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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데이터 저장 장소(repository)의 어드레스 위치에 있는 컨텐츠에 대한 색인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서 컨텐츠 제공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데이터 저장 장소(repository)를 검색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
이다. 커스텀화된 설정들은 컨텐츠 제공자의 데이터 저장 장소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명령어들을 제공한다. 컨텐츠 제공
자의 데이터 저장 장소에 있는 컨텐츠 페이지들의 컨텐츠는 액세스된 커스텀화된 설정들에 포함된 명령어들에 따라서 액
세스된다.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지들로부터의 메타데이터가 생성되어 데이터 저장 장소의 액세스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
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색인에 추가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데이터 저장 장소들을 위한 색인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컨텐츠 제공
자 및 웨어하우스(warehouse)와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URL에서 색인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사용되는 수집 툴(collection
tool)의 프로그램 구성요소들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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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수집 툴이 URL를 검색하는 방법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파일의 구조를 도시
한 도면.

도 4, 5, 및 6은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URL로부터 색인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수집 툴에 의해
서 실행되는 로직(logic)을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 컨텐츠 제공자 4 : 웨어하우스

6 : 수집 툴 8 : 웹 저장 장소

12 : 액세스 장벽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적 데이터 저장 장소의 컨텐츠에 대한 색인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기록 매체
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에서 문서를 찾기 위해서, 사용자들은 통상적으로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용한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검색용 불
(boolean) 연산자들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핵심 검색 용어들(terms)을 입력하고, 검색 엔진을 포함하는 서버에 검색 요
청을 전송한다. 검색 엔진은 인터넷의 웹 페이지들로부터 정보의 색인을 관리한다. 이 색인은 특정 웹 주소 또는 URL에 대
한 검색 용어들을 제공한다. 검색 엔진 데이터베이스에서 URL에 대한 색인 용어들이 인터넷 사용자 검색 질의를 만족한다
면, 그 URL이 질의에 응답하여 반환된다.

검색 엔진 제공자들은 사용자에게 반환될 수도 있는 보다 정확하고 큰 다수의 잠재적인 검색 결과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URL 데이터베이스를 꾸준히 갱신할 필요가 있다. 검색 엔진 회사들은 검색된 HTML 페이지들의 메타태그들(metatags)
및 컨텐츠에 따라서 웹 페이지들을 검색 및 분류하는 로봇을 사용한다. 로봇은 HTML 페이지를 검색한 후, 검색된 페이지
로부터 참조된 모든 문서들을 반복하여 검색함으로써 웹의 하이퍼텍스트 구조를 자동적으로 순회하는 프로그램이다. 웹
페이지들을 액세스하고 색인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에 의해서 릴리즈된(released) 웹 로봇들은 웹 크롤러(crawler) 및 웹
스파이더로 언급된다.

로봇들에 의해서 생성된 URL을 위한 색인가능한 용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는 검색 엔진들이 매우 일반적이며 대중적
이다. 그러나, 그러한 로봇이 생성한 URL 데이터베이스들의 일부 주목할만한 단점은 URL 웹 사이트의 주기적인 갱신은
로봇이 이전에 색인된 페이지를 재검사할 때까지 URL 데이터베이스를 부정확하고 예전 상태로 둔다는 것이다. 또한, 검색
엔진 로봇들은 현재 검색 엔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색인 검색 용어들로 HTML 페이지들을 검색하고 HTML 컨텐츠를 분석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다수의 웹 페이지들은, 예를 들면, MPEG, SHOCKWAVE, ZIP 파일, 등등의 다양한 멀티-
미디어 형식들로 인코딩된 컨텐츠와 같이, HTML 페이지들을 순회하도록 설계된 종래의 검색 엔진 로봇들에 대해 액세스
불가능하거나 또는 분석 불가능한 형식으로 컨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웹 사이트 컨텐츠는 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하여 검색
결과들을 반환하는, 예를 들면, CGI(Common Gataway Interface: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자바 프로그램들, 마이크
로소프트 액티브 서버 페이지들과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되는 검색 용어를 제공함으로써 동적이고 액세스가능할
수도 있다. 질의들을 통해서 액세스 가능한 그런 동적 데이터는 통상적으로 종래의 검색 엔진 로봇들에 의해서 식별되지
않으며 검색 엔진 URL 데이터베이스에서 색인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점은 웹 로봇들이 웹 서버들을 과부하시키고 보안상 위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웹 사이트
들은, 심지어 웹 사이트 제공자가 그들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원할 때조차, 검색 엔진 웹 로봇이 컨텐츠에
접근하고 분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화벽(firewall)을 사용한다. 또한 웹 사이트 제공자들은 로봇이 액세스 및 색인이 허용
되지 않는 사이트의 URL을 나타내는 "robot.txt" 파일을 생성함으로써 그 사이트에 대한 웹 로봇의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
다. 검색 엔진 웹 로봇들의 그러한 제한 때문에 웹 로봇이 검색 엔진 사용자들에게 매우 흥미있을 수 있는 관련된 웹 페이
지들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일부 검색 엔진들은 수동 분류(taxonomist)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야후(Yahoo)는 웹 페이지의 수동 의뢰(submission)를
수신한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도록 웹 페이지를 분류한다. 이런 방법은 매우 시간 소모적이다. 또한, 수동 분류 방법
은 새로운 페이지들에 대하여, 인터넷, 즉, WWW(World Wide Web)를 꾸준히 순회하며 사용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컨텐
츠에 제한되지 않는 로봇 방법만큼 많은 페이지를 분류할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웹 페이지들을 분류하기 위한 향상된 기술이 필요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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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된 종래 기술에서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데이터 저장 장소의 어드레스들 위치들에 존재하
는 컨텐츠에 대한 색인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컨텐츠 제공자들에 의해서 관리되는 데이터 저장 장소를 검색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나타낸다. 컨텐츠 제공자에 의해서 커스텀화될 수 있는 설정들이 액세스된다. 커스텀화
된 설정들은 컨텐츠 제공자의 데이터 저장 장소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명령어들을 제공한다. 컨텐츠 제공자의 데이터 저
장 장소에 있는 컨텐츠 페이지들의 컨텐츠는 액세스된 커스텀화된 설정들에 포함된 명령어들에 따라서 액세스된다. 액세
스된 컨텐츠 페이지들로부터 메타데이터가 발생되어 데이터 저장 장소의 액세스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들에 대한 메타데
이터의 색인에 추가된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들은 컨텐츠 제공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컨텐츠 제공자의 데이터 저장
장소에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들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컨텐츠 페이지들을 액세스하는 것은 제공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들의 컨텐츠 페이지들을 액세스하는 것을 포함하고, 여기서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지들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생성된다.

