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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화-기반 이메일 시스템에서 대화들을 디스플레이하는방법 및 장치

(57) 요약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복수의 메시지들의 수신을 포함하는, 메시지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 제시되며, 여기서

각각의 메시지는 고유한 메시지 식별자를 가진다. 복수의 메시지들 각각은 각각의 대화와 연관될 수 있으며, 여기서 각각

의 대화는 각각의 대화 식별자를 가진다. 또한, 각각의 대화는 제 1 미리 정의된 기준을 충족하는 특성들의 공통 세트를 공

유하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들의 세트를 포함한다. 대화 리스트는 제 2 미리 결정된 기준에 의해 결정된 순서로 행들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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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서 디스플레이되며, 여기서 각각의 행은 리스트에 있는 대화들 중 하나와 대응하고 적어도 전송자 리스트, 대화 토픽

및 날짜/시간 값을 포함한다. 대화의 컨텐츠는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된 대화 리스트에서 대화를 선택하면 디스플레이된다.

메시지들은 세가지 모드들 중 하나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확장 모드, 콤팩트 모드 및 숨김 모드.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 메시지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복수의 전자 메시지들을 수신하는 단계 - 각각의 메시지는 고유한 메시지 식별자를 가짐 -;

상기 복수의 전자 메시지들 각각을 각각의 대화(conversation)와 연관시키는 단계 - 각각의 대화는 고유한 대화 식별자를

가지며, 각각의 대화는 하나 이상의 전자 메시지들의 세트를 포함함 -; 및

미리 결정된 순서로 대화들의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 각각의 대화는 상기 리스트에 있는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표현됨 -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대화들의 리스트는 행들의 세트를 포함하며, 각각의 행은 리스트에 있는 대화들 중 하나와 대응하고 적어도 전송자

리스트를 포함하며, 상기 대화들의 리스트에 있는 행의 전송자 리스트는 상기 대응하는 대화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

의 하나 이상의 전송자들의 식별자들을 포함하며,

상기 행에 대응하는 대화는 제 1 전송자에 의해 전송된 메시지와 제 2 전송자에 의해 전송된 하나 이상의 메시지들을 포함

하며,

상기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전송자에 의해 전송된 메시지가 사용자에 의해 읽힌 것으로 보여지거나 또는 마킹되지 않은 경우에 제 1 구별된

포맷으로 상기 전송 리스트에 있는 상기 제 1 전송자의 식별자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전송자에 의해 전송된 모든 메시지들이 사용자에 의해 읽힌 것으로 보여지거나 또는 마킹되지 않은 경우에 제 2

구별된 포맷으로 상기 전송 리스트에 있는 상기 제 2 전송자의 식별자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는 상기 전송자에 의해 전송된 메시지가 사용자에 의해 읽히지 않은 경우에 상기 전송자 리스트

에 있는 전송자의 이름을 하이라이트(highlight)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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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자가 상기 사용자이면, 상기 전송자 리스트에 있는 전송자의 식별자는 고유한 캐릭터 스트링 또는 아이콘으로 대

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행들의 세트에 있는 행은 상기 사용자가 상기 대화에 있는 임의의 메시지의 주요 수신자인지 또는 보조 수신자인지

여부를 표시하는 수신자 표시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된 대화 리스트에서 대화를 선택하면 대화의 컨텐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는 하나 이상의 서브-폼들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각각의 서브-폼은 상기 대화에 있는

각각의 전자 메시지와 대응하며, 각각의 서브-폼은 콤팩트 디스플레이 모드와 확장 디스플레이 모드를 포함하는 두 가지

디스플레이 모드들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에 의해 읽힌 것으로 보여지거나 또는 마킹된 전자 메시지들에 대응하는 상기 서브-폼들은 상기 콤팩트 디스

플레이 모드로 표현되며, 상기 사용자에 의해 읽힌 것으로 보여지거나 또는 마킹되지 않은 전자 메시지들에 대응하는 상기

서브-폼들은 상기 확장 디스플레이 모드로 표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연관된 메시지가 상기 메시지 전송자 또는 상기 주요 메시지 수신자에 의한 상기 대화에 대한 제 1 참가

(participation)를 포함하면 상기 메시지 전송자와 상기 주요 메시지 수신자들 중 임의의 하나의 식별자가 하이라이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메인 메모리;

프로세서; 및

상기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고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은,

공개특허 10-2007-0000506

- 3 -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복수의 전자 메시지들을 수신하기 위한 명령들 - 각각의 메시지는 고유한 메시지 식별자를 가짐 -;

상기 복수의 전자 메시지들 각각을 각각의 대화와 연관시키기 위한 명령들 - 각각의 대화는 고유한 대화 식별자를 가지며,

각각의 대화는 하나 이상의 전자 메시지들의 세트를 포함함 -; 및

미리 결정된 순서로 대화들의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명령들 - 각각의 대화는 상기 리스트에 있는 하나의 아이템

으로서 표현됨 -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청구항 10.

메시지들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복수의 메시지들을 수신하는 단계 - 각각의 메시지는 고유한 메시지 식별자를 가짐 -;

상기 복수의 메시지들 각각을 각각의 대화와 연관시키는 단계 - 각각의 대화는 각각의 대화 식별자를 가지며, 각각의 대화

는 미리 정의된 제 1 기준을 충족하는 특성들의 공통 세트를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들의 세트를 포함함 -; 및

미리 정의된 제 2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순서로 행들의 세트로서 대화들의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 각각의 행은 리

스트에 있는 대화들 중 하나와 대응하며, 적어도 전송자 리스트, 대화 토픽 및 날짜/시간 값을 포함함 -; 및

상기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된 대화들의 리스트에서 대화를 선택하면 대화의 컨텐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대화의 컨텐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는 하나 이상의 서브-폼들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각각의 서브-

폼은 상기 대화에 있는 각각의 메시지와 대응하며, 각각의 서브-폼은 콤팩트 디스플레이 모드와 확장 디스플레이 모드를

포함하는 두 가지 디스플레이 모드들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숨김 디스플레이 모드를 포함하는 제 3 디스플레이 모드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각각의 메시지와 대응하는 서브-폼에서, 대화 참가자 식별자들의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각각의 메시지가 각각의 대화 참가자가 참가자가 되는 상기 대화의 제 1 메시지이면 상기 대화 참가자 식별자들의 리

스트에 있는 상기 각각의 대화 참가자의 식별자를 하이라이팅시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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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하이라이팅은 볼딩(bolding), 밑줄(underlining), 폰트 컬러, 폰트 크기, 배경 컬러 및 폰트 타입으로 구성된 리스트로

부터 하나 이상의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메인 메모리;

프로세서; 및

상기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고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복수의 메시지들을 수신하기 위한 명령들 - 각각의 메시지는 고유한 메시지 식별자를 가짐 -;

상기 복수의 메시지들 각각을 각각의 대화와 연관시키기 위한 명령들 - 각각의 대화는 각각의 대화 식별자를 가지며, 각각

의 대화는 미리 정의된 제 1 기준을 충족하는 특성들의 공통 세트를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들의 세트를 포함함 -; 및

미리 정의된 제 2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순서로 행들의 세트로서 대화들의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명령들 - 각각의

행은 리스트에 있는 대화들 중 하나와 대응하며, 적어도 전송자 리스트, 대화 토픽 및 날짜/시간 값을 포함함 -; 및

상기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된 대화들의 리스트에서 대화를 선택하면 대화의 컨텐트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명령들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청구항 16.

메시지들을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검색 질문과 관련된 복수의 대화들을 식별하기 위해 메시지 저장소(repository)를 검색하는 단계 - 복수의 식별된 대화들

각각은 미리 정의된 기준을 충족하는 특성들의 공통 세트를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들과 각각의 대화 식별자를 포함

함 -;

적어도 상기 식별된 대화들의 서브세트를 표현하는 대화들의 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대화들의 리스트로부터 대화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대화의 제 1 텍스트와 상기 선택된 대화의 제 2 텍스트를 구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텍스트는 상기 검색 질문과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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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구별하는 단계는 제 1 포맷의 상기 제 1 텍스트에 대한 포매팅 정보를 제공하고 제 2 포맷의 상기 제 2 텍스트에 대한

포매팅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포맷은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방식으로 상기 제 2 포맷과 상이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메인 메모리;

프로세서; 및

상기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고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은,

검색 질문과 관련된 복수의 대화들을 식별하기 위해 메시지 저장소를 검색하기 위한 명령들 - 복수의 식별된 대화들 각각

은 미리 정의된 기준을 충족하는 특성들의 공통 세트를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들과 각각의 대화 식별자를 포함함 -;

적어도 상기 식별된 대화들의 서브세트를 표현하는 대화들의 리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명령들;

상기 대화들의 리스트로부터 대화를 선택하기 위한 명령들; 및

상기 선택된 대화의 제 1 텍스트와 상기 선택된 대화의 제 2 텍스트를 구별하기 위한 명령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컴퓨터.

청구항 20.

