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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수신된 쿼리에 대응하는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을 생성하도록 수신된 쿼리가 처리된다.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 내

의 문서들의 모두 또는 일 부분의 문서 각각은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과 연관되어,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

내의 후보 텀 각각은 문서 내에 내장된다.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 각각은 수신된 쿼리의 처리에 앞서 식별된다. 선

택 기능에 따라서, 후보 텀들의 하나 이상의 개별 집합들 내의 후보 텀들의 부분집합이 선택된다. 수신된 쿼리에 응답하여,

후보 텀들의 부분 집합 및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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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신된 쿼리를 개선하는(refining) 방법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쿼리에 대응하는 랭크된 문서들(ranked documents)의 초기 그룹(initial group)을 생성하도록 상기 수신된

쿼리를 처리하는 단계 - 상기 랭크된 문서들의 상기 초기 그룹 내의 문서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의 각각의 문서가, 미리 계

산된 랭크된 후보 텀들(precomputed ranked candidate terms)의 개별 집합과 연관되어, 상기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 내의 각각의 후보 텀이 상기 문서 내에 삽입(embed)됨 -;

선택 기능에 따라, 상기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들 중 하나 이상 내에 있는 후보 텀들의 부분집합(subset)을 선택하

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쿼리에 응답하여, 상기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 및 상기 후보 텀들의 부분집합을 제공(present)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 내의 톱-랭크된 문서들(top-ranked documents)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기 문서

와 연관된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은:

(A) 상기 문서 내의 텀을 후보 텀들의 마스터 리스트와 비교하는 단계 - 상기 텀이 상기 후보 텀들의 마스터 리스트 내에

있는 경우, 상기 텀은 후보 텀들의 집합에 추가됨 - ;

(B) 상기 비교 단계를 수회 반복하는 단계; 및

(C) 상기 후보 텀들의 집합 내의 상기 후보 텀들을 랭킹함으로써, 상기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을 형성하는 단계

에 의해 식별(identify)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 내의 톱-랭크된 문서들 각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기 문서와 연관된 상기 랭크

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에는 상기 문서의 분류(classification)가 포함되며, 상기 분류는 제1 분류 및 제2 분류를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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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 내의 톱-랭크된 문서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기 비교 단계(A)의 인스턴스

(instance)에 의해 후보 텀이 식별되는 횟수가, 상기 랭크된 후보 텀들의 집합 내의 상기 후보 텀을 랭킹하도록, 상기 랭킹

단계(C)에 의해 사용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랭킹 단계(C)는 상기 후보 텀을 랭킹하기 위하여 상기 개별 연관 문서에서 상기 후보 텀의 제1 위치를 더 사용하는 방

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은

(C) 제1 후보 텀이 상기 개별 후보 텀집합에서 제2 후보 텀의 부분집합인 경우, 상기 제1 후보 텀을 폐기하는 단계;

(D) 상기 비교하는 단계(A)의 인스턴스에 의해 랭킹된 후보 텀의 상기 개별 집합과 연관된 상기 문서에서 상기 제1 후보

텀이 식별된 횟수를 상기 제2 후보 텀으로 수여하는 단계; 및

(E) 상기 랭킹된 후보 텀의 상기 개별 집합에서 제2 후보 텀의 부분집합인 제1 후보 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상기 폐기하는 단계(C) 및 상기 수여하는 단계(D)를 반복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은

(C) 상기 제1 후보 텀이 상기 개별 랭킹된 후보 텀집합에서 제2 후보 텀의 철자적(orthographic) 또는 굴절(inflectional)

변형인 경우, 제1 후보 텀을 폐기하는 단계;

(D) 상기 비교하는 단계(A)의 인스턴스(instance)에 의해 랭킹된 후보 텀의 상기 개별 집합과 연관된 상기 문서에서 상기

제1 후보 텀가 식별된 횟수를 상기 제2 후보 텀로 수여하는 단계; 및

(E) 상기 랭킹된 후보 텀의 상기 개별 집합에서 제2 후보 텀의 철자적 또는 굴절 변형인 제1 후보 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상기 폐기하는 단계(C) 및 상기 수여하는 단계(D)를 반복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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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후보 텀으로 수여하는 단계(D)는

상기 제1 후보 텀 및 상기 제2 후보 텀을 포함하는 조합 텀으로서 상기 제2 후보 텀을 재작성하는 단계 - 상기 최대 횟수를

비교하는 단계(A)의 인스턴스에 의해 식별된 상기 제1 후보 텀 또는 상기 제2 후보 텀중 하나가 상기 조합 텀의 시작부분

에 표시됨 -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조합 텀의 시작부분에 표시되는 상기 텀만이 상기 제공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방법.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랭킹된 문서의 초기 그룹에서 상기 탑 랭킹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기 문서와 연관된 랭킹된 후보 텀의

상기 개별 집합은 상기 개별 집합의 각 후보 텀에 대하여 상기 문서에서 상기 후보 텀의 제1 위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쿼리를 처리하는 단계 이전에, 랭킹된 후보 텀의 상기 개별 집합 각각이 식별되는 방법.

청구항 12.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은,

(C) 상기 비교하는 단계(A)를 종료하고 고유 텀의 임계 개수가 상기 비교하는 단계(A)에서 고려된 경우, 상기 반복하는 단

계(A)를 종료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후보 텀의 마스터 목록이 특정 언어에 대해 최적화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666064

- 4 -



상기 특정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중국어 또는 일본어인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랭킹된 문서의 초기 그룹에서 상기 탑 랭킹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기 후보 텀의 마스터 목록이 최적화된 언어

로 작성되는 방법.

청구항 1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후보 텀의 마스터 목록의 각 텀이 단어(word) 또는 구절(phrase)인 방법.

청구항 1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후보 텀의 마스터 목록의 각 텀은 1,000,000개 이상의 텀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쿼리 및 상기 후보 텀 부분집합으로부터의 후보 텀을 포함하는 수정된 쿼리를 사용하여 상기 처리하는 단계,

선택하는 단계 및 제공하는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기능은

(i) 상기 랭킹된 문서의 초기 그룹에서 상기 탑 랭킹된 문서와 연관되는 상기 랭킹된 후보 텀의 개별 집합 각각의 각 후보

텀에 가중 함수(weighting function)를 적용하는 단계 - 상기 랭킹된 문서의 초기 그룹에서 상기 탑 랭킹된 문서 각각은 임

계 랭킹보다 수치상 작은 랭킹을 가짐 -; 및

(ii) 상기 후보 텀부분집합에 대하여, 최대 가중치를 수신하는 후보 텀을 선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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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중 함수에 의해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i) 상기 후보 텀를 포함하고 (ii) 탑 랭킹된 문서와 개별적으로 연관

되어 있는 랭킹된 후보 텀집합의 개수에 따라 결정되는 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 함수에 의해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i) 상기 후보 텀를 포함하고 (ii) 탑 랭킹된 문서와 개별적으로 연관

되어 있는 랭킹된 후보 텀집합에서의 상기 후보 텀의 평균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방법.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 함수에 의해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상기 수신된 쿼리 내의 텀이 상기 후보 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방법.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 함수에 의해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상기 후보 텀내의 문자의 개수에 따라 결정되는 방법.

청구항 24.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 함수에 의해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상기 후보 텀을 포함하는 랭킹된 후보 텀 집합과 연관된 탑 랭킹된

문서의 평균 랭크에 따라 결정되는 방법.

청구항 25.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 함수에 의해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TermCount, TermPosition, ResultPosition, TermLength 및

QueryInclusion의 임의의 조합에 따라 결정되며,

TermCount는 (i) 후보 텀을 포함하고 (ii) 탑 랭킹된 문서와 개별적으로 연관되는 랭킹된 후보 텀 집합의 개수이고,

TermPosition는 (i) 후보 텀을 포함하고 (ii) 탑 랭킹된 문서와 개별적으로 연관되는 랭킹된 후보 텀 집합 내의 상기 후보

텀의 랭크 위치의 함수이고,

ResultPosition는 상기 후보 텀을 포함하는 랭킹된 후보 텀집합과 연관된 탑 랭킹된 문서의 랭크의 함수이며,

TermLength는 상기 후보 텀(후보 텀복합체)의 문자의 개수이며

QueryInclusion는 상기 수신된 쿼리 내의 텀이 후보 텀 내에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값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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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 함수에 의해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공식,

TermCount+TermPosition+ResultPosition+TermLength+QueryInclusion

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TermCount, TermPosition, ResultPosition, TermLength 및 QueryInclusion는 각각 독립적으로 가중되는 방법.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수정된 쿼리 및 상기 후보 텀 부분집합으로부터의 후보 텀을 포함하는 상기 수정된 쿼리를 사용하여 상기 처리하는 단계,

선택하는 단계 및 제공하는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 함수에 의해서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공식

(TermCount×w1)+

(TermPosition×(w2+(RefinementDepth×w2')))+

(ResultPosition×w3)+

(TermLength×(w4+(RefinementDepth×w4')))+

(QueryInclusion×(w5+(RefinementDepth×w5')))

에 따라서 결정되며, w1, w2, w3, w4, w5, w2', w4', w5'는 독립 가중치이고, RefinementDepth는 상기 수신된 쿼리에 대

하여 상기 처리하는 단계가 수행된 횟수인 방법.

청구항 30.

제3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666064

- 7 -



상기 선택 기능은

상기 랭킹된 문서의 초기 그룹에서 상기 탑 랭킹된 문서와 연관되는 상기 랭킹된 후보 텀의 개별 집합 각각에 대하여, 상기

연관된 탑 랭킹된 문서의 상기 분류(classification)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결정하는 단계에서 평가된 상기 연관된 탑 랭킹된 문서의 임계 백분율이 상기 제1 분류에 속하는 경우, 상기 제2 분류

에 속하는 문서와 연관된 모든 후보 텀집합은 상기 후보 텀부분집합을 형성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방법.

청구항 31.

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메커니즘과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로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 메커니즘은

수신된 쿼리에 대응하는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을 생성하도록 상기 수신된 쿼리를 처리하기 위한 명령어 - 상기 랭크

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 내에 속한 문서들의 전부 또는 그 일부 내의 각각의 문서가, 미리 계산된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과 연관되어, 상기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 내의 각각의 후보 텀이 상기 문서에 삽입됨 - 와,

선택 기능에 따라서, 상기 후보 텀들의 하나 이상의 개별 집합에 속한 후보 텀들의 부분집합을 선택하기 위한 명령어와,

상기 수신된 쿼리에 응답하여, 상기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과 상기 후보 텀들의 부분집합을 제공하기 위한 명령어를

포함하는 수신된 쿼리를 개선하기 위한 쿼리 개선 제안 엔진

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 내의 톱-랭크된 문서들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상기 문서와 연관된 상기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이

(A) 상기 문서 내의 텀을 후보 텀들의 마스터 리스트와 비교하기 위한 명령어와 - 상기 텀이 상기 후보 텀들의 마스터 리스

트 내에 있는 경우, 상기 텀은 상기 문서와 연관된 상기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에 후보 텀으로서 추가됨 -,

(B) 상기 문서 내에서 최대 수의 텀들이 검토되기까지 상기 비교를 위한 명령어를 재실행하기 위한 명령어에 의해서 식별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 내의 상기 톱-랭크된 문서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기 문서와 연관된 상기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 내의 상기 후보 텀들의 분류 - 상기 분류는 제1 분류 또는 제2 분류를 포함함 - 가 상기 문서와 연

관된 상기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 내에 포함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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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 내의 상기 톱-랭크된 문서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기 비교를 위한 명령어 (A)의 인

스턴스에 의해서 후보 텀이 식별되는 횟수가 상기 문서와 연관된 상기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 내에 포함되는 컴퓨

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를 위한 명령어 (A)의 인스턴스에 의해서 후보 텀이 식별되는 상기 횟수는, 상기 후보 텀이 상기 문서 내의 제1

임계 단어 수 내에서 식별되는 경우, 상향 가중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은

(C) 상기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 내에서 제1 후보 텀이 제2 후보 텀의 부분집합인 경우 상기 제1 후보 텀을 폐기하

