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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용자에게 전자문서(17;27)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개시된다. 문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34)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하나이상의 네트워크 사이트(30)에 저장되며, 페이지 필터 시스템(10;20;40)에 등록된다. 본 방법
은 사용자의 요구 및/또는 의도 및/또는 관심분야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선정된 상기 사용자의 요구 및/또는 의도
및/또는 관심분야에 근거하여 사용자 내역(12;22;45)을 정의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 내역(12;22;45)에 선정된 관
계를 갖는 컨텐트를 포함하는 전자문서(17;27)의 서브세트(14)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에 대해 상기 전자문
서(17;27) 중 적어도 하나의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을 보정하기 위해 식별된 서브세트(14)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1
색인어
사용자 내역, 페이지 필터 시스템. 전자문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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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자문서의 처리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사용자의 요구나 의도
를 고려함으로써 이용가능한 전자문서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네트워크는 급속도로 성장한다.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WWW)은 가장 널리 알려진 예이다. 최근, 페이지(
예를 들면, 웹 페이지(wep page)) 또는 덱(deck)(예를 들면, WAP deck)상에 표시되는 전자 컨텐트(electronic cont
ent)는 모든 요구에 적합하도록 설계되는 고정 구조(fixed structure)내에 개시되기(publish) 때문에, 이 네트워크 또
는 이러한 네트워크 중 어느 사이트를 통해 네비게이트하는(navigate) 것은 오히려 번거로운 일이다. 비록 사용자측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자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만큼 현명하더라도, 전자 컨텐트의 고정 구조
및 이러한 컨텐트가 표현되는 방식으로 인하여, 전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웹 컨텐트가 동적으로 생성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현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일예가 IBM의 웹
스페어 어플리케이션 서버 소프트웨어(WebSphere Application Server software)이다. 그것은 맞춤화된(personaliz
ed), 동적 웹 컨텐트를 구축하고 분산시키는(deploying)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고정 컨텐트 구조도 동적 컨텐트 구
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 및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사용자들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사용자들은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전자 컨텐트(문서)의 위치를 성공적으로 찾기 위해
주변에 많은 것을 검색하거나 관심없는 페이지를 네비게이트해야(navigate)만 한다.
잘 알려진 또 다른 문제는 많은 페이지가 잘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쓸모없는 링크 및 구식 정보가 존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정 유형의 문제는 사이트 관리가 더 신중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지만,
이를 조절하거나 좌우할(influence) 수 있는 사람은 네트워크를 브라우징하는 사용자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제품명 및 회사명이 변함으로써 그 자체가 구식 정보 및 링크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페이지들이 이 페
이지들을 참조하는 링크를 갱신하지 않고 페이지가 이동되거나 재구성되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 네트워크상에서 제공되는 것에 대해 감시하는 제어 권한(authority) 또는 인스턴스(instance)가 없다.
편집 검사(editorial review)는 좀처럼 수행되지 않으며 누구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간단하게 전자 컨텐트를 포스팅(p
osting)함으로써 공개할 수 있다.
네트워크가 발전함에 따라 이 모든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하게 된다. 네트워 크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뒤얽힐(convoted
)수록, 흥미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페이지를 찾기(hit)는 더 어렵게 된다.
전술한 측면의 일부를 극복하려는 해결책이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페이지들에는 일단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도달
하면, 사용자에게 해당 사이트의 구조 및 조직에 대한 신속한 개략도를 제공하는 사이트맵(site map)을 포함한다(equ
ip). 이러한 사이트 맵들도 사용자 맞춤형으로 되기 어렵다는 면에서 정정(static)이라는 점이 사이트맵의 단점이다.
전술한 점을 고려하여, 차세대 네트워크를 위해 (1)예를 들면, 서버측에서 이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선함으로써 개선
된 사이트 서버 기능의 개선, (2)페이지 동작(behavior)의 개선, 및 (3)사이트 구조의 개선이라는 일반화된 설계목적
을 공식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설계목표가 갖는 문제는 그들의 실현이 상이한 엔티티(entity)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중 일부에
대한 흥미를 빗나가게 하기 때문에 이들 엔티티간의 협력은 가능하지 않다. 많은 의욕적인 프로젝트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그들은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네트워크 내부의 네비게이션을 개선시키는 설계를 제공하는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사
용자가 흥미를 갖거나 사용자에게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참작되는 페이지에 대한 식별 및 검색을 개선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페이지 필터 시스템(page filter system)이 이용된다. 페 이지 및/또는 덱(deck)의 형태로 페이지 전
자 컨텐트가 페이지 필터 시스템(page filter system)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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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는 이하와 같이 동작한다. 새롭게 생성된 전자문서(예를 들면, 네트워크 페이지), 또는 변경되어진 전자문서는 페
이지 필터 시스템에 등록된다. 페이지 필터 시스템은 등록된 전자문서의 기록(예, 목록(list))을 유지한다. 사용자의 요
구 및/또는 의도 및/또는 사용자의 관심분야를 기술하는 사용자 내역(user specification:US)이 이용된다. 이 사용자
내역은 네트워크상에서 관련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전자문서만을, 대부분의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전자문
서의 서브세트(subset)를 식별할 수 있기 위해서 이용된다. 이들 관련된 전자문서는 페이지 필터 시스템에 의해 식별
되어진 다음에 표시되거나 다른 처리를 위해 준비될 수 있다. 사용자는, 예를 들면, 서버상에 각각의 전자문서를 표시
하거나 그것을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상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더욱이, 사용자는 이 문서를 빠르고 쉽게 네비게이트
하기를 원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이하 개략도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일실시예의 개략적인 블럭도를 도시한다.