메시지들을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각 검색 질문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를 포함하는 복수의 대화들을 식별하기 위해 메시지 저장소를 검색하는 단

계 - 복수의 식별된 대화들 각각은 미리 정의된 기준을 충족하는 특성들의 공통 세트를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들과

각각의 대화 식별자를 포함함 -;

적어도 상기 식별된 대화들의 서브세트를 표현하는 대화들의 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대화들의 리스트로부터 대화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대화의 제 1 메시지들과 상기 선택된 대화의 제 2 메시지들을 구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메시지들은 상기 검색 질문과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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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구별하는 단계는 제 1 포맷의 상기 제 1 메시지들에 대한 포매팅 정보를 제공하고 제 2 포맷의 상기 제 2 메시지들에

대한 포매팅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포맷은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방식으로 상기 제 2 포맷과 상이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포매팅 정보는 특정 메시지가 초기에 확장 모드와 관련되는지 또는 콤팩트 모드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메인 메모리;

프로세서; 및

상기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고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은,

각각 검색 질문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를 포함하는 복수의 대화들을 식별하기 위해 메시지 저장소를 검색하기 위

한 명령들 - 복수의 식별된 대화들 각각은 미리 정의된 기준을 충족하는 특성들의 공통 세트를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메시

지들과 각각의 대화 식별자를 포함함 -;

적어도 상기 식별된 대화들의 서브세트를 표현하는 대화들의 리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명령들;

상기 대화들의 리스트로부터 대화를 선택하기 위한 명령들; 및

상기 선택된 대화의 제 1 메시지들과 상기 선택된 대화의 제 2 메시지들을 구별하기 위한 명령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컴퓨터.

청구항 25.

메시지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복수의 메시지들을 수신하는 단계 - 각각의 메시지는 고유한 메시지 식별자를 가짐 -;

상기 복수의 메시지들 각각을 각각의 대화와 연관시키는 단계 - 각각의 대화는 각각의 대화 식별자를 가지며, 각각의 대화

는 미리 정의된 제 1 기준을 충족하는 특성들의 공통 세트를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들의 세트를 포함함 -; 및

미리 정의된 제 2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순서로 행들의 세트로서 대화들의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고 검색 질문의 적어도 하

나의 검색 텀(term)과 관련된 대화 정보의 일부분(portion)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 각각의 행은 리스트에 있는 대화들

중 하나와 대응하며, 적어도 전송자 리스트, 대화 토픽, 날짜/시간 값을 포함함 -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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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대화들의 리스트에 있는 대화들을 식별하기 위해 메시지 저장소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각각의 식별된 대화는

상기 검색 질문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일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는 제 1 텍스트 정보를 둘러싸는(surrounding) 제 텍스트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일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는 상기 검색 질문과 관련된 제 1 텍스트 정보를 제 2 텍스트 정보와 구별되는 방식으

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메인 메모리;

프로세서; 및

상기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고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복수의 메시지들을 수신하기 위한 명령들 - 각각의 메시지는 고유한 메시지 식별자를 가짐 -;

상기 복수의 메시지들 각각을 각각의 대화와 연관시키기 위한 명령들 - 각각의 대화는 각각의 대화 식별자를 가지며, 각각

의 대화는 미리 정의된 제 1 기준을 충족하는 특성들의 공통 세트를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들의 세트를 포함함 -; 및

미리 정의된 제 2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순서로 행들의 세트로서 대화들의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고 검색 질문의 적어도 하

나의 검색 텀과 관련된 대화 정보의 일부분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명령들 - 각각의 행은 리스트에 있는 대화들 중 하나와

대응하며, 적어도 전송자 리스트, 대화 토픽, 날짜/시간 값을 포함함 -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청구항 30.

메시지들을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검색 질문을 대화 유니트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검색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대화들의 리스트를 수신하는 단계 - 각각의 대화는 미리 정의된 기준을 충족하는 특성들

의 공통 세트를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들을 포함하며 상기 검색 질문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를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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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된 대화들의 리스트는, 적어도 상기 대화들의 리스트의 서브세트에 있는 각각의 대화에 대하여, 상기 검색 질문과 관

련된 각각의 메시지의 식별된 일부분을 포함하는 단계 - 상기 각각의 메시지의 상기 식별된 일부분은 상기 각각의 메시지

의 메시지 바디의 일부분임 -; 및

적어도 상기 대화들의 리스트의 서브세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 상기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는 상기 대화들의 리스트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대화와 관련하여, 리스트에 있는 대화의 각각의 메시지의 상기 식별된 일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를 포함함 -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일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는 상기 검색 질문의 적어도 하나의 검색 텀과 관련된 제 1 텍스트 정보를 상기 일부분

의 제 2 텍스트 정보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방식은 볼드(bold), 하이라이트, 이탤릭(italic), 상이한 전경(foreground) 컬러, 상이한 배경 컬러, 폰트 크기, 폰트 컬

러 및 다른 폰트 속성들로 구성된 세트로부터 선택된 포맷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메인 메모리;

프로세서; 및

상기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고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은,

검색 질문을 대화 유니트로 전송하기 위한 명령들;

상기 검색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대화들의 리스트를 수신하기 위한 명령들 - 각각의 대화는 미리 정의된 기준을 충족하는

특성들의 공통 세트를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들을 포함하며 상기 검색 질문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를 포함

함 -;

수신된 대화들의 리스트가, 적어도 상기 대화들의 리스트의 서브세트에 있는 각각의 대화에 대하여, 상기 검색 질문과 관

련된 각각의 메시지의 식별된 일부분을 포함하기 위한 명령들 - 상기 각각의 메시지의 상기 식별된 일부분은 상기 각각의

메시지의 메시지 바디의 일부분임 -; 및

적어도 상기 대화들의 리스트의 서브세트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명령들 - 상기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명령들은 상기 대화

들의 리스트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대화와 관련하여, 리스트에 있는 대화의 각각의 메시지의 상기 식별된 일부분을 디스플

레이하기 위한 명령들을 포함함 -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청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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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복수의 메시지들을 수신하는 단계 - 각각의 메시지는 고유한 메시지 식별자를 가짐 -;

상기 복수의 메시지들 각각을 각각의 대화와 연관시키는 단계 - 각각의 대화는 고유한 대화 식별자를 가지며, 각각의 대화

는 미리 정의된 제 1 기준을 충족하는 특성들의 공통 세트를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들의 세트를 포함함 -; 및

미리 정의된 제 2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순서로 대화들의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 각각의 대화는 상기 리스트에 있

는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표현됨 - 를 포함하며,

상기 대화들의 리스트는 행들의 세트를 포함하며, 각각의 행은 리스트에 있는 대화들 중 하나와 대응하고 적어도 전송자

리스트, 대화 토픽 및 날짜/시간 값을 포함하며,

상기 행들의 세트에 있는 행은 상기 사용자가 상기 대화에 있는 임의의 메시지의 주요 수신자인지 또는 보조 수신자인지

여부를 표시하는 수신자 표시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된 대화들의 리스트에 있는 행의 전송자 리스트는 대응하는 대화에 있는 메시지들의 복수의 전송자들에 대한

식별자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행과 대응하는 상기 대화는 제 1 전송자에 의해 전송된 메시지와 제 2 전송자에 의해 전송된 하나 이상의 메시지들을

포함하며,

상기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전송자에 의해 전송된 메시지가 사용자에 의해 읽힌 것으로 보여지거나 또는 마킹되지 않은 경우에 제 1 구별된

포맷으로 상기 전송 리스트에 있는 상기 제 1 전송자의 식별자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전송자에 의해 전송된 모든 메시지들이 사용자에 의해 읽힌 것으로 보여지거나 또는 마킹되지 않은 경우에 제 2

구별된 포맷으로 상기 전송 리스트에 있는 상기 제 2 전송자의 식별자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는 상기 전송자에 의해 전송된 메시지가 사용자에 의해 읽히지 않은 경우에 상기 전송자 리스트

에 있는 전송자의 이름을 하이라이트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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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자 리스트에 있는 전송자 식별자는 상기 전송자가 상기 사용자이면 고유한 캐릭터 스트링 또는 아이콘으로 대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대화와 상기 대화에 포함된 메시지들의 전송자들의 세트를 연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전송자 리스트는 상기

전송자들의 세트에 있는 복수의 전송자들에 대한 식별자들을 포함하며, 상기 전송자들의 세트가 미리 결정된 제한을 초과

하면 상기 전송자들의 세트에 있는 모든 전송자들보다는 적은 수의 전송자들에 대한 식별자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자 리스트에 어떤 전송자 식별자들을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전송자 식별자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상

기 우선순위는 상기 대화에 있는 메시지들과 연관된 날짜/시간 정보와 상태 정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41.

