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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의한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정보 구조 제공 방법은, (1) 컴퓨터에 저장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 구조
를 퍼지 네트워크 구조로 변환하는 단계; (2) 사용자로부터 정보가 입력되면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는 단계; 
(3) 계산된 새로운 선호도에 따라 그래프내의 각 노드에 대해 각 노드간의 연관관계의 강도를 계산하고, 각 노드의 새
로운 선호도를 계산하는 단계; (4) 노드가 속한 그래프내의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에 있는 어떤 그래프의 매크로 노드
인 경우, 하위 계층의 그래프로 선호도 변경 정보인 제 1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5) 노드가 속한 그래프가 상위 계
층에 매크로 노드를 가지는 경우, 매크로 노드로 노드가 속한 그래프내의 모든 노드들의 변경 정보인 제 2 메시지를 전
송하는 단계; (6) 어떤 그래프가 매크로 노드로부터 제 1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제 1 메시지를 수신하는 그래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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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든 노드에 대해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고, 그래프내의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에 있는 어떤 그래프의 매크로 노
드인 경우 하위 계층의 그래프로 선호도 변경정보인 제 1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7)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의 그래
프로부터 제 2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고 다른 노드들에 대해 상기 단계 (3)-(5)를 
수행하는 단계; 및 (8) 선호도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정보 구조를 재구성하여 사용자의 정보 구조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퍼지 네트워크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도 1에 있는 각 층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하위 층의 생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는 퍼지 그래프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선호도 모델링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6은 웹 디렉토리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도 6의 웹 디렉토리 구조를 퍼지 네트워크 구조로 변환한 퍼지 네트워크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은 사용자의 초기 디렉토리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9는 사용자가 10곡을 들은 후의 디렉토리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0은 사용자의 선호도 변화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은 사용자에게 적응된 디렉토리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2는 사용자의 특성간의 관계의 강도 변화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3은 사용자의 첼로-교향곡 간의 관계의 강도 변화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4는 사용자의 교향곡-현악4중주 간의 관계의 강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0...퍼지 네트워크 형성 단계,

52...검색된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 계산 단계,

54...각 노드간의 연관관계의 강도 및 다른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 계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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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G-메시지 전송 단계,

58...M-메시지 전송 단계,

60...G-메시지 수신시 새로운 선호도 계산 단계,

62...M-메시지 수신시 새로운 선호도 계산 단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사용자의 선호도를 모델링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모델링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정보 구조를 제공하는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정보 구조 제공 방법에 관한 것이
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경향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방향으
로 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컴퓨터는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사용자의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추론을 통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유추하여 사용자 개개인의 특성
이 반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컴퓨터에 저장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형태를 사용자 모델(User model)이라고 하며,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획
득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통틀어 사용자 모델링(User modeling)이라고 한다.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한다. 컴퓨터가 유추한 사용자의 특성에 대한 확
실성을 100%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불확실성을 표현하
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사용자 모델링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관한 최근까지의 연구방향은 크게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에 의한 방법, 뎀프스터-샤퍼(Demps
ter-Shafer) 이론에 의한 방법 및 퍼지이론에 의한 방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의한 방법은 베이지안 확률론에 의한 것으로서 모델링하고자 하는 특성을 각각의 확률변수
와 확률변수간의 관계에 의한 그래프로 표현한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사용하여 각 확률변수의 확률값을 수정
하고, 확률변수간의 관계에 의한 추론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사용자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뎀프스터-샤퍼(Dempster-Shafer) 증거이론은 확률이론이 하나의 숫자로서 불확실성을 표현하는데 비해 구간 
개념으로 불확실성을 표현한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사용자의 특성의 각 부분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계산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퍼지이론을 이용한 방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식을 표현하고 추론하는 방법을 컴퓨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으로서, 특히 사용자 모델링에서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데 매우 유리하다.

