임과는 독립적으로 모든 구성 요소를 어구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프

레임 초점 방법은 사용자가 기술 또는 검사될 프레임을 지정하도록 하여, 음성 코맨드가 그 프레임 상에 초점이 맞추어지

도록 할 수 있다. 형태들은 예를 들면, 필드 타이틀 레이블(field title label)의 관점에서 기술될 수 있으며, 필드는 필드 타

이틀을 스피킹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항목은 스펠링(spelling)에 의해 형태 필드 내로 들어갈 수 있으며,

전술한 검사 모드는 메뉴 선택을 얻는데 사용될 수 있다.

IVR 플랫폼(102) 내의 문법 생성기(120)는 인출된 웹 페이지의 HTML로부터 음성 인식 문법 및 어휘(vocabulary)를 자

동적으로 생성한다. 이것은 IVR 애플리케이션을 형성을 유용하게 하는 IVR 플랫폼(102)의 중요한 특성이다. 분석된

HTML은 음성으로 변환될 섹션 타이틀, 하이퍼링크 및 다른 지시자를 위해 문법 생성기(120)에서 분석된다. 그 후, 문법

생성기(120)는 모든 가능한 방법의 지시자의 스피킹 서브세트를 생성함으로써, 각각의 지시자에 대한 부문법

(subgrammar)을 구성한다. 그 후, 모든 다른 음성 코맨드는 부문법과 조합되고, 완전한 문법은 최적화된 유한 상태

(finite-state) 네트워크로 컴파일된다. 이 네트워크는 음성 인식기(122)로 로딩되어, 인식될 수 있는 가능한 시퀀스의 워

드를 제한한다. 또한, 다른 타입의 문법 생성이 본 발명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문법 생성기(120)에서 구현된 예시적인 문법 생성 프로세스의 부산물은 어휘 워드의 리스트 생성이다. 이 리스트는 TTS

합성기(116)에 의해 부분적으로 처리되어, 심볼 형태로 음성 복제(phonetic transcription)의 리스트를 생성한다. 동일한

음소가 음성 인식기(122) 및 TTS 합성기(116)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다. 심볼 음성 기술(symbolic phonetic

description)은, 일단 인식기(122) 내로 로딩되면, 인식기에게 어휘 워드가 발음되는 방법을 알려주며, 따라서 IVR 플랫폼

(102)이 가상적으로 소정의 스포큰 워드를 인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통상 모드에서, IVR 플랫폼(102)은 인출된 웹 페이지를 TTS 합성기(116)의 음성 출력을 경유하여 사용자에게 기술한다.

사용자는 TTS 합성기 출력을 통해 스피킹함으로써 IVR 플랫폼(102)을 제어하며, 따라서, "바깅 인(barging in)"한다. 음

성 인식 입력으로부터 TTS 합성기 출력을 제거하기 위해 에코(echo) 상쇄(cancellation)를 사용하여, TTS 출력에 의해

음성 인식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충분히 긴 기간 동안 말할 때, TTS 출력이 간섭을 받아, 음성 인식

은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음성 인식기 출력은 IVR 플랫폼 코맨드 내로 해석된다.

문법 생성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음성 코맨드 해석 테이블이 해석 단계에서 차후의 사용을 위해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가능한 코맨드 구(phrase)의 저장된 테이블이 컴퓨터 인스트럭션과 각각의 구를 관련짓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전형적으

로, 불명료한 브라우저 코맨드 구는 정의되지 않는다. 하이퍼링크를 처리하는 경우, 하이퍼링크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은 하이퍼링크 타이틀의 모든 가능한 서브세트와 관련된다. 섹션 타이틀은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타이틀 워드가 스포큰될 때, 관련된 URL이 인출될 수 있다.

스포큰 타이틀 워드가 유일한 것이 아닐 때, 하나 이상의 URL 및/또는 브라우저 코맨드가 인출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간단한 대화가 시작되어, 스포큰 번호에 의해 또는 명료한 타이틀 구를 스피킹함으로써 선택될 수 있는 풀 타이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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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선택이 사용자에게 주어진다. 구가 여전히 불명료하다면, 새로운, 가능하게는 보다 작은 선택 리스트가 주어진다. 사

용자는 선택 프로세스가 원하는 선택을 제공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백업할 수 있다. 이것은 사용자가 리스트를 정제하여,

하나의 선택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2. 상세한 처리(Processing Details)

이하, 음성 처리 및 도 2의 IVR 플랫폼(102)에서 수행된 다른 동작의 여러 가지 특징이 보다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2.1 HTML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HTML 분석기(112)는 음성 출력의 생성 및 문법의 생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출된 웹 페

이지 내의 HTML을 분석한다. HTML 분석 프로세스는 의도적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유지된다. 완전한 자유로운 문맥

(context-free) 분석은 필요하지 않으며, HTML은 전형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반면, 많은 실제 HTML 페이지는 소프트

웨어 버그(bug) 및 다른 에러를 포함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HTML 표준에 의존하고, 엄격한 자

유로운 문맥 분석을 강요하는 것은 때로는 비생산적일 것이다.

