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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에 따른 검색 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문서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하나 이상의 정보원으로부터 획득하여

저장하는 정보 획득 및 저장 수단;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질의어에 대응하는 정보를 상기 획득되어 저장된 하나 이상의

문서로부터 검색하여 그 결과를 상기 유저 단말기에 제공하는 정보 제공 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정보 획득 및 저장 수

단은 상기 획득된 문서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블록 단위로 저장하고, 상기 블록 단위로 저장된 문서를 색인하여 제1 파

일을 생성하며, 상기 문서가 작성된 날짜, 질의어간의 관련도 및 자동 랭킹 순서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에 의해 상기

제1 파일을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유저가 원하는 특정 목적에 최적화 된 문서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유저에게 제공하며, 다수의 정보

원 사이트에 존재하는 웹 문서 중 필요 내용만을 추출하고 검색 결과를 축소하여 양질의 검색 결과 정보를 확보함으

로써,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된 검색 정보를 유저에게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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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정보 제공 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도 2는 도 1의 문서 획득 모듈을 보다 상세히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도 3은 도 1의 문서 추출 모듈을 보다 상세히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도 4는 도 1의 형태소 분석 모듈을 보다 상세히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도 5는 도 1의 역파일 생성 모듈을 보다 상세히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도 6은 도 1의 소트 모듈을 보다 상세히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도 7은 도 1의 검색 엔진을 보다 상세히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도 8은 정보원 웹사이트로부터 문서를 획득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9는 도 3의 획득된 문서로부터 문서를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10은 추출된 문서로부터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11은 형태소 분석이 완료된 내용으로 역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12는 생성된 역파일을 이용해 소팅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13은 유저의 질의어 및 검색 조건 입력에 따른 검색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정보원 웹사이트

20 : 유저 컴퓨터

50 : 인터넷

100 : 웹 서버

200 : 정보 검색 서버

300 : 데이터베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다수의 웹

문서 내용 중에서 유저가 원하는 최적의 문서 내용을 검색하여 제공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정 계층에서 사용되었던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internet)이 일반인에게 보급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정보 검색에 대

한 개념이 바뀌게 되었다. 최근 들어,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검색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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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형태 또한 서지 데이터에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

히, 검색 시스템의 개발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문헌의 전체문서(full-text)를 대상으로 필요 정보를 검색하고, 필

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저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색 시스템은 웹(Web)검색 시스템, 전문(full-text)검색 시스템, 실시간 정보 브리핑(briefing)시스템 

등으로 분류된다. 웹(Web)검색 시스템은 웹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웹 로봇 에이전트(web robot ag

ent)를 이용하여 정보를 추출한다. 이 때, 웹 검색 시스템은 임의의 사이트(site)를 시작으로 하여 하이퍼링크(hyperli

nk)를 따라 무작위로 정보를 수집하는 링크 추적 방식을 사용하며, 수집 및 색인 시간 등 경제적 제약에 따라 하이퍼

링크의 깊이(depth)개수를 제한하여 추적하는 정보 추출 방식을 사용한다. 이어서, 웹 로봇 에이전트가 수집한 문서

를 검색이 가능하도록 자동 색인한다. 유저의 검색어 입력에 응답하여 문헌의 내용과 유저의 검색어의 완전 또는 부

분일치에 따라 검색결과를 제공하며, 벡터모델(vector model)에 의한 관련도 랭킹(ranking)이나 시간 순으로 소팅(s

orting)한 결과를 제공한다. 전문(full-text)검색 시스템은 주로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대상 데이터베이스의 

문헌 전문을 대상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헌 전문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제공하며, 피디에

프(PDF), 오피스(Office)파일 등 일반 문서편집기로 작성된 문서를 색인하고 검색한다. 또한, 실시간 정보브리핑 시

스템은 웹 로봇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정보를 추출하고, 웹 검색시스템을 기반으로 특정 URL 또는 호스트(Host) 문서

를 무작위 수집하고, 웹 검색이 보통 1~2달 이전의 웹사이트 정보를 보여 주는 데 비하여 검색대상 사이트를 한정해

서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검색대상 사이트 20~300여 개 대상으로 검색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검색 시스템을 통해 검색 서비스, 포탈(portal)뉴스섹션 서비스 및 정보 브리핑 서비스 등이 제공된

다. 검색 서비스는 웹사이트/웹페이지/일반문서/멀티미디어파일/뉴스 검색 등 기술적 분류에 따라 여러 가지 검색방

법을 혼용한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검색은 서퍼(suffer)에 의해 추천사이트를 등록해 분류하여 검색하거나 에이치티

엠엘 태그(HTML tag)에 사이트 관리자가 등록시켜 놓은 정보를 수동으로 색인해 검색하여 제공하며, 웹페이지 검색

은 웹사이트 검색 대상 사이트에 대해 전문(full-text)을 자동 색인하고 검색하여 제공한다. 포탈 뉴스섹션 서비스는 

포탈(portal)사이트와 뉴스 공급계약을 맺은 뉴스공급자의 뉴스를 포탈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저장하였다가 전문(full

-text)을 제공하고, 웹사이트 검색 또는 웹페이지 검색처럼 포탈 자체화면에서 그래픽 재구성, 검색 결과 및 뉴스 제

공한다. 정보 브리핑 서비스는 리서치기업 등에서 전문연구원을 두고, 세계 각국의 뉴스를 종합, 요약하여 오프라인 

출판물 형태로 전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검색 시스템 및 검색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즉, 웹 검색시스템에서는 로그인(lo

gin)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추출할 경우 정보의 수집 불가능하며, 동적으로 생성되는 데

이터베이스 예를 들어, CGI(Common Gateway Interface)스크립트, 자바(JAVA)스크립트, ASP(Active Server Pag

e)등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또 한, 정보를 색인 및 검색할 때에는 주식시세, 날씨정보, 항

공여행정보, 뉴스속보 등의 실시간 데이터는 대용량 저장공간과 처리시스템을 필요로 하므로 색인이 불가능하다. 또

한, 유저 요구에 적합한 문헌들이 데이터베이스 내에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색인어와 검색어의 불일치로 인해 

적합한 문서가 검색결과에서 누락된다. 또한, 웹 규모의 폭발적 증가와 검색엔진의 기능향상으로 검색 결과 양이 늘

어나,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 검색결과를 확인해야 하거나 결과내 재검색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검색결과를 분석해 보면 중복문서, 유사문서가 차지하는 양이 많아 검색 유효율(search effective

rate)이 매우 떨어지며, 웹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용량 시스템의 한계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update)하

는데 장기간(약 3주~2달)소요되어 실시간 정보 누락, 정보의 시간차 및 데드 링크(dead link)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검색 시스템은 유저의 다양한 의도에 맞는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업무에 검색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유저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 결과 사이트 내의 다양한 메뉴를 일일이 찾아 다녀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웹

페이지 검색에 있어서도 원하는 정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결과 내 검색을 하거나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검색

결과 내에서 선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포탈뉴스섹션 서비스 방법은 정보 공급원이 계약을 맺고 있는 뉴스 공급

자로 공급 채널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정보브리핑 서비스 방법은 전체 프로세스가 수작업으로 진행되므로 생

산비가 증가하고 검색을 수행하는 개개인 선호 및 능력에 따라 정보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함께, 종래의 검색 시스템은 검색 결과에 따라 순위를 매겨 그 결과를 유저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종래의

랭킹(RANKING)방법에는 시간순서 및 관련도(TERM FREQUENCY)를 계산하여 순위를 매기는 일차원적 방법과, 

외부에서 특정 사이트로 링크되어 있는 수를 계산하여 링크의 수가 많을수록 먼저 보여주는 이차원적 방법이 있지만,

문서 내용의 검색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제는 유저가 원하는 특정 목적에 최적화 된 

문서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유저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다수의 정보원 사이트에 존재하는 웹 문서 중 필요 내용만을 추출하고 검색 결과를 축소하여 



공개특허 10-2004-0017008

- 4 -

양질의 검색 결과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된 검색 결과를 유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시간에 따른 정보의 가치체감과 정보 출처의 신뢰도 및 키워드와 정보 출처의 전문성을 종

합 계산하고 정보 출처의 웹 문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를 기준 순서로 재 정렬하여 독자적인 랭킹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전문 분야별 동의어사전(시소러스 : thesaurus)을 구축하고, 다국어 정보를 검색해 주는 언

어 자동 확장 검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저에게 다양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웹 문서의 전문(full-text)에 대한 자동분류를 수행함으로써, 유저에게 자동분류 된 디렉토

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유저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정보 자동추적 기술

을 이용하여 최신 정보를 확보하고, 유저의 정보 요청 시에 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검색된 웹 문서를 정밀 분석하여, 짧은 시간 내에 검색된 웹 문서의 중복성 및 유사성을 판

정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웹 문서를 클러스터링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다양한 검색 부가 기능을 통해 원하는 웹 문서를 검색하여 유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에 따른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 유저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하나 이상의 질의어에 대해 검색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상기 유저 단말기에 제공하는

정보제공 시스템으로서, 하나 이상의 문서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하나 이상의 정보원으로부터 획득하여 저

장하는 정보 획득 및 저장 수단;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질의어에 대응하는 정보를 상기 획득되어 저장된 하나 이상의 

문서로부터 검색하여 그 결과를 상기 유저 단말기에 제공하는 정보 제공 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정보 획득 및 저장 수

단은 상기 획득된 문서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블록 단위로 저장하고, 상기 블록 단위로 저장된 문서를 색인하여 제1 파

일을 생성하며, 상기 문서가 작성된 날짜, 질의어간의 관련도 및 자동 랭킹 순서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에 의해 상기

제1 파일을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른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방법은, 네트워크를 통해 유저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하나 

이상의 질의어에 대해 검색을 수행하여 그 결과 정보를 상기 유저 단말기에 제공하는 정보제공 방법으로서, 상기 네

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하나 이상의 정보원으로부터, 상기 질의어가 포함된 문서를 획득하여 획득된 상기 문서의 검색

이 용이하도록 블록 단위로 저장하는 단계; 상기 블록 단위로 저장된 문서를 색인하여 제1 파일을 생성하며, 상기 문

서가 작성된 날짜, 질의어간의 관련도 및 자동 랭킹 순서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에 의해 상기 제1 파일을 배열하는 

단계; 및 상기 단계에서 배열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기 질의어에 해당하는 문서의 정보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상기 

유저 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실

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정보 제공 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인데,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

의 실시 예에 따른 정보 제공 시스템은 웹서버(100), 정보 검색 서버(200) 및 데이터베이스(300)를 포함한다.

