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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요약

본 발명의 검색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에 포함된 웹문서에 대해 텍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각 웹문서의 화면 

레이아웃 이미지(layout image)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웹문서를 용이하게 찾아낼 수 있게 하고, 각 사이트 및 디렉

토리의 구조 정보를 제공하여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본 발명의 검색 시스템은 외부 서버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수

신한 다수의 문서 파일에서 텍스트(text) 및 화면 레이아웃 이미지(layout image)를 추출하는 로봇 에이전트(robot a

gent)와, 추출된 다수의 텍스트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다수의 화면 레이아웃 이미지를 수신하

여 다수의 텍스트와 각각 연관시켜 저장하는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로부터 요청된 문서 파일에 대응하는 텍

스트 및 화면 레이아웃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검색 수단과, 다수의 문서 파일 중 하이퍼텍스트(hypertext) 

파일의 미리 정해진 목록을 외부 서버로부터 수신할 문서 파일의 목록으로서 결정하는 관리 수단과, 다수의 문서 파

일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디렉토리(directory)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디렉토리 관리 수단과, 다수의 문서 파일 중에

서 사용자가 지정한 즐겨찾기 문서 파일의 목록을 계층적으로 생성하여 저장하는 사용자 관리 데이터베이스와, 다수

의 문서 파일 중에서 링크로 연결된 문서 파일들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링크 구조 정보를 저장하는 링크 구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디렉토리의 계층 구조와 즐겨찾기 문서 파일의 목록의 계층 구조와 링크로 연결된 문서 파일의 링크

구조를 기설정된 계층 형태로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구조 출력 수단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검색 시스템, 로봇 에이전트, 서버, 웹문서, 이미지, 텍스트, 사이트 구조 정보, 슬라이드쇼, 즐겨찾기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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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검색 시스템의 일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는 도 1의 로봇 에이전트를 상세하게 도시하는 블록도.

도 3은 로봇 에이전트의 웹문서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검색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검색 시스템이 제공하는 초기 화면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도 4의 초기화면 제시 단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흐름도.

도 7은 디렉토리 탐색 결과를 제공하는 화면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도 4의 디렉토리 탐색 결과 출력 단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흐름도.

도 9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화면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다른 화면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도 4의 디렉토리내 검색 결과를 출력하는 단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흐름도.

도 12는 도 4의 웹문서 검색 결과를 출력하는 단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흐름도.

도 13은 사이트 구조를 제공하는 화면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도 4의 사이트 구조 출력 단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흐름도.

도 15는 슬라이드쇼를 제공하기 위한 화면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6은 도 4의 슬라이드쇼 단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도면.

도 17은 즐겨찾기 등록을 하기 위한 화면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8은 즐겨찾기 목록을 제공하는 화면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9는 도 4의 즐겨찾기 등록 단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로봇 에이전트

20 : 사용자 관리 DB

30 : 구조 정보 DB

40 : 웹문서 정보 DB

50 : 웹이미지 DB

60 : 사이트 관리부

70 : 색인 DB

80 : 색인 서비스부

100 : 검색 시스템

200 : 인터넷

300 : 외부 웹서버

400 : 사용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검색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웹문서(web document)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웹 콘텐츠(contents)의 이미지 및 웹사이트(web site) 구조를 제공하는 검색 시스템에 관한 것이

다.

일반적으로 검색 시스템은 사용자가 주어진 문제에 관한 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서, 최근에는 정보 제공자가 제

공하는 웹문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검색 시스템이 개

발되어 있다. 여기에서 웹문서와 같은 텍스트 및 텍스트와 함께 디스플레이되는 이미지 또는 멀티미디어 파일들이 어

디에 있는지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등으로 표현된 파일이다. 즉, 웹

문서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관련있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조직화된 하이퍼텍스트(hypertext)로서, 문서 내의 

한 단어나 그림 또는 정보 개체로부터 다른 파일로 선택적으로 연결시키는 링크(link)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특정한 

주제에 관한 웹문서들의 모음인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의 시작 파일인 홈페이지(home page)를 방문하면 그 

웹사이트의 모든 웹문서, 즉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링크로 연결되는 웹문서들 및 연결된 웹문서가 제공하는 링크로 연

결되는 다른 웹문서들을 제공받아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검색 시스템은 검색 엔진(search engine) 및 디렉토리 테이블을 포함한다. 검색 엔진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검색 대상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 웹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서버로부터 웹문서를 읽어들

인 후 각 웹문서 상의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사용하여 다른 웹문서들을 읽어 오는 로봇 에이전트와, 로봇 에이전트가 

읽어들인 웹문서에 대해 거대한 색인을 만드는 색인 프로그램과, 사용자의 검색 요구에 따라 색인 내의 내용과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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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검색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검색 프로그램이다.

검색 엔진과 함께 검색 시스템은 주제별로 디렉토리를 분류하고 디렉토리에 대해서도 색인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

용자가 디렉토리 내에서 검색을 하거나 분류된 디렉토리 자체를 지정 탐색하여 원하는 웹문서를 찾을 수 있게 한다.

즉, 검색 시스템의 사용자는 원하는 문서를 얻을 때까지 검색 조건으로서 원하는 정보에 관한 수 개의 단어와 디렉토

리 또는 웹문서 검색 표시를 입력하고 검색 시스템은 관련된 디렉토리 및/또는 웹문서를 찾아서 표시하는 과정을 사

용자가 원하는 웹문서를 찾을 때까지 반복한다. 또는 분류된 디렉토리를 지정하여 탐색하여 하위 디렉토리 또는 웹문

서를 보고 다시 탐색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원하는 웹문서를 얻는다.

