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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접속한 송화자와 수화자에게 양방향으로 자동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미리 정의된 통역 시나리오에 따라 송화자와 수화자간에 통화채널을 설
정한 후 송화자의 음성을 자동으로 번역하여 수화자에게 전달하고 수화자의 음성을 자동으로 번역하여 송화자에게 전달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자동 통역, CTI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자동 통역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는 종래의 자동 통역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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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시스템을 위한 개략적인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5는 도 4에 있어서 작업 수행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통역 시나리오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방법의 전체적인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송화자 300 : 수화자

500 : 자동 통역 시스템 510 : CTI 보드

530 : CTI 제어 모듈 531 : 이벤트 핸들러

533 : CTI API 535 : 작업 수행부

550 : 통역 모듈 551 : 음성 인식부

553 : 번역부 555 : 음성 합성부

570 : 주제어 모듈 571 : 통역 시나리오 관리부

573 : 상태 전환부 700 : 일반 전화 교환망(PSTN)

900 : 사설 구내 교환기(PBX)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접속한 송화자와 수화
자에게 양방향으로 자동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근래에 국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다른 언어권의 외국인과 통화 또는 대화할 경우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한 통역 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수단으로, 국내 공개특허 제2002-0030693호(발명의 명칭: 음성 통역 서비스 방법 및
음성 통역 서버)에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바일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전화를 사용하여 음성 통역 서
버에 음성을 송신하면 번역된 음성이 다시 사용자의 전화에 회신되도록 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음성 통역 방법은 사용자가 지정된 단말기를 사용해 때와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음성 통역 서버를
통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사업자로부터 통역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를 임대하거나 별도로 구매
해야 하며, 단말기 사용자와 음성 통역 서버간의 단방향 통역 서비스이기 때문에 원격지에 있는 외국인과의 의사 소통 수
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원격지의 외국인과도 의사 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양
방향 통역 수단으로서, 국내 공개특허 제2002-54192호(발명의 명칭: 외국인을 위한 전화안내 자동 통역 시스템 및 방법)
에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국인 사용자가 자국어로 질의하면 질의 내용을 자동 통역하여 내국인 안내원에게 전달하
고, 내국인 안내원이 질의에 대해 자국어로 응답하면 응답 내용을 자동 통역하여 외국인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전화안내 자
동 통역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전화안내 자동 통역 시스템은 외국인 사용자가 유/무선 전화기를 통해 자동 통역 시스템에 접속하면 자동 통
역 시스템에 연결된 내국인 안내원에게 호를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사용자와 내국인 안
내원에게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임의의 두 사용자(예를 들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A
와 영어를 사용하는 B)간의 의사 소통을 위한 통역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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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원격지 사용자간
에도 원활한 의사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시스템은 송화자와 수화자간에 통화채널을 설정
하는 CTI 보드, CTI 보드를 통해 입력된 버튼 신호에 따라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기본 전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단
위로 CTI 보드를 제어하는 CTI 제어 모듈, CTI 보드를 통해 입력된 송화자/수화자의 음성을 인식하여 소정 언어로 번역하
는 통역 모듈, 및 미리 정의된 통역 시나리오에 따라 CTI 제어 모듈의 동작을 제어하는 주제어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방법은, 송화자가 자동 통역 시스템에 접속
하면 송화자와 수화자간에 통화채널을 설정하는 전화접속 단계, CTI 보드를 통해 입력되는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버튼 신
호에 따라 CTI 제어 모듈에서 이벤트가 발생되면 미리 정의된 통역 시나리오를 기초로 발생된 이벤트에 따라 입력된 음성
을 소정 언어로 번역하는 자동통역 단계, 및 통역 시나리오에 따라 CTI 보드를 제어하여 번역된 음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
는 통역전송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시스템의 구성과 동작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
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시스템을 위한 개략적인 네트워크 구성도로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화자(100)가 일반 전화 교환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 이하, PSTN이라 칭함.)(700)과 사설 구내 교환
기(Private Automatic Branch Exchange: 이하, PBX라 칭함.)(900)를 통해 자동 통역 시스템(500)에 접속하면, 자동 통
역 시스템(500)은 송화자(100)로부터 수화자(300)의 전화번호를 입력받아 통화채널을 설정한 후 설정된 통화채널을 통해
입력되는 송화자(100)의 음성을 자동으로 번역하여 수화자(300)에게 전달하고 수화자(300)의 음성을 자동으로 번역하여
송화자(100)에게 전달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사용하는 송화자(100)와 영어를 사용하는 수화자(300)간에 통화 채널이 설정된 경우, 송화자(100)가
한국어로 “예약을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자동 통역 시스템(500)은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I'd like to confirm
my reservation, please.”라는 음성을 수화자(300)에게 전달하며, 이에 대한 대답으로 수화자(300)가 “One moment,
please.”라고 말하면 자동 통역 시스템(500)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음성을 송화자(100)
에게 전달한다.