웹서버(100)는 유저 인터페이스 모듈(110) 및 유저 DB(120)를 포함하며, 유저 컴퓨터(20)로부터 입력된 질의어 및 

검색 조건을 인터넷(50)을 통해 수신하여 정보 검색 서버(200)에 검색을 요청하고, 그 검색 결과를 정보 검색 서버(2

00)로부터 전달받아 유저 컴퓨터(20)에 제공한다. 유저 인터페이스 모듈(110)은 유저가 유 저 컴퓨터(20)를 통해 검

색을 원하는 질의어 및 질의어에 대한 하나 이상의 검색 조건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저 인터페이스 모듈(1

10)은 질의어 및 검색 조건에 부합하는 웹 문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엔진(260)과 연동되어 동작한다. 유저 DB(1

20)는 다수의 유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저장하고, 유저가 입력한 질의어 및 검색 조건에 따른 유저의 검색 성향 등의 

정보를 저장한다.

정보 검색 서버(200)는 문서 획득 모듈(210), 문서 추출 모듈(220), 형태소 분석 모듈(230), 역파일 생성 모듈(240), 

소트 모듈(250) 및 검색 엔진(260)을 포함하며, 유저 컴퓨터(20)로부터의 질의어 및 검색 조건에 부합하는 웹 문서를

다수의 정보원 웹사이트(10)에서 검색하고, 블록 단위로 웹 문서에 포함된 기사 내용을 판독해 추출하고 분석하여 색

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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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게, 문서 획득 모듈(210)은 인터넷(50)을 통해 다수의 정보원 웹사이트(10)에 존재하는 웹 문서 중에서 유저에

의해 검색 요청될 수 있는 웹 문서만을 획득한다. 즉, 문서 획득 모듈(210)은 획득된 웹 문서에 포함된 불필요한 항목(

예를 들어 광고 또는 작성된 지 오래된 내용)을 제거한 후 각 웹 문서를 프레임(frame)으로 생성하여 일정크기의 블록

단위로 웹 문서의 원문 데이터를 저장한다. 도 2는 도 1의 문서 획득 모듈(210)을 보다 상세히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로서,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문서 획득 모듈(210)은 정보원 관리 모듈(211), 정보 처리 모듈(212), 정보 요청 모듈

(213), 기사 정보 추출 모듈(214), 프레임 축적 모듈(215), 프레임 구성 모듈(216)을 포함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정보원 관리 모듈(211)은 하나 이상의 정보원(Seed) 에 대해 정보원 데이터를 유지하고, 필요

한 웹 문서에 대해 정보원 웹사이트(10)로 정보를 요청할 때 각 정보원 웹사이트(10)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정보원을 배

정하며, 웹 문서를 획득할 차기 정보원 웹사이트(10)의 색인(index)을 알려준다. 정보 처리 모듈(212)은 정보원의 접

속 정보 등의 상세 정보가 포함된 '.dat'파일을 정보원 DB(301)에서 호출하여 정보원 관리 모듈(211)로 하여금 정보

원 테이블(seed going table)을 구축하도록 명령하고, 정보원 웹사이트(10)로부터 웹 문서를 지정된 절차에 의해 가

져오도록 지시하는 쓰레드(thread) 및 정보 요청 모듈(213)을 생성한다. 정보 요청 모듈(213)은 인터넷(50)을 통해 

정보원 웹사이트(10)의 웹 문서를 요청하여 수신하고, 기사 정보 추출 모듈(214)을 생성하여 기사 정보 추출 모듈(21

4)이 수신된 웹 문서로부터 기사 내용을 획득하도록 요청한다. 기사 정보 추출 모듈(214)은 웹 문서를 정보원 웹사이

트(10)로부터 수신하여 웹 문서로부터 획득하고자 하는 기사 내용의 제1 기사 정보만을 추출한다. 즉, 기사 정보 추출

모듈(214)은 기사 내용이 위치하는 URL, 기사 내용의 제목, 기사 내용 작성 날짜, 기사 내용의 요약문, 기사 내용과 

관련된 첨부파일 정보 등의 제1 기사 정보를 추출하며, 이때 첨부 파일 정보는 첨부파일의 URL, 제목, 파일 형식 등의

첨부 파일 정보를 포함한다. 프레임 축적 모듈(215)은 제1 기사 정보를 기사 정보 추출 모듈(214)로부터 수신해 프레

임 구성 모듈(216)을 생성하고, 프레임 구성 모듈(216)이 기사 내용을 정보원 웹사이트(10)에 요청하도록 하며, 프레

임 구성 모듈(216)로부터 수신한 기사 내용의 원문 데이터를 특정 크기의 프레임으로 생성한 후, 일정크기, 바람직하

게는 2 메가바이트(Megabyte)크기의 블록 단위로 축적하여 원문 DB(302)에 저장한다. 상기한 블록 단위는 다수의 

프레임화 된 웹 문서를 하나의 파일 형태로 저장하기 위한 임의의 저장단위를 말한다. 프레임 구성 모듈(216)은 프레

임 축적 모듈(215)로부터 기사 내용을 요청하라는 명령을 수신해 실제 기사 내용이 위치한 URL로부터 기사 내용을 

가져오고, 기사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 저장 포맷(format)에 맞도록 프레임 단위로 구성한 후 프레임 축적(215)에 전

달한다.

문서 추출 모듈(220)은 문서 획득 모듈(210)로부터 획득된 웹 문서를 수신하여 블록 단위로 웹 문서의 내용을 판독해

추출한 후, 새롭게 생성되는 파일에 판독된 웹 문서 내용의 추출 결과를 저장한다. 도 3은 도 1의 문서 추출 모듈을 보

다 상세히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인데,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문서 추출 모듈(220)은 아

이엔아이(Ini)매니저(221), 메시지 버퍼 매니저(222), 리시브 핸들 버퍼(223), 쓰레드 매니저(224), 메시지 큐(225), 

파일 생성 모듈(226), 다큐멘트 버퍼(227)를 포함한다. 아이엔아이 매니저(221)는 문서 획득 모듈(210)로부터 전달

되는 메시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판독하고 기록하며(read/write), 작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변수값을 로그(Log)파일

로 남겨놓아 오류로 인하여 작동이 종료될 경우 다시 시작할 때의 인자로 받아들여서 처리한다. 메시지 버퍼 매니저(

222)는 문서 획득 모듈(210)로부터 입력되는 32개의 메시지를 리시브 핸들 버퍼(223)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리시브 

핸들 버퍼(223)는 메시지 버퍼 매니저(222)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저장한다. 쓰레드 매니저(224)는 문서 획득 모듈

(210)로부터 128개 또는 64개의 쓰레드에 의해 입력되는 메시지의 병목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32개 이상의 쓰레드

를 만들어 처리한다. 메시지 큐(225)는 문서 획득 모듈(210)로부터 128 또는 64개의 쓰레드에 의해 전송된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 메시지를 임시 저장한다. 파일 생성 모듈(226)은 메시지 큐(225)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의 카운트(C

ount)를 판독하여, 메시지 큐(225)에 저장된 32개의 메시지 내용을 헤더(header)와 원문 HTML을 포함하는 각각의 

파일로 구분하여 다큐멘트 파일(document file : 문서 파일)을 생성한다. 다큐멘트 버퍼(227)는 생성된 다큐멘트 파

일(document file : 문서 파일)을 저장한다.

형태소 분석 모듈(230)은 문서 추출 모듈(220)에 의해 추출된 내용 중 원하는 기사 내용만을 골라 형태소 분석하여 

색인하고, 관련도(TF : Term Frequency)에 의한 형태소 분석 결과가 저장된 관련도(TF)파일 및 형태소 분석 결과에

따른 요약(SUM)파일을 생성한다. 도 4는 도 1의 형태소 분석 모듈을 보다 상세히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인데,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형태소 분석 모듈(230)은 다큐멘트 아이디(document ID 또는 문서 인

식자) 수신 모듈(231), 내부 버퍼(232), 필터 모듈(233), 기사 정보 추출 모듈(234), 형태소 분석 실행 모듈(235), 문

서 요약 모듈(236), 문서 분류 모듈(237), 유사문서 판정 모듈(238), 필터 매니저(239)를 포함한다. 다큐멘트 아이디 

수신 모듈(231)은 문서 추출 모듈(220)로부터 전송되어 온 메시지에 포함된 다큐멘트 아이디를 수신하여 전역변수(

동작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장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선언되는 변수로서, 함수의 외부에 선언되는 변수)에 저

장하고, 저장된 다큐멘트 아이디를 호출하여 다큐멘트 파일에 저장한다. 내부 버퍼(232)는 다큐멘트 아이디 수신 모

듈(231)로부터 다큐멘트 아이디의 시작 아이디(StartID)와 끝 아이디(EndID)를 수신해 저장한다. 필터 모듈(233)은 

다큐멘트 아이디 수신 모듈(231)로부터 다큐멘트 파일을 전달받아 에이치티엠엘(HyperText Markup Language, 이

하 HTML이라 칭함)태그(tag)를 제거하고 실제 기사 내용만을 추출한다. 기사 정보 추출 모듈(234)은 필터 모듈(233

)로부터 수신한 HTML 문서에 포함된 모든 태그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내용 즉, 배너(Banner)의 내용이나 하이퍼링크

(Hyperlink)에 해당하는 내용 등을 제거하여 실제로 필요한 부분의 기사 내용을 획득한다. 형태소 분석 실행 모듈(23

5)은 기사 정보 추출 모듈(234)로부터 수신한 추출된 기사 내용을 이용해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다. 문서 요약 모듈(2

36)은 형태소 분석 실행 모듈(235)로부터 분석된 기사 내용을 수신하여 요약한다. 문서 분류 모듈(237)은 형태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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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실행 모듈(235)에 의해 분석된 기사 내용을 수신하여, 분류 카테고리(category)에 따라 각각 자동 분류한다. 유사