그러나, 종래의 검색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검색 결과는 검색된 각 웹문서 또는 디렉토리에 대한 주소, 제목,

텍스트 요약 등의 매우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웹문서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

았다. 즉, 검색된 문서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각 사이트의 관리자나 검색 시스템의 관리자가 작성한 문장이므로 사용자

들이 원하는 문서인지를 판단할 근거로서는 미약하였 다. 게다가 찾아낸 문서를 포함하고 있는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으면 그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었다.

종래의 검색 시스템에서 사용자 행동 유형의 대부분은 검색된 웹문서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단 링크를 클릭하

여 해당 웹문서를 열람한 후, 원하지 않은 웹문서의 경우라면 다시 검색 결과로 돌아온 후 다른 웹문서로의 링크를 클

릭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원하는 웹문서를 찾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검색 방식은 다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웹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에게 검색결과에 포함된 웹문서에 대해 텍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각 웹문서의 화면

레이아웃(layout)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웹문서를 용이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자에게 각 사이트 및 디렉토리의 구조 정보를 제공하여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외부 서버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수신한 다수의 문서 파일에서 텍스트

(text) 및 화면 레이아웃 이미지(layout image)를 추출하는 로봇 에이전트(robot agent)와, 상기 로봇 에이전트로부

터 상기 추출된 다수의 텍스트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로봇 에이전트로부터 상기 다수의 

화면 레이아웃 이미지를 수신하여 상기 다수의 텍스트와 각각 연관시켜 저장하는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로

부터 상기 다수의 문서 파일 중 적어도 하나의 문서 파일에 대한 전송 요청이 있으면, 상기 텍스트 및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하여 상기 요청한 문서 파일에 대응하는 텍스트 및 화면 레이아웃 이미지를 상기 사용자에게 상기 통신

망을 통해 제공하는 검색 수단과, 상기 다수의 문서 파일 중 하이퍼텍스트(hypertext) 파일의 미리 정해진 목록을 상

기 외부 서버로부터 수신할 문서 파일의 목록으로서 결정하는 관리 수단과, 상기 다수의 문서 파일을 계층적으로 분

류하여 디렉토리(directory)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디렉토리 관리 수단과, 상기 다수의 문서 파일 중에서 상기 사용자

가 지정한 즐겨찾기 문서 파일의 목록을 계층적으로 생성하여 저장하는 사용자 관리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다수의 문

서 파일 중에서 링크로 연결된 문서 파일들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링크 구조 정보를 저장하는 링크 구조 정보 데이

터베이스와, 상기 디렉토리의 계층 구조와 상기 즐겨찾기 문서 파일의 목록의 계층 구조와 상기 링크로 연결된 문서 

파일의 링크 구조를 기설정된 계층 형태로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구조 출력 수단

을 포함하는 검색 시스템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검색 시스템을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검색 시스템(100)의 일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으로서, 검색 시스템(100)은 인터넷(200)을 통

해 다수의 외부 웹 서버(web server), 예를 들면, 외부 웹 서버(300) 및 다수의 사용자, 예를 들면, 사용자(400)와 연

결되어 있다.

검색 시스템(100)은 인터넷(200)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외부 웹 서버(300)에 웹문서를 요청하고 웹문서를 수집하여 

사용자(400)에게 제공한다. 본 발명의 검색 시스템(100)은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로 표현된 웹문서

에 대한 요약 텍스트(text) 및 웹문서 레이아웃 이미지(layout image)(이하 "웹이미지"라 함)와, 디렉토리(directory) 

및 사이트(site)의 구조 정보를 사용자(400)에게 제공하는데 특징이 있다. 특히, 본 발명의 검색 시스템(100)은 사용

자(400)에게 한 화면에서 여러개의 작은 웹이미지를 바둑판 형태로 동시에 보여주는 기능과, 여러 웹이미지들을 소정

의 시간 간격을 두고 한 화면씩 자동으로 보여주는 슬라이드쇼(slideshow)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개개의 사용자의 

즐겨찾기 정보를 검색 시스템에 저장하고 제공한다.

검색 시스템(100)에서 디렉토리, 사이트 및 즐겨찾기의 구조 정보는 계층적으로 브랜치(branch)를 구비하는 트리(tre

e) 형태로 제공되어 한번의 선택 조작으로 사용자(400)가 원하는 디렉토리 또는 폴더(folder) 또는 웹문서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200)을 통해 검색 시스템(100)에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400)는 통상의 인터넷 브라우저(browser)를 사용하

여 검색 시스템(100)에 접근하면 미리 정해진 검색 초기 화면을 제공받는다. 초기 화면에서 사용자(400)는 검색조건

을 사용하여 검색을 할 것인지 또는 미리 분류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탐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검색 조건은 디

렉토리내 검색인지 또는 웹문서 검색인지 등의 검색 범위 구분과, 검색어 및 검색어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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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용자가 설정한 검색 결과 표시 종류(예를 들면, 텍스트만, 웹이미지만, 텍스트 및 웹이미지 병행) 및 이미지 크기

에 따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된다.

도 1에서 검색 시스템(100)은 로봇 에이전트(robot agent)(10), 임시 데이터베이스(DB: database)(17), 사용자 관리

DB(20), 사용자 관리부(25), 구조 정보 DB(30), 웹문서 정보 DB(40), 웹이미지 DB(50), 사이트 관리부(60), 색인(in

dex) DB(70), 색인 서비스부(80), 웹 서비스부(90)를 포함한다.

로봇 에이전트(10)는 외부 웹 서버(300)와,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와 인터넷(200)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로

봇 에이전트(10)는 사이트 관리부(10)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사이트 목록을 수신하여, 해당하는 각 사이트를 방문하

여 웹 문서를 수집한다. 즉, 외부 웹 서버(300)에 웹문서를 요청하여 수신하여 임시 DB(17)에 저장한 후, 사이트 구조

정보, 웹문서 정보, 웹이미지를 추출하여 각각 구조 정보 DB(30), 웹문서 정보 DB(40), 웹이미지 DB(50)에 저장한다

.