본 실시예에서 송화자(100)와 수화자(300)는 유선 전화기, 휴대폰, 개인 컴퓨터 등 PSTN(700) 또는 IP망을 통하여 자동
통역 시스템(500) 접속이 가능한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로 이해될 수 있는데, 개인 컴퓨터를 통해 자동 통역 시스템(500)에
접속하는 경우 PSTN(700)과 연결되는 IP망(도시하지 않음) 접속을 위한 VoIP 게이트웨이(Voice over IP G/W) 및 라우
터(Router)(도시하지 않음)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로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
른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시스템(500)은 CTI 보드(510), CTI 제어 모듈(530), 통역 모듈(550), 주제어 모듈(570)을
포함하며, 주제어 모듈(570)을 통하여 CTI 제어 모듈(530)을 제어함으로써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접속한 송화자(100)와
수화자(300)에게 양방향으로 자동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CTI(Computer-Telephony Integration)란 컴퓨터를 사용해 전화 통화를 관리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CTI를 통해 제
공되는 주요 기능으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음성 저장과 전달(Voice Store and Forward)
기능, 다이얼링 숫자를 인식하는 숫자 인식(Digit Capture) 기능, 특정 전화 번호를 다이얼링하여 호를 연결하는 통화 연결
(Out-dial) 기능 등이 있다.

CTI 보드(510)는 이러한 CTI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 컴퓨터에 탑재된 CTI 보드(510)를 통해 사설 구내
교환기(Private Automatic Branch Exchange: PBX)에 접속하여 전화 회선을 제어할 수 있는데, 상기 CTI 보드(510)는
자동 응답 시스템(Automatic Response System: ARS)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TI 보드와 그 구성 및 동작이 동일하
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CTI 제어 모듈(530)은 주제어 모듈(570)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CTI 보드(510) 및 통역 모듈(550)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
로, CTI 보드(510)를 통해 입력된 버튼 신호에 따라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이벤트 핸들러(531), CTI 보드(510)를 제어하는
CTI 제어 함수들로 이루어진 CTI API(533), 및 주제어 모듈(570)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CTI API(533)에서 CTI 제어 함수
들을 순서대로 호출하여 기본 전화 동작(예를 들면, 전화 걸기, 받기, 끊기 등)을 수행하는 작업 수행부(535)를 포함한다.

이벤트 핸들러(531)는 CTI 보드(510)를 통해 입력된 버튼 신호에 따라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제어 모듈(570)로 이벤트에
따른 메시지를 출력하는데, 예를 들어 CTI 보드(510)를 통해 송화자(100)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 감지되면 이벤트 핸들러
(531)는 호 수신에 따른 EVT_WAITCALL 메시지를 주제어 모듈(570)로 전달한다.

CTI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533)는 컴퓨터와 전화간의 통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서, CTI 보드(510)를 제어할 수 있는 CTI 제어 함수들이 저장되어 있는 일종의 라이브러리(library)로 이해
될 수 있는데, CTI API(533)는 CTI 제어 함수가 호출되면 호출된 CTI 제어 함수를 CTI 보드(510)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
어로 디코딩하여 디코딩된 명령어에 따라 CTI 보드(510)를 제어한다. 여기에서, CTI API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
에서 제공하는 TAPI(Telephony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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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CTI API(533)를 통하여 통화 연결, 숫자 인식, 음성 녹음 등 기본적인 전화 동작에 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송화자(100)가 통화하고자 하는 수화자(300)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CTI API(533)에 저장된 DTMF
톤 검출 함수를 호출하여 송화자(100)가 입력한 전화번호를 인식할 수 있다.