도 2a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의 개략적인 블럭도를 도시한다.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의 개략적인 블럭도를 도시한다.
도 2c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의 개략적인 블럭도를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의 개략적인 블럭도를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다른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다른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8a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8b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8b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이전에, 자주 이용되는 설명 및 용어의 일부를 설명하거나 정의한다.
본 명세서에서의 네트워크는 임의의 종류의 네트워크로 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대형 공중 네트워크(large public net
work)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인트라넷(intranet) 등에도 이용될 수 있다. 몇몇 예를 언급하자면, 네트워크의 실예는
인터넷(internet), WWW, 캠퍼스 네트워크(campus network), 인트라넷 (intranet),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
rk:LAN), 및 광대역 통신망(wide area network:WAN) 등이다.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저장될 수 있으며 처리될 수 있는 임의의 종류의 전자 컨텐트에 적용할 수 있다. 몇
몇 예에 대해 언급하자면, 텍스트(기계 판독가능할 뿐아니라 인간이 판독할 수 있음), 오디오 정보, 이미지, 비디오 스
트림(video stream) 및 다른 멀티미디어 컨텐트(multimedia content:예를 들면, MP3-파일) 등이다.
본 상세한 설명에서의 워드 문서('document')는 전자문서가 임의의 종류의 컨테이너(container) 또는 프레임(frame)
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이용된다. 이러한 컨테이너 및 프레임의 예들은 파일, 페이지(예를 들면, http페이지), wml-페이지 및 WAP 덱 등이다. 본 명세서에서 이러한 종류의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라고 지칭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는 도 1과 관련되어 설명된다. 이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자문서(17)(페이지1, 페이지 2, ..
페이지 n)는 페이지 필터 시스템(page filter system : 10)에 등록된다. 페이지 필터 시스템(10)은, 사이트 네비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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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지원 시스템(site navigation support system)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사용자가 전자문서(17)를 액세스할 수 있도
록 해주고, 그 후에 사용자에게 전자문서를 표시해준다. 페이지 필터 시스템(10)은 사용자 내역이라는 형식의 사용자
-특정 정보를 이용하여 프리젠테이션을 보정하는 것으로 이 프리젠테이션을 개인화하기 위해 구상된다. 일반적 보정
은 페이지상에서 다른 페이지에 대한 링크 배치(arrangement)를 보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배치는 임의의 주제에
대한 선호도(preference)와 같은 사용자의 선호도를 참작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임의의 주제에 흥미를 갖는다는 것이
좀더 증명될수록, 그 주제에 대한 좀더 많은 링크가 페이지상에 배치되거나 링크가 페이지의 좀더 중심쪽에 배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정은 전자문서에 대한 임의의 변경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그들의 컨텐트, 배치(arrangement
), 형식, 가시화(visualization), 순서 등일 수 있다. 보정은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로의 액세스를 촉진하거나, 전자문서(
17)의 컨텐트 또는 외형(appearance)을 사용자 각각의 필요나 요구에 따라 요구에 각각 적응시키기 위해 수행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용자의 요구나 필요를 지정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적합화(adaptation)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제
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페이지 필터 시스템(10)은 오히려 키스트로크(keyatroke), 문서 또는 파일로의 액세스
등과 같은 사용자의 행동 분석으로부터 유래된 정보에 따라 사용자 내역을 정의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사용자에
의해 이용된 컴퓨터 시스템은, 예를 들면, 키스트로크 기록, 네트워크 액세스 로그 파일, 웹브라우저의 사이트 기록 등
과 같은 사용자에 의한 컴퓨터 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이력을 생성하기 위해 구축될 수 있다. 이 기록(들)은 페이지 필
터 시스템(10)에 의해 액세스되어 이용될 수 있다. 적응(adaptation)은 등록된 전자문서(17)가 사용자 내역과 비교되
고, 이 비교는 전자문서의 서브세트, 즉, 사용자 내역과 선정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서브
세트가 결정되는 것에 관한 제한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적합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선정된 관계에 대한 일예는 전
자문서(17)의 컨텐트내에서 사용자내역에 포함된 특정 주제가 발견되는 것일 수 있다. 다른 예는 주제가 컨텐트내에
서 발견되지 않거나, 또는, 전자문서(17)내의 특정한 최소개수의 링크가 사용자 내역의 주제에 관련되는 것일 수 있다
. 그러므로, 관계(relation)는 사용자 내역의 하나이상의 정보(piece)를 전자문서(17)의 하나이상의 정보 또는 특징과
비교하는 임의의 논리 연산(logical operation)으로 될 수 있다. 사용자에 따른 적합화는 사용자 내역에 사용자의 모
든 동작이 기록된다는 점에서 동적일 수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른 서브세트(dependent subset)는 재계산되고 마지
막 동작 이후의 상황에 따라 적합화된다.