메인 메모리;

프로세서; 및

상기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고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복수의 메시지들을 수신하기 위한 명령들 - 각각의 메시지는 고유한 메시지 식별자를 가짐 -;

상기 복수의 메시지들 각각을 각각의 대화와 연관시키기 위한 명령들 - 각각의 대화는 고유한 대화 식별자를 가지며, 각각

의 대화는 미리 정의된 제 1 기준을 충족하는 특성들의 공통 세트를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들의 세트를 포함함 -; 및

미리 정의된 제 2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순서로 대화들의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명령들 - 각각의 대화는 상기 리스

트에 있는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표현됨 - 을 포함하며,

상기 대화들의 리스트는 행들의 세트를 포함하며, 각각의 행은 리스트에 있는 대화들 중 하나와 대응하고 적어도 전송자

리스트, 대화 토픽 및 날짜/시간 값을 포함하며,

상기 행들의 세트에 있는 행은 상기 사용자가 상기 대화에 있는 임의의 메시지의 주요 수신자인지 또는 보조 수신자인지

여부를 표시하는 수신자 표시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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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분야, 특히 사용자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사용자-친화적

방식으로 다수의 메시지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매일, 사람들은 비즈니스 및 레저를 위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들을 통해 수백개의 이메일 메시지들을 전송 및 수신한다(또

한, "이메일"로서 기록된다). 이메일은 여러 경우에 편리하고 사용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거의 실시간으로 수행될 수 있

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인기있는 통신 채널이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용자 이메일 계정에 도달하는 이메일 메시지들은 발생순서대로, 예컨대 가장 최근의 메시지가 브라우저 윈

도우의 상부에 나타나는 반면에 가장 오래된 메시지가 브라우저 윈도의 하부에 나타나는 순서로 전용 이메일 클라이언트

또는 웹 브라우저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디스플레이된다. 그러나, 두명 이상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시간에 전송된 다중

메시지들이 동일한 제목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이다. 메시지들을 함께 보는 것은 적절한 문맥의 개별 메시지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에게 도움을 준다.

각각의 그들의 제목들에 따라 사용자에 의하여 수신된 메시지들 및 사용자에 의하여 전송된 메시지들을 포함하는 다수의

메시지들을 편성하여 디스플레이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가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사용자가 특정 전송자에 의하

여 제출된 특정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사용자가 대화시에 다른 메시지들과 관련한 그들의 문맥으로 대화시

의 메시지들을 볼 수 있도록, 동일한 제목에 관한 모든 메시지들 및 동일한 대화의 폼 부분이 직관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매

우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일 실시예에서, 메시지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사용자에게 직접 전송된 다수의 메시지들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각각

의 메시지는 고유 메시지 식별자를 가진다. 다수의 메시지들의 각각은 각각의 대화와 연관되며, 각각의 대화는 각각의 대

화 식별자를 가진다. 또한, 각각의 대화는 제 1의 미리 규정된 기준을 만족하는 특성들의 공통 세트를 공유하는 하나 이상

의 메시지들의 세트를 포함한다. 대화의 리스트는 제 2의 미리 규정된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순서로 행들의 세트로서 디스

플레이되며 각각의 행은 행들의 리스트된 대화들 중 하나에 대응하며 적어도 전송자 리스트, 대화 토픽 및 날짜/시간 값을

포함한다. 대화의 콘텐츠는 사용자가 대화들의 디스플레이된 리스트로부터 하나의 대화를 선택할 때 디스플레이된다.

본 발명의 사상 및 실시예들을 용이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유사한 도면부호들이 도면 전반에 걸쳐 대응 부분들을 언급하는

이하의 도면들을 참조로 하여 이하에 기술된 실시예들의 설명이 참조되어야 한다.

실시예

본 발명은 사용자에게 그리고 사용자에 의하여 전송된 메시지들을 편성하여 디스플레이하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및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시스템은 대화 관리 시스템(102), 통신 네트워크

(106) 및 다수의 클라이언트(104)를 포함한다. 대화는 대화 토픽을 커버하는 하나 이상의 관련 메시지들을 포함한다. 이하

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대화 토픽외에 추가 기준은 메시지들이 각각의 개별 대화의 부분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메시지들의 전송자들 및 수신자들은 대하의 참여자들이다. 대화 관리 시스템(102)의 사용자에게 직접 전송되는

모든 메시지들은 다수의 대화들로 그룹핑되며 대화-기반 포맷으로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제공된다. 대화

관리 시스템(1023)의 구현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은 이하에서 제공된다.

클라이언트(104)는 브라우저(108) 및 대화 어시스턴트(110)를 포함한다. 브라우저(108)는 대화들을 디스플레이하기 위

하여 사용되는 브라우저 윈도우를 가진 범용 인터넷 브라우저(종종, 웹 브라우저라 칭함)일 수 있거나 또는 대화들을 디스

플레이하기 위한 윈도우를 가진 전용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다. 대화들 및 상기 대화들의 메시지들은 하이퍼텍스

트 마크업 언어(HTML)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렌더링 방법을 사용하여 브라우저(108)에 의하여 렌더링될 수 있다. 사

용자가 그의 개인 개정에 저장된 메시지들을 액세스하도록 브라우저(108)를 통해 대화 관리 시스템(102)에 요청을 제출한

후에, 대화 관리 시스템(102)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 계정에서 다수의 대화들을 식별하고 이들 식별된 대

화들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명령들의 세트를 클라이언트(104)에 전송한다. 이에 응답하여, 대화 어시스턴트(110)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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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레이 명령들 후에 하나 이상의 폼들을 발생시키며, 각각의 폼은 대화들중 일부 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그 다음

에, 폼들은 브라우저(108)에 제출되고 또한 브라우저(108)에 의하여 렌더링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대화 어시스턴트(110)

는 대화 관리 시스템(102)에서 선택적으로 존재하여 동작할 수 있다.

도 2는 대화 어시스턴트(110)가 대화 관리 시스템(102)에 의하여 제공된 대화들을 디스플레이하는 다양한 폼들을 발생시

키는 방법을 기술한 흐름도이다. 단계(202)에서 다수의 대화들 및 연관된 디스플레이 명령들을 수신한 후에, 대화 어시스

턴트(110)는 사용자가 다중 대화들 또는 개별 대화를 요구하였는지의 여부를 단계(204)에서 결정한다. 만일 사용자가 다

중 대화들을 요청하면, 대화 어시스턴트(110)는 대화들의 리스트를 호스팅하는 폼을 단계(206)에서 발생시키며, 각각의

대화는 폼에서 하나의 행을 점유한다. 폼의 각각의 행에 대화여, 대화 어시스턴트(110)는 단계(208)에서 디스플레이 명령

들에 따라 디스플레이될 열들의 세트 및 이에 연관된 특징들을 발생시킨다. 열들 내의 정보 및 이와 연관된 특징들이 렌더

링되는 방법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들은 도 3A 및 도 3B와 관련하여 이하에 제공된다.

사용자가 개별 대화를 요청하면, 대화 어시스턴트(110)는 단계(210)에서 대화와 연관된 일련의 메시지들을 호스팅하는 개

별 폼을 발생시킨다. 단계(212)에서, 대화 어시스턴트(110)는 대응하는 디스플레이 명령들후에 각각의 메시지에 대화여

디스플레이될 서브-폼 및 이와 연관된 특징들의 세트를 발생시킨다. 대화 어시스턴트가 서브-폼들 및 연관된 특징들을 렌

더링하는 방법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은 도 6A-6D와 관련하여 이하에 제공된다.

대화들의 리스트 또는 개별 대화를 호스팅하는 폼을 발생시킨 후에, 대화 어시스턴트(110)는 단계(214)에서 시스템 정의

카테고리들의 세트를 호스팅하는 폼을 발생시킨다. 각각의 시스템 정의 카테고리는 0개 이상의 대화들과 연관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시스템 정의 카테고리는 사용자 동작에 응답하여 또는 미리 정해진 기준이 만족할 때 대화 관리 시스템

(102)이 대화에 할당하는 속성값이다. 예컨대, 시스템은 사용자가 삭제를 위한 대화를 마크할 때 대화와 "트래시" 속성값

과 연관시키나, 사용자의 메일 계정으로부터 대화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데 필요한 단계들을 취하지 않는다. 특히, 대화

관리 시스템(102)은 속성값 "트래시"를 대화에 첨부하며, 필요한 경우에 대화로부터 기존 속성값, 예컨대 "인박스"를 삭제

한다. 임의의 시스템 정의 카테고리들이 상호 배타적일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다른 예에서, 시스템은 "인박스" 속

성값 및 "읽히지 않은" 속성값을 새로이 수신된 입력 메시지와 자동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다. 시스템 정의 카테고리들에 대

한 더 상세한 설명은 도 4A 및 도 4B와 관련하여 이하에 제공된다.

