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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문서에 기술된 내용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자열을 추출하는 방법 및 장치와, 문자열 추출 프로그램을 격납한 
기억매체와, 이 방법 및 장치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
를 문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검출하는 방법 및 장치와, 검색 프로그램을 격납한 기억매체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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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중의 텍스트(150)에 존재하는 문자열이 그 텍스트(150)에서 단어의 경계에 출현하는 
확률을 출현확률파일(152)로서 격납하는 스텝과, 텍스트(150)에 존재하는 문자열의 출현횟수를 출현횟수파일(153)
으로서 격납하는 스텝과, 출현확률파일(152)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텍스트로부터 특징문자열을 추출하는 스텝
과, 사용자가 지정한 텍스트에서의 특징문자열의 출현횟수를 계수하는 스텝을 가지며, 출현횟수파일(153)과 사용자가 
지정한 텍스트에 있어서의 출현횟수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텍스트에 대한 유사도를 산출한다.
    

이로써, 본 발명에 의하면, 단어사전을 이용하지 않고 문서에 기술된 내용의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과, 이 방법을 이용하
여 고속이고 고정도인 유사문서 검색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유사문서 검색 시스템의 제 1 실시예의 전체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종래기술 3에 있어서의 출현정보파일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종래기술 3에 있어서의 출현확률파일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종래기술 3에 있어서의 특징문자열 추출 방법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출현정보파일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출현확률파일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있어서의 n-gram 인덱스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을 한자 문자열에 적용한 경우의 처
리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특징문자열의 추출방법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110)의 처리순서를 나타내는 PAD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문서등록 제어 프로그램(111)의 처리순서를 나타내는 PAD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출현정보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1)의 처리순서를 나타내는 PAD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검색 제어 프로그램(112)의 처리순서를 나타내는 PAD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유사문서 검색 프로그램(131)의 처리순서를 나타내는 PAD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있어서의 출현횟수 취득의 예를 나타내는도면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출현확률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4)의 처리순서를 나타내는 PAD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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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의 처리순서를 나타내는 PAD도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의 처리순서를 나타내는 PA
D도이다.

도 19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분할확률 산출 프로그램(143)의 처리순서를 나타내는 PAD도이다.

도 20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를 가타카나 문자열에 적용
한 경우의 처리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1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있어서의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a)의 처리순서를 나타내는 P
AD도이다.

도 2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의 처리예를 나타내는 도면
이다.

도 23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있어서의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a)의 처리예를 나타내는 도면
이다.

도 24는 본 발명에 의한 출현횟수파일 작성처리의 순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5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출현횟수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7)의 처리순서를 나타내는 PAD도이다.

도 26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출현횟수 취득 프로그램(146)의 처리순서를 나타내는 PAD도이다.

도 27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의 처리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8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분할확률 산출의 처리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9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있어서의 유사문서 검색 프로그램(131)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0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있어서의 출현횟수 취득 프로그램(146a)의 처리순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1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있어서의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a)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2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있어서의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a)의 처리순서를 나타내는 PAD도이다.

도 33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있어서의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a)의 처리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디스플레이 101 : 키보드

102 : 중앙연산장치 103 :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

104 : 플로피디스크 105 : 자기디스크 장치

106 : 주메모리 107 : 버스

110 : 시스텝 제어 프로그램 111 : 문서등록 제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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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검색 제어 프로그램 120 : 텍스트 등록 프로그램

121 : 출현정보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 122 : 출현정보 계수 프로그램

123 : 출현정보파일 작성 프로그램

124 : 출현확률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 125 : 출현확률 산출 프로그램

126 : 출현확률파일 작성 프로그램

127 : 출현횟수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 128 : 출현횟수 계수 프로그램

129 : 출현횟수파일 작성 프로그램 130 : 검색조건식 해석 프로그램

131 : 유사문서 검색 프로그램 132 : 검색결과 출력 프로그램

140 : 종문서 읽어들임 프로그램

141, 141a :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

142 :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

143 : 분할확률 산출 프로그램

144 : 출현확률파일 읽어들임 프로그램

145 : 종문서내 출현횟수 계수 프로그램 146 : 출현횟수 취득 프로그램

147 : 출현횟수파일 읽어들임 프로그램 148 : 유사도 산출 프로그램

150 : 텍스트 151 : 출현정보파일

152 : 출현확률파일 153 : 출현횟수파일

160 : 공유 라이브러리

161 :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프로그램 170 : 워크 에리어

200 : 종래기술 3에 있어서의 출현정보파일의 예

300 : 종래기술 3에 있어서의 출현확률파일의 예

500 : 본 발명에 의한 출현정보파일의 예

600 : 본 발명에 의한 출현확률파일의 예

700 :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있어서의 n-gram 인덱스의 예

701 : 문서 1의 유사문서(문서 2, 문서3, 문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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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n-gram 인덱스 작성등록 스텝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문서에 기술된 내용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자열을 추출하는 방법 및 장치와, 문자열 추출 프로그램을 격납한 
기억매체와, 이 방법 및 장치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
를 문서 데이타 베이스 중에서 검출하는 방법 및 장치와 검색 프로그램을 격납한 기억매체에 관한 것이다.

최근, 퍼스널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보급에 따라, 전자화 문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속적으로 증
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고속으로 또한 효율적
으로 검색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로서 전문 검색이 있다. 전문검색에서는, 검색대상문서를 텍스트로서 계산기 시스템에 등
록하여 데이타 베이스화하고, 이 중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검색문자열(이하, 「검색 터엄(term)」이라 한다)을 포함하
는 문서를 검색한다. 이와 같이 전문검색에서는, 문서중의 문자열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검색을 행하기 때문에, 미리 
키워드를 부여하고 이 키워드를 단서로 검색하는 종래의 키워드 검색 시스템과는 다르고, 어떠한 말이라도 검색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정확하게 검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검색의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복잡한 검색조건식을 작성하고, 입력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보검색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에게 있어서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 번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문서(이하, 「종문서(種文書)」라고 한다)를 예시
하고, 이 문서와 유사한 문서를 검색하는 유사문서 검색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유사문서검색의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어, 「일본국 특개평8-335222호 공보」에, 형태소(形態素) 해석에 의해 종문
서 중에 포함되는 단어를 추출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유사문서를 검색하는 기술(이하, 「종래기술 1」이라 한다)이 개
시되어 있다.

    
종래기술 1에서는, 형태소 해석에 의해 종문서 중에 표함되는 단어를 추출하고, 이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를 유사문서로
서 검색한다. 예를 들어, 문서 1「…. 携帶電話の使用時のマナ-が問題になる. …」를 종문서로 하는 경우, 형태소 분석
에 의해 단어사전을 참조하여 「携帶電話」 「マナ-」 「問題」등의 단어를 추출한다. 이 결과, 「携帶電話」를 포함
하는 문서 2「…. 電車內での携帶電話の使用は禁止されている.…」(전차내에서의 휴대전화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를 유사문서로서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기술 1에서는, 단어의 추출에 단어사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문제가 있다.

먼저, 단어사전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가 문서의 본질적인 내용(이하, 「중심개념」이라 한다)을 나타내는 경우, 
이 단어가 종문서에서 검색용 단어로서 추출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단어에 의해 유사검색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문서
의 중심개념이 정확히 검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즉,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신어(新語)로 표현되는 경우, 이것이 단
어사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목적으로 하는 중심개념에서 벗어난 문서가 검색되어 버린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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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나타내는 말이 단어사전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단어의 추출방법에 따라서는 검색의 
대상이 되는 중심개념이 어긋나버린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상기의 문서 1「…. 携帶電話の使用時のマナ-
が問題になる. …」라고 하는 종문서로부터는 「携帶電話」「マナ-」「問題」등의 단어가 추출된다. 그러나, 「電話
」라고 하는 단어가 추출되지 않기 때문에 문서 3「…. 電話での話し方について注意された. …」(전화로 이야기하는 
법에 대해 주의받았다)라고 하는 문서의 유사도가 낮게 추출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
    

이것들은 모두, 단어사전을 이용하여 검색용의 단어를 추출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상이 종래기술 1의 문제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국 특원평9-309078호」에서, 단어사전을 이용하지 않고, 종문서 중에서 한자나 가타
카나 등의 문자종별로 연속하는 n문자의 문자열(이하, 「n-gram」이라 한다)을 한자나 가타카나 등의 문자종별로 기
계적으로 추출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유사문서를 검색하는 기술(이하, 「종래기술 2」라 한다)을 제안하였다.

    
종래기술 2에서는, 문자종류별로 n-gram의 추출방법을 바꾸고, 의미의 정리를 갖는 n-gram(이하, 「특징문자열」이
라 한다)을 추출한다. 예를 들어, 한자로 구성되는 문자열(이하, 「한자문자열」이라 한다)로부터는 기계적으로 2-g
ram을 추출하고, 가타카나로 구성되는 문자열(이하, 「가타카나 문자열」이라 한다)로부터는 가타카나로 구성되는 최
장(最長)의 문자열(이하, 「가타카나 최장문자열」이라 한다), 즉 가타카나 문자열 그자체를 추출한다. 이 경우, 상기
의 문서 1「…. 携帶電話の使用時のマナ-が問題になる. …」라고 하는 종문서로부터는, 「携帶(휴대)」「帶電(대전)
」「電話(전화)」「使用(사용)」「マナ-(매너)」「問題(문제)」등이라고 하는 특징문자열이 추출된다. 즉, 「電話」
라고 하는 문자열도 빠짐없이 추출되기 때문에, 종래기술 1에서는 낮은 유사도가 산출되어 버리는 문서 3「…. 電話で
の話し方について注意された. …」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유사도가 산출되게 된다.
    

    
그러나, 종래기술 2에서는, 복합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한자문자열 등으로부터는, 단어사이에 걸쳐지는 n-gram도 
추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이를 검색에 이용하면, 내용이 유사하지 않는 문서에 대해서까지도 유사도가 산출되
고, 그 결과, 연관이 없는 문서가 유사문서로서 검색된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상기의 문서 1「…. 携帶
電話の使用時のマナ-が問題になる. …」라고 하는 종문서로부터 추출된 「帶電(대전)」이라고 하는 특징문자열에 의
해 유사도(類似度)가 산출되고, 문서 4「…. 電荷の帶電を防ぐために, 接地しなくてはならない. …」(전하의 대전을 
막기 위해, 접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는 문서가 유사문서로서 잘못 검색되어 버린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서, 일본국의 「정보처리학회 논문지 pp.2286 ~ 2297, Vol.38, No.11, Nov.1997」
에 1-gram의 총계정보를 이용하여 특징문자열을 추출하는 기술(이하, 「종래기술 3」이라 한다)이 제안되어 있다.

    
종래기술 3에서는, 문서 등록시에 등록 문서중에 출현하는 각 1-gram에 대해, 단어의 선두(先頭)일 확률(이하, 「선
두확률」이라 한다)과 말미(末尾)일 확률(이하, 「말미확률」이라 한다)을 산출해 둔다. 여기서는, 단어를 한자(漢字)
나 가타카나 등의 문자종(文字種) 경계로 구분되고, 단일 문자종으로 구성되는 문자열(이하, 「단일 문자종 문자열」이
라 한다)로 하고, 문자종 경계의 직후에 위치하는 1-gram을 단어의 선두에 있는 1-gram으로 하고, 문자종 경계의 직
전에 위치하는 1-gram을 단어 말미에 있는 1-gram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문서 1「…. 携帶電話の使用時のマナ-が問題になる. …」로부터 문자종 경계로 추출한 “使用”이라
고 하는 한자문자열에서는 “使”가 단어의 선두에 있는 1-gram이고, “用”이 단어의 말미에 있는 1-gram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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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문서 검색시에는, 먼저 지정된 종문서로부터 단일 문자종 문자열을 추출한다. 이어, 단일 문자종 문자열 내의 연속
하는 2개의 1-gram에 있어서 전방의 1-gram의 말미확률과 후방의 1-gram의 선두확률로부터, 이들의 1-gram사이
에서 단일 문자종 문자열이 분할될 확률(이하, 「분할확률」이라 한다)을 산출하고, 이 값이 소정의 값(이하, 「분할 
한계값」이라 한다)을 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단일 문자종 문자열을 분할한다고 하는 처리를 행한다.

이하, 분할 한계값을 0.050으로 하여, 종래기술 3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문서 등록시에는 모든 등록대상 문서중에 출현하는 각 1-gram에 대해, 출현횟수, 단어의 선두에 출현하는 횟수
(이하, 「선두횟수」라 한다) 및 말미에 출현하는 횟수(이하, 「말미횟수」라 한다)를 세어, 출현정보파일에 격납한다. 
예를 들어, 상기의 문서 1에서는 “携(휴)”의 출현회수는 1회, 선두횟수는 1회 및 말미횟수는 0회라고 하는 출현정보
를 얻을 수 있다. 도 2에서 출현정보파일의 예를 나타낸다.

그 후, 상기 출현정보파일을 참조하여, 각 1-gram에 대해 각각 선두확률과 말미확률을 산출하고, 출현확률파일에 격
납한다. 예를 들어, 1-gram“携(휴)”의 선두확률은 768/4,740=0.16, 말미확률은 492/4,740=0.10이 된다. 도 3
에서 출현확률파일의 예를 나타낸다.