CTI API(531)에 저장된 CTI 제어 함수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dx_dial은 다이얼링 동작, dx_sethook는 전화를 받거
나 끊기 위해 후크를 초기화하는 동작, dx_getdig는 송화자나 수화자가 누른 버튼을 검출하는 동작, dx_fileopen는 파일의
오픈 동작, dx_play는 파일의 재생 동작, dx_rec는 음성 녹음 동작을 수행하는 CTI 제어 함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CTI 제어 함수들은 다이얼링, 후크 초기화, DTMF 톤 검출, 파일 재생 등의 단일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도
록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 걸기, 전화 받기, 전화 끊기 등의 기본 전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번에 걸쳐 CTI
제어 함수를 개별적으로 호출해야만 하며, 또한 CTI 제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그 때마다 필요한
CTI 제어 함수를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예를 들어 송화자(100)가 수화자(300)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통역 시스템(500)은 CTI API(533)에서 dx_dial CTI
제어 함수를 호출하여 CTI 보드(510)를 통해 수화자(300)의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DTMF 신호를 발생시켜 통화 연결을
시도한다. 이 때, 수화자(300)가 통화 가능한 상태인지에 따라 그 이후에 실행해야할 CTI 제어 함수가 결정되는데, 수화자
(300)의 전화 라인으로부터 CTI 보드(510)를 통해 톤(tone) 신호가 입력되면 수화자(300)가 통화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후속 CTI 제어 함수로 ATDX_CPTERM를 호출하여 수화자(300)의 전화기로 링신호를 전송하는 반
면, 수화자(300)의 전화 라인으로부터 CTI 보드(510)를 통해 비지(busy) 신호가 입력되면 수화자(300)가 통화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후속 CTI 제어 함수로 dx_play를 호출하여 통화연결 실패멘트를 출력한다. 즉, 전화 걸
기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dx_dial CTI 제어 함수를 호출한 후 CTI 보드(510)에서 입력된 신호에 따라 각각 다른 CTI
제어 함수를 호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기본 전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단위로 CTI 제어 함수
들을 구성하고 작업 수행부(535)를 통해 작업 단위로 구성된 CTI 제어 함수들을 순서대로 호출하여 기본 전화 동작을 수
행하는데, 이하 작업 수행부(535)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작업(Job)이란 컴퓨터가 실행시킬 수 있는 일의 단위를 의미하는데, 본 발명에서의 작업은 기본적인 전화 동작
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CTI 제어 함수들의 시퀀스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 단위로 구성된 기본 전화 동작의
일예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화 걸기, 전화 받기, 전화 끊기, 버튼 누르기, 버튼 읽기, 톤 검출, 음성 전달, 음성 저장, 말하기,
듣기 등의 작업(JB_*)은 CTI 제어 함수들의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음영으로 처리된 블록의 CTI 제어 함수는 이
벤트 핸들러(531)에서 발생된 이벤트를 확인하거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CTI 제어 함수로, 이벤트 핸들러(531)에
서 이벤트가 발생되면 발생된 이벤트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후속 CTI 제어 함수가 호출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CTI 제어 함수들을 작업 단위로 구성함으로써 여러번에 걸쳐 CTI 제어 함수를 개별적으로 호출할 필
요 없이 한번의 작업 요청에 따라 기본 전화 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제어 성능 및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통역 모듈(550)은 CTI 보드(510)를 통해 입력된 송화자(100) 또는 수화자(300)의 음성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기 위한 것으로, 음성 인식부(551), 번역부(553), 및 음성 합성부(555)를 포함한다.