페이지 필터 시스템(10)은, 예를 들면, 서버컴퓨터에 의한 실행용 소프트웨어와 같은 서버 소프트웨어(server softw
are)로서 실현될 수 있다. 이 전자문서(17)가 페이지 필터 시스템(10)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페이지 필터 시스템(
10)쪽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표시된다. 페이지 필터 시스템(10)은 페이지 필터 시스템(10)에 등록되는 모든 전자문서(
17)의 컨텐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페이터 컨텐트 유닛(page content unit:11)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소프
트웨어는 정보 처리 능력을 구비하는 디바이스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어 집합을 임의의 언어, 코드
또는 표기로 나타낸 표현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를 찾기를 원하는 사용자는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도 1에 미도시)을 이용
한다. 본 설계는 사용자의 의도 및/또는 요구에 대한 지식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의도 및/또는 요구를 개시
하고/나타내는 사용자 내역(12)이 이용된다. 이 목적을 위해, 페이지 필터 시스템(10)은 입력 라인(input line : 15)을
통해 입력을 수신하거나 얻는다. 많은 다른 액세스법들 중에서, 사용자 내역(12)은 사용자의 브라우징 동작(user's br
owsing behavior), 클릭 스트림(click stream), 명시적인 질의(explicit queries), 키워드 리스트 또는 그 조합으로부
터 도출될 수 있다.
페이지 필터 시스템(10)은 페이지 컨텐트 유닛(11)내에 유지된 전자문서(17)의 컨텐트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 내역(1
2)과 비교하여 서로 부합하는 정보를 찾는다. 부합하는 정보를 찾기 위하여 여러 알고리즘들이 이용될 수 있다. 이는
부합-처리 유닛(13)이라 지칭될 수 있는 서브세트 식별 유닛(subset identification unit : 13)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비교는 사용자 내역(12)과 연관되는 전자문서의 서브세트(14)의 식별을 발생시킨다(lead to). 서브세트(14)는 다른
처리(processing)를 위해 출력 라인(output line:16)을 통해 이용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는 도 2a와 관련되어 개시된다. 이 도면에 개시된 바와 같이, 새롭게 생성된 전자문서(27)(예를
들면, 변경되어진 네트워크 페이지 또는 전자문서)는 페이지 필터 모듈(20)이라 지칭되는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에
등록된다.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은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에 등록된 해당 페이지(예를 들면, 본 실시예내의 전자문
서(27))의 컨텐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페이지 컨텐트 유닛(21)을 포함한다.
전자문서(27)의 등록은 두개의 다른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전자문서(27)가 저장되거나 전자문서가 관리되는, 예
를 들면, http-서버와 같은 컴퓨터는 전자문서(27)의 컨텐트에 대한 정보를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에 전송하는 것은
페이지필터 등록 제1 동작모드라 지칭되고, 전자문서(27)가 전체로서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에 전송되어 처리되는
것은 페이지 필터 등록 제2동작 모드라 한다. 후자의 액세스 방법에 따르면,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이 전자문서(27)
로부터 능동적으로 정보를 추출하도록 하는 반면, 제1 액세스법에 따르면, 페이지 필터 시 스템(20)은 전자문서(27)
에 대한 각각의 정보를 수신한다. 두 경우에서, 전자문서(27)의 존재 및 컨텐트는 페이지 필터 시스템에 통고된다(adv
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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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문서(27)는 이하와 같이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에 등록될 수 있다.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은 전자문서를
찾아서 등록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자세히 조사할 수 있는데, 이는 수동 페이지 필터(passive page filter) 또는 크롤
러-모드 연산(crawler-mode)이라고 지칭된다.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은 웹-크롤러(web-crawer)와 같이 동작할
수 있다. 또한 페이지 필터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검색하는 에이전트로부터 전자문서에 대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네트워크상에서 정보를 찾기를 원하는 사용자는 컴퓨터 시스템(도 2a -도 2c에 미도시)을 이용한다. 사용자의 의도
및/또는 요구를 개시/나타내는 사용자 내역(12)이 이용된다.