기 위한 명령어와,

(D) 상기 비교하는 단계(A)의 인스턴스에 의해 랭킹된 후보 텀의 상기 개별 집합과 연관된 상기 문서에서 상기 제1 후보

텀이 식별된 횟수를 상기 제2 후보 텀으로 수여하기 위한 명령어와,

(E) 상기 랭킹된 후보 텀의 상기 개별 집합에서 제2 후보 텀의 부분집합인 제1 후보 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상기 폐기하기 위한 명령어(C) 및 상기 수여하기 위한 명령어(D)를 반복하기 위한 명령어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37.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은

(C) 상기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 내에서 제1 후보 텀이 제2 후보 텀의 철자적 또는 굴절 변형(orthographic or

inflectional variant)인 경우 상기 제1 후보 텀을 폐기하기 위한 명령어와,

(D) 상기 비교하는 단계(A)의 인스턴스에 의해 랭킹된 후보 텀의 상기 개별 집합과 연관된 상기 문서에서 상기 제1 후보

텀이 식별된 횟수를 상기 제2 후보 텀으로 수여를 위한 명령어와,

(E) 상기 폐기를 위한 명령어 (C) 및 상기 수여를 위한 명령어 (D)를, 상기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 내에서 상기 제2

후보 텀의 정서적 또는 굴절 변형인 제1 후보 텀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기 위한 명령어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

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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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후보 텀 수여를 위한 상기 명령어 (D)는

상기 제1 후보 텀과 상기 제2 후보 텀을 포함하는 조합 텀으로서 상기 제2 후보 텀을 재기록하기 위한 명령어 - 대부분 경

우 상기 비교를 위한 명령어 (A)의 인스턴스에 의해서 식별된 상기 제1 후보 텀 또는 상기 제2 후보 텀 중 하나가 상기 조

합 텀의 시작부에서 나타남 - 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조합 텀의 시작부에서 나타나는 텀만이 상기 제공을 위한 명령어에 의해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

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40.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 내의 톱-랭크된 문서들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상기 문서와 연관된 상기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은, 상기 개별 집합 내의 각 후보 텀마다, 상기 문서 내에서 상기 후보 텀의 평균 위치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후보 텀의 평균 위치는 상기 비교를 위한 명령어 (A)의 인스턴스 동안 식별된 상기 후보 텀의 각 인스턴스의 위치를

평균함에 따라 결정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42.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은

(C) 상기 비교를 위한 명령어 (A)에 의해서 임계 수의 고유 텀들이 검토되었을 때 상기 비교를 위한 명령어 (A)를 종료하기

위한 명령어와 상기 반복을 위한 명령어 (B)를 종료하기 위한 명령어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

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4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후보 텀들의 마스터 리스트가 특정 언어마다 최적화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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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항에 있어서,

상기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 내의 문서들 전부 또는 일부 중 개별 문서가 상기 후보 텀들의 마스터 리스트가 최적화된

것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45.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후보 텀들의 마스터 리스트에 속한 각 텀은 단어 또는 구절(phrase)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46.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쿼리 개선 제안 엔진은, 상기 수신된 쿼리와 상기 후보 텀들의 부분집합으로부터의 후보 텀을 포함하는 개정된 쿼리

를 이용하여, 상기 처리를 위한 명령어, 선택을 위한 명령어 및 제공을 위한 명령어를 반복하기 위한 명령어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47.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기능은

(ⅰ) 상기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 내에서 톱-랭크된 문서와 연관된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에 속한 각 후보 텀에

대해 가중 기능을 적용하기 위한 명령어 - 상기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 내에서 각각의 톱-랭크된 문서는 임계 랭킹보

다 수치적으로 낮은 랭킹을 가짐 - 와,

(ⅱ) 상기 후보 텀들의 부분집합에 있어서, 최고 가중치를 얻는 후보 텀들을 선택하기 위한 명령어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 기능에 의하여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상기 후보 텀이 톱-랭크된 문서의 윗부분에 나타내는 횟수에 따라

결정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49.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 기능에 의하여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상기 후보 텀이 나타나는 톱-랭크된 문서 내에서 상기 후보 텀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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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0.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 기능에 의하여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상기 수신된 쿼리 내의 텀이 상기 후보 텀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51.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 기능에 의하여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상기 후보 텀에 속한 문자들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컴퓨터 프로그

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52.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 기능에 의하여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상기 후보 텀을 포함하는 상기 톱-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 내에

서 문서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53.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 기능에 의하여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TermCount, TermPosition, ResultPosition, TermLength 및

QueryInclusion의 임의의 조합에 따라 결정되며,

TermCount는 상기 후보 텀이 각 톱-랭크된 문서의 윗부분에 나타난 횟수이고,

TermPosition은 상기 후보 텀이 나타난 각 톱-랭크된 문서 내에서 상기 후보 텀의 위치를 찾는 기능이고,

ResultPosition은, 상기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 내에서, 상기 후보 텀을 포함하는 톱-랭크된 문서들에 있어서 문서들

의 위치를 찾는 기능이고,

TermLength는 상기 후보 텀에 속한 문자들의 수이고,

QueryInclusion은 상기 수신된 쿼리 내의 텀이 상기 후보 텀에 속할 때 0이 아니고 상기 수신된 쿼리 내의 텀이 상기 후보

텀에 속하지 않을 때 0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54.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 기능에 의하여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등록특허 10-0666064

- 12 -



TermCount + TermPosition + ResultPosition + TermLength + QueryInclusion의 공식에 따라 결정되는 컴퓨터 프로

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TermCount, TermPosition, ResultPosition, TermLength 및 QueryInclusion은 각각 독립적으로 가중되는 컴퓨터 프로

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56.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기능은 상기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 내에서 톱-랭크된 문서와 연관된 각 랭크된 후보 텀들의 집합마다, 상

기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의 상기 분류를 결정하기 위한 명령어를 포함하고,

상기 결정에서 평가된 상기 후보 텀들의 집합들의 임계 퍼센티지가 상기 제1 분류에 속한 경우, 상기 제2 분류에 속한 후보

텀들의 모든 집합이 상기 후보 텀들의 부분집합을 형성하는데 이용되지 않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57.

수신된 쿼리를 개선(refining)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은

중앙 처리 장치;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연결된 메모리를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는 쿼리 개선 제안 엔진을 저장하며, 상기 쿼리 개선 제안 엔진은

상기 수신된 쿼리에 대응하는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을 생성하도록 상기 수신된 쿼리를 처리하기 위한 명령어들 - 랭

크된 문서들의 상기 초기 그룹에서 상기 문서들의 모두 또는 일 부분의 문서 각각은 미리 계산된 랭크된 후보 텀들

(candidate terms)의 개별 집합과 연관되어,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 내의 후보 텀 각각은 상기 문서 내에 내장

됨 -;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들 중 하나 이상에 존재하는 후보 텀들의 부분집합을, 선택 기능과 관련하여, 선택하기 위한 명

령어들; 및

후보 텀들의 상기 부분집합 및 랭크된 문서들의 상기 초기 그룹을, 상기 수신된 쿼리에 응답하여, 나타내기 위한 명령어들

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8.

제5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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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된 문서들의 상기 초기 그룹에서 최고 랭크된 문서들의 모두 또는 일 부분에 대하여, 상기 문서와 연관된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은

(A) 상기 문서 내의 텀을 후보 텀들의 마스터 리스트와 비교하기 위한 명령어들 - 상기 텀이 후보 텀들의 상기 마스터 리스

트에 있는 경우, 상기 텀은 후보 텀으로서 상기 문서와 연관된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에 추가됨 - 및

(B) 상기 문서 내의 텀들의 최대 숫자가 고려되었을 때까지 비교를 위한 상기 명령어들을 재실행하기 위한 명령어들

에 의해 식별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랭크된 문서들의 상기 초기 그룹에서 최고 랭크된 문서들의 모두 또는 일 부분에 대하여, 상기 문서와 연관된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 내의 상기 후보 텀들의 분류는 상기 문서와 연관된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 내에 포함되

며, 상기 분류는 제1 분류 또는 제2 분류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0.

제58항에 있어서,

랭크된 문서들의 상기 초기 그룹에서 최고 랭크된 문서들의 모두 또는 일 부분에 대하여, 후보 텀이 비교를 위한 상기 명령

어들(A)의 인스턴스에 의해 식별된 횟수는 상기 문서와 연관된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에 포함되는 컴퓨터 시

스템.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은

(C) 제1 후보 텀이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 내의 제2 후보 텀의 부분집합인 경우, 상기 제1 후보 텀을 폐기하기

위한 명령어들;

(D) 상기 비교(A)의 인스턴스들에 의해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과 연관된 상기 문서에서 상기 제1 후보 텀이

식별되었던 횟수를 상기 제2 후보 텀에 수여하기 위한 명령어들; 및

(E)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 내의 제2 후보 텀의 부분집합인 제1 후보 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상기

폐기하기 위한 명령어들(C) 및 상기 수여하기 위한 명령어들(D)을 반복하기 위한 명령어들

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2.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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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1 후보 텀이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 내의 제2 후보 텀의 철자적 또는 굴절 변형인 경우, 상기 제1 후보

텀을 폐기하기 위한 명령어들;

(D) 상기 비교(A)의 인스턴스에 의해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과 연관된 상기 문서에서 상기 제1 후보 텀이 식

별되었던 횟수를 상기 제2 후보 텀으로 수여하는 단계를 위한 명령어들; 및

(E)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 내의 제2 후보 텀의 철자적 또는 굴절 변형인 제1 후보 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

을 때까지 상기 폐기하기 위한 명령어들(C) 및 상기 수여하기 위한 명령어들(D)을 반복하기 위한 명령어들

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3.

제58항에 있어서,

랭크된 문서들의 상기 초기 그룹에서 최고 랭크된 문서들의 모두 또는 일 부분에 대하여, 상기 문서와 연관된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은, 상기 개별 집합 내의 각각의 후보 텀에 대하여, 상기 문서 내의 상기 후보 텀의 평균 위치를 포함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4.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은

(C) 고유 텀들의 임계 숫자가 상기 비교하기 위한 명령어들(A)에 의해 고려되었던 경우 상기 비교하기 위한 명령어들(A)

을 종료하기 위한 명령어들 및 상기 반복하기 위한 명령어들(B)을 종료하기 위한 명령어들

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5.

제57항에 있어서,

상기 쿼리 개선 제안 엔진은 후보 텀들의 상기 부분집합으로부터의 후보 텀 및 상기 수신된 쿼리를 포함하는 개정된 쿼리

를 사용하여 상기 처리하기 위한 명령어들, 선택하기 위한 명령어들 및 나타내기 위한 명령어들을 반복하기 위한 명령어들

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6.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기능은

(ⅰ) 랭크된 문서들의 상기 초기 그룹에서 최고 링크된 문서와 연관된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각각의 개별 집합 내의 각각의

후보 텀에 가중 함수(weighting function)를 적용하기 위한 명령어들 - 랭크된 문서들의 상기 초기 그룹에서 최고 링크된

문서 각각은 임계 랭킹보다 수적으로 작은 랭킹을 가짐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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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후보 텀들의 상기 부분집합에 대하여, 최고 가중치를 수신하는 후보 텀들을 선택하기 위한 명령어들

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7.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 함수에 의해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TermCount, TermPosition, ResultPosition, TermLength 및

QueryInclusion의 임의의 조합에 따라 결정되며,

TermCount는 상기 후보 텀이 최고 랭크된 문서 각각의 상부(upper portion)에 나타나는 횟수이고,

TermPosition은 상기 후보 텀이 나타나는 각각의 최고 랭크된 문서 내에 상기 후보 텀의 위치에 대한 함수이며,

ResultPosition은, 상기 후보 텀을 포함하는, 랭크된 문서들의 상기 초기 그룹에서, 최고 랭크된 문서들 내 문서들의 위치

에 대한 함수이고,

TermLength는 상기 후보 텀 내 문자들의 수이며,

QueryInclusion은 상기 수신된 쿼리 내의 텀이 상기 후보 텀 내에 있는 경우 적용되고, QueryInclusion은 상기 수신된 쿼

리 내의 텀이 상기 후보 텀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적용되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8.