다음으로, 대화 어시스턴트(110)는 단계(216)에서 사용자 정의 라벨들의 세트를 호스팅하는 다른 폼을 발생시킨다. 도 3B

는 이러한 폼이 디스플레이되는 그룹 박스(347)를 도시한다. 각각의 사용자 정의 라벨은 0개 이상의 대화들과 연관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사용자 정의 라벨은 특정 대화들과 연관될 수 있는 속성값이다. 사용자 정의 라벨이 할당되는 대화들

은 특정 사용자 동작들에 의하여 또는 필터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의 동작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시스템 정의 카테고리

들과 다르게, 이들 라벨들은 사용자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정의되며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서, 대화는 동일한 시

간에 다중 라벨들과 연관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의 개인 계정에서 두개의 라벨들, 즉 "쇼핑 리스트" 및 "추수감사절"이

존재할 수 있다. 라벨 "쇼핑 리스트"는 쇼핑-관련 대화들에 사용자에 의하여 할당되거나 또는 사용자에 의하여 세팅된 필

터에 의하여 할당될 수 있는 반면에, 라벨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 쇼핑을 포함하는 추수감사절 활동들에 관한 대화들

에 할당될 수 있다. 라벨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의되기 때문에, 사용자를 또한 라벨을 삭제할 수 있다. 사용자 정의 라벨들

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은 도 5A 및 도 5B와 관련하여 이하에 제공된다. 그룹 박스(347)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그룹 박스

(347)의 사용자 정의 라벨을 선택할 때(예컨대, 클릭할 때), 대화 어시스턴트(110)는 사용자 선택 라벨과 연관된 대화들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화 관리 시스템에 질문을 제출한다. 그 다음에, 질문이 실행되고 사용자에게는 존재하는 경우에

상기 대화들의 리스팅이 제공된다.

대화 관리 시스템(102) 및 대화 어시스턴트(110)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자 메일 계정에서 메시지들을 검색하고 검색 결

과들을 매우 직관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함께 작용한다. 대화 관리 시스템(102)은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으로부터 정보

를 추출하거나 또는 사용자에 의하여 구성된 메시지를 처리하는 반면에, 대화 어시스턴트(110)는 대화 관리 시스템(102)

에 의하여 준비된 정보를 렌더링한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대화 관리 시스템(102) 및 대화 어시스턴트(110)간의 다른 역할

분할이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에 의하여 수행된 많은 태스크들이 대화 관리 시스템(102) 또는 대화 어시스턴트(110) 또는

두개의 작업에 의하여 함께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두가지 컴포넌트들은 때때로 "대화 시스템"으로서 여기에서 공동

으로 언급된다.

대화 시스템(102 및/또는 110)은 사용자가 최근 검색 결과들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또는 더 정확하게 재생할 수 있도록)

단계(218)에서 사용자에 의하여 제출된 검색들의 세트를 호스팅하는 폼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검색-기반 대화 리스트 발생

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은 도 7A-7C와 관련하여 이하에 제공된다. 부가적으로, 대화 시스템은 단계(220)에서 사용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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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최근에 방문된 대화들의 세트를 호스팅하는 폼(예컨대, 도 3B에서 그룹 박스(349)에 디스플레이된 폼)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웹 브라우저의 백 버튼과 유사하다. 단계(222)에서, 대화 어시스턴트(110)는 디스플레이를 위하여

브라우저(108)에 폼들을 제출한다.

단계들(214 내지 220)은 도 2에 도시된 순서와 다른 많은 가능한 순서로 수행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이들 폼 발생

단계들의 일부는 생략될 수 있다.

대화의 리스트 발생

도 3A를 지금 참조하면, 대화 관리 시스템(102)은 예컨대 사용자 메일 계정의 인박스 뷰를 요구하는 사용자 또는 클라이

언트에 응답하여 대화들의 리스트를 발생시킨다(단계 302). 이하에서 더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대화들의 리스트들

은 사용자의 메일 계정의 검색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된다. 인박스 뷰에 대한 대화들의 리스트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자

의 메일 계정은 "인박스" 속성값(때때로 라벨이라 칭한다)과 연관된 대화들을 위하여 검색된다. 그 다음에, 대화 관리 시스

템(102)은 이하에서 더 상세히 기술되는 바와 같이 단계(304)에서 디스플레이를 위한 대화들에 대한 정보를 준비한다. 더

욱이, 대화 관리 시스템은 단계(305)에서 사용자-선택가능 동작들의 리스트 및 사용자-선택가능 라벨들의 리스트를 발생

시킨다. 사용자-선택가능 라벨들은 시스템 정의 라벨들뿐만 아니라 사용자 정의 라벨들을 포함할 수 있다. 도 4 및 도 5와

관련된 이하의 설명은 이들 사용자-선택가능 리스트들의 사용을 기술한다. 그 다음에, 결과적인 정보는 단계(306)에 렌더

링하기 위하여 대화 어시스턴트에 전송된다.

단계(304)에서, 대화 관리 시스템(102)은 대화들의 리스트의 각각이 대화에 대한 필드들의 세트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

련의 단계들(단계(306) 내지 단계(324))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이들 필드들은 사용자가 대화 리스

트를 용이하게 스캐닝하도록 열들에서 대화 어시스턴트(110)에 의하여 렌더링될 수 있다.

각각의 대화 및 메시지들이 연관된 세트에 대화여, 대화 관리 시스템(102)은 우선 단계(307)에서 전송자 리스트를 발생시

킨다. 전송자 리스트는 다수의 전송자 식별자들을 포함하며, 각각의 식별자는 메시지들의 허가된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를

가진 전송자에 대응한다. 전송자는 그의 이름, 성, 전체 이름, 이메일 어드레스, 화상 또는 고유 아이콘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만일 적어도 두개의 전송자들이 동일한 이름들을 가지는 경우에, 각각의 전송

자의 성의 충분한 부분은 전송자들마다 구별하기 위하여 각각의 전송자 식별자들에 포함된다. 예컨대, 만일 두 전송자가

이름이 폴(Paul)이고 첫번째 문자가 다른 성을 가지면, 전송자들은 성의 첫번째 문자와 폴을 연결하여 구별될 수 있다(예

컨대, PaulB 및 PaulK). 당업자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두 전송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다른 방식을 인식할 것이다. 다른 실시

예들에서, 전송자의 식별자는 사용자의 접촉 리스트에 상주하는, 특정 전송자와 연관된 정보에 기초할 수 있다. 또 다른 실

시예들에서, 사용자는 특정 전송자들에 대한 전송자 리스트에서 나타나는 닉네임들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전송자가 대화에서 허가된 다중 메시지들을 가지면, 전송자의 식별자는 전송자 리스트에서 단지 한번 나타난다. 일

실시예에서, 리스트내의 전송자 식별자들은 시스템(102)에의 각각의 메시지 도달시간에 따라 배열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리스트내의 전송자 식별자들은 그들의 각각의 이름들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된다. 다음으로, 대화 관리 시스템(102)

은 단계(308)에서 디스플레이 명령들에 따라 리스트에서 하나 이상의 전송자 식별자들을 하이라이트하기 위하여 전송자

리스트를 포맷시킨다. 용어 "하이라이트"는 굵게, 밑줄, 배경색의 변화, 폰트 색의 변화, 폰트의 변화 등과 같은 시각적 구

별 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사용된다. 게다가, 이와 관련하여, 용어 "하이라이트"는 특이한 방식으로 어

떤 것(예컨대 텍스트의 특정 부분)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포매팅 정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일부 실시예

들에서, 전송자의 이름은 그의 메시지가 사용자에 의하여 판독되는 대로 보여지지 않거나 또는 마크되지 않는 경우에 볼드

체의 문자들로 디스플레이되도록 포매팅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대화 어시스턴트는 대화들의 전송자 리스트 및/또는 수신자 리스트들에 리스트된 사람들 중 하나 이상

의 사람의 화상들을 수신하거나 또는 액세스한다. 사용자가 대화들 또는 개별 대화의 리스트를 보고 전송자 리스트의 이름

또는 식별자 상에 커서를 위치시킬 때, 전송자의 화상이 디스플레이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대화를 볼때, 예컨대 리스트

된 메시지 수신자들을 볼때 동일한 기능이 제공된다. 이러한 특징은 대규모 편성들에 의하여 사용된 이메일 시스템들에 특

히 유용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만일 사용자 그 자체가 대화에서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를 허가하면, 대화 관리 시스템(102)은 단계

(310)에서 전송자 리스트의 전송자 식별자로서 전송자에 대한 고유 캐릭터 스트링 또는 아이콘 또는 다른 출력 큐로 전송

자 리스트의 사용자 이름 또는 다른 식별자를 교체한다. 고유 캐릭터 스트링에 대한 한 옵션은 특정 언어의 자체-참조 식

별자이다. 예컨대, 영어에서 대명사 "me"는 전송자 리스트내의 사용자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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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동일한 이름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전송자 리스트내의 전송자의 이름에 의하여 전송자를 식별하는 것보다 더

유용하다(물론 대안 실시예들에서 수행될 수 있음). 고유 식별자에 의하여 사용자를 표현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

를 제공함으로써 활성적으로 참여될 수 있는 대화들을 사용자가 용이하게 식별하는데 도움을 준다.