이러한 사용자 내역(22)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컴퓨터 시스템은, 예를 들면, 사용
자에게 사용자의 의도 및/또는 요구를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예를 들면, 소수의 키워드를 입력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은 예를 들면, 사용자가 액세스했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과거 활동으로부터 사
용자의 의도 및/또는 요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실시에서는, 네트워크 내의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이나
임의의 다른 시스템은 사용자 내역(22)을 생성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개인 이력(history)을 기록할 수 있다. 일예는 사
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용된 웹브라우저 소프트웨어에 의해 기록된 개인 이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를 참작할 수 있다.
후자의 액세스법은 도 2a - 도 2c에 도시되는 것이다.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은 본 명세서에서는 사용자 내역(22)이
라 지칭되는 사용자의 개인 이력의 기록(record:22)을 유지한다. 사용자 내역(22)은 도 1과 관련되어 설명된 사용자
내역(12)과 동등하다. 바람직하게는, 내역내의 가장 최근 엔트리들이 사용자의 최근 요구 및/또는 의도 및/또는 관심
분야를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은 페이지 컨텐트 유닛(21)내에 유지되는 전자문서(27)의 컨텐트에 대한 정보와 사용자 내역
(22)을 비교하여 부합하는 정보들을 찾는다. 부합하는 정보를 찾기 위하여 여러 알고리즘들이이용될 수 있다. 동적 부
합-처리 알고리즘(dynamic match-making algorithms)이 가장 적합하다. 문서 컨텐트 및 사용자 내역(22)이 의미망
(semantic network)에 저장되면 서브그래프-부합(subgraph-matching)과 같은 토포로지컬 분석(topological analy
ses)이 역시 적합하다. 비교는 사용자 내역(22)과 관련될 것으로 간주되는 전자문서(27)의 서브세트에 대한 식별을
발생시킨다. 전자문서(27)의 서브세트는 이후의 처리를 위해 이용가능해진다. 전자문서(27)의 서브세트는 예를 들면
동적 사이트 맵을 생성하기 위해 처리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동적(dynamic)'이라는 말은 전자문서(27)의 컨텐트
가 바뀔 때(change), 전자문서(27)가 추가될 때, 또는 사용자 내역(22)이 바뀌는 경우, 이러한 사이트 맵이 자동적으
로 변화하는(vary)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용된다.
본 실시예에서,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은 부합(matching)과 동적-사이트-맵 (dynamic-site-map)생성을 수행하는
부합-처리 유닛(23)을 포함한다.
이러한 동적 사이트 맵은 사용자가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전자문서(27)에만 빨리 액세스할 수 있도
록 해준다. 동적 사이트 맵의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사용자는 종래의 시스템에서는 일련의 링크를 따라가야지만 도달
가능했던 전자문서(27)에 즉시 도달할 수 있다. 그 결과 쓸모없는 링크(dead link) 및 쓸모없는 페이지는 전술한 메커
니즘에 의해 방지될 수 있다. 우선 링크를 생성할 요구를 줄이기 위한 방식에 이용될 수 있다.
세 번째 실시예는 도 2b에 개시된다. 사용자는 그것에 등록하기 위하여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에 액세스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신규 사용자 등록 커맨드(register_new_user_command:32)를 페이지 필터 시스템(20
)에 전송할 수 있다. 레지스터_신규_사용자_커맨드(32)는 컴퓨터 시스템(34)에 의해 송출될 수 있다(issue). 이 커맨
드(32)는 사용자 내역 유닛(22) 내부에 사용자의 현재 사용자 내역을 포함하는 신규 사용자 프로파일을 개설하기(op
en) 위한 트리거(trigger)로 이용될 수 있다. 사용자가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를 찾는 중인 경우에, 사용자는 페이지 필
터 시스템(20)에 액세스하고, 예를 들면, 패스워드 및 사용자 식별자(user identification)를 이용함으로써 로그온한다
(log on). 다음 사용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의도 및/또는 요구와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전자문서의 서
브세트를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는 도 2c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제2 및/또는 제3 실시예는 다음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변경될 수 있다.
웹페이지, 예를 들면, 전자문서는 임의 의 사용자에 개별적으로 등록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 각각의 서버(30)는
사용자 등록 커맨드(register_me_with_user command:33)를 송출할 수 있다. 서버(30)가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버(30)는 사용자의 흥미 및/또는 의도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서버(30)는 사용자의 현재 내
역을 포함하는 그 자신의 사용자 기록을 유지하거나 링크(35)를 통해 페이지 필터 시스템(2)의 사용자 내역(22)울 액
세스할 수 있다.
