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6F 13/0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12월04일

10-0653506

2006년11월27일

(21) 출원번호 10-2003-7009956 (65) 공개번호 10-2004-0035589

(22) 출원일자 2003년07월28일 (43) 공개일자 2004년04월29일

심사청구일자 2003년12월01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3년07월28일

(86) 국제출원번호 PCT/JP2002/000602 (87) 국제공개번호 WO 2002/061620

국제출원일자 2002년01월28일 국제공개일자 2002년08월08일

(30) 우선권주장 09/771,522 2001년01월29일 미국(US)

(73) 특허권자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아메리카 인코포레이티드

미국 94404, 캘리포니아, 포스터 시티, 세컨드 플로어, 이스트 힐스데일 비엘브이디.919

(72) 발명자 차타니마사유키

미국94404,캘리포니아포스터시티,세컨드플로어,이스트힐스데일비엘브

이디.919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아메리카인코포레이티드내

고마타노부히로

일본국도쿄도미나토구아카사카7죠메1반1고가부시키가이샤소니컴퓨터

엔터테인먼트내

(74) 대리인 윤동열

이선희

심사관 : 이재근

전체 청구항 수 : 총 9 항

(54) 검색 요청에 반응하여 변환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고객 검색 요청(예컨대, 검색 항목, 인덱스, 질의, 키워드, 개념 등)에 반응하여 수집된 컨텐츠로부터 유도되는

정보의 변환된 컨텐츠 및/또는 변환된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하는 시스템 및 컴퓨터 기반 방법에 관한 것이다. 편집 서버는

하나 이상의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얻어진 컨텐츠를 수신하고 변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컨텐츠는 검색 요청을 저장하는 인

덱스 필드, 데이터 카테고리 필드, 데이터 종류 필드 및 데이터 그 자체를 위한 필드를 포함하는 형식을 갖는다. 일 실시형

태에서, 프리젠테이션은 규칙들의 특정한 모음, 또는 "템플릿"에 따라 컨텐츠를 통합하고 배열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검

색 결과의 요약이 될 수 있다. 소망의 템플릿은 사전에 정의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선택될 수 있고, 고객 프로필에 근거하

여 준비될 수 있고, 그리고/또는 검색 요청의 속성에 근거하여 준비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템플릿은 요청에

관련된 서술 용어들인 언제, 어디서, 왜, 누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에 근거하여 혼합되고 정렬될 수 있다. 시스템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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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중에서 선택하기 위한 능력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다른 템플릿들에 근거하여 프리젠테이션들의 선택을 제안할 수 있

다. 편집 서버는 프리젠테이션들을 구성하고, 편집 서버상의 웹 페이지로 모든 컨텐츠를 할당하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그

웹 페이지를 표현하는 성능을 갖는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고객 컴퓨터, 편집 서버 및 원본 컨텐츠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서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고객의 검색 요청에 반응하여 상기 네트워크 서버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근거하는 출력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상기 방법은

상기 고객 컴퓨터로부터의 검색 요청을 상기 편집 서버로 제공하는 단계;

상기 편집 서버에서 잠재적 원본 컨텐츠 제공자를 식별하는 단계;

상기 편집 서버에서 상기 잠재적 원본 컨텐츠 제공자에게 상기 검색 요청을 보내는 단계;

상기 네트워크 서버로부터 상기 편집 서버에 의해, 상기 검색 요청에 반응하는 원본 서버 컨텐츠 데이터 및 원본 서버 프리

젠테이션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원본 서버 프리젠테이션 데이터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변환된 프리젠테이션 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 및

상기 변환된 프리젠테이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객 컴퓨터 출력 주변기기 상에 상기 원본 서버 컨텐츠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원본 서버 컨텐츠 데이터는 변환되지 않은 상태로 출력되고,

이때 상기 데이터는 단일의 집단 웹 페이지 출력의 형태로 출력되고,

상기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규칙을 포함하는 템플릿이 이용되고 상기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템플릿은

상기 검색 요청에 관계된 서술 요소들, 언제, 어디서, 왜, 누가, 무엇을 및 어떻게에 근거하여 상기 데이터를 정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 서버 내에서 상기 컨텐츠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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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잠재적 원본 컨텐츠 제공자를 식별하는 단계는 수집된 고객 프로필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잠재적 원본 컨텐츠 제공자를 식별하는 단계는 고객에 의해 선택되는 변수들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데이터는 인덱스 필드, 데이터 카테고리 필드, 데이터 포맷 필드 및 데이터 필드를 포함하는

카테고리의 체제를 갖추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필드 내에 저장된 데이터는 비디오 또는 그래픽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필드 내에 저장된 데이터는 음악 또는 프로그램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단계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컨텐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변

환된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된 데이터는 요청을 발생시킨 고객 컴퓨터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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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도처에 고립된 정보의 전달 및 프리젠테이션에 관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편

집 서버를 이용하여 변환된 프리젠테이션 데이터 및/또는 변환된 컨텐츠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컴퓨터 기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많은 컴퓨터 기반 시스템들이 사용자에 의해 작성된 검색 요청에 반응하여 수집된 결과물의 프리젠테이션 또는 디스플레

이를 수반한다. 많은 네트워크 시스템들에서, 그러한 요청에 반응하는 유용한 프리젠테이션 또는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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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월드 와이드 웹(예컨대, Britannica.com® 과 같은 백과사전식 검색)을

통하여 어떤 항목이나 개념을 검색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검색할 정보의 종류, 표현할 정보의 양, 그리고 무슨 기능성이

보다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인지에 대한 필요성들이 있다. 이들 시스템 필요성들은 전형적인 백과사전식 질의 및