만일 많은 사람이 대화에 대한 메시지들을 제공하면, 전송자 리스트는 브라우저 윈도우내의 제한된 공간에 맞추는데 너무

길게 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전송자 리스트내의 전송자들중 하나 이상의 전송자가 그들의 이메일 어드레스에 의하여 식별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만일 그렇다면, 대화 관리 시스템(102)은 단계(312)에서 브라우저 윈도우에 디스플레이할 전송자

리스트의 서브세트를 식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에 기초하여 전송자들의 리스트내의 전송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 일 실시예에서, 서브세트는 대화에서 적어도 마지막 메시지의 전송자, 적용가능한 경우에 사용자에 의한 판독으로서

보여지지 않거나 또는 마크되지 않는 메시지의 전송자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서브세트는 대화에서 제일 먼저 수신

된 메시지의 전송자, 대화에서 마지막으로 수신된 메시지의 전송자, 우선순위화 또는 스코어링 방법에 따라 선택된 0 이상

의 추가 전송자들을 포함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높은 우선순위는 나중에 도달하는 메시지들의 전송자들에 부여된다. 이

러한 타입의 우선순위는 미판독(unread) 메시지들의 전송자들이 디스플레이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다른 타

입들의 우선순위 방식들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전송자 리스트가 단지 대화에서 메시지 전송자들의

서브세트만을 식별할때, 전송자 리스트는 생략부호 "...", 또는 전송자 리스트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지시하는 다른 심볼을

포함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메시지들이 사용자에 의한 판독으로서 보여지지 않거나 또는 마크되지 않은 하나 이상의 전

송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서브세트 식별자들은 이용가능한 공간에 의하여 허용된 많은 수의 전송자로서 식별한다.

단계(314)에서, 대화 관리 시스템(102)은 대화시 메시지들의 수를 지시하고 영구적으로 삭제되거나 또는 삭제를 위하여

마크되는 메시지들을 제외하는, 대화에 대한 메시지 번호 지시자를 생성한다. 메시지 번호 지시자는 쌍 괄호 내의 번호일

수 있으며, 예컨대 "(3)"은 대화시 3개의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대화가 단지 하나의 메

시지를 포함할 때, 메시지 번호는 대화를 위하여 생성되지 않는다. 메시지 번호 지시자는 아이콘일 수 있다. 아이콘은 예컨

대 대화시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판독되지 않는지(즉, 판독으로서 보여지지 않거나 또는 마크되지 않는지)를 지시하기 위

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색 코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화 관리 시스템(102)은 단계(316)에서 처리되는 대화에 대

한 대화 토픽을 발생시킨다. 전형적으로, 대화 토픽은 대화에서 제 1 메시지의 주제 또는 이것이 미리 정해진 길이를 초과

하는 경우에 주제의 절단된 버전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대화 토픽은 제 1 메시지 또는 선택적으로 제 1 메시지 이상의 콘

텐츠들을 발견적 교수법으로 검사함으로써 결정된다. 일 실시예에서, 만일 대화가 미판독 속성값을 가진 적어도 하나의 메

시지를 포함하면, 메시지 번호 식별자 및 대화 토픽 모두는 사용자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브라우저 윈도우에서 하이라이트

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대화 토픽만이 하나 이상의 미판독 메시지들을 지시하기 위하여 하이라이트된다.

설정된 이메일 표준에 따르면, 메시지는 수신자들의 적어도 3개의 클래스들, 즉 어드레스가 "To:" 필드에 리스트되는 수신

자들의 하나의 1차 클래스, 및 어드레스들이 "Cc:" 필드 또는 "Bcc:" 필드에 리스트되는 수신자들의 두개의 2차 클래스들

에 전송된다. 따라서, 단계(318)에서, 대화 관리 시스템(102)은 대화에의 사용자 참여에 대한 다른 지시자인 사용자에 대

한 수신 상태 지시자를 생성한다. 일 실시예에서, 사용자가 임의의 메시지의 1차 수신자인 대화는 ">>"와 같은 제 1 구별

지시자로 마크되며, 사용자가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의 2차 수신자이고 임의의 메시지들의 1차 수신자가 아닌 대화는 ">"

와 같은 제 2 구별 지시자로 마크되며, 사용자가 임의의 메시지의 수신자로서 명백하게 리스트되지 않은(예컨대, 메시지들

이 그룹 또는 메일링 리스트로 전송되기 때문에) 대화는 특정 마크들을 수신하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사용자가 적

어도 하나의 메시지의 1차 수신자인 대화들 및 사용자가 단지 2차 수신자인 대화들은 이들 대화들을 나타내는 행들의 하

나 이상의 부분을 하이라이트하는 것과 같은 다른 시각적 구별 방식들로 표현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자가 적어

도 하나의 메시지가 단지 1차 수신자인 대화는 ">>"와 같은 제 1 구별 지시자로 마크되며,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가 메일링

리스트가 아니라 사용자의 이메일 어드레스로 직접 전송되는 대화는 ">"와 같은 제 2 구별 지시자로 마크되며, 사용자가

임의의 메시지의 수신자로서 명백하게 리스트되지 않는(예컨대, 메시지들이 그룹 또는 메일링 리스트에 전송되지 않기 때

문에) 대화는 특정 마크들을 수신하지 않는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대화 관리 시스템(102)은 단계((320)에서 대화의 스니펫을 생성한다. 스니펫은 사용자가 대화를 열어

보지 않고 대화의 콘텐츠들의 프리뷰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서, 스니펫은 대화에서 가장 최근의 메시지로부

터 발생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스니펫은 대화에서 제 1 메시지(즉, 가장 오래된 메시지)로부터 추출된다. 또 다른 실시예

에서, 스니펫은 예컨대 대화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키워드들의 세트를 리스트하는 미리 정해진 발견적 규칙들에 따라 대

화시 모든 메시지들로부터 추출된다. 만일 대화 관리 시스템(102)이 사용자에 의하여 제출된 검색에 응답하여 대화들의

리스트를 준비중이면 대화 관리 시스템(102)은 단계(322)에서 사용자 제출 질문 텀들과 매칭되는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포

함하는 스니펫을 생성하며, 이는 구글 검색 엔진과 같은 검색 엔진에 의하여 리턴된 검색 결과들을 포함한 스니펫들에 대

하여 유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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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대화 관리 시스템(102)은 단계(324)에서 대화에 대한 날짜/시간 값을 식별한다. 이러한 날짜/시간 값은 종종

브라우저 윈도우에서 대화들의 리스트에 대한 디스플레이 순서를 지시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대화들의 리스트에서 각각

의 대화는 대화들의 리스트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검색 기준과 매칭되는 가장 최근의 메시지의 날짜/시간과 동일한

날짜/시간이 할당된다. 예컨대, 만일 사용자-특정 검색 질문(예컨대, "Lake Tahoe")이 사용되면, 대화들의 리스트의 대화

를 각각 매칭시키기 위하여, 할당된 날짜/시간은 사용자 특정 검색 질문과 매칭되는 가장 최근의 메시지의 날짜/시간이다.

다른 예에서, 만일 검색 기준이 "인박스"(즉, 인박스 라벨이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를 가진 대화들)이면, 대화들의 리

스트의 각각의 대화에 할당된 날짜/시간은 인박스 라벨과 연관된 가장 최근의 메시지의 날짜/시간이다. 일부 실시예들에

서, 대화들의 리스트에서 대화들은 그들의 할당된 날짜/시간 값들에 대한 역발생순으로 리스트된다(즉, 가장 최근의 대화

들이 먼저 리스트됨). 여기에서 사용된 바와같이, "날짜/시간" 값은 일 값 및/또는 시간 값이 특정 메시지와 연관되는 것을

언급한다. 일들 및/또는 시간들은 생성 일 및/또는 생성 시간, 송신, 수신 또는 다른 이벤트에 기초하여 메시지들과 연관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다른 방법들 또는 기준들은 대화들의 리스트의 각각이 대화에 날짜/시간을 할당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일부 실시예들에서, 진보된 검색 질문 도구를 사용할 때, 사용자는 날짜/시간이 특정 시간 윈도우내에 떨어

지는(그리고 존재하는 경우에 다른 사용자-특정 검색 요건들을 만족하는) 대화들을 검색하는 옵션이 제공된다. 대화들의

결과적인 리스트는 사용자 특정 목표 날짜 또는 목표 날짜/시간 및 리스트내의 각 대화의 날짜/시간 사이의 시간길이에 따

라 리스트된다. 따라서, 목표 날짜 또는 날짜/시간 전후의 대화들은 대화들의 결과적인 리스트에서 인터리빙될 수 있다.