음성 인식부(551)에서는 CTI 보드(510)를 통해 입력된 송화자(100) 또는 수화자(300)의 음성을 인식하여 문장(텍스트)으
로 변환하는데, 이를 위한 음성 인식 알고리즘으로는 음성의 스펙트럼 변화를 기초로 주어진 모델과의 확률적인 추정값을
사용하여 모델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은닉 마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번역부(553)는 음성 인식부(551)에서 인식된 문장을 송화자(100) 또는 수화자(300)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데, 이를 위한 번역 알고리즘으로는 종래에 개시된 구문 분석을 통한 규칙 기반(Rule-Based) 알고리즘, 언어 현상을 통한
어휘 기반(Lexical-Based) 번역 알고리즘, 대용량 예제를 통한 예제 기반(Example-Based) 번역 알고리즘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음성 합성부(555)는 음성 인식부(551)에서 인식된 인식문장 또는 번역부(553)에서 번역된 번역문장을 음성으로 합성하여
출력하는데, 이를 위한 음성 합성(Text to Speech) 알고리즘으로는 J.Allen, M.S.Hunnicutt and D.Klatt 등의 'From
Text to Speech'(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p. 16-150)에 기재되어 있는 홀만트 합성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음성 인식 알고리즘, 번역 알고리즘, 음성 합성 알고리즘 외에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들 알고리즘이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본 발명과 같은 3자 통화 방식의 통역 시스템에서는 송화자(100)와 수화자(300)로부터 언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될
지 모르기 때문에 원활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이벤트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동작을 바로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의 주제어 모듈(570)에서는 다음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통역 시나리오를 기초로 양방향 자동 통역
서비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데, 이하 주제어 모듈(570)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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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모듈(570)은 CTI 제어 모듈(530)에서 이벤트가 발생되면 미리 정의된 통역 시나리오를 기초로 다음 단계에서 수
행해야할 동작을 선택하는 통역 시나리오 관리부(571)와, 상기 통역 시나리오 관리부(571)에서 선택된 현재 상태 전환 동
작에 따라 현재 상태를 다음 상태로 전환하는 상태 전환부(573)를 포함한다.

통역 시나리오는 송화자(100)와 수화자(300)에게 원활한 자동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동 통역 시스템(500)의
동작 흐름을 미리 정의해 놓은 것으로, 통역 시나리오에는 현재 상태에서 발생된 이벤트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수행해야할
동작이 미리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통역 시나리오의 일예가 도 6에 도시되어 있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역 시나리오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동작 상태인 현재 상태(ST_*), 발생된 이벤트(EVT_*), 발
생된 이벤트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수행해야할 동작(On_*)을 <「현재 상태」, 「이벤트」, 「동작」>의 형식으로 테이블
화한 것으로, <「현재 상태」, 「이벤트」, 「동작」> 에서 「동작」은 발생된 이벤트에 따라 현재 상태를 다음 상태로 전
환하는 현재 상태 전환 동작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기본 전화 동작을 선택하는 동작을 의미한다.

즉, 통역 시나리오 관리부(571)는 이벤트 핸들러(531)에서 이벤트가 발생되면 이에 따라 미리 저장된 통역 시나리오를 기
초로 다음 단계에서 수행해야할 동작(On_*)을 선택하는데, 통역 시나리오 관리부(571)가 동작(On_*)을 선택하면 선택된
동작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현재 상태 전환 동작과 기본 전화 동작이 선택되며, 이에 따라 상태 전환부(573)는 선택
된 현재 상태 전환 동작에 따라 현재 상태를 다음 상태로 전환하고, 작업 수행부(535)는 선택된 기본 전화 동작에 따라 다
음 단계에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송화자(100)가 자동 통역 시스템(500)에 접속하면 CTI 제어 모듈(530)의 이벤트 핸들러(531)는 호(call) 수신
이벤트를 주제어 모듈(570)의 통역 시나리오 관리부(571)로 전달하며, 통역 시나리오 관리부(571)는 통역 시나리오에서
호 수신 이벤트 처리를 위한 <ST_START, EVT_WAITCALL, OnGotoPlayWelcomeMent>를 참조하여 상태 전환부
(573)를 통해 현재 상태를 ST_START에서 ST_PlayWelcomeMent로 전환하고 송화자(100)에게 접속 환영멘트를 출력
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통역 시나리오가 <현재 상태, 이벤트, 동작>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화자(100)와 수화자(300)로
부터 언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동작을 바로 수행할 수 있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송
화자(100)와 수화자(300)간 사이에 원활하게 대화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방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방법의 전체적인 흐름도로서, 송화자(100)가 자동 통역 시스템(500)에
접속하면 송화자(100)와 수화자(300)간에 통화채널을 설정하는 전화접속 단계(S10~S70), 미리 정의된 통역 시나리오에
따라 입력되는 송화자(100)/수화자(300)의 음성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자동통역 단계(S80~S150),
및 통역 시나리오에 따라 번역된 송화자(100)/수화자(300)의 음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통역전송 단계(S160~S170)를
포함한다.