이어, 단일 문자종 문자열「携帶電話(휴대전화)」를 예로 하여, 종래기술 3의 문서검색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단일 문자종 문자열「携帶電話」중에서 1-gram의 2개조로서, (“携”, “帶”), (“帶”, “電”) 및 (“電”, 
“話”)의 3개를 추출한다. 이어, 각 1-gram의 조에 있어서, 전방의 1-gram의 말미확률과 후방의 1-gram의 선두확
률을, 등록시에 작성한 출현확률파일로부터 취득하여, 분할확률을 산출한다.

    
도 4에서, 「携帶電話(휴대전화)」에서 추출한 3개의 1-gram 조에 있어서의 분할확률의 산출과정을 나타낸다. 본예
에서는, (“携”, “帶”), (“帶”, “電”) 및 (“電”, “話”)의 분할확률로서, 각각 0.011, 0.054 및 0.005가 산
출되고, 이들의 분할확률 중, (“帶”, “電”)의 0.054가 분할한계값 0.050보다 크기 때문에, “帶”와 “電”사이에
서 분할된다. 한편, (“携”, “帶”) 및 (“電”, “話”)의 분할확률은 각각 0.011 및 0.005로, 이들은 분할한계값 
0.050보다 작기 때문에, 이들의 1-gram사이에서는 분할되지 않는다. 그 결과, 「携帶電話」가 “帶”와 “電”의 사
이에서 분할되고, 「携帶」와 「電話」의 2개의 특징문자열이 추출되게 된다.
    

이상이, 종래기술 3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이다. 이와 같이 종래기술 3에서는, 1-gram의 통계정보를 이용하여 특징문자
열을 추출함으로써, 단어사이에 걸쳐지는 부적절한 특징문자열을 추출하지 않도록 하고, 내용이 유사하지 않은 문서가 
검색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기술 3에서는, 분할확률의 절대값으로 분할의 가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단어로서의 특징문자열의 추출정도
(抽出精度)가 낮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단일 문자종 문자열「帶電」에 대해서는, 1-gram의 조(“帶”, “
電”)이 추출되고, 이 1-gram사이의 분할확률로서 0.054가 산출된다.

이 값은 분할한계값 0.050보다 크기 때문에, 「帶電」이 「帶」와 「電」과 같이 잘못 분할(이하, 「오분할(誤分割)」
이라 한다)되어버려, 부적절한 2개의 특징문자열이 추출되어 버린다. 이 결과, 「帶」에 관계있는 문서 등도 유사문서
로서 검색되어 버리고, 검색 잡음이 혼입하여, 목적으로 하는 중심개념이 어긋난 문서가 유사문서로서 검색되어 버린다
고 하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래기술 1과 같이 단어사전을 이용하여 단어를 추출하는 방법에서는, 단어사전에 게재되
어 있지 않은 단어가 종문서의 중심개념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중심개념에서 벗어난 문서가 검색되어 버린다고 하는 문
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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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래기술 2와 같이 단일 문자종 문자열에서 문자종류별로 단순히 n-gram을 추출하는 방법에서는, 복합어를 구성
할 가능성이 있는 한자 문자열 등에서 단어사이에 걸쳐지는 n-gram을 추출해 버림으로써, 관련이 없는 문서가 유사문
서로서 검색되어 버린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종래기술 3과 같이, 1-gram의 총계정보를 이용하여 분할확률을 산출하고, 이 값의 절대값으로 분할의 가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단어로서의 특징문자열의 추출정도가 낮기 때문에, 검색 잡음이 혼입하여 목적으로 하는 중
심개념이 어긋난 문서가 유사문서로서 검색되어 버린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기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 발명은, 오분할(誤分割)이 적어지도록 특징문
자열을 추출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오분할이 적어지도록 특징문자열을 추출하는 것에 의해 검색 잡음을 적게 함으로써, 중심개념이 어긋나는 것을 저
감시킨 유사문서검색을 행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과제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특징문자열 추출방법에서는, 이하에서 나타내는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처리
에 의해 종문서로부터 특징문자열의 추출을 행한다.

즉, 본 발명에 의한 특징문자열 추출방법에서는, 문서의 등록처리로서,

(스텝 1) 등록대상 문서를 읽어들이는 문서 읽어들임 스텝,

(스텝 2) 상기 문서 읽어들임 스텝에서 읽어들인 등록대상 문서 중의 문자열을 한자나 가타카나 등의 문자종 경계로 분
할하고, 단일문자종문자열로서 추출하는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스텝,

(스텝 3) 상기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단일문자종문자열에 대해 그 문자종을 판정하고, 한자나 가타
카나이면 미리 정해진 길이의 n-gram에 대해 등록문서에 있어서의 출현횟수, 단어의 선두에 출현하는 횟수(이하, 「
선두횟수」라고 한다)와 말미에 출현하는 횟수(이하, 「말미횟수」라고 한다) 및 n-gram 그 자체가 단어로서 출현하
는 횟수(이하, 「단독횟수」라고 한다)를 계수하는 출현정보 계수(計數) 스텝,

(스텝 4) 상기 출현정보 계수 스텝에서 계수된 n-gram의 출현정보를 이미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문서에 관
한 n-gram의 출현정보에 가산함으로써, 데이터 베이스 전체의 출현정보를 산출하고, 해당하는 출현정보파일에 격납하
는 출현정보파일 작성등록 스텝,

(스텝 5) 상기 출현정보 계수 스텝에서 출현정보가 계수된 n-gram에 관해, 해당하는 출현정보파일로부터 데이터 베이
스 전체에 있어서의 출현정보를 취득하고, 단어의 선두일 확률(이하, 「선두확률」이라 한다)과 말미일 확률(이하, 「
말미확률」이라 한다) 및 n-gram 그 자체가 단어로서 출현할 확률(이하, 「단독확률」이라 한다)을 산출하고, 해당하
는 출현확률파일에 격납하는 출현확률파일 작성등록 스텝,

(스텝 6) 상기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단일문자종문자열로부터 미리 정해진 길이의 n-gram을 추출
하고, 등록대상문서 중에 있어서의 출현횟수를 계수하는 출현횟수 계수 스텝,

(스텝 7) 상기 출현횟수 계수 스텝에서 계수된 출현횟수를 해당하는 출현횟수파일에 격납하는 출현횟수파일 작성등록 
스텝을 가지며,

종문서(種文書 : query document)로부터 특징문자열을 추출하는 처리로서,

(스텝 8) 종문서를 읽어들이는 종문서 읽어들임 스텝,

(스텝 9) 상기 종문서 읽어들임 스텝에 있어서 읽어들여진 종문서 중의 문자열을 문자종 경계로 분할하고, 단일문자종
문자열로서 추출하는 검색용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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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10) 상기 검색용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단일 문자종문자열에 관해, 그 문자종을 판정하고,

한자나 가타카나이면, 상기 출현확률파일을 읽어들여, 단일문자종문자열의 선두에서 제 i번째 문자까지의 문자열의 단
독확률, 제 (i+1)번째 문자까지의 문자열의 단독확률, 제 (i+1)번째 문자의 선두확률 및 제 (i+2)번째 문자의 선두확
률을 취득하고,

제 i번째 문자에서 단일문자종문자열이 분할되는 확률(이하, 「분할확률」이라 한다)을 제 i번째 문자까지의 문자열의 
단독확률과 제 (i+1)번째 문자의 선두확률의 적(積)으로서 산출하고,

제 (i+1)번째 문자에서의 분할확률을 제 (i+1)번째 문자까지의 문자열의 단독확률과 제 (i+2)번째 문자의 선두확률
의 적으로서 산출하고,

이들 제 i번째 문자와 제 (i+1)번째 문자의 분할확률을 비교하여, 값이 큰 쪽을 단일문자종문자열이 분할되는 점(이하, 
「분할점」이라 한다)으로 하고, 선두에서 분할점까지의 문자열을 특징문자열로서 추출하고,

한자나 가타카나 이외이면, 단일문자종문자열 그 자체를 특징문자열로서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문자열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열에 대해, 동일한 처리를 반복함으로써 특징문자열을 추출하는 특징문자열 추
출 스텝을 갖는다.

또,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유사문서 검색방법에서는, 상기 스텝에서 이루어지는 처리에 의해 종
문서와 유사한 문서를 검색하기 위한 특징문자열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사문서검색을 행한다.

즉, 본 발명에 의한 유사문서 검색방법에서는, 문서의 등록처리로서,

(스텝 1) 등록대상문서를 읽어들이는 문서 읽어들임 스텝,

(스텝 2) 상기 문서읽어들임 스텝에서 읽어들인 등록대상문서중의 문서열을 한자나 가타카나 등의 문자종 경계로 분할
하고, 단일문자종문자열로서 추출하는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스텝,

(스텝 3) 상기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단일문자종문자열에 대해, 그 문자종을 판정하고, 한자나 가타
카나이면 미리 정해진 길이의 n-gram에 대해 등록문서에 있어서의 출현횟수, 단어의 선두에 출현하는 횟수(이하, 「
선두확률」이라 한다)와 말미에 출현하는 횟수(이하, 「말미횟수」라 한다) 및 n-gram 그 자체가 단어로서 출현하는 
횟수(이하, 「단독횟수」라 한다)를 계수하는 출현정보 계수 스텝,

(스텝 4) 상기 출현정보 계수 스텝에서 계수된 n-gram의 출현정보를 미리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문서에 관
한 이 n-gram의 출현정보에 가산함으로써, 데이터 베이스 전체의 출현정보를 산출하고, 해당하는 출현정보파일에 격
납하는 출현정보파일 작성등록 스텝,

(스텝 5) 상기 출현정보 계수 스텝에서 출현정보가 계수된 n-gram에 관해, 해당하는 출현정보파일로부터 데이터 베이
스 전체에 있어서의 출현정보를 취득하고, 단어의 선두일 확률(이하, 「선두확률」이라 한다)과 말미일 확률(이하, 「
말미확률」이라 한다) 및 n-gram 그 자체가 단어로서 출현할 확률(이하, 「단독확률」이라 한다)을 산출하고, 해당하
는 출현확률파일에 격납하는 출현확률파일 작성등록 스텝,

(스텝 6) 상기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단일문자종문자열로부터 미리 정해진 길이의 n-gram을 추출
하고, 등록대상문서 중에 있어서의 출현횟수를 계수하는 출현횟수 계수 스텝,

(스텝 7) 상기 출현횟수 계수 스텝에서 계수된 출현횟수를 해당하는 출현횟수파일에 격납하는 출현횟수파일 작성등록 
스텝을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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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문서에 유사한 문서의 검색처리로서,

(스텝 8) 종문서를 읽어들이는 종문서 읽어들임 스텝,

(스텝 9) 상기 종문서 읽어들임 스텝에 있어서 읽어들여진 종문서중의 문자열을 문자종 경계로 분할하고, 단일문자종
문자열로서 추출하는 검색용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스텝,

(스텝 10) 상기 검색용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단일 문자종문자열에 관해, 그 문자종을 판정하고,

한자나 가타카나이면, 상기 출현확률파일을 읽어들여, 단일문자종문자열의 선두에서 제 i번째 문자까지의 문자열의 단
독확률, 제 (i+1)번째 문자까지의 문자열의 단독확률, 제 (i+1)번째 문자의 선두확률 및 제 (i+2)번째 문자의 선두확
률을 취득하고,

제 i번째 문자에서 단일문자종문자열이 분할될 확률(이하, 「분할확률」이라 한다)을 제 i번째 문자까지의 문자열의 단
독확률과 제 (i+1)번째 문자의 선두확률의 적(積)으로서 산출하고,

제 (i+1)번째 문자에서의 분할확률을 제 (i+1)번째 문자까지의 문자열의 단독확률과 제 (i+2)번째 문자의 선두확률
의 적으로서 산출하고,

이들 제 i번째 문자와 제 (i+1)번째 문자의 분할확률을 비교하여, 값이 큰 쪽을 단일문자종문자열이 분할되는 점(이하, 
「분할점」이라 한다)으로 하여, 선두에서 분할점까지의 문자열을 특징문자열로서 추출하고,

한자나 가타카나 이외이면, 단일문자종문자열 그 자체를 특징문자열로서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문자열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열에 대해, 동일한 처리를 반복함으로써 특징문자열을 추출하는 특징문자열 추
출 스텝,

(스텝 11) 상기 특징문자열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모든 특징문자열에 대해, 종문서내에 있어서의 출현횟수를 계수하는 
종문서내 출현횟수 계수 스텝,

(스텝 12) 상기 특징문자열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모든 특징문자열에 대해, 상기 출현횟수파일을 읽어들여, 데이터 베
이스내의 각 문서에 있어서의 해당 특징문자열의 출현횟수를 취득하는 데이터 베이스내 출현횟수 취득 스텝,

(스텝 13) 상기 특징문자열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특징문자열에 대해, 상기 종문서내 출현횟수 계수 스텝에서 계수된 
종문서내의 출현횟수와, 상기 데이터 베이스내 출현횟수 취득 스텝에서 취득된 데이터 베이스내의 각 문서에 있어서의 
출현횟수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산출식에 기초하여 종문서와 데이터 베이스내의 각 문서와의 유사도를 산출하는 유
사도 산출 스텝,

(스텝 14) 상기 유사도 산출 스텝에서 산출된 유사도에 기초하여, 검색결과를 출력하는 검색결과 출력 스텝을 갖는다.