도 3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박스" 카테고리 내의 대화들의 리스트에 대한 개략적 스크린 숍을 도시한다. 스크

린 숍의 상부 좌측 코너에는 "구성 메일" 링크(340)가 존재한다. 사용자는 새로운 메시지의 기록을 시작하도록 상기 링크

를 클릭한다. 링크(340) 다음에, 텍스트박스(341) 및 "검색 메일" 버튼(342)이 존재한다. 사용자가 텍스트박스(341)를 통

해 하나 이상의 질문 텀들을 제출한 후 "검색 메일" 버튼(342)을 클릭한 후에, 시스템은 질문 텀들을 매칭시키는 새로운 디

스플레이 리스팅 대화들을 발생시킨다. 일부 실시예들에서는 각각의 질문 텀의 하나 이상의 동의어들의 존재에 의하여 매

칭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는 각각의 질문 텀의 루트(root)에 기초하여 매칭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책

"에 대한 검색은 용어들 "책", "책들" 및 "부킹"에 의하여 매칭될 수 있다. 상세한 이해를 위하여 도 7A 및 도 7B를 참조한

다. 버튼(342) 다음에 두개의 풀-다운 리스트들, 즉 "더 많은 동작" 리스트(34) 및 "애드 라벨" 리스트(345)가 존재한다. 도

4 및 도 5를 참조하면, 이둘 두개의 풀-다운 리스트들이 더 상세히 설명된다. "구성 메일" 링크(340) 바로 아래에는 일련의

그룹 박스들이 존재하며, 각각의 박스는 도 2의 단계들(214-220) 중 하나에 의하여 발생된 폼에 대응한다. 예컨대, 그룹

박스(346)는 "인박스", "별표", "송신 메일", "드래프트들", "모든 메일", "스팸" 및 "트래시"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정의 카

테고리들을 디스플레이한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이들 카테고리들 및/또는 부가 카테고리들의 서브세트를 포함하는 시스

템-정의 카테고리들의 세트가 다를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별표" 카테고리는 사용자 계획들이 예컨대 "To Do" 리스

트와 유사한 메시지들을 다른 참여자들에게 전송함으로써 활성적으로 포함될 대화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일 실시예에서,

메시지는 사용자가 예컨대 별표 메시지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별로 신호화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모든 메일" 카테고

리는 "스팸" 또는 "트래시" 카테고리들에 존재하지 않는 모든 대화들을 포함한다. 현재의 스크린 샷이 단지 "인박스" 카테

고리에 속하는 대화들만을 디스플레이하기 때문에 그룹 박스(346)의 대응 링크는 하이라이트되었다.

도 3B에서 개략적 스크린 샷에 대한 주요 사상은 대화들(360)의 리스트를 포함하는 폼이며, 각각의 대화는 폼에서 하나의

행을 점유한다. 각각의 행은 체크박스(362), 전송자 리스트(364), 수신자 상태 지시자(366), 대화 토픽 및 스니펫들(368)

및 날짜/시간 값(369)을 더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이들 필드들 및/또는 추가 필드들의 서브세트를 포함하는 각각

의 대화 행에 대한 필드들의 세트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모든 행들은 대화들의 리스트가 디스플레이될

때 균일한 높이를 가진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높이들은 다양한 스니펫 길이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가변적일 수 있다. 체크

박스(362)는 사용자가 하나의 시스템-정의 카테고리, 예컨대 "인박스"로부터 다른 시스템-정의 카테고리, 예컨대 "트래시

"로 대응하는 대화를 이동시킬 것을 결정하는 경우에 또는 사용자가 대응 대화에 사용자-정의 라벨을 첨부할 것을 결정하

는 경우에 사용자에 의하여 체크된다. 폼에서 다른 열들 또는 필드들의 정의들은 도 3A와 관련하여 앞서 제공되었다. 제 1

대화에 두개의 메시지들이 존재하고 전송자(S2)가 제 1행에서 하이라이트되는 경우에, 이는 S2에 의하여 전송된 메시지

가 판독되지 않거나 또는 판독으로서 마크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한다. 대조적으로, 제 2 대화는 모두 판독되거나 또는

판독으로서 마크된 4개의 메시지들을 포함하며, 이에 따라 제 2행에서 아무것도 하이라이트되지 않는다. 일부 실시예들에

서, 별표 상태에 대한 시각적 지시자가 제공된다. 만일 대화의 임의의 메시지가 별표 상태를 가지면, "인박스"는 대화가 적

어도 하나의 별표 메시지를 포함하는 시각적 지시자를 제공할 것이다.

도시되지 않았을지라도, 일 실시예에서, 도 3B에 의하여 도시된 브라우저 윈도우는 지속적으로 디스플레이된 메시지 구성

영역, 연관된 어드레싱 및 주제 필드들, 및 메시지의 구성 및 송신을 허용하는 폼과 연관될 수 있는 다른 옵션들 및 필드들

을 포함한다. 이러한 영역은 예컨대 대화들(360)의 리스트 이하에 디스플레이된다. 따라서, 일부 실시예에서, 단일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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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예컨대, 브라우저 윈도우)내에서, 사용자는 대화들의 리스트를 보기 위한 옵션을 가지지 않고 새로운 윈도우

(예컨대, 메시지 구성 윈도우)를 열기 위하여 요구되지 않고 그리고 현재의 브라우저 윈도우로부터 대화들의 리스트를 제

거하지 않고 새로운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다.

도 4A는 "더 많은 동작" 풀-다운 리스트(344)의 동작을 기술하는 흐름도이다. 사용자가 풀-다운 리스트를 클릭한후에, 브

라우저는 단계(402)에서 시스템-정의 동작들의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한다. 사용자는 단계(404)에서 대화 리스트의 적어도

하나의 대화 및 풀-다운 리스트의 특정 동작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는 단계(406)에서 사용자-선택 대화들을 사

용자-선택 동작들과 연관시키며, 단계(408)에서 추가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들을 다시 대화 관리 시스템에 전송한다. 만일

사용자-선택 대화들이 대화들의 이전에 디스플레이된 리스트로부터 제거되도록 사용자-선택 동작이 수행되는 경우에, 대

화 어시스턴트는 대화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대화들의 새로운 리스트를 수신하고 대화 어시스턴트는 단계(410)에서 브라

우저에 대화들의 새로운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한다.

도 4B는 사용자가 제 2대화의 체크박스(413)를 체크하고 "더 많은 동작" 풀-다운 리스트를 클릭하며 아이템 "스팸"(415)

를 선택할 때 발생하는 도 3B의 개략적 스크린 샷의 변화를 도시한다. 결과로서, 제 2대화는 "인박스" 카테고리로부터 제

거될 것이며 "스팸" 카테고리는 새로운 멤버를 가질 것이다. "무시" 및 "스누즈"와 같은 풀-다운 리스트의 동작들중 일부는

대응 카테고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무시" 및 "스누즈" 모두는 "모든 메일" 카테고리에 대응한다. 특히,

사용자가 대화의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무시" 아이템을 클릭할때, 대화는 "모든 메일" 카테고리에 전송될 것이다. 만일 "무

시된" 대화와 연관된 임의의 새로운 메시지가 도달하면, 시스템은 새로운 메시지와 상기 대화를 연관시키나, 대화가 사용

자의 어텐션에 자동적으로 유도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대화를 무시하여, "모든 메일" 카테고리를 방문하고 무

시된 대화의 체크박스를 체크하며 대응하는 "더 많은 동작" 풀-다운 리스트에서 "인박스" 아이템을 선택함으로써 "인박스"

카테고리로 다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다. 예로서 지시된 바와 같이, 다른 카테고리의 풀-다운 리스트들은

동작 아이템들의 다른 세트를 가질 수 있다. "스누즈" 동작 아이템은 사용자가 구동될 수 있는 트리거링 조건을 세팅함으로

써 대화를 일시적으로 무시하도록 하며, 예컨대 대화는 일정 기간(예컨대, 한 시간, 하루, 한주 등) 동안 "인박스" 카테고리

로부터 보이지 않아야 하고 자동적으로 복귀하거나 또는 이벤트로 구동되며, 예컨대 대화는 미체크 메시지들의 수가 미리

결정된 제한치에 도달할 때까지 "인박스" 카테고리에 복귀하지 않아야 하거나, 또는 특정 사람은 대화에 대한 메시지를 제

공하거나, 또는 1차 수신자로서 사용자를 특정하는 메시지가 수신되거나 또는 수신된 메시지는 특정 워드 또는 구를 포함

한다. 당업자는 사용될 수 있는 다른 트리거 조건들을 인식할 것이다.

대화들의 카테고리화

도 5A는 "애드 라벨들" 풀-다운 리스트(345)의 동작을 기술하는 흐름도이다. 사용자가 풀-다운 리스트를 클릭한 후에, 브

라우저는 단계(502)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사용자-정의 라벨들이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한다. 사용자는 단계(504)에서 풀-

다운 리스트에서 특정 라벨을 선택하며 대화 리스트에서 적어도 하나의 대화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는 단계

(506)에서 사용자-선택 라벨과 사용자-선택 대화들을 연관시키며, 단계(508)에서 추가 처리를 위하여 이들을 대화 관리

시스템에 다시 전송한다. 결과로서, 사용자-선택 라벨과 연관된 대화들의 리스트는 단계(506)에서 라벨과 연관된 대화들

을 포함할 것이다. 이하에서 더 상세히 기술된 바와 같이, 라벨 또는 속성값이 대화와 연관될 때, 하나 이상의 엔트리들은

라벨이 위치한 경우에 대화를 검색하도록 인덱스(1710)(도 17 및 도 18)에 추가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라벨 또는 속성

값은 대화 데이터베이스(1808)(도 18)의 하나 이상의 엔트리들에 추가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대화와 연관된 라벨들은

사용자가 대화를 볼 때 디스플레이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대화들의 리스트의 각각의 대화와 연관된 라벨들은 리스트의

각각의 대화를 위하여 제공된 정보의 행에 디스플레이된다.