우선, 송화자(100)가 전화를 걸어 자동 통역 시스템(500)에 접속하면, 이에 따라 이벤트 핸들러(531)를 통해 호(call) 수신
이벤트(EVT_WAITCALL)가 통역 시나리오 관리부(571)로 전달되는데, 통역 시나리오 관리부(571)는 통역 시나리오의
<ST_START, EVT_WAITCALL, OnGotoPlayWelcomeMent>에 따라 호(call) 수신 이벤트 처리를 위한 동작
(OnGotoPlayWelcomeMent)을 선택하며, 선택된 동작(OnGotoPlayWelcomeMent)에 따라 상태 전환부(573)를 통해 현
재 상태를 환영멘트 출력 상태(ST_PLAYWELCOMEMENT)로 전환하고 작업 수행부(535)를 통해 전화받기 작업을 수행
한다(S10, ①). 여기에서, 이벤트 핸들러(531), 작업 수행부(535), 통역 시나리오 관리부(571), 상태 전환부(573)의 동작
은 도 4와 관련된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이하 편의상 자동 통역 시스템(500)으로 통합하여 설명한다.

그 다음, 전화받기가 완료된 후 자동 통역 시스템(500)은 통역 시나리오의 <ST_PLAYWELCOMEMENT,
EVT_PLAYVOICE, OnEndPlayWelcomeMent>에 따라 환영멘트를 출력하며(S20, ②), 환영멘트 출력이 완료된 후 통역
시나리오의 <ST_PLAYPHONENUMMENT, EVT_PLAYVOICE, OnEndPlayPhoneNumMent>에 따라 수화자(300)의
전화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멘트를 출력한다.(S30, ③).

송화자(100)가 전화기를 통해 숫자를 입력하면 이에 따라 DTMF 톤 신호 이벤트(EVT_GETDIGIT)가 발생되며, 이에 따
라 자동 통역 시스템(500)은 통역 시나리오의 <ST_GETPHONENUMDIGIT, EVT_GETDIGIT,
OnEndGetPhoneNumDigit>에 따라 송화자(100)로부터 입력된 DTMF 톤 신호를 검출하여 수화자(300)의 전화번호를 인
식한다(S40, ④).

이와 같이 수화자(300)의 전화번호가 인식되면, 자동 통역 시스템(500)은 통역 시나리오의
<ST_PLAYOUTBOUNDCALLMENT, EVT_PLAYVOICE, OnEndPlayOutboundCallMent>에 따라 통화연결 안내멘트
를 송화자(100)에게 출력하는 동시에 전화걸기 작업을 수행하여 수화자(300)의 전화번호로 통화 연결을 시도한다(S50,
⑤).