이들 각각의 방법은 지금까지 주로 사용자의 지식(Knowledge), 목표(Goal), 경험 및 배경(Experience and Backgr
ound)등을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사용자의 선호도는 다른 특성들에 비하여 사용자에 따라 매우 
변화가 심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변화하여 사용자 모델링에 필요한 지식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기
와 같은 종래의 모델링 방법으로는 사용자의 선호도를 모델링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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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사용자의 선호도를 용이하게 모델링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정보 구조를 제공
할 수 있는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정보 구조 제공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정보 구조 제공 방법을 사용하여 웹 
디렉토리 구조를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재구성 할 수 있는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적응적 웹 디렉토리 제공 방법을 제
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정보 구조 제공 방법은, (1) 컴퓨터에 저장
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 구조를 하나 이상의 노드를 구비하는 하나 이상의 그래프로 이루어진 복수의 층이 계층적으로 
적층된 퍼지 네트워크 구조로 변환하는 단계; (2) 사용자로부터 정보가 입력되면 상기 입력된 정보와 직접 관련된 상기 
퍼지 네트워크상의 노드를 검색하여 소정식에 따라 상기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는 단계; (3) 상기 단계 (2)에
서 계산된 새로운 선호도에 따라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내의 각 노드에 대해 각 노드간의 연관관계의 강도를 계산하
고, 상기 연관관계의 강도에 따라 상기 그래프내의 각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는 단계; (4) 하위 계층에 있는 
그래프가 어떤 노드의 세부 영역을 나타내는 그래프인 경우에 상기 노드를 상기 그래프의 매크로 노드라고 정의할 때,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내의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에 있는 어떤 그래프의 매크로 노드인 경우, 상기 하위 계층의 상기 
그래프로 선호도 변경 정보인 제 1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5)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가 상위 계층에 매크로 노드
를 가지는 경우, 상기 매크로 노드로 상기 노드가 속한 상기 그래프내의 모든 노드들의 변경 정보인 제 2 메시지를 전송
하는 단계; (6) 어떤 그래프가 매크로 노드로부터 상기 제 1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제 1 메시지를 수신하는 그
래프내에 있는 모든 노드에 대해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고, 상기 그래프내의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에 있는 어떤 그래
프의 매크로 노드인 경우 하위 계층의 그래프로 선호도 변경정보인 제 1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7) 어떤 노드가 하
위 계층의 그래프로부터 상기 제 2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고 다른 노드들에 대
해 상기 단계 (3) 내지 단계 (5)를 수행하는 단계; 및 (8) 상기 선호도에 따라 상기 사용자에 대한 정보 구조를 재구성
하여 상기 사용자의 선호도에 맞는 정보 구조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다른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적응적 웹 디렉토리 제공 방법은, (1) 웹 서
버상의 웹 디렉토리 구조를 하나 이상의 노드를 구비하는 하나 이상의 그래프로 이루어진 복수의 층이 계층적으로 적층
된 퍼지 네트워크 구조로 변환하는 단계; (2) 사용자로부터 정보가 입력되면 상기 입력된 정보와 직접 관련된 상기 퍼
지 네트워크상의 노드를 검색하여 소정식에 따라 상기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는 단계; (3) 상기 단계 (2)에서 
계산된 새로운 선호도에 따라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내의 각 노드에 대해 각 노드간의 연관관계의 강도를 계산하고, 
상기 연관관계의 강도에 따라 상기 그래프내의 각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는 단계; (4) 하위 계층에 있는 그래
프가 어떤 노드의 세부 영역을 나타내는 그래프인 경우에 상기 노드를 상기 그래프의 매크로 노드라고 정의할 때,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내의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에 있는 어떤 그래프의 매크로 노드인 경우, 상기 하위 계층의 상기 그래
프로 선호도 변경 정보인 제 1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5)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가 상위 계층에 매크로 노드를 가
지는 경우, 상기 매크로 노드로 상기 노드가 속한 상기 그래프내의 모든 노드들의 변경 정보인 제 2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6) 어떤 그래프가 매크로 노드로부터 상기 제 1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제 1 메시지를 수신하는 그래프내
에 있는 모든 노드에 대해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고, 상기 그래프내의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에 있는 어떤 그래프의 매
크로 노드인 경우 하위 계층의 그래프로 선호도 변경정보인 제 1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7)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
의 그래프로부터 상기 제 2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고 다른 노드들에 대해 상기 
단계 (3) 내지 단계 (5)를 수행하는 단계; 및 (8) 상기 선호도에 따라 상기 웹 디렉토리의 구조를 재구성하여 상기 사
용자의 특성에 맞는 적응적인 웹 디렉토리 구조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선호도 모델링 방법에 대해 상
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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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한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정보 구조 제공 방법은 사용자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서 퍼지 네트워크(fuzzy networks)를 사용한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퍼지 관계를 이용한 새
로운 추론 알고리즘에 따라 전체적인 사용자 특성을 추론한다.

퍼지 네트워크의 구조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크게 층(layer)과 그래프(graph) 구조를 포함한다. 각각의 층은 퍼
지 그래프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2차원 구조이며 이러한 층들이 계층적으로 쌓여 하나의 퍼지 네트워크를 이루게 된
다.

퍼지 네트워크는 하나 이상의 층(layer)을 가진다. 층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L i는 i번째 층, n(L i)는 i번째 층의 총 그
래프의 수, Gij 는 i번째 층의 j번째 퍼지 그래프, 여기서 j=1, 2, , n(L i), n(G ij )는 Gij 그래프에 있는 총 노드의 수, M

ij 는 i번째 층의 j번째 모델링 영역, 여기서 j=1, 2, , n(L i), 그리고 mijk 는 Mij 의 k번째 세부영역, 여기서 k=1, 2, , 
n(Gij )으로 정의하자.

퍼지 네트워크에 있는 각각의 층(Li)은 n(Li)개의 모델링 영역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각각의 모델링 영역(M ij )은 다시 
세부영역(mijk , k=1, 2, ..., n(G ij ))을 가지고 있다. 이때, 모델링 영역(M ij )의 세부영역(mijk )을 노드라 하고, 노드
들은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선들과 함께 하나의 그래프를 형성한다. 즉, 각 모델링 영역(M ij )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그래프(Gij )에 의해 표현된다.

퍼지 네트워트는 상기와 같은 층들이 계층적으로 쌓인 구조이다. 여기서 i번째 층(L i)으로부터 i+1번째 층(L i+1 )은 
도 3과 같이 생성된다.