제67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 함수에 의해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TermCount + TermPosition + ResultPosition + TermLength + QueryInclusion

과 같은 공식에 따라 결정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9.

제68항에 있어서,

TermCount, TermPosition, ResultPosition, TermLength 및 QueryInclusion은 각각 독립적으로 가중되는 컴퓨터 시스

템.

청구항 70.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기능은

랭크된 문서들의 상기 초기 그룹 내의 문서와 연관된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 각각에 대하여,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

기 개별 집합의 상기 분류를 결정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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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정에서 평가된 후보 텀들의 상기 집합들의 임계치 퍼센티지가 상기 제1 분류에 속하는 경우, 상기 제2 분류에 속하

는 후보 텀들의 모든 집합은 후보 텀들의 상기 부분집합을 형성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71.

복수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s) - 각각의 URL은 개별 문서를 지정함 - 을 포함하는 문서 인덱스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저장 매체로서,

상기 복수의 URL에 의해 지정된 개별 문서들의 모두 또는 일 부분의 문서 각각은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과 연관되

며,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 내의 후보 텀 각각은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집합과 연관된 문서에 내장된 후보 텀들을 포

함하는 문서 인덱스 데이터 구조를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72.

제71항에 있어서,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은

(A)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과 연관된 문서 내의 텀을 후보 텀들의 마스터 리스트와 비교하는 단계 - 상기 텀이

후보 텀들의 상기 마스터 리스트에 있는 경우, 상기 텀은 후보 텀으로서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에 추가됨 -; 및

(B) 상기 문서 내의 텀들의 최대 숫자가 고려되었을 때까지 상기 비교를 반복하는 단계

에 의해 생성되는 문서 인덱스 데이터 구조를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73.

제72항에 있어서,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 각각은 제1 분류 또는 제2 분류를 포함하며,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 내의

상기 제1 분류 또는 제2 분류의 포함은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 내의 하나 이상의 후보 텀들의 식별에 따라 결

정되는 문서 인덱스 데이터 구조를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74.

제32항에 있어서,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 각각은 상기 수신된 쿼리의 상기 처리에 앞서 식별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

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75.

제57항에 있어서,

랭크된 후보 텀들의 상기 개별 집합 각각은 상기 수신된 쿼리의 상기 처리에 앞서 식별되는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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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2003년 3월 21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출원 번호 제60/456,905호, "Systems and Methods For Interactive

Serial Refinement"(대리인 도킷 번호 10130-044-888)를 우선권으로 주장하며, 이 전체는 참고로서 본 발명의 명세서에

통합된다. 본 발명은 데이터베이스 내의 문서 또는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 연결된 서버에 저장된 문서를 찾는(locating)

검색 엔진과 같은 검색 엔진 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관심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하여 검색 엔진 사용

자가 사용자의 검색 쿼리를 개선하는 것을 돕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사용자의 정보 요구를 운반하고 그 요구가 타깃 문서의 단어 내에 표현되는 방법을 일치시키는 검색 표현의 개발은 텍스트

검색 엔진의 사용자를 위한 어렵고 지적인(cognitive) 작업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었다. 많은 수의 검색 엔진 사용자는 단지

하나 또는 두 개의 단어를 갖는 쿼리를 사용하여 문서의 검색을 시작하지만, 검색 엔진에 의하여 생성된 최초의 10개 중에

서 또는 결과 내에서 그 문서를 발견하지 못하여 실망하게 된다. 적어도 어떤 검색에 있어서는 결과가 랭크로 제시되는 방

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지만, 아주 넓은 검색 쿼리는 많은 서로 다른 검색 엔진 사용자의 보

다 특정된 정보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사용자가 쿼리 표현을 개선하는 것을 돕는 한가지 방법은 사서가 정보를 찾는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하는 것과 같이 텀 제안(term suggestion)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자동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데, 이는 시스템이 쿼리와 개념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수백 개의 텀 중에서 어느 텀이 검색을 실행하는 사

용자와 가장 관련이 높은지를 "추측(guess)"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텀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접근법은 온라인 사전 또는

이전에 사용된(logged) 쿼리(현재의 쿼리 중의 하나 이상의 단어를 포함하는 이전의 쿼리를 찾기 위하여 검색될 수 있음)

를 고려하는(consulting)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의 약점은 이와 같이 하여 생성된 관련 텀이 실제로 문서 자체의 코퍼스

(corpus)에서 사용된 주제 또는 단어를 나타내는지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쿼리의 실제 결과로

부터 동적으로 관련 텀을 수집(glean)하고자 하는 다른 접근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개선 제안(refinement suggestions)을 생성하기 위하여 검색 결과 집합을 사용하는 몇몇의 예전의 접근법은, 텀 관련성

피드백(term relevance feedback)(예를 들어, Velez 등의 Fast and Effective Query Refinement, in Proceedings of

SIDIR '97, pp. 6-15), Hyperindex(Bruza 및 Dennis의 Query Reformulation on the Internet: Empirical Data and the

Hyperindex Search Engine, in Proceedings of RIAO '97, pp. 500-509), Paraphrase(Anick 및 Tipimeni의 The

Paraphrase Search Assistant: Terminological Feedback for Iterative Information Seeding, in Proceedings of

SIGIR '99, pp.153-159) 및 클러스터링(clustering)(Zamir 및 Etzioni의 Web Document Clustering: A Feasibility

Demonstration, in Proceedings of SIGIR '98, pp.46-54)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관련성 피드백 방법은 부분 매치 검색 엔

진을 위해 설계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명시적으로 태그된(tagged) 검

색된 문서의 부분집합에 대한 계산으로부터 유도된 복수의 가중치가 부여된 텀을 추가함으로써 쿼리 표현을 넓히는 것과

관련된다. 하이퍼인덱스(Hyperindex)는 쿼리 텀을 포함하는 명사구를 추출하기 위하여 검색 엔진에 의해 반환된 단편

(snippets)에 대해 신택스 상의(syntactic) 분석기를 실행한다. 페러프레이즈(paraphrase)는 결과 문서 집합으로부터 명

사구를 추출하고 사전적(lexical) 분산에 기초하여 디스플레이할 피드백 텀을 선택한다. 클러스터링 접근법은 결과 단편

집합을 클러스터링하고 각 클러스터 내에 나타나는 텀으로부터 대표적인 쿼리 텀을 유도한다. 이러한 많은 접근법은 편리

하기는 하나 런타임 성능 또는 생성된 피드백 텀의 관련성 때문에 대규모의 웹 검색 엔진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사용자가 검색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검색 텀을 식별하는 것을 보조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

고 있다.

선행기술의 한계를 더 이해하기 위하여 Velez 등의 Fast and Effective Query Refinement, in Proceedings of SIGIR

'97, pp. 6-15에 대한 보다 상세하게 검토한다. Velez 등은 쿼리 개선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에 따르면 최초 쿼

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제안에 의한 텀이 최초 쿼리에 부가된다. Velez 등의 방식에 있어서, 저자는 일반적인 쿼

리 개선 프로그램 DM을 구축하였다. Velez 등에 따르면, DM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한다.

C = 문서 코퍼스(document corpus)

q = 사용자 쿼리

r = 고려 대상이 되는 매칭된 문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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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cn(S) = 텀 집합 S에 특정 가중치를 부여하는 알고리즘

이라 하면,

1. 쿼리 q와 매칭하는 문서의 집합 D(q)를 계산한다. (D(q)∈C)

2. 최상위의 r개의 매칭하는 문서의 부분집합 Dr(q)를 선택한다.

3. T(q)={t|∃d∈Dr(q):t∈d}가 되도록 문서 Dr(q)로부터 텀 집합 T(q)를 계산한다. 여기서, d는 문서이고, t는 텀이다.

4. 가장 높은 가중치 Wfcn(S)를 갖는 T(q)로부터 n개의 텀의 부분집합 S를 계산한다.

5. 사용자에게 S를 텀 제안 집합으로서 제시한다.

Velez 방식에 개시된 바와 같이, 이 접근법은 고비용의 런 타임 기술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바꾸어 말하자면, 문

서 데이터베이스(코퍼스)가 큰 경우에는 DM을 사용하여 텀 제안 집합 S를 계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이다.

Velez 등은 DM에 의하여 동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많은 양을 프리컴퓨팅(precomputing)함으로써 DM의 속도를 개선하

고자 한다. 이 프리컴퓨팅 단계에 있어서 Velez 등은, 코퍼스 내의 각 하나의 단어의 텀 t를, DM 알고리즘이 주어진 하나

의 단어의 쿼리 t를 제안하는 텀 m의 각 집합에 매핑하는 데이터 구조를 생성한다. 그리고 런타임에 있어서 임의의 쿼리가

사용자로부터 수신된다. 쿼리는 일반적으로 텀의 집합을 포함한다. Velez 등은 쿼리에 응답하여, 쿼리 내의 각 텀에 대응

하는 텀 m의 각 집합을 수집하고, 개선된 검색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안으로서 반환되는 하나의 집합으로 이들 각 집합을

합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space shuttle"이라는 쿼리를 입력한 경우를 고려해 보자. 이 경우, Velez 등은, 단어

"space"에 대하여 프리컴퓨팅된 텀의 집합 m과 단어 "shuttle"에 대하여 프리컴퓨팅된 텀의 집합 m을 획득할 수 있고, 이

들을 합쳐서 "space shuttle"이라는 쿼리에 대하여 제안된 텀의 집합을 유도한다.

이 접근법은 텀 관련성의 부분집합을 오프라인으로 프리컴퓨팅함으로써 런타임 성능을 개선하게 되지만, Velez 등은 다음

과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문맥(context) 문제이다. Velez 등의 접근법은, 주어진 텀 t와 관련된 텀의 집합 m은,

텀 t 자체가 나타나는 경우 또는 복수의 텀의 쿼리의 일부로서 나타난 경우에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그러

나 이러한 가정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복수의 텀으로 된 구에서 나타나는 텀은 어떤 경우에는 그 텀 자체로 나오는

경우에 비해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Velez 등의 기본적인 가정 때문에 이 접근법은 잠재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부적절한 검색 텀 제안을 도출할 수 있고, 또는 전체 쿼리의 문맥과 보다 더 관련된 다른 제안을 놓칠 수도 있다. 둘째, 코퍼

스(문서 데이터베이스)가 변화하면, Velez 등의 접근법은, 각각의 텀 집합 m은 최근에 코퍼스에 포함된 파일을 포함할 수

있는 코퍼스 내의 복수의 파일의 문맥에 의존하기 때문에, 코퍼스 내의 텀 t와 관련된 각각의 텀 집합 m이 다시 컴퓨팅될

것을 요구한다.

Xu와 Croft의 SIGIR '97, pp. 4-11은 다른 접근법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방법에 따르면, 주어진 개념과 관련된 텀의 집합

은 검색 쿼리에 앞서 프리컴퓨팅되며, 이는 수신된 몇 개의 개념(검색 텀)을 포함할 수 있다. Velez등의 접근법과 마찬가지

로 Xu와 Croft의 방법은, 시간에 걸쳐 코퍼스가 변화하면 개념과 관련된 텀의 광대한 재컴퓨팅을 필요로 하는 통계 및 고

정된 크로스(cross) 문서 데이터 구조의 구성에 의존한다. 따라서, Xu와 Croft의 방법의 컴퓨팅 요구는 대형의 동적 문서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그들의 검색 쿼리를 더 좁게 한정된 쿼리로 개선하도록 돕는 방법을 제공하여 그들의

취향에 보다 적합한 검색 결과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문서 인덱스로부터 문서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 쿼리를 개선하는 개선된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코퍼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재컴퓨팅 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통계 또는 크로스 문서 데이터 구조(cross document data structure)

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은 구, 하나의 단어의 텀 및 전문분야(specializations)(쿼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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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관련 제안의 짧은 목록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미 알려진 방법보다 런타임에 있어서 더 적은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발명은 쿼리 시간(런타임)에 훨씬 적은 I/O 리소스를 요구한다. 본 발명에 있어

서, 문서 인덱스 내의 각 문서는, 예를 들어 문서 인덱스의 생성 중에 쿼리에 앞서 몇 회 처리(processing)된다. 이 처리에

있어서, 문서 인덱스 내의 각 문서는, 그 문서가 문서의 랭크된 후보 텀의 집합 내에 포함되기에 적절한 임의의 텀을 포함

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실험된다. 문서가 이러한 텀을 포함하는 경우, 문서에 대한 문서 인덱스 엔트리(document

index entry)는 그 문서와 관련된 텀의 집합을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이 텀 집합은 랭크된 후보 텀의 집합(a set of ranked

candidate terms)이라 불린다.