문서 판정 모듈(238)은 형태소 분석 실행 모듈(235)에 의해 분석된 기사 내용을 기초로 최초의 200자 정도의 유사도

를 계산해 유사 문서인지의 유무를 판정한다. 필터 매니저(239)는 16개 또는 32개의 필터 모듈(233)을 이용해 필터

링의 병목현상을 막고, 다큐멘트 아이디를 감시하는 상태에서 필터 모듈(233)이 실행되면 관련도(TF)문서와 요약(S

UM)문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역파일 생성 모듈(240)은 형태소 분석 모듈(230)에 의해 생성된 관련도 파일 및 요약 파일을 기초로 하여 소팅(sortin

g)되지 않은 역파일(inverted file)을 생성한다. 여기서, 역파일은 다른 여러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코드를 빨

리 검색하기 위해 별도의 색인 파일로 만들어 놓은 파일을 말하며, 상기한 색인 파일에 는 검색의 기준이 되는 키 필

드(key field)의 값과 키 값을 가지는 레코드(record)에 대한 포인터(pointer)들이 저장되며, 원래 파일에서는 키 값이

빠진다. 이하에서 일반적인 키 필드, 레코드 및 포인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5는 도 1의 역파일 생성 모듈을 보

다 상세히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인데,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역파일 생성 모듈(240)은 

색인 모듈(241), 텀 생성 모듈(242), 포스트 생성 모듈(243), 실시간 데이터 생성 모듈(244), 역파일 분산 모듈(245) 

및 타이틀 분석 역파일 생성 모듈(246)을 포함한다. 색인 모듈(241)은 형태소 분석 모듈(230)로부터 텀(TERM 또는 

빈도)파일과 포스트(POST)파일에 추가할 원문 번호를 메시지로 수신하여 색인 한다. 텀 생성 모듈(242)은 색인 모듈

(241)로부터 색인 결과를 수신하여 이미지 데이터 포맷(Image Data Format : IDF), 위치, 시간 정보를 포함한 텀 파

일 'TERM.dat'을 생성한다. 포스트 생성 모듈(243)은 색인 모듈(241)로부터 색인 결과를 수신한 후 색인어를 이용해

블록 단위의 파일 입출력(FILE I/O)을 실행하여 역파일인 포스트 파일 'POST.dat'을 생성한다. 실시간 데이터 생성 

모듈(244)은 생성된 텀 파일 'TERM.dat' 및 포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기사 내용의 머릿글(Headline)정보

를 제공한다. 역파일 분산 모듈(245)은 검색 시 검색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텀 파일 'TERM.dat'에 대한 역파일을 분

산하여 재 생성한다. 타이틀 분석 역파일 생성 모듈(246)은 생성된 텀 파일 'TERM.dat' 및 포스트 파일 'POST.dat'을

이용해서 기사 내용과 관련된 제목 내 검색의 조건식을 포함시켜 역파일을 생성한다.

소트 모듈(250)은 역파일 생성 모듈(240)에서 생성된 역파일과 기간(TERM)을 이용하여 날짜 순 또는 관련도(TF)순

또는 랭크 순 등으로 소팅을 실행한다. 도 6은 도 1의 소트 모듈을 보다 상세히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인데, 도 6에 도

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소트 모듈(250)은 소팅 준비 모듈(251), 날짜 소팅 모듈(252), 관련도(TF)

소팅 모듈(253), 자동 랭크 소팅 모듈(254), 역파일 분리 모듈(255)을 포함한다. 소팅 준비 모듈(251)은 역파일 생성 

모듈(246)에서 생성된 텀 파일 'TERM.dat'과 포스트 파일 'POST.dat'을 복사하여 저장하고, 텀 파일 'TERM.dat'과 

포스트 파일 'POST.dat'을 이용해 소팅을 준비한다. 날짜 소팅 모듈(252)은 포스트 파일 'POST.dat'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날짜 순서로 소팅된 역파일을 생성한다. 관련도 소팅 모듈(253)은 포스트 파일 'POST.dat'에 저장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관련도(TF) 순서로 소팅된 역파일을 생성한다. 자동 랭크 소팅 모듈(254)은 포스트 파일 '

POST.dat'에 저장되어 있는 날짜와 관련도(TF) 등과 각 요약(SUM)문서에 존재하는 디렉토리 코드(directory code)

를 이용해 랭킹 순서로 소팅된 역파일을 생성한다. 즉, 자동 랭크 소팅 모듈(254)은 주요 디렉토리 코드별로 역파일을

생성함으로써 검색속도를 높일 수 있다. 역파일 분리 모듈(255)은 가장 자주 사용되는 높은 인기도의 역파일을 따로 

분리한다.

검색 엔진(260)은 소트 모듈(250)에 의해 실행된 소팅 결과를 기초로 하여, 유저가 입력한 질의어 및 질의어에 해당

하는 하나 이상의 검색 조건에 맞는 기사 내용을 검색한다. 도 7은 도 1의 검색 엔진을 보다 상세히 나타내는 구성 블

록도 인데,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검색 엔진(260)은 서버 소켓(261) 및 검색 모듈(262)

을 포함한다. 서버 소켓(261)은 유저가 유저 컴퓨터(20)를 이용해 입력한 질의어 및 검색 조건을 웹서버(100)의 유저

인터페이스 모듈(110)로부터 수신하여 내부 버퍼(261-1)에 결과를 저장한다. 검색 모듈(262)은 서버 소켓(261)으로

부터 유저의 질의어를 수신하여 질의어에 해당하는 검색을 실행하는데, 쿼리 파서(Query Parser)모듈(262-1), 시소

러스 모듈(262-2), 파일 로드 모듈(262-3), 불린(Boolean, 이하 Boolean이라 칭함)검색 모듈(262-4), 쓰레드 매니

저 모듈(262-5), 유사문서 검색 모듈(262-6), 조건부 검색 모듈(262-7), 검색 질의어 확장 모듈(262-8)을 포함한다.

쿼리 파서 모듈(262-1)은 특정 질의어 검색에 대한 요청을 유저 인터페이스 모듈(110)로부터 수신해 컴파일링(com

piling)한다. 시소러스 모듈(262-2)은 쿼리 파싱을 마친 결과를 기반으로, 수신한 조건식에 의해 시소러스 확장 유무

를 판단한다. 파일 로드 모듈(262-3)은 특정 질의어에 대한 검색 및 검색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정보를 미리 

로드(Load)하여 준비한다. Boolean 검색 모듈(262-4)은 유저에 의해 입력되는 특정 질의어에 포함된 연산자에 따라

검색을 수행한다. 쓰레드 매니저 모듈(262-5)은 다수의 유저 컴퓨터(20)로부터 검색 질의어가 입력되면 동시에 검색

이 가능하도록 멀티쓰레드(Multi-thread)를 수행한다. 유사문서 검색 모듈(262-6)은 질의어에 부합하는 유사 문서를

검색하여 검색된 문서 내용의 유사도를 유저 컴퓨터(20)의 화면에 표시한다. 조건부 검색 모듈(262-7)은 소팅순, 지

역순, 시소러스 확장 유무, 조건부 검색 등의 입력 조건을 분석하고, 입력 조건에 맞는 내용을 검색한다. 검색 질의어 

확장 모듈(262-8)은 유저에 의해 입력된 검색 질의어를 설정된 다국어로 확장한다.

정보 검색 서버(200)의 각 모듈은 각각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단말기일 수도 있고, 부분

적으로 통합된 프로그램이 저장된 복수의 단말기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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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데이터베이스(300)는 정보 검색 서버(200)에 의해 추출된 원문 정보, 새롭게 생성된 역파일 정보, 소팅 결과 

정보 및 질의어 확장을 위한 정보 등을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300)는 하나 이상의 정보원 웹사이트(10)로부터 웹 

문서를 획득하기 위한 접속 유알엘 등의 상세 정보를 저장하는 정보원 DB(301); 문서 획득 모듈(210)에 의해 획득된 

문서 내용 및 문서 추출 모듈(220)에 의해 추출된 실제 기사 내용의 원문 데이터를 저장하는 원문 DB(302); 형태소 

분석 모듈(230)에 의해 생성된 관련도 파일(TF 파일)을 저장하는 관련도 파일 DB(303); 형태소 분석 모듈(230)에 의

해 생성된 요약 파일 'SUM 파일'을 저장하는 요약 파일 DB(304); 역파일 생성 모듈(240)에 의해 생성된 역파일인 텀

파일 'TERM.dat'을 저장하는 텀 DB(305); 역파일 생성 모듈(240)에 의해 생성된 역파일인 포스트 파일 'POST.dat'

을 저장하는 포스트 DB(306); 소트 모듈(250)에 의해 날짜순으로 소팅 되어 생성된 역파일을 저장하는 날짜별 DB(3

07); 소트 모듈(250)에 의해 기간순으로 소팅(배열)되어 생성된 역파일을 저장하는 관련도별 DB(308); 소트 모듈(25

0)에 의해 자동랭킹 순으로 소팅(배열)되어 생성된 역파일을 저장하는 랭킹별 DB(309); 검색 엔진(260)으로부터 질

의어 및 검색 조건에 따른 시소러스 확장을 위해, 질의 용어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시소러스 DB(310

); 입력된 질의어에 부합하는 확장된 다국어를 제시하기 위해 다국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다국어 DB(311); 및 검색 엔

진(260)에 의해 수행된 질의어 및 검색 조건에 해당하는 검색 결과를 저장하는 검색 결과 DB(312)를 포함한다.

데이터베이스(300)의 각 DB는 각각의 정보를 독립적으로 저장하는 정보저장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일 수 있고, 정

보 검색 서버(200)에 포함되어 각 모듈과 연동된 정보저장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일 수도 있으며, 각 정보가 통합된 

단일의 정보저장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일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정보 제공 시스템의 동작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8은 정보원 웹사이트로부터 문서를 획득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이다. 관리자 컴퓨터(도시하지 않음)로부터 

문서 획득을 위한 관리자의 실행 명령(예 : runspider seed.dat1)이 입력되면(S100), 정보 처리 모듈(212)은 동작을 

시작한다. 먼저, 정보 처리 모듈(212)은 정보원의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 저장된 '.dat'파일을 정보원 DB(301)로부터 

호출한 후 정보원 관리모듈(211)에 전달하여 정보원 테이블(seed going table)을 구축하도록 명령한다(S110). 이와 

동시에, 정보 처리 모듈(212)은 정보원 웹사이트(10)로부터 웹 문서를 가져오는 정보 처리 모듈(212)을 쓰레드 카운

트의 최대값(MAX_THREAD_COUNT)인 n개, 바람직하게는 32개만큼 쓰레드로 생성한다(S111). 상기한 쓰레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사용할 때 생성되는 일련의 절차 정보로서, 한 명 또는 다수의 서비스 요청

이 발생하면 사용 인원 또는 프로그램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 생성되며 유지된다.