사용자 관리 DB(20)는 각 사용자의 계정 정보(예를 들면,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및 사용자 각각의 즐겨찾기 정보 

등을 포함하는 사용자 정보를 저장한다.

사용자 관리부(25)는 사용자 정보를 사용자 관리 DB(20)에 저장 및 검색한다. 또한, 사용자 관리부(25)는 사용자(40

0)가 웹서비스부(90)를 통해 즐겨찾기를 요청하면 해당 사용자를 인증하고, 사용자 관리 DB(20)로부터 해당 사용자

의 즐겨찾기에 포함된 폴더 및 사이트 정보를 검색하여 웹 서비스부(90)를 통해 사용자(400)에게 전달한다.

구조 정보 DB(30)는 로봇 에이전트(10)로부터 각 사이트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저장한다.

웹문서 정보 DB(40)는 로봇 에이전트(10)로부터 웹문서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문서의 제목과 요약 내용인 텍스트,

방문 횟수 및 해당 웹이미지의 저장 위치 등의 정보를 저장한다.

웹이미지 DB(50)는 웹이미지를 웹문서 정보 DB(40)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저장한다.

사이트 관리부(60)는 수집할 사이트의 목록을 결정하여 로봇 에이전트(10)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면, 사이트 관리부(

60)는 검색 시스템(100)의 관리자가 미리 입력해 놓은 수집할 사이트의 목록 또는 사용자 관리부(25)로부터 수신한 

즐겨찾기 참조 목록을 로봇 에이전트(10)에 제공한다. 또한, 사이트 관리부(60)는 디렉토리 검색 및 탐색을 위해 종래

의 검색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생성된 디렉토리 테이블을 구비하고 있다.

색인 서비스부(80)는 웹문서 정보 DB(40)에 저장되어 있는 웹문서의 텍스트에서 색인어를 추출하여 색인 DB(70)에 

저장한다. 또한, 색인 서비스부(80)는 웹 서비스부(90)로부터 수신한 검색 조건에 따라 색인 DB(70)를 검색하여 해당

웹문서 및 디렉토리 목록을 웹 서비스부(90)에 제공한다.

색인 DB(70)는 색인 서비스부(80)에서 추출된 색인어를 해당 문서에 대응되도록 저장하고, 사이트 관리부(60)의 디

렉토리 테이블에 포함된 각 디렉토리에 대해 미리 설정된 색인어를 저장한다.

웹 서비스부(90)는 디렉토리 구조를 트리 형태로 생성하여 사용자(400)에게 제공한다. 사용자(400)로부터 수신한 검

색 조건, 디렉토리 이름 또는 사이트 주소를 수신하고, 웹문서 정보 DB(40)와 웹이미지 DB(50)를 검색하거나 사이트

관리부(60)의 디렉토리 테이블에 접근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디렉토리 및/또는 웹문서들을 하여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로부터 수신한 검색 조건을 색인 서비스부(80)로 전달하여 해당 웹문서 

또는 디렉토리를 검색한다.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의 선택에 따라 검색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400

)에게 제공하는데, 이후 상세하게 설명될 웹이미지와 텍스트 병행, 바둑판 형태 정렬 작은 웹이미지, 큰 웹이미지, 슬

라이드쇼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가 지정한 사이트에 대해 구조 정보 DB(30)에 저장된 사이트의 구조를 트리 형

태로 생성하여 사용자(400)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로부터 즐겨찾기 요청을 수신하면,

사용자 관리부(25)를 통해 사용자 관리 DB(20)에 저장된 해당 사용자의 즐겨찾기 목록을 받은 후, 트리 형태로 생성

하여 웹이미지 DB(50)에 저장된 해당 사이트들의 웹이미지 정보와 함께 사용자(400)에게 제공한다.

도 2는 도 1의 로봇 에이전트(10)를 상세하게 도시한 블록도로서, 웹문서 수집부(11), 즐겨찾기 빈도수 계산부(12), 

구조 정보 추출부(13), 문서 정보 추출부(14) 및 웹이미지 추출부(15)를 포함한다.

즐겨찾기 빈도수 계산부(12)는 사이트 관리부(60)로부터 즐겨찾기 정보로 등록된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을 수신하여 즐겨찾기 빈도수를 계산한 후 빈도수 순서대로 URL 목록을 웹문서 수집부(11)에 전달한다.

웹문서 수집부(11)는 수집할 웹문서의 URL 목록을 사이트 관리부(60)로부터 수신하거나 즐겨찾기 빈도수 계산부(12

)를 통해 빈도수 순서로 URL 목록을 수신한 후, 인터넷(200)을 통해 외부 웹서버(300)로부터 해당 웹문서를 수신하

여 임시 DB(17)에 저장한다.

구조 정보 추출부(13)는 임시 DB(17)에 저장된 웹문서의 웹주소를 분석하여 각 사이트의 구조를 추출하여 구조 정보

를 구조 정보 DB(30)에 저장한다.

문서 정보 추출부(14)는 임시 DB(17)에 저장된 웹문서의 제목과 요약 내용인 텍스트, 방문 횟수 및 웹이미지의 저장 

위치 등의 문서 정보를 추출하여 웹문서 정 보 DB(40)에 저장한다.

이미지 추출부(15)는 임시 DB(17)에 저장된 웹문서의 화면 레이아웃 이미지인 웹이미지를 추출하여 웹문서 정보 DB

(40)에 기록된 웹이미지 DB(50)의 해당 웹이미지 저장 위치에 저장한다. 예를 들면, 이미지 추출부(15)는 웹이미지가

브라우저 화면을 거의 차지하는 비교적 큰 이미지(이하, 큰 웹이미지라 한다)와 비교적 작은 크기의 이미지(이하, 작

은 웹이미지라 한다)로 출력될 수 있도록 웹이미지를 두가지 이미지로 웹이미지 DB(50)에 저장한다.