다른 질의들 사이에서 크게 변화되지만, 이들은 또한 사용자에 특정한 정보에 근거하여 변화되고 그리고 실제 개개의 검색

항목 요청들 그 자체에 근거하여 변화될 수 있다. 질의의 종류 또는 포함된 특정한 검색 요청에 관계없이, 결과물의 프리젠

테이션 또는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에게 유용할 것이며 그리고 그 네트워크 환경의 계속되는 성공/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프리젠테이션 또는 디스플레이의 현재의 방법들은 불충분하거나 또는 불완전한 정보의 제공에 기인하여 빈번하게 불만족

스럽다. 특히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들(Britannica.com®과 같은)을 통하여 수집된 검색 결과들에 있어서, 결과들은 극히

짧은 소개의 평론 및 보다 상세한 정보가 이용 가능한 유알엘(URL; uniform resource locator)에 할당된 링크를 제공하는

단순한 목록 방식으로 빈번하게 디스플레이된다. 단순한 목록은 잠재적 사용자들이 전체 범위에 대하여 부가 단계에 의해

활용 가능한 이러한 포함 결과들을 디스플레이한다. 그러나, 보다 유용하고 그리고/또는 개인적인 응답을 필요로 하는 질

의들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 또는 디스플레이의 현재의 방법들은 현저한 단점들을 갖는다.

사용자의 검색 요청에 반응하여 수집된 결과물의 프리젠테이션 또는 디스플레이의 현재의 방법들에 관한 한 가지 문제점

은 '히트' 목록의 컨텐츠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되는 프로세스들이 검색 질의에 관련된 계좌 정보로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

이다. 적절한 결과물을 수집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유용한 가이드라인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질의 그

자체의 일부 분석을 포함하는 검색 질의들에 있어서, 이는 결과물의 효과적인 통신 내의 부담으로 나타난다.

프리젠테이션 또는 디스플레이의 현재의 방법들에 따른 단점은 '히트' 목록의 컨텐츠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되는 프로세

스들이 사용자의 선호도 또는 사용자에 관련된 계좌 정보로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한 사용자 프로필의 지식으로

부터 다른 방법으로 이점을 유도해내는 검색 질의들에 있어서, 이는 다시금 적절한 결과물의 수집과 의미 있는 정보의 표

현에 있어서 부담으로 나타난다.

다른 단점은 디스플레이의 현재의 방법들이 정보가 사용자에게 표현되기 전에 '히트' 목록을 표시하고 적절한 URL 링크를

선택하는 모두를 전통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은 때때로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는다라는 목적

에 불필요한 단계들을 부가한다.

그러므로, 검색 결과물 프리젠테이션 또는 디스플레이의 현재의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유용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리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공에 필요한 질의/사용자-특정 목적물이 빠르고 성공적인 검색 완료를 위하여

필요한 출력 결과물을 만족시킨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고객 검색 요청(예컨대, 검색 항목, 인덱스, 질의, 키워드, 개념 등)에 반응하여 수집된 컨텐츠로부터 유도되는 정보의 변환

된 컨텐츠 및/또는 변환된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하는 시스템 및 컴퓨터 기반 방법이다. 편집 서버는 하나 이상의 컨텐츠 제

공자로부터 얻어지는 컨텐츠를 수신하고 변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컨텐츠는 검색 요청을 저장하는 인덱스 필드, 데이터

카테고리 필드, 데이터 종류 필드 그리고 데이터 그 자체를 위한 필드를 포함하는 형식을 갖는다. 일 실시형태에서, 프리젠

테이션은 특정한 규칙들의 세트 또는 '템플릿'에 따라 컨텐츠를 통합하고 정렬함으로써 얻어지는 검색 결과물의 집합이 될

수 있다. 소망의 템플릿은 사전에 정의되거나, 필요에 따라 선택되거나, 고객 프로필에 근거하여 준비되거나, 및/또는 검색

요청의 속성에 근거하여 준비될 수 있다. 바람직한 일 실시형태에서, 템플릿은 요청에 관련된 서술 요소들인 언제, 어디서,

왜, 누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합치고 정렬할 수 있다. 시스템은 또한 고객에게 템플릿들 중에서 선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다른 템플릿들에 근거한 프리젠테이션들의 선택을 제공한다. 편집 서버는 프리젠테이션들

을 구성하고, 편집 서버상의 웹 페이지에 모든 컨텐츠를 할당하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웹 페이지를 보내는 성능을 갖는

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들, 특징들 및 이점들이 이하 뒤따르는 상세한 설명 및 첨부된 도면들로부터 명확해질 것이다.

실시예

고객 검색 요청에 반응하여 수집된 컨텐츠로부터 변환된 컨텐츠 및 변환된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하는 시스템 및 컴퓨터 기

반 방법이 기술된다. 다음의 기술에서, 설명을 위하여, 대부분의 특정 상세는 본 발명의 세심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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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그러나, 관련 기술에 숙련된 자에게 있어서, 본 발명이 이들 특정 상세 없이 실시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다른 예로

써,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널리 알려진 구조체 및 장치들이 블록도 내에 도시되어 있다. 바람직한 실시형태들의 기

술은 이하 첨부된 특허청구범위들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의 양태들은 소프트웨어 지시들을 실행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상에서 이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르면, 서버 및 고객 컴퓨터 시스템들은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표준 전화 회선을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들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다운로드하고 그리고 조작하는 단계들은 메모리 내에 저장된 일련

의 지시어를 실행하는 서버 및 고객 컴퓨터들 내 중앙처리장치(CPU)에 의해 실행된다. 메모리는 램(RAM; random

access memory), 롬(ROM; read-only memory), 집합 저장 장치와 같은 영구 저장소, 또는 이들 장치들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일련의 지시어를 실행하는 것은 CPU가 본 발명의 실시형태들에 따른 단계들을 수행하도록 한다.