이어서, 정보원 관리 모듈(211)은 정보 처리 모듈(212)로부터 전송된 정보원 테이블 구축 명령에 따라 정보원 테이블

을 정보원 DB(301)에 구축하며(S120), 생성된 쓰레드인 정보 처리 모듈(212)은 자신이 접속하여 획득하려는 정보원

데이터를 정보원 관리 모듈(211)에게 요청한다(S121). 정보원 관리 모듈(211)은 정보 처리 모듈(212)로부터 정보원 

데이터의 요청을 각각 수신하여, 정보원 DB(301)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원 데이터를 호출하여 정보 처리 모듈(212)에

전달한다(S130). 정보 처리 모듈(212)은 전달받은 정보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n개, 바람직하게는 32개의 정보 요청 

모듈(213)을 생성하고(S140), 수신한 정보원 데이터를 생성된 32개의 정보 요청 모듈(213)에 각각 전달한다(S150). 

각각의 정보 요청 모듈(213)은 정보 처리 모듈(212)로부터 수신한 정보원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원 웹사이트(10)의 

유알엘(URL : Uniform Resource Locator, 이하 URL이라 칭함)로 인터넷(50)을 통해 기사 내용이 포함된 웹 문서를

요청하고(S160), 정보원 웹사이트(10)로부터 검색된 기사 내용이 포함된 웹 문서를 각각 수신한다(S170). 정보 요청 

모듈(213)은 정보원 웹사이트(10)로부터 수신한 웹 문서를 기사 정보 추출 모듈(214)에 전달하여 실제로 추출하고자

하는 기사 내용이 포함된 URL을 요청한다(S180).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기사 내용이 포함된 웹 문서에는 획득하

고자 하는 기사 내용의 웹 문서 이외에 하이퍼링크(hyperlink)된 다수의 웹 문서가 포함되어 하나의 문서를 이루고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홍길동'이라는 기사 내용이 포함된 하나의 큰 웹 문서를 정보원 웹사이트(10)로부터 수신한 

후, 웹 문서 내에 실제로 '홍길동'이라는 기사 내용이 포함된 웹 문서의 URL을 요청한다.

이어서, 기사 정보 추출 모듈(214)은 정보 요청 모듈(213)로부터 전달받은 웹 문서를 분석하여 실제 획득하여야 할 

기사 내용의 제1 기사 정보를 추출한 후 그 목록(list)을 정보 요청 모듈(213)에 전달한다(S190). 이때, 기사 정보 추

출 모듈(214)이 추출하는 제1 기사 정보는 URL, 제목, 날짜, 요약문, 첨부파일 정보 등이며, 기사 정보 추출 모듈(214

)은 첨부파일의 URL, 제목, 파일 형식 등의 첨부 파일 정보도 추출한다. 정보 요청 모듈(213)은 기사 정보 추출 모듈(

214)로부터 전달받은 획득하려는 기사 내용의 제1 기사 정보를 프레임 축적 모듈(215)에 전달하고(S200), 프레임 축

적 모듈(215)은 실제로 획득하여야 할 기사 내용을 획득하도록 프레임 구성 모듈(216)에 명령한다(S210). 프레임 구

성 모듈(216)은 실제 기사 내용이 위치하는 URL로 인터넷(50)을 통해 웹 문서를 요청하고, 기사 내용의 URL에 해당

하는 정보원 웹사이트(10)로부터 요청한 기사 내용을 수신한다(S220). 프레임 구성 모듈(216)은 인터넷(50)을 통해 

수신한 기사 내용을 저장에 필요한 저장 포맷(format)에 맞도록 프레임 단위로 구성하여 프레임 축적 모듈(215)에 전

달한다. 프레임 축적 모듈(215)은 수신한 기사 내용의 원문 데이터를 특정 크기의 프레임, 바람직하게는 2 메가바이

트(Megabyte)크기의 블록 단위로 축적하여(S240), 기사 내용 중에서 불필요한 광고 또는 시간이 지나버린 오래된 내

용 또는 HTML 초기에 작성된 필요 없는 내용 등을 제외시켜 원문 DB(302)에 저장한다(S250). 일반적으로 문서를 

검색할 때 검색 속도를 가장 저하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는 하드디스크 등의 정보기록매체에서의 파일 입출력(FILE I/

O)때문이므로,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검색 속도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실제 기사 내용을 블록 단위로 저장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즉, 문서 획득 모듈(210)은 정보원 웹사이트(10)로부터 획 득한 웹 문서를 파일 단위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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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고 문서 작성 시간 순서에 맞게 블록 단위로 저장함으로써, 날짜순으로 검색

할 경우 독립된 파일들의 경우보다 하나의 블록에서 검색조건에 맞는 문서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 파일 입출력(FIL

E I/O)부하를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사가 같은 내용을 거의 같은 날에 다루는 기사의 특성을 이용하므

로, 한번의 파일 입출력(FILE I/O)으로 문서의 검색을 보다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200X년 X월

X일에 A라는 팀과 야구시합을 하였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고, '홍길동'이라는 하나의 질의어를 검색 대상으로 선택하

였다고 가정하자. 대부분의 언론 매체는 상기 내용을 기사로 사용할 것이고 이 내용이 어느 특정 블록에 같은 파일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때, 검색어 '홍길동'의 결과물이 10,000개일 경우, 독립적으로 파일을 유지하면 10,000

에 걸친 파일 입출력(FILE I/O)을 수행해야 하지만, 블록으로 유지할 경우는 최소 블록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최대로 

파일 입출력(FILE I/O)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의 메시지 흐름 제어는, 문서 추출 모듈(220)이 32개의 쓰레드가 대기 중에 메시지가 입력되면 처리하기 때문에,

문서 획득 모듈(210)로 하여금 32개 이상의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일단 대기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며, 일정시간동

안 문서 추출 모듈(220)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내용의 'ACK'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다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한다.

도 9는 도 3의 획득된 문서로부터 문서를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인데,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Ini 매니

저(221)는 필요한 정보를 문서 획득 모듈(210)로부터 획득한 후 전역 변수를 초기화한다(S300). 메시지 버퍼 매니저

(222)는 문서 획득 모듈(210)로부터 원하는 기사 내용이 포함된 문서 획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수신하고(S310)

, 수신된 메시지를 리스브 핸들 버퍼(Receive handle buffer)(223)에 저장한다(S320). 수신된 메시지에 의해, 쓰레드

매니저(224)는 메시지 수신 쓰레드를 생성하고 생성된 쓰레드를 실행한다(S330). 즉, 문서 획득 모듈(210)로부터 보

내지는 메시지는 128개 또는 64개의 쓰레드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모듈에서 수신하는 데

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병목현상을 보안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수신하는 문서 추출 모듈(220)도 32개의 이상의 

쓰레드를 생성하여 이를 처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생성된 각각의 메시지 수신 쓰레드는 리시브 팬들 버퍼(223)에 저

장된 메시지를 호출하여 메시지 큐 매니저(225)에 전달하고, 메시지 큐 매니저(225)는 수신 메시지를 메시지 큐(225

-1)에 추가한다(S340). 즉, 문서 획득 모듈(210)로부터 수신한 메시지가 128개 또는 64개의 쓰레드에 의해서 전송되

므로, 전체 메시지를 하나의 모듈에서 수신하여 처리하기 위해 메시지 큐가 필요하다. 메시지 큐 매니저(225)는 수신 

메시지를 다큐멘트 버퍼(227)에 저장한다(S350). 메시지 큐 매니저(222)는 메시지 큐(225-1)에 32개 이상의 메시지

가 저장되었는지를 체크하여(S360), 32개 이상의 메시지가 저장되었으면 파일 생성 모듈(227)은 메시지 큐의 카운트

를 판독한다(S370). 만일, 메시지 큐에 저장된 개수 체크 단계(S360)에서 32개 미만의 메시지가 메시지 큐에 저장되

었으면, 메시지 큐는 32개의 개수가 저장될 때까지 메시지를 저장한다. 파일 생성 모듈(227)은 판독된 버 퍼의 카운

트를 기초로 하여 32개의 다큐멘트 아이디 파일 'DocumentID.doc'을 생성한다(S380). 파일 생성 모듈(227)은 생성

된 다큐멘트 아이디 파일을 원문 DB(302)에 저장한다(S390).

도 10은 추출된 문서로부터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인데,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큐

멘트 아이디 수신 모듈(231)은 문서 추출 모듈(220)로부터 시작 다큐멘트 아이디(StartDocId)와 끝 다큐멘트 아이디

(EndDocId)를 수신하여 내부 버퍼에 저장한다(S500).

필터 모듈(233)은 내부 버퍼를 감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필터링을 수행할 문서가 수신되면, 내부 버퍼에 저장된 시작 

다큐멘트 아이디부터 끝 다큐멘트 아이디까지의 문서 중 원하는 기사 내용에 해당하는 웹 문서의 HTML 태그를 제거

하여 실제 기사 부분만을 추출한다(S510). 즉, 웹 문서는 매우 다양한 포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형

태의 웹 문서에서 기사 내용만을 보다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해 웹 문서에서 특정 형태의 포맷을 찾는다. 기사의 시작

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의 태그(HTML)를 찾고 해당 태그의 끝 태그(/HTML)를 찾아서, 찾아진 내용을 하나의 기사 덩

어리로 간주한다. 이러한 형태의 내용은 하나의 웹 문서에서도 여러 번 나타날 것이므로, 우선 이러한 기사 덩어리들

을 찾아낸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필터 모듈(233)은 16개 또는 32개의 필터를 이용하여 필터링을 수행할 때의 병

목을 막지만, 32개 이상의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기사 정보 추출 모듈(234)은 필터 모듈(233)에 의해 찾아진 기사 덩어리의 HTML 문서에서 태그와 태그 사이의 스트

링의 길이가 한글은 최소 50자, 영문은 최 소 100자로 표현된 내용이 존재하는 기사 덩어리를 추출한다. 추출된 기사 

덩어리들에서 태그(tag)를 제거하고 중복 스페이스(space) 및 특수 문자(special char)를 제거하며, 불필요한 배너(B

anner)등의 광고 내용이나 하이퍼링크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거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보가 없는 곳까지 제거한 

후 실제로 필요한 부분의 기사 내용만을 추출하여(S520) 기사의 원문을 만든다.