쿼리가 수신되면, 문서의 초기 그룹(initial group)이 문서 인덱스로부터 검색된다. 문서의 초기 그룹은 쿼리와의 관련성에

의하여 랭크된다. 문서의 "초기 그룹"은 쿼리와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식별된 문서의 모든 집합 중 부분집합일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초기 그룹 내의 문서의 수는 쿼리와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식별된 모든 문서보다 작으

며, 일반적으로 20에서 200(예를 들어, 50)인 파라미터 값이다. 다음으로, 랭크된 문서의 초기 그룹 내의 문서와 관련된 랭

크된 후보 텀의 임의의 집합 내에 나타난 각 후보 텀에 가중치 함수(weighting function)가 적용된다. 랭크된 문서의 초기

그룹에 따라 쿼리에 응답하여 톱 스코어의(top scoring) 후보 텀이 제시된다. 제시된 후보 텀 중 하나를 사용자가 선택하여

본래의 검색 쿼리에 그 텀이 추가된다.

본 발명의 일 태양은 수신된 쿼리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수신된 쿼리는 처리되어 수신된 쿼리에 대응하는 랭크된

문서의 초기 그룹을 생성한다. 랭크된 문서의 초기 그룹 내의 모든 또는 일부의 각 문서는 랭크된 후보 텀의 각 집합과 연

관된다. 후보 텀의 다양한 각 집합 내의 각 후보 텀은 랭크된 문서의 초기 그룹 내의 문서 내에 포함된다. 각 후보 텀은 단어

또는 구일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후보 텀의 다양한 각 집합은 수신된 쿼리를 처리하기에 앞서 구성된

다. 이 방법은 랭크된 후보 텀의 다양한 각 집합의 하나 이상에 있는 후보 텀의 부분집합의 선택을 계속한다. 선택 기능은

후보 텀의 이 부분집합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리고 수신된 쿼리에 응답하여 랭크된 문서의 초기 그룹 및 후보 텀

의 서브 집합이 제시된다. 어떤 실시예에 있어서는, 처리, 선택 및 제시는, 본래의 수신된 쿼리 및 후보 텀의 부분집합으로

부터의 후보 텀을 포함하는 교정된(revised) 쿼리를 사용하여 반복된다.

몇몇 실시예에서, 문서와 연관되는 후보 텀들(candidate terms)의 집합은, 문서의 텀을 후보 텀들의 마스터 리스트에 비교

함으로써 구성된다. 텀이 후보 텀들의 마스터 리스트에 있으면, 그 텀은 후보 텀으로서 문서와 연관되는 후보 텀들의 집합

에 추가된다. 몇몇 실시예에서, 후보 텀들의 마스터 리스트는 10,000,000 보다 많은 후보 텀을 포함한다. 이러한 비교는,

문서의 텀들의 최대 수가 고려될 때까지 또는 고유한 텀들의 임계 수가 고려될 때까지, 반복된다. 그 후, 가중(weighting)

및/또는 선택 기능이, 랭크된 후보 텀들(ranked candidate terms)의 집합을 산출하기 위하여, 후보 텀들의 집합에 적용된

다. 전형적으로, 이 가중 및/또는 선택 기능은 후보 텀들을 랭크하고 그 후, 단지 높이 랭크된 텀들이 유지되는 컷오프

(cutoff)를 적용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후보 텀들의 마스터 리스트는 특정 언어(예컨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중국어 또는 일본어)에 대해 최적화된다. 몇몇 실시예에서,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

의 문서들의 모두 또는 일부의 각각의 문서는, 후보 텀들의 마스터 리스트가 최적화된 것과 동일한 언어로 되어 있다.

몇몇 실시예에서, 문서 인덱스의 각각의 문서는 쿼리 프로세스 이전 시간에(예컨대, 초기 문서 인덱싱 동안) 분류된다. 몇

몇 실시예에서, 두 개의 가능한 분류, 즉 제1 패밀리 우호 분류(first family friendly class) 및 제2 비-패밀리 우호 분류

(second non-family friendly class)가 있다. 문서의 분류의 지정은 문서 인덱스에 포함된다.

몇몇 실시예에서, 랭크된 후보 텀들의 집합의 더 복잡한 텀의 사실상 서브집합(서브스트링)인 랭크된 후보 텀들의 집합의

단일 워드 텀은 버려진다. 나아가, 더 복잡한 텀이 인스턴스들의 수에 대해 신뢰(credit)가 수여될수록, 랭크된 후보 텀들의

집합과 연관되는 문서의 모두 또는 상위 부분에 더 간단한 텀이 나타난다. 이러한 버림 및 신뢰는, 랭크된 후보 텀들의 집

합의 더 복잡한 후보 텀의 서브집합인 단일 워드 후보 텀이 없을 때까지 반복된다. 나아가, 동일한 프로시저가, 더 복잡한

텀들의 서브집합들인 멀티-워드 후보 텀들에 적용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서, 랭크된 후보 텀들의 집합의 제2 텀의 직교 또는 굴곡 변형(orthographic or inflectional variant)인 랭크

된 후보 텀들의 집합의 후보 텀은 버려진다. 나아가, 제2 후보는, 랭크된 후보 텀들의 집합과 연관되는 문서의 모든 또는 상

위 부분에 직교 또는 굴곡 변형 텀이 나타난 인스턴스들의 수에 대해 신뢰가 주어진다. 이러한 버림 및 신뢰는, 랭크된 후

보 텀들의 집합의 또 다른 텀의 직교 또는 굴곡 변형인 텀이 없을 때까지 반복된다. 몇몇 예에서, 제2 텀은, 조합된 텀에서

먼저 나타나는 연관된 문서의 모든 또는 상위 부분에서 가장 나타난 변형으로, (예컨대, 멀티플) 직교 또는 굴곡 변형 양자

모두를 포함하는 조합된 텀으로서 후보 집합에 다시 쓰여진다. 몇몇 실시예에서, 조합된 텀이, 제시된 후보 텀들의 서브집

합에의 포함을 위해 선택되면, 조합된 텀의 제1 부분만이 사용자에게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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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는, 쿼리에 응답하여 제시될 후보 텀들의 서브집합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선택 기능들을

제공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이 선택 기능은,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의 상위 랭크된 문서들과 연관되는 후보 텀들의 집

합에서 발견되는 정보를 이용한다. 이 정보는 두 개의 형태의 랭크를 포함한다. 첫째, 문서들이 랭크된다. 둘째, 랭크된 문

서들의 초기 그룹의 문서와 연관되는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각각의 집합의 각각의 후보 텀이 랭크된다.

일 실시예에서, 선택 기능은, (i)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의 상위 랭크된 문서와 연관되는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각각의 개

별 집합의 각각의 텀 영역에 가중 함수를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의 각각의 상위 랭크된 문서는, 어떤 임계 랭킹(예컨대, 50, 즉 상위 랭크된 문서는 쿼리(query)에 대해 반환되는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의 상위 50개의 문서에 있음)보다 수치적으로 작은 랭크를 갖는 문서이다. 예컨대, 랭크된 문서

들의 초기 그룹이 100개의 문서를 포함하고 임계 랭킹이 50인 경우를 고려하자. 그러면, 처음 50개의 문서는 상위 랭크된

문서들로 간주될 것이다. 최고의 가중(weight)을 받는 이들 후보 텀들은, 쿼리 결과를 따라 제시되는 후보 텀들의 서브집

합에 포함된다. 몇몇 실시예에서, 가중 함수에 의해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weight)은, 후보 텀이 나타나는 상위 랭크된

문서들과 연관되는 후보 텀들의 집합들의 수,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각각의 이러한 집합의 후보 텀의 평균 위치, 수신된 쿼리

의 텀이 후보 텀에 있는지에 의해, 후보 텀의 문자들(characters)의 수에 의해, 또는 후보 텀들의 연관 집합의 텀을 포함하

는 상위 랭크된 문서들의 평균 랭크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몇몇 실시예에서, 가중 함수에 의해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은

TermCount, TermPosition, ResultPosition, TermLength, 및 QueryInclusion의 임의의 조합 또는 임의의 가중된 서브

집합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기서

TermCount는, (i) 후보 텀을 포함하고 (ii) 상위 랭크된 문서와 개별적으로 연관되는 랭크된 후보 텀들의 집합들의 수이고,

TermPosition은, (i) 후보 텀을 포함하고 (ii) 상위 랭크된 문서와 개별적으로 연관되는 랭크된 후보 텀들의 이들 집합들의

후보 텀의 위치의 함수(예컨대, 평균)이고,

ResultPosition은 후보 텀을 포함하는 랭크된 후보 텀들의 집합과 연관되는 이들 상위 랭크된 문서들의 랭크의 함수(예컨

대, 평균)이고,

TermLength는 후보 텀의 문자들의 수(후보 텀 복잡성)이고,

QueryInclusion은, 수신된 쿼리의 텀이 후보 텀에 있는지를 지시하는 값이다. 몇몇 실시예에서, 가중 함수에 의해 후보 텀

에 적용되는 가중은 다음 식에 따라 결정된다.

몇몇 실시예에서, TermCount, TermPosition, ResultPosition, TermLength 및 QueryInclusion은 각각 독립하여 가중된

다. 몇몇 실시예에서, 가중 함수에 의해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은 다음 식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및 는 독립적인 가중이고, RefinementDepth는, 상기 수신된 쿼리에 대해 상기 처리

가 수행된 횟수이다.

몇몇 실시예에서, 선택 기능은,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의 각각의 문서에 대해, 문서의 분류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그 후, 문서들의 집합의 임계 비율이 제1 분류(예컨대, 패밀리 우호 범주)에 속하면, 제2 분류(예컨대, 비 패밀리 우호

범주)의 멤버들인 문서들에 속하는 랭크된 후보 텀들의 모든 집합들은 후보 텀들의 서브집합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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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태양은 컴퓨터 시스템과의 사용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을 제공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와 그 안에 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메커니즘은 수신된 쿼리를

개선(refining)하기 위한 쿼리 개선 제안 엔진(query refinement suggestion engine)을 포함한다. 엔진은, 수신된 쿼리에

대응하는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을 생성하기 위해 수신된 쿼리를 처리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포함한다. 랭크된 문서들

의 초기 그룹의 문서들의 모든 또는 일부의 각각의 문서는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과 연관되어서, 랭크된 후보 텀들

의 개별 집합의 각각의 후보 텀이 문서 내로 내장된다.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각각의 개별 집합은 수신된 쿼리의 처리 이전

시간에 식별된다. 엔진은, 선택 기능에 따라,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들의 하나 이상에 있는 후보 텀들의 서브집합을 선택하

기 위한 명령어들을 더 포함한다. 나아가, 엔진은, 수신된 쿼리에 응답하여,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 및 후보 텀들의 서

브집합을 제시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은, 복수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s)을 포함하는 문서 인덱스 데이터 구조를 제공한다. 각

각의 URL은 개별 문서를 지정한다. 복수의 URL에 의해 지정되는 개별 문서들의 모두 또는 일부의 각각의 문서는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과 연관된다.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의 각각의 후보 텀은, 랭크된 후보 텀들의 집합과 연관되

는 문서에 내장되는 후보 텀들을 포함한다. 나아가, 이들 텀들은 가중 함수에 의해 랭크된다. 몇몇 실시예에서, 랭크된 후

보 텀들의 개별 집합은,

(A)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과 연관되는 문서의 텀을 후보 텀들의 마스터 리스트에 비교하는 단계 - 그 텀이 후보 텀

들의 마스터 리스트에 있으며, 그 텀은 후보 텀으로서 랭크된 후보 텀들의 개별 집합에 추가됨 - ;

(B) 문서의 텀들의 최대 수가 고려될 때까지 상기 비교를 반복하는 단계;

(C) 가중 함수에 따라 후보 텀들을 랭크하여 랭크된 후보 텀들을 형성하는 단계에 의해 생성된다.