지시어는 네트워크 접속을 통하여 하나 이상의 다른 컴퓨터 시스템들로부터 또는 저장 장치로부터 서버 또는 고객 컴퓨터

들의 메모리 안으로 로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버에 의해 네트워크를 통하여 고객에게 전송되는 메시지에 반응하여 고

객 컴퓨터는 서버 컴퓨터로 일련의 지시어를 전송할 수 있다. 네트워크 접속을 통하여 서버가 지시어를 수신하는 경우, 서

버는 지시어를 메모리 내에 저장한다. 서버는 마지막 실행을 위한 지시어를 저장할 수 있으며, 또는 서버는 네트워크 접속

을 통하여 지시어가 도달하는 때에 지시어를 실행할 수도 있다. 몇몇 경우에서, 다운로드된 지시어는 CPU에 의해 직접 지

지될 수도 있다. 다른 경우에서, 지시어는 CPU에 의해 직접 실행될 수 없으며, 대신에 지시어를 번역하는 번역기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다른 실시형태에서, 본 발명을 실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지시어 대신에 하드웨어적 회로망이 이용되거

나, 또는 그 조합이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하드웨어 회로망 및 소프트웨어의 여느 특정한 조합에 한정되지 않

으며, 또한 서버 또는 고객 컴퓨터들에 의해 실행되는 지시어에 관한 여느 특정한 소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편집 시스템, 서버 및 프로세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라, 고객 검색 항목을 수신하고, 검색을 수행하여 검색 결과 생성 시스템을 이행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1의 편집 시스템(100)은 대응하는 동적인 웹-페이지 출력 프리

젠테이션의 제공과 함께 검색 결과 정보의 수신 및 정렬을 가능하게 한다. 덧붙여, 편집 시스템은 또한 다양한 규칙들에 따

른 검색 결과 정보를 변환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100)은 네트워크 서버들을 움직이는 하나 이상의 컨텐츠 제공자들(150) 및 하나 이상의

고객들(140) 모두에 적당한 네트워크(130)를 통하여 접속되는 편집 서버(110)를 포함한다. 네트워크(130)는 인터넷, 광

역 네트워크(WAN; wide area network), 지역 네트워크(LAN; local area network), 또는 그들의 어떠한 조합이 될 수 있

다.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고객의 단말기 하드웨어를 편집 서버(110)로 접속하는 양방향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이다. 현

재의 기술에 의하면, 케이블TV(CATV) 양방향 네트워크, 통합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ISDN;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디지털 가입자 회선(DSL; Digital Subscriber Line), 또는 xDSL 초고속 네트워크들이 본 발명의 실시

형태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네트워크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현존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쳐들의 실시예들이다. 고객

들(140)은 개인용 컴퓨터들, 셋톱 박스들, 플레이스테이션®2(PlayStation®2)와 같은 컴퓨터/게임 장치들, 또는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여느 단말 장치들이 될 수 있다. 일 실시형태에서, 전통적으로 네트워크(130)는 서버(110)가 웹

브라우저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고객 컴퓨터들로 HTML 데이터의 형태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웹 서버 프로세스를 실

행하는 경우의 인터넷을 나타낼 수 있다.

편집 서버(110)는 검색 요청(검색 항목, 인덱스, 질의, 키워드, 개념 등)에 반응하여 수집되는 컨텐츠 데이터 및 컨텐츠 프

리젠테이션 데이터로부터 원본 웹 페이지 프리젠테이션들을 생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리젠테이션 데이터는 시각적

프리젠테이션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오디오 데이터 재생과 관련될 수도 있다. 검색 요청을 수신한 후에, 편집 서버(110)는

넓고 다양한 주제 영역에서 검색 요청에 대하여 반응하는 정보를 갖는 컨텐츠 제공자들(150)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 서버

들의 검색을 초기화한다. 편집 서버(110)가 이들 다른 네트워크 서버들로부터 반환되는 컨텐츠 데이터 및 프리젠테이션

데이터 모두를 수신하는 때에, 서버는 컨텐츠 데이터와 프리젠테이션 데이터 중 하나, 또는 모두를 변환하여 원본 검색 요

청을 보낸 고객 컴퓨터에 나타내기 위한 웹 페이지를 생성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서, 편집 서버(110)는 도시되지 않은 마이크로프로세서, 메인 메모리, ROM과 함께 도시된 하드

드라이브(126)를 포함한다. 검색 결과들을 고객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편집 서버(110)는 이해와 기술을 위하여 비록 제한

되지는 않지만 몇몇 프로세스들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절차들을 실행한다. 도 1의 실시형태에 도시된 바와 같이, 편집 서

버(110)의 주요 기능은 고객 분석 프로세스(112), 컨텐츠 제공자 식별 프로세스(114), 데이터 선택 및 편집 프로세스(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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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정렬 프로세스(120), 및 페이지 데이터 렌더링 프로세스(122)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들 프로세스들 중 마지막 두

개는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리젠테이션 프로세스(118)로 함께 칭해질 수 있다. 따라서, 편집 서버는 검색 결과들에

관련된 프리젠테이션 데이터를 변환하고, 그리고 새로운 프리젠테이션을 생성한다.

고객 분석 프로세스(112)는 소망의 고객 프로필 정보를 수집(요청 및/또는 수신)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편집 서버(110) 절

차를 나타낸다. 고객 프로필은 고객에 특정한 정보, 고객의 선호도, 고객의 위치 또는 환경, 고객의 웹 브라우저 이력 또는

편집 서버와 특정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고객 이력 정보 등을 포함한다.