음성 출력의 적절한 생성은 소정의 웹 페이지의 구조의 명시적 표현을 필요로 한다. HTML 분석 프로세스는 이러한 구조

의 표현을 얻는데 사용된다. 프레임, 테이블 및 형태와 같은 중요한 구성 요소가 식별되며, 그들이 포함하고 있는 구성 요

소 내의 그들 영역이 분석된다. 예를 들면, 테이블 내에 하나의 형태가 포함될 수 있으며, 그것은 이번에는 하나의 프레임

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중요한 부분은 구성 요소의 그래픽적 중요성과는 상반된 것으로서 이들 구성 요소의 구

조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 개의 테이블 레벨이 여러 가지 구성 요소 근처의 매력적인 그래픽을 정렬

및/또는 생성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웹 페이지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체 테이블의 세트는 구조적으로

단순한 리스트와 동일하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적절한 음성 표현은 테이블이 무시되고, 단지 하위 레벨 구성 요소만

이 스포큰될 것을, 즉 사용자에게 리스트로서 기술될 것을 필요로 한다. "실제(real)" 데이터 테이블의 경우, 테이블이 대신

에 그와 같이 기술될 것이다.

분석 프로세스 그 자체는 이하에 설명한 2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관계가 HTML로부터 도

출되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반면, 통상의 브라우저는 명시적 표현을 표현된 페이지 이미지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은 예를 들면, 이탤릭(italic) 및 H3 타이틀의 일부인 것에 상반된 것으로서, 예를 들면, 어느 워드가 볼드

(bold), 이탤릭 및 링크 타이틀의 일부인지를 명시적으로 알아야 한다. 소정의 특정한 조합이 관련된 구조를 나타내는데 있

어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페이지를 데이터 구조 내로 "표현(rendering)"함으로써, HTML 분석기(112)에

서 처리된다. 균일한 속성을 갖는 텍스트의 각 스트링(string)은 그 스트링에서 현재 활성 상태인 예를 들면, 볼드, 링크 텍

스트, 헤딩 레벨 등과 같은 모든 특성을 지정하는 속성 기술자(attribute descriptor)를 갖는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는 계층

적인 구조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HTML 소스 레벨에서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구조는 태그 구성

(tag organization)을 검사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두 번째의 분석 문제점은, HTML 페이지가 때로는 에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크린 상에서 양호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서(document)가 소스 레벨에서 불량한 구조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HTML 분석기(112)는 부적

절한 구조를 갖는 소스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스크린 상에서 보고자하는 것과 동등한 잘 형성된 구조를 결정한다. 이것은

테이블 내에서 <TD>를 잃어버린 경우와 같은 몇몇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다루기가 힘들 수 있으며, 이것은 종래의 브라

우저가 구성 요소를 버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것은 형태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 특히 성가신 것이다. 이러한 문제

는 자동화된 툴(tool)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됨에 따라 덜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툴은 과도한 HTML

의 확산, 예를 들면, 레이아웃에 대해 사용되는 다중 레벨 테이블을 초래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문법 생성 프로세스는 하이퍼링크 타이틀 추출하고, 페이지로부터 URL을 절약한다. 이미지 능력이 없

는 브라우저와 함께 사용하도록 의도된 어떠한 소위 대안적 또는 "ALT" 필드는, 이러한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또한 추출될

수 있다. 또한, 섹션 헤딩과 같은 소정의 다른 텍스트가 음성 문법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추출을 행하는데 필요한 분

석 동작은 종래의 정규 표현 분석(rugular expression parsing)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2.2 언어 표현(Verbal Rendering)

IVR 플랫폼(102)에서 생성된 웹 페이지 기술은 본 명세서에서 웹 페이지의 언어 표현이라고 지칭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서, 사용자는 페이지의 타이틀의 자동 표현(automatic presentation)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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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페이지 타이틀의 자동 표현을 선택한다면, 타이틀이 사용자에게 진술될 것이다. 그 후, 언어 표현은 페이지 내용의 기술

또는 페이지 구조의 기술과 함께 계속될 것이며, 또한 예를 들면 이전에 형성된 사용자의 선호도에 의존할 것이다. 전형적

으로, 이들 두 방안 중 보다 간단한 것은 구조적 페이지 기술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페이지 기술 동작의 두 가지 모드, 즉 기술 모드 및 검사 모드가 제공될 수 있다. 기술 모드에서, IVR 플

랫폼은 지시될 때까지 페이지를 계속 표현할 것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 기술은 종료된다. 검사 모드는 사용자에게 주도권

을 주어, 사용자가 질문을 하고, 특정한 대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검사 모드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페이지의 구조적 구

성 요소 내로 순환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 사용자는 음성 제어하에서 기술 모드 및 검사 모드 사이를 전환할 수 있다.