페이지 컨텐트 유닛(page content unit:21), 사용자 내역 유닛(oser specification unit:22) 및 부합-처리 유닛(23)은
페이지 컨텐트 유닛(21), 사용자 내역 유닛(22) 및 부합-처리 유닛(23)을 실행시키기 위해 설계된 처리유닛(processi
ng unit)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또한 전자문서(27)를 액세스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내역(22)을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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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 시스템에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와 통합될 수 있다. 메모리는 처리유닛에 연결되고, 이는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연결되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페이지 컨텐트 유닛(21), 사용자 내
역 유닛(22) 및 부합-처리 유닛(23)은 모두 처리유닛에 연결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페이지 필터 시스템(40)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또는 의미 프로세서(semantic processor)
라고 불리는 의미망 생성기(semantic network generator:41)를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망은 특정 실시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신규 전자문서가 등록될 때, 네트워크로부터 임의의 입력이 입력(42)을 통해 수신된다.
의미망 생성기(41)는 입력을 처리하고 등록될 문서의 컨텐트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의미망을 생성한다. 이 의
미망은 페이지 컨텐트 유닛(44)내에 유지/저장된다. 임의의 사용자 입력은 입력(43)을 통해 수신된다. 또한 사용자 입
력은 의미망으로 변환된다(transform). 이 의미망은 사용자 내역 유닛(45)에 유지/저장된다. 정보 검색을 위해, 의미
망 생성기(41)는 사용자 내역 유닛(45)내의 정보를 페이지 컨텐트 유닛(44)내의 정보와 비교한다. 두 정보가 동일한
의미망 포맷(format)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두 의미망에서 동일한 구조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교가 수행
될 수 있다. 비교 결과는 이후 처리를 위한 출력(46)에서 이용가능하게 된다. 다른 실시에서, 의미망 생성기(41)는 사
용자 내역 유닛(45)에서 부합하는 정보가 발견된 페이지 컨텐트 유닛(44)내의 의미망의 해당 부분(들)을 포함하는 서
브세트를 이후 처리(processing)를 위해 생성한다.
페이지 컨텐트 유닛(44)내의 의미망은 전자문서의 컨텐트가 바뀌는 경우나 신규 전자문서가 추가될 때마다, 살아있는
객체처럼 변화하는 동적 의미망일 수 있다. 신규 정보가 추가되면, 의미망은 추가 객체들(object)을 링크함으로써 풍
부해진다(enrich). 객체를 단절시키거나 삭제함으로써 정보가 제거된다.
의미망 생성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EP962873-A1에서 제공된다. 의미망 생성기는 프랙탈 계층적 구조(fractal hiera
rchical structure)를 갖고 의미(semantical) 유닛 및 포인터를 포함하는 의미망을 생성한다. 도 3의 실시예와 관련되
어 이용된 의미망은 자체-구성(self-organizing) 의미망일 수 있다. 이러한 자체-구성 의미망은 WO 9963455 및 DE
19908204에 개시된다. 전술한 특허 출원 EP962873-A1에 개시된 것과 유사한 의미망 생성기가 이러한 의미망을
생성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은 네트워크 관리자, 컨텐트 제공자 또는 다른 사람들이 페
이지 필터 시스템(20)에 등록되는 문서들의 컨텐트를 고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이 특징
은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전자문서에 제한된다.
여러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이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될 수 있다. 로컬 복제물(local copy)이 인트라넷 내부에서 존재
할 수 있다.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의 다수 복제물에 대한 자동 갱신이 모든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이 최신임을 보
장하기 위해 이용된다. 예를 들면, 첫째 과학 및 기술 정보에 대한 것, 둘째 법적 정보에 대한 것 등과 같은 특정-목적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은 특정 사이트를 제공하
는 웹서버상에 함께 공존할 수 있다(co-reside).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 예를 들면, 컴퓨터 시스템(34)은, 예를 들면, 브라우저의 일부로서, 사용자내역(22)의 생성
및/또는 유지를 처리하는(handle)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구비할 수 있다. 이 특정 어플리케이션 소프트
웨어는 현재 사용자 내역(22)에 따라 가장 적합한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을 자동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다. 사용자가 과학 정보를 찾는다면, 특정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과학 컨텐트(사전-선택(pre-selection))
를 갖는 전자문서(27)를 유지하는 페이지 필터 시스템에만 액세스할 것이다.
본 발명은 사이트 관리가 페이지 필터 시스템(20)에 의해 수행되며 더이상 서버(30)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다. 사용자 각각이 상이한 사용자 내역(22)을 구비하기 때문에, 사용자 각각은 상이한 관점에서 네트워크
내부로 제공된 네트워크 및 정보를 인지한다.