층(Li)의 모델링 영역(Mij )의 노드(mijk )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자 할 경우 이를 층(L i+1 )의 
새로운 모델링 영역(M(i+1)j' )인 그래프(G(i+1)j' )로 확장시킬 수 있다. 이 때, 확장되기 이전의 노드(m ijk )는 확장
된 후의 층(Li+1 )의 모델링 영역(M(i+1)j' )에 대한 매크로 노드(Macro node)라 정의한다. 물리적인 의미를 고찰하
면, 모델링 영역(M(i+1)j' )의 각 노드는 매크로 노드(mijk )가 나타내는 의미 분야를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었을 때의 
각 분야들을 나타낸다.

한편, 층(Li)의 모델링 영역(Mij )은 하나의 그래프(Gij )에 의해 표현된다. 또한, 그래프(G ij )의 각 노드는 해당 모델링 
영역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0과 1 사이의 퍼지값으로 표현하며, 각 노드들의 연결관계를 0과 1사이의 퍼지값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의미적으로 두 모델링 영역간의 연관관계의 강도를 나타내고 W(mijk , mijk' )로 나타낸다. 모델링 영
역간의 연관관계의 강도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서 동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상기와 같은 그래프(G ij )의 예
를 도 4에 도시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의 모델링 영역을 상기와 같은 퍼지 네트워크 구조로 변환시킬 수 있다.

도 5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선호도 모델링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하였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정보는 임의의 노드가 나타내는 모델링 영역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그 
노드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새로 수정하고 각 퍼지 그래프상에서 정의된 퍼지 연결관계에 의해 다른 노드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각 노드의 선호도가 계속적으로 수정됨에 따라 그래프상의 연결관계의 강도를 동적으로 
재조정한다.

임의의 노드(mijk )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F(mijk )라 하고, 선호도 변경 정보인 G-메시지와 노드 변경 정보인 M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노드(mijk )의 선호도 F(m ijk )가 바뀌었고 노드(mijk )를 매크로 노드로 가지는 하
위 계층의 그래프(G(i+1)j' )가 존재할 때, 그래프(G(i+1)j' )내에 있는 노드들에 대한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 노드(m

ijk )는 하위 계층의 그래프(G(i+1)j' )로 G-메시지를 보낸다. 이것을 Gmsg(m ijk , G(i+1)j' )로 나타낸다. 또한, 노드
(mijk )의 선호도 F(m ijk )가 바뀌었고 노드(mijk )가 속한 그래프(Gij )의 매크로 노드(m(i-1)j'k' )가 존재할 때, 매크
로 노드(m(i-1)j'k' )에 대한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 그래프(Gij )는 매크로 노드(m(i-1)j'k' )로 M-메시지를 전송한다. 
이것을 Mmsg(Gij , m(i-1)j'k' )로 나타낸다.

이하 도 5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선호도 모델링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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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를 참조하면, 단계 50에서는 사용자의 모델링 구조를 퍼지 네트워크 구조로 변환하여 퍼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단계 52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정보가 입력되면,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정보와 직접 관련된 노드(m ijk )를 검색하여 소정
식에 따라 노드(mijk )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한다.

단계 54에서는 단계 52에서 계산된 새로운 선호도에 따라 상기 노드(m ijk )가 속한 그래프(Gij )내의 각 노드에 대해 각 
노드간의 연관관계의 강도를 계산하고, 노드(mijk )와의 연관관계에 따라 그래프(Gij )내의 각 노드(mijk' )의 새로운 선
호도를 계산한다. 단계 56에서는 노드(m ijk )가 속한 그래프(Gij )내의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에 있는 어떤 그래프(G(

i+1)j' )의 매크로 노드인 경우, 하위 계층 그래프(G (i+1)j' )로 선호도 변경 정보인 G-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58에서는 노드(mijk )가 속한 그래프(Gij )가 상위 계층에 매크로 노드(m(i-1)j'k' )를 가지는 경우, 매크로 노드
(m(i-1)j'k' )로 그래프(Gij )내의 모든 노드들의 변경 정보인 M-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60에서는 어떤 그래프(Gij )가 매크로 노드로부터 G-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그 그래프(G ij )내에 있는 모든 노드
에 대해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고, 그래프(Gij )내의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에 있는 어떤 그래프(G(i+1)j' )의 매크로 
노드인 경우 하위 계층의 그래프(G(i+1)j' )로 선호도 변경정보인 G-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62에서는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의 그래프(G(i+1)j' )로부터 M-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노드의 새로운 선
호도를 계산하고 다른 노드들에 대해 단계 54 내지 단계 58을 수행한다.

상기에서 단계 54 내지 단계 58을 그래프내 전달(IntraGraph propagation)단계, 단계 60을 그래프간 전달(InterTo
Graph propagation)단계 그리고 단계 62를 매크로간 전달(InterToMacro propagation )단계라고 하며, 하기에서 이
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래프내 전달(IntraGraph propagation)단계는 어떤 노드의 값이 변했을 때, 그 노드가 속한 그래프내의 다른 노드에 
대한 새로운 선호도를 추론하는 단계이다.

어떤 노드(mijk )의 선호도 F(m ijk )가 바뀌었을 때, 선호도 F(m ijk )의 추론 전과 추론후의 차이 Diff(m ijk )는 수학식 
1과 같다.