컨텐츠 제공자 식별 프로세스(114)는 고객 검색 요청에 반응하고 그리고 검색 요청을 보내기 위하여 적합한 컨텐츠 제공

자를 선택하는 관련 컨텐츠 제공자(150)를 식별하는 편집 서버(110) 절차에 대응된다. 컨텐츠 제공자 식별 프로세스(114)

는 잠재적 컨텐츠 제공자들(150)에 대한 필터링 미캐니즘으로써 기능한다; 잠재적 컨텐츠 제공자들(150)의 식별 및 여과

는, 핫봇®(HotBot®)에 의해 이용되는 정보와 같이 검색 엔진 서버에 의한 검색 프로토콜로써 이용되는 다른 정보들과 마

찬가지로, 제공되거나 결정된 고객 정보(예컨대, 고객 프로필 등), 컨텐츠 제공자(들)에 관련된 정보, 검색 요청, 검색 요청

에 대한 정보(도 2a 내지 2c와 연관되어 논의되는 데이터 필드들, 요청에 관련된 모든 활자 언어, 정의 또는 다른 개념으로

부터의 필드들:로부터의 정보와 같은) 또는 검색 요청으로부터 유도되는 지식과 같이 폭넓고 다양한 정보의 함수가 될 수

있는 동작을 비교하고 프로세스하는 편집 서버(110)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

데이터 선택 및 편집 프로세스(116)는, 그 주요 기능들 중 하나로써, 컨텐츠 제공자로부터의 관련 컨텐츠 데이터(155)의

식별을 달성한다. 데이터 선택 및 편집 프로세스(116)는 위 컨텐츠 제공자 식별 프로세스(114) 동작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폭넓고 다양한 정보에 근거하여 그 자신의 식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식별 기능이 또한 컨텐츠를 선택하거나 판단

하는 하나 이상의 소망의 규칙들(124) 또는 그러한 하나 이상의 규칙들을 핵심적으로 실시하는 템플릿에 근거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들 규칙들(124) 및 그러한 템플릿들은 사전에 정의되고, 필요에 따라 선택되고, 위에서 기술된 바처럼 동일

한 폭넓게 다양한 정보로부터 유도되고, 고객 입력 또는 그렇지 않으면 고객 기반으로부터 유도되고, 및/또는 편집 서버 세

팅 또는 대신에 서버 기반에 근거할 수 있다. 데이터 선택 및 편집 프로세스(116)는 또한 다음의 데이터 정렬 프로세스

(120)와 연관되어 보다 상세하게 논의되는, 데이터 통합 및 정렬 기능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핵심적으로,

컨텐츠 제공자 식별 프로세스(114) 및 데이터 선택 및 편집 프로세스(116) 양자가 실시하는 이러한 여과 동작/기능 모두

는, 이 명세서에서 논의되는 규칙들, 템플릿들, 프로필들 및 데이터 또는 정보("변수들")에 근거하여 달성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프로세스(118)에 관하여, 데이터 정렬 프로세스(120)는 도 5와 연관되어 기술된 바와 같이, 컨텐츠 제공자

(150)로부터 수신된 컨텐츠 데이터 및 프리젠테이션 데이터 모두를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안으로 정렬하고, 혼합하고 그리

고/또는 변환한다. 페이지 데이터 렌더링 프로세스(122)는 모든 데이터를 편집 서버(110) 상의 웹 페이지들에 할당하고,

그리고 데이터 정렬 프로세스(120)로부터의 정보에 근거하여 웹 페이지들을 표현한다. 프리젠테이션 프로세스(118) 내 프

로세스들은 프리젠테이션의 기록 및 오디오 부분을 특정한 고객에게 적절한 언어로 번역하고, 적절한 통화로 변환하는 등

의 조작을 초래하며 그리고 그러한 변환은 현재의 정보를 의미 있게 만든다. 그러한 조작 또는 변환 기능은 데이터 정렬 프

로세스(120) 또는 페이지 데이터 렌더링 프로세스(122)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또는 그들 사이에서 배포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본 실시형태는 이러한 기능성을 페이지 데이터 렌더링 프로세스(122) 내에 둔다. 이들 두 가지 프로세스

들의 모든 기능은 또한 이 명세서 내에서 논의되는 모든 변수들에 근거하여 달성될 수 있다. 데이터 정렬 프로세스(120),

페이지 데이터 렌더링 프로세스(122), 및 위에서 논의된 처음의 세 개의 편집 서버(110) 프로세스들은 편집 서버(110)의

프로그램으로서 하드 드라이브(126) 내에 저장될 수 있다.

도 2a 내지 2c는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편집 시스템 내에서 웹 페이지 출력을 생성하는 데 이용되는 데이터 및 정

보의 구조를 도시한다. 컨텐츠 제공자(150)로부터 이용 가능한 모든 컨텐츠는 이러한 형식을 가질 수 있다. 도 2a에 도시

된 바와 같이, 형식은 데이터 계수 필드, 검색 요청을 저장하는 인덱스 필드(204), 데이터 카테고리 필드(206), 데이터 포

맷 필드(208), 및 데이터 그 자체를 위한 필드, 또는 데이터 필드(210)를 포함한다. 데이터 계수 필드는 컨텐츠의 다른 조

각들 중에서 컨텐츠의 특정 조각의 번호 또는 순위를 포함한다. 도 2a의 컨텐츠 조각들은 "1"을 포함하는 데이터 계수 필드

(202)를 갖는 컨텐츠의 첫 번째 조각(212)부터 시작하여 문자 "N"을 포함하는 데이터 계수 필드(213)를 갖는 컨텐츠의 N

번째 조각(216)의 범위를 보여준다. 인덱스 필드(204)는 검색 요청을 포함하며, 이는 곧 제목, 이름, 검색 항목, 인덱스, 질

의, 키워드, 개념 등이다. 데이터 카테고리 필드(206)는 데이터가 텍스트, 음향-영상, 그래픽 등인지를 가리키며, 데이터

포맷 필드(208)는 파일의 종류(예컨대, JPEG, MPEG, MP3 등)를 가리킨다.