도 3은 로봇 에이전트(10)가 웹문서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단계(S300)에서, 로봇 에이전트(10)의 웹문서 수집부(11)는 탐색할 사이트들의 URL 목록을 사이트 관리부(60)로부

터 가져오고, 단계(S310)로 진행한다.

단계(S310)에서, 웹문서 수집부(11)는 탐색할 사이트들의 대기 행렬이 비어있는지를 판단하여, 비어있으면 단계(S3

60)로 진행하여 수집을 종료하고, 비어있지 않으면 단계(S315)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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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S315)에서, 웹문서 수집부(11)는 탐색할 다음 사이트로 이동하여, 웹문서 등을 임시 DB(17)에 저장하고 단계(S

320)로 진행한다.

단계(S320)에서, 웹문서 수집부(11)는 사이트 내의 다음 웹주소를 탐색하여 웹문서 등을 임시 DB(17)에 저장하고 단

계(S325)로 진행한다.

단계(S325)에서, 웹문서 수집부(11)는 단계(S320)에서 탐색한 웹문서에서 링크가 제공되는 다른 웹주소를 추출하고

단계(S330)로 진행한다.

단계(S330)에서, 웹문서 수집부(11)는 추출된 웹주소들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단계(S335)로 진행한다.

단계(S335)에서, 웹문서 수집부(11)는 유효한 웹주소들을 웹주소 대기 행렬에 저장하고 단계(S340)로 진행한다.

단계(S340)에서, 문서 정보 추출부(14)는 임시 DB(17)에 저장된 웹문서의 정보를 추출하여 웹문서 정보 DB(40)에 

저장하고 단계(S345)로 진행한다.

단계(S345)에서, 이미지 추출부(15)는 웹문서의 화면 레이아웃 이미지를 추출하여 큰 웹이미지와 작은 웹이미지를 

웹이미지 DB(50)에 저장하고 단계(S350)로 진행한다.

단계(S350)에서, 웹주소 대기 행렬이 비어있는지를 판단하여, 비어있으면 단계(S355)로 진행하고, 비어 있지 않으면

단계(S320)로 다시 진행한다.

단계(S355)에서, 대기 행렬이 비어 있는 경우 해당 사이트내 웹문서는 모두 검색한 것으로 보고, 현재 사이트 구조 정

보를 추출하여 구조 정보 DB(30)에 저장하고 단계(S310)로 다시 진행한다.

도 4는 검색 시스템(100)이 사용자(400)에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의 일례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단계(S400)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초기 화면을 사용자(400)에게 제시하고 단계(S410)로 진행한다.

단계(S410)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로부터 디렉토리 탐색 요청을 수신하면 단계(S420)로 진행하고, 검

색 조건을 수신하면 단계(S430)로 진행한 다.

단계(S420)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이트 관리부(60)의 디렉토리 테이블을 참조하여 웹문서 정보 DB(40) 및 웹이

미지 DB(50)를 검색한 후 디렉토리 탐색 결과를 사용자(400)에게 출력하고 단계(S460)로 진행한다.

단계(S430)에서, 웹 서비스부(90)는 검색 조건을 색인 서비스부(80)로 전달하고 색인 서비스부(80)는 검색 범위가 

디렉토리내 검색이면 단계(S440)로 진행하고, 검색 범위가 웹문서 검색이면 단계(S450)로 진행한다.

단계(S440)에서, 색인 서비스부(90)는 검색어에 해당하는 디렉토리를 색인 DB(70)에서 검색하여 검색된 디렉토리 

및 웹문서의 목록을 웹 서비스부(90)에 전달하고, 웹 서비스부(90)는 웹문서 정보 DB(40) 및 웹이미지 DB(50)로부터

해당 웹문서 정보 및 웹이미지를 검색하여 디렉토리와 함께 사용자(400)에게 디렉토리내 검색 결과로서 출력하고 단

계(S460)로 진행한다.

단계(S450)에서, 색인 서비스부(90)는 검색어에 해당하는 웹문서를 색인 DB(70)에서 검색하여 검색된 웹문서의 목

록을 웹 서비스부(90)에 전달하고, 웹 서비스부(90)는 웹문서 정보 DB(40) 및 웹이미지 DB(50)로부터 해당 웹문서 

정보 및 웹이미지를 검색하여 사용자(400)에게 웹문서 검색 결과로서 출력하고 단계(S460)로 진행한다.

단계(S460)에서, 웹 서비스부(90)가 사용자(400)로부터 사이트 구조 보기를 수신하면 단계(S470)로 진행하고, 즐겨

찾기 등록을 수신하면 단계(S490)로 진행한다.

단계(S470)에서, 웹 서비스부(90)는 구조 정보 DB(30)에서 해당 사이트의 구조 정보를 검색하여 트리 형태로 생성한

후 사용자(400)에게 전송하고 단계(S480)로 진행한다.

단계(S480)에서, 웹 서비스부(90)가 사용자(400)로부터 슬라이드쇼 요청을 수신하면 새로운 윈도우에서 사이트의 

선택된 디렉토리의 웹문서들의 웹이미지를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자(400)에게 출력한다.

단계(S490)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선택된 웹문서를 즐겨찾기 목록에 등록시킨다.

도 5는 검색 시스템(100)이 사용자(400)에게 제공하는 초기 화면예이다. 사용자(400)가 검색 시스템(100)에 접속하

면 검색 시스템(100)의 로고(예를 들면, X2SEARCH LOGO), 검색어를 입력하는 검색창(510), 웹문서 검색 선택 항

목(520) 또는 디렉토리내 검색 선택 항목(530), 웹이미지 바둑판 정렬 선택 항목(540), 즐겨찾기 선택 항목(560) 등

이 머리글로서 제공된다. 머리글은 모든 화면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검색 시스템(100)이 제공하는 주

제 분류별 디렉토리가 트리 형태로 표시되어(550) 사용자(400)는 하위 디렉토리 또는 웹문서로 바로 이동하여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검색 시스템(100)과 관련된 기타 정보(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표시)를 포함하는 바닥글이 제

공되는데, 바닥글도 모든 화면에 공통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도 6은 도 5의 초기화면을 제시하는 도 4의 단계(S400)를 상세하게 나타낸 흐름도이다.