상기 문서검색방법을 이용한 본 발명의 원리를 이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서는 문서를 등록할 시에, (스텝 1) ~ (스텝 7)을 실행한다.

먼저, 문서 읽어들임 스텝(스텝 1)에 있어서. 등록대상이 되는 문서를 읽어들인다.

이어,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스텝(스텝 2)에 있어서, 상기 문서 읽어들임 스텝(스텝 1)에서 읽어들여진 등록대상문서
중의 문자열을 한자나 가타카나 등의 문자종 경계로 분할하여, 단일문자종으로 이루어지는 문자열을 추출한다. 예를 들
어, 상술한 문서 2「…. 電車內での携帶電話の使用は禁止されている.…」라고 하는 문서로부터는 「電車內」「での」
「携帶電話」「の」「使用」「は」「禁止」「されている」 등의 단일문자종문자열이 추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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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출현정보 계수 스텝(스텝 3)에 있어서,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스텝(스텝 2)에서 추출된 상기 각 단일문자종문
자열에 대해 그 문자종을 판정하여, 한자나 가타카나이면 미리 정해진 길이 n의 n-gram의 등록대상문서중의 출현횟수, 
선두횟수, 말미횟수 및 단독횟수를 계수한다. 예를 들어, 한자 문자열과 가타카나 문자열로부터 1-gram 및 2-gram의 
출현횟수, 선두횟수 및 말미횟수를 계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상기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스텝(스텝 2)
에서 추출된 단일문자종문자열에 대해, “携”의 출현횟수는 1회, 그 중 선두횟수는 1회, 말미횟수는 0회, 단독회수는 
0회이고, “携帶”의 출현횟수는 1회, 그 중 선두회수는 1회, 말미횟수는 0회, 단독횟수는 0회로 계수된다.
    

    
이어, 출현정보파일 작성등록 스텝(스텝 4)에 있어서, 먼저 출현정보 계수 스텝(스텝 3)에서 추출된 n-gram의 출현정
보를 이미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문서에 관한 출현정보에 가산하고, 누적정보로서의 출현정보를 해당하는 출
현정보파일에 격납한다. 도 5에서 출현정보파일의 예를 나타낸다. 본 도면에서 나타낸 출현정보파일은, 상기 출현정보 
계수 스텝(스텝 3)에 있어서 추출된 출현정보를 격납한 경우의 예이다. 본 도면에서 나타낸 출현정보파일은 상술한 1
-gram “携”에 관해서는 출현횟수 4,740회, 선두횟수 768회, 말미횟수 492회 및 단독횟수 42회라고 하는 정보를 
격납하고, 2-gram “携帶”에 관해서는 출현횟수 462회, 선두횟수 419회, 말미횟수 52회 및 단독횟수 48회라고 하
는 정보를 격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어, 출현확률파일 작성등록 스텝(스텝 5)에 있어서, 출현정보파일 작성등록 스텝(스텝 4)에서 출현정보가 격납된 n
-gram에 대해, 각각 출현확률을 산출하고, 해당하는 출현확률파일에 격납한다. 예를 들어, 도 5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
이, 1-gram “携”에 관해서는 출현횟수 4,740회, 선두횟수 768회, 말미횟수 492회 및 단독횟수 42회이기 때문에, 
선두확률은 768/4,740=0.16, 말미확률은 492/4,740=0.10, 단독확률은 42/4,740=0.01로 계산된다. 도 6에서 출현
확률파일의 예를 나타낸다. 본 도면에서 나타낸 출현확률파일은 상기 출현정보 계수 스텝(스텝 3)에 있어서 추출된 출
현확률을 격납한 경우의 예로서, 상술한 1-gram “携”에 관해서는 선두확률 0.16, 말미확률 0.10 및 단독확률 0.01
이라고 하는 정보가 격납되고, 2-gram “携帶”에 관해서는 선두확률 0.90, 말미확률 0.11 및 단독확률 0.10이라고 
하는 정보가 격납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어, 출현횟수 계수 스텝(스텝 6)에 있어서,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스텝(스텝 2)에서 추출된 모든 단일문자종문자열
로부터 미리 정해진 길이의 n-gram을 추출하고, 등록대상문서중에 있어서의 출현횟수를 계수한다. 그리고, 출현횟수
파일 작성등록 스텝(스텝 7)에 있어서, 상기 출현횟수 계수 스텝(스텝 6)에서 추출된 각 n-gram의 출현횟수를 해당
하는 출현횟수파일에 격납한다.

도 24에서, 상술한 문서 2「…. 電車內での携帶電話の使用は禁止されている.…」를 예로 하여 출현횟수파일 작성처리
의 순서를 나타낸다.

먼저,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스텝(스텝 2)에서 등록대상문서인 문서 2로부터 모든 단일문자종문자열을 추출한다.

    
이어, 출현횟수 계수 스텝(스텝 6)에서, 상기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스텝(스텝 2)에서 추출된 모든 단일문자종문자열
로부터 미리 정해진 길이의 n-gram을 추출하고, 등록대상문서내의 출현횟수를 계수한다. 본 도면에서 나타내는 예에
서는, 단일문자종문자열로부터 길이가 3인 n-gram까지를 추출하는 것으로 하고, 단일문자종문자열(2404)에 포함되
는 「電車內」에서 길이가 1인 “電”, “車”, “內”, 길이가 2인 “電車”, “車內” 및 길이가 3인 “電車內”가 
추출되고, 문서 2에 있어서의 출현횟수가 계수된다. 이 결과, “電”은 문서 2중에 2회 출현하고, “車”는 문서 2중에 
1회 출현하고 있다고 계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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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출현횟수파일 작성등록 스텝(스텝 7)에서, 출현횟수 계수 스텝(스텝 6)에서 추출된 각 n-gram의 출현횟수를 
해당하는 출현횟수파일에 격납한다. 이 결과, 문서 2로부터는 1-gram “電”(2, 2), “車”(2, 1), “內”(2, 1), 2
-gram “電車”(2, 1), “車內”(2, 1), 3-gram “電車內”(2, 1)과 같이 각 n-gram의 등록대상문서의 식별번호
와 출현횟수가 조(組)로서 격납된다. 여기서, “車內”(2, 1)은 2-gram “車內”가 문서번호 2의 문서에 1회 출현한
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검색시에는 (스텝 8) ~ (스텝 14)를 실행한다.

먼저, 종문서 읽어들임 스텝(스텝 8)에 있어서, 종문서로서 문서 1을 읽어들인다.

이어, 검색용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스텝(스텝 9)에 있어서, 상기 종문서 읽어들임 스텝(스텝 8)에서 읽어들여진 종
문서(문서 1)중의 문자열을 문자종 경계로 분할하고, 단일문자종문자열을 추출한다.

이어, 특징문자열 추출 스텝(스텝 10)에 있어서, 상기 검색용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스텝(스텝 9)에서 추출된 단일문
자종문자열에 대해 그 문자종을 판정한다.

    
이 문자종이 한자나 가타카나이면, 상술한 출현확률파일을 읽어들여, 단일문자종문자열의 선두에서 제 i번째 문자까지
의 문자열의 단독확률, 제 (i+1)번째 문자까지의 문자열의 단독확률, 제 (i+1)번째 문자의 선두확률 및 제 (i+2)번째 
문자의 선두확률을 취득한다. 그리고, 제 i번째 문자에서의 분할확률을 제 i번째 문자까지의 문자열의 단독확률과 제 (
i+1)번째 문자의 선두확률의 적으로서 산출하고, 제 (i+1)번째 문자에서의 분할확률을 제 (i+1)번째 문자까지의 문
자열의 단독확률과 제 (i+2)번째 문자의 선두확률의 적으로서 산출한다. 그리고, 이들의 제 i번째 문자와 제 (i+1)번
째 문자의 분할확률을 비교하고, 값이 큰 쪽을 분할점으로 하여, 선두에서 이 분할점까지의 문자열을 특징문자열로서 
추출된다.
    

또, 그 문자종이 한자나 가타카나가 아니면, 단일문자종문자열 그 자체를 특징문자열로서 추출하고, 이하, 동일한 처리
를 반복함으로써 특징문자열을 추출한다.

    
도 8에서, 문서 1에서 추출한 단일문자종문자열「携帶電話」로부터 특징문자열을 추출하는 예를 나타낸다. 먼저, 「携
帶電話」에 있어서 제 1번째 문자에서의 분할확률은 「携」의 단독확률 0.01과 「帶」의 선두확률 0.11의 적으로서 
0.001이 산출되고, 제 2번째 문자에서의 분할확률은 「携帶」의 단독확률 0.10과 「電」의 선두확률 0.36의 적으로서 
0.036이 산출된다. 이어, 이들의 분할확률을 비교하여, 값이 큰 쪽에서 단일문자종문자열을 분할한다. 이 경우, 제 2번
째 문자의 분할확률 0.036 쪽이 크기 때문에, 단일문자종문자열「携帶電話」는 「携帶」와 「電話」로 분할된다.
    

    
또, 도 9에서, 종래기술 3에서는 적절하게 분할되지 않는 단일문자종문자열「帶電」의 예에 대해 본 발명의 분할처리를 
나타낸다. 먼저, 「帶電」에 있어서 제 1번째 문자에서의 분할확률은 「帶」의 단독확률 0.01과 「電」의 단독확률 0.
01의 적으로서 0.0001로 산출된다. 또, 제 2번째 문자에서의 분할확률, 즉 「帶電」이 단일문자종문자열 그 자체로서 
출현할 확률은 「帶電」의 단독확률 0.10으로 산출된다. 이들의 값을 비교하여, 값이 큰 쪽에서 단일문자종문자열로 분
할된다 이 경우, 「帶電」의 단독확률 0.10 쪽이 크기 때문에, 「帶電」은 제 2번째 문자에서 분할되게 되어, 결과적으
로 단일문자종문자열「帶電」은 분할되지 않고, 한 덩어리의 문자열로서 추출되게 된다.
    

이와 같이 분할확률을 비교하여 단일문자종문자열을 분할함으로써, 데이터 베이스중에서의 실제의 출현상황을 정확하
게 반영한 단어 분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확률의 절대값으로 분할하는 상술한 종래기술 3에 비해, 부적절한 분
할을 대폭으로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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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종문서내 출현횟수 계수 스텝(스텝 11)에 있어서, 상기 특징문자열 추출 스텝(스텝 10)에서 추출된 특징문자열
의 종문서내에서의 출현횟수를 계수한다.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내 출현횟수 취득 스텝(스텝 12)에 있어서, 상기 특징문자열 추출 스텝(스텝 10)에서 추출된 특
징문자열에 대해, 상술한 출현횟수파일을 참조하여 데이터 베이스내의 각 문서에 있어서의 출현횟수를 취득한다.

그리고, 유사도 산출 스텝(스텝 13)에 있어서, 상기 특징문자열 추출 스텝(스텝 10)에서 추출된 특징문자열에 대해, 
상기 종문서내 출현횟수 계수 스텝(스텝 11)과 데이터 베이스내 출현횟수 취득 스텝(스텝 12)에서 계수된 종문서내에
서의 출현횟수와, 데이터 베이스내의 각 문서에서의 출현횟수를 기초로, 유사도가 산출된다.

유사도의 산출에는 예를 들어 「일본국 특개평6-110948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이하의 유사도 산출식(1)을 이용
해도 좋다.

수학식 1

    
여기서, U(j)는 종문서내의 j번째의 n-gram의 정규화 웨이트를 나타내고, 각 n-gram의 종문서내 출현횟수로부터 산
출된다. R(j)는 데이터 베이스중 문서의 j번째의 n-gram의 정규화 웨이트를 나타내고, 각 n-gram의 데이터 베이스내
의 각 문서에 있어서의 출현횟수로부터 산출된다 . 정규화 웨이트란, 데이터 베이스에 있어서의 n-gram의 출현 편향
을 나타내고, 이 값이 큰 n-gram일수록 어느 특정 문서에 치우쳐 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규화 웨이트의 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국 특개평6-110948호 공보」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또, n은 
데이터 베이스중의 전(全)문서 수를 나타낸다.
    