실시예

통상적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잠재적으로 사용자의 쿼리와 높은 관련성이 있고 목표 문서들의 어휘를 반영하는 쿼리 세

분화 안들의 작은 집합(후보 텀들의 부분 집합; 10-20)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성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처럼, 검색 쿼리는 클라이언트 컴퓨터(100)에 의해 검색 엔진 서버(110)에 제출된다. 검색 쿼리를 수신하

면, 검색 엔진 서버(110)는 그 검색 쿼리와 관련된 문서 인덱스(120)에서 문서들을 식별한다. 또한, 검색 엔진 서버(110)

는 다른 등급 부여 요인들 가운데 예컨대 검색 쿼리와의 관련성에 의해 관련 문서들에 대한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이 부여

된 문서들의 이러한 그룹에 대한 설명(검색 결과)이 등급이 부여된 문서들의 그룹으로서 클라이언트 컴퓨터(100)에 반환

된다. 본 발명에서, 후보 검색 텀들의 부분 집합(검색 세분화 안들)의 형태로 추가적인 정보가 등급이 부여된 문서들의 초

기의 그룹과 함께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반환된다.

서버(110)가 후보 텀들의 부분 집합을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기에 앞서, 검색 엔진 서버(110)의 일

실시예에 의해 반환되는 검색 결과의 스크린 샷 및 검색 개선 제안이 본 발명의 이점을 더욱 잘 드러내도록 도 2에 도시되

었다. 도 2에서, 사용자는 초기 쿼리(수신된 쿼리)(132)를 제공한다. 버튼(134)이 눌리는 경우, 쿼리(132)가 클라이언트

컴퓨터(100)로부터 검색 엔진 서버(110)에 전달된다. 쿼리(132)를 수신하면, 검색 엔진 서버(110)는 수신된 쿼리(132)를

처리하여 검색 결과 및 검색 개선 제안을 등급이 부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 및 후보 텀들의 부분 집합의 형태로 클라이언

트 컴퓨터(100)에 반환한다. 후보 텀들의 부분 집합은 인터페이스(180)의 패널(140)에 디스플레이된다. 구체적으로, 후보

텀들의 부분 집합에 있는 각 텀(136)은 태그(138)를 따라서 영역(140)에 디스플레이된다. 동시에, 검색 결과의 목록(등급

부여된 문서들의 초기 리스트에 있어서 상위 등급을 갖는 문서들)이 패널(142)에 디스플레이된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

법은 원래의 쿼리(132)를 좁히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개선시킬 수 있는 텀들(136)을 식별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

가 태그(138)를 누르면, 태그(138)에 대응되는 텀(136)이 초기 쿼리(132)에 추가되고 전체 프로세스가 새로운 쿼리에 대

하여 반복된다. 사용자가 다른 태그(139)를 누르는 경우, 태그(138)에 대응되는 텀(136)은 초기 쿼리를 대체하고 검색 엔

진 서버는 그 텀(136)을 새로운 쿼리로서 처리한다. 도시되지 않은 실시예에서, 각 텀(136)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추가

적인 태그들이 패널(140)에 추가될 수 있다. 일례로, 대응되는 텀(136)을 제외 리스트에 추가시키는 데 사용되는 태그가

존재한다. 예컨대, 원래의 쿼리가 "A"이고 사용자가 텀 "B"에 대한 제외 태그를 누르면, 새로운 쿼리는 "B"가 아닌 "A"가

된다. 패널(140)에 디스플레이되는 텀들의 부분 집합에 부가하여, 등급이 부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이 패널(140)에 디스

플레이된다. 컴퓨터(110)와 서버(110) 사이의 대역폭을 절감하기 위해, 통상적인 실시예에서는 등급 부여된 문서들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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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그룹이 통상적으로 등급 부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 내의 각 문서의 인덱스들만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초기 등급 부여

문서들 내의 각 문서의 성질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색인들은 본 명세서에서 여전히 등급 부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으로 지칭된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의 개요가 개시되었다. 이러한 개요로부터, 본 발명의 많은 이점 및 특징이 자명해졌다. 본 발명

의 신규한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초기 쿼리를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제안 텀(136)들의 리스트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예컨대, 도 2에서 초기 쿼리(132)는 "space shuttle"이다. 이러한 초기 쿼리에 응답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Challenger Disaster"와 같은 텀들(136)을 포함하는 후보 텀들의 부분 집합을 제공한다. "Challenger Disaster"라는 텀

을 초기 쿼리에 부가하거나 "Challenger Disaster"이라는 텀으로 초기 쿼리를 대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그의 관심에 보다

부합할 가능성이 있는 쿼리를 제공하게 된다. 후보 텀들의 신규한 부분 집합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는 등급 부여된 문서

들의 초기 그룹 내의 문서들(또는 이들의 인덱스들)을 분석하지 않고도 개선된 쿼리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을

이용함으로써, 초기 쿼리가 너무 많은(또는 너무 적은) 결과나 사용자의 정보적 필요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결과를 생성

해 냈는지를 판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본 발명의 개요 및 본 발명의 이점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

명에 대하여 개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검색 엔진 서버(110)를 도시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검색 엔진 서버(110)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하나 이사의 컴퓨터 시스템(300)을 이용하여 구현된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알려진 바처럼, 많은 양의 쿼리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검색 엔진은 도 3에 도시된 것보다 복잡한

컴퓨터 아키텍처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프런트 엔드(front end) 서버들의 집합이 쿼리들을 수신하여 쿼리들을 실제로

처리하는 백 엔드(back end) 서버들의 집합에 분산시키도록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도 3에 도시된 시스템

(300)은 백 엔드 서버들 중 하나이다.

컴퓨터 시스템(300)은 통상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디스플레이(306) 및 키보드(308)를 포함함}, 하나 이상의 처리 유

닛들(CPU들)(302), 네트워크 또는 다른 통신 인터페이스(310), 메모리(314) 및 이들 컴포넌트들의 상호 연결을 위한 하

나 이상의 통신 버스들(312)을 갖는다. 메모리(314)는 고속 RAM(random access memory)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하나 이

상의 자기 디스크 저장 장치(도시되지 않음)와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할 수도 있다. 메모리(314)는 중앙 처리 장치

(들)(302)로부터 원격지에 위치한 대용량 저장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314)는 이하를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기본 시스템 서비스를 취급하고 하드웨어 의존적인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시저들을 포함하는 운영 체제

(316)

·인터넷, 다른 WAN(wide area network), LAN(local area network){예컨대 클라이언트 컴퓨터들(100)을 컴퓨터(300)

에 접속시킬 수 있는 로컬 무선 네트워크}, 도시 지역 네트워크 등의 하나 이상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클라이언트

컴퓨터들(도 1의 100) 또는 다른 서버들이나 컴퓨터들에 시스템(300)을 접속시키는 데 사용되는 네트워크 통신 모듈

(318)

·클라이언트 컴퓨터(100)로부터 쿼리를 수신하기 위한 쿼리 핸들러(320)

·쿼리와 관련된 문서들에 대한 문서 인덱스(352)를 검색하고 쿼리와 관련된 등급 부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검색 엔진(322)

·본 발명의 여러 태양을 구현하기 위한 쿼리 개선 제안 엔진(324)

쿼리 개선 제안 엔진(324)은 실행 가능 프로시저들, 서브 모듈들, 테이블들 및 다른 데이터 구조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

시예에서, 개선 제안 엔진(324)은 이하를 포함한다.

·등급 부여된 문서들과 관련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후보 텀들의 부분 집합을 식별하기 위한 선택 기능(326)

·후보 텀들의 부분 집합 및 제시하고자 하는 등급 부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을 포맷팅(formatting)하기 위한 결과 포맷팅

모듈(328)

본 발명의 방법은 문서 인덱서(344)의 동작에 따라 쿼리(132)가 쿼리 핸들러(320)에 의해 수신되기에 앞서 시작된다. 문

서 인덱서(344)는 웹 크롤링(crawling) 및 인덱싱 기술을 이용하여 문서 인덱스(352)를 구축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

인 기능에 부가하여, 문서 인덱서(344)는 문서 인덱스(352) 내의 문서들을 더 처리하기 위한 신규한 프로그램 모듈들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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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예컨대, 문서 인덱서(344)는 "후보 텀 생성기 집합"(346)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생성기(346)는 문서

인덱스(352) 내의 각 문서를 검사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문서들(예컨대 미리 정해진 말들

중 하나를 텍스트에 포함하는 문서들)만이 생성기(346)에 의해 검사된다.

거사되는 각 문서에 대하여, 생성기(346)는 문서가 후보 텀들을 그 안에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생성기(346)가 이

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일 실시예에

서, 이러한 작업은 후보 텀들의 마스터 리스트(342)에 대하여 해당 문서의 텀들을 맞추어 보는 것에 의해 수행된다. 후보

텀들의 마스터 리스트(342)는 모든 가능한 후보 텀들을 포함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리스트(342)는 유효한 후보 텀들의 리

스트를 갖는 Unix 스타일의 텍스트 파일이다. 리스트(342)에 대한 대표적인 포맷은 매 행마다 하나의 후보 텀이 있고, 후

보 텀 각각은 리스트(342)에 있어서 유일하며, UTF-8 인코딩되고, 모든 콤마, 탭, 행 종료 및 @ 기호들은 제외되는 것이

다. 일부 실시예에서, 마스터 리스트는 명사 및 명사구(쿼리 텀들로서 가장 유용할만한 유형의 텀들)와 함께, 한정된 쿼리

개선값이 명시적으로 제거된 임의의 명사구로 한정된다.

통상적인 실시예에서, 문서 인덱스(352) 내의 각 문서의 첫 부분만이 후보 텀들을 위하여 검사된다. 예컨대, 일부 예에서는

문서 인덱스(352) 내의 각 문서의 처음 100,000 바이트만이 생성기(346)에 의해 검사된다. 일부 실시예에서, 생성기(346)

는 문서 내의 텀들의 최대 수(예컨대 100, 1000, 500등)가 고려될 때까지 문서 인덱스(352) 내의 문서를 검사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문서 내에서 후보 텀들을 검색하는 것은 해당 문서 내의 고유 텀들이 마스터 리스트(342) 내에 임계 수치(예

컨대 1000개)만큼 발견되는 경우에 종료된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는 하나 이상의 후보 텀들의 마스터 리스트(342)를 제공한다. 각 마스터 리스트(342)는 상이한 언어

에 대하여 최적화된다. 예컨대, 제1 리스트(342)는 영어에 대하여 최적화되고 제2 리스트(342)는 스페인어에 대하여 최적

화된다. 따라서, 영어 리스트(342)는 영어 문서들에서 발견되는 정보성 텀들을 포함하는 반면 스페인어 리스트(342)는 스

페인어 문서들에서 발견되는 정보성 텀들을 포함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들은 불어, 독어, 포르투갈

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중국어, 또는 일본어에 대하여 최적화된 리스트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서, 리

스트들(342)은 다른 유형의 카테고리에 대하여 최적화된다. 예컨대, 일부 실시예에서, 리스트(342)는 과학 텀, 패션 텀, 공

학 텀 또는 여행 텀들을 포함하도록 최적화된다. 그러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 마스터 리스트(342)는 정보성 텀들을 가

능한 많이 포괄하도록 한다. 사실, 마스터 리스트(342)는 10,000,000개 이상의 텀들을 포함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1,000,000개보다 현저히 많은 텀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텀들 각각은 단어 또는 구일 수 있다. 예컨대, 대표적인 구로서

"Challenger Disaster"가 있을 수 있다.

문서 내에 사용된 주된 언어를 판정하기 위한 방법이 본 기술 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서

는, 생성기(346)가 (i) 검사되는 문서의 언어를 판정하고, (ii) 문서와 동일한 언어에 최적화된 마스터 리스트(342)를 사용

하는 방식을 이용하게 된다.