또한,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들은 적어도 하나의 제공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질의 용어들을 제공한다. 질의
용어들이 존재하는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 각각에 대하여, 제공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서 질의 용어들이 사용되어 질의
결과들을 획득한다. 그 다음에 획득된 질의 결과들로부터 메타데이터가 발생되어 데이터 저장 장소에서 액세스된 어드레
스 가능한 위치들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색인에 추가된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들은 또한 유효성 확인 프로그램들을 나타낸다. 액세스된 설정들에서
표시된 각각의 유효성 확인 프로그램은 각각의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지에 대하여 실행된다. 각각의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
지에 대한 유효성 출력 결과는 그 컨텐츠 페이지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각각의 유효성 확인 프로그램에 의해 발생된다. 유
효성 출력 결과로부터 메타데이터가 발생되어, 데이터 저장 장소에서 액세스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들에 대한 메타데이
터의 색인에 추가된다. 또한, 컨텐츠 페이지에서 참조된 삽입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파서가 결정된다. 참조된 삽입 파일의
컨텐츠가 분석되고 분석된 삽입 파일의 컨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발생되어 색인에 추가된다.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데이터 저장 장소의 소유자가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다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도
록 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에서 URL에 대한 색인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데이타 저장 장소들을 검색하는 기
술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컨텐츠 제공자로 하여금 색인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검색하도록 URL를 지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바람직한 실시예들에서, 동영상(movie) 파일들, 쇽웨이브(Shockwave) 파일들, ZIP 파일들 등
과 같은 멀티미디어 파일들에서의 컨텐츠와 같은, 종래의 검색 엔진에 의해서 액세스되지 않는 형식으로 인코딩된 컨텐츠
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수집될 수도 있다. 또한, 바람직한 실시예들에서, 데이터 저장 장소 소유자는 URL에서 컨텐츠가 특
정한 유효성 기준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선택된 한정사들(qualifiers)을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를 발생시키기
위해 유효성 확인 프로그램들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메타데이터가 제공되는지를 제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기술들은, 웹 로봇들은 단지 URL에서 문자 형식인 컨텐츠를 검색하고, 멀티-미디어 파일들 또
는 다른 압축 파일들과 같은, 문자가 아닌(non-textual) 인코딩으로 삽입된 파일들을 액세스하지 않는 현재 기술에 대하여
향상된 것이다. 또한, 데이터 저장 장소 소유자로 하여금 URL을 검색하고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데이터 저장 장소 소유자는 데이터 저장 장소에 이용할 수 있는 색인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검색 결과들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URL 사이트들에 대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URL 페이지들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상업적인 수집에 종사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업체에 의해 바람직한 실시예의 수집 툴(collection tool)이 사용될 수도 있
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가입자(subscriber) URL에서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련자(interested parties)에게 메타데
이터를 판매하거나 또는 허가하도록 컨텐츠 제공자들에게 가입(subscriptions)을 제공하거나 판매한다.

다음의 기술에서, 본 발명의 일부를 구성하고,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들을 도시하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다. 다른 실시예
들이 활용될 수도 있으며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구조 및 실행의 변경이 가능하다.

도 1은 컨텐츠 제공자(2) 및 메타데이터 웨어하우스(4) 사이에 설정된 관계를 도시하고 있다. 메타데이터 웨어하우스(4)는
다른 컨텐츠 사이트 소유자들(2)로부터 URL 상의 색인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한다. 메타데이터 웨어하우스(4)는 검색
엔진 제공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여 그 URL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메타데이터 웨어하우스(4)는
검색 엔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색인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검색 엔진 제공자의 일부일 수도 있다. 컨텐츠 제공자
(2)는 인터넷 사용자들로 하여금 검색 동안 자신의 웹 사이트의 URL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웨어하우
스(4)가 자신의 웹 사이트 상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희망한다. 컨텐츠 제공자(2)의 브라우저 가능한(browsable) 컨텐츠
는 저장 장소(8)에서 관리된다. 인터넷 사용자는 URL을 표시함으로써 저장 장소(8)에서의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다. 만
약 저장 장소가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다면, 인터넷 사용자는 저장 장소(8)에 있는 동적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CGI
명령어와 함께 파라미터들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데이터 저장 장소(8)는 인터넷을 통해 액세스가능한 HTML 페이지들
및 비-HTML(non-HTML) 컨텐츠를 포함할 수도 있다. 데이터 저장 장소(8)에서의 비-HTML 컨텐츠는 동적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으며, 동영상(movie) 파일, 쇽웨이브(ShockWave) 파일, 또는 어떤 다른 멀티-미디어 형식과 같은, 표현하거
나(render) 또는 처리하기 위해서 플러그-인(plug-in) 애플리케이션을 요구하는 파일 형식으로 관리되는 파일이다.

메타데이터 웨어하우스(4)는 저장 장소(8)의 URL에 있는 컨텐츠 상의 정보를 위해 저장 장소(8)를 검색하고 저장 장소(8)
의 액세스된 URL에 있는 컨텐츠에 기초하여 메타데이터(10)를 발생시키는, 아래에 상세히 기술된, 수집 툴(collection
tool)(6)을 제공한다. 그런 다음 이 메타데이터(10)는, 바람직하게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여, 웨어하우스
(4)로 제공된다. 수집 툴(6)은 외부 위치로부터 저장 장소(8)를 검색하기 위해서 웨어하우스(4) 서버에 의해서 실행될 수
도 있다. 대신에, 컨텐츠 제공자(2)는 웨어하우스(4) 서버로 역전송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10)를 실행 및 수집하도록 저
장 장소(8)에 액세스할 수 있는 컨텐츠 제공자(2) 컴퓨터의 수집 툴(6)을 실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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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 기술의 웹 로봇들이 컨텐츠 제공자(2)의 저장 장소(8)에 있는 URL에서의 색인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는, 액세스 장벽(access barrier)(12)의 존재를 도시하고 있다. 이런 액세스 장벽(12)은 통상적으로 단지
HTML 웹 페이지들의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할 수 있는 종래 기술의 로봇들에 액세스할 수 없는, 예를 들면, MPEG(또는
어떤 다른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 쇽웨이브(Shockwave), ZIP 파일들, CGI, XML(Extended Markup File: 확장표시언
어), 자바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인코딩 형식을 포함한다. 또한, 액세스 장벽(12)은 로봇들이 저장 장소(8) URL을 순회하는
것(traversing)을 방지하는 방화벽을 포함할 수도 있다.