2.2.1 구조 기술

페이지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테이블 및 형태와 같은 구성 요소의 배치의 관점에서 기술된다. 검사 모드에서, 전형적

으로 사용자는 개방된 여러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옵션(option)을 갖는 탑-다운(top-down) 기술을 얻을 것이다. 예로서,

3 개의 형태로 형성된 단순한 웹 페이지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즉, 탑을 통한 타이틀/정보 프레임, 측면 아래의 인덱스

바(index bar) 및 메인 페이지이다. 이러한 페이지의 상위 레벨 기술은 "타이틀 프레임, 인덱스 프레임 및 페이지"일 것이

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차후의 기술을 위해 3 개의 영역 중 하나에 대해 초점을 지정할 것이다. 항해(navigation)하는

동안 타이틀 및/또는 인덱스 프레임에서의 링크는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항상 또는 단지 요청시에만 이용가능할 것이

다. 단일 엔트리 탐색 형태(single-entry search form)와 같은 소정의 다른 일반적인 특성들은 개별적인 프레임이 아닌

경우에도 상위 레벨 레이아웃 항목으로서 또한 기술될 것이다. 페이지가 탐색 형태를 포함한다면, 페이지는 "타이틀 프레

임, 인덱스 프레임 및 탐색 형태를 갖는 페이지"로서 기술될 수 있다.

메인 페이지의 기술은 명확한 구조를 기초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이지 상에 4 개의 섹션 엔트리, 즉 <H1> 엔트리가

있다면, 기술은 "5 개의 섹션을 가진 페이지"가 될 것이다. 섹션 헤더, 즉 <H1> 내용에 "페이지의 탑"을 더하면, 그 섹션에

대한 점프(jump)를 스피킹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시스

템은 기다리거나, 또는 제 1 섹션으로 시작할 것이다. 다른 엔티티(entity)가 섹션 분할(breakdown)을 위한 기초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보통 텍스트의 짧은 절(paragraph)에 의해 각각 진행되는 수 개의 리스트를 갖는 페이

지는, 명백한 헤딩 절이 사용자에게 스포큰되면서 리스트 당 하나의 섹션으로 분할될 수 있다.

또한, 섹션의 기술은 명백한 구조를 기초로 하여 수행될 수 있다. 섹션이 보통 텍스트라면, 지원되는 절 사이를 항해하면

서, 절의 수는 알려지고, 스피킹이 시작된다. 섹션 헤더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내지는 하위 레벨 헤더 또는 볼드 라인의

존재를 기초로 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서브섹션 분할이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서브섹션 분석은 사용자가 보다 많은 레벨

을 갖는 위치의 트랙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제 2 레벨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다른 모든 정보가 순차적

으로 판독될 수 있다.

페이지가 테이블을 포함한다면, 그 목적에 관한 결정이 행해진다. 상이한 목적의 예에는 그래픽, 정렬(alignment) 또는 데

이터가 포함된다. 그래픽은 테이블이 특정의 배경 또는 경계를 얻기 위한 유일한 것이며, 이러한 테이블은 무시됨을 나타

낸다. 정렬과 데이터 사이의 차이점은, 정렬 테이블에서 내용이 본래 1 차원인 반면, 데이터 테이블에서의 내용은 2 차원

어레이 내에 배열된다는 것이다. 정렬 테이블의 내용은 중요한 정렬이 뷰어(viewer)에 대해 명백한지의 여부를 기초로 하

여, 리스트로서 처리되거나, 또는 무시된다. 데이터 테이블은 알려진 로우(row) 및 칼럼(column)으로 기술되어, 로우 및

칼럼 헤더를 위치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행해진다. 2 차원 구조를 기초로한 항해가 이용가능하다.

형태 기술은 페이지 내의 형태의 상대적 크기에 의존한다. 하나의 단일 엔트리 형태는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 페이지의 단지 일부라고 보여지는 보다 큰 형태는 그와 같이 알려지지만, 일반적으로 판독에서 나타나는 그 구성

요소로서 액세스된다. 형태의 수 및 구성 요소의 수를 기초로 하여 직접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결국, 대부분이 형태일 페이

지는 페이지보다는 형태로서 처리된다. 기술 및 직접적인 항해에서 돕기 위해 각 엔트리의 성명을 위치시키고자 하는 시도

가 행해진다. 또한, 섹션, 서브섹션 또는 페이지 내의 다른 국부화된 형태가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됨을 알아야 한다. 이것

은 일단 형태가 "들어가면(entered)", 형태가 "나올(exited)" 때까지, 즉 제출 또는 스킵될 때까지 항해가 구 또는 섹션 기

반이라기 보다는 형태 기반(form-based)인 형태(modal) 처리를 도입한다.

2.2.2 내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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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용은 가능하게는 IVR 플랫폼(102)을 이용하여 페이지 상의 텍스트를 합성하고, 이미지, 테이블, 형태 및 다른 구

조의 알려진 내용을 기술하기 위해 기술된다. 특히, 지정된 타입의 음성이 여러 가지 HTML 구성 요소, 예를 들면 하이퍼

링크 타이틀, 볼드 텍스트, 형태 필드 레이블 및 항해에서 유용한 다른 구성 요소의 각각에 대해 생성될 수 있다. 지정된 타

입의 음성은 사용자가 정의(user-defined)할 수 있다.