단계(S401)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에게 초기 화면의 머리글을 출력하고 단계(S402)로 진행한다.

단계(S402)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이트 관리부(60)의 디렉토리 테이블을 읽어 디렉토리 트리를 생성하고 단계(S

403)로 진행한다.

단계(S403)에서, 웹 서비스부(90)는 디렉토리 트리를 사용자(400)에게 출력하고 단계(S404)로 진행한다.

단계(S404)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에게 바닥글을 출력하고 단계(S410)로 진행한다.

도 7은 도 5의 화면에서 디렉토리 탐색을 선택하였을 때, 즉 디렉토리 트리(550)에서 임의의 디렉토리를 선택하였을 

때 검색 시스템(100)이 사용자(400)에게 제공하는 화면예이다. 도 7에서, 초기 화면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색창 및 선

택 항목 등이 제공되고 현재 선택된 디렉토리(ARTS)(710)가 오른쪽에 표시되고 그 디렉토리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디렉토리(720) 및 사이트(730)가 나열되어 있다. 사이트에 대해서는 웹문서 정보 DB(40)에 저장되어 있는 웹문서 정

보(740)와 함께 웹이미지 DB(50)에 저장되어 있는 웹이미지(750)가 제공되어 사용자는 용이하게 원하는 사이트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사이트 구조 보기 항목(780)을 선택하여, 도 13 및 14를 참조하여 설명할 해당 사이

트의 구조 보기 화면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즐겨찾기 등록 항목(760)을 선택하여, 도 16 및 17을 참조하여 설명될 해

당 사이트를 즐겨찾기 목록에 등록할 수 있다. 종래의 검색 시스템에서와 같이 사용자는 사이트 방문 항목(770)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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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도 있다.

도 8은 도 7의 화면예를 제시하는 도 4의 디렉토리 탐색 결과 출력 단계(S420)를 상세하게 나타낸 흐름도이다.

단계(S421)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에게 머리글을 출력하고 단계(S422)로 진행한다.

단계(S422)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가 선택한 디렉토리(710)를 출력하고 단계(S423)로 진행한다.

단계(S423)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이트 관리부(60)의 디렉토리 테이블을 참조하여 사용자(400)에게 하위 디렉

토리(720)를 표시하고 단계(S424)로 진행한다.

단계(S424)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선택 디렉토리에 포함된 웹문서 정보(740) 및 작은 웹이미지(750)를 웹문서 정

보 DB(40) 및 웹이미지 DB(50)로부터 검색하여 사용자(400)에게 출력하고 단계(S425)로 진행한다.

단계(S425)에서, 예를 들면, 이전 또는 다음 화면으로의 진행을 선택하는 항목을 포함한 바닥글을 출력하고 단계(S4

60)로 진행한다.

도 9 및 10은 검색 시스템(100)이 검색 결과를 사용자(400)에게 제공하는 화면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9에서는 

검색된 웹문서 정보(910)와 웹이미지(920)가 모두 제공되고, 도 10에서는 다수의 검색된 웹이미지가 바둑판 형태(11

0)로 정렬되어 제공되고 문서의 제목(120)이 웹이미지 아래에 표시되어 있고 웹문서 정보는, 예를 들면, 웹이미지 상

에 커서를 위치시킬 때에만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도 9 및 10에서 작은 웹이미지가 제공되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큰 웹이미지로 제공받을 수도 있다

도 11은 도 9 및 10의 화면예를 제시하는 도 4의 디렉토리내 검색 결과 출력 단계(S440)를 상세하게 나타낸 흐름도

이다.

단계(S441)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에게 머리글을 출력하고 단계(S442)로 진행한다.

단계(S442)에서, 웹 서비스부(90)가 사용자(400)로부터 디렉토리내 검색 항목과 검색어의 조합에 해당하는 파라메

터를 수신하고 색인 서비스부(80)에 전달한 후 색인 서비스부(80)는 색인 DB(70)를 검색하여 검색 결과를 웹 서비스

부(90)로 전달하고 단계(S443)로 진행한다.

단계(S443)에서, 웹 서비스부(90)는 검색 결과에 디렉토리가 있으면 단계(S444)로 진행하고 없으면 단계(S445)로 

진행한다.

단계(S444)에서, 웹 서비스부(90)는 디렉토리 구조를 생성하고 다시 단계(S443)로 진행한다. 검색 결과에 있는 디렉

토리들에 대한 트리가 모두 생성되고 나면, 단계(S445)로 진행한다.

단계(S445)에서, 웹 서비스부(90)는 디렉토리 트리를 사용자(400)에게 출력하고 단계(S446)로 진행한다.

단계(S446)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로부터 '웹이미지만 출력'을 수신하면 단계(S447)로 진행하고, 아니

면 단계(S448)로 진행한다.

단계(S447)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웹이미지 DB(50)에서 작은 웹이미지를 검색하여 바둑판 형태(110)로 정렬시켜 

도 10과 같이 사용자(400)에게 출력한다.

단계(S448)에서, 웹 서비스부(90)는 검색된 웹문서의 정보(910)와 작은 웹이 미지(920)를 각각 웹문서 정보 DB(40)

와 웹이미지 DB(50)으로부터 검색하여 사용자(400)에게 출력하고 도 9와 같이 단계(S449)로 진행한다.

단계(S449)에서, 웹 서비스부(90)는 바닥글을 출력하고 단계(S460)로 진행한다.