이 유사도 산출식(1)을 이용하여, 문서 1이 종문서로서 지정된 경우의 문서(i)의 유사도 S(i)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S(1) = 1.0

S(2) = 0.262

S(3) = 0.048

S(4) = 0.0

이 결과, 검색결과 출력 스텝(스텝 14)에서, 문서를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면, 문서 1, 문서 2, 및 문서 3의 순으
로 표시된다. 유사도가 0인 문서 4는 검색결과로서는 출력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특징문자열 추출방법을 이용한 유사문서 검색방법에 의하면, 종래기술 1과 같이 
단어사전을 이용하지 않고 단일문자종문자열로부터 문자열을 기계적으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에 대해서
도 빠짐없이 검색할 수 있어, 종문서가 나타내는 개념을 정확하게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종래기술 2와 같이 단일문자종문자열에서 문자종별로 단순히 n-gram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정보를 이용하
여 의미가 정리된 n-gram을 추출함으로써, 종문서가 나타내는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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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래기술 3과 같이 분할확률의 절대값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확률을 비교하여 그 값이 큰 쪽에서 분할
함으로써, 데이터 베이스중에서의 실제의 출현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단어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 부적절한 단어 분할
을 대폭으로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종래기술 3에 비해 부적절한 특징문자열이 검색되지 않기 때문에, 
종문서가 나타내는 개념을 적절하게 검색할 수 있음과 동시에, 고속으로 유사문서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대해 도 1을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을 적용한 유사문서검색 시스템의 제 1 실시예는, 디스플레이(100), 키보드(101), 중앙연산처리장치(CPU : 
102), 자기디스크장치(105),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FDD : 103), 주메모리(106) 및 이들을 잇는 버스(107)로 구성
된다.

자기디스크장치(105)에는 텍스트(150), 출현정보파일(151), 출현확률파일(152) 및 출현횟수파일(153)이 격납된다. 
FDD(103)을 매개로 하여 플로피디스크(104)에 격납되어 있는 등록문서나 종문서(種文書) 등의 정보가 주메모리(1
06)내에 확보된 워크 에리어(170) 또는 자기디스크장치(105)에 읽어들여진다.

주메모리(106)에는,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110), 문서등록 제어 프로그램(111), 공유(共有) 라이브러리(160), 텍스
트 등록 프로그램(120), 출현정보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1), 출현확률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4), 출현횟수파
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7), 검색 제어 프로그램(112), 검색조건식 해석 프로그램(130), 유사문서 검색 프로그램(1
31) 및 검색결과 출력 프로그램(132)가 격납됨과 동시에 워크 에리어(170)이 확보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플로피 디스크(104)나 CD-ROM(도 1에서는 도시하지 않음) 등 운반가능한 기억매체에 격납되고, 
이 기억매체로부터 출력되어, 자기디스크장치(105)에 인스톨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본 유사문서 검색 시스템 기동시
에,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110)에 의해 자기디스크장치(105)로부터 출력되어, 주메모리(106)에 격납된다.

공유 라이브러리(160)은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61)로 구성된다.

출현정보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1)은 출현정보 계수 프로그램(122)와 출현정보파일 작성 프로그램(123)으로 구
성됨과 동시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유 라이브러리(160)으로부터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61)을 호출하
는 구성을 취한다.

출현확률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4)는 출현확률 산출 프로그램(125)와 출현확률파일 작성 프로그램(126)으로 구
성된다.

출현횟수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7)은 출현횟수 계수 프로그램(128)과 출현횟수파일 작성 프로그램(129)로 구성
된다.

유사문서 검색 프로그램(131)은 종문서 읽어들임 프로그램(140),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 종문서내 출현횟
수 계수 프로그램(145), 출현횟수 취득 프로그램(146) 및 유사도 산출 프로그램(148)로 구성됨과 동시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유 라이브러리(160)에서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61)을 호출하는 구성을 취한다.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은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를 호출하는 구성을 취한다. 분할확
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는 분할확률 산출 프로그램(143)을 호출하는 구성을 취한다. 분할확률 산출 프
로그램(143)은 출현확률파일 읽어들임 프로그램(144)를 호출하는 구성을 취한다.

출현횟수 취득 프로그램(146)은 출현횟수파일 읽어들임 프로그램(147)을 호출하는 구성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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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등록 제어 프로그램(111) 및 검색 제어 프로그램(112)는 사용자에 의한 키보드(101)로부터의 지시에 응하여 시
스템 제어 프로그램(110)에 의해 기동되고, 각각 텍스트 등록 프로그램(120), 출현정보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1), 
출현확률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4) 및 출현횟수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7)의 제어와, 검색조건식 해석 프로그
램(130), 유사문서 검색 프로그램(131) 및 검색결과 출력 프로그램(132)의 제어를 행한다.

이하, 본 실시예에 있어서 유사문서 검색 시스템의 처리순서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110)의 처리순서에 대해 도 10의 PAD(Problem Analysis Diagram)도를 이용하여 설명
하기로 한다.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110)에서는, 먼저 스텝(1000)에서, 키보드(101)로부터 입력된 명령을 해석한다.

이어, 스텝(1001)에서 이 해석결과가 등록실행의 명령이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스텝(1002)에서 문서등록 제어 프로
그램(111)을 기동하고, 문서의 등록을 행한다.

또, 스텝(1003)에서 검색실행의 명령이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스텝(1004)에서 검색 제어 프로그램(112)를 기동하고, 
유사문서의 검색을 행한다.

이상이,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110)의 처리순서이다.

이어, 도 10에서 도시한 스텝(1002)에서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110)에 의해 기동되는 문서등록 제어 프로그램(111)
의 처리순서에 대해, 도 11의 PAD도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문서등록 제어 프로그램(111)에서는, 먼저 스텝(1100)에서 텍스트 등록 프로그램(120)을 기동하여, FDD(103)에 
삽입된 플로피 디스크(104)로부터 등록할 문서의 텍스트 데이터를 워크 에리어(170)에 읽어들이고, 이를 텍스트(15
0)으로서 자기 디스크장치(105)에 격납한다. 덱스트 데이터는 플로피 디스크(104)를 이용하여 입력되는 것에 한정하
지 않고, 통신회선(도 1에서는 도시하지 않음)이나 CD-ROM장치(도 1에서는 도시하고 있지 않다) 등을 이용하여 다
른 장치로부터 입력하는 구성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어, 스텝(1101)에서 출현정보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1)을 기동하여, 워크 에리어(170)에 격납되어 있는 텍스트
(150)을 독출하고, 그 중의 각 n-gram에 대한 출현정보파일(151)을 작성하여, 자기디스크장치(105)에 격납한다.

이어, 스텝(1102)에서 출현확률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4)를 기동하여, 워크 에리어(170)에 격납되어 있는 텍스트
(150)중의 각 n-gram에 대한 출현확률을 산출하고, 해당하는 출현확률파일(152)로서 자기디스크장치(105)에 격납
한다.

이어, 스텝(1103)에서 출현횟수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7)을 기동하여, 워크 에리어(170)에 격납되어 있는 텍스트
(150)을 독출하고, 그 중의 각 문서에 있어서 모든 n-gram에 대한 출현횟수를 계수하여, 해당하는 출현횟수(153)으
로서 자기디스크장치(105)에 격납한다.

이상이, 문서등록 제어 프로그램(111)의 처리순서이다.

이어, 도 11에서 도시한 스텝(1101)에서 문서등록 제어 프로그램(111)에 의해 기동되는 출현정보파일 작성등록 프로
그램(121)의 처리순서에 대해, 도 12의 PAD도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출현정보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1)에서는, 먼저 스텝(1200)에서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61)을 기동하
여, 텍스트(150)의 문자열을 문자종 경계로 분할함으로써 단일문자종문자열을 추출하고, 워크 에리어(170)에 격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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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스텝(1201)에 있어서, 출현정보 계수 프로그램(122)를 기동하여, 텍스트(150)에서 미리 정해진 길이의 n-gr
am의 출현횟수와, 워크 에리어(170)에 격납되어 있는 단일문자종문자열의 선두횟수, 말미횟수 및 단독횟수를 계수하
고, 동일하게 워크 에리어(170)에 격납한다.

그리고, 스텝(1202)에 있어서, 출현정보파일 작성 프로그램(123)을 기동하여, 워크 에리어(170)에 격납되어 있는 텍
스트(150)에 있어서의 n-gram의 출현횟수, 선두횟수, 말미횟수 및 단독횟수를 각각 출현정보파일(151)에 격납되어 
있는 해당 n-gram의 출현횟수, 선두횟수, 말미횟수 및 단독횟수에 가산하여, 워크 에리어(170)에 격납함과 동시에 출
현정보파일(151)로서 자기디스크장치(105)에 격납한다.

이상이, 출현정보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1)의 처리순서이다.

이어, 도 11에서 도시한 스텝(1102)에서 문서등록 제어 프로그램(111)에 의해 기동되는 출현확률파일 작성등록 프로
그램(124)의 처리순서에 대해, 도 16의 PAD도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출현확률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4)에서는, 먼저 스텝(1600)에서 출현확률 산출 프로그램(125)를 기동하여, 워크 
에리어(170)에 격납되어 있는 각 n-gram의 출현정보로부터 각 n-gram의 단독확률, 선두확률 및 말미확률을 산출하
고, 워크 에리어(170)에 격납한다.

이어, 스텝(1601)에 있어서, 출현확률파일 작성 프로그램(126)을 기동하여, 워크 에리어(170)에 격납되어 있는 각 
n-gram의 단독확률, 선두확률 및 말미확률을 출현확률파일(152)로서 자기디스크장치(105)에 격납한다.

이상이, 출현확률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4)의 처리순서이다.

이어, 도 11에서 도시한 스텝(1103)에서 문서등록 제어 프로그램(111)에 의해 기동되는 출현횟수파일 작성등록 프로
그램(127)의 처리순서에 대해, 도 25에서 나타내는 PAD도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출현횟수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7)에서는, 먼저 스텝(2500)에서 출현횟수 계수 프로그램(128)을 기동하여, 도 1
2의 스텝(1200)에서 워크 에리어(170)에 격납한 모든 단일문서종문서열 중에서, 길이가 1에서 단일문자종문자열 자
체의 길이 m까지의 n-gram을 추출하고, 등록대상문서에 있어서의 그들의 출현횟수를 계수하여, 워크 에리어(170)에 
격납한다.

이어, 스텝(2501)에 있어서, 출현횟수파일 작성 프로그램(129)를 기동하여, 스텝(2500)에서 계수한 각 n-gram의 
출현횟수를 등록대상문서의 식별번호(이하, 「문서번호」라 한다)와 함께 출현횟수파일(153)으로서 자기디스크장치
(105)에 격납한다.

이어, 도 10에서 도시한 스텝(1004)에서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110)에 의해 기동되는 검색 제어 프로그램(112)에 의
한 유사문서검색의 처리순서에 대해, 도 13의 PAD도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검색제어프로그램(112)에서는, 먼저 스텝(1300)에서 검색조건식 해석 프로그램(130)을 기동하여, 키보드(101)로부
터 입력된 검색조건식을 해석하고, 검색조건식의 패러미터로서 지정된 종문서의 문서번호를 추출한다.

이어, 스텝(1301)에서 유사문서 검색 프로그램(131)을 기동하여, 상기 검색조건식 해석 프로그램(130)에 의해 추출
된 문서번호의 종문서에 대해, 자기디스크장치(105)에 격납되어 있는 텍스트(150)중의 각 문서의 유사도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스텝(1302)에 있어서, 검출결과 출력 프로그램(132)를 기동하고, 상기 유사문서 검색 프로그램(131)에
서 산출된 각 문서의 유사도에 기초하여, 검색결과를 출력한다.

이상이, 검색 제어 프로그램(112)에 의한 문서검색의 처리순서이다.

이어, 도 13에서 도시한 스텝(1301)에서 검색 제어 프로그램(112)에 의해 기동되는 유사문서 검색 프로그램(131)의 
처리순서에 대해, 도 14의 PAD도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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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문서 검색 프로그램(131)에서는, 먼저 스텝(1400)에서 종문서 읽어들임 프로그램(140)을 기동하여, 검색조건식 
해석 프로그램(130)에 의해 검색조건식으로부터 추출된 문서번호의 종문서를 자기디스크장치(105)중의 텍스트(150)
으로부터 워크 에리어(170)에 읽어들인다.

    
여기서, 종문서는, 텍스트(150)중에 격납되어 있는 문서를 읽어들일 뿐만 아니라, 키보드(101)로부터 직접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고, 플로피 디스크(104), CD-ROM장치(도 1에서는 도시하고 있지 않다)나 통신회선(도 1에서는 도시하
고 있지 않다) 등을 이용하여, 다른 장치로부터 입력하는 장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며, 또, 전문검색 시스템 등에 의한 
검색결과로부터 입력하는 구성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한, 검색결과 출력 프로그램(132)의 출력으로부터 종문서를 
선택하는 구성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어, 스텝(1401)에 있어서, 공유 라이브러리(160)의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61)을 기동하여, 상기 종문
서 읽어들임 프로그램(140)에서 읽어들인 종문서의 텍스트를 문자종 경계로 분할하여 단일문자종문자열을 취득하고, 
워크 에리어(170)에 격납한다.

그리고, 스텝(1402)에 있어서, 후술하는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을 기동하여, 상기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프
로그램(161)을 취득한 단일문자종문자열로부터 특징문자열을 추출한다.,

이어, 스텝(1403)에 있어서, 종문서내 출현횟수 계수 프로그램(145)를 기동하여, 상기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
1)에서 취득한 특징문자열의, 종문서내에서의 출현횟수를 계수한다.

이어, 스텝(1404)에 있어서, 출현횟수 취득 프로그램(146)을 기동하여, 상기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에서 취
득한 특징문자열의 텍스트(150)중의 각 문서에 있어서의 출현횟수를 취득한다.