2.3 웹 페이지 분석

본 발명에 따르면, IVR 플랫폼(102)에서 수행되는 웹 페이지 분석은 적합하지 않은 페이지에 대해 사용된 디폴트 탑-다운

방안으로, 소정의 웹 페이지를 수 개의 사전정의된 페이지 모델들 중 하나에 적합하게 하려고 시도한다. 목적은 기억이 용

이한(easy-to-remember) 구조를 갖는 모델을 설계함으로써, 페이지의 사용자 이해를 최대화하는 것인데, 즉 사용자가

분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페이지의 관련 부분을 위치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모델은 최소

한의 계층으로 본래 간단하고, 대부분 순차적이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분석은 최상의 모델을 식별한 후, 페이지 내용을 모

델 부분에 적합하게 하는 2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 후, 항해 옵션이 모델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 이것은 숙

련된 사용자들을 위해 사용을 간소화해야 하는데, 이는 모델이 알려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최적의 항해 방안을 시그널링

(signaling)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3 가지 레벨의 모델, 즉 프레임, 페이지 및 섹션이 이용된다. 이것은 페이지가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

한 프레임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프레임 레이아웃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아웃을 개별적

으로 모델화하기를 원하며, 그로 인해 프레임 모델의 사용은 항해를 간략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섹션 모델은

단일 섹션에 적용된 페이지 모델로서 구현될 수 있다. 이하, 프레임 모델의 예시적인 세트를 나타낸다.

1. 단일 프레임 또는 프레임 없음. 이 경우, 프레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간단하게 "페이지"가 있다.

2. 메인 페이지 및 보조. 페이지에 대해 단일 메인 프레임이 있으며, 헤더, 인덱스 바(index bar) 또는 탐색 형태(search

form)와 같은 일정한 재료에 대해 주변 프레임이 있다. 위에서 주어진 예는 이 모델에 적합하다.

3. 분할 스크린(split-screen). 이것은 다수의 프레임 모두가 동일한 페이지의 논리적인 부분임을 의미하며, 이것은 다른

것들이 스크롤(scroll)되는 동안 서로 다른 영역이 동시에 보여지는 것을 간단하게 허용한다. 차이점은, 다른 것들이 페이

지 내용을 전환하는 동안, 프레임의 일부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의도된다는 것이다. 내재된 힌트 없이는 이러한 모델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4. 다수의 페이지(multi-page). 이것은 소정의 다른 모델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다수의 프레임 레이아웃에 대한 캐치올

(catch-all) 모델이다. 이러한 경우, 프레임이 관련된 채로 유지되는지 여부 또는 어느 것이 보다 일정한지가 불분명하다.

다른 모델들 중 하나가 적합할 힌트없이, 각각이 전체 스크린의 절반을 취하는 2 개의 프레임이 있는 예가 있을 것이다.

그 후, 지정된 프레임 모델이 소정의 프레임이 소정 타입의 페이지를 포함함을 암시할지라도, 프레임 세트 내의 각각의 페

이지는 페이지 모델의 세트에 대해 매칭된다. 이하, 페이지 모델의 예를 나타낸다.

1. 타이틀 영역. 이 모델은 타이틀 영역 프레임 내의 페이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탑으로부터 바텀으로의(top to bottom)

판독을 제외하고는 항해가 적용되지 않는다. 링크 및 제한된 형태가 허용될 수 있다.

2. 인덱스 영역. 이 모델은 인덱스 링크의 프레임에 적용된다. 이것은 리스트로서 처리되며, 헤더가 명백한 경우에는 리스

트의 세트로서 처리된다. 항해는 탑으로부터 바텀으로, 또는 헤더까지이다. 간단한 형태가 허용가능하며, 이것은 사용자에

의해 직접 항해될 수 있다.

3. 형태. 이 모델은 전체 페이지가 대부분 형태로 구성됨을 나타낸다. 모든 항해는 형태에 대해 주문화된다. 이것은 메인 또

는 보조 페이지일 수 있으며, 또한 섹션에 적용될 수 있다.

4. 보통 페이지. 페이지는 절(paragraph) 이외에 검출가능한 구조를 갖지 않는다. 판독은 절 항해로 탑으로부터 바텀까지

이다. 이것은 또한 섹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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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스트. 페이지는 대부분 리스트로 구성된다. 또한 허용가능한 것은 헤더 및 트레일러(trailer) 재료이다. 리스트는

<OL> 또는 <UL> 외에, 테이블과 같은 구조로 형성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또한 섹션 또는 독립된 리스트에 적

용된다.

6. 테이블. 페이지는 대부분 참(true) 테이블에 선택적인 헤더 및 트레일러 재료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테이블 구조는 로

우, 칼럼 및 헤더의 관점에서 기술되며, 이러한 구조를 기초로한 항해, 예를 들면 "2 개의 로우 판독(read row two)"이 이

용가능하다. 이것은 또한 섹션 또는 독립된 테이블에 적용된다.