수학식 1

상기에서 F'(mijk )는 추론후의 새로운 선호도, F(m ijk )는 추론 전의 선호도이다. 이제 노드(m ijk )가 속한 그래프(Gi

j)에 있는 다른 노드들을 mijk' 라고 하자. 그리고 노드(mijk )와 노드(mijk' ) 사이의 연관관계의 강도인 W(mijk , mijk' )
를 새로운 선호도(F'(mijk ))에 의해 수학식 2와 같이 새로 계산한다.

수학식 2

상기 수학식 2에서의 상수 α는 실험적으로 정해지는 상수이다. 이것은 각 노드간의 연결강도의 최대값을 제한하기 위
해 사용된다.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각 노드간의 연관관계의 강도는 각 노드의 선호도가 유사할수록 커진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새로 계산된 연관관계의 강도에 의해 노드(m ijk' )들에 대한 새로운 선호도 F'(mijk' )를 수학식 3과 같이 
계산한다.

수학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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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각 노드(mijk' )가 하위 계층인 i+1번째 층의 그래프(G (i+1)j' )의 매크로 노드인 경우, 노드(mijk' )의 새로운 선
호도를 계산하는 것은 그래프(G(i+1)j' )의 각 노드의 값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노드(m ijk' )로부터 그래프(G(i+1)

j' )로 G-메시지를 보낸다. 이때, G-메시지 Gmsg(m ijk' , G(i+1)j' )는 수학식 4와 같이 노드(mijk' )의 추론 전과 후의 
선호도의 차인 Diff(m ijk'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수학식 4

모든 노드(mijk' )에 대해 상기 과정이 끝나고 노드(m ijk )가 속한 그래프(Gij )가 매크로 노드(m(i-1)j'k' )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매크로 노드에 대한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 그래프(G ij )는 매크로 노드(m(i-1)j'k' )로 M-메시지를 보낸다. 
이때, M-메시지 Mmsg(G ij , m(i-1)j'k' )는 수학식 5와 같이 추론에 의해 그래프(G ij )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변한 정
도의 최대값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수학식 5

그래프간 전달(IntertoGraph propagation) 단계는 어떤 그래프가 매크로 노드로부터 G-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추론 
단계이다. 임의의 그래프(Gij )가 이 그래프(Gij )의 매크로 노드(m(i-1)j'k' )로부터 G-메시지 Gmsg(m(i-1)j'k' , G

ij )를 수신하는 경우, 그래프(Gij )에 있는 모든 노드(m ijk )들의 새로운 선호도 F'(mijk )를 수학식 6과 같이 계산한다.

수학식 6

그리고 만일 각 노드(m ijk )가 다시 하위 계층의 그래프(G(i+1)j' )의 매크로 노드라면, 추론 전과 후의 선호도차인 D
iff(m ijk )를 이용하여 G-메시지 Gmsg(m ijk , G(i+1)j' )를 수학식 7과 같이 계산하여 하위 계층의 그래프(G(i+1)j' )
로 전송한다.

수학식 7

매크로간 전달(InterToMacro propagation )단계는 하위 계층의 그래프로부터 M-메시지를 받은 매크로 노드에 대한 
추론이다.

임의의 매크로 노드(mijk )가 하위 계층의 그래프(G(i+1)j' )로부터 M-메시지 Mmsg(G(i+1)j' , mijk )를 수신할 때, 
이를 이용하여 매크로 노드(mijk )의 새로운 선호도 F'(mijk )를 수학식 8과 같이 계산한다.

수학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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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 노드(mijk )에 대해 위와 같이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는 것은 노드(m ijk )가 속한 그래프(Gij )의 다른 노
드들에 영향을 준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그래프(Gij )에 대해 단계 54 내지 단계 58의 그래프간 전달(IntraGraph pr
opagation ) 단계를 수행한다.

이하에서는 상기한 본 발명에 의한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선호도 모델링 방법을 실제 웹 디렉토리 서비스에 
적용한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적응적 웹 디렉토리 제공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인터넷상의 정보량과 사용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특히 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각 사용자의 관심분
야를 파악하여 적응성을 갖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
다. 이를 위해 본 실시예에서는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웹 디렉토리를 적응적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웹 디렉토리 서
비스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적응적 웹 디렉토리 제공 방법은, 제 1 단계에서는 웹 서버상의 웹 디
렉토리 구조를 하나 이상의 노드를 구비하는 하나 이상의 그래프로 이루어진 복수의 층이 계층적으로 적층된 퍼지 네트
워크 구조로 변환하고, 제 2 단계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정보가 입력되면 상기 입력된 정보와 직접 관련된 상기 퍼지 네
트워크상의 노드를 검색하여 소정식에 따라 상기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한다.

    
제 3 단계에서는 상기 제 2 단계에서 계산된 새로운 선호도에 따라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내의 각 노드에 대해 각 노
드간의 연관관계의 강도를 계산하고, 상기 연관관계의 강도에 따라 상기 그래프내의 각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한
다. 제 4 단계에서는 하위 계층에 있는 그래프가 어떤 노드의 세부 영역을 나타내는 그래프인 경우에 상기 노드를 상기 
그래프의 매크로 노드라고 정의할 때,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내의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에 있는 어떤 그래프의 매크
로 노드인 경우, 상기 하위 계층의 상기 그래프로 선호도 변경 정보인 G-메시지를 전송한다.
    