형태소 분석 실행 모듈(235)은 기사 정보 추출 모듈(234)에서 추출된 문서를 이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다(S53

0). 이때, 발생하는 오류 형태소인 문자들을 제거하는 함수를 새로이 생성한다. 형태소 분석 결과에 따라, 필터 모듈(2

33)은 관련도(TF)에 의한 형태소 분석 결과가 저장된 관련도 파일(TF 파일) 및 형태소 분석 결과에 따른 요약 파일(S

UM 파일)을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300)에 저장한다(S540). 문서 요약 모듈(236)은 형태소 분석 결과를 기초로 문

서 내용을 요약하고, 문서 분류 모듈(237)은 요약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각 카테고리 별로 문서를 분류한다. 유사 문

서 판정 모듈(238)은 유사 문서에 대한 내용을 앞 200자 정도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유무를 판단하여 각 해당되는 내

용을 테이블(Table)로 저장하여 검색 엔진에 의해 수행되는 검색 결과 화면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필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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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저(239)는 16개 또는 32개의 필터 모듈(233)을 이용해 필터링의 병목현상을 막고, 다큐멘트 아이디를 감시하는 상

태에서 필터 모듈(233)이 실행되면 관련도 파일 과 요약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도 11은 형태소 분석이 완료된 내용으로 역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인데,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 색인 모듈(241)은 원문 번호 추가 메시지 를 형태소 분석 모듈(230)로부터 수신하여 색인을 한다(S700). 이때에는 

여러 개의 쓰레드를 생성할 수 없으므로 내부 버퍼 및 쓰레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텀 생성 모듈(242)은 색인 모듈(241)로부터 색인 결과를 수신하여, 10,000,000개의 색인어를 처리 가능하도록 미리 

정의하여 이미지 데이터 포맷, 위치, 시간 정보를 포함한 텀 파일 'TERM.dat'을 생성한다(S710). 또한, 포스트 생성 

모듈(243)은 색인 모듈(241)로부터 색인 결과를 수신한 후 색인어를 이용하여 역파일인 포스트 파일 'POST.dat을 생

성하는데(S711), 이때에도 블록 단위의 파일 입출력(File I/O)을 실행한다. 이때 생성된 역파일은 임시 파일이고 추후

소트 모듈(250)에 의해 소팅 되면 최적화된다. 즉, 하나의 블록은 127개의 레코드(Record)를 포함하며, 하나의 레코

드는 다큐멘트 아이디(Document ID, 문서 식별자) 4바이트(Bytes), 관련도(TF) 1바이트, 위치(LOC : Location) 3바

이트, 날짜(Date) 4바이트를 포함해 총 12 바이트로 구성된다. 128번째 옵셋(Offset)에는 다음 블록을 지정하는 차기

포인터(Next Pointer)로 사용되며, 전체 블록의 크기는 1528 바이트(127 * 12 + 4)이다.

실시간 데이터 생성 모듈(244)은 생성된 텀 파일 및 포스트 파일 문서를 이용해서 최근 기사 목록 10,000개의 리스트

를 확보하여 유저에게 실시간으로 머릿글(Headline)정보를 제공한다(S720). 이때, 실시간 데이터 생성 모듈(244)은 

타이틀과 URL과 요약문을 저장하여 실시간 파일 'REALTIME.dat'을 생성하고, 생성된 실시간 파일을 이용하여 실시

간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한다. 역파일 분산 모듈(245)은, 역파일을 하나의 구조로 가지고 가면 추후 검색 엔진(260)

에 의한 검 색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역파일을 검색에 용이하게 4개로 구분하여 분산한다. 

이렇게 되면, 텀 파일 'TERM.dat'이 4개로 분산되고, 각각의 텀 파일에 대한 역파일이 날짜, 기간, 랭크에 따른 3개의

역파일로 재생성 되므로, 검색 시 총 12개의 역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되어 검색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타이틀 분석 

역파일 생성 모듈(246)은 생성된 텀 파일 및 포스트 파일 문서를 이용해서 기사 내용과 관련된 제목 내 검색의 조건식

을 포함시켜 역파일을 생성한다. 이때의 역파일 생성 과정은 기사 내용을 이용한 역파일 생성과 동일하며, 이하에서는

그 생성 과정은 생략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역파일은 모든 문서에서 색인된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파일로서, 색인어, IDF, 역파일 위치를 하나

의 레코드로 하여 저장하고 있는 텀 파일 'TERM.dat'과, 색인어마다 각 문서의 정보를 연결한 파일로 구성된 포스트 

파일 'POST.dat'과, 각 기사에 대한 중요 정보를 리스트로 가지고 있는 다큐멘트 파일(docs.dat)이 있다. 이때, 다큐

멘트 파일은 실시간 데이터 생성을 위한 실시간 파일 자료 구조를 말하며, 추후 검색 엔진(260)에 의한 검색에서 파일

입출력(FILE I/O)을 최소화한다.

도 12는 생성된 역파일을 이용해 소팅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인데,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팅 준

비 모듈(251)은 생성된 텀 파일 'TERM.dat'과 포스트 파일 'POST.dat'을 호출하여 소팅(sorting, 배열)을 준비한다(S

900). 소팅이 시작되면, 날짜 소팅 모듈(252)은 포스트 파일 'POST.dat'에 저장되어 있는 날짜 정보를 이용하여 날짜

순으로 소팅된 역파일을 생성한다(S910). 이때, 역파일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텀 파일 'TERM.dat'과 역파일인

포스트 파일 'POST.dat'을 재구성한다. 이어서, 관련도(TF)소팅 모듈(253)은 포스트 파일 'POST.dat'에 저장되어 있

는 관련도(TF)정보를 이용하여 관련도(TF)순으로 소팅된 역파일을 생성한다(S920). 이때에도, 역파일 크기를 최소

화하는 형태로 텀 파일(Terms.dat)과 역파일일 포스트 파일 'POST.dat'을 재구성한다.

이어서, 자동 랭크 소팅 모듈(254)은 포스트 파일 'POST.dat'에 저장된 시간(Date), 중요도(Importance)정보 등과, 

각 요약 파일(.sum)에 존재하는 디렉토리 코드를 이용하여 랭킹 순으로 소팅된 역파일을 생성한다(S930). 즉, 자동 

랭킹 소팅 모듈(254)은 사전 설정된 정보원 웹사이트 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기사의 중요도를 계산한다. 정보원 웹사

이트 별 가중치를 사전 설정을 위해 통신사, 예를 들어 연합 통신, 로이터 등은 별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타 웹사

이트의 경우 기사 또는 문서의 내용상에서 많이 언급되거나 참조된 사이트가 우수한 사이트 또는 참조할 정보가 많은

사이트로 판단하여 가중치를 부여한다. 자동 랭킹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자동 랭킹 소팅 모듈(254)은 문서 획득 모

듈(210)로부터 획득된 기사 또는 문서 중에서 특정 시간 범위 내의 기사 또는 문서를 시간 단위로 잘라낸 후, 특정 범

위 내에 있는 기사 또는 문서는 그 기사 또는 문서의 작성 시간을 무시한다. 다음으로, 시간 단위로 잘라낸 기사 또는 

문서가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나왔는지를 체크하여 메인 페이지에 기사 또는 문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로 분류한

다. 이어서, 정보원 DB(301)에 사전에 주요 매체 사이트에 대하여 구분되어 저장되어 있는 정보원의 상세 정보로부터

기사 또는 문서가 획득되어 온 정보원 웹사이트의 중요도에 따라 각각을 분류한다. 결과적으로, 특정 범위 내에 있는 

기사 또는 문서를 4가지로 분류하여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렇게 획득된 기사 또는 문서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

법은 다음과 같다.

현재 당일의 정보는 유저에게 매우 필요한 정보이므로, 상기한 시간 정보(P(D))는 기사 또는 문서의 작성시간이 최신

기사 또는 문서일수록 높은 가중치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동 랭크 소팅 모듈(254)은 시간 정보(P(D))를 금

일, 하루 전 - 1주일, 1주일 - 31일 등으로 구분하여 'P(D) = (현재시간 - 기사 또는 문서 생성시간) / 100'으로 계산

함으로써 가장 최근 시간의 기사 또는 문서에 제일 높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중요도 정보((P(I))는 문서 획득 모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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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에 의해 획득된 문서에 대해 부여되는 랭크(rank), 기사의 중요도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부여되는 등급(grade), 기

사 출처의 위치에 따라 부여되는 위치(position)항목이 있다. 위치 항목에 있어서는 모든 문서가 각 정보원 웹사이트(

10)홈페이지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정보의 중요성이 결정될 수 있다. 신문사 또는 기타 웹사이트의 메

인 페이지(main page)에 있는 기사 중에서 상위 몇 개의 기사, 바람직하게는 상위 3개의 기사는 우선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하는 문서는 다른 문서보다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어서, 각 섹션의 최우선(section top)

기사는 그 다음의 중요한 정보로 간주하고, 섹션 내에 포함되는 섹션 리스트(section list)의 기사를 그 다음의 중요한

정보로 간주한다. 따라서, 각 신문사 또는 각 사이트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섹션별 최우선, 섹션

내의 섹션 리스트 등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다. 이때에는 문서의 출처 스코어(1 - 20)를 메인 페이지, 섹션별 

최우선 및 섹션 리스트를 조합하여 'P(I) = position(top, section, normal) * score / 특정 단위' 로 P(I)를 결정한다. 