7. 이미지. 이것은 페이지가 대부분, 가능하게는 캡션(caption) 또는 타이틀을 갖는, 이미지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것이

명백하게 실제로는 비트맵(bitmap) 형태 내의 단지 리스트가 아님을 암시한다. 이것은 또한 섹션 또는 독립된 이미지에 적

용된다.

8. 슬라이드 테이블. 이것은 가능하게는 2 차원의, 선택적으로 캡션을 갖는 이미지의 리스트이다. 명백한 로우 및 칼럼 헤

더를 갖는 2 차원 리스트는 그 내용이 이미지인 테이블인 반면, 이들 헤더가 없는 것은 슬라이드 테이블이다. 비록 이것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명백한 슬라이드 테이블은 실제로 비트맵이 텍스트 대신에 사용되는 코맨드 리스트일 수 있

다.

9. 섹션형 페이지. 이 모델은 <H1>의 세트 또는 다른 엔트리들에 의해 페이지가 다수의 상위 레벨 섹션으로 분할됨을 나타

낸다. 각각의 섹션에 대한 항해가 지원되며, 섹션 헤더 리스트가 요청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하나의 추가적인 서브섹션

레벨에 대해 수행된다. 서브섹션은 현재의 섹션 내에서만 이용가능하다.

10. 다수 섹션형 페이지. 이것은 2 개 이상의 레벨이 있는, 그러나 "섹션 1.A.4."와 같은 엄격한 계층적 넘버링(numbering)

방안이 있는 특별한 경우의 섹션형 페이지이다. 이들 섹션 번호들은 항해를 위해 사용되며, 글로벌하게 이용가능하다. 또

한, 활성 섹션 트리 내에서 헤더를 이용할 수 있다. 섹션형 페이지와의 차이점은, 엄격한 넘버링이 없고, 혼동의 가능성으

로 인해 지나간 2 레벨에 대해서는 섹셔닝(sectioning)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에서 기술된 프레임, 페이지 및 섹션 모델들은 단지 예시적인 것이며, 본 발명의 소정의 실시예에서는 이들 및 다른 모델

들의 조합 뿐만 아니라 이들 모델들의 서브세트가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3.1 이미지 및 텍스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절은 일반적으로 항해에 이용가능한 반복 및 스킵 코맨트로 탑으로부터 바텀으로 판독된다. 섹션 내

의 절은 신속한 항해를 위해 선택적으로 넘버링될 수 있다. 대부분의 소정의 텍스트가 아닌(non-text) 항목은 새로운 절을

시작할 것이다. 주된 내재 항목은 링크, 폰트 변화(font change) 및 이미지이다. 이미지는 텍스트가 그 주변을 흐르는 경우

내재된 것으로 고려되지만, 그들이 페이지의 소정의 "라인" 상에 홀로 존재한다면 개별적인 절이 고려된다. 내재된 링크는

상이한 음성으로 판독될 수 있다. 폰트 변화는 통상적으로 무시되지만, 상이한 음성을 그들에게 할당하는데 사용자의 선호

도가 설정될 수 있다. 내재된 이미지를 갖는 절은 그 원문 내용이 판독되기 전에 그와 같이 알려질 수 있다. 이미지는 예를

들면, 캡션에 의해 기술될 수 있으며, 특정 이미지의 요청은 로우 주요 순서(row-major order)로 행해진 넘버링을 갖는 번

호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전형적으로, 텍스트를 판독하는 동안 이들 이미지는 언급되지 않는다. 독립된 이미지, 예를 들

면, 이미지만의 절 또는 테이블 구성 요소는 예를 들면, "캡션된 이미지..."로서 기술될 수 있으며, 가능하게는 크기가 알려

진다.

2.3.2 테이블

본 발명에 따르면, 그들의 목적을 분류하기 위해 테이블이 분석된다. 단일 구성 요소를 갖는 테이블은 일반적으로 무시되

며, 그들의 구성 요소는 테이블에 관계없이 사용된다. 로우 및/또는 칼럼 헤더를 갖는 테이블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테이블

로서 분류되며, 그와 같이 기술 및 항해된다. 모든 다른 테이블은 여러 가지 모델이 적합하게 하기 위해 검사된다. 테이블

모델의 예시적인 세트는 다음과 같다. 즉, 구성 요소 중 1 개는 이미지인 2 개의 구성 요소를 갖는 테이블이 이미지 및 타이

틀 조합이라고 취해진다. 이것은 "이미지"가 되며, 테이블 자체는 무시된다. 그 구성 요소가 대부분 형태 구성 요소인 테이

블은 형태로 취해진다. 테이블 구조는 타이틀과 구성 요소를 관계짓고, 사용자에게 언급되지 않는 다음/이전 관계를 형성

하는데 사용된다. 그 구성 요소가 보통 텍스트 또는 링크인 테이블이 리스트로서 취해진다.