도 2는 수집 툴(6) 내부의 프로그램 구성요소들을 도시한다. 수집 툴(6)은 웹 페이지들을 순회(traversing)하기 위한 기술
로 알려진 로봇형 기능들(functions)을 포함하며 저장 장소(8)의 URL에서의 컨텐츠로부터 색인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수
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집 툴(6)은 검색 명령어 파일(20)로 언급되는 구조화된 문서에 근거하여 검색 절차를 결정한
다. 검색 명령어 파일(20)은 수집 툴(6)이 액세스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URL에서 컨텐츠 제공자의 저장 장소(8)에 저
장될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웨어하우스(4)가 컨텐츠 제공자(2)에게 수집 툴(6)을 제공할 때, 검색 명령어 파일(20)은 수
집 툴(6) 설치 패키지에 포함되어 수집 툴(6) 파일들 내부에 설치될 수도 있다.

또한 수집 툴(6)은 HTML, XML, Shockwave, MPEG, JPEG, ZIP 파일들 또는 다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형식 또는 압축 형
태와 같은, 다른 컨텐츠 인코딩들로부터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할 수 있는 파서들(parsers) 22a, b, ... n 을 포함한다. 이
런 파서들 22a, b,...n은 수집 툴(6)로 하여금 웹 페이지들에서 사용가능한 컨텐츠 형태들의 여러 형태로부터 색인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한다. 이런 방법으로, 바람직한 실시예들에서, 색인 가능한 메타데이터(10)는 HTML 또는
다른 문자 형태로 인코딩된 컨텐츠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멀티미디어 파일 형태와 같은, 다른 형태로 인코딩된 컨텐츠에
서의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수집 툴(6)은 페이지들이 특정한 사전설정된 조건들을 만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URL에서의 페이지를 처리하
는 프로그램들인 유효성 확인기(validation checkers) 24a, b,...n을 포함한다. 이런 유효성 확인기들 24a, b,...n의 출력은
분석된 웹 페이지가 특정 기준들 및 조건에 일치하는지를 나타낸다. 이런 유효성 확인기 출력은 웹 페이지용 메타데이터에
추가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유효성 확인기들 24a, b,...n은 다음의 유효성 확인기 프로그램들의 어떤 하나를 포함할 수도
있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W3 협회) 유효성 서비스: XML 올바른 구성(well-formedness) 뿐만아니라, W3C
HTML 및 XHTML 추천들 및 표준들에 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HTML 페이지들을 확인한다.

XML 올바른 구성(Wellformedness) 확인기 및 유효화기(Validator): 올바른 구성(well-formedness) 및 (선택적으로) 유
효성에 대하여 XML 문서를 확인한다.

BOBBY: 무자격의 사람들로의 접근에 대하여 웹 페이지들을 분석하는 웹 기반의 도구이다. BOBBY의 접근에 대한 분석은
W3C 웹 컨텐츠 접근 지침(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에 근거한다. 예를 들면, Bobby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웹 사이트는 모든 비-문자 성분들(즉, 이미지들, 애니메이션들, 오디오, 비디오)과 동등한 텍스트를 제공해야하며, 그래프
들 및 챠트들의 개요를 제공해야하며, 색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는 또한 색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문서의 문자
및 비-문자 컨텐츠의 문자 동등(예를 들면, 표제)의 자연어에서 변경을 분명하게 식별해야하며, 논리적으로 컨텐츠를 구성
해야하고, 그리고 지원되지 않는 기능들을 위한 대안의 컨텐츠(예를 들면, 애플릿들(applets) 또는 플러그-인들(plug-
ins))을 확실히 제공해야한다.

보안: 유효성 확인기 24a, b,...n은 어떤 보안 설정들 또는 보안 보증들을 결정하고 그런 보안 설정들에 대한 색인 가능한
정보를 반환할 수도 있다.

비밀(Privacy): 유효성 확인기 24a, b,...n은 어떤 비밀 보장 또는 브랜드화된 로고들 또는, 승인 및 TRUSTe 비밀 프로그
램에의 참여를 나타내는, 승인의 TRUSTe 봉인과 같은, URL에서 비밀 조건들에 관련한 승인의 봉인들을 결정할 수도 있
다.

등급(Ratings) 또는 심사(Awards): 유효성 확인기 24a, b,...n은 그 사이트가 어떤 지정된 등급 또는 심사인지를 결정할 수
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컨텐츠 제공자(2)는 웨어하우스(4)에서 어떤 특정한 등급 또는 심사를 지정할 수도 있다.

"Best Viewed By" 유효성 확인기 24a, b,...n은 URL에서 웹 페이지가 그 웹 페이지를 보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브라우저를 나타내는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보증(Endorsements) 및 승인: 유효성 확인기 24a, b,...n은 사이트가 어떤 특정한 보증 또는 승인을 가지는지를 결정할 수
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들에서, 컨텐츠 제공자(2)는 웨어하우스(4)에서 확인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보증 및 승인을 지정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컨텐츠 제공자(2)는 수집 툴(6)이 특정한 승인 단계를 확신하도록 특정한 바른 구성으로부터 보
증을 위한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경고(Warning): 유효성 확인기 24a, b,...n은 사이트가, "18세 이하 금지(No one under 18)", "성인용(Adult Content)" 등
과 같은, 어떤 경고를 포함하는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들에서, 컨텐츠 제공자(2)는 웨어하우스(4)에서 확
인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경고를 지정할 수도 있다.

유효성 확인기들 24a, b,...n은 웹 페이지 또는 그 내부의 컨텐츠의 어떤 다른 특성들을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유효성 확
인기들 24a, b,...n은 HTML이 아닌 페이지들의 특성을 재고하기 위한 다른 컨텐츠 인코딩들을 위한 파서 프로그램들을 포
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유효성 확인기 24a, b,...n은, 예를 들면, 성인용(Adult Content), Graphic Violence, "R" 등급,
"XXX" 등급, 등등과 같은 어떤 컨텐츠 경고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MPEG 또는 Apple QuickTime
파일과 같은, 동영상(movie) 파일을 분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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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확인기들 24a, b,...n은 컨텐츠 파일을 검사하기 위해서 파서들 22a, b,...n을 활용할 수 있거나, 이와는 달리, 유효
성 확인기 24a, b,...n은 페이지 컨텐츠를 검사하기 위해서 자체의 파서를 포함할 수도 있다.