    
제 5 단계에서는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가 상위 계층에 매크로 노드를 가지는 경우, 상기 매크로 노드로 상기 노드가 
속한 상기 그래프내의 모든 노드들의 변경 정보인 M-메시지를 전송하고, 제 6 단계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매크로 노드
로부터 G-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G-메시지를 수신하는 그래프내에 있는 모든 노드에 대해 새로운 선호도를 계
산하고, 상기 그래프내의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에 있는 어떤 그래프의 매크로 노드인 경우 하위 계층의 그래프로 선호
도 변경정보인 G-메시지를 전송한다.
    

제 7 단계에서는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의 그래프로부터 M-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
산하고 다른 노드들에 대해 제 3 단계 내지 제 5 단계를 수행하고, 제 8 단계에서는 상기 선호도에 따라 웹 디렉토리의 
구조를 재구성하여 상기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적응적인 웹 디렉토리 구조를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제 2 단계 내지 제 
7 단계는 상술한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선호도 모델링 방법과 동일하다.

한편, 상기한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적응적 웹 디렉토리 제공 방법을 인터넷상에서 사용자의 음악적 선호도에 따라 
웹 디렉토리를 재구성한 적용예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본 적용예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음악 파일을 연결시켜 사
용자가 선택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음악을 선택하여 듣는 행동에 의해 본 발명
의 사용자 선호도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된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웹사
이트를 갖는 웹서버의 디렉토리 구조를 동적으로 재구성하여 각 사용자마다 다른 디렉토리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사용
자 중심의 디렉토리 구조를 구축한다.
    

본 실시예의 웹 서버의 디렉토리 구조는 도 6과 같고, 이를 퍼지 네트워크 구조로 변환한 퍼지 네트워크는 도 7과 같이 
3개층으로 구성되며, 각 그래프내의 노드들은 연관관계의 강도에 따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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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적 웹 디렉토리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입력은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행동이다. 즉, 여기서는 웹에서 제공
되는 디렉토리 구조를 통하여 사용자가 음악을 선택하여 듣는 행동이다. 그리고 각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동
안 듣지 않는 경우 에이징 기법에 의하여 선호도를 낮춘다. 이와 같은 입력을 사용하여 각 사용자가 음악을 듣는 횟수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응된 형태의 웹 디렉토리 구조를 생성한다.

사용자가 30대 남자이고, 좋아하는 음악이 클래식에서는 교향곡, 관현악, 실내악, 가요에서는 양희은, 정태춘-박은옥, 
이소라, 팝송에서는 비틀즈의 음악이라고 할 때, 상기 사용자의 유형에 대하여 초기화된 디렉토리 구조는 도 8과 같다.

이것은 몇가지 사용자 유형중 상기 사용자와 가장 유사한 유형을 음악적 선호도에 따라 초기화 한 것이다.

도 8에서 괄호안의 숫자는 사용자가 해당하는 장르의 음악을 들은 횟수이고, 소수로 표시된 숫자는 사용자 모델링에 의
해 계산된 각 장르에 대한 선호도값이다.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상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음
악적 선호도가 새로 계산된다.

    
사용자가 초기 상태에서 10곡을 들은 후에 디렉토리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자. 10곡은, 양희은 노래 
2곡, 정태춘-박은옥 노래 2곡, 하이든 교향곡, 베토벤 교향곡, 말러 교향곡, 이소라 노래, 바하 관현악곡 및 차이코프
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이다. 상기한 10곡을 들은 후 변경된 디렉토리 구조는 도 9와 같다. 도 9의 디렉토리 구조는 도 
8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용자 선호도값을 보면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사용자가 계
속하여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각 음악 장르에 대한 선호도가 변하는 과정을 대표적인 장르들에 대해 나타내면 도 10
과 같다.
    

    
도 10은 처음에 사용자가 속하는 일반적인 유형에서 실제의 사용자의 특성을 점차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초
기의 일반적인 유형에서는 현악4중주, 첼로에 대한 선호도를 각각 0.33, 0.2로 초기화하였으나, 실제로 사용자는 이들
을 거의 듣지 않음에 따라 에이징에 의하여 점점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교향곡은 초기의 유형에서는 0.2로 
초기화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속하여 교향곡을 듣는 것에 의해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 사용자가 계속해서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도 11과 같은 디렉토리 구조를 적응적으로 생성하게 된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사용자의 선호도를 모델링하기 위해 특히 특성간의 관계의 강도를 동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초기에 
설정된 지식의 불완전성을 수정,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의 예에서 교향곡-첼로, 교향곡-현악
4중주간의 관계의 변화를 나타내면 도 12와 같다.