도 5B는 사용자가 제 2대화의 체크박스(512)를 체크하고 "애드 라벨들" 풀-다운 리스트를 클릭하며 아이템 "라벨 2"(514)

을 선택할 때("라벨 2"는 사용자 특정 라벨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발생하는 브라우저 윈도우를 도시한 개

략적 스크린 샷을 도시한다. 이는 "라벨 2"이 체크된 대화와 연관되도록 할 것이다. 결과로서, 체크된 대화는 "라벨 2"와 연

관된 메시지들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여 발생된 검색 결과들에 포함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대화들의 리스트의 각

각의 대화와 연관된 라벨들은 폼의 대응 행에 디스플레이되며, "라벨 2"은 단계(506)에서 "라벨 2"와 연관된 대화에 대응

하는 행내에 디스플레이될 것이다. 물론,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된 라벨 이름들을 입력하고 및/또는 시스템이 미리 정해진

라벨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업자에게 인식될 것이다.

대화의 뷰잉

도 6A는 대화 어시스턴트가 대화 관리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명령들에 응답하여 대화 뷰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

도를 도시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디스플레이될 대화 정보를 포매팅하기 위한 동작들과 같이 도 6A에 도시된 동작들의

일부는 클라이언트의 대화 어시스턴트에 대화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대화 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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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어시스턴트는 단계(602)에서 특정 대화에 속하는 일련의 메시지들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명령들의 연관된 세트를

우선 수신한다. 단계(604)에서, 대화 어시스턴트는 대화와 연관된 임의의 시스템-정의 카테고리들 및 사용자-정의 라벨들

뿐만 아니라 대화의 제목을 식별한다. 카테고리들 및 라벨들에 기초하여, 대화는 사용자-선택가능 동작들의 리스트 및 사

용자-선택가능 라벨들의 리스트를 각각 발생시킨다. 이들 두개의 리스트들은 도 3B에 도시된 두개의 풀-다운 리스트들

(344, 345)과 유사하다. 일부 실시예에서, 사용자-선택가능 동작들의 리스트는 특정 대화(즉, 디스플레이될 대화)에 적용

가능한 동작들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트래시" 카테고리에 이미 존재하는 대화는 "트래시" 카테고리와 다시 연관될 수 없

다. 동일한 토큰에 의하여, 사용자-선택가능 라벨들의 리스트는 특정 대화와 연관되지 않는 라벨들만을 포함한다.

단계(608)로부터 시작하여, 대화 어시스턴트는 대화의 개별 메시지에 대한 서브-폼을 발생시키며, 서브-폼은 적어도 전용

메시지 헤더 및 메시지 바디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메시지 바디는 사용자에 의하여 생성되고 주제 기준

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언급하며 메시징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메시지에 추가된 임의의 시스템 정보를 제외한다. 각각의 상

세한 메시지 헤더는 전송자의 이름들 및/또는 어드레스들, 모든 1차 및 2차 수신자들, 메시지의 주제, 메시지-레벨 동작들

의 세트, 및 날짜/시간 값을 포함한다. 메시지-레벨 동작들 중 하나는 "마임-버전:", "콘텐츠-타입" 등과 같은 정보가 제공

될 때 라우팅 정보 및 다른 메시징 시스템을 포함하는 원래의 포맷으로 메시지를 보는 옵션을 포함한다. 대화 어시스턴트

는 단계(610)에서 상세한 메시지 헤더로부터 간결한 메시지 헤더를 생성한다. 간결 메시지 헤더는 전송자 및 수신자들의

식별자들을 포함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수신자들은 간결 메시지 헤더로부터 제외된다. 만일 사용자가 수신자 리스트에

있으면, 대화 어시스턴트는 단계(610)에서 전송자 리스트의 사용자 식별자와 유사한 식별자로서 고유 캐릭터 스트링 또는

아이콘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영어 대명사 "me"는 간결한 메시지 헤더에서 사용자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메시지가 특정 수신(즉, 메시지 헤더의 제 1 또는 제 2 수신 필드들에서)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기 대화에서, 대화

어시스턴트는 단계(614)에서 간결한 메시지 헤더의 수신 식별자를 하이라이트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몇몇 실시예들에

서, 수신자 리스트에 이전에 포함된 수신자가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을 때, 대화 어시스턴트는 예를 들어 "ghost" 폰트와 같

이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방식으로 수신자의 식별자를 디스플레이할 것이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간결한 메시지 헤더는 전

송자 식별자, 메시지의 일부분 및 메시지의 날짜/시간 표현을 포함한다.

다음에, 단계(616)에서 대화 어시스턴트는 세부 형태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만약 세부 형태와 연관된 메시

지가 사용자에 의해 판독되는 것과 같이 관찰되거나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 세부 형태는 확장된 모드로 디스플레이되며,

즉 간결한 메시지 헤더와 완전한 메시지 바디 모두가 단계(618)에서 디스플레이된다. 만약 메시지가 판독되는 것과 같이

관찰되거나 표시되는 경우에, 디폴트에 의한 세부 형태는 단계(620)에서 간결한 메시지 헤더 및 메시지 바디의 일부분(예

를 들면, 메시지의 최초 몇개 라인)만을 포함하여 간략화된 모드로 디스플레이된다. 사용자는 간략화된 세부 형태를 클릭

함으로써 이를 확장할 수 있다. 유사하게, 세부 형태는 상세한 메시지 헤더를 도시하지 않지만, 단계(622)에서 상세한 메시

지 헤더를 보기를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단계(624)에서 대화 어시스턴트

는 세부 형태의 밑부분, 예를 들면 "응답", "모두에 대한 응답", "전진"과 같은 응답 옵션 세트를 생성한다. 몇몇 실시예들에

서, 전술된 동작들의 서브 세트는 대화 내의 각각의 메시지에 대하여 수행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

가 포매팅 동작들이 수행된다.

도 6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3B의 제 2 대화의 개략적인 스크린 샷이다. 스크린 샷의 상부 및 좌측 부분들은 도

3B와 동일하다. 그러나 대화 리스트(360)는 메시지 리스트(640)로 대체된다. 메시지 리스트의 상부에서 대화의 토픽은 "

토픽 2"(630), 대화와 연관된 모든 사용자 정의된 라벨들(632) 및 "모든 메시지 확장" 버튼(634)이다. 4개의 메시지들이

사용자에 의해 판독되는 것과 같이 관찰 또는 표시되기 때문에, 리스트 상부 3개의 메시지들은 간략화된 모드로 디스플레

이되며, 마지막(및 가장 최근) 메시지는 확장된 모드로 디스플레이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판독되지 않은 메시지들(즉,

사용자에 의해 판독되는 것과 같이 관찰되거나 표시되지 않은)이 존재할 때, 별표 표시된 것과 같이 표시된 대화 내의 메시

지들은 확장된 모드로 디스플레이된다. 상기와 같은 사항은 대화의 모든 메시지들이 함께 겹쳐지는 시각적인 효과를 제공

한다. 각각의 간략화된 세부 형태는 메시지 바디의 제 1 몇몇 워드들과 같이 간결한 메시지 헤더(641) 및 조각(643)을 디

스플레이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간결한 메시지 헤더 내의 전송자들은 각각의 전송자에 대한 텍스트 표현이 서로 다른

컬러로 제공되도록 컬러로 식별된다. 이는 디스플레이된 대화에서 전송자들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몇몇 실시예들에

서, 컬러들은 시스템이 전송자들을 연관시키기 위해 컬러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까지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다. 몇몇 실시

예들에서, 컬러들은 대화마다 연관되며, 따라서 동일한 전송자는 대화가 디스플레이되는 것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로 다른

컬러를 가질 수 있다. 모든 수신자들이 간결한 메시지 헤더(641)에서 하이라이트되며, 이는 대화의 제 1 메시지이기 때문

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대조적으로, 단 하나의 식별자 "S1"는 제 2의 간략화된 세부 형태에서 하이라이트되며, 이는 S1이

대화의 참여자가 되는 제 1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확장된 세부 형태는 완전한 메시지 바디(645), 상세한 메시지 헤더가 선

택될 때 디스플레이되는 "더 많은 옵션들" 링크(647), 및 응답 옵션 리스트(649)를 포함한다. 최종 메시지가 S4에 의해 전

송되었기 때문에, 응답 옵션들 중 하나는 "S4에 대한 응답"이며 이는 사용자에게 응답이 S4로 어드레싱될 것이라고 경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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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실시예들에서, 대화 내의 메시지들의 개수가 임계값(예를 들면, 8 또는 10 메시지)을 초과하고, 대화 내의 다수의 연