마스터 리스트(342) 내의 하나 이상의 후보 텀들이 인덱스(352)의 문서의 상부(예컨대, 첫 번째 100 kilobytes)에 포함된

경우, 생성기(346)에 의한 문서의 순수한 결과는 이러한 텀들의 식별이다. 이러한 텀들이 생성기(346)에 의해 식별되는 경

우, 이들은 정렬된 형태로 문서와 연관된 데이터 구조에 추가된다. 이 데이터 구조는 후보 텀들의 세트라고 한다. 인덱스

(352)가 생성기(346)에 의해 검사된 후, 상부에 후보 텀들을 포함한 인덱스(352) 내의 각각의 문서는 이러한 텀들을 포함

하는 각각의 후보 텀들의 세트와 연관될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후보 텀들을 포함하는 인덱스(352) 내에 두 개의 문서 A

및 B가 존재한다면, 제1 세트의 후보 텀들은 문서 A와 연관되고, 제2 세트의 후보 텀들은 문서 B와 연관될 것이다. 제1 세

트의 후보 텀들은 문서 A의 상부에 포함된 각각의 후보 텀들 포함하고, 제2 세트의 정렬된 후보 텀들은 문서 B의 상부에

포함된 각각의 텀을 포함할 것이다. 실제로, 이하에서 보다 상세하게 개시되는 바와 같이, 각각의 세트의 후보 텀들은 내부

적으로 정렬되어 각각의 정렬된 세트의 후보 텀들을 형성한다.

도 4는 생성기(346)에 의한 문서 인덱스(352) 내의 문서들(402)의 검사가 어떻게 문서 인덱스(352)를 변경시키는지를 나

타내고 있다. 생성기(346)가 인덱스(352) 내의 문서들을 검사하기 전에, 인덱스(352) 내의 각각의 문서(402)는 특징 값들

(408)의 세트뿐만 아니라, 문서(402)의 URL(uniform resource location; 406)을 포함한다. 특징 값들(408)은 그 문서와

연관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며, 잠재적으로 쿼리와 관련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서들을 정렬하는 있어 검색 엔진에게 도움

을 주는 값들을 포함한다. 특징 값들은 문서의 파일 포맷의 지시자, 문서의 길이, (다른 문서들로부터) 그 문서로의 공지된

복귀 링크들의 개수, (예컨대, 문서가 쿼리에 응답하는 것으로 선택된 때에 표시하기 위한) 문서의 제목 등을 포함할 수 있

다. 문서(402)가 생성기(346; 도 3)에 의해 검사된 후, 후보 텀들의 세트(410)는 문서(402)와 연관된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들에 있어서, 문서의 텀이 리스트(342) 내의 후보 텀과 매치되도록 하는 방법은 그 텀이 리스트

(342)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후보 텀과 매치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예를 들어, A와 B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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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단어인 경우, 텀 "AB"가 인덱스(352) 내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또한, 리스트(342)는 "A", "B"

및 "AB"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 문서 내의 텀 "AB"는 "A" 또는 "B"가 아니라, 리스트(342) 내의

"AB"와 매치될 것이다. 이러한 매칭이 달성될 수 있는 방법이 다수 존재하며, 모든 이러한 매칭 기법은 본 발명의 범주 내

에 있다. 하나의 이러한 매칭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갖는 "탐욕 좌우 알고리즘(greedy left to right algorithm)"을

사용한다.

검사된 문서 내의 'ABCD...' 형태의 각각의 시퀀스에 대하여:

A는 리스트(342) 내의 후보 텀에 대한 접두사(prefix)인가?

예: 'AB'는 리스트(342) 내의 후보 텀에 대한 접두사인가?

예: 'ABC'는 리스트(342) 내의 후보 텀에 대한 접두사인가?

예 -> 동일한 방식으로 문장에 걸쳐 훈련을 계속한다.

아니오: 문서와 연관된 후보 텀들의 세트(410)에 'AB'를 추가한 후 C로 이동하고 'CDEF...'를 고려한다.

아니오: 문서와 연관된 후보 텀들의 세트(410)에 'A'를 추가한 후 B로 이동하고 'BCDE...'를 고려한다.

아니오: B로 이동하고 'BCDE...'를 고려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알고리즘은, "문장"이 라인 또는 두 개의 구문 경계나 다른 브레이크 포인트들(break points) 사이의 문서의 부

분과 같은 문서의 소정의 임의 분량이며, 'ABCD...'는 텀 내의 각각의 단어인 경우, 리스트(342) 내의 가장 복잡한 텀이 문

서 내의 텀과 매치된다는 것을 보증한다. 이와 관련된 접근 방식에서, 제1 후보 텀이 후보 텀들의 세트 내의 제2 후보 텀의

서브세트인 경우, 생성기(346)는 후보 톰들의 세트(410) 내의 제1 후보 텀을 버린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들에서는, 정렬된 텀들의 세트(410) 내의 각각의 후보 텀이 세트(410)와 연관된 문서의 전체 부분이

나 상부(예컨대, 첫 번째 100 kilobytes)에 등장하는 횟수가 추적된다. 예를 들어, 만약 세트(410) 내의 후보 텀 "A"가 세트

(410)와 연관된 문서의 상부에 12회 나타난다면, 텀 "A"가 문서 내에 12회 등장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시자가 기록되어,

어느 후보 텀들이 정렬된 후보 텀들의 최후 세트에 남아있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설계된 가중 기법(weighting

scheme)에서 사용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텀이 관련 문서에 등장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지시자는, 텀이 문서의 단어들의 제1 임계 개수 내에 등

장할 때마다 가중된다(upweighted). 예를 들어, 제1 임계치가 15개의 단어인 경우를 고려해보자. 또한, 이러한 예시적인

경우에 있어서, 후보 텀 "A"는 정확히 두 번 나타난다. 구문 "A"의 첫 번째 등장은 15 단어 한계 전이고, "A"의 두 번째 등

장은 15 단어 한계 후이다. 이러한 예시적인 경우에 사용된 가중 기법에 있어서, 첫 번째 15 단어들 내에 등장하는 단어들

은 두 배의 가중치(weight)를 받는다. 따라서, 문서와 연관된 후보 텀들의 세트(402)에서, 후보 텀 "A"는, 그 텀이 문서의

상부에 (2*1+1) 또는 3번 등장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시자와 함께 리스팅될 것이다. 당해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제1 임

계치의 보다 복잡한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어, 후보 텀 총수에 인가된 가중치는 문서의 후보 텀의

위치의 함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은 문서의 초반부에 최대치를 갖고 문서의 후반부에 최소치를 갖는 선형 함수(또는

비선형 함수, 또는 구분적 선형 함수)일 수 있다. 대안적으로, 가중치는 묶음들(baskets)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 때 문서의

초반부(제1 묶음)에는 커다란 가중치가 존재하고 문서의 제2 부분(제2 묶음)에는 더 낮은 가중치가 존재하며 문서의 제3

부분(제3 묶음)에는 더욱 더 낮은 가중치가 존재하게 된다.

(i) 연관 문서에 후보 텀이 등장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지시자 및 (ii) 생성기(346) 모두가 정렬된 후보 텀들의 세트(410) 내

의 제1 후보 텀을 버리는 실시예들에서는, 제1 후보 텀이 정렬된 후보 텀들의 세트 내의 제2 후보 텀이 서브세트인 경우,

제2 후보 텀에게는, 제1 후보 텀이 생성기(346)에 의해 문서 내에서 식별된 횟수가 부여된다.

생성기(346) 이외에, 인덱서(344)는 리던던시 필터(348)를 포함한다. 필터(348)는 후보 텀들의 세트로 종료될 수 있는 철

자적 변형(orthographic variants) 또는 굴절의 변형(inflectional variants)을 제거하도록 설계된다. 텀의 철자적 변형은

그 텀에 대한 올바른 대체 철자를 갖는다. 텀의 굴절의 변형은 대체 접미사를 갖거나 그 텀에 대해 강세가 부가된 형태를

갖는다. 일부 실시예들에 있어서, 철자적 및/또는 굴절의 변형은 변형 리스트(360; 도 3)에 저장된다. 그 후, 리던던시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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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의 역할은 후보 텀들의 세트(410) 내의 어떠한 후보 텀들의 쌍도 변형 리스트(360) 내에 있지 않음을 보증하는 것이

다. 후보 텀들의 세트(410) 내의 후보 텀들의 쌍이 변형 리스트(360)에 있는 경우, 그 쌍 중 하나의 텀은 필터(348)에 의해

세트(410)로부터 버려진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그 쌍 내의 제1 텀은 사실상 세트(410)로부터 버려지고 그 쌍 내의 제2 텀

은 보존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실시예들에서는, 제2 텀은 버려진 제1 텀과 결합되도록 수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텀

들 A 및 B가 철자적 또는 굴절 변형이라면, 그 텀들 중 하나, 즉 A는 버려지고 다른 텀 B는 보존될 것이다. 또한, 텀 B는

A,B로 다시 쓰여질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쿼리 개선 제안 엔진(324)과 같은 본 발명의 상위 레벨 모듈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하위 문서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보존하기 때문에 유익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합성된 철자적 또는 굴절 변형 후

보 텀들이 존재하는 경우, 엔진(324)은 (버려지지 않은) 제1 텀만을 제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작성된 텀 A,B의 경우,

텀 "A" 만이 패널(140)에 제시된 후보 텀들의 서브세트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리스트(360)에 나타나는 한 쌍의 텀들에

서 버려진 텀은 관련 문서에서 덜 자주 나타나는 텀이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소정의 노이즈 단어들(예컨대, a, the, who,

what, where 등)의 존재 여부만이 다른 후보 텀들은, 철자적 또는 굴절 변형을 포함하는 후보 텀들이 함께 폴딩(folding)

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폴딩된다. 마찬가지로, 일부 실시예들에서, 후보 텀들의 주어진 세트 내의 두 개의 텀들 간의

유일한 차이점이 구두점의 존재 여부인 경우, 두 개의 텀들은 철자적 또는 굴절 변형을 포함하는 후보 텀들이 함께 폴딩되

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함께 폴딩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후보 텀들의 세트 내의 각각의 구(phrase)는 동일한 활자

케이스(예컨대, 소문자)로 변환된다.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는, 6개 이하의 대문자로 구성된 하나의 단어들은 두문자어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문자로 변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i) 후보 텀이 관련 문서에 나타나는 횟수를 나타내는 지시자 및 (ii) 필터(348)가 모두, 후보 텀들의 세트 내의 제1 후보 텀

이 세트 내의 제2 후보 텀의 철자적 또는 굴절 변형이기 때문에 그 제1 후보 텀을 버리게 되는 실시예들에서는, 제2 후보

텀이 제1 후보 텀이 생성기(346)에 의해 문서 내에서 식별된 횟수를 부여받는다. 즉, 두 개의 후보 텀들의 유일한 차이점

이, 후보 텀들 중 하나는 다른 후보 텀 내의 대응하는 단어의 철자적 또는 굴절 변형인 단어를 포함하는 것인 경우, 후보 텀

들 중 하나는 버려진다. 이러한 것의 예는 후보 텀들 "tow truck" 및 "tow trucks"의 경우에 발생한다. 이 예에서, 두 개의

후보 텀들 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제1 텀에 인용된 "truck"과 제2 텀에 인용된 "trucks"이다.

문서 인덱서(344)에 관한 많은 세부 사항들을 기술한다. 이 단계에서는, 인덱서(344)의 일부 실시예들에 의해 행해지는 단

계들을 나타내는 도 5의 흐름도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모든 인덱싱 듀티들(duties)(예컨대, 웹 크롤러

(web crawler)에 의해 발견된 문서들 내의 단어들의 통상적인 인덱싱) 또는 그 일부 후, 인덱서(344)는 생성기(346)로 제

어를 넘기고, 생성기(346)는 인덱싱된 문서를 선택한다(도 5; 단계 502).