도 2b 및 2c는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다른 데이터 카테고리 필드들(각각, 텍스트 데이터 및 영화 데이터)의 전형

적인 데이터의 구조를 도시한다. 도 2b는 "2"를 포함하는 데이터 계수 필드(230), 요청 "그랜드 캐년"을 포함하는 인덱스

필드(232), '텍스트' 데이터임을 가리키는 데이터 카테고리 필드(234), '텍스트 파일' 형식임을 가리키는 데이터 포맷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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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및 그랜드 캐년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필드(238)를 포함하는 컨텐츠의 조각(240)을 도시한다.

도 2c는 "X"를 포함하는 데이터 계수 필드(242), 요청 "그랜드 캐년"을 포함하는 인덱스 필드(244), "영화" 데이터임을 가

리키는 데이터 카테고리 필드(246), "MPEG 파일" 형식임을 가리키는 데이터 포맷 필드(248), 및 그랜드 캐년에 대한 영화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필드(250)를 포함하는 컨텐츠의 조각(252)을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소망의 프리젠테이션 출력을 달성하는 데 주어진 일부 편집 서버 단계들을 도시하

는 순서도이다. 이러한 편집 프로세스의 실행은 소망의 페이지 데이터 출력 안으로 정렬 및 패키징과 함께, 필요한 컨텐츠

및 프리젠테이션 정보의 수령을 필요로 한다. 일단 사용자가 고객(140; 도 1 참조)에서 요청을 입력하면, 요청은 편집 서버

로 전송될 수 있다. 도 3의 상세와 마찬가지로, 소망의 출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 서버가 진행하는 일련의 단계들은 검

색 요청을 전송하는 초기 단계에서 시작한다.

도 3의 실시형태에 따르면, 편집 서버는 제일 먼저 요청이 고객으로부터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색 요청 검출(단

계 302)을 수행한다. 만약 요청이 수신되지 않았다면, 편집 서버는 고객으로부터 요청의 수신이 도착을 대기하는 수신 상

태로 남는다. 일단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수신된다면, 그 후 편집 서버는 서버들이 요청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를 갖고 있

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색들을 안내하기 위하여, 컨텐츠 제공자들로 수신된 검색을 보낸다(단계 304).

다음으로, 이 실시형태의 단계 306에서, 편집 서버는 요청에 관련된 컨텐츠 데이터 및 프리젠테이션 데이터가 컨텐츠 제공

자들 중 어느 하나로부터 되돌아왔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서버는 그러한 회귀 컨텐츠를 대기하는 수

신 상태로 남는다. 만일 그러한 회귀 컨텐츠가 수신되었다면, 편집 서버는 하나 이상의 하드 드라이브 위에 수신된 컨텐츠

가 기록될 수 있는 단계 308로 진행한다. 그러한 데이터 기록 후에, 단계 310에서, 편집 서버는 요청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

가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만일 모든 데이터가 수신된 것이 아니라면, 서버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하드 드라이브

위에 기록하는 상태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모든 데이터가 수신되었다면, 편집 서버는 다음 동작으로 움직인다.

도 3의 실시형태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편집 서버는 단계 312에서 어떠한 규칙 또는 템플릿에 근거하여 모든 수신된 컨텐

츠를 정렬한다. 이는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수신된 원본 프리젠테이션 데이터의 변환을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단계 312에

서, 데이터 정렬 프로세스(120; 도 1 참조)는 하나 이상의 규칙 또는 절차들(하나의 템플릿 안에 뭉쳐질 수 있는)을 적용하

여 소망의 변환에 근거하여 컨텐츠를 정렬한다. 소망의 템플릿은 사전에 정의되거나, 필요에 따라 선택되거나, 그리고/또

는 고객 프로필 및/또는 고객 요청의 속성 또는 위에서 논의된 변수들에 근거하여 준비될 수 있다. 전형적인 실시형태에서,

템플릿은 요청에 관련된 언제, 어디서, 왜, 누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의 요소들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고, 혼합하

고 정렬할 수 있다. 템플릿은 소정의 규칙에 따른 정보의 배열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즉, 단순하게 정보는 데이터 카테고리

필드에 따라 정렬될 수도 있고, 또는 연대순 순서에 근거하여 정렬될 수도 있다. 연대기가 정렬의 규칙으로써 이용되는 때

에, 데이터 포맷 필드는 반드시 연대기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여하튼, 그러한 템플릿 또는 규칙들의 보다 상세한 설명

및 프로세스들이 다음의 "기능성" 부분에서 주어질 것이다.

단계 312에서, 일단 소망의 규칙, 규칙들 또는 템플릿에 따라 모든 데이터가 정렬되었다면, 그 후에 편집 서버는 수신되고

정렬된 컨텐츠를 이용하여 모든 웹 페이지들을 표현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도 3의 실시형태에서, 렌더링 단계(단계

314)는 편집 서버(110)의 페이지 데이터 렌더링 프로세스(122) 부분에 의해 수행된다. 페이지 데이터 렌더링 프로세스

(122)는 웹 페이지들 위에 개개의 위치를 보여주는 설계 규칙 및 정렬에 근거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웹 페이지들에 할당한

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또한 "기능성" 부분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서버로부터 원본 프리젠테이션 데이터의 변환을 포함하는 렌더링 단계 후에, 표현된 페이지 데이터는 도 3의 실시형태의