사용자 내역(22)의 생성에 대한 일예는 도 4의 흐름도에 도시된다. 네트워크를 서핑(surfing)하는 사용자는 브라우저
를 이용하여 페이지 필터 시스템(page filter system :APS)를 액세스한다(단계 50). 이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
용자는 도움을 위해 APS에 즉시 연결한다(단계 51). 본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자신을 APS에 신원을 밝힌다(단계 52)
. 이는 사용자 식별자(UserID), 또는 예를 들면, 사용 쿠키(cookies)를 이용하여 행해질 수 있다. 일단 APS가 사용자
를 인식하면, 사용자 내역 US가 이미 존재하는지를 체크한다(단계 53). 사용자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내역이
검색된다(retrieve)(단계 54). 만약 로컬 사용자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원격 사용자 내역이 검색될 수
있다(단계 56). 사용자 내역은, 예를 들면, 다른 서버 또는 사용자의 컴퓨터로부터 가져올(fetch)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자 내역은 그것이 사용자의 현재 요구 및/또는 의도 및/또는 사용자의 현재의 관심분야에 부합하는 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갱신된다(단계 55). 도 4의 흐름도는 사용자 내역을 갱신하기 위한 두 개의 다른 옵션(option)을 제
공한다. 옵션 1 : 신규 사용자 내역이 생성되거나 기존의 사용자 내역이 사용자의 네비게이션 패턴에서 파생된 정보를
이용하여 갱신된다(단계 57). 이 이유로, APS는, 예를 들면, 사전에 방문했던 링크를 조사함으로써 사용자 네비게이
션 패턴을 평가할 수 있다. 옵션 2 : APS는 사용자에 의해 응답되어질 질문을 구비한 질의서(questionnaire)를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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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한다(단계 58). 그 다음 APS는 사용자 내역을 생성하거나 갱신하기 위하여 질문서에 대한 사용자의 응답을 평
가한다(단계 59).
전자문서의 능동적인 등록을 위한 일예는 도 5의 흐름도에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프로세스는 신규 페이지가 생성
되거나 기존의 페이지가 갱신될 때 시작한다(단계 60). 신규 페이지가 생성되는 경우, 신규 페이지 컨텐트 기재사항(n
ew page content description:NPCD)이 생성될 수 있다(단계 61). 기존의 페이지가 갱신되면, 대응하는 페이지 컨텐
트 기재사항 역시 갱신될 수 있다(단계 61) . 단계 (61)는 선택사항이다. 새롭게 생성된 페이지 또는 변경되어진 페이
지는 페이지 필터 시스템(APS)에 등록된다. 이는 도 5의 흐름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등록 커맨드(register_me_co
mmand)를 APS에 전송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단계 62). 후속하는 단계 (63)에서, APS는 페이지를 식별한다. 그 다
음, APS는 페이지가 전에 존재했었는지를 검사한다(단계 64). 페이지가 이미 존재하면, APS는 사전 페이지 컨텐트
기재사항(previous page content description :PPCD)을 검색한다(단계 65). 후속하는 단계 (66)에서, APS는 신규
페이지 컨텐트 기재사항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응답이 예스이면, APS는 각각의 NPCD를 검색한다(단계 67). 그
렇지 않으면, APS는 신규 또는 갱신된 페이지를 검색하고(단계 68), 단계 (6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페이지로부터 대
응하는 페이지 컨텐트 기재사항(page content description :PCD)을 자동적으로 생성한다. 본 실시예에서, 기존 페이
지 컨텐트 기재사항(PPCD)을 이용함으로써(단계 71), 및/또는 신규 페이지 컨텐트 기재사항(NPCD)을 이용함으로써
(단계 72), 및/또는 자동적으로 생성된 페이지 컨텐트 기재사항(automatically page content description:APCD)을
이용함으로써(단계 73), 최종의 신규 또는 갱신된 PCD가 생성된다(단계 70). 도 5에 도시된 프로세스는 제1 연산모
드 및 제2 연산모드의 조합이다.
전자문서의 수동적인 등록에 대한 실시예는 도 6의 흐름도에 도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프로세스는 신규 페이지가 생
성되거나 기존의 페이지가 갱신될 때 시작한다(단계 80). 신규 페이지가 생성되는 경우, 신규 페이지 컨텐트 기재사항
(NPCD)이 생성될 수 있다(단계 81). 기존의 페이지가 갱신되면, 대응하는 페이지 컨텐트 기재사항 역시 갱신될 수 있
다(단계 81). 이 단계 (81)는 선택사항이다. 본 연산모드에서, 페이지 필터 시스템(APS)은 신규 또는 갱신된 페이지를
위해 네트워크를 크롤(crawl)한다(단계 82). APS가 신규 또는 갱신된 페이지를 식별한 다음(단계 83), APS는 이 페
이지기 전에 존재했었는지를 검사한다(단계 84). 후속하는 단계 (84-93)는 도 5에 도시된 단계 (64-73)와 동일한다.