기간 정보(P(F))는, 기사 또는 문서 내 빈도가 랭킹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갖거나 문서의 타이틀에 나타난 텀이 가중

치를 더하여 주므로, 이러한 기간 정보(P(F))를 이용하여 자동 랭킹 순서를 계산한다. 즉, 전체 문서 내 텀(Term)의 

전체 주기를 이용하여 해당 값을 MAX_TERM_FREQUENCY로 하고, IDF를 적용하여 문서크기를 표준화한 후 'P(F)

= term frequency / MAX_TERM_FREQUNECY'로 계산한다. 유사 문서 수(P(S))정보는, 문서중 유사문서가 가장 

많은 것만큼 중요한 정보였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문서 클러스터링(clustering)에 의한 유사도를 계산하거

나, 특정 유사 문서 판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 문서마다 유사성을 이용하고, 유사문서 판정 후 가장 많은 문서수를

갖고 있는 MAX_SIM_DOC을 이용하여 'P(S) = sim count / MAX_SIM_DOC'로 계산한다. 상기한 P(D),P(I),P(F),P(S

)의 범위는 0 ≤P(D),P(I),P(F),P(S) ≤1 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계산된 네 가지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랭크 소팅 모

듈(254)은 최종적인 자동 랭킹의 순서를 RANK = (P(D) * a + P(I) * b + P(F) * c + P(S) *d) / 4(단, a, b, c, d는 

임의 상수)로 계산하여 각 문서의 순서를 정한다. 이때, 각 랭킹 내용마다 시간순으로 20 %, 중요도순으로 80%의 가

중치를 부여하고, 중요도순에서는 랭크(rank)에 25%, 등급(grade)에 50%, 위치(position)에 25%의 가중치를 부여함

으로써 보다 개선된 랭킹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가중치의 비율은 조정이 가능하며, 본 발명이 실시 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역파일 분리 모듈(255)은 가장 자주 쓰이는 하이라이트의 역파일을 따로 DB(도시하지 않음)에 저장하여 보유하고, 

검색 엔진(260)으로부터 하이라이트 검색 요청 시에 저장된 역파일을 제공한다. 이처럼 역파일을 분리하면 검색 속도

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역파일이 생성된 후, 날짜 소팅 모듈(252)은 날짜별로 소팅 하여 새롭게 

생성된 역파일을 날짜별 DB(307)에 저장하고, 관련도 소팅 모듈(253)은 관련도별로 소팅 하여 새롭게 생성된 역파일

을 관련도별 DB(308)에 저장하며, 자동 랭크 소팅 모듈(254)은 랭킹 순서로 소팅 하여 새롭게 생성된 역파일을 랭크

별 DB(309)에 저장한다(S940).

도 13은 유저의 질의어 및 검색 조건 입력에 따른 검색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인데,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유

저가 검색어 조건을 입력하면(S1100), 유저 인터페이스(110)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를 검색 엔진(260)과 송수신한다.

이때, 메시지에는 웹 화면과 검색엔진과의 카테고리별 검색을 위한 메시지 포맷, 정보원(호스트)별 검색을 위한 메시

지 포맷, 검색 날짜 제한을 위한 메시지 포맷, 정렬(역파일종류: 날짜, TF, 랭크)의 종류, 유사문서보기, 시소러스 확장

유무, 출처(전체, 국내, 국외)별 보기 유무 등을 위한 메시지 포맷, 질의어에 대한 메시지 포맷, 검색시 분류되는 4가지

항목의 값 설정 메시지 포맷, 검색 메시지 중 헤더 포맷 등의 포맷을 포함하며, 모든 메시지는 헤더(HEADER)가 존재

하고 실제 쿼리(QUERY)내용이 존재한다.

검색 엔진(260)의 서버 소켓(261)은 유저에 의해 입력된 검색어와 검색조건을 유저 인터페이스(110)로부터 수신하

여(S1110) 내부버퍼(261-1)에 저장하고, 검 색어의 내용을 분석(Query Parsing)한다. 검색 모듈(262)은 수신한 해

당 검색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검색을 실행한다(S1120).

예를 들어, 쿼리 파서(Query Parser, 262-1)는 유저가 입력한 질의어에 포함된 특수 기호(예 : ^)를 제외한 모든 문

자는 모두 질의어라고 간주하여 검색을 한다. 그러나, '|'(or를 나타내는 기호) 나 '+' 는 제거하고 'amp;quot가 없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단어라고 판단하고, 모두 붙여서 시소러스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띄어쓰기가 

된 모든 문자는 OR 연산으로 진행한다. 시소러스(Thesaurus)모듈(262-2)은 쿼리 파서(262-1)에 의해 내용 분석이 

완료된 후 조건식에 의해서 시소러스 확장 유무를 판단한다. 즉, 입력 질의가 띄어쓰기만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전체를

하나의 문자로 판단하여 시소러스 DB(310)에 저장된 시소러스 데이터를 호출하여 시소러스 확장을 시도하여 보고, 

실제 검색은 각각의 질의를 AND 연산으로 처리하여 검색을 한다. 입력에 AND 연산 기호인 '^'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소러스 모듈(262-2)은 우선어, 비우선어로 확장하여 자신을 포함한 4개로 확장한다. 여기서, 시소러스(thesaurus, 

관련어집)란 용어의 사용법과 용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휘 도구를 말한다. 용어의 관계성은 일

반적으로 상위 개념(BT: broader term), 하위 개념(NT: Narrower Term), 용례 혹은 동의어(UF: Use For Or Syno

nymous), 관계어(RT: Related Term), 대체어(USE) 등으로 분류되는데, 시소러스는 이러한 관계성을 이용, 탐색시 

질의에 포함된 용어의 의미를 확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파일 로드 모듈(262-3)은 검색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정보를 미리 로드(Load)하여 준비한다. 텀 파일(Terms.dat)은 각 역파일마 다 존재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Highligh

t), 이슈(issue), 리서치(research), 통계(statistic)에 해당하는 텀 파일(terms.dat)을 로드한다. 또한, 포스트 파일(Po

st.dat)도 4가지에 대해서 로드하고 그 외로 각 소팅별로 로드하는데, 이때 포스트 파일은 개방(open)하며 메모리로 

로드하지는 않는다. 또한, 타이틀에 관련된 검색에서 필요한 텀 파일(Terms.dat)과 포스트 파일(Post.dat)을 로드하

여 검색한다. Boolean 검색 모듈(262-4)은 예를 들어, 질의 내용 안에 '^'이 존재하면 And연산을 시도하고 그렇지 



공개특허 10-2004-0017008

- 11 -

않은 경우는 하나의 질의어라 판단하여 시소러스 확장한다. 이때, Boolean 검색은 AND 연산을 위한 기호 '^'을 이용

하여서만 시도한다. 또한, 질의어에서 자동 확장된 시소러스는 모두 or 연산을 시도하고 And 연산이 존재하면 And 

연산을 시도한다. 쓰레드 매니저 모듈(262-5)은 여러 유저 컴퓨터(20)가 동시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멀티쓰

레드(Multi thread)로 진행한다. 유사 문서 검색 모듈(262-6)은 문서 내용의 유사도를 판단하여 유저 컴퓨터(20)의 

화면에 유사문서에 관한 내용을 표시한다. 이때, 각 문서는 유사 테이블(Table)을 갖고 있어야 한다. 조건부 검색 모

듈(262-7)은 소팅순, 지역순, 시소러스 확장 유무, 조건부 검색, 기타 등등의 조건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내용으로 검

색을 시도한다. 검색 질의어 자동 확장 모듈(262-8)은 입력된 질의어를 기초로 다국어 DB(311)에 저장된 데이터를 

호출하고, 호출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다국어 확장 검색을 수행한다.

검색 질의어 자동 확장 모듈(262-8)은 단순 확장과 시소러스 확장을 수행하는데, 단순 확장은 검색 질의어가 들어오

면 우선 각 해당 미리 다국어 DB(311)에 설정되어 있는 형태의 언어로 확장한다. 예를 들어, 유저가 '인터넷'을 검색

할 경 우, 검색 질의어 자동 확장 모듈(262-8)은 자동으로 'internet'을 확장하여 or 연산으로 처리함으로써 검색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검색 질의어 자동 확장 모듈(262-8)은 각국의 언어별로 '인터넷'의 대용어를 이용하여 처

리하므로, 각 나라별 언어로 자동 확장이 용이하다. 시소러스 확장은, 검색 질의어가 입력되면 해당 질의어의 시소러

스를 시소러스 DB(310)로부터 확인하여 비우선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동으로 확장하여 검색한다. 예를 들어, '인터

넷'을 검색할 경우, '월드와이드웹'으로 확장하여 검색할 수 있고 유저에게 관련어들을 표시하여 준다. 이로 인해, 유

저는 '엑스트라넷', '이메일', '인트라넷', '전자상거래', '하이퍼텍스트', 'Arpanet' 등을 검색의 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

다.