도 3은 저장 장소(8)에서 URL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수집 툴(6)을 나타내는 검색 명령어 파일(20) 내부의 구성요소들
을 도시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컨텐츠 제공자(2)는 수집 툴(6)이 저장 장소(8)를 검색하는 방법을 제어하도록 검색 명
령어 파일(20)을 구성한다. 검색 URL(50) 성분들은 수집 툴(6)이 다른 성분들에 따라서 액세스하고 검색해야하는 URL를
나타낸다. 질의 용어들 성분(52)은 URL에서 웹 페이지를 통하여 동적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URL에 반하여 실행하
기 위한 수집 툴(6)을 위한 지정된 URL에 대한 검색 용어들의 목록을 제공한다. 저장 장소(8)는 질의 용어들에 응답하여
동적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발생시키기 위해서 CGI 또는 자바 프로그램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수집 툴(6)은 URL 페이지
에서 질의들을 실행할 때 페이지에 표시하도록 검색 용어를 포함하는 URL을 구성할 수도 있다. 질의 용어 한정사들
(qualifiers)(54)은 질의 결과가 한정사(qualifier) 술어(predicate)를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질의
용어들을 위하여 질의 결과들에 반하여 적용하는 술어들(predicates)을 제공한다.

패스워드 성분(56)은 수집 툴(6)이 그 URL에서의 데이터에 액세스하도록 특정 URL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스워드들을 나
타낸다. 패스워드는 수집 툴(6)로 하여금 보호된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또는 방화벽이 설치된 페이지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재귀적인 검색 설정 성분(58)은 수집 툴(6)이 검색 URL(50)에서 나열된 액세스된 URL에서의 URL 링크들을 검색하
는 방법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설정(56)은 수집 툴(6)이 URL에서의 모든 링크들을 검색하도록 지시한다. 대신에, 설정
(56)은 URL을 벗어난 어떤 링크들을 검색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도 있거나, 또는 재귀적인 검색의 깊이 또는 크기를 제한
할 수도 있다.

금지된 URL 성분(60)은 수집 툴(6)이 액세스할 수 없는 URL을 나타낸다. 이 성분(60)은 수집 툴(6)이 검색 URL(50)에 나
열된 URL에서의 링크를 통하여 재귀적으로 액세스될 수 있는 특정 URL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 유효성
확인기들 성분(62)은 수집 툴(6)이 액세스된 페이지에 대하여 실행해야하는 하나 이상의 유효성 확인기 24a, b,...n을 나타
낸다. 확인 파라미터들 성분(64)은 유효성 확인기 24a, b,...n가 검사된 웹 페이지에 대하여 확인해야하는 특유의 특성들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파라미터들(64)은 유효성 확인기 24a, b,...n가 검색해야하는 승인의 봉인들, 보증(endorsements),
경고, 등급 등을 나타낼 수도 있다. 만약 유효성 확인기(60)을 위해서 어떤 확인 파라미터들도 제공되지 않는다면, 유효성
확인기(60)는 페이지가 어떤 사전 설정된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지를 결정하는 BOBBY 또는 XML 올바른 구성(well
formedness)의 경우와 같이,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어떤 사용자 파라미터들도 요구하지 않는다.

유효성 확인기 한정사들(qualifiers)(66)은 URL에서 컨텐츠를 검사하는 유효성 확인기 24a, b,...n으로부터의 출력에 대하
여 실행하는 한정사들(qualifiers)을 제공한다. 만약 URL에 대한 유효성 확인기 24a, b,...n의 출력이 한정사 술어를 만족
하지 않는다면, 그 URL에 대하여 어떤 메타데이터도 반환되지 않으며 비한정(non-qualifying) URL은 웨어하우스(4)에
제공되는 메타데이터와 함께 포함되도록 색인이 붙여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정사는 BOBBY와 부합되지 않는 페이지
들의 검색 결과들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만약 BOBBY 유효성 확인기 24a, b,...n이 URL의 컨텐츠
가 BOBBY와 부합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면, BOBBY 한정사에 따라서, 그 URL을 위한 메타데이터는 반환되지 않고 그
URL은 색인이 붙지 않는다. 대신에, 검사된 URL 페이지에 대하여 불복종(non-compliance)을 나타내는, 또는 불복종을
나타내는 어떤 등급을 지시하는 메타데이터는 반환될 수도 있다. 불복종을 나타내는 그러한 메타데이터는 관심있는 인터
넷 검색자들로 하여금 불복종 페이지를 위치시킬 수 있도록 한다. 검색 명령어 파일(20)에서 선택된 각각의 유효성 확인기
(62)에 대한 개별적인 유효성 확인기 한정사(66)가 있다. 만약 어떤 유효성 확인기 한정사(66)도 없다면, 그 페이지에 대한
메터데이터는 유효성 확인기 24a, b,...n으로부터의 출력과 무관하게 반환된다. 만약 유효성 확인기 24a, b,...n으로부터의
출력에 대한 한정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수집 툴(6)은 비한정(non-qualifying) URL을 위한 어떤 데이터도 제공하지 않
는다. 대신에, 수집 툴(6)은 그 URL을 위한 메타데이터와 함께 비한정 출력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URL을 위한
다른 한정(qualifying) 메타데이터로 하여금 웨어하우스(4)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방법으로, 컨텐츠 제공자(2)는
URL이 인터넷 사용자 검색 질의들에 응답하여 반환되는 방법을 맞추도록 제공되는 메타데이터의 형식을 제어할 수 있다.

페이지 속성 한정사 성분(68)은 컨텐츠의 데이터, 바이트 크기 등과 같은, 페이지를 한정하는데 사용하는 속성을 나타낸
다.

웨어하우스(4)는 컨텐츠 제공자(2)로 하여금 검색 명령어 파일(20)에서 검색 설정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GUI(graphical
user interface: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만약 컨텐츠 제공자(2)가 인터넷을 통하여 웨
어하우스(4)와 통신한다면, 컨텐츠 제공자(2)는 수집 툴(6)이 저장 장소(8)를 검색하는 방법을 제어하는 검색 명령어 파일
(20)에서 검색 설정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웹 브라우저 GUI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GUI는 컨텐츠 제공자(2)로 하여금
유효성 확인기 24a, b,...n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효성 확인기들 24a, b,...n을 위한 한정사들(66)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컨텐츠 제공자(2)로 하여금 수집 툴(6)이 그것의 저장 장소(8)를 검색할 방법을 커스텀화할 수 있도록 한
다.