통화 연결 시도 후 통역 시스템(500)은 수화자(300)의 응답 여부에 따라 통화 연결 여부를 판별하여 통화 연결이 실패하면
통역 시나리오의 <ST_PLAYCONNECTFAILMENT, EVT_PLAYVOICE, OnEndPlayConnectFailMent>에 따라 송화자
(100)에게 통화연결 실패멘트를 출력하고(S60, ⑥), 통화 연결이 성공하면 통역 시나리오의
<ST_PLAYCONNECTSUCESSMENT, EVT_PLAYVOICE, OnEndPlayConnectSucessMent>에 따라 통화연결 성공멘
트를 출력한다(S70,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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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연결이 성공한 경우, 즉, 호 수신 이벤트가 발생된 경우, 자동 통역 시스템(500)은 <ST_PLAYINTRODUCEMENT,
EVT_PLAYVOICE, OnEndPlayIntroduceMent>에 따라 송화자(100)와 수화자(300)에게 통역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용
법 안내멘트를 출력한다(S80, ⑧).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자동 통역 시스템(500)은 송화자(100)와 수화자(300)에게 실시간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송화자(100)-자동 통역 시스템(500), 자동 통역 시스템(500)-수화자(300)간의 두 통화 채널을 동시에 제어하는데,
동일한 통역 시나리오에 따라 이들 두 통화 채널을 동시에 제어하므로, 이하 설명의 편의상 송화자(100)-자동 통역 시스템
(500)간의 통화 채널을 제어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통역 서비스 사용법 안내멘트가 출력된 후, 송화자(100)가 음성 입력을 위해 소정의 버튼(*버튼)을 누르면 자동 통역 시스
템(500)은 통역 시나리오의 <ST_GETRECOGSTARTDIGIT, EVT_PLAYVOICE, OnEndGetRecogStartDigit>에 따라
송화자(100)에 의해 입력되는 음성을 녹음한다(S90, ⑨).

이러한 음성 녹음 과정에서 송화자(100)가 녹음 종료를 위해 소정의 버튼(#버튼)을 누르면 자동 통역 시스템(500)은 통역
시나리오의 <ST_GETRECOGSTOPDIGIT, EVT_PLAYVOICE, OnEndGetRecogStopDigit>에 따라 송화자(100)의 음
성 녹음을 종료한다(S100, ⑩).

그 다음, 자동 통역 시스템(500)은 통역 시나리오의 <ST_SPEECHRECOG, EVT_RECOGSPEECH,
OnEndSpeechRecog>에 따라 녹음된 송화자(100)의 음성을 인식하는데(S110, ⑪), 음성 인식 성공 여부를 판별하여 음
성인식이 실패하면 <ST_PLAYRECOGFAILMENT, EVT_PLAYVOICE, OnEndPlayRecogFailMent>에 따라 음성인식
실패멘트를 출력한 후 다시 송화자(100)의 음성을 입력받는 상태로 리턴하고(S120, ⑫), 음성인식이 성공하면
<ST_PLAYTTSRECOGSENTENCE, EVT_PLAYVOICE, OnEndPlayTtsRecogSentence>에 따라 인식된 문장을 음성
으로 합성하여 송화자(100)에게 전달한다(S130, ⑬).

음성으로 합성된 인식문장이 송화자(100)에게 전달되면 송화자(100)는 인식문장이 자신이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
하여 맞으면 *버튼을 선택하고 틀리면 #버튼을 선택하는데, 송화자(100)가 *버튼을 선택한 경우 자동 통역 시스템(500)은
통역 시나리오의 <ST_TRANSRECOGSENTENCE, EVT_TRANS, OnEndTransRecogSentence>에 따라 인식된 문장을
수화자(300)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며(S140, ⑭), 번역이 완료되면 통역 시나리오의
<ST_PLAYTTSTRANSSENTENCE, EVT_PLAYVOICE, OnEndPlayTtsTransSentence>에 따라 번역된 문장을 수화
자(300)가 들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합성한다(S150, ⑮).

그 다음, 번역된 송화자(100)의 음성을 통역 시나리오의 <ST_OUTTRANSSENTENCE, EVT_PLAYVOICE,

OnEndOutTransSentence>에 따라 수화자(300)에게 전송하는데(S160, ), 번역문장의 합성음 출력이 완료되면
<ST_PLAYDINGDONGMENT, EVT_PLAYVOICE, OnEndPlayDingdongMent>에 따라 출력 종료를 나타내는 소정의
알림음(예를 들면, 딩동)을 출력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자동 통역 시스템(500)은 통역 시나리오의 <ST_PLAYRCVWAITMENT, EVT_RCVSENTENCE,

OnEndGetRcvSentence>에 따라 전송된 번역문장에 대한 수화자(300)로부터의 응답이 있는지를 체크하여(S170, ), 수
화자(300)로부터 응답문장이 수신되면 통역 시나리오의 <ST_OUTRCVSENTENCE, EVT_PLAYVOICE,