    
먼저 첼로-교향곡의 관계의 강도의 변화를 보자. 첼로에 대한 선호도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처음에 0.2로 초기
화된 값이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교향곡의 선호도는 처음에 0.2로 초기화
된 값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두 장르의 선호도가 (0.2, 0.2)로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임에 따
라 관계의 강도가 1로 초기화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각 장르의 선호도값이 변하여 그 차이가 커짐에 따라서 관계의 강
도가 점점 감소한다. 도 13은 첼로-교향곡의 관계에 대하여 제안된 방법에 의해 관계의 강도를 변화시킨 것과 관계의 
강도를 초기값으로 유지했을 때의 비교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교향곡-현악4중주의 관계의 강도의 변화를 보자. 교향곡에 대한 선호도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처음에 
0.2로 초기화된 값이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현악4중주의 선호도는 처음에 
0.33로 초기화된 값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두 장르의 선호도가 (0.2, 0.33)으로서 관계의 강도
가 0.6으로 초기화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선호도값이 변하여, 처음에 약 30회 정도 음악을 들었을 때 사용자가 교향곡
을 많이 듣고 현악4중주를 거의 듣지 않음에 따라 교향곡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현악4중주에 대한 선호도와 비슷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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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의 강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30회 이후부터는 교향곡에 대한 선호도가 현악4중주에 
대한 선호도를 훨씬 넘어섬에 따라 다시 선호도의 차이가 커진다. 따라서 관계의 강도가 점점 감소한다. 도 14는 교향
곡-현악4중주의 관계에 대하여 제안된 방법에 의해 관계의 강도를 변화시킨 것과 관계의 강도를 초기값으로 유지했을 
때의 비교를 나타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각 영역간의 관계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기에 정의된 일반적인 유형에 의해 '교향곡을 좋아하는 사람은 첼로를 좋아할 것이다'의 관계를 1로 설정하였으
나, 실제로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이 관계가 잘못 정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모델링 방법
에 의해 초기에 정의된 관계를 사용자에 맞추어 동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정보 구조 제공 방법은, 계속적인 사용자와의 커뮤니
케이션에 의해 실제 사용자의 특성에 점점 적응하여 사용자에 적응된 구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 따라 일반적
인 성향을 분석하기 어려우며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사용자의 선호도를 용이하게 모델링하여 사용자에 대한 정보 구조
를 적응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적응적 웹 디렉토리 제공 방법은, 사용자
에게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웹 디렉토리 구조를 적응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1)컴퓨터에 저장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 구조를하나 이상의 노드를 구비하는 하나 이상의 그래프로 이루어진 복수의 
층이 계층적으로 적층된 퍼지 네트워크 구조로 변환하는 단계;

(2) 사용자로부터 정보가 입력되면 상기 입력된 정보와 직접 관련된 상기 퍼지 네트워크상의 노드를 검색하여 소정식
에 따라 상기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는 단계;

(3) 상기 단계 (2)에서 계산된 새로운 선호도에 따라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내의 각 노드에 대해 각 노드간의 연관
관계의 강도를 계산하고, 상기 연관관계의 강도에 따라 상기 그래프내의 각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는 단계;

(4) 하위 계층에 있는 그래프가 어떤 노드의 세부 영역을 나타내는 그래프인 경우에 상기 노드를 상기 그래프의 매크로 
노드라고 정의할 때,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내의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에 있는 어떤 그래프의 매크로 노드인 경우, 
상기 하위 계층의 상기 그래프로 선호도 변경 정보인 제 1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5)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가 상위 계층에 매크로 노드를 가지는 경우, 상기 매크로 노드로 상기 노드가 속한 상기 
그래프내의 모든 노드들의 변경 정보인 제 2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6) 어떤 그래프가 매크로 노드로부터 상기 제 1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제 1 메시지를 수신하는 그래프내에 있
는 모든 노드에 대해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고, 상기 그래프내의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에 있는 어떤 그래프의 매크로 
노드인 경우 하위 계층의 그래프로 선호도 변경정보인 제 1 메시지를 전송하는단계;

(7)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의 그래프로부터 상기 제 2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고 
다른 노드들에 대해 상기 단계 (3) 내지 단계 (5)를 수행하는 단계; 및

(8) 상기 선호도에 따라 상기 사용자에 대한 정보 구조를 재구성하여 상기 사용자의 선호도에 맞는 정보 구조를 제공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정보 구조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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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i, j 및 k를 양의 정수라 하고 어떤 노드 m ijk 의 선호도가 바뀌었을 때 F'(mijk )를 변경후의 새로운 선
호도, F(mijk )를 변경전의 선호도라 하며 선호도의 변경전과 후의 차이 Diff(m ijk )를                                라 정
의하고 노드(mijk )가 속한 그래프(Gij )에 있는 다른 노드들을 mijk' 라 하며 α를 실험적으로 정해지는 상수라 할 때, 
노드(mijk )와 노드(mijk' ) 사이의 연관관계의 강도인 W(mijk , mijk' )를 식

에 따라 계산하고, 노드(mijk' )들에 대한 새로운 선호도(F(mijk' ))는 식

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정보 구조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i, j 및 k를 양의 정수라 할 때, 상기 단계 (4)에서의 제 1 메시지(Gmsg(m ijk' , G(i+1)j' ))는 식                                  
와 같이 어떤 노드(m ijk' )의 선호도가 바뀌었을 때 선호도의 변경전과 후의 차이 Diff(m ijk'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정보 구조 제공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i, j 및 k를 양의 정수라 하고, 어떤 노드(m ijk )의 선호도가 바뀌었을 때 선호도의 변경전과 후의 차이
를 Diff(m ijk )라 할 때, 상기 단계 (5)에서의 제 2 메시지(Mmsg(G ij , m(i-1)j'k' ))는 식