도 12는 도 9 및 10의 화면예를 제시하는 도 4의 웹문서 검색 결과 출력 단계(S450)를 상세하게 나타낸 흐름도이다.

단계(S451)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에게 머리글을 출력하고 단계(S452)로 진행한다.

단계(S452)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로부터 웹문서 검색 항목과 검색어의 조합에 해당하는 파라메터를 

수신하고 색인 서비스부(80)에 전달한 후, 색인 서비스부(80)는 색인 DB(70)를 검색하여 검색 결과를 웹 서비스부(9

0)로 전달하고 단계(S453)로 진행한다.

단계(S453)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로부터 '웹이미지만 출력' 요청을 수신하면 단계(S454)로 진행하고 

아니면 단계(S455)로 진행한다.

단계(S454)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웹이미지 DB(50)에서 작은 웹이미지를 검색하여 바둑판 형태(110)로 도 10과 

같이 사용자(400)에게 출력한다. 이 경우 웹문서 정보는 사용자(400)가 작은 웹이미지 상에 커서를 위치시킬 때에만 

출력된다.

단계(S455)에서, 웹 서비스부(90)는 검색된 웹문서의 정보(910)와 작은 웹이미지(920)를 각각 웹문서 정보 DB(40)

와 웹이미지 DB(50)으로부터 검색하여 사용자(400)에게 도 9와 같이 출력하고 단계(S456)로 진행한다.

단계(S456)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에게 바닥글을 출력하고 단계(S460)로 진행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검색 시스템(100)이 사이트 구조를 사용자(400)에게 제공하는 화면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화면

왼쪽의 맨 위에 사이트 이름이 있고, 트리 형태(131)로 사이트의 구조가 표시되어 있으며, 화면 오른쪽에는 현재 선택

된 폴더(도면의 좌측에 진한 색으로 표시됨)에 포함된 웹문서의 작은 웹이미지가 바둑판 형태(132)로 정렬되어 제공

되고 있다. 도 1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한눈에 사이트의 링크 관계 구조를 계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한 문서에서 링크가 제공되는 다수의 다른 문서의 웹이미지를 한번에 볼 수 있으므로 원하는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검색 시스템(100)이 서로 직접적으로 링크를 제공하지 않는 같은 계층의 문서들의 웹이미지를 동시

에 제공하므로 사용자는 반복적인 관련 링크 탐색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종래의 검색 시스템에서는 소정의 웹문서를

볼 때 그 웹문서가 직접 속하는 디렉토리의 명칭만을 같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디렉토리 구조상에서 소정의

하위 웹문서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닐 때 상위 문서로 되돌아감(back) 기능을 이용하여 되돌아간 후 다시 상위 웹

문서에 링크된 다른 하위 웹문서를 열람하여야 하고, 이런 과정은 사용자가 모든 문서를 열람할 때까지 반복된다. 그

러나, 본 발명의 디렉토리 구조의 제시 기능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현재 어떤 문서를 보고 있는 중인가에 관계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자신이 원하는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도 14는 도 13의 화면예를 제시하는 도 4의 사이트 구조 출력 단계(S470)를 상세하게 나타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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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S471)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로부터 사이트 구조 보기에 해당하는 파라메터를 수신하고 단계(S4

72)로 진행한다.

단계(S472)에서, 웹 서비스부(90)는 구조 정보 DB(30)에서 사이트 구조 정보를 검색한 후 단계(S473)로 진행한다.

단계(S473)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에게 머리글을 출력하고 단계(S474)로 진행한다.

단계(S474)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이트의 구조를 트리 형태로 생성하여 사용자(400)에게 출력하고 단계(S475)

로 진행한다.

단계(S475)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이트의 선택된 폴더에 포함된 웹문서의 작은 웹이미지를 웹이미지 DB(50)에

서 검색하여 사용자(400)에게 바둑판 형태로 정렬하여 출력시키고 단계(S476)로 진행한다.

단계(S476)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에게 바닥글을 출력하고 단계(S480)로 진행한다.

도 15는 검색 시스템(100)이 슬라이드쇼를 제공하기 위한 브라우저 화면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슬라이드쇼 화면은

슬라이드쇼 형식으로 보여줄 웹이미지가 검색되어 출력된 화면이 제공된 후에 새로 생성된다. 본 명세서에는 사이트 

구조를 제공받은 다음 슬라이드쇼를 제공받는 것으로 예를 들었지만 검색 결과 및 즐겨찾기 목록도 슬라이드쇼 형식

으로 볼 수도 있다. 도 15에서, 화면 오른쪽에 슬라이드쇼 시작/일시정지(151), 다음 슬라이드(152), 이전 슬라이드(1

53), 즐겨찾기 등록(154), 시간 간격 설정(155), 화면닫기(156) 항목이 있고 화면 왼쪽에 큰 이미지(157)가 제공된다.

시간 간격 설정(155)에 시간 간격을 입력하고 시작(151)을 누르면 큰 웹이미지를 하나씩, 입력된 시간 간격에 따라 

보여준다. 사용자는 원하는 웹이미지가 나타나면 일시정지(151)를 선택한 후 다음 슬라이드(152) 또는 이전 슬라이

드(153)을 선택하여 다음 화면 또는 이전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고, 다시 시작(151)을 선택하면 슬라이드쇼가 계속된

다. 일시정지시에 즐겨찾기 등록(154)를 선택하여 즐겨찾기 목록에 등록할 수도 있다.

도 16은 도 15의 슬라이드쇼를 위한 브라우저 화면을 더 제시하는 도 4의 슬라이드쇼 단계(S480)를 상세하게 나타낸

흐름도이다.

단계(S481)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에게 머리글을 출력하고 단계(S482)로 진행한다.

단계(S482)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로부터 슬라이드쇼 형식으로 보여줄 웹이미지를 지정하는 파라메터

를 수신하고 단계(S483)로 진행한다.