OnEndOutRcvSentence>에 따라 수신된 응답문장을 송화자(100)에게 전송한다(S180, ).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자동 통역 시스템(500)은 다음 단계에서 수행해야할 동작이 미리 설정된 통역 시나리오
에 따라 양방향 자동 통역 서비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므로, 송화자(100)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언어를 사
용하는 수화자(300)와도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
호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시스템 및 방법에 따르면, 특정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간에 원활하게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 통역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송화자와 수화자간에 통화채널을 설정하는 CTI 보드;

상기 CTI 보드를 통해 입력된 버튼 신호에 따라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기본 전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단위로 상기
CTI 보드를 제어하는 CTI 제어 모듈;

상기 CTI 보드를 통해 입력된 송화자/수화자의 음성을 인식하여 소정 언어로 번역하는 통역 모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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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의된 통역 시나리오에 따라 상기 CTI 제어 모듈의 동작을 제어하는 주제어 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통역 시나리오는 현재 상태 및 상기 CTI 제어 모듈에서 발생된 이벤트에 따라 선택되는 현재 상태 전환 동작 및 기본
전화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CTI 제어 모듈은,

상기 CTI 보드를 통해 입력된 버튼 신호에 따라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이벤트 핸들러;

상기 CTI 보드를 제어하는 CTI 제어 함수들로 이루어진 CTI API; 및

상기 주제어 모듈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상기 CTI API에서 CTI 제어 함수들을 순서대로 호출하여 기본 전화 동작을 수행
하는 작업 수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시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 전화 동작은 전화 걸기, 전화 받기, 전화 끊기, 버튼 누르기, 버튼 읽기, 톤 검출, 소리 내기, 소
리 듣기, 말하기, 듣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통역 모듈은,

상기 CTI 보드를 통해 입력된 음성을 인식하여 텍스트로 변환하는 음성 인식부;

상기 음성 인식부에서 변환된 텍스트를 소정 언어로 번역하는 번역부; 및

상기 음성 인식부를 통해 인식된 텍스트 또는 상기 번역부를 통해 번역된 번역 텍스트를 음성으로 합성하여 출력하는 음성
합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시스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주제어 모듈은,

상기 CTI 제어 모듈에서 이벤트가 발생되면 미리 정의된 통역 시나리오를 기초로 현재 상태 전환 동작 및 기본 전화 동작
을 선택하는 통역 시나리오 관리부; 및

상기 통역 시나리오 관리부에서 선택된 현재 상태 전환 동작에 따라 현재 상태를 다음 상태로 전환하는 상태 전환부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시스템.

청구항 7.

송화자가 자동 통역 시스템에 접속하면 송화자와 수화자간에 통화채널을 설정하는 전화접속 단계;

CTI 보드를 통해 입력되는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버튼 신호에 따라 CTI 제어 모듈에서 이벤트가 발생되면, 미리 정의된 통
역 시나리오를 기초로 상기 발생된 이벤트에 따라 입력된 음성을 소정 언어로 번역하는 자동통역 단계; 및

상기 통역 시나리오에 따라 상기 CTI 보드를 제어하여 상기 번역된 음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통역전송 단계를 포함하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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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역 시나리오는 현재 상태 및 상기 CTI 제어 모듈에서 발생된 이벤트에 따라 선택되는 현재 상태 전환 동작 및 기본
전화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CTI 제어 모듈은 기본 전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단위로 상기 CTI 보드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방법.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통역 단계는,

송화자 또는 수화자로부터 입력되는 버튼 신호에 따라 상기 CTI 제어 모듈에서 이벤트가 발생되면, 미리 정의된 통역 시나
리오를 기초로 상기 발생된 이벤트에 따라 입력되는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음성을 녹음하는 단계; 및

미리 정의된 통역 시나리오에 따라 통역 모듈을 통해 상기 녹음된 음성을 인식하여 소정 언어로 번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번역 단계는,

상기 녹음된 음성을 인식하여 텍스트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텍스트를 소정 언어로 번역하는 단계; 및

상기 번역된 텍스트를 음성으로 합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자 통화 방식의 자동 통역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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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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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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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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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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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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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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