마지막으로, 스텝(1405)에 있어서, 유사도 산출 프로그램(148)을 기동하여, 상기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에
서 취득한 각 특징문자열에 대한, 상기 종문서내 출현횟수 취득 프로그램(145)에서 취득한 종문서내 출현횟수와, 상기 
출현횟수 취득 프로그램(146)에서 취득한 텍스트(150)중의 각 문서에 있어서의 출현횟수로부터, 종문서와 텍스트(1
50)내의 각 문서와의 유사도를 산출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유사도의 산출에, 상술한 유사도 산출식(1)을 이용하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도 무관하다. 이 유사도 
산출식(1)을 이용하여, 상술한 문서1「…. 携帶電話の使用時のマナ-が問題になる. …」가 종문서로서 지정된 경우의 
문서i의 유사도 S(i)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S(1) = 1.0

S(2) = 0.262

S(3) = 0.048

S(4) = 0.0

이상이, 유사문서 검색 프로그램(131)의 처리순서이다.

이어, 도 14에서 도시한 스텝(1402)에 있어서, 유사문서 검색 프로그램(131)에 의해 기동되는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
그램(141)의 처리순서에 대해, 도 17의 PAD도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에서는, 스텝(1700)에 있어서, 도 14에서 나타낸 스텝(1401)에 있어서의 단일문자종
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61)에 의해, 워크 에리어(170)에 격납되어 있는 모든 단일문자종문자열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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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스텝(1701)에 있어서, 상기 스텝(1700)에서 취득한 모든 단일문자종문자열에 대해, 다음의 스텝(1702 ~ 170
4)를 반복 실행한다.

즉, 스텝(1702)에서는, 스텝(1700)에서 취득한 단일문자종문자열의 문자종을 판정하고, 이 문자종이 한자(漢字)나 
가타카나인 경우에는 스텝(1703)을 실행하고, 한자나 가타카나 이외인 경우에는 스텝(1704)를 실행한다.

스텝(1703)에서는, 후술하는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를 기동하여, 한자나 가타카나의 단일문자
종으로부터 특징문자열을 추출한다.

스텝(1704)에서는, 한자나 가타카나 이외의 단일문자종문자열 그 자체를 특징문자열로서 추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텝(1705)에 있어서, 상기 스텝(1702)나 스텝(1703)에서 추출된 특징문자열을 워크 에리어(
170)에 격납한다.

이상이,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의 처리순서이다.

이하, 도 14에서 나타낸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의 처리순서에 대해 구체예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27에서, 상술한 문서1「…. 携帶電話の使用時のマナ-が問題になる. …」로부터 특징문자열을 추출하는 예를 나타
낸다.

먼저, 문서 1로부터 단일문자종문자열「…」「.」「携帶電話」「の」「使用時」「の」「マナ-」「が」「問題」「に
なる」「.」「…」를 추출한다.

이어, 이들 단일문자종문자열의 문자종을 판정하고, 한자문자열「携帶電話」, 「使用時」 및 「問題」와 가타카나 문자
열 「マナ-」에 대해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에 의해 특징문자열을 추출하고, 한자문자열과 가
타카나 문자열 이외의 문자열 「の」「の」「が」「になる」「.」로부터는 단일문자종문자열 그 자체를 특징문자열로
서 추출한다.

이상이,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의 구체적인 처리예이다.

이어, 도 14에서 도시한 스텝(1404)에 있어서 유사문서 검색 프로그램(131)에 의해 기동되는 출현횟수 취득 프로그
램(146)의 처리순서를 도 26의 PAD도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출현횟수 취득 프로그램(146)에서는, 도 14에서 도시한 스텝(1402)에 있어서 워크 에리어(170)에 격납한 특징문자
열을 취득한다 (스텝 2600).

그리고, 워크 에리어(170)에 격납되어 있는 모든 특징문자열에 대해, 스텝(2602)를 실행한다 (스텝 2601).

스텝(2602)에서는, 출현횟수파일 읽어들임 프로그램(147)을 기동하여, 텍스트(150)내의 각 문서에 있어서의 특징문
자열의 출현횟수를 취득하고, 워크 에리어(170)에 격납한다.

이상이, 출현횟수 취득 프로그램(146)의 처리순서이다.

이어, 도 17에서 나타낸 스텝(1703)에 있어서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에 의해 기동되는 분할확률비교 특징문
자열 추출 프로그램(142)의 처리순서에 대해, 도 18의 PAD도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는, 스텝(1800)에 있어서, 마지막에 특징문자열이 추출된 말미의 문자
위치(이하, 「최신분할점」이라 한다)(LS)의 초기값을 0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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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 17에서 나타낸 스텝(1703)에 있어서, 입력된 단일문자종문자열의 문자열 길이가 미리 정해진 길이 이상일 
때, 다음 스텝(1802 ~ 1809)까지를 반복 실행한다 (스텝 1801).

스텝(1802)에서는, 후술하는 분할확률 산출 프로그램(143)을 기동하여, 단일문자종문자열의 선두에서 i문자째의 분
할확률 P(i)와, (i+1)문자째의 분할확률 P(i+1)을 산출한다.

이어, 스텝(1803)에 있어서, 상기 분할확률 산출 프로그램(143)에서 산출한 P(i)와 P(i+1)의 값을 비교하여, P(i)가 
P(i+1)보다도 큰 경우에는 스텝(1804)를 실행하고, P(i)가 P(i+1)보다도 작은 경우에는 스텝(1806)을 실행하고, 
P(i)와 P(i+1)이 동등한 경우에는 스텝(1808)을 실행한다.

스텝(1804)에서는, 단일문자종문자열의 선두에서 i문자째까지의 문자열을 특징문자열로서 산출한다. 그리고, 스텝(1
805)에 있어서, 최신분할점(LS)를 i로 설정하고, i의 값을 1가산한다.

스텝(1806)에서는, 단일문자종문자열의 선두 (i+1)문자째까지의 문자열을 특징문자열로서 추출한다. 그리고, 스텝(
1807)에 있어서, 최신분할점(LS)를 (i+1)로 설정하고, i의 값을 2가산한다.

스텝(1808)에서는, 각각 단일문자종문자열의 선두에서 i문자째까지의 문자열과 (i+1)문자째까지의 문자열을 특징문
자열로서 추출한다. 그리고, 스텝(1809)에 있어서, 최신분할점(LS)를 (i+1)로 설정하고, i의 값을 2가산한다.

이상이,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의 처리순서이다.

이하, 도 18에서 나타낸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의 처리순서에 대해 구체예를 이용하여 설명하
기로 한다.

도 8에서, 상술한 문서1「…. 携帶電話の使用時のマナ-が問題になる. …」에서 추출된 단일문자종문자열「携帶電話(
휴대전화)」로부터 특징문자열을 추출하는 예를 나타낸다.

    
먼저, 「携帶電話」에서 제 1번째 문자에서의 분할확률 P(1)은 「携」의 단독확률 0.01과 「帶」의 선두확률 0.11의 
적(積)으로서 0.001이 산출되고, 제 2번째 문자에서의 분할확률 P(2)는 「携帶」의 단독확률 0.10과 「電」의 선두
확률 0.36의 적으로서 0.036이 산출된다. 이어, 이들의 분할확률을 비교하여, 값이 큰 쪽에서 단일문자종문자열 「携
帶電話」를 분할한다. 이 경우, 제 1번째 문자의 분할확률 P(1)(=0.000)보다도 제 2번째 문자의 분할확률 P(2)(=0.
036)쪽이 크기 때문에, 단일문자종문자열「携帶電話」는 「携帶」와 「電話」로 분할된다.
    

    
또, 도 20에서, 상기 문서1로부터 추출한 단일문자종문자열「マナ-」로부터 특징문자열을 추출하는 예를 나타낸다. 먼
저, 「マナ-」에서 제 2번째 문자에서의 분할확률 P(2)는 「マナ」의 단독확률 0.00과 「-」의 단독확률 0.00의 적
으로서 0.00으로 산출된다. 이어, 제 3번째 문자에서의 분할확률 P(3), 즉 「マナ-」가 단일문자종문자열 그자체로서 
출현할 확률은 「ナ-」의 말미확률 0.79와 1.0의 적으로서 0.79로 산출된다. 이들의 값을 비교하여, 값이 큰 쪽에서 
단일문자종문자열로 분할된다. 이 경우, 「マナ-」의 제 2번째 문자에서의 분할확률 P(2)(=0.00)보다도 제 3번째 문
자에서의 분할확률 P(3)(=0.79)쪽이 크기 때문에, 제 3번째 문자에서 분할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단일문자종문자열 
「マナ-」는 분할되지 않게 된다.
    

이상이,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의 구체적인 처리순서이다.

이어, 도 18에서 나타낸 스텝(1801)에 있어서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에 의해 기동되는 분할확
률 산출 프로그램(143)의 처리순서에 대해, 도 19의 PAD도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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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확률 산출 프로그램(143)은, 스텝(1900)에 있어서, 도 18에서 나타낸 스텝(1801)에 있어서 지정되는 분할확률
의 산출위치(i) 및 최신분할점(LS)를 취득한다.

이어, 산출위치(i)에 있어서의 분할확률 P(i)를 산출하기 위해, 스텝(1901 ~ 1906)을 실행하여, 각 출현확률을 취득
한다.

먼저, 스텝(1901)에 있어서, 도 12에서 나타낸 스텝(1201)에서 추출된 n-gram의 길이(n)과 분할확률의 산출위치(
i)를 비교하여, (i-LS)가 n이하인 경우에는 스텝(1902)를 실행하고, (i-LS)가 n보다도 큰 경우에는 스텝(1903)을 
실행한다.

스텝(1902)에서는, 출현확률파일 읽어들임 프로그램(144)를 기동하여, 최신분할점(LS)로부터 제 i 번째 문자까지의 
문자열의 단독확률을 취득하고, 분할확률 산출위치(i)의 전방의 문자열의 출현확률 Pre(i)로 한다.

스텝(1903)에서는, 출현확률파일 읽어들임 프로그램(144)를 기동하여, 최신분할점(LS)로부터 제 i 번째 문자까지의 
문자열의 후방의 n-gram의 말미확률을 취득하고, 분할확률 산출위치(i)의 전방의 문자열의 출현확률 Pre(i)로 한다.

이어, 스텝(1904)에 있어서, 단일문자종문자열의 문자열 길이(Ln)과 분할확률 산출위치(i)를 비교하여, Ln이 (i+1)
보다도 큰 경우에는 스텝(1905)를 실행하고, Ln이 (i+1)과 동등한 경우에는 스텝(1906)을 실행한다.

스텝(1905)에서는, 출현확률파일 읽어들임 프로그램(144)를 기동하여, 제 (i+1)번째 문자의 1-gram의 선두확률을 
취득하고, 분할확률 산출위치(i)의 후방의 문자열의 출현확률 Post(i)로 한다.

스텝(1906)에서는, 출현확률파일 읽어들임 프로그램(144)를 기동하여, 제 (i+1)번째 문자의 1-gram의 단독확률을 
취득하고, 분할확률 산출위치(i)의 후방의 문자열의 출현확률 Post(i)로 한다.

이어, 산출위치(i+1)에 있어서의 분할확률 P(i+1)을 산출하기 위해, 스텝(1907 ~ 1913)을 실행하여, 각 출현확률을 
취득한다.

먼저, 스텝(1907)에 있어서, 도 12에서 나타낸 스텝(1201)에서 추출된 n-gram의 길이(n)과 분할확률의 산출위치(
i)를 비교하여, ((i+1)-LS)가 n이하인 경우에는 스텝(1908)을 실행하고, ((i+1)-LS)가 n보다도 큰 경우에는 스텝
(1909)를 실행한다.

스텝(1908)에서는, 출현확률파일 읽어들임 프로그램(144)를 기동하여, 최신분할점(LS)로부터 제 (i+1)번째 문자까
지의 문자열의 단독확률을 취득하고, 분할확률 산출위치(i+1)의 전방의 문자열의 산출확률 Pre(i+1)로 한다.

스텝(1909)에서는, 출현확률파일 읽어들임 프로그램(144)를 기동하여, 최신분할점(LS)로부터 제 (i+1)번째 문자까
지의 문자열의 후방의 n-gram의 말미확률을 취득하고, 분할확률 산출위치(i+1)의 후방의 문자열의 출현확률 Pre(i+
1)로 한다.

이어, 스텝(1910)에 있어서는, 단일문자종문자열의 문자열 길이(Ln)과 분할확률 산출위치(i)를 비교하여, Ln이 (i+
2)보다도 큰 경우에는 스텝(1911)을 실행하고, Ln이 (i+2)과 동등한 경우에는 스텝(1912)를 실행하고, Ln이 (i+1)
과 동등한 경우에는 스텝(1913)을 실행한다.

스텝(1911)에서는, 출현확률파일 읽어들임 프로그램(144)를 기동하여, 제 (i+2)번째 문자의 1gram의 선두확률을 취
득하고, 분할확률 산출위치(i+1)의 후방의 문자열의 출현확률 Post(i+1)로 한다.

스텝(1912)에서는, 출현확률파일 읽어들임 프로그램(144)를 기동하여, 제 (i+2)번째 문자의 1-gram의 단독확률을 
취득하고, 분할확률 산출위치(i+1)의 후방의 문자열의 출현확률 Post(i+1)로 한다.