도 4는 컨텐츠 제공자(2)가 웨어하우스(4)에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URL 페이지에서 검색 동작을 실행하는 수집 툴(6)에
서 구현된 프로그램 로직을 나타낸다. 제어는 수집 툴의 실행이 시작되는 블럭(100)에서 시작한다. 컨텐츠 제공자(2)는 저
장 장소(8)를 포함하는 방화벽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수집 툴(6)을 실행할 수도 있다. 대신에, 웨어하우스(4)는 저장 장소
(8)를 포함하는 방화벽 외부의 서버로부터 수집 툴(6)을 실행할 수도 있다. 컨텐츠 제공자(2) 및 웨어하우스(4)는 웨어하
우스 URL 데이터베이스가 저장 장소(8) URL를 위한 색인 가능한 메타데이터로 정규적으로 갱신되도록 수집 툴(6)을 실
행하기 위한 정규 일정에 동의할 수도 있다. 또한, 컨텐츠 제공자(2)는 저장 장소(8)의 컨텐츠에 어떤 갱신이나 수정을 한
후와 같은, 수집 툴(6)을 실행할 시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일단 실행되면, 수집 툴(6)은 검색 명령어 파일(20)을 액세스하
고, 그리고 그 검색 명령어 파일(20)은 수집 툴(6)을 실행하는 컨텐츠 제공자(2) 컴퓨터, 저장 장소(8), 또는 웨어하우스(4)
서버의 디렉토리에서 관리된다. 블럭(104) 및 블럭(160) 사이에서, 수집 툴(6)은 검색 URL 목록(50)에서의 각각의 URL
페이지에 대하여 블럭(106-148)에서의 단계들을 실행한다. 만약 (블럭(106)에서) 고려되는 URL 페이지에 대해 제공된
패스워드가 있다면, 수집 툴은 그 URL 페이지를 액세스할 때 그 페스워드를 (블럭(108)에서) 사용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
집 툴(6)은 그 URL 페이지를 (블럭(110)에서) 액세스한다. 만약 (블럭(112)에서) 질의 용어들 목록(52)에서의 그 URL 페
이지에 대하여 제공된 질의 용어들이 있다면, 수집 툴(6)은 그 검색 용어에 대한 동적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 각각의 제
공된 질의 용어를 그 URL 페이지에 (블럭(114)에서) 제공한다. 질의 결과들을 (블럭(116)에서) 수신한 후에, 수집 툴(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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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118)에서) 모든 질의 용어들 또는 특정 질의 용어들을 위한 질의 용어 한정사들 성분(54)에서 어떤 한정사들이 있는
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특정 한정사들은 모든 질의 용어들을 위한 질의 결과들 또는 특정 질의 용어들을 위한 질의 결과들
에 적용할 수도 있다. 만약 그런 한정사들이 있다면, 수집 툴(6)은 (블럭(120)에서) 그 한정사들을 만족시키지 않는 그런
질의 결과들에 관한 비한정 동작 및 그 한정사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질의 결과들에 대한 한정 동작을 실행한다. 비한정 동
작의 구성은 그 URL 페이지에 대한 메타데이터에서의 비한정 질의 결과들을 포함하지 않고/않거나 질의 결과들이 한정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한정 동작의 구성은 그 URL 페이지에 대한 메타데이터에서 한정 질의 결과들을 포함하고/하거
나 질의 결과들이 한정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만약 그 검색 용어들에 대한 한정사들이 없다면, 수집 툴(6)은 (블럭
(122)에서) 그 URL 페이지를 위한 메타데이터에 질의 결과들에 대한 정보를 부가한다.

블럭(120 또는 122)으로부터 제어는 도 5의 블럭(124)로 진행한다. 블럭(124)에서, 수집 툴(6)은 (블럭(124)에서) 유효성
확인기 성분(62)이 유효성 확인기들 24a, b,...n이 실행하도록 선택되었는지를 나타내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그렇다면, 수
집 툴(6)은 (블럭(126)에서), 유효성 확인기 24a, b,...n을 위해 제공된 임의의 확인 파라미터들(64)을 사용하여, URL 페이
지에 대비하여 각각의 선택된 유효성 확인기 24a, b,...n을 실행한다. 만약 (블럭(128)에서) 특정 유효성 확인기 24a, b,...n
을 위한 임의의 유효성 확인기 한정사들(66)이 있다면, 한정사들을 포함하는 그런 유효성 확인기들에 대하여, 수집 툴(6)
은 (블럭(130)에서) 유효성 확인기 출력이 한정사(들)을 만족하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한정사들이 충족되거나(130의 예
(yes) 분기로부터) 또는 만약 유효성 확인기 한정사들이 없다면(블럭(128)의 아니오(no) 분기), 수집 툴(6)은 (블럭(132)
에서) 그 URL 페이지에 대한 메타데이터에서 유효성 확인기 출력에 대한 정보를 부가한다. 만약 유효성 확인기 출력이 그
한정사들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수집 툴(6)은 비한정 동작을 (블럭(140)에서) 실행하며, 비한정 동작의 구성은 그 메타
데이터에서 검색 URL 페이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블럭(160)으로 진행하여 검색 URL(50)에서 다음 URL
페이지를 고려한다. 이와는 달리, 비한정 동작은 한정사가 충족되지 않은 그 URL 페이지를 위한 메타데이터에서 특정 정
보를 포함하여 블럭(134)로 진행하여 검색 명령어 파일(20)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그 URL 페이지를 위한 후속 메타데이
터를 수집하도록 수집 툴(6)을 수반할 수도 있다.

유효성 확인기들 성분(62)에서 어떤 선택된 유효성 확인기들을 고려한 후에 그리고 만약 유효성 확인기 출력이 어떤 한정
사들을 충족시킨다면, 제어는 블럭들(124 또는 132)에서 블럭(134)으로 이동한다. 만약 (블럭(134)에서) 어떤 페이지 속
성 한정사들(68)이 있다면, (블럭(136)에서) 수집 툴(6)은 그 URL 페이지가 속성 한정사들을 충족시키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그렇다면, (블럭(138)에서) 수집 툴은 그 URL 페이지를 위한 메타데이터에서 충족된 속성에 대한 정보를 부가한다.
반면에, 만약 페이지 속성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블럭(140)에서) 수집 툴(6)은 비한정 동작을 실행하며, 비한정 동작은
메타데이터에서 검색 URL 페이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블럭(160)으로 이동하여 검색 URL(50)에서 다음
URL 페이지를 고려하도록 구성된다. 대신에, 비한정 동작이 한정사가 충족되지 않은 URL 페이지를 위한 메타데이터에서
특정 정보를 포함하여 블럭(142)로 이동하여 검색 명령어 파일(20)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URL 페이지를 위한 후속 메타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수집 툴(6)을 수반할 수도 있다.