와 같이 그래프(Gij )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변한 정도의 최대값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정보 구조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i, j, j', k 및 k'를 양의 정수라 하고, n(G ij )를 그래프 (Gij )에 있는 총 노드수라 하며, F(m ijk )를 노
드(mijk )의 현재 선호도할 때, 상기 단계 (6)에서 어떤 그래프(G ij )가 상기 그래프(Gij )의 매크로 노드(m(i-1)j'k' )
로부터 상기 제 1 메시지(Gmsg(m (i-1)j'k' , G ij ))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그래프(G ij )에 있는 모든 노드 (m ijk )들의 
새로운 선호도(F'(mijk ))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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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계산하고, 각 노드(mijk )가 하위 계층의 그래프(G(i+1)j' )의 매크로 노드라면, 변경전과 변경후의 선호도차인 
Diff(m ijk )를 이용하여 상기 제 1 메시지(Gmsg(m ijk , G(i+1)j' ))를 식                                 에 따라 계산하여 
하위 계층의 그래프(G(i+1)j' )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정보 구조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i, j, j' 및 k를 양의 정수라 하고, F(m ijk )를 매크로 노드(mijk )의 현재 선호도할 때, 상기 단계 (7)
에서 어떤 매크로 노드(mijk )가 하위 계층의 그래프(G(i+1)j' )로부터 상기 제 2 메시지(Mmsg(G (i+1)j' , mijk ))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매크로 노드(mijk )의 새로운 선호도(F'(mijk ))를 식

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정보 구조 제공 방법.

청구항 7.

(1) 웹 서버상의 웹 디렉토리 구조를 하나 이상의 노드를 구비하는 하나 이상의 그래프로 이루어진 복수의 층이 계층적
으로 적층된 퍼지 네트워크 구조로 변환하는 단계;

(2) 사용자로부터 정보가 입력되면 상기 입력된 정보와 직접 관련된 상기 퍼지 네트워크상의 노드를 검색하여 소정식
에 따라 상기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는 단계;

(3) 상기 단계 (2)에서 계산된 새로운 선호도에 따라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내의 각 노드에 대해 각 노드간의 연관
관계의 강도를 계산하고, 상기 연관관계의 강도에 따라 상기 그래프내의 각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는 단계;

(4) 하위 계층에 있는 그래프가 어떤 노드의 세부 영역을 나타내는 그래프인 경우에 상기 노드를 상기 그래프의 매크로 
노드라고 정의할 때,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내의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에 있는 어떤 그래프의 매크로 노드인 경우, 
상기 하위 계층의 상기 그래프로 선호도 변경 정보인 제 1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5)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가 상위 계층에 매크로 노드를 가지는 경우, 상기 매크로 노드로 상기 노드가 속한 상기 
그래프내의 모든 노드들의 변경 정보인 제 2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6) 어떤 그래프가 매크로 노드로부터 상기 제 1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제 1 메시지를 수신하는 그래프내에 있
는 모든 노드에 대해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고, 상기 그래프내의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에 있는 어떤 그래프의 매크로 
노드인 경우 하위 계층의 그래프로 선호도 변경정보인 제 1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7)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의 그래프로부터 상기 제 2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고 
다른 노드들에 대해 상기 단계 (3) 내지 단계 (5)를 수행하는 단계; 및

(8) 상기 선호도에 따라 상기 웹 디렉토리의 구조를 재구성하여 상기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적응적인 웹 디렉토리 구조
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적응적 웹 디렉토리 제공 방법.

청구항 8.

(1) 컴퓨터에 저장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 구조를 하나 이상의 노드를 구비하는 하나 이상의 그래프로 이루어진 복수의 
층이 계층적으로 적층된 퍼지 네트워크 구조로 변환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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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로부터 정보가 입력되면 상기 입력된 정보와 직접 관련된 상기 퍼지 네트워크상의 노드를 검색하여 소정식
에 따라 상기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는 단계;

(3) 상기 단계 (2)에서 계산된 새로운 선호도에 따라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내의 각 노드에 대해 각 노드간의 연관
관계의 강도를 계산하고, 상기 연관관계의 강도에 따라 상기 그래프내의 각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는 단계;

(4) 하위 계층에 있는 그래프가 어떤 노드의 세부 영역을 나타내는 그래프인 경우에 상기 노드를 상기 그래프의 매크로 
노드라고 정의할 때,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내의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에 있는 어떤 그래프의 매크로 노드인 경우, 
상기 하위 계층의 상기 그래프로 선호도 변경 정보인 제 1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5)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가 상위 계층에 매크로 노드를 가지는 경우, 상기 매크로 노드로 상기 노드가 속한 상기 
그래프내의 모든 노드들의 변경 정보인 제 2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6) 어떤 그래프가 매크로 노드로부터 상기 제 1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제 1 메시지를 수신하는 그래프내에 있
는 모든 노드에 대해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고, 상기 그래프내의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에 있는 어떤 그래프의 매크로 
노드인 경우 하위 계층의 그래프로 선호도 변경정보인 제 1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7)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의 그래프로부터 상기 제 2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고 
다른 노드들에 대해 상기 단계 (3) 내지 단계 (5)를 수행하는 단계; 및