이렇게 검색이 완료되면, 검색 모듈(262)은 검색 결과를 검색 결과 DB(312)에 저장한다(S1130). 서버 소켓(261)은 

검색조건에 의해서 검색된 결과를 웹서버(100)에 전달한다(S1140). 웹서버(100)의 검색 엔진 연동 모듈(120)은 수

신한 검색 결과를 인터페이싱(interfacing)하여 유저 인터페이스 모듈(110)에 전달하고, 유저 인터페이스 모듈(110)

은 질의어 또는 질의 항목에 따른 검색 결과를 유저 컴퓨터(20)에 표시한다(S1150).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 예는 하나의 실시 예에 지나지 않으며, 전술한 내용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모듈과 데이터베이스와 자료 구조 등에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 예는 기사 내용과 관련된 웹 문서에 대해서

기재하였지만, 일반적인 웹 문서에 대한 검 색도 가능함은 물론이며, 본 발명이 실시 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의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은 웹 상에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찾고

자 하는 유저를 대상으로 하여 전자사전, 시소러스, 분류체계, 검색대상 사이트 등 지식베이스를 최종사용의 관심분야

에 최적화하여 구축함으로써, 유저가 요구하는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검색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검색어와 색인어의 불일치로 검색결과가 누락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시사/ IT 등 전문분야별 시소

러스 구축 및 검색을 활용하여 동의어까지 파악하는 정보 분석 및 자국어 이외의 다국어로 된 정보를 검색해주는 언

어 자동확장 검색기능으로 보다 풍부한 검색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검색어 빈도를 계산하는 벡터모델을 기초로 시간에 따른 정보의 가치체감, 정보출처의 신뢰도, 키워드와 정보

출처의 전문성을 종합계산 하고, 정보출처의 홈페이지 내용을 분석하여 출처 저작권자의 편집의도를 검색결과에 포

함시켜 랭킹을 재 구축함으로써 유저에게 독자적인 랭킹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현재 시간의 기사와 시간이 경과한 기사의 가치 체감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부여, 검색어를 형태소 분석하여 관

련 사이트로 분류된 사이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출처에 대한 가중치 부여, 정보출처를 단계별로 분류 및 키워드

와 무관하게 가중치 부여 등의 조건을 종합 점수화하여 검색결과 생성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시간순, 인기도순, 관련

도 순 등으로 재정렬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뉴스, 정부기관, 기업, 개인홈페이지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 후 양질의 정보생산 주체에 한해 정보 수집, 색인,

검색함으로써, 정보원 사이트를 선별하여 선별된 사이트 내 웹 문서 중 필요 내용만을 추출하고, 검색 결과를 축소하

며 양질의 검색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웹페이지 사전분류를 통한 우선 분류와 전문(full-text)에 대한 자동분류를 혼용한 자동분류를 통해, 웹사이트 

분류가 아닌 전문에 대한 자동분류를 통한 디렉토리 서비스를 유저에게 제공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베이스와 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여 유지함으로써, 데드링크를 최소화하고 

최신정보를 확보하여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웹 검색시스템의 장점과 실시간 정보브리핑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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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혼용함으로써 관심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정보 자동추적 기술을 제공한다.

또한, 검색된 문서 중 중복문서 판정 시에, 문서 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덱스 트리의 형식을 가진 문서를 

디지털 코드화하거나, 고유의 프래그(flag)를 부여한 뒤 중복문서를 정밀 분석하거나, 최단시간 내에 최소의 경비로 

중복문서 판정하며, 중복문서 판정에 따른 유사문서 유사도 계산으로 중복문서 및 유사문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유저에게 제공한다.

또한, 웹페이지 분류체계 내 정보원 한정 검색, 지역별 정보원 한정검색, 자연어 검색, 제목 내에서만 검색이나 결과 

내에서 키워드 검색하는 검색 결과 내 재검색 등을 수행함으로써, 유저에게 다양한 검색 부가 기능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를 통해 유저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하나 이상의 질의어에 대해 검색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상기 유저 단말기

에 제공하는 정보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문서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하나 이상의 정보원으로부터 획득하여 저장하는 정보 획득 및 저장

수단;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질의어에 대응하는 정보를 상기 획득되어 저장된 하나 이상의 문서로부터 검색하여 그 결과를 상기

유저 단말기에 제공하는 정보 제공 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정보 획득 및 저장 수단은 상기 획득된 문서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블록 단위로 저장하고, 상기 블록 단위로 저장

된 문서를 색인하여 제1 파일을 생성하며, 상기 문서가 작성된 날짜, 질의어간의 관련도 및 자동 랭킹 순서 중에서 적

어도 하나 이상에 의해 상기 제1 파일을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획득 및 저장 수단은

추출된 상기 질의어가 포함된 원문 정보, 새롭게 생성된 상기 제1 파일 정보, 배열 결과 정보 및 상기 질의어에 대한 

의미 확장을 위한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획득 및 저장 수단은

상기 정보 획득 수단으로부터 획득된 문서를 수신하여 상기 블록 단위로 상기 문서의 내용을 판독하여 추출한 후 상

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문서 추출 모듈;

상기 문서 추출 모듈로부터 추출된 내용을 수신하여 상기 질의어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골라 형태소 분석하여 색인하

고, 관련도(Term Frequency)에 의한 형태소 분석 결과가 저장된 제2 파일 및 형태소 분석 결과에 따른 제3 파일을 

생성하는 형태소 분석 모듈;

상기 형태소 분석 모듈로부터 생성된 상기 제2, 제3 파일을 수신하여, 상기 제2, 제3 파일을 기초로 상기 제1 파일을 

생성하는 역파일 생성 모듈;

상기 역파일 생성 모듈에서 생성된 상기 제1 파일을 수신하여, 상기 제1 파일과 상기 질의어의 빈도(TERM)를 기초로

하여 하나 이상의 배열 순서로 소팅하는 소트 모듈

을 포함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제공 수단은

상기 유저 단말기로부터 상기 질의어를 수신하여 상기 질의어에 해당하는 검색 조건을 입력받아 저장하는 통신 인터

페이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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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질의어를 수신하여 상기 질의어에 해당하는 문서 검색을 실행하는 검색 모듈

을 포함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모듈은

상기 유저 단말기로부터 상기 질의어 검색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여 파싱하는 쿼리 파서 모듈;

상기 파싱된 결과에 따라, 조건식에 의해서 시소러스 확장 유무를 판단하는 시소러스 모듈;

상기 유저 단말기의 화면에 상기 질의어에 대한 검색과 검색 결과를 나타내는 표시 정보를 미리 로드하여 준비하는 

파일 로드 모듈;

상기 유저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상기 질의어에 포함된 연산자에 따라 검색을 수행하는 불린 검색 모듈;

상기 유저 단말기로부터 상기 질의어가 입력되면, 동시에 검색이 가능하도록 멀티쓰레드를 수행하는 쓰레드 매니저 

모듈;

상기 질의어에 부합하는 유사 문서를 검색하여 검색된 문서의 내용의 유사도를 상기 유저 단말기에 표시하는 유사문

서 검색 모듈;

검색 조건을 분석하여 상기 검색 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검색하는 조건부 검색 모듈; 및

상기 유저에 의해 입력된 상기 질의어를 사전 설정된 다국어 언어로 확장하는 검색 질의어 확장 모듈

을 포함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획득 및 저장 수단 모듈은

상기 정보원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정보원에 정보를 요청할 때 각 정보원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정보원을 

배정하는 정보원 관리 모듈;

상기 정보원으로부터 획득한 문서를 분석하여 상기 문서 내의 실제 질의어가 포함된 내용까지 동시에 획득하는 정보 

처리 모듈;

상기 정보원의 유알엘로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문서를 요청하고, 그 결과로 수신된 문서를 기초로 하여 실제 질의어

가 포함된 문서를 획득하도록 요청하는 정보 요청 모듈;

상기 문서를 상기 정보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실제 획득할 질의어가 포함된 문서의 제1 정보만을 추출하는 기사 정보 

추출 모듈;

상기 제1 정보를 상기 기사 정보 추출 모듈로부터 전달받아 상기 질의어가 포함된 문서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 결

과에 의해 전달받은 상기 질의어가 포함된 문서의 내용을 제1 크기로 블록화 하는 프레임 축적 모듈;

상기 프레임 축적 모듈로부터 상기 질의어가 포함된 문서의 요청을 수신해 실제 질의어가 포함된 문서의 유알엘로부

터 내용을 획득하여 프레임으로 구성하는 프레임 구성 모듈

을 포함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 추출 모듈은

상기 문서 획득 모듈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메시지 버퍼 매니저;

상기 메시지 버퍼 매니저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저장하는 제1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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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문서 획득 모듈로부터 수신된 다수의 쓰레드에 대응하여 새로운 쓰레드를 생성하는 쓰레드 매니저;

상기 문서 획득 모듈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메시지 큐;

상기 메시지 큐에 저장된 메시지의 카운트를 판독하여 헤더 정보와 원문 웹 문서를 포함하는 각각의 파일로 구분하여

생성하는 파일 생성 모듈;

상기 파일 생성 모듈에 의해 생성된 문서 파일인 제4 파일을 저장하는 제2 버퍼; 및

상기 문서 획득 모듈로부터 전달되는 메시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읽고 쓰며, 작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변수값을 로

그 파일로 보존하여 오류 발생 시 재 작동을 위한 인자로 받아들여 처리하는 프로그램 파일 매니저

를 포함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형태소 분석 모듈은

상기 문서 추출 모듈로부터 수신한 문서 식별자를 전역변수에 저장하고, 저장된 상기 문서 식별자를 호출하여 상기 

제4 파일에 저장하는 문서 식별자 수신 모듈;

상기 문서 식별자의 시작 식별자와 끝 식별자를 저장하는 제3 버퍼;

상기 문서 식별자 수신 모듈로부터 상기 제4 파일을 수신하여 웹 문서 태그를 제거하고 실제 질의어가 포함된 내용만

을 추출하는 필터 모듈;

상기 필터 모듈로부터 상기 웹 문서의 태그가 제거된 웹 문서를 수신하여 모든 태그를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의 내용

만을 추출하는 기사 정보 추출 모듈;

상기 기사 정보 추출 모듈로부터 수신한 추출된 내용을 이용해 형태소 분석하는 형태소 분석 실행 모듈;

상기 형태소 분석 실행 모듈에 의해 분석된 내용을 요약하는 문서 요약 모듈;

상기 형태소 분석 실행 모듈에 의해 분석된 내용을 분류하는 문서 분류 모듈;

상기 형태소 분석 실행 모듈에 의해 분석된 내용을 근거로 유사도를 계산해 유사 문서인지의 유무를 판정하는 유사문

서 판정 모듈; 및

다수의 상기 필터 모듈을 이용해 필터링의 병목현상을 막고, 상기 문서 식별자를 체크하는 상태에서 상기 필터 모듈

이 실행되면 상기 제2, 제3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필터 매니저

를 포함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역파일 생성 모듈은

상기 제2, 제3 파일 추가할 원문 번호를 상기 형태소 분석 모듈로부터 메시지로 수신하여 색인 하는 색인 모듈;

상기 색인 모듈로부터 색인 결과를 수신하여 이미지 데이터 포맷, 위치, 시간 정보를 포함한 제5 파일을 생성하는 텀 

생성 모듈;

상기 색인 모듈로부터 색인 결과를 수신한 후 색인어를 이용해 블록 단위의 파일 입출력을 실행하여 제6 파일을 생성

하는 포스트 생성 모듈;

생성된 상기 제5, 제6 파일을 이용해서 상기 질의어가 포함된 최근의 문서 내용 목록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머릿글 정

보를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생성 모듈;