스텝(1913)에서는, 분할확률 산출위치(i+1)의 후방의 문자열의 출현확률 Post(i+1)=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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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스텝(1914)에 있어서, 상기 스텝(1901 ~ 1903)에서 취득한 Pre(i)와 상기 스텝(1904 ~ 1906)에서 취득한 
Post(i)의 적을 산출위치(i)에 있어서의 분할확률 P(i)로 하고, 상기 스텝(1907 ~ 1909)에서 취득한 Pre(i+1)과 상
기 스텝(1910 ~ 1913)에서 취득한 Post(i+1)의 적을 산출위치(i+1)에 있어서의 분할확률 P(i+1)로 하여, 각각 워
크 에리어(170)에 격납한다.

이상이, 분할확륙 산출 프로그램(143)의 처리순서이다.

이하, 도 19에서 나타낸 분할확률 산출 프로그램(143)의 처리순서에 대해 구체예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28에서, 상술한 문서1「…. 携帶電話の使用時のマナ-が問題になる. …」로부터 추출된 단일문자종문자열「携帶電
話」의 분할확률을 산출하는 예를 나타낸다. 또, 본 도면에서 나타내는 예에서는, 출현확률파일(152)에 격납되어 있는 
n-gram길이를 2로 하고, 분할확률을 산출하는 제 i번째 문자를 제 1번째 문자로 한다. 즉, 제 1번째 문자에서의 분할
확률 P(1) 및 제 2번째 문자에서의 분할확률 P(2)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이하의 설명을 행한다.

먼저, 분할확률의 산출위치인 제 1번째 문자까지의 문자열의 단독확률이 출현확률파일(600)에 격납되어 있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현확률파일 (600)에 격납되어 있는 n-gram길이 2와 분할확률 산출위치 1을 비교한다. 그 결
과, 격납되어 있는 n-gram길이 쪽이 크기 때문에, 제 1번째 문자까지의 문자열「携」의 단독확률 0.01을 출현확률파
일(600)에서 취득한다.

이어, 분할확률의 산출위치의 후방에 몇 문자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일문자종문자열「携帶電話」의 문자열
길이 4와 분할확률 산출위치 1을 비교한다. 그 결과, 2문자 이상의 문자열「帶電話」가 존재하기 때문에, 「帶」의 선
두확률 0.11을 출현확률파일(600)으로부터 취득한다. 그리고, 「携」의 단독확률 0.01과 「帶」의 선두확률 0.11의 
적을 산출하여, 제 1번째 문자에서의 분할확률 P(1)=0.001을 얻는다.

동일하게, 분할확률의 산출위치인 제 2번째 문자까지의 문자열의 단독확률이 출현확률파일(600)에 격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현확률파일(600)에 격납되어 있는 n-gram길이 2와 분할확률 산출위치2를 비교한다. 그 결과, 격납
되어 있는 n-gram길이와 산출위치가 동등하기 때문에, 제 2번째 문자까지의 문자열「携帶」의 단독확률 0.10을 출현
확률파일(600)에서 취득한다.

이어, 분할확률의 산출위치의 후방에 몇 문자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일문자종문자열「携帶電話」의 문자열 
길이 4와 분할확률 산출위치 2를 비교한다. 그 결과, 2문자 이상의 문자열「電話」가 존재하기 때문에, 「電」의 선두
확률 0.36을 출현확률파일(600)으로부터 취득한다. 그리고, 「携帶」의 단독확륙 0.10과 「帶」의 선두확률 0.36의 
적을 산출하여, 제 2번째 문자까지의 분할확률 P(2)=0.036을 얻는다.

이상이, 분할확률 산출 프로그램(143)의 구체적인 처리순서이다.

이상이,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출현정보파일(151)과 출현확률파일(152)에 격납하는 n-gram의 길이로서 2를 이용하여 특징문자
열 추출 프로그램(143)의 처리순서를 설명하였으나, 이 길이로서 1이나 3 등의 고정값을 이용해도 좋고, 데이터 베이
스 중의 출현횟수 등의 정보에 기초하여 가변 길이로 해도 좋고, 단일문자종문자열 자체의 길이 m으로 해도 좋고, 또한, 
이들의 조합이라도, 동일하게 특징문자열 추출의 처리를 행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종문서의 내용에 유사한 문서를 검색하는 것으로서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3)의 처리순서
를 설명하였으나, 이 종문서 대신에, 문장이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특징문자열을 추출할 수 있고, 유사문서 검
색을 행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또, 분 실시예에서는, 단일문자종문자열의 선두에서 제 n번째 문자까지의 분할확률과 제 (n+1)번째 문자까지의 분할
확률을 비교함으로써 특징문자열을 추출하는 예를 이용하여,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의 처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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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설명하였으나, 단일문자종문자열의 말미로부터, 각각 제 n번째 문자까지의 분할확률과 제 (n+1)번째 문자까지의 
분할확률을 비교해도, 또한, 단일문자종문자열 중의 m문자(m은 1이상의 정수)와 n문자의 분할확률을 비교해도, 동일
하게, 문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특징문자열의 추출을 행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한자나 가타카나의 단일문자종문자열에 대한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
42)를 포함하는 구성으로 하여 설명하였으나, 한자 또는 가타카나를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 베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경
우 등에는, 대응하는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를 포함하지 않는 구성으로 해도 좋고, 한자나 가타
카나 이외에 대응하는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를 포함하는 구성으로 해도 좋고, 종래기술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문자종에 대응하는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구성이라도 좋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단일문자종문자열로부터 특징문자열을 추출하는 구성으로 하였으나, 특정의 문자종 간을 경
계로 하여 전후에 걸쳐지는 부분 문자열로부터 특징문자열을 추출함으로써, 예를 들어, 「F1」이나 「비타민C」, 「W
배」, 「규소」 등의 문자열을 검색에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고정도(高精度)인 유사문서검색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
게 된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출현정보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1)에서는, 문자종 경계를 단어의 경계로 보고, 각 n-g
ram의 선두횟수, 말미횟수 및 단독횟수를 계수하였으나, 부속어, 즉 조사나 조동사 등을 단어 경계의 후보로 보고, 각 
n-gram의 선두횟수, 말미횟수 및 단독횟수를 계수해도 좋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출현정보파일(151)을 도 5에서 나타낸 표형식으로 작성하였으나, 이 방법에서는, 대상으
로 하는 n-gram 길이가 증대함에 따라 n-gram 종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분할확률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4)의 
처리에 장대한 시간을 요하게 된다. 이 문제는 특징문자열에 대해 검색용의 인덱스를 부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
로써, n-gram 종류가 증가해도 고속으로 등록처리를 실현할 수 있다. 이 특징문자열에 대한 검색용 인덱스로서는, 전
문(全文)검색용 인덱스(153)을 이용해도 좋고, 「특개평 8-329112호 공보」등에 개시되어 것과 같은 단어 인덱스 
방식을 이용해도 좋다. 이 문제는 출현확률파일(152) 및 출현횟수파일(153)에 있어서도 발생하나, 동일하게 검색용의 
인덱스를 부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문서 등록시에 출현확률파일 작성등록 프로그램(124)를 기동하여 출현확률파일(152)를 
작성하는 구성으로 하였으나, 유사문서 검색시의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 실행시에, 출현정보파
일(151)에 격납되어 있는 각 n-gram의 출현정보로부터 해당하는 출현확률을 산출함으로써, 자기디스크(105)에 격납
하는 파일을 삭감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에 의해 추출된 특징문자열을 이용한 유사문서 검색 시스템
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종문서로부터 특징문자열을 추출하는 특징문자열 추출 시스템으로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특개평8-153121호 공보」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은 형태소 해석에 의해 문서중에 포함되는 단어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서를 자동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 (142)는 제 i번째 문자에서의 분할확률 P(i)와 
제 (i+1)번째 문자에서의 분할확률 P(i+1)을 비교하여, 그 값이 큰 쪽에서 분할하기 때문에, 모든 단일문자종문자열
로부터 (i+1)문자 이하의 특징문자열이 추출되어 버려, (i+1)문자보다 긴 단어가 잘못 분할되어 버린다고 하는 문제
가 있다.

이하, 제 1 실시예에서 (i+1)문자보다 긴 단어가 잘못 분할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예를 도 22에서 나타내는 구
체예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본 도면에서는, 한자로 구성되는 단일문자종문자열「北海道(북해도)」를 대상으로 
하고, 분할확률 산출위치 i의 초기값을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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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에서는, 먼저 스텝(2200)에 있어서, 상술한 분할확률 산출 프로그램(1
43)을 기동하여, 제 1번째 문자의 분할확률 P(1)과 제 2번째 문자의 분할확률 P(2)를 산출한다. 본 도면에서 나타낸 
예에서는, 단일문자종문자열「北海道」의 제 1번째 문자에서 「北」과 「海道」로 분할될 확률은, 1-gram「北」의 
단독확률 0.03과 2-gram「海道」의 단독확률 0.00의 적으로서 P(1)=0.000으로 산출된다. 동일하게, 제 2번째 문자
에서 「北海」와 「道」로 분할될 확률은, 2-gram「北海」의 단독확률 0.03과 1-gram「道」의 단독확률 0.12의 적 
P(2)=0.004로서 산출된다.
    

이어, 스텝(2201)에 있어서, 상기 스텝(2200)에서 산출된 P(1)과 P(2) 중 값이 큰 쪽을 분할점으로 하여, 단일문자
종문자열의 선두에서 분할점까지의 문자열을 특징문자열로서 추출한다. 본 도면에서 나타낸 예에서는, P(2)쪽이 P(1)
보다도 크기 때문에, 제 2번째 문자에서 단일문자종문자열「北海道」를 분할하고, 제 2번째 문자까지의 문자열 “北海
”를 특징문자예로서 추출한다.

이어, 스텝(2202)에 있어서, 최후에 특징문자열이 추출된 말미의 문자위치(이하, 「최신분할점」이라 한다)(LS)를 2
로 설정하고, 최신분할점 이후의 단일문자종문자열「道」를 대상으로 특징문자열 추출처리를 계속한다.

이어, 스텝(2203)에 있어서, 단일문자종문자열「道」의 문자열 길이 1은 미리 정해진 길이 2 미만이기 때문에, 문자열 
“道”가 특징문자열로서 추출된다. 이 결과, 「…. 道の驛と呼ばれるサ-ビスエリアが國道沿いに建設されることにな
った.…」(미치노 에키라 불리는 서비스 에리어가 국도를 따라 건설되게 되었다.)등이라고 하는 문서가 유사문서로서 
잘못 검색되어 버리게 된다.

이상이,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의 처리예이다. 본 도면에서 나타낸 예
에서는, 제 1번째 문자와 제 2번째 문자의 분할확률 P(1)과 P(2)를 비교하여, 값이 큰 쪽을 분할점으로 하기 때문에, 
단일문자종문자열「北海道」(북해도)로부터 “北海”와 “道”가 특징문자열로서 추출되어 버리고, 종문서의 중심개
념에서 어긋난 문서가 유사문서로서 검색되어 버린다.

이 때문에, 본 발명을 적용한 유사문사 검색 시스템의 제 2 실시예에서는, 단일문자종문자열로부터 특징문자열을 추출
할 시에 산출된 분할확률이 소정값(이하, 「분할한계값」이라 한다)보다도 높은 경우에만 비교처리를 행함으로써, (i+
1)문자보다 긴 특징문자열을 추출할 수 있게 한다.

본 실시예는, 제 1 실시예(도 1)와 거의 동일한 구성을 취하나,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의 처리
순서가 다르고, 도 21의 PAD도에서 나타내듯이, 스텝(2100 ~2104)가 추가된다.

이하, 제 2 실시예에 있어서의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 (142a)의 처리순서에 대해 도 21의 PAD도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a)에서는, 스텝(1800)에 있어서, 최신분할점(LS)의 초기값을 0으로 설
정한다.

그리고, 특징문자열의 추출대상이 되는 단일문자종문자열의 문자열 길이가 미리 정해진 길이 이상일 때, 다음 스텝(18
02 ~1807), 스텝(2101 ~ 2103)까지를 반복 실행한다 (스텝 2100).

스텝(1802)에서는, 분할확률 산출 프로그램(143)을 기동하여, 단일문자종문자열의 선두에서 제 i번째 문자의 분할확
률 P(i)와, 제 (i+1)번째 문자의 분할확률 P(i+1)을 산출한다.

이어, 스텝(2100)에 있어서, 상기 분할확률 산출 프로그램(143)에서 산출된 분할확률 P(i), P(i+1)의 값 및 미리 정
해진 분할한계값(Th)의 값을 비교하여, 최대의 것을 추출한다. 이 결과, 분할확률 P(i)가 추출되었다면 스텝(1804)를 
실행하고, 분할확률 P(i+1)이 추출된 경우에는 스텝(1806)을 실행하고, 분할한계값(Th)가 추출된 경우에는 스텝(2
101)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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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1804)에서는, 단일문자종문자열의 선두에서 제 i번째 문자의 문자열을 특징문자열로서 추출한다. 그리고, 스텝(
1805)에 있어서, 최신분할점 (LS)를 i로 설정하고, i의 값을 1가산한다.