(8) 상기 선호도에 따라 상기 사용자에 대한 정보 구조를 재구성하여 상기 사용자의 선호도에 맞는 정보 구조를 제공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정보 구조 제공 방법을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비한 컴퓨터 
독출가능 매체.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i, j 및 k를 양의 정수라 하고 어떤 노드 mijk ijk 의 선호도가 바뀌었을 때 F'(mijkijk )를 변경후의 새
로운 선호도, F(mijk ijk )를 변경전의 선호도라 하며 선호도의 변경전과 후의 차이 Diff(mijk ijk )를라 정의하고 노드(
mijkijk)가 속한 그래프(Gijij )에 있는 다른 노드들을 mij k'ijk'라 하며 α를 실 험적으로 정해지는 상수라 할 때, 노드(

m ijkijk)와 노드(mijk'ijk') 사이의 연관관계의 강도인 W (mijkijk, m ijk' ijk')를 식

에 따라 계산하고, 노드(mijk'ijk' )들에 대한 새로운 선호도(F(mijk'ijk' ))는 식

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독출가능 매체.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i, j 및 k를 양의 정수라 할 때, 상기 단계 (4)에서의 제 1 메시지(Gmsg(m ijk' , G(i+1)j' ))는 식                                  
와 같이 어떤 노드(m ijk' )의 선호도가 바뀌었을 때 선호도의 변경전과 후의 차이 Diff(m ijk'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독출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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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i, j 및 k를 양의 정수라 하고, 어떤 노드(m ijk )의 선호도가 바뀌었을 때 선호도의 변경전과 후의 차이
를 Diff(m ijk )라 할 때, 상기 단계 (5)에서의 제 2 메시지(Mmsg(G ij , m(i-1)j'k' ))는 식

와 같이 그래프(Gij )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변한 정도의 최대값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독출가능 매체.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i, j, j', k 및 k'를 양의 정수라 하고, n(G ij )를 그래프 (Gij )에 있는 총 노드수라 하며, F(m ijk )를 노
드(mijk )의 현재 선호도할 때, 상기 단계 (6)에서 어떤 그래프(G ij )가 상기 그래프(Gij )의 매크로 노드(m(i-1)j'k' )
로부터 상기 제 1 메시지(Gmsg(m (i-1)j'k' , G ij ))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그래프(G ij )에 있는 모든 노드 (m ijk )들의 
새로운 선호도(F'(mijk ))를 식

에 따라 계산하고, 각 노드(mijk )가 하위 계층의 그래프(G(i+1)j' )의 매크로 노드라면, 변경전과 변경후의 선호도차인 
Diff(m ijk )를 이용하여 상기 제 1 메시지(Gmsg(m ijk , G(i+1)j' ))를 식                                 에 따라 계산하여 
하위 계층의 그래프(G(i+1)j' )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독출가능 매체.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i, j, j' 및 k를 양의 정수라 하고, F(m ijk )를 매크로 노드(mijk )의 현재 선호도할 때, 상기 단계 (7)
에서 어떤 매크로 노드(mijk )가 하위 계층의 그래프(G(i+1)j' )로부터 상기 제 2 메시지(Mmsg(G (i+1)j' , mijk ))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매크로 노드(mijk )의 새로운 선호도(F'(mijk ))를 식

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독출가능 매체.

청구항 14.

(1) 웹 서버상의 웹 디렉토리 구조를 하나 이상의 노드를 구비하는 하나 이상의 그래프로 이루어진 복수의 층이 계층적
으로 적층된 퍼지 네트워크 구조로 변환하는 단계;

(2) 사용자로부터 정보가 입력되면 상기 입력된 정보와 직접 관련된 상기 퍼지 네트워크상의 노드를 검색하여 소정식
에 따라 상기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는 단계;

(3) 상기 단계 (2)에서 계산된 새로운 선호도에 따라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내의 각 노드에 대해 각 노드간의 연관
관계의 강도를 계산하고, 상기 연관관계의 강도에 따라 상기 그래프내의 각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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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위 계층에 있는 그래프가 어떤 노드의 세부 영역을 나타내는 그래프인 경우에 상기 노드를 상기 그래프의 매크로 
노드라고 정의할 때,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내의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에 있는 어떤 그래프의 매크로 노드인 경우, 
상기 하위 계층의 상기 그래프로 선호도 변경 정보인 제 1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5) 상기 노드가 속한 그래프가 상위 계층에 매크로 노드를 가지는 경우, 상기 매크로 노드로 상기 노드가 속한 상기 
그래프내의 모든 노드들의 변경 정보인 제 2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6) 어떤 그래프가 매크로 노드로부터 상기 제 1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제 1 메시지를 수신하는 그래프내에 있
는 모든 노드에 대해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고, 상기 그래프내의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에 있는 어떤 그래프의 매크로 
노드인 경우 하위 계층의 그래프로 선호도 변경정보인 제 1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7) 어떤 노드가 하위 계층의 그래프로부터 상기 제 2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노드의 새로운 선호도를 계산하고 
다른 노드들에 대해 상기 단계 (3) 내지 단계 (5)를 수행하는 단계; 및

(8) 상기 선호도에 따라 상기 웹 디렉토리의 구조를 재구성하여 상기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적응적인 웹 디렉토리 구조
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퍼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적응적 웹 디렉토리 제공 방법을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
비한 컴퓨터 독출가능 매체.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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