단계 316에서 고객에서 전송될 수 있다. 고객의 디스플레이 상에 생성된 웹 페이지가 보여질 수 있다(이하, 상세하게 도 5

에서 도시된 것처럼). 첫 번째 페이지가 전송된 후에, 그 후 편집 서버는 이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한다: 즉, 단계

318에서, 서버는 전송할 다른 웹 페이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고객에게 전송할 다른 웹 페이지가 없다면, 그 프

로세스는 종료된다. 만일 전송할 다른 웹 페이지가 있다면, 그 후 서버는 웹 페이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단계 316)로

돌아가고 그리고 모든 웹 페이지가 전송될 때까지 마지막 두 단계들을 반복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정보의 보급과 함께, 검색 요청에 대한 답변 또는 설명에 활용 가능한

컨텐츠의 다수의 조각들에 근거하여 하나의 새로운 웹 페이지의 생성을 달성한다. 고객은 그에 따라 실시간적으로 원본의,

포괄적이고 동적인 웹 페이지 출력을 얻을 수 있다.

도 4는 컨텐츠 데이터 및 컨텐츠 프리젠테이션 데이터의 변환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따라, 소망의 페이지

출력을 이루는 데 주어지는 다른 일련의 편집 서버 단계들을 도시하는 순서도이다. 앞서의 실시형태에서와 같이, 도 4의

실시형태는 고객으로부터 편집 서버로 검색 요청을 전송하는 초기화 단계에서 시작한다. 일단 요청이 수신된다면(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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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편집 서버는 그 고객 프로필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404). 만약 고객 프로필이 유효하다면, 편집 서

버는 고객 프로필에 근거하여 적절한 컨텐츠 제공자를 식별하도록 진행한다(단계 406). 이러한 적절한 컨텐츠 제공자의

식별은 이용 가능한 컨텐츠 제공자들의 선택을 줄이는 것과 동등하다. 다음으로, 단계 406 후에 고객 프로필이 유효한 경

우에 또는 단계 404 직후에 그렇지 아니하다면(고객 프로필이 유효하지 않다면), 적절한 컨텐츠 제공자의 식별은 검색 요

청에 근거하여 컨텐츠 제공자들의 식별에 의해 더욱 더 좁아질 수 있다(단계 408).

이후, 단계 410에서, 편집 서버는 고객 요청을 식별된 컨텐츠 제공자들에게 전송한다. 공급된 요청에 반응하여 컨텐츠 데

이터를 식별하기 위하여 컨텐츠 제공자들이 그들 개개의 절차들을 수행한 후에, 식별된 컨텐츠 데이터는 컨텐츠 제공자들

로부터 편집 서버로 다운로드된다(단계 412). 다음 단계, 단계 414에서, 만일 유효하다면, 편집 서버(100)는 고객 프로필

에 근거하여 다운로드된 컨텐츠 데이터를 여과한다. 컨텐츠 데이터는 그 후에 하나 이상의 편집 규칙들 및/또는 하나 이상

의 편집 규칙들로 구성된 템플릿들에 따라 여과되거나 변환된다. 그러므로, 비록 도 4에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편집 서버

는 위에서 기술된 다른 변수들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컨텐츠 데이터를 여과할 수 있다.

여과된 컨텐츠 데이터는 그 후에 편집 서버의 데이터 정렬 프로세스 요소에 의해 정렬된다(단계 418). 이 단계는 원본의 컨

텐츠 표현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지막 컨텐츠 패키징 단계에서, 여과되고 정렬된 컨텐츠 데이터는 고객 프

로필이 유효하다면, 고객 프로필에 근거하여 원본 컨텐츠 표현 데이터를 처리함에 의해 검색 요청을 한 특정 고객을 위하

여 준비된다(단계 420). 마지막으로, 편집 서버는 변환된 컨텐츠 데이터 및 변환된 컨텐츠 표현 데이터를 포함하는 웹 페이

지 프리젠테이션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객에게 보낸다(단계 422). 현재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편집 서버에 의

한 마지막 단계의 표현 부분은 고객 환경에 맞추어진 웹 페이지 프리젠테이션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번역 및 변환 기능을

포함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라, 편집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전형적인 웹 페이지 프리젠테이션을 보여주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도이다. 일반적으로, 도 5의 고객 인터페이스(500)는 헤더/메뉴 바 섹션(502), 하나 이상의 사용자 제

어 및/또는 입력 섹션(504; 입력 필드들, 상호작용 GUI 요소 또는 다른 그러한 기능성을 포함할 수 있다), 및 프리젠테이션

윈도우(506)로 구성된다. 도 5의 기본 도에서, 프리젠테이션은 고객 요청에 반응하여 수신된 컨텐츠 데이터 및 컨텐츠 프

리젠테이션 데이터로부터 컴파일되고 통합되는 음악(도시되지 않음) 및 텍스트(508) 및 비디오 영상(510)을 포함하는 프

리젠테이션 윈도우(506)를 포함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사용자 출력은 고객 컴퓨터 출력 주변기기(디스플

레이 및/또는 음악 주변기기)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고, 그리고 비디오 또는 그래픽 데이터, 음악 데이터, 프로그램 데이터,

또는 그들의 다른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데이터의 이들 조각들은 검색 요청에 반응하여 수신된 정보의 보다 포괄적이

고 통합된 이해를 사용자에게 표현하도록 하는 원본적 방법으로 정렬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르면, 컨텐츠 제공

자로부터 수신된 컨텐츠 데이터는 변환되지 않고, 원본 컨텐츠 프리젠테이션 데이터가 변환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

에서, 컨텐츠 데이터 그 자체는 컨텐츠 프리젠테이션 데이터와 함께 편집 서버에 의해 변환된다.