단계 504에서, 문서 내의 텀이 후보 텀들의 마스터 리스트(342)와 비교된다. 만약 텀이 마스터 리스트(342) 내에 있다면

(506-예), 그 텀은 문서와 연관된 후보 텀들의 세트(402)에 추가된다(510). 단계 504는 상술한 탐욕 좌우 알고리즘과 같

은 보다 복잡한 매칭 기법을 포함할 수 있음에 주목하자.

일부 실시예들에서, 비교되는 문서는 웹페이지이다. 그러므로, 마스터 리스트(342)와의 비교를 위해 적합한 유효한 단어

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하나의 접근법으로서, 실제로 문서는 구 추출을 위해 텍스트를 탐

색하기 위해 파싱되는 웹 페이지이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구 매칭은 모든 "가시(visible)" 텍스트와 메터 페이지 기술자

(meta page descriptions)를 이용하여 단계(504)에서 수행되며, 이러한 구들은 HTML 코드, 자바-스크립트 등을 포함하

지 않는다. 유효한 구를 도출하기 위해서, 웹페이지 내의 "구 경계(phrase boundaries)"(예컨대, 테이블 태그들)가 보존되

어 리스트(342)와의 비교를 위해 문서로부터 추출된 표현이 구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한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들에서 사

용되는 구 경계의 추가적인 예들은 '.', '?', 공백 라인 등을 포함하지만 이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마스터 목록(342)은 여러 상이한 소스들로부터 수집된 텀들의 매우 큰 세트이다. 따라서,

단계(504)에서는, 오직 정보를 제공하는 텀들(informative terms)만이 선택되어 후보 텀들의 세트에 포함되도록 부가적

인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마스터 목록(342) 내의 텀들과 비교되는 문서 내의 텀은 비교에 앞서

처리된다. 예컨대,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목록(342)과의 비교에 앞서 텀으로부터 마침표를 제거한다. 일부 실시예에 있어

서, 목록(342)과의 비교에 앞서 마침표는 공백으로 치환된다.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잡음 텀의 목록(354)이 메모리(314)

에 저장된다. 대표적인 잡음 텀은 "하나의", "그", "누가","무엇" 및 "어디서"와 같은 텀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잡음 텀의 목록(354)이 메모리(314)에 저장되는 실시예에 있어서, 비교 단계(504)는 마스터 목록(342)

과 비교될 텀이 잡음 텀 목록(354)에 존재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그러하다면, 해당 텀은 폐기되고, 목록(342)과

비교되지 않는다. 일부 실시예에서, 적어도 일정한 최소 임계치의 문자를 포함하는 텀들만이 단계(504)에서 비교된다. 예

컨대, 일부 실시예에서, 적어도 4 문자를 포함하는 텀들만이 단계(504)에서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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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506)의 출력과 상관없이, 컨스트럭터(346)를 이용하여 문서 내의 임의의 다른 텀들을 마스터 목록(342)과 비교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결과(508)의 출력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다른 조건들이 개시된다(예컨대, 최대

텀 컷오프(term cutoff) 수, 최대 고유 텀 컷오프 수, 세트(410)에 존재하는 최대 후보 텀의 수 등).

도 5의 흐름도에 도시된 단계들은 선택적이다. 선택적인 단계(512)에서, 리던던트 텀들은 문서와 연관된 후보 텀들의 세트

로 폴드된다. 선택적인 단계(514)에서, 인덱스(352)의 문서가 (예컨대, 제1 및 제2 클래스로) 분류된다.

분류 단계(514)를 수행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방법이 존재하며, 모든 방법들이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예컨대, 일부

실시예에서, 각각의 문서(402)는 제1 및 제2 클래스로 분류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1 클래스는 가족 친화적 클래스

이고, 제2 클래스는 비가족 친화적 클래스이다. 문서(402)가 성적으로 명확하거나, 공격적이거나 또는 폭력적인 언어를 포

함하는 경우에, 문서(402)는 제2 클래스로 분류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문서(402)는 제1 클래스로 분류될 것이다. 일부

실시예에서, 이러한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분류기 모듈(도 3; 350)을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분류기 모듈(350)은 문서가

성적으로 명확하거나, 공격적이거나 또는 폭력성을 포함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동작한다. 만약 그렇다면, 해당 문서는 비

가족 친화적인 것으로 지정된다. 이러한 지정은, 분류된 세트(410)와 연관된 문서에 대응하는 피처 값들(도 4; 408)에 저

장된다.

이 단계에서, 통상적으로는 후보 텀들의 세트에 매우 많은 수의 후보 텀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후보 텀 세트에 1000개의

후보 텀이 추가될 수 있는 실시예에서, 후보 텀 세트는 이 단계에서 1000개의 텀들을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후보 텀 세트

내의 후보 텀의 수와 무관하게, 이들은 랭크화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단계(516)에서, 후보 텀들이 랭크화되고, 랭크화된 후

보 텀들 중에 N개의 최상위 텀들이 후보 세트에 유지되며, 나머지 다른 후보 텀들을 제거하여 랭크화된 세트에서 N(예컨

대, 20)개의 가장 대표적인 텀들만이 유지된다(516). 그러므로 단계(516)의 최종 효과는 후보 텀들의 세트로부터 랭크화

된 후보 텀들의 세트를 생성하는 것이다. 또한, 단계(516)에서, 오직 상위 랭크의 텀들(예컨대 상위 20개)만이 랭크화된 후

보 텀들의 세트에 유지될 수 있다.

랭킹 함수가 사용하는 기준 또는 파라미터들은, 문서 내에 각각의 텀이 출현하는 횟수, 해당 텀이 문서의 사전 정의된 초기

부분에 출현하는지 여부, 문서 내의 단어의 제1 위치 및 텀의 문자 수들 중의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파라

미터들에 기초하여, 각각의 후보 텀에 랭크가 할당되고, 최상위 랭크를 갖는 오직 N개의 텀들만이 랭크화된 후보 텀 세트

에 유지된다. 다른 텀들은 세트에서 삭제된다. 각각의 문서와 연관된 후버 텀들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문서 인덱스가 지나

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처리 속도가 최고인 경우의 쿼리 시에 고려해야 할 텀의 수를 줄여준다. 문서의 인덱스 엔트리

(도 4의 410 참조)에 후버 텀들을 대표하는 (선택적으로는 압축된) 문자열 또는 인덱스들을 저장함으로써, 문서에 대해 랭

크화된 후보 텀들의 세트를 문서와 연관지을 수 있는데, 각각의 인덱스 값은 후보 텀들의 마스터 목록(342) 내의 텀을 가리

킨다. 랭킹 프로세스에 사용된 텀 스코어, 문서 내의 출현 여부 및/또는 문서 내의 텀의 제1 위치와 같은 관련된 값들을, 문

서와 연관된 각각의 후보 텀(또는 후버 텀에 대한 포인터)와 함께 문서에 대한 문서 인덱스(352) 엔트리에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러한 부가적인 값들은 문서 인덱스(352)에 저장되지 않는다.

문서 인덱스(352) 내의 문서들과 랭크화된 후보 텀들(410)의 세트를 연관짓는 프로세스에 대해 기술된다. 본 발명의 일 실

시예에 따라, 제시를 위한 후보 텀들의 서브세트를 구성하는데 세트(410)를 사용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도 6에 대해 설명한

다. 단계(602)에서, 쿼리 핸들러(320)에 의해 쿼리가 수신된다. 단계(604)에서, 문서 인덱스(352)로부터 랭크화된 문서들

의 초기 그룹을 검색함으로써 쿼리가 처리된다. 일부 실시예에서, 랭크화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은 문서 자체가 아닌 문서

의 표시자(indicia)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자는 문서의 초기 세트 내의 각각의 문서에 대한 URL을 포함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속하여 요청한다면, 각각의 문서를 인터넷(또는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으로부터 검색할 수 있

다. 일부 실시예에서, 문서의 초기 세트는 서버(도 3; 300)의 메모리(314)에 검색 결과(340)로서 저장된다. 도 6을 참조하

면, 검색 결과(340)를 이용하여 제안된 쿼리 개선안의 목록(후보 텀들의 서브세트)이 생성된다(606).

제안된 쿼리 개선안의 목록(후보 텀들의 서브세트)이 생성되는 방식은 쿼리가 가족 친화적인 검색인지 여부에 의존할 것이

다. 선택적인 단계(608)에서, 검색 결과(340)(랭크화된 문서의 초기 그룹)에서 각각의 상위랭크 문서(예컨대, 상위 50개의

문서)에 대해 문서의 분류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다. 검색 결과(340) 내의 상위 랭크 문서들의 임계 백분율이 제1 분류(가

족 친화적인 분류)에 속하는 경우, 제1 분류에 속하지 않는 상위 랭크 문서와 연관된 후보 텀들의 모든 세트(410)는 도 6의

어떠한 후속 단계에서도 사용되지 않는다. 일부 실시예에서, 인덱싱 동안에 문서를 분류하는데, 가족 친화적이지 않은 분

류가 사용된다(도 5).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후보 텀들의 서브세트를 구성하는데 어떤 랭크화된 텀들의 세트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분류가 단계(608)에서 사용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08)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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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리기 위해 오직 M개의 상위 랭크 문서의 분류를 사용한다. 예컨대, 10개의 상위 랭크 문서 중에 적어도 8개가 가족

친화적인 것으로 분류되면, 비가족 친화적인 문서들의 후보 텀들은, 제안된 쿼리 개선안의 목록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랭

크화 후보 텀들의 세트로부터 배제된다.

단계(610)에서, 검색 결과(340) 내의 문서와 연관된 랭크화 후보 텀들의 각각의 세트 중의 하나 이상에 존재하는 후보 텀

들의 서브세트가 선택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이러한 선택 기능은 랭크화된 문서들(검색 결과(340))의 초기 그룹 내의

상위 랭크 문서와 연관된 랭크화된 후보 텀들(410)의 각각의 세트 내의 각각의 후보 텀에 가중치 함수를 적용하는 것을 포

함한다. 랭크화된 문서의 초기 그룹 내의 각각의 상위 랭크 문서는 임계치 랭크보다 수치상으로 낮은 랭크를 갖는다.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상위 랭크 문서들은 T개의 상위 랭크 문서들인데, T는 50처럼 미리 정해진 숫자이다(그리고, T는 5 내

지 200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 내지 100의 범위에 존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관련 텀들을 사용

자에게 제시되는 후보 텀들의 서브세트로 수집하는 기회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단계(610)에서는 오직 상위 랭크 문서들

만이 고려된다. 다양한 실시예에서, 오직 5, 10, 15, 20, 50 또는 100개의 문서가 고려된다. 가장 높은 가중치를 받은 이러

한 후보 텀들은 후보 텀들의 서브세트에 포함된다. 일부 실시예에서, 후보 텀들의 서브세트 내의 텀들의 숫자는 25 미만으

로 제한된다.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검색 결과(340)의 초기 그룹 내의 컷오프 숫자(cutoff number)보다 적은 수가 존재하는 경우, 후보

텀들의 서브세트가 생성되지도 않고, 후보 텀들의 서브세트가 사용자에게 제시되지도 않는다. 예컨대, 일 실시예에서, 검

색 결과(340)의 초기 그룹 내에 35개 미만의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후보 텀들의 서브세트가 생성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검색 결과(340) 내의 상위 랭크 문서와 연관된 각각의 세트(410) 내의 후보 텀들에 점수를 부여하기 위한 많은

다양한 가중치 함수들을 제공한다. 엔진(도 3; 322)의 선택 기능(324)의 다양한 실시예에서 이러한 다양한 가중치 함수들

을 사용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함수(가중치 함수; 324)에 의해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i) 후보 텀을 포함하고 (ii) 각각 상위 랭크

문서와 연관된 랭크화된 후보 텀들의 세트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50개의 상위 랭크 문서가 존재하고, 각각 상위

랭크 문서와 연관된 3개의 랭크화된 후보 텀들에 "Space Shuttle"이라는 후보 텀이 나타난 경우를 고려한다. 이러한 경우

에, 3의 가중치가 "Space Shuttle"이라는 후보 텀에 적용될 것이다.