단계(S483)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슬라이드쇼 형식으로 보여줄 웹이미지의 작은 웹이미지를 사용자(400)에게 출

력하고 단계(S484)로 진행한다.

단계(S484)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에게 바닥글을 출력하고 단계(S485)로 진행한다.

단계(S485)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에게 슬라이드쇼 화면을 생성하여 큰 웹이미지를 출력한다.

도 17은 사용자(400)가 선택한 사이트를 즐겨찾기 목록에 추가할 때 검색 시스템(100)이 제공하는 화면예를 도시하

는 도면이다. 도 17에서, 화면 왼쪽에는 사용자(400)의 등록된 즐겨찾기 목록이 트리 형태(171)로 제공되고 오른쪽에

는 추가할 사이트의 작은 웹이미지(172)가 제공되며 즐겨찾기 목록에 폴더를 생성하는 항목(Add Folder)(173)과 사

이트를 즐겨찾기 목록에 등록하는 항목(Add Site)(174)이 제공되어 있다. 현재 폴더(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음)를 

마우스를 이용하여 선택하고 "Add Site" 항목을 누르면 작은 웹이미지(172)에 해당하는 사이트가 즐겨찾기의 해당 

폴더 하위에 등록된다. "Add Folder" 항목을 누르면 현재 선택된 폴더 하위에 새로운 폴더를 생성할 수 있다.

도 18은 사용자(400)가 등록된 즐겨찾기 목록을 요청하면 검색 시스템(100)이 제공하는 화면예를 도시하는 도면이

다. 도 18에서, 화면 왼쪽에는 사용자(400)의 등록된 즐겨찾기 목록이 트리 형태(181)로 제공되고 오른쪽에는 즐겨찾

기의 선택된 폴더에 포함된 사이트의 웹이미지가 바둑판 형태(182)로 정렬되어 제공되고 있다.

도 19는 도 17 및 18의 화면예를 제시하는 도 4의 즐겨찾기 등록 단계(S490)를 상세하게 나타낸 흐름도이다.

단계(S491)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의 즐겨찾기 등록에 해당하는 파라메터를 수신하고 사용자 관리부(

25)에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고 단계(S492)로 진행한다.

단계(S492)에서, 사용자 관리부(400)는 사용자를 인증하고 단계(S493)으로 진행한다.

단계(S493)에서, 사용자 관리부(400)는 해당 사용자의 즐겨찾기 목록을 사용자 관리 DB(20)에서 검색하여 웹 서비

스부(90)에 전달하고 단계(S494)로 진행한다.

단계(S494)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에게 머리글을 출력하고 단계(S495)로 진행한다.

단계(S495)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에게 즐겨찾기 트리(171) 및 추가할 웹이미지(172)를 출력하고 단

계(S496)로 진행한다.

단계(S496)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에게 바닥글을 출력하고 단계(S487)로 진행한다.

단계(S497)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로부터 폴더 추가(173) 또는 웹문서 등록(174)을 수신하여 사용자 

관리부(25)로 전달하고 사용자 관리부(25)는 사용자 관리 DB(20)에 이를 등록하고 단계(S498)로 진행한다.

단계(S498)에서, 웹 서비스부(90)는 사용자(400)로부터 즐겨찾기 목록 보기를 수신하면 트리(181) 및 선택된 폴더에

포함된 사이트의 작은 웹이미지를 바둑판 형태(182)로 정렬하여 사용자(400)에게 출력한다.

본 발명의 검색 시스템(100)은 사용자가 선택한 사이트가 현재 가동중이지 않아도 미리 웹이미지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웹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웹이미지는 웹문서 정보와 동시에 작은 웹이미지로서 제공될 

수도 있고, 작은 웹이미지만 바둑판 형태로 정렬되어 제공될 수도 있으며, 선택된 웹이미지를 큰 웹이미지로 제공할 

수도 있고, 시간 간격을 설정한 후 큰 웹이미지들을 하 나씩 큰 이미지로 슬라이드쇼 형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사용자는 원하는 사이트의 구조를 트리 형태 및 작은 웹이미지를 포함한 화면으로 볼 수도 있으며, 사용자 관리

DB(20)의 즐겨찾기 목록에 등록할 수도 있다.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 즐겨찾기와는 달리 본 발명의 검색 시스

템(100)의 즐겨찾기는 사용자(400)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상관없이 즐겨찾기 기능을 제공하며, 특히 전술한 사이트 

구조와 마찬가지로 즐겨찾기 기능에 있어서도 즐겨찾기의 목록의 구조 및 등록된 웹이미지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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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발명의 검색 시스템(100)은 수집된 웹이미지와 사이트 구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용자(400)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400)가 용이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검색 시스템에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접근하여 검색을 한 후 

검색 결과를 이미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하는 웹문서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다. 즉, 수많은 링크 결과들을 찾아서 웹

문서를 읽지 않아도 사용자가 미리 웹문서의 화면 레이아웃 이미지를 볼 수 있으므로 원하는 정보를 포함한 웹문서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검색의 효율이 높아진다.