스텝(1806)에서는, 단일문자종문자열의 선두에서 제 (i+1)번째 문자의 문자열을 특징문자열로서 추출한다. 그리고, 
스텝(1807)에 있어서, 최신분할점(LS)를 (i+1)로 설정하고, i의 값을 2가산한다.

스텝(2101)에서는, 분할확률의 산출위치(i)와 단일문자종문자열의 문자열 길이(Ln)을 비교하여, (i+1)이 문자열 길
이(Ln)보다도 작은 경우에는 스텝 (2102)를 실행하고, (i+1)이 문자열 길이(Ln) 이상이라면 스텝(2103)을 실행한
다.

스텝(2102)에서는 분할확률의 가산위치(i)의 값을 1가산한다.

스텝(2103)에서는, 단일문자종문자열 그 자체를 특징문자열로서 추출한다. 그리고, 스텝(2104)에 있어서, 최신분할
점(LS)를 문자열 길이(Ln)으로 설정하고, i의 값을 1가산한다.

이상이,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a)의 처리순서이다.

이하, 제 2 실시예에 있어서의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 (142a)의 처리순서를 각각 도 23에서 나타낸 
구체예로 설명하기로 한다. 또한, 본 도면에서는, 한자로 구성되는 단일문자종문자열「北海道」를 대상으로 하여, 분할
한계값(Th)를 0.050으로 하고, 분할확률 산출위치(i)의 초기값을 1로 하여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
142a)의 처리순서를 설명한다.

분할확률비교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2a)에서는, 먼저, 스텝(2200)에 있어서, 상술한 분할확률 산출 프로그램(
143)을 기동하여, 제 1번째 문자의 분할확률 P(1)과 제 2번째 문자의 분할확률 P(2)를 산출하고, P(1)=0.000 및 P
(2)=0.004를 얻는다.

이어, 스텝(2301)에 있어서, 상기 스텝(2200)에서 산출한 분할확률 P(1), P(2) 및 분할한계값(Th)중, 최대의 것을 
추출한다. 이 결과, 분할한계값(Th)가 최대이기 때문에, 스텝(2302)에 있어서, 분할확률의 산출위치 i(=1)와 단일문
자종문자열「北海道」의 문자열 길이 Ln(=3)을 비교한다. 이 결과, 분할확률의 산출위치 i쪽이 작기 때문에, i의 값을 
1가산한다.

그리고, 스텝(2304)에 있어서, 제 2번째 문자에서의 분할확률 P(2)과 제 3번째 문자에서의 분할확률 P(3)을 산출한
다. 이 예에서는, 제 2번째 문자에서 「地海」와 「道」로 분할될 확률은 2-gram「北海」의 단독확률 0.03과 1-gra
m「道」의 단독확률 0.12의 적 P(2)=0.004로서 산출되고, 제 3번째 문자까지의 「北海道」로서 출현할 확률은 2-
gram「北海」의 선두확률과 2-gram「海道」의 말미확률의 적 P(3)=0.465로서 산출된다.

이어, 스텝(2305)에 있어서, 상기 스텝(2304)에서 산출한 분할확률 P(2), P(3) 및 분할한계값(Th) 중, 최대의 것을 
추출한다. 이 결과, P(3)이 최대이기 때문에, 제 3번째 문자 「北海道」까지가 특징문자열로서 추출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분할확률이 분할한계값보다도 높은 경우에만 비교처리를 행하도록 함으로
써, 본래 분할되는 일이 없는 위치에서의 분할을 삭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 1 실시예에서 추출되어 있던 부적절한 
특징문자열을 대폭으로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종문서가 나타내는 개념을 적적하게 검색할 수 있음과 
동시에, 고속으로 유사문서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대해 도 29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제 1 실시예 및 제 2 실시예에 있어서는, 특징문자열로서 추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문자열을 출현횟수파일(153)중에 
격납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자열의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베이스내 각 문서에 있어서의 출현횟수의 취득
에 장대한 시간을 요함과 동시에, 필요한 자기디스크용량이 증가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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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을 적용한 유사문서 검색 시스템의 제 3 실시예는, 종문서로부터 추출된 특징문자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내 각 
문서에 있어서의 출현횟수의 취득에, 출현횟수파일(153)을 이용하지 않고, 전문검색용 인덱스를 이용함으로써 상기 필
요한 자기디스크용량을 저감시키는 방식이다.

즉, 본 실시예에 의하면, 제 1 실시예에서 데이터 베이스내의 각 문서에 있어서의 출현횟수의 취득에 전문 검색 시스템
을 이용함으로써, 문자열의 종류수가 많은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서도 고속의 유사문서검색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출현횟수파일(153)을 전문검색용 인덱스로 대용하기 때문에, 본 유사문서 검색 시스템을 전문검색 시스템
과 조합시켜 실현한 경우에는, 제 1 실시예에 비해 필요로 하는 자기디스크용량을 삭감할 수 있게 된다.

본 실시예는, 제 1 실시예(도 1)와 거의 동일한 구성을 취하나, 유사문사 검색 프로그램(131)중의 출현횟수 취득 프로
그램(146)을 구성하는 출현횟수파일 읽어들임 프로그램(147)이 다르다. 이 프로그램 대신에, 도 29에서 나타내는 바
와 같이 전문검색 프로그램(2902)가 이용된다.

이하,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처리순서 중, 제 1 실시예와는 다른 출현횟수 취득 프로그램(146a)의 처리순서에 대해, 도 
30을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서, 제 1 실시예에서의 출현횟수 취득 프로그램(146)(도 26)과 다른 점은, 출현횟수 취득 스텝(3000)뿐이다. 다
른 처리 스텝의 처리순서는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한 대로이다.

출현횟수 취득 스텝(3000)에서는,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에 의해 워크 에리어(170)에 격납된 특징문자열을 
전문검색 프로그램(2902)에서 검색함으로써, 텍스트(150)내 각 문서에 있어서의 이 특징문자열의 출현횟수를 취득한
다.

본 실시예의 출현횟수 취득 스텝(3000)에서 이용하는 전문검색 프로그램(2902)로서는 어떠한 방식을 적용해도 무관
하다. 예를 들어, 「일본국 특개소 64-35627호 공보」(이하, 「종래기술 4」라 한다)에서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n-gram 인덱스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종래기술 4에 의한 n-gram 인덱스방식에서는, 도 29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문서 등록시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
하는 문서의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n-gram과 이 n-gram의 텍스트중에 있어서의 출현위치를 추출하고, 전문검색용 인
덱스(2901)로서 자기디스크장치(2900)에 격납해 둔다. 검색시에는 지정된 검색 터엄 중에 출현하는 n-gram을 추출
하고, 이들에 대응하는 인덱스를 상기 자기디스크장치(2900)중의 전문검색용 인덱스(2901)로부터 읽어들이고, 인덱
스 중의 n-gram의 출현위치를 비교하여, 검색 터엄에서 추출한 n-gram의 위치관계와 인덱스중의 n-gram의 위치관
계가 동등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지정된 검색 터엄이 출현하는 문서를 고속으로 검색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특징문자열을 검색 터엄으로서 전문검색 프로그램(2902)에 입력하고, 이 특징문자열의 출현문서
와 그 위치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이 특징문자열의 각 문서에 있어서의 출현횟수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하, 이 종래기술 4를 이용한 출현횟수의 취득방법을 도 7과 도 15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또, 본 
도면에서는 n-gram의 n의 값을 1로 하고 있다.

먼저, 문서 등록시의 처리순서를 도 7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하는 텍스트(701)이 n-
gram 인덱스 작성등록스텝(702)에 읽어들여져, n-gram 인덱스(700)이 작성된다. 이 n-gram 인덱스(700)에는, 텍
스트(701)에 출현하는 모든 1-gram과 텍스트(701)에 있어서의 1-gram의 출현위치가 격납된다.

본 도면에서 나타내는 텍스트(701)에서는, 「携(휴)」라고 하는 1-gram은 텍스트(701)내의 문서번호 2의 제 26 문
자에 나타나기 때문에, n-gram 인덱스(700)에는 1-gram「携」와 이에 대응한 형태로, 출현위치 (2, 26)이 격납된
다. 여기서, 예를 들어, (2, 26)은 문서번호 2의 제 26 문자에 출현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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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색시의 처리순서를 도 15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본 도면에서는, 상술한 문서1「…. 携帶電話の使用
時のマナ-が問題になる. …」로부터 추출된 특징문자열 「電話」의 출현횟수를 상술한 n-gram 인덱스(700)으로부
터 취득하는 예에 대해 나타낸다.

    
먼저, 검색대상이 되는 특징문자열이 n-gram 추출부(1500)에 입력되고, 특징문자열중에 출현하는 모든 n-gram과 
그 n-gram의 특징문자열에 있어서의 출현위치가 추출된다. 이어, 추출된 n-gram과 이에 대응하는 n-gram의 특징문
자열에 있어서의 출현위치가 인덱스 검색부(1501)에 입력된다. 인덱스 검색부(1501)에서는, 특징문자열로부터 추출
된 n-gram에 대응하는 인덱스가 n-gram 인덱스(700)으로부터 읽어들여지고, 이들 인덱스 중에서 문서번호가 일치
하고 특징문자열중의 위치관계와 동일한 위치관계를 갖는 것이 추출되어, 검색결과로서 출력된다.
    

특징문자열로서 「電話」가 입력된 본 도면의 경우, 먼저, n-gram 추출부(1500)에 있어서, (1-gram「電」, 1-gr
am「1」)과 (1-gram「話」, 1-gram「2」)가 추출된다. 여기서, n-gram위치「1」은 검색 터엄의 선두, n-gram
위치「2」는 그 다음의 문자위치를 나타낸다.

이어, 인덱스 검색부(1501)에 있어서, n-gram 인덱스(700)으로부터 1-gram「電」과 「話」에 대응하는 인덱스가 
읽어들여진다. 이들의 인덱스에 있어서의 출현문서번호가 동등하고, 출현위치가 n-gram위치「1」과 n-gram위치「
2」와 같이 연속하는 것이, 즉 인접하는 것이 추출되어 검색결과로서 출력된다.

본 도면에서는, 1-gram「電」의 출현위치 (2, 28)과 1-gram「話」의 출현위치 (2, 29)가 문서번호가 동일하고 위
치가 「28」과 「29」로 인접하기 때문에, n-gram「電話」가 문자열로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문서 2중에 검
색 터엄「電話」가 출현하는 것이 검출된다. 그러나, 1-gram「電」의 (3, 11)과 1-gram「話」의 (3, 15)는 인접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위치에는 특징문자열「電話」가 출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인덱스 검색부(1501)로부터 검색결과로서 출력되는 출현위치를 계수함으로써, 해당 특징문자열의 출현
횟수를 얻는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출현횟수파일의 특징문자열 검색용 인덱스와 출현횟수파일 대신에 전문검
색용 인덱스를 이용함으로써, 여분의 파일을 늘리지 않고, 고속으로 유사문서검색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어,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대해 도 31을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제 1, 제 2 및 제 3 실시예에 있어서는, 종문서로부터 추출된 단일문자종문자열의 선두에서 제 n번째 문자에서의 분할
확률과 제 (n+1)번째 문자에서의 분할확률을 비교함으로써 특징문자열을 추출하였으나, 출현정보파일(151)과 출현확
률파일(152)를 보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자열의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자기디스크용량이 증가해 버린다.

본 발명을 적용한 유사문서 검색 시스템의 제 4 실시예는, 출현정보파일(151)과 출현확률파일(152)를 이용하지 않고, 
출현횟수파일(153)을 이용함으로써, 상기 필요한 자기디스크용량을 저감시키는 방식이다.

본 발명을 적용시킨 제 4 실시예는 제 1 실시예(도 1)와 거의 동일한 구성을 취하나, 유사문서 검색 프로그램(131)을 
구성하는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이 다르고, n-gram 추출 프로그램(3100)과 상술한 출현횟수 취득 프로그램
(146)으로 구성된다.

이하,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처리순서 중, 제 1 실시예와는 다른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a)의 처리순서에 대해, 
도 32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a)는, 먼저 스텝(3200)에 있어서, 상술한 단일문자종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61)에 의
해 워크 에리어(170)에 격납되어 있는 모든 단일문자종문자열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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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스텝(3201)에서, 상기 스텝(3200)에서 취득한 모든 단일문서종문자열에 대해, 다음 스텝(3202 ~ 3205)를 반
복 실행한다.

즉, 스텝(3202)에서는, n-gram 추출 프로그램(3100)을 기동하여, 스텝(3200)에서 취득한 단일문자종문자열부터, 
미리 정해진 길이 n(n은 1이상의 정수)의 n-gram을 선두에서부터 1문자씩 어긋나게 하면서, 모든 n-gram을 추출한
다.

그리고, 스텝(3203)에 있어서, 상기 n-gram 추출 프로그램(3100)에 의해 추출된 모든 n-gram에 대해, 다음 스텝(
3204)를 반복 실행한다. 즉, 스텝(3204)에서는, 출현횟수 취득 프로그램(146)을 기동하고, 상기 n-gram 추출 프로
그램(3100)에 의해 추출된 n-gram의 출현횟수를 취득한다.