일부 실시예에서, 선택 기능(326)에 의해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i) 후보 텀을 포함하고, (ii) 상위 랭크 문서와 각각

연관된 랭크화된 후보 텀들의 세트 내의 후보 텀의 함수(예컨대, 평균)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실시예는 텀을 포함하는 세

트와 포함하지 않는 세트 모두를 고려한다. 텀을 포함하지 않는 세트들에는, 텀이 세트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

타내는 평균을 위한 수치값이 할당된다. 이러한 가중치 팩터는 랭크화된 후보 텀들이 사실은 랭크화된 순위 목록 내에 존

재한다는 사살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Space Shuttle"이라는 후보 텀이 각각 상위 랭크 문서와 연관된 많은 후보 텀들의

세트 내의 랭크화된 목록의 상위에 나타난다면, 해당 후보 텀은 가중치 기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받게 될 것이

다. 반대로, "Space Shuttle"이라는 텀이 해당 텀이 존재하는 랭크화된 후보 텀들의 각각의 세트 내의 후순위 텀들 가운데

존재한다면, 그 텀은 가중치 기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일부 실시예에서, 함수(324)에 의해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수신된 쿼리 내의 텀이 후보 텀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쿼리 텀이 "shuttle"이고, 후보 텀이 "space shuttle"이면, 후보 텀은 전체 가중치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무런 가중치도 받지 못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함수(가중치 함수; 324)에 의해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후보 텀 내의 문자 수에 따라 결정된다. 예

컨대, "Space Shuttle"이라는 후보 텀은 후보 텀 "Dogs"보다 높은 가중치를 받을 것이다.

어떤 실시예에서, 함수(324)에 의해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그 후보 텀을 포함하는 랭크된 텀들의 집합과 연관된 톱

-랭크된 문서들(top-ranked documents)의 랭크의 함수(예컨대, 평균)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한 가중 스킴(weighting

scheme)은 검색 엔진(322)에 의해 검색 결과들의 초기 집합에 이미 적용되었던 랭킹을 이용한다. 그러한 가중 스킴에서

는, 집합(410)으로부터의 후보 텀들 중 보다 높이 랭크된 문서와 연관된 후보 텀들이, 보다 낮게 랭크된 문서와 연관된 후

보 텀들에 비해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예들 들어,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에서 톱-랭크된 문서들 내의 문서 2, 4 및 6과

연관된 랭크된 후보 텀들의 집합 각각에 후보 텀 "Space Shuttle"이 나타나 경우를 고려해 본다. 따라서, 이러한 가중 스킴

에서는, 텀 "Space Shuttle"이 값 4의 함수인 가중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랭크된 문서들의 초기 그룹에서 톱-랭크

된 문서들 내의 문서 10, 20 및 30과 연관된 랭크된 후보 텀들의 집합 각각에 "Space Shuttle"이 나타난다고 가정해 본다.

따라서, 이 가중 스킴에서는, 텀 "Space Shuttle"이 값 20의 함수인 가중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중 스킴 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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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값으로 생성된 가중치에 비해, 값 4가 더 나은 가중치를 생성(후보 텀을 상향가중(up- weight))할 것이다. 어떤 실시

예에서는, 후보 텀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들이 이러한 가중 함수에 의해 고려된다. 이들은 평균화(averaging)를 위한 숫자

값(numerical value)을 할당받는다.

어떤 실시예에서는, 단어가 후보 텀으로서 처음 발생하는 문서의 랭크가 가중 함수로서 사용된다.

선택 기능(326)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의해 사용되는 특정 가중 인자들(weightig factors)이 그러한 인자들의 소개를 위해

약술되었다. 그러나 양호한 실시예에서는, 그러한 인자들 몇몇이 바람직한 결과를 생성하도록 조합된다. 이하는 선택 기능

(326)의 몇몇 양호한 실시예들이다.

어떤 실시예에서는, 함수(324)에 의해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TermCount, TermPosition, ResultPosition,

TermLength 및 QueryInclusion의 임의의 조합(또는 임의의 가중된 조합)에 따라 결정되는데,

TermCount는 (i) 후보 텀을 포함하며, (ii) 톱-랭크된 문서와 각각 연관된, 랭크된 후보 텀들의 집합들의 수(the number

of sets of ranked candidate terms)이고,

TermPosition은 (i) 후보 텀을 포함하며, (ii) 톱-랭크된 문서와 각각 연관된, 랭크된 후보 텀들의 집합들 내의 후보 텀의

위치(position)의 함수(예컨대, 평균)이며,

ResultPosition은, 후보 텀을 포함하는 랭크된 후보 텀들의 집합과 연관된 톱-랭크된 문서들의 랭크의 함수(예컨대, 평균)

이고,

TermLength는 후보 텀에 있는 문자들의 수(후보 텀 복잡도(candidate term complexity))이며,

QueryInclusion은 수신된 쿼리 내의 텀이 후보 텀 내에 있는지 여부를 지시하는 값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QueryInclusion의 적용(예를 들면, QueryInclusion이 1과 같이 영이 아닌 값인 경우)은,

수신된 쿼리 내의 텀이 후보 텀 내에 있는 경우에 그 후보 텀이 상향 가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QueryInclusion의

비적용은(예를 들면, QueryInclusion이 0과 같도록 설정되는 경우), 수신된 쿼리 내의 텀이 후보 텀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

그 후보 텀이 상향 가중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실시예에서는, 노이즈 텀들(예컨대, a, the, who, what, where 등)

에 대하여는 후보 텀에 크레딧이 부여되지 않는다(not credited). 따라서, 쿼리가 노이즈 단어 "for"를 포함하고 후보 텀이

단어 "for"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 텀에 크레딧이 부여되지 않으며 QueryInclusion이 상향 가중되지 않는다.

어떤 실시예에서는, 함수(324)에 의해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TermCount+TermPosition+ResultPosition+TermLength+QueryInclusion. 여기서 가중치들, TermCount,

TermPosition, ResultPosition, TermLength 및 QueryInclusion은 앞서 정의된 바와 같다. 어떤 실시예에서는,

TermCount, TermPosition, ResultPosition, TermLength 및 QueryInclusion이 각각 독립적으로 가중된다.

어떤 실시예에서는, 함수(324)에 의해 후보 텀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다음의 식에 따라 결정된다:

(TermCount*w1)+

(TermPosition*(w2+(RefinementDepth*w2')))+

(ResultPosition*w3)+

(TermLength*(w4+(RefinementDepth*w4')))+

(QueryInclusion*(w5+(RefinementDepth*w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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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1, w2, w3, w4, w5, w2', w4' 및 w5' 는 독립 가중치들이다. 나아가, RefinementDepth는 수신된 쿼리에 대하여

처리가 수행된 횟수이다. 다시 말해, RefinementDepth는, 사용자가 후보 텀들의 부분집합(subset)으로부터의 텀을 원래

의 검색 쿼리에 추가하는 선택적인 단계(614)의 실행의 동작에 의해 단계(602)로부터 단계(612)가 반복된 횟수이다. 일

실시예에서,

w1=100

w2=15

w2'=15

w3=1

w4=1

w4'=0

w5=100 및

w5'=50이다.

어떤 실시예들에서 본 선택 기능(610)은 랭크된 후보 텀들의 집합들 내의 소정의 후보 텀들을 제거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실시예에서는, 소정의 접두사 또는 접미사가 상이할 뿐인, 랭크된 후보 텀들의 집합 내의 후보 텀들이 함께 접힌다

(folded together). 예를 들어, 어떤 실시예에서는, 접두사들의 리스트 및 접미사들의 리스트가 메모리(314)에 저장된다.

두 후보 텀들의 유일한 상이점이, 그 후보 텀들 중 하나가, 다른 후보 텀 내의 대응하는 단어에 대하여, 단어 시작 부분에 있

는 접두사 또는 단어 끝에 있는 접미사만이 상이한 단어를 포함하는 점인 경우에는, 그 두 후보 텀들은 함께 접힌다. 어떤

실시에에서는, 세 분류(class)의 접두사들(그리고 유사한(analogous) 세 분류의 접미사들)이 있다. 후보 텀이 제1 분류에

속하는 접두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단어가 폐기된다. 후보 텀이 제2 분류에 속하는 접두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단어가 제거된다. 후보 텀이 제3 분류에 속하는 접두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평가(evaluation)가 수행된다.

이러한 평가에서는, 톱-랭크된 문서와 연관된 랭크된 후보 텀들의 집합들 각각이 그 접두사를 포함하지 않는 동일한 텀의

인스턴스에 대하여 검색된다. 그러한 인스턴스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 접두사는 제거(strip)되지 않는다. 그러한 인스턴스

가 발견되면, 그 접두사는 제거된다. 이러한 유형의 접두사(및 접미사) 처리는 여러 경우에 유용하다. 예를 들어, 후보 텀이

"the cars"인 경우를 고려해 본다. 보통, 접두사 "the"는 제거되어야 할 접두사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후보 텀이 "the

cars"라는 이름으로 통상적으로 인용되는 유명한 뮤지컬 그룹을 지칭할 수도 있다. 따라서, 톱-랭크된 문서와 연관된 랭크

된 후보 텀들의 임의의 다른 집합들에서, 접두사 "the"가 없는 텀 "cars"가 발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색이 계속

된다. 그러한 경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접두사는 제거되지 않는다. 이 예에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접두사

는 앞에 붙는 접사(예를 들면, un-, non- 등) 또는 앞에 붙는 단어나 구(phrase)(예를 들면, the, of, to go 등)가 될 수 있

다는 점에 유의하자.

단계(612)에서, 후보 텀들의 부분집합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단계(614)에서, 사용자는 후보 텀들의 부분집합 내의 텀

(136; 도 2)을 선택적으로 선택하고, 패널(140; 도 2)에 표시된 후보 텀들의 부분집합으로부터 선택된 후보 텀(136) 및 원

래의 (수신된) 쿼리를 포함하는 개정된 쿼리를 가지고 처리 단계(단계(604)), 선택 단계(단계(606)) 및 제공 단계(단계

(612))가 반복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이전에 제출된 쿼리에의 추가를 위해, 또는 이전에

제출된 쿼리를 대체하기 위해, 또는 이전에 제출된 쿼리와 함께 배제 텀(exclusionary term)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텀

(136)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인용된 모든 참증들은 그 전체로서, 그리고 개별 간행물 또는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이 특정적으로 그리고 개

별적으로 사실상 전체로서 참조로서 통합되는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본 명세서에 사실상 참조로서 통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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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에 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도 3에 도시된 프로그램 모듈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모듈들은

CD-ROM, 자기 디스크 저장 제품, 또는 임의의 다른 컴퓨터 판독가능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저장 제품상에 저장될 수 있

다.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내의 소프트웨어 모듈들은 또한, 반송파(carrier wave) 상의 컴퓨터 데이터 신호(이 신호에 소

프트웨어 모듈들이 내장됨)의 전송에 의해, 인터넷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해, 전자적으로 배포될 수 있다.

당업자에게 명백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여러 수정 및 변경이 그 기술사상 및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가능하다. 본 명

세서에서 기술된 특정 실시예들은 예시로서 주어진 것일 뿐이다. 실시예들은, 본 발명 및 그것의 실용적인 애플리케이션들

의 원리들을 가장 잘 설명하여, 그 결과 당업자들이 본 발명 및 다양한 실시예들을, 숙고된 특정 용도에 맞는 다양한 수정

들을 통해 가장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선택되고 설명된 것이다.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항들의 텀들과 함께, 그 청구

항들에 의해 권리가 주어진 동등물들(equivalents)의 전 범위에 의하여만 제한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전술한 특정 및 이점과 추가적인 특징 및 이점은, 다음의 도면과 함께 읽으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

한 설명의 결과로서 이하에서 명백하게 이해될 것이다.

도 1은 검색 엔진에 쿼리를 제출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산출된, 쿼리 개선 제안들을 포함하는 검색 결과 페이지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검색 엔진 서버의 블록도.

도 4는 검색 엔진 인덱스의 블록도.

도 5는 문서 인덱싱 방법의 흐름도.

도 6은 사용자에 의해 제출되는 쿼리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시저(procedure)의 흐름도.

동일한 도면 부호는 여러 도면을 통하여 대응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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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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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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