2.3.3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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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형태는 "내재(embedded)" 또는 "보통(plain)"으로서 분류될 수 있다. 단일 구성 요소를 갖는 내재된

형태 또는 다른 타입의 작은 형태는 엔트리 영역, 예를 들면 탐색 엔트리로서 보여질 수 있다. 이들 타입의 형태는 페이지

의 끝에서 상위 레벨 항목, 예를 들면 탐색, 또는 보통 절, 예를 들면 "당신의 코맨트를 주어라"라는 구성 요소로서 처리될

수 있다. 모든 다른 형태는 보통 형태로서 처리된다. 형태 분석의 주된 포인트는 기술 및 형태 지정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형태 내의 모든 구성 요소들에 대해 그들이 "글로벌 기술(global descriptive)" 또는 특정 구성 요

소와 관련된 타이틀, 인스트럭션 등인지 여부에 관해서 분류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또한 이전/다음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

한다. 형태 바로 이전 또는 이후의 재료는 형태의 일부, 예를 들면, 타이틀 또는 노트(note)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형태 구성 요소가 보통 페이지를 통해 위치할 수 있을지라도, 형태가 구

문론적으로 <FORM> 및 </FORM> 쌍의 내부에 있거나, 또는 근접하다고 가정한다. 분석은 HTML 소스 또는 대응하는 테

이블에서의 인접성을 사용하려고 시도한다. "중요한 및 정규의" 형태 엔트리를 포함하는 헤더를 갖는 테이블은 항해가 부

가된 테이블을 갖는 형태로 고려할 수 있는 반면, 단지 몇 개의 엔트리를 갖는 테이블은 부수적인 형태 구성 요소를 갖는

테이블로서 기술될 수 있다.

2.4 자동 문법 생성

전술한 바와 같이, IVR 플랫폼(102) 내의 문법 생성기(120)는 하이퍼링크 타이틀 및 다른 웹 페이지 정보로부터 음성 문법

을 생성한다. 이러한 문법 생성에는 예를 들면, 타이틀 워드의 각각의 가능한 서브세트의 GSL(Grammar Specification

Language) 기술이 포함된다. 결과적인 GSL은 음성 인식기(122)에 대해 컴파일 및 최적화된다. 또한, 문법에 사용된 어휘

워드는 TTS 합성기(116)를 이용하여 음성적으로 복제된다. GSL에 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를 들면, 엠. 케이. 브라운

(M. K. Brown) 및 제이. 지. 윌폰(J. G. Wilpon)에 의한, "A Grammar Compiler for Connected Speech Recognition"이

란 제목의 IEEE Transactions on Signal Processing, Vol. 39, No. 1, pp. 17-28, January 1991의 문헌에 기술되어 있

으며, 이 문헌은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 인용된다.

2.4.1 조합론(Combinatorics)

조합 처리(combinatoric processing), 예를 들면, 모두 2n-1 개의 타이틀 워드의 조합을 계산함으로써, 워드를 순서대로

유지하면서도 음성 항해 코맨드에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엄격하게 강제되는 문법에 스포큰될 모든

가능한 워드 삭제를 가능하게 하는 낮은 혼란성(perplexity)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필요한 워드 중 단지 가장 작은 세트

만을 말하도록, 예를 들면 소정의 하이퍼링크를 처리하도록 하는 자유를 제공한다. 또한, 이 프로세스는 결과적인 GSL 기

술 내에 많은 중복성(redundancy)을 제공하는데, 이는 리딩(leading) 및 트레일링 워드가 여러 서브세트에서 재사용되기

때문이다. 이하에 기술된 바와 같이, 문법이 결정될 때 중복성은 제거될 수 있다. 하이퍼링크 타이틀 서브세트 내의 워드들

사이에 소위 청각적 "폐기물(garbage)" 모델을 삽입함으로써, 약간의 워드 삽입이 가능하다. 이것은 문법 생성기(120)에

의해 자동적으로 행해진다. 조합 처리는 <GRAMMAR> 정의를 만날 때 금지될 수도 있다. 하이퍼링크 타이틀 및

<GRAMMAR> 정의의 혼합이 단일 페이지에 사용되어, 각 방법의 특성의 이점을 취할 수 있다.

2.4.2 문법 편집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문법 편집은 일반적으로 생성된 GSL을 전처리하여 외부 파일을 갖도록 하고, 매크로(macro)를 확

장하고, 확장된 GSL을 분석하고, 문법 네트워크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들을 포함한다. 문법 코드는 유한 상태 네트워크의

상태들이 접속되는 방법 및 어느 레이블이 상태 전이(state transition)에 부착되는지를 정의하는 문법 규칙을 기술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엠. 케이. 브라운(M. K. Brown) 및 비. 엠. 번츠셔(B. M. Buntschuh)에 의한, "A Context-Free

Grammar Compiler for Speech Understanding Systems"란 제목의 ICSLP '94, Vol. 1, pp. 21-24, Yokohama, Japan,

Sept. 1994 문헌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 문헌은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 인용된다. 결과적인 유한 상태 네트워크는 전형적으

로 크고, 중복적으며, 특히 GSL의 대부분이 하이퍼링크 타이틀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음성 인식에 대해 문법이 비효율적

으로 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이러한 비효율성은 4 단계의 코드 최적화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

제 1 단계는 잘 알려진 유한 상태 네트워크 결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문법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입력 심볼