블럭(134) 또는 블럭(138)의 아니오(no) 분기로부터, 제어는 블럭(142)으로 이동하여 수집 툴(6)은, 예를 들면, XML,
DHTML과 같은, URL 페이지의 형식를 결정하고 (블럭(144)에서) URL 페이지 형식을 분석할 수 있는 파서 22a, b,...n을
선택한다. 그런 다음 수집 툴(6)은 URL 페이지를 위한 메타데이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컨텐츠를 분석하는 (블럭(146)에
서), 즉 파서로 부르는, 선택된 파서 22a, b,...n을 사용한다. 파서 22a, b,...n는 종래 기술에서 알려진 방법으로 URL 페이
지를 위한 색인가능한 메타데이터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파서 24a, b,...n은 가시적인 텍스트의 전체 본문에 색
인을 붙일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들, 예를 들면, "the", "and" 등은 배제할 수도 있으며, 문서에서 특히 주요
단어 메타태그에 포함된 주요단어들에 색인을 붙일 수도 있고/있거나, 색인가능한 메타데이터에서, 한 단어에 대한 변형
들, 예를 들면, politics, politician, political 등을 포함하도록 단어 스테밍(stemming)을 실행한다.

만약 (블럭(148)에서) URL 페이지가 삽입된 이미지들, 쇽웨이브(Shockwave) 파일들, ZIP 파일들, 또는 다른 인코딩된 파
일과 같은 삽입 파일에 대한 참조를 포함한다면, 삽입 파일에 대한 각각의 참조에 대하여, (블럭(150)에서) 수집 툴(6)은
삽입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파서 22a, b,...n을 선택한다. 삽입 파일은, HTML "HREF" 문장을 사용하여 생성된 하이퍼텍
스트 링크와 같은,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통하여 참조되는 파일과 구별된다. 링크된 파일은 브라우저가 액세스하는 HTML
페이지이다. 삽입된 파일은 통상적으로 삽입된 파일을 열어서 나타내는데 사용하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삽입된 파일의 컨
텐츠를 작성하기 위한 플러그-인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하는 객체 태그를 사용하거나 또는 애플릿으로 참조된다. (블럭
(152)에서) 수집 툴(6)은 각각의 삽입된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서 선택된 파서를 사용하고 URL 페이지용 메타데이터에 추
가하도록 삽입된 파일 컨텐츠로부터 색인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발생시킨다. 파서나 또는 수집 툴(6)은 삽입된 파일의 컨텐
츠를 처리하거나 또는 나타내도록 삽입된 파일을 위해 객체 태그에서 지시된 플러그-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블럭
(148) 또는 블럭(152)의 no 분기로부터, (블럭(154)에서) 수집 툴은 그 URL 페이지가 다른 URL 페이지들과의 링크들을
포함하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링크들이 포함되어 있고 (블럭(156)에서) 재귀적 검색 설정들(58)이 재귀적 검색을 제한하
지 않는다면, 수집 툴(6)은 금지된 URL(60)로 등록되지 않은 각각의 링크된 URL 페이지에 대하여 106에서 158까지의 단
계들을 (블럭(158)에서) 실행한다. 블럭(154)의 아니오(no) 분기로부터, 블럭(156)의 예(yes) 분기로부터 또는 블럭(158)
으로부터, 제어는 (블럭(160)에서) 검색 URL(50)에 등록된 다음 URL 페이지를 검토하도록 복귀한다.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현재의 검색 로봇들 및 에이전트들(agents)에 관하여 향상된 컨텐츠 제공자의 사이트에서 URL을 검
색하기 위한 URL 메타데이터 수집 툴(6)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들에서, 컨텐츠 제공자(2)는 저장 장소(8)에서 URL
을 위한 색인 가능한 메타데이터가 최신인지를 확신하도록 그것의 저장 장소(8)의 검색들이 발생될 때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컨텐츠 제공자(2)로 하여금 검색의 스케줄링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컨텐츠 제공자(2)는 최신 기술에서 검색
에이전트들 또는 로봇들이 컨텐츠 제공자(2)의 서버를 과부하시키는 상태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컨텐츠 제공자(2)는
한산한 시간에 수집 툴(6)이 검색하도록 예정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컨텐츠 제공자(2)는 색인가능한 메타데이터를 검색 및 수집하는 수집 툴(6)을 위한 특정 URL
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수집 툴(6)은 쇽웨이브(Shockwave) 파일들, ZIP 파일들, 및 다른 텍스트가 아닌(non-text) 멀티
미디어 파일들과 같은, 검색 엔진에의해서 현재 색인되어있지 않은 멀티-미디어 컨텐츠 및 컨텐츠 인코딩들에 대한 색인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컨텐츠 제공자(2)는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페이
지들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차단하는 유효성 확인 페이지들 및 한정사들 설정에 의해서 정보가 색인되는지를 제어할 수 있
다. 이런 방법으로,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컨텐츠 제공자(2) 웹 사이트에서 URL 페이지들의 색인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수
집하고 컨텐츠 제공자(2)로 하여금 색인 가능한 메타데이터가 수집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향상되고 보다
잘 제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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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웨어하우스(4)가 다른 컨텐츠 제공자들(2)로부터 메타데이터(10)를 수집하면, 웨어하우스(4)는 검색 엔진 업체에 그
들의 검색 엔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도록 또는 다른 관심있는 업체에 색인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URL에 대하여 메타데이터가 수집되는 방법을 제어하고싶어하는 가입자들을 등록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로서 수집 툴을 사용할 수도 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상업 광고용 URL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데이타베이스
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집 툴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데이타 웨어하우스는 수집 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표시되거나 또는
컨텐츠 제공자들이 수집 툴을 사용할 때 수익을 발생시키도록 구성된 광고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실시예들 및 결론(Alternative Embodiments and Conclusions)

다음은 본 발명을 실현하기 위한 소정의 다른 실시예들을 기술하고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 또는 그것들의 어떤 조합을 생산하도록 표준 프로그래밍 및/또는 엔
지니어링 기술들을 사용하는 방법, 장치, 또는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기능들을 정의하는 프로그램
들은 자기 저장 매체, "플로피 디스크(floppy disk)", CD-ROM, 네트워크 전송 라인을 통하여 프로그램들에 액세스할 수
있는 파일 서버, 무선 전송 매체, 공간을 통하여 전파하는 신호들, 라이오파, 적외선 신호들 등과 같은 컴퓨터-판독가능한
장치들, 캐리어들, 또는 미디어를 포함하지만 제한을 두지는 않는 미디어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컴퓨터로 전달
될 수 있다. 물론, 당업자라면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가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
다. 본 발명의 기능들을 관리하는 컴퓨터-판독가능한 명령어들을 전송할 때, 매체를 포함하는 그런 정보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을 나타낸다.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추가적인 메타데이터 색인 기능을 제공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수집 툴에 포함된 특정 프로그램 구
성요소들을 제공한다. 후속 실시예들에서, 수집 툴은 여기서 기술된 것과 다른 기준으로 페이지들을 검사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컨텐츠 제공자가 검색 명령어 파일(20)에서 구성하는 특정 설정들을 기술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컨
텐츠 제공자(2)는 수집 툴(6)이 웹 페이지들을 검색하고 메타데이터가 반환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제어 수준들을 제공
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술된 것과는 다른 형태의 설정들을 구성할 수도 있다.