편집 서버 기능 및 템플릿 특징

도 1의 실시형태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수의 컨텐츠 제공자들(150)이 편집 시스템(100)과 연관된 네트워크(130)에 접속

될 수 있다. 각 컨텐츠 제공자는 텍스트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영상 데이터, 음악 데이터, 건축 CAD 데이터, 및 인체에 대

한 정보(움직임, 얼굴, 신체)와 같은 다양한 정보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되거나 또는 포함할 수 있다;

오늘날 본질적으로 웹에 걸쳐 유용한 모든 범위의 데이터 및 파일 종류들을 포함할 수 있다. 편집 서버(110)는 또한 편집

서버(110)의 사용자들로써 활동하는 하나 이상의 고객들(140)과 연관됨을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에 접속된다. 편집 서버

는 주목적의 하나로써 응집된 이야기형 형식으로 사용자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의 시청각 프리젠테이션 및 배열을 갖는다.

일단 사용자가 예컨대, "beef stroganoff" 또는 "Johnsonville® bratwurst"와 같은 음식 관련 인덱스의 검색 요청을 입력

한다면, 그 검색은 편집 서버(110)로 보내진다. 편집 서버는 그 후에 서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컨텐츠 데이터(155)를 탐색

하여 예컨대, "beef stroganoff"의 이야기 또는 프리젠테이션을 구성한다. 서버로부터 탐색된 컨텐츠 데이터는 백과사전

데이터베이스, 조리 또는 요리 데이터베이스, 레스토랑 가이드 데이터베이스, 음악 기록 데이터베이스, "who's who" 데이

터베이스, 재료 데이터베이스, 와인 가이드 데이터베이스, 책 데이터베이스, 뉴스/기록 데이터베이스, 지도 데이터베이스,

도시 및 건축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전형적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나타날 수 있다. 필요하고 적절한 컨

텐츠 데이터를 탐색하기 위하여, 편집 서버(110)는 위에 기술된 변수들 모두에 근거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검색할

지 선택(제한)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편집 서버(110)는 템플릿을 이용하여 "beef stroganoff"에 수신된 정보에 근거하여 고객 컴퓨터를 위한 프

리젠테이션을 구성할 수 있다. 전형적인 일 실시형태에서, 프리젠테이션 템플릿은 그들이 요청에 관련되는 한 언제, 어디

서, 왜, 누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라는 기술 요소들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혼합하고 연관시킬 수 있다. 다양하게 검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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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데이터 중 어느 것(비디오 영상, 음향/음성, 음악 등)이 이들 기술 요소들 각각에 대한 조합을 만들도록 정렬되고 결

합된다. 기술 요소 조합들은 가지가지의 형식으로 조합되고 그리고/또는 다양한 순서로 정렬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검색

요청에 반응하여 편집 서버에 의해 검색된 컨텐츠 데이터의 개개의 조각들이 혼합되고 따라서 모든 검색된 컨텐츠 데이터

는 응집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일 실시형태에서, 특정한 응용 프로그램용 프리젠테이션을 작성하기 위해서, 검색 요청 그 자체의 속성 및/또는 다른 변수

들에 근거하여 다양한 템플릿들이 존재하거나 또는 준비될 수 있다. 검색 요청의 전형적인 속성들은 다음과 같다: 사람(음

악가, 정치가, 예술가 등), 목록 또는 현상(역사, 사회 등), 회사, 사상, 위치, 음식 등. 검색 요청 속성들은 그들을 날짜와 같

은 언제, 위치와 같은 어디서로 이끌고, 정보는 그러한 시간적 공간적 데이터의 결과로 검색되고, 변환될 수 있고 고객에게

디스플레이 또는 프리젠테이션으로 보내지며; 그러한 검색된 데이터는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들을 포함할 수 있다. "나타

난 요청의 이유"와 같은 왜, 및/또는 "요청을 실행한 사람"과 같은 누가의 요청 속성들은 이유 또는 사람과 같은 결과로 검

색되고, 구성되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 또는 프리젠테이션으로 보내진다. 유사한 검색, 구성, 및 송신이 무엇을에 연관된

검색 속성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청을 어떻게 작성하고 또는 구성하는가와 같은 어떻게의 요청 속성은

어떻게라는 정보의 결과로 검색되고, 구성되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 또는 프리젠테이션으로 보내진다.

전형적인 언제 & 어디서의 프리젠테이션의 생성에 있어서, 날짜(기간) 및 위치를 보여주는 영상들이 백과사전 데이터베이

스 또는 도시 및 건축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되고, 그리고 고객 컴퓨터에 프리젠테이션으로 구성된다. 검색 및 구성은

검색 요청의 대상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발명되고, 발견되고, 대중화되고 또는 이용되었는지에 근거하여 실행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의 배경 오디오 부분으로서, 날짜 및 위치와 관련되어 동시대의 음악 및/또는 다른 것들이 연주될 수 있다. 덧

붙여, 텍스트 데이터가 음향(예컨대, 음성) 데이터로 변환될 수 있어 들리도록 재생된다.

전형적인 왜 & 누가의 프리젠테이션의 생성에 있어서, 편집 서버는 백과사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 요청의 대상이 발

명되고 또는 발견된 이유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그리고 요청에 관련되어 동시대의 사람 및/또는 다른 이들에 관한 정보

를 검색할 수 있다. 검색된 "이유" 및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는 사람 또는 사건들의 정보("beef stroganoff"의 경우에 있어

서, "beef stroganoff"의 발명을 유발시킨 사건), 다른 관련 사항 또는 개념들("beef stroganoff"의 경우에서, 다른 관련된

요리들), 관련된 지역 또는 지역(위치 또는 레스토랑), 및 관련된 기간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편집 서버는 백과사전, 조리

또는 요리, 레스토랑 가이드, 음악 기록, "who's who", 재료, 와인 가이드, 북, 뉴스/기록, 지도, 도시 및 건축 등과 같은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된 컨텐츠 데이터 각각에 대응하는 컨텐츠 데이터 정보를 검색한다. 이러한 검색 데이터는 그 후에

컨텐츠 데이터, 컨텐츠 프리젠테이션 데이터 또는 양자 모두의 변환을 통하여 프리젠테이션을 구성하는 데 이용된다.