또한, 찾아낸 사이트가 가동중이지 않아도 웹이미지를 검색 시스템에서 미리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가 원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고, 원하는 사이트의 구조를 트리 형태로 제공하며 사이트의 선택된 폴더 내

에 있는 문서의 웹이미지를 동시에 제공하여 용이하게 문서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비록 본 발명이 상기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특별히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첨부된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 정의된 발

명의 본질과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도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다양한 다른 변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검색 시스템에 있어서,

외부 서버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수신한 다수의 문서 파일에서 텍스트(text) 및 화면 레이아웃 이미지(layout image

)를 추출하는 로봇 에이전트(robot agent)와,

상기 로봇 에이전트로부터 상기 추출된 다수의 텍스트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로봇 에이전트로부터 상기 다수의 화면 레이아웃 이미지를 수신하여 상기 다수의 텍스트와 각각 연관시켜 저장

하는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로부터 상기 다수의 문서 파일 중 적어도 하나의 문서 파일에 대한 전송 요청이 있으면, 상기 텍스트 및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상기 요청한 문서 파일에 대응하는 텍스트 및 화면 레이아웃 이미지를 상기 사용자에게 상

기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검색 수단과,

상기 다수의 문서 파일 중 하이퍼텍스트(hypertext) 파일의 미리 정해진 목록을 상기 외부 서버로부터 수신할 문서 

파일의 목록으로서 결정하는 관리 수단과,

상기 다수의 문서 파일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디렉토리(directory)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디렉토리 관리 수단과,

상기 다수의 문서 파일 중에서 상기 사용자가 지정한 즐겨찾기 문서 파일의 목록을 계층적으로 생성하여 저장하는 사

용자 관리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다수의 문서 파일 중에서 링크로 연결된 문서 파일들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링크 구조 정보를 저장하는 링크 

구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디렉토리의 계층 구조와 상기 즐겨찾기 문서 파일의 목록의 계층 구조와 상기 링크로 연결된 문서 파일의 링크 

구조를 기설정된 계층 형태로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구조 출력 수단

을 포함하는 검색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로봇 에이전트는,

상기 관리 수단에서 결정된 상기 수신할 문서 파일의 목록에 따른 해당 문서 파일 및 상기 해당 문서 파일 상 링크로 

연결된 문서 파일을 상기 외부 서버에 요청하여 수집하는 문서 수집 수단과,

상기 수집한 문서 파일로부터 상기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로 전달하는 문서 정보 추출 수

단과,

상기 수집한 문서 파일로부터 상기 이미지를 추출하여 상기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로 전달하는 이미지 추출 수단

을 포함하는 검색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수단은

상기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기 텍스트 정보에서 색인어(index)를 추출하는 색인 처리 수단과,

상기 다수의 문서 파일 각각에 대응되는 상기 색인어를 저장하는 색인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검색 범위 수신 수단이 상기 색인어를 수신하면, 상기 색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상기 색인어에 대응되는 문서 파

일의 목록을 검색하는 색인 검색 수단과,

상기 색인 검색 수단으로부터 상기 검색된 문서 파일의 목록을 수신하고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텍스트 및 이미지의

출력 형태를 선택하는 출력 선택 파라메터를 수신한 후, 상기 검색된 문서 파일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상기 텍스트 데

이터베이스 및 상기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상기 출력 선택 파라메터에 따라 상기 텍스트 및 이미지를 정

렬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목록 출력 수단

을 포함하는 검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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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선택 파라메터는 상기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출력하도록 지정하는 파라메터, 상기 이

미지만을 기설정된 배열 형태로 정렬시켜 출력하고 텍스트는 별도로 선택되는 경우에만 출력되도록 지정하는 파라메

터, 상기 이미지를 미리 정해진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출력하도록 지정하는 파라메터 중의 하나인 검색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로봇 에이전트는 상기 수집한 문서 파일로부터 상기 구조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구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하는 구조 정보 추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검색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구조 출력 수단이 출력하는 상기 구조의 기설정된 계층 형태는 계층적으로 브랜치(branch)를 

구비한 트리(tree) 형태인 검색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검색 수단은

상기 트리에서 선택된 상기 브랜치에 포함된 문서 파일의 텍스트 및 이미지를 상기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이미

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는 브랜치 검색 수단과,

상기 브랜치 검색 수단이 검색한 상기 텍스트 및 이미지를 상기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브랜치 출력 선택 파라메터에 

따라 정렬하여 상기 트리와 동시에 상기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브랜치 출력 수단

을 포함하는 검색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브랜치 출력 선택 파라메터는 상기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출력하도록 지정하는 파라메터, 

상기 이미지만을 기설정된 배열 형태로 정렬시켜 출력하고 텍스트는 별도로 선택되는 경우에만 출력되도록 지정하는

파라메터, 상기 이미지를 미리 정해진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출력하도록 지정하는 파라메터인 검색 시스템.

청구항 9.
검색 시스템에서 하나 이상의 문서 파일의 텍스트 정보와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검색 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문서 파일 각각에서 텍스트 정보 및 이미지를 추출하여 각각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다수의 문서 파일 중 적어도 하나의 문서 파일을 지정하는 제 1 파라메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파라메터에 대응하는 텍스트 정보 및 이미지를 상기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

서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검색된 텍스트 정보 및 이미지의 출력 형태를 선택하는 제 2 파라메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파라메터에 따라, 상기 텍스트 정보 및 이미지를 조합하여 기설정된 형태로 정렬하여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다수의 문서 파일의 연결 구조를 분석하는 단계와,

상기 연결 구조를 기설정된 계층적 형태로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검색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를 정렬하는 상기 기설정된 형태는 화면에 다수의 이미지를 바둑판 형태로 정렬하는 형

태, 시간 간격을 두고 한 이미지씩 차례로 보여주는 형태, 선택한 이미지를 큰 화면에 보여주는 형태인 검색 방법.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기설정된 계층적 형태는 계층적으로 브랜치를 구비한 트리 형태인 검색 방법.

도면



등록특허  10-0403714

- 10 -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403714

- 11 -

도면3



등록특허  10-0403714

- 12 -

도면4



등록특허  10-0403714

- 13 -

도면5

도면6



등록특허  10-0403714

- 14 -

도면7



등록특허  10-0403714

- 15 -

도면8

도면9



등록특허  10-0403714

- 16 -

도면10



등록특허  10-0403714

- 17 -

도면11

도면12



등록특허  10-0403714

- 18 -

도면13

도면14



등록특허  10-0403714

- 19 -

도면15

도면16



등록특허  10-0403714

- 20 -

도면17



등록특허  10-0403714

- 21 -

도면18



등록특허  10-0403714

- 22 -

도면19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
	도면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