그리고, 스텝(3205)에 있어서, 상기 스텝(3204)에서 취득한 각 n-gram의 출현횟수가 높은 순으로 분류하고, 상위부
터 미리 정해진 개수의 n-gram을 특징문자열로서 추출한다.

이상이,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a)의 처리순서이다.

이하, 도 32에서 나타낸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a)의 처리순서에 대해 구체예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33에서, 상술한 문서1「…. 携帶電話の使用時のマナ-が問題になる. …」로부터 특징문자열을 추출하는 예를 나타
낸다. 본 도면에서 나타내는 예에서는 n-gram의 n의 값을 2로 하고, 각 단일문자종문자열로부터 2개의 2-gram을 특
징 n-gram으로서 추출한다.

먼저, 문서1로부터 단일문자종문자열「…」「.」「携帶電話」「の」「使用時」「の」「マナ-」「が」「問題」「にな
る「.」「…」을 추출한다.

이어, 이들의 단일문자종문자열의 선두에서 1문자씩 밀리게 하면서 모든 2-gram을 추출하고, 각 2-gram의 출현횟수
가 높은 순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단일문자종문자열「携帶電話」로부터는 “携帶”“帶電”“電話”3개의 2-gra
m을 추출하고, 각각 데이터 베이스내의 출현횟수를 취득한다. 이 결과, (電話, 5,283), (携帶, 462), (帶電, 269)가 
얻어진다. 여기서 (電話, 5,283)은 2-gram “電話”의 데이터 베이스내에 있어서의 출현횟수가 5,283회임을 나타낸
다.

이어, 각 단일문자종문자열에 있어서, 상위 2개의 2-gram을 특징 n-gram으로서 추출한다.

이 결과, 단일문자종문자열「携帶電話」에서는 (電話, 5,283), (携帶, 462)가 상위 2개이기 때문에, “電話”및 “携
帶”가 특징문자열로서 추출된다.

이상이,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141a)의 구체적인 처리예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출현정보파일(151)과 출현확률파일(152)를 이용하지 않고, 출현횟
수파일(153)을 이용함으로써, 데이터 베이스중에서의 실제의 출현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특징문자열을 추출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단일문자종문자열의 선두에서 1문자씩 밀리게 하여 미리 정해진 길이 n의 n-gram을 전부 추출
하는 것으로 하여, n-gram 추출 프로그램(3100)의 처리순서를 설명하였으나, 단일문자종문자열 중의 임의의 n-gra
m을 추출해도 좋고, 또한, 단일문자종문자열 중의 m-gram(m은 1이상의 정수)과 n-gram을 추출해도 좋다. 게다가, 
추출하는 n-gram의 길이 n을 미리 정해진 것으로 하였으나, 단일문자종문자열의 길이에 의해 추출하는 n의 값을 변경
해도 좋고, 단일문자종문자열의 문자종에 의해 변경해도 좋다. 또, 본 발명의 n-gram 추출수법은, 문서의 특징을 나타
내는 n-gram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n-gram을 이용한 문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벡터의 산출이나 n-gra
m을 이용한 문서의 분류에도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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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오분할(誤分割)이 적어지도록 특징문자열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단어사전을 참조하지 않
고 유사문서검색을 행한 경우라도, 의미가 정리된 문자열을 이용하여 검색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개념의 어긋남
을 저감시킨 유사문서검색을 실현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텍스트를 포함하는 문서로부터 특징을 나타내는 문자열(특징문자열이라 한다)을 추출하는 특징문자열 추출방법에 있어
서,

단어간의 구획되는 곳을 경계로 하여 단어의 후보가 되는 문자열을 상기 텍스트로부터 추출하는 문자열 추출 스텝과,

상기 문자열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문자열 중의 길이가 n(n은 1이상의 정수)인 연속하는 문자열(n-gram이라 한다)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내에서의 출현횟수를 참조하여, 이 출현횟수가 최대인 n-gram을 특징문자열로서 추출하는 
특징n-gram 추출 스텝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징문자열 추출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문자열 추출 스텝으로서,

소정의 문자종이 변하는 곳을 경계로 하여 텍스트로부터 단어의 후보가 되는 문자열을 추출하는 문자열 추출 스텝을 갖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징문자열 추출방법.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특징n-gram 추출 스텝으로서,

상기 문자열 추출 스텝에서 단어의 후보로서 추출된 문자열로부터 m-gram(m은 1이상의 정수)과 n-gram(n은 1이상
의 정수)을 추출하고,

이 m-gram과 n-gram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내에서의 출현횟수를 참조하여, 양자 중 출현횟수가 많은 쪽을 특
징문자열로서 추출하는 특징n-gram 추출 스텝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징문자열 추출방법.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로의 문서등록시의 처리로서,

텍스트로부터 단어의 구획되는 곳을 추출하고, 이것을 경계로 하여 단어의 후보가 되는 문자열을 추출하는 등록용 문자
열 추출 스텝과,

상기 등록용 문자열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문자열(추출문자열이라 한다)에 관해,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중에서의 출현
횟수를 계수하여,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중의 모든 추출문자열의 출현횟수에 대한 비율로부터 출현확률을 산출하는 출현
확률 산출 스텝을 가짐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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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특징n-gram 추출 스텝에 있어서, 출현횟수 대신에 해당하는 출현확률을 참조하고, 상기 문자열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문자열 중의 n-gram의 출현확률을 참조하여, 이 출현확률이 최대인 n-gram을 특징문자열로서 추출하는 특징
n-gram 추출 스텝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징문자열 추출방법.

청구항 5.

문자정보를 코드 데이터로서 축적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문장 또는 문서(이후, 합
쳐서 문서라 한다)와 유사한 문서를 검색하는 유사문서 검색방법에 있어서,

사용자가 지정한 문서의 텍스트(지정 텍스트라 한다)로부터, 단어간의 구획되는 곳을 추출하고, 이것을 경계로 하여 단
어의 후보가 되는 문자열을 추출하는 문자열 추출 스텝과,

상기 문자열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문자열 중에서, 길이가 n(n은 1이상의 정수)인 연속하는 문자열(n-gram이라 한다)
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내에서의 출현횟수를 참조하여, 이 출현횟수가 최대인 n-gram을 특징문자열로서 추출하
는 특징n-gram 추출 스텝과,

상기 특징n-gram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특징문자열에 대해, 지정 텍스트 내의 출현횟수를 계수하는 지정 텍스트내 출
현횟수 계수 스텝과,

상기 특징n-gram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특징문자열에 대해,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내의 각 문서에 있어서의 출현횟수를 
취득하는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내 출현횟수 취득 스텝과,

상기 지정 텍스트내 출현횟수 계수 스텝에서 계수한 이 특징문자열의 지정 텍스트내의 출현횟수와, 상기 텍스트 데이터
베이스내 출현횟수 취득 스텝에서 취득한 이 특징문자열의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내의 각 문서에 있어서의 출현횟수를 
이용하여, 지정 텍스트와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내의 각 문서의 유사도를 산출하는 유사도 산출 스텝과,

상기 유사도 산출 스텝에서 산출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내의 각 문서의 지정 텍스트에 대한 유사도를, 검색결과로서 출
력하는 검색결과 출력 스텝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사문서 검색방법.

청구항 6.

청구항 5에 있어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로의 문서등록처리로서,

텍스트로부터 단어의 구획되는 곳을 추출하고, 이것을 경계로 하여 단어의 후보가 되는 문자열을 추출하는 등록용 문자
열 추출 스텝과,

상기 등록용 문자열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문자열로부터, 길이가 1부터 이 문자열 자체의 길이 m까지의 모든 n-gram
을 추출하고, 이 등록문서의 식별번호와 이 등록문서의 텍스트에 있어서의 출현횟수를 조(組)로 하여, 이것을 해당하는 
출현횟수파일에 격납하는 출현횟수파일 작성 스텝을 가짐과 동시에,

상기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내 출현횟수 취득 스텝으로서,

상기 특징n-gram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특징문자열에 대해, 해당하는 상기 출현횟수파일을 참조하여, 특징문자열의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내의 각 문서에 있어서의 이 특징문자열의 출현횟수를 취득하는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내 출현횟수 
취득 스텝을 갖는 유사문서 검색방법.

청구항 7.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문자열 추출 스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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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문자종이 변하는 곳을 경계로 하여 텍스트로부터 단어의 후보가 되는 문자열을 추출하는 문자열 추출스텝을 갖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사문서 검색방법.

청구항 8.

텍스트를 포함하는 문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자열(특징문자열이라 한다)을 추출하는 특징문자열 추출 장치에 있어서,

단어간의 구획되는 곳을 경계로 하여 단어의 후보가 되는 문자열을 상기 텍스트로부터 추출하는 문자열 추출수단과,

상기 문자열 추출수단에서 추출된 문자열 중의 길이가 n(n은 1이상의 정수)인 연속하는 문자열(n-gram이라 한다)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내에서의 출현횟수를 참조하여, 이 출현횟수가 최대인 n-gram을 특징문자열로서 추출하는 
특징n-gram 추출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징문자열 추출장치.

청구항 9.

문자정보를 코드 데이터로서 축적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문장 또는 문서(이후, 합
쳐서 문서라 한다)와 유사한 문서를 검색하는 유사문서 검색장치에 있어서,

사용자가 지정한 문서의 텍스트(지정 텍스트라 한다)로부터, 단어간의 구획되는 곳을 검출하고, 이것을 경계로 하여 단
어의 후보가 되는 문자열을 검출하는 문자열 검출수단과,

상기 문자열 검출수단에서 검출된 문자열 중에서, 길이가 n(n은 1이상의 정수)인 연속하는 문자열(n-gram이라 한다)
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내에서의 출현횟수를 참조하여, 이 출현횟수가 최대인 n-gram을 특징문자열로서 검출하
는 특징n-gram 검출수단과,

상기 특징n-gram 검출수단에서 검출된 특징문자열에 대해, 지정 텍스트 내의 출현횟수를 계수하는 지정 텍스트내 출
현횟수 계수수단과,

상기 특징n-gram 검출수단에서 검출된 특징문자열에 대해,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내의 각 문서에 있어서의 출현횟수를 
취득하는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내 출현횟수 취득수단과,

상기 지정 텍스트내 출현횟수 계수수단에서 계수한 이 특징문자열의 지정 텍스트내의 출현횟수와, 상기 텍스트 데이터
베이스내 출현횟수 취득수단에서 취득한 이 특징문자열의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내의 각 문서에 있어서의 출현횟수를 이
용하여, 지정 텍스트와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내의 각 문서의 유사도를 산출하는 유사도 산출수단과,

상기 유사도 산출수단에서 산출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내의 각 문서의 지정 텍스트에 대한 유사도를, 검색결과로서 출
력하는 검색결과 출력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사문서 검색장치.

청구항 10.

텍스트를 포함하는 문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자열(특징문자열이라 한다)을 추출하는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을 격
납하는 기억매체에 있어서,

단어간의 구획되는 곳을 경계로 하여 단어의 후보가 되는 문자열을 상기 텍스트로부터 추출하는 문자열 추출 스텝과,

상기 문자열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문자열 중의 길이가 n(n은 1이상의 정수)인 연속하는 문자열(n-gram이라 한다)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내에서의 출현횟수를 참조하여, 이 출현횟수가 최대인 n-gram을 특징문자열로서 추출하는 
특징n-gram 추출 스텝을 갖는 특징문자열 추출 프로그램을 격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매체.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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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정보를 코드 데이터로서 축적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문장 또는 문서(이후, 합
쳐서 문서라 한다)와 유사한 문서를 검색하는 유사문서 검색 프로그램을 격납하는 기억매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지정한 문서의 텍스트(지정 텍스트라 한다)로부터, 단어간의 구획되는 곳을 검출하여, 이것을 경계로 하여 단
어의 후보가 되는 문자열을 추출하는 문자열 추출 스텝과,

상기 문자열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문자열 중에서, 길이가 n(n은 1이상의 정수)인 연속하는 문자열(n-gram이라 한다)
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내에서의 출현횟수를 참조하여, 이 출현횟수가 최대인 n-gram을 특징문자열로서 추출하
는 특징n-gram 추출 스텝과,

상기 특징n-gram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특징문자열에 대해, 지정 텍스트 내의 출현횟수를 계수하는 지정 텍스트내 출
현횟수 계수 스텝과,

상기 특징n-gram 추출 스텝에서 추출된 특징문자열에 대해,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내의 각 문서에 있어서의 출현횟수를 
취득하는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내 출현횟수 취득 스텝과,

상기 지정 텍스트내 출현횟수 계수 스텝에서 계수한 이 특징문자열의 지정 텍스트내의 출현횟수와, 상기 텍스트 데이터
베이스내 출현횟수 취득 스텝에서 취득한 이 특징문자열의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내의 각 문서에 있어서의 출현횟수를 
이용하여, 지정 텍스트와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내의 각 문서의 유사도를 산출하는 유사도 산출 스텝과,

상기 유사도 산출 스텝에서 산출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내의 각 문서의 지정 텍스트에 대한 유사도를, 검색결과로서 출
력하는 검색결과 출력 스텝을 갖는 유사문서 검색 프로그램을 격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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