"beef stroganoff" 실시예를 이용한 전형적인 무엇을의 프리젠테이션의 생성에서, 세 개의 서브-프리젠테이션들이 고객에

게 디스플레이를 위해 생성될 수 있다. 첫 번째 서브-프리젠테이션에서, 단지 요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 정보가 백과

사전 및 조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될 수 있고; 요청을 표현하는 영상 데이터가 또한 검색될 수 있다. 만일 설명 또는

정의가 텍스트 데이터라면, 그것은 음향 또는 음성 데이터로 변환될 수도 있다. 그 후에, 요청을 표현하는 프리젠테이션이

설명 및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성된다. 두 번째 서브-프리젠테이션에서, 요청이 제공된 장소가 레스토랑 가이드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검색된 데이터는 순위 또는 등급을 커버하는 정보, 레스토랑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메뉴,

가격 등을 포함할 수 있고; 프리젠테이션은 그 후에 그러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구성될 수도 있다. 세 번째 서브-프리젠테

이션에서, 요청에 관한 책 정보는 책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그 정보는 컨텐츠를 포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존(Amazon.com®)과 같은 책-관련 웹 사이트들에서 발견될 수 있는 책 리뷰 또는 다른 관련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

다. 프리젠테이션은 그 후에 이들 정보를 활용하여 구성될 수 있다. 만약 그 정보가 텍스트 데이터 또는 음향 데이터라면,

요청을 표현하는 영상들이 그러한 비-시각적 데이터와 함께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전형적인 어떻게의 프리젠테이션의 생성에서, 다시 한번 "beef stroganoff"의 검색 요청에 대하여, 요청을 어떻게 작성하

는 지에 관한 정보는 조리 또는 요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요리 내에 포함된 재료에 관한 정보

는 조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되고, 영상 데이터가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검색된 영상은 또한 적

절한 때에 3차원 그래픽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될 수도 있다. 그러한 3차원 영상이 디스플레이되는 경우에, "카메라 워크

(camera work)" 또는 영상 처리가 템플릿 내에서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프리젠테이션의 생성으로 돌아가서, 통속적으로 많은 수의 다른 프리젠테이션들이 하나의 검색 요청에 근거하여

생성될 수 있다. 즉, 일 실시형태에서, 고객 또는 사용자가 그/그녀가 원하는 프리젠테이션을 만족하는 순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할당하고 서술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한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편집 서버는 사용자에게 프리젠테이션

들의 선택, 즉 그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를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을 제공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선택의 제공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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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가 실제로 그 프리젠테이션들을 생성하기 이전에 또는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beef stroganoff"의 경우

에서, 사용자는 "beef stroganoff"가 무엇인지에 대한 프리젠테이션보다 "beef stroganoff"를 어떻게 요리하는지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서, 고객 또는 사용자는 프리젠테이션 템플릿들의 일부 부분 또는 전체를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음악의 장르, 음성, 3차원 그래픽에서의 카메라 워크, 또는 다른 특징들이 특정한 개개인의 필요 및 소망에 맞도록 조정

되고 변경될 수 있다.

위에 기술된 실시형태들에서, 다양한 기능 및 절차들이 인공 지능 처리를 이용하여 수행되거나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지식 편집 서버는 인공 지능 처리를 통하여 실행되거나 또는 실행되지 않는 주변에 이웃한 서버들에 대하여 입수할 수 있

다. 적절한 컨텐츠를 판단하고, 분류하고 여과하는 절차들이 검색 요청 백분율 순위에 근거하는 숫자 절단(cutoffs)과 같은

주지의 인공 지능 처리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형태는 편집 서버 처리 단계들의 모든 위상에서 인공 지능의

보다 큰 실행을 고려할 수 있다.

이상에서, 검색 요청에 근거하여 정보의 웹 페이지 프리젠테이션 원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기술되었다. 비록 본 발명이

특정한 전형적인 실시형태들과 관련하여 기술되었으나, 특허청구범위에 의한 본 발명의 범위 및 분명한 사상으로부터 벗

어남 없이 이들 실시형태들에 다양한 수정 및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명세서 및 도면은 한정

적 의미보다는 실시예적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따르면, 고객 검색 요청(예컨대, 검색 항목, 인덱스, 질의, 키워드, 개념 등)에 반응하여 수집된 컨텐츠로부터 유

도되는 정보의 변환된 컨텐츠 및/또는 변환된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하는 시스템 및 컴퓨터 기반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비슷한 참조부호가 유사한 요소들을 가리키는 첨부된 도면들의 도로 한정되지는 않으며 실시예로써 도시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들을 이행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2a는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정보의 다양한 필드들을 포함하는 데이터의 구조를 도시한다;

도 2b 및 2c는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다른 데이터 카테고리 필드들(각각 텍스트 데이터 및 영화 데이터)의 전형적

인 데이터의 구조를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소망의 페이지 데이터 출력을 달성함에 주어진 몇몇 편집 서버 단계들을 도시하는

순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소망의 페이지 데이터 출력을 달성함에 주어진 다른 편집 서버 단계들을 도시하는

순서도이다; 그리고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텍스트 데이터 및 영화 데이터 모두를 포함하는 전형적인 편집 서버 웹 페이지 출력

을 도시한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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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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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도면2c

등록특허 10-0653506

- 13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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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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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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