페이지가 이미 존재했었다면, APS는 사전 페이지 컨텐트 기재사항(previous page content description :PPCD)을
검색한다(단계 85). 후속하는 단계 (86)에서, APS는 신규 페이지 컨텐트 기재사항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응답이
예스이면, APS는 각각의 NPCD를 검색한다(단계 87). 그렇지 않으면, APS는 신규 또는 갱신된 페이지를 검색하고(
단계 88) 단계 (8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페이지로부터 대응하는 페이지 컨텐트 기재사항을 자동적으로 생성한다. 본
실시예에서, 기존 페이지 컨텐트 기 재사항(PPCD)을 이용함으로써(단계 91), 및/또는 신규 페이지 컨텐트 기재사항(
NPCD)을 이용함으로써(단계 92), 및/또는 자동적으로 생성된 페이지 컨텐트 기재사항(APCD)을 이용함으로써(단계
93) 최종의 신규 또는 갱신된 PCD가 생성된다(단계 93).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프로세스는 도 7에 도시된다. 도 7의 우측 흐름도인 단계 (63-73)는 도 5와 동일하다. 도 7의
프로세스와 도 5의 프로세스의 중요한 차이는 페이지 필터 시스템이 등록(register_me) 커맨드를 기다리는(wait for)
모드에 있다는 점이다(단계 101). 본 예에서 페이지의 생성이나 갱신은 도 7의 좌측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독립 프로세
스(단계 100)이다. 신규 페이지 또는 갱신된 페이지가 생성될 때(단계 102), 신규 또는 갱신된 페이지 컨텐트 기재사
항(NPCD)이 생성될 수 있으며(단계 103), 이 NPCD를 수반하는 등록 커맨드가 APS에 전송될 수 있다(단계 104). N
PCD를 생성하고 APS에 NPCD를 전송하는 대신에, 단계 (103)를 건너뛰는(by-pass) 화살표(단계 105)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페이지 컨텐트는 APS에 의한 처리를 위해 APS에 전송될 수 있다. APS가 연결(106)을 통해 등록 커맨드
를 수신한 다음에, 단계 (63-73)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행된다.
다른 프로세스는 도 8a 및 도 8b에 도시된다. 신규 페이지 또는 갱신된 페이지가 생성될 때(단계 110), 신규 또는 갱
신된 페이지 컨텐트 기재사항(NPCD)은 도 8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성될 수 있다(단계 111). NPCD를 생성하는 대
신, 페이지 컨텐트는 단계 (111)를 건너뛰는 화살표(112)로 도시된 바와 같이, APS에 의해 판독되어 처리될 수 있다.
도 8b의 흐름도의 단계 (82-93)는 도 6의 단계와 유사하다. 도 8b의 프로세스 및 도 6의 프로세스의 중요한 차이는
페이지 필터 시스템(APs)이 신규 또는 갱신된 페이지를 위해 (원격) 사이트를 크롤한다는 단계 (82)이다. APS는 신
규 또는 갱신된 페이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크롤하거나 신규 또는 갱신된 페이지를 찾기 위해 크롤링 프로세스를 때때
로 초기화할 수 있다. 도 8a의 프로세스 및 도 8b의 프로세스는 독립적이다. APS가 임의의 신규 또는 갱신된 페이지
를 찾지 못하면, 프로세스는 화살표(113)을 통해 단계 (82)로 리턴한다. 도 8b의 프로세스의 단부에서, APS는 단계 (
114)로 리턴한다.