상기 제5 파일에 대한 역파일을 분산하여 재 생성하는 역파일 분산 모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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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상기 제5, 제6 파일을 이용해서 상기 질의어가 포함된 문서와 관련된 제목 내 검색의 조건식을 포함시켜 역파

일을 생성하는 타이틀 분석 역파일 생성 모듈

을 포함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10.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소트 모듈은

상기 역파일 생성 모듈에서 생성된 상기 제5, 제6 파일을 저장하고, 상기 제5, 제6 파일을 이용해 소팅을 준비하는 소

팅 준비 모듈;

상기 제6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날짜 순서로 배열된 제7 파일을 생성하는 날짜 소팅 모듈;

상기 제6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관련도 순서로 배열된 제8 파일을 생성하는 관련도 소팅 모듈;

상기 제6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날짜와 관련도 및 상기 제3 파일에 존재하는 디렉토리 코드를 이용해 자동 랭킹된 순

서로 배열된 제9 파일 생성하는 자동 랭크 소팅 모듈; 및

자주 사용되는 높은 인기도의 역파일을 따로 분리하는 역파일 분리 모듈

을 포함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11.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하나 이상의 상기 정보원으로부터 웹 문서를 획득하기 위해 상기 정보원의 상세 정보를 저장하는 정보원 데이터베이

스;

상기 문서 획득 모듈에 의해 획득된 문서 내용 및 상기 문서 추출 모듈에 의해 추출된 상기 질의어가 포함된 문서의 

원문 데이터를 저장하는 원문 데이터베이스;

상기 형태소 분석 모듈에 의해 생성된 상기 제2 파일을 저장하는 관련도 파일 데이터베이스;

상기 형태소 분석 모듈에 의해 생성된 상기 제3 파일을 저장하는 요약 파일 데이터베이스;

상기 역파일 생성 모듈에 의해 생성된 상기 제5 파일을 저장하는 빈도(Term) 데이테베이스;

상기 역파일 생성 모듈에 의해 생성된 상기 제6 파일을 저장하는 포스트 데이터베이스;

상기 소트 모듈에 의해 날짜순으로 배열되어 생성된 상기 제7 파일을 저장하 는 날짜별 데이터베이스;

상기 소트 모듈에 의해 기간순으로 배열되어 생성된 상기 제8 파일을 저장하는 관련도별 데이터베이스;

상기 소트 모듈에 의해 자동랭킹 순으로 배열되어 생성된 상기 제9 파일을 저장하는 랭킹별 데이터베이스;

상기 검색 엔진으로부터 질의어 및 검색 조건에 따른 시소러스 확장을 위해 질의 용어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시소러스 데이터베이스;

상기 유저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질의어를 기초로 확장된 다국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다국어 데이터베이스

를 포함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 랭크 소팅 모듈은

시간 순서 및 중요도 순서로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고, 상기 중요도 순서에 랭크, 등급, 위치별로 각각 가중치를 부여

하며, 상기 위치별로는 상기 정보원의 웹 사이트 메인 페이지, 섹션 탑, 섹션 리스트를 구분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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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13.
네트워크를 통해 유저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하나 이상의 질의어에 대해 검색을 수행하여 그 결과 정보를 상기 유저 

단말기에 제공하는 정보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하나 이상의 정보원으로부터, 상기 질의어가 포함된 문서를 획득하여 획득된 상기 문서

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블록 단위로 저장하는 단계;

상기 블록 단위로 저장된 문서를 색인하여 제1 파일을 생성하며, 상기 문서가 작성된 날짜, 질의어간의 관련도 및 자

동 랭킹 순서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에 의해 상기 제1 파일을 배열하는 단계; 및

상기 단계에서 배열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기 질의어에 해당하는 문서의 정보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상기 유저 단

말기에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단계가

실행 명령에 따라 상기 정보원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상기 정보저장 매체로부터 상기 정보원의 정보를 호출하여 정

보원 테이블을 구축하고 다수의 쓰레드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쓰레드가 상기 정보원의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정보원으로부터 상기 질의어가 포함된 문서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문서의 제1 정보를 획득하여, 상기 질의어가 포함된 내용을 획득하는 실행 모듈을 생성하는 단계;

생성된 상기 실행 모듈에 의해 상기 질의어가 포함된 내용을 상기 정보원으로부터 획득하여 저장에 필요한 포맷으로 

구성하는 단계; 및

구성된 내용을 수신하여 제1 크기의 블록 단위로 축적하여 상기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단계가

상기 문서 획득 단계에서 획득된 문서를 수신하여 블록 단위로 문서의 내용을 판독하여 추출하는 단계;

추출된 상기 문서의 내용 중에서 실제 기사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골라 형태소 분석하여 색인하고, 관련도(TF)에 의한

형태소 분석 결과가 저장된 관련도 파일 및 형태소 분석 결과에 따른 요약(SUM)파일을 생성하는 단계;

생성된 상기 관련도 파일 및 요약 파일을 기초로 하여 상기 역파일을 생성하는 단계;

생성된 상기 역파일과 빈도(TERM)를 기초로 하여 하나 이상의 배열 순서로 소팅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 내용 추출 단계가

전역 변수를 초기화하여 원하는 기사 내용이 포함된 문서 획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내부 버퍼에 저장

하는 단계;

수신된 메시지에 의해 다수의 메시지 수신 쓰레드를 생성하고 생성된 쓰레드 를 실행하는 단계;

상기 내부 버퍼에 저장된 메시지를 호출하여 메시지 큐에 저장한 후, 지정된 메시지 개수 이상의 메시지가 저장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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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큐의 카운트를 판독하여 판독된 버퍼의 카운트를 기초로 하여 지정된 상기 메시지 개수에 해당하는 문서 인식

자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

생성된 상기 문서 인식자 파일을 상기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생성 단계가

상기 문서 인식자 파일의 시작 문서 인식자와 끝 문서 인식자를 내부 버퍼에 저장한 후, 상기 내부 버퍼를 체크하는 

단계;

상기 내부 버퍼를 체크하고 있는 상태에서 필터링을 수행할 문서가 수신되면, 상기 내부 버퍼에 저장된 상기 시작 문

서 인식자부터 상기 끝 문서 인식자까지의 문서 중 원하는 기사 내용에 해당하는 문서의 태그를 제거하여 실제 기사 

부분만을 추출하는 단계;

추출된 실제 기사 부분의 문서에서 다수의 태그 사이의 기사 내용에 포함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한 후 추출하여 기

사의 원문을 만드는 단계;

추출된 기사 원문에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

형태소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도(TF)에 의한 상기 관련도 파일 및 상기 요약 파일을 생성하여 상기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단계;

형태소 분석 결과를 기초로 문서 내용을 요약하고, 요약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각 카테고리 별로 문서를 분류하는 단

계;

유사 문서에 대해 유사도를 계산해서 유사성 유무를 판단하여 판단 결과를 상기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역파일 생성 단계가

형태소 분석 결과에 따른 원문 번호 추가 메시지를 수신하여 분석된 문서 내용을 색인하는 단계;

색인 결과에 따라, 기 지정된 이미지 데이터 포맷, 위치, 시간 정보를 포함한 텀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

색인 결과에 따라, 색인어를 이용하여 임시 파일인 포스트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

생성된 상기 텀 파일 및 포스트 파일을 이용해 최근 기사 목록을 확보하여 실시간으로 머릿글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검색 시의 시간 절약을 위해, 상기 텀 파일을 분산하고, 각각의 텀 파일에 대한 역파일이 날짜, 기간, 자동 랭킹에 따른

역파일로 재생성 하는 단계;

생성된 상기 텀 파일 및 포스트 파일 문서를 이용해서 기사 내용과 관련된 제목 내 검색의 조건식을 포함시켜 역파일

을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소팅 단계가

생성된 상기 텀 파일 및 포스트 파일을 호출하여 배열을 위한 준비를 수행하는 단계;

상기 포스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날짜 정보를 이용하여 소팅하고 날짜순으로 소팅된 역파일을 생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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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포스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기간 정보를 이용하여 소팅하고 관련도(TF)순으로 소팅된 역파일을 생성하는 단

계;

상기 포스트 파일에 저장된 조건 정보와 상기 요약 파일에 존재하는 디렉토리 코드를 이용하여 소팅하고 랭킹 순으로

소팅된 역파일을 생성하는 단계;

날짜, 관련도, 자동 랭킹 순으로 새롭게 생성된 역파일을 상기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방법.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 랭크 소팅 모듈은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 랭킹은

시간 순서 및 중요도 순서로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고, 상기 중요도 순서에 랭크, 등급, 위치별로 각각 가중치를 부여

하며, 상기 위치별로는 상기 정보원의 웹 사이트 메인 페이지, 섹션 탑, 섹션 리스트를 구분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청구항 21.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수행 단계가

상기 유저 단말기로부터 검색 질의어 및 검색 조건을 수신하여, 검색 수행을 위한 다수의 메시지 포맷에 해당하는 메

시지를 정의하는 단계;

정의된 메시지를 수신하여 내부 버퍼에 저장하고, 검색어의 내용을 분석하는 단계;

분석 결과에 따라 하나 이상의 검색 조건에 따라 상기 질의어에 해당하는 검색을 실행하는 단계;

검색이 완료되면, 검색 결과를 상기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하고,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유저 단말기에 표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실행 단계가

상기 유저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질의어에 포함된 특수 기호를 제외한 모든 문자를 질의어로 간주하여 쿼리 파싱 검색

을 수행하는 단계;

쿼리 파싱에 의한 내용 분석이 완료되면 조건식에 의해서 시소러스 확장 유무를 판단하여 시소러스 검색하는 단계;

검색과 상기 유저 단말기의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정보를 미리 로드하여 준비하기 위해, 상기 텀 파일 및 포스트 파일

을 로드하여 파일 로드 검색하는 단계;

질의어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연산자를 파악하여 불린 검색하는 단계;

하나 이상의 유저 단말기가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동시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멀티쓰레딩을 수행하여 검색하

는 단계;

검색할 문서 내용의 유사도를 판단하여 유사문서를 검색하는 단계;

하나 이상의 검색 조건을 판단하여 조건부 검색하는 단계; 및

수신한 질의어를 기초로 하여, 검색 질의어를 하나 이상의 다국어로 자동 확장하여 검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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