도 4-6의 바람직한 로직은 특정 주문에서 특정 연산의 발생을 기술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특정 논리 연산은 다른 명령으
로 실생되거나, 수정 또는 제거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구현한다. 또한, 단계들이 상기 로직에 추가되
어 바람직한 실시예를 구현할 수도 있다. 또한, 여기서 기술된 연산들은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거나 또는 특정 연산들
은 동시에 처리될 수도 있다.

요약하면,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웹 사이트에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서의 컨텐츠에 대한 색인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수
집하기 위해서 컨텐츠 제공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웹 사이트를 검색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컨텐
츠 제공자에 의해서 커스텀화될 수 있는 설정들이 허용된다. 커스텀화된 설정들은 컨텐츠 제공자의 웹 사이트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명령어들을 제공한다. 액세스된 커스텀화된 설정들은 컨텐츠 제공자의 웹 사이트에서 컨텐츠 페이지들의 처
리를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지들로부터의 메타데이터는 발생되어 웹 사이트에서 액세스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들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색인에 추가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이 예시 및 설명의 목적으로 상술되었지만, 본 발명을 엄격한 형식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기술적 사상으로부터 다양한 변경 및 변형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범주는 상술된 명세서에 의해서 제한되
지 않으며, 오히려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상기 명세서, 예제들 및 데이터는 제조시 완벽한 설명을 제공
하며 본 발명의 구성을 사용한다.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게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가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항에 귀속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웹 페이지들을 분류하기 위한 향상된 기술이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저장 장소의 어드레스 위치에 있는 컨텐츠에 대한 색인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상이한 컨텐츠 제공
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데이터 저장 장소를 검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컨텐츠 제공자에 의해서 커스텀화될 수 있는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customizable setting)에 액세스하는 단계 - 상기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은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 내의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페이지의 어드레스와 상기 어드레스 위치에 대
한 파라미터를 제공함 - 와,

상기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에서 지시된 상기 컨텐츠 제공자의 데이터 저장 장소의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있는 컨텐츠 페
이지에 액세스하는 단계와,

상기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지의 상기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대해 제공된 상기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액세스된 컨텐
츠 페이지를 처리하여 출력 정보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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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지에 대한 상기 발생된 출력 정보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를 발생시켜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의
액세스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색인에 추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상이한 컨텐츠 제공자로부터의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은 상기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지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발생하
도록 액세스되고, 상기 메타데이터의 색인은 상기 상이한 컨텐츠 제공자의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로부터의 컨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은 상기 컨텐츠 제공자의 데이터 저장 장소 내의 컨텐츠의 배치에 대하여 고유한 액세스 방법
및 파라미터를 포함하되, 상기 액세스 방법은 상기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상기 액세스된 컨텐츠를 처리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 내의 파라미터는 적어도 하나의 포함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대한 질의 용어
(query term)를 포함하고,

질의 용어가 있는 각각의 제공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대하여, 상기 제공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서 상기 제공된 질
의 용어를 사용하여 질의 결과를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획득된 질의 결과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의 액세스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대한 상
기 메타데이터의 색인에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은 적어도 하나의 검색 용어에 대한 한정사(qualifier)를 더 제공하고,

적어도 하나의 한정사를 포함하는 각각의 질의 용어에 대하여, 상기 질의 용어에 대한 질의 결과가 상기 질의 용어에 대한
각각의 한정사를 충족시키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 만약 상기 질의 결과가 상기 질의 결과를 발생시킨 상기 질의 용어에 대
한 각각의 한정사를 충족시킨다면 상기 질의 결과에 대한 상기 메타데이터가 생성됨 - 와,

각각의 한정사를 충족시키지 않는 각각의 질의 결과에 대해 비한정(non-qualifying)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비한정 동작은 상기 색인에 상기 질의 결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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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 내의 파라미터는 적어도 하나의 제공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패스워드를 더 포함
하고,

상기 제공된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상기 패스워드가 제공되는 지시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의 컨텐츠 페이지에 액세스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 내의 파라미터는 상기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지에 포함된 링크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
치에 대한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검색할지를 나타내는 재귀적 검색 설정을 더 포함하고,

상기 재귀적 검색 설정이 링크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를 재귀적으로 검색하는 것을 나타내면, 각각의 링크된 어드레스 가
능한 위치의 컨텐츠 페이지에 액세스하는 단계 - 상기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지 내의 상기 링크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서 재귀적으로 액세스된 각각의 컨텐츠 페이지에 대하여 메타데이터가 생성됨 -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은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의 금지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를 더 제공하고, 링크된 어
드레스 가능한 위치가 금지된 어드레스 위치인 경우 그 위치의 각각의 컨텐츠 페이지에 대하여 메타데이터가 생성되지 않
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은 또한 유효성 확인 프로그램을 나타내고,

각각의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지에 대하여 상기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에서 지시된 각각의 상기 유효성 확인 프로
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컨텐츠 페이지의 특성을 기술하는 각각의 유효성 확인 프로그램을 갖는 각각의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지에 대해 상기
유효성 확인 프로그램을 갖는 유효성 출력 결과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유효성 출력 결과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의 액세스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대한 메
타데이터의 색인에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은 또한 적어도 하나의 유효성 확인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파
라미터를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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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효성 확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유효성 출력 결과는 또한 상기 유효성 확인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와 관련된 상기 컨
텐츠 페이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 내의 상기 파라미터는 또한 적어도 하나의 유효성 확인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기 위
한 적어도 하나의 한정사를 나타내며,

상기 유효성 출력 결과가 상기 출력 결과를 생성하는 상기 유효성 확인 프로그램을 구비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한정사를
충족시키는 지를 판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출력 결과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만약 상기 출력 결과가 상기 한정사를 충족시키면 상기 색인에 포함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만약 상기 유효성 출력 결과가 상기 한정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상기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의 상기 컨텐츠 페이지에 대
한 메타데이터가 상기 색인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지의 형식(format)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된 형식을 분석(parsing)할 수 있는 다수의 파서들(parsers)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파서를 사용하여 상기 컨텐츠 페이지를 분석하는 단계 - 상기 색인에 추가할 상기 메타데이터는 상기 분석된
컨텐츠 페이지로부터 생성됨 -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방법.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페이지에 참조된 삽입된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파서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참조된 삽입된 파일의 상기 컨텐츠를 분석하는 단계와,

상기 색인에 추가할 상기 삽입된 파일의 분석된 컨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방법.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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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을 사용하여 컨텐츠 제공자 데이터 저장 장소에 대한 액세스 기능 및 메타데이터 생성
기능을 갖는 수집 툴을 컨텐츠 제공자들에게 분배하는 단계와,

컨텐츠 제공자의 데이터 저장 장소 상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상기 수집 툴을 사용하여 복수의 컨텐츠 제공자로부
터 수집된 메타데이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한 메터데이터를 상업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방법.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 툴을 사용하고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전자적 승낙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방법.