도 4 내지 도 8a 및 도 8b 통해 도시된 프로세스는 실제 요구에 따라 변경되거나 적응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페이지 필터 시스템에 등록된 페이지는 그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철회한다. 서버 관리자가 페이
지가 오래되거나 더 이상 요구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면, 서버 관리자는 페이지 필터 시스템에서 페이지를 제거할 수
있다. 관리자 또는 서버는 페이지에 대한 완전한 제어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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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에 나타난 본 발명은 전술한 예 및 실시예들에 의해 설명된 도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실시예로 나타낼 수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시스템(34)에 의해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될 수 있는 하나이상의 네트워크 사이트(30)에 저장되며 페이지
필터 시스템(10;20;40)에 등록되는 사용자 전자문서(17;27)를 제공하기(present)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사용자의 요구 및/또는 의도 및/또는 관심분야를 판단하는 단계와,
b) 상기 판단된 상기 사용자의 요구 및/또는 의도 및/또는 관심분야에 근거하여 사용자 내역(12;22;45)을 정의하는
단계와,
c) 상기 사용자 내역(12;22;45)에 선정된 관계를 갖는 컨텐트를 포함하는 상기 전자문서(17;27)만을 포함하는 상기
전자문서(17;27)의 서브세트(14)를 판단하는 단계와,
d) 상기 사용자에 대한 상기 전자문서(17;27) 중 적어도 하나의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을 보정하기 위해 상기
식별된 서브세트(14)를 이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문서(17;27)는 등록을 위해 상기 페이지 필터 시스템(10;20;40)에 수신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문서(17;27)의 컨텐트에 관한 정보가 추출되어 상기 페이지 필터 시스템(10;20;40)에 저
장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필터시스템(10;20;40)은 등록을 위해 상기 전자문서(17;27)를 찾기 위해 네트워크를
검색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찾아진 전자문서(17;27)는 그 컨텐트에 관한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상기 페이지 필터 시스템(10
;20;40)에 등록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 의도 및/또는 요구 및/또는 관심분야의 내역을 사용자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행동, 바람직하게는 상기 사용자가 수행했던 액세스를 기록하는 단계,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인 이력(hi
story)을 기록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브라우징 동작(behavior), 클릭 스트림, 명시된 질의, 키워드 리스트 또는 이
들의 임의의 조합을 기록하는 단계 중 하나이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내역(11;22;45)을
정의하기 위해 상기 컴퓨터 시스템(34)이 이용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정보는 상기 컴퓨터 시스템(34)으로부터 상기 페이지 필터 시스템(10;20;40)에 의해 얻
어지는 방법.

청구항 8.
전술한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문서(17;27)의 서브세트(14)는 상기 전자문서(17;27)의 컨텐트 및
상기 사용자 내역(12;22;45) 간 에 부합정보를 찾는 알고리즘을 이용함으로써 식별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문서(17;27)의 서브세트(14)로부터 동적 사이트맵이 생성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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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전술한 청구항 중 어느 한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에 저장된 상기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2.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컨텐트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페이지 컨텐트 유닛(page content unit:11;21;44)과,
사용자의 요구 및/또는 의도 및/또는 관심분야에 근거한 사용자 내역(12;22;45)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 내역 유닛(u
ser specification unit)(12;22;45)과,
상기 사용자 내역(12;22;45)과 상기 전자문서(17;27) 사이의 관계를 검사하고 상기 사용자 내역(12;22;45)과 선정된
관계를 갖는 컨텐트를 포함하는 상기 전자문서(17;27)만을 포함하는 전자문서(17;27)의 서브세트(14)를 식별하기
위한 부 합-처리 유닛(match-making unit)(13;23;41)과,
상기 페이지 컨텐트 유닛(11;21;44), 상기 사용자 내역 유닛(22;22;45) 및 상기 부합-처리 유닛(13;23;41)을 실행시
키기 위한 처리유닛과,
상기 전자문서(17;27)에 액세스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상기 사용자 내역(12;22;45)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컨텐트 유닛(11;21;44), 사용자 내역 유닛(22;22;45) 및 부합-처리 유닛(13;23;41)은
소프트웨어 수단으로 실현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유닛은 상기 서브세트(14)를 처리하여 동적사이트 맵을 생성하도록 설계되는 컴퓨터 시
스템.

청구항 15.
제1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등록 및/또는 식별을 위한 입력, 및/또는 상기 전자문서(
17;27)의 등록을 위한 입력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6.
페이지 필터 모듈(20)을 구비한 컴퓨터에 연결되어 전자문서(27)를 저장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서버(30)와, 컴퓨터 시
스템(34)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모두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될 수 있으며, 상기 페이지 필터 시스템
모듈(20)은
상기 페이지 필터 모듈(20)에 등록되는 전자문서(17;27)의 컨텐트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페이지 컨텐트 유닛(11;21;
44)과,
사용자의 요구 및/또는 의도 및/또는 관심분야에 근거하여 사용자 내역(12;22;45)을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 내역 유닛
(12;22;45)과,
사용자 내역(12;22;45)과 전자문서(17;27) 사이의 관계를 검사하고 상기 사용자 내역(12;22;45)과 선정된 관계를 갖
는 컨텐트를 포함하는 상기 전자문서(17;27)만을 포함하는 전자문서(17;27)의 서브세트(14)를 식별하기 위한 부합처리 유닛(13;23;41)
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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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컨텐트 유닛(11;21;44), 상기 사용자 내역 유닛(22;22;45) 및 상기 부합-처리 유닛(1
3;23;41)은 상기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기 위한 소프트 웨어로 실현되는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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