이 주어지는 경우 다음 상태가 개별적으로 정의된다는 의미에서 결과적인 네트워크를 결정론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문법

규칙 내의 모든 LHS 중복성을 제거한다. 이 단계에서 모든 문법적인 모호함이 제거된다. 제 2 최적화 단계는 O(nlog(n))

그룹 분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내의 상태의 수를 최소화한다. 이것은 결정론(determinism)을 유지하면서, 모든

준동형(homomorphic) 중복성을 제거한다. 이것은 문법의 최소 상태(state-minimal) 기술이지만, 음성 인식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표현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제 3 최적 단계는 모든 RHS 문법 규칙 중복성을 제거한다. 이 동작은 결정론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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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지 않지만, 중복 상태 전이를 제거한다. 상태 전이는 워드 모델을 나타내는 워드 레이블을 전달하고, 그에 따라 계산을

하므로, 이들 전이에서의 중복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상태의 수가 프로세스에서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마

지막 최적화 단계는 대부분의 널(null), 즉 "입실론(epsilon)" 상태 전이의 제거이다. 이들 널 전이들 중 일부는 제 3 최적화

단계에서 생성된다. 다른 것들은 <GRAMMAR> 정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 널 전이는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계산을 하지는 않지만, 저장 영역을 낭비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문법은 문법이 사용됨에 따라 컴파일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사전컴파일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예를 들면, 성명 다이얼링 디렉토리와 같이 문법이 매우 크거나, 또는 편집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모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 유용할 것이다.

2.4.3 음성 복제

전술한 어휘 워드는 편집 프로세스 동안에 문법 정의로부터 추출된다. 예를 들면, 각각의 워드는 TTS 합성기(116) 내의

발음 모듈(pronunciation module)에 의해 독립적으로 처리되어, 각각의 위드가 발음되는 방법을 기술하는 음성 복제를 생

성한다. 이 방법은 문맥을 무시하고, 가능하게는 워드를 동사가 아닌 명사로, 또는 그 반대로 잘못 발음(예를 들면, object,

subject 등)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보다 정확한 발음을 위해 문맥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2.5 음성 해석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음성 코맨드는 스포큰 구(phrase) 상에서 키(key)된 해시(hash) 테이블을 이용함으로써, 신속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음성 인식기 출력 텍스트로부터 컴퓨터 코맨드 또는 URL로의 "다수 대 다수(many-

to-many)" 맵핑이다. 하나 이상의 URL 및/또는 코맨드가 테이블로부터 인출된다면, 명료성 다이얼로그 관리자

(disambiguation dialog manager)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개별적인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각각의 해시 테이블이 방문

된 각각의 웹 페이지에 대해 유지되어, 페이지를 다시 방문할 때 문법 재편집이 필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은 많은

해시 테이블이 생성되도록 하지만, 테이블 크기는 전형적으로 작으므로, 이것이 웹 페이지 브라우징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

이 되도록 한다. 커다란 문법의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문법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어의적 분석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후, 2 단계에서 해석이 행지지고, 예를 들면, 하이퍼링크 타이틀로부터 생성된 해시 테이블이 발견되면, 제 1

단계에서 주요 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제 2 단계에서 구를 해석하도록 어의 분석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일반적인 웹 기반 IVR 애플리케이션

본 발명에 따른 IVR 플랫폼(102)은 음성 제어형 웹 브라우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터넷 집단이 IVR 애플리

케이션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안의 이점은 개인 또는 소규모 사업의 사용자가 소정의 특별한

IVR 장비를 가져야 하는 필요성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IVR 플랫폼은 매우 고가이므로, 단지

중간 규모의 사업 또는 ISP만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장비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을 소유한 ISP로부터 IVR 플랫

폼 서비스를 얻으면서, 사용자가 단순히 HTML, PML 또는 다른 타입의 웹 페이지를 기록하는 것에 의해 IVR 플랫폼(102)

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램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 또는 개인 사용자는 장비를 얻기 위해 소정의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정의 페이지 또는 페이지의 세트 내의 각각의 통상적인 하이퍼링크 타이틀이 처리되어, 타이틀 내의

워드에 대한 모든 스포큰 서브시퀀스를 허용하는 서브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다. 일반적인 IVR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내

용 개발자(content developer)는 예를 들면, <GRAMMAR> 태그가 뒤를 따르는 GSL 내에 기록된 문법이 뒤를 따르는

<GRAMMAR> 태그를 삽입함으로써 보다 복잡한 문법을 기록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완전히 상이한 구

(phrase)가 사용되어, 동일한 URL을 처리할 수 있다. 이들 애플리케이션에 GSL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성 문법을 정의하기 위해 그것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예를 들면, 국부적인 <GRAMMAR> 영역은 현재

의 URL에 대한 전체 정의를 포함할 수 있다. 포함된 파일은 주변 문법 정의를 포함할 수 있다. 매크로는 국부

<GRAMMAR> 영역 내에 정의되거나, 또는 포함된 파일 내에 상주할 수 있다. 모든 매크로는 전형적으로 웹 페이지 내에

글로벌 영역을 갖는다.