청구항 19.

데이터 저장 장소의 어드레스 위치에 있는 컨텐츠에 대한 색인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상이한 컨텐츠 제공
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를 검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상기 컨텐츠 제공자에 의해서 커스텀화될 수 있는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을 액세스하는 수단 - 상기 커스텀화된 설정은 상
기 데이터 저장 장소 내의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페이지의 어드레스 및 상기 어드레스 위치에 대한 파라미터를 제공함 -
과,

상기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에서 지시된 상기 컨텐츠 제공자의 데이터 저장 장소의 상기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있는 상기
컨텐츠 페이지에 액세스하는 수단과,

상기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지의 상기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대해 제공된 상기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액세스된 컨텐
츠 페이지를 처리하여 출력 정보를 발생시키는 수단과,

상기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지에 대한 상기 발생된 출력 정보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를 발생시켜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의
액세스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색인에 추가하는 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상이한 컨텐츠 제공자로부터의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은 상기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지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발생하
도록 액세스되고, 상기 메타데이터의 색인은 상기 상이한 컨텐츠 제공자의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로부터의 컨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시스템.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은 상기 컨텐츠 제공자의 데이터 저장 장소 내의 컨텐츠의 배치에 대하여 고유한 액세스 방법
및 파라미터를 포함하되, 상기 액세스 방법은 상기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상기 액세스된 컨텐츠를 처리하는 데이터 저장 장
소 검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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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 내의 파라미터는 적어도 하나의 포함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대한 질의 용어
(query term)를 포함하고,

질의 용어가 있는 각각의 제공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대하여, 상기 제공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서 상기 제공된 질
의 용어를 사용하여 질의 결과를 획득하는 수단과,

상기 획득된 질의 결과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의 액세스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대한 상
기 메타데이터의 색인에 추가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시스템.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은 적어도 하나의 검색 용어에 대한 한정사(qualifier)를 더 제공하고,

적어도 하나의 한정사를 포함하는 각각의 질의 용어에 대하여, 상기 질의 용어에 대한 질의 결과가 상기 질의 용어에 대한
각각의 한정사를 충족시키는지를 결정하는 수단 - 만약 상기 질의 결과가 상기 질의 결과를 발생시킨 상기 질의 용어에 대
한 각각의 한정사를 충족시킨다면 상기 질의 결과에 대한 상기 메타데이터가 생성됨 - 과,

각각의 한정사를 충족시키지 않는 각각의 질의 결과에 대해 비한정(non-qualifying) 동작을 수행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시스템.

청구항 24.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 내의 파라미터는 적어도 하나의 제공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패스워드를 더 포함
하고,

상기 제공된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상기 패스워드가 제공되는 지시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의 컨텐츠 페이지에 액세스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시스템.

청구항 25.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 내의 파라미터는 상기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지에 포함된 링크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
치에 대한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검색할지를 나타내는 재귀적 검색 설정을 더 포함하고,

상기 재귀적 검색 설정이 링크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를 재귀적으로 검색하는 것을 나타내면, 각각의 링크된 어드레스 가
능한 위치의 컨텐츠 페이지에 액세스하는 수단 - 상기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지 내의 상기 링크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서 재귀적으로 액세스된 각각의 컨텐츠 페이지에 대하여 메타데이터가 생성됨 -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시스템.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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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은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의 금지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를 더 제공하고, 링크된 어
드레스 가능한 위치가 금지된 어드레스 위치인 경우 그 위치의 각각의 컨텐츠 페이지에 대하여 메타데이터가 생성되지 않
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시스템.

청구항 27.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은 또한 유효성 확인 프로그램을 나타내고,

각각의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지에 대하여 상기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에서 지시된 각각의 상기 유효성 확인 프로
그램을 실행하는 수단과,

상기 컨텐츠 페이지의 특성을 기술하는 각각의 유효성 확인 프로그램을 갖는 각각의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지에 대해 상기
유효성 확인 프로그램을 갖는 유효성 출력 결과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유효성 출력 결과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의 액세스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대한 메
타데이터의 색인에 추가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시스템.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은 또한 적어도 하나의 유효성 확인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파
라미터를 나타내며,

상기 유효성 확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되,

상기 유효성 출력 결과는 또한 상기 유효성 확인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와 관련된 상기 컨
텐츠 페이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시스템.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은 또한 적어도 하나의 유효성 확인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한
정사를 나타내며,

상기 유효성 출력 결과가 상기 출력 결과를 생성하는 상기 유효성 확인 프로그램을 구비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한정사를
충족시키는지를 판정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되,

상기 출력 결과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상기 출력 결과가 상기 한정사를 충족시키면 상기 색인에 포함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시스템.

청구항 30.

제 1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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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액세스된 컨텐츠 페이지의 형식을 결정하는 수단과,

상기 결정된 형식을 분석할 수 있는 복수의 파서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수단과,

상기 선택된 파서를 사용하여 상기 컨텐츠 페이지를 분석하는 수단 - 상기 색인에 추가할 메타데이터는 상기 분석된 컨텐
츠 페이지로부터 생성됨 -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시스템.

청구항 3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페이지에 참조된 삽입된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파서를 결정하는 수단과,

상기 참조된 삽입된 파일의 컨텐츠를 분석하는 수단과,

상기 색인에 추가할 상기 삽입된 파일의 분석된 컨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시스템.

청구항 3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된 커스텀화 가능한 설정을 사용하여 컨텐츠 제공자 데이터 저장 장소에 대한 액세스 기능 및 메타데이터 생성
기능을 갖는 수집 툴을 컨텐츠 제공자들에게 분배하는 수단과,

컨텐츠 제공자의 데이터 저장 장소 상에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상기 수집 툴을 사용하여 복수의 컨텐츠 제공자로부
터 수집된 메타데이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시스템.

청구항 33.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내지 제 16 항, 제 18 항 중 어느 한 항에 청구된 데이터 저장 장소 검색 방법의 각 단계를 수행하
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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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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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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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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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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