웹 페이지 내의 국부 애플렛 코드(local applet code) 및 다른 타입의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IVR 내용 개발자에게 서버 또

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동작을 수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전형적인 IVR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바

(Java) 코드를 사용하여 원격 단부에서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인터넷 또는 PSTN을 통해 원격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서버에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인터넷 상의 HTML 페이지는 암시적인 유한 상태 네트워크를 형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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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트워크는 다이얼로그 시스템을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결과적인 시스템은 다이얼로그를 사용하여 사용자에 대

한 웹 페이지 정보의 출력을 제어한다. 애플릿 언어가 없는 경우에도, 본 발명의 기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다이얼로그 시스

템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다이얼로그 시스템에서 구현된 IVR 웹 페이지는 예를 들면, 가능하게는 페이지가 판독될 때 사용자에게 스포

큰될 널 텍스트, 호스트 프로세서 상에서 동작을 실행할 프로그램 스크립트 및 가능하게는 사용자로부터의 각각의 적절한

스포큰 응답에 대한 침묵(silent) 하이퍼링크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음성 인식기가 발음(utterance)을 인식불가능한 것

으로서 거절할 때 취해지는 다른 하이퍼링크가 있을 수 있다. 이들 기본적인 형성 블럭을 이용함으로써, 다이얼로그 시스

템이 구성될 수 있다.

간단한 예로서, 하이퍼링크 내에 내재된 <GRAMMAR> 태그의 표현(예를 들면, HREF="http://www.anywhere.net/"

GRAMMAR="((획득(get)|인출(retrieve)|요청(call for))메시지)" TITLE="메시지 획득(Get messages)")이 사용자의

응답 기계에 대해 전화 호출을 초기화하는 것과 같은 동작을 발생시키게 하는 사용자의 말인 대안적인 발음의 유연한 세트

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하이퍼링크의 타이틀 부분이 사용자에게 스포큰되므로("메시지 획득"), 하이퍼링크는 침묵이

아니다. 하이퍼링크의 타이틀 부분이 비어있다면, 사용자에게는 아무것도 스포큰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이러한 간단한 예

에서 "메시지 획득", "메시지 인출" 또는 "메시지 요청"으로 응답할 수 있다. 코맨드를 스피킹하고, 다음 웹 페이지에 대한

이러한 링크를 따름으로써, 사용자는 그 페이지 상의 텍스트, 예를 들면, "음성 또는 전자 우편 메시지를 원하십니까(Do

you want voice or email message) ?"라는 텍스트를 판독할 수 있다. 적절한 음성 문법을 갖는 페이지 상의 2 개의 하이

퍼링크는 적절한 페이지에 링크하여, 메시지 또는 전자 우편에 액세스되도록 한다. 음성 인식기가 토큰(token)을 반환하여

비인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발음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 제 3의 디폴트 링크가 취해질 수 있다. 각각의 메시지 선택의 경우,

메시지 판독, 절약(saving), 삭제 및 메시지에 대한 응답과 같은 기능들을 처리하는 웹 페이지의 또다른 세트가 있을 수 있

다. 하이퍼링크 내에 내재된 <GRAMMAR> 태그의 표현의 또다른 예로는 HREF="http://www.anywhere.net/"

GRAMMAR_FILE=<URL>이 있다. 이 경우, 지정된 URL은 문법이 발견될 수 있는 곳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기법을 이용

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른 타입의 다이얼로그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이얼로그 시스템을 형성하는 능력으로 인해, 내용 개발자가 ISP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가능

한 IVR 플랫폼의 서비스를 갖는 한, 내용 개발자가 IVR 플랫폼을 소유하거나, 또는 직접 동작하지 않도서도, 일반적인 인

터넷 집단에게 새로운 부류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것은 IVR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형적

으로 고가의 IVR 장비를 갖고 있어야 하는 종래의 방안과는 크게 다르다. IVR 플랫폼 시스템을 갖는 ISP는 일반적인 대중

에게 IVR 지원 서비스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많이 요구되는 응답을 필요로 하는 회사는 그들

소유의 플랫폼을 제한된 종업원의 공동체에 대해 동작하기를 원하지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그들의 IVR 웹 페이

지를 개발 및 테스트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는 단지 예시적인 것이다.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는, 예를 들면, 인출된 웹 페이지

로부터 청각 정보를 생성하는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언어 표현을 위한 이미지의 분석, 음성 대화를 위한

전자 우편 및 안전한 액세스를 위한 스피커 입증과 같은 추가적인 특성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당업자라면 이하의 특허 청구

범위의 영역 내에 속하는 이들 및 다른 여러 가지 대안적인 실시예가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 구현 장치 및 방법, 머신 판독가능 매체 및 대화형 음성 응답 시스템에 의

하면, 인터넷 또는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대화형 음성 응답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웹 기반 대화형 음성 응답(IVR) 플랫폼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블럭도,

도 2는 도 1의 웹 기반 IVR 플랫폼의 상세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 웹 기반 IVR 플랫폼 104, 109 : 네트워크

등록특허 10-066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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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i : 서버 108 :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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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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