속하는 메시지들이 간략화된 세부 형태(예를 들면, 인박스 대화 리스트에서 선택된 대화에서 판독되는 것과 같이 표시된

메시지들)로 디스플레이될 때, 상기 메시지들은 어떤 텍스트도 포함하지 않고, 따라서 어떤 전송자 리스트 및 어떤 부분도

포함하지 않는 제2의 간략화된 세부 형태로 디스플레이된다. 대신에, 제 2의 간략화된 세부 형태들은 상기 메시지들의 각

각을 작은 바로 표시한다. 상기 세부 형태들은 카드 데크에서 카드의 에지와 유사한 형태로 보여진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대화 내의 제 1 및 최종 메시지는 제 2의 간략화된 서브 형태로 보여지지 않으며, 더 일반적으로 특정 메시지들은 "별표로

표시된" 라벨을 가지는 메시지들과 같은 제 2의 간략화된 세부 형태에 의해 표시되는 것으로부터 제외된다. 제 2의 간략화

된 세부 형태는 다수의 메시지들을 가지는 대화들을 보여주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상기와 동일한 방법이 사용

자 특정 탐색 질문에 매칭되는 대화에서 메시지들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방법에서 대화는 임계치 이상

의 메시지들을 갖는다. 상기 경우에, 제 2의 간략화된 세부 형태에 의해 표시될 메시지들은 탐색 질문에 매칭되지 않는 연

속하는 메시지들의 그룹들이다.

도 6C는 (1) 제 1 세부 형태(650)가 사용자가 세부 사항을 클릭한 이후에 확장된 모드로 디스플레이되고, (2) 최종 세부 형

태가 세부 메시지 헤더(660)를 포함하며, (3) 메시지 응답 형태(670)가 사용자가 "S4에 대한 응답" 링크를 클릭한 이후에

최종 세부 형태에 추가되는 점을 제외하고 도 6B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개략적인 스크린 샷이다. 일 실시예에서, 대화 내

의 메시지(예를 들면, 최종 메시지)에 대하여 응답하는 텍스트 박스는 사용자가 대화 내용들을 볼 때, 상기 메시지와 연관

되어 영구적으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다른 경우에, 메시지 응답 형태(670)가 디스플레이되고, 이와 연관된 응답 텍스트

박스는 사용자가 "S4에 대한 응답" 링크를 클릭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접속가능하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메시

지 응답 형태는 대화 내의 모든 메시지들 또는 확장 모드로 디스플레이된 모든 메시지들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디스플레이

될 수 있다.

제 1의 확장된 세부 형태(65)는 도 6B에 도시된 최종 세부 형태와 구조적으로 동일한다. 이는 세부 형태의 하부에서 간결

한 메시지 헤더, "더 많은 옵션들" 링크, 메시지 바디 및 응답 옵션 세트를 포함한다. 세부 메시지 헤더(660) 및 메시지 전송

자 및 수신자의 이메일 어드레스, 또는 다른 식별자들은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동작들의 리스트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 메시지를 소거" 동작(661)은 사용자가 대화에서 메시지를 소거하도록 한다. 디폴트에 의한 메시지 응답 형태(670)는

"To:" 필드에서 S4의 어드레스만을 포함하며, 이는 사용자가 응답하는 메시지의 전송자가 S4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시

지 응답 형태는 사용자가 더 많은 수신자들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추가의 옵션들(예를

들면, "add Cc", "add Bcc")를 제공한다. 메시지 응답 형태(670)는 또한 사용자가 원래의 메시지의 주제를 편집하고, 문서

를 응답 메시지에 부가하도록 한다.

도 6D는 사용자가 "모든 메시지 확장" 버튼(634)을 클릭한 이후에 도 6B에 도시된 대화의 개략적인 스크린 샷이다. 결과

적으로, 모두 4개의 메시지들(608)은 확장된 모드로 디스플레이된다. 버튼(634) 내의 텍스트는 "모든 메시지들을 간략화"

로 변경된다. 대화의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버튼(634)을 다시 클릭한 이후에 도 6B에 도시된 포맷으로 복귀한다.

도 6E는 이전에 설명된 특징들 중 몇몇을 설명하는 대화의 개략적인 스크린 샷이다. 특히, 도 6E는 대화 내의 메시지들의

개수가 임계값을 초과할 때 사용되는 제 2의 간략화된 세부 형태의 일 예를 단계(682)에 도시한다. 사용자가 그들의 메시

지에 대한 임의의 헤더 정보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상기 제 2의 간략화된 세부 형태 내의 메시지들의 개수

를 볼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제 2의 간략화된 세부 형태 내의 메시지들의 끝 부분에서의 메시지들은 간결한 메시지

헤더들(684, 686)에 의해 도시된 것과 같이 간결한 메시지 헤더를 도시하는 간략화된 세부 형태 내에 도시된다. 몇몇 실시

예들 및 도 6E에 도시된 것과 같이, 간결한 메시지 헤더는 전송자, 메시지의 일부분 및 메시지의 다른 수신자들을 도시하

지 않고 메시지의 날짜/시간 값을 포함한다. "별표 표시" 특징의 일 예가 메시지(688)에 도시될 수 있다. 메시지(688) 내의

별표는 별표가 표시된 다른 메시지들과 다른데, 상기 메시지는 별표가 표시된 상태를 가지는 반면, 다른 메시지들은 그렇

지 않다. 물론, 서로 다른 상태를 제공하는 임의의 시각적인 표시자가 사용될 수 있고, 그 개념은 "별표" 및 별표가 "표시"되

는지의 여부에 제한되지 않는다. 전술된 것과 같이, 별표 표시 상태를 가지는 메시지는 일 실시예에서 대화가 디스플레이

될 때 확장된 모드로 디스플레이되며, 모든 메시지들이 판독된다(도 6E에서와 같이). 또다른 실시예에서, 판독되지 않거나

보여지지 않는 메시지들이 존재할 경우에, 별표 표시된 메시지(688)는 간략화된 세부 형태로 디스플레이되지만, 682에서

의 메시지들과 같은 제 2의 간략화된 세부 형태는 아니다. 다른 실시예들은 임의의 판독되지 않거나 보여지지 않는 메시지

들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별표 표시된 메시지들을 확장된 모드로 보여준다.

대화들을 결정하고, 리스트로 작성하며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질문들의 사용

전술된 것과 같이, 사용자는 사용자 정의된 질문이 매칭되는 대화들을 탐색할 수 있다. 대화 관리 시스템(102) 및 대화 어

시스턴트(110)는 질문에 상응하는 탐색 결과들을 발생하고, 상기 결과들을 사용자에게 매우 직관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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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동작한다. 도 7A는 대화 어시스턴트(110)가 사용자의 탐색 요청에 매칭되는 대화들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다양한 형

식들을 발생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디스플레이될 대화 정보를 포매팅하는 동작들과 같이,

도 7A에 도시된 몇몇 동작들은 대화 정보를 클라이언트 내의 대화 어시스턴트에 전송하기 전에 대화 관리 시스템에 의해

수행된다.

단계(702)에서, 대화 어스시턴트(110)는 탐색 질문(하나 또는 그이상의 질문을 포함하는)에 매칭되는 다수의 대화들 및

대화 관리 시스템(102)으로부터 연관된 디스플레이 명령들을 표시하는 정보를 수신한다. 단계(704)에서, 대화 어시스턴트

(110)는 각각의 대화가 형식 내의 하나의 로우를 점유하는 대화 리스트를 호스팅하는 형태를 발생한다. 상기 형식 내의 각

각의 로우에 대하여, 대화 어시스턴트(110)는 단계(706)에서 매칭된 질문을 포함하는 부분을 발생한다. 몇몇 실시예들에

서, 대화 어시스턴트(110)는 탐색 질문에서 임의의 질문에 매칭되는 부분들을 하이라이트한다. 단계(710)에서, 대화 리스

트가 디스플레이된다. 도 7B는 상기 단계들에 따라 발생된 대화 리스트의 개략적인 스크린 샷이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사

용자는 부분들의 발생 및/또는 디스플레이가 억제되도록 하는 사용자 우선순위를 특정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탐

색 질문에 매칭되는 텍스트가 메시지의 헤더 또는 다른 정보에 위치될 때, 제공되는 부분은 메시지의 제 1 부분이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단계(712)에서 만약 사용자가 대화 리스트 내의 대화를 표시하는 로우(예를 들면 도 7B에 도시된 대

화 리스트의 로우)를 선택하면(예를 들어 클릭하면), 단계(714)에서 대화 어시스턴트(110)는 선택된 대화를 디스플레이한

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대화 어시스턴트는 선택된 대화와 연관된 일련의 메시지들을 호스팅하는 일련의 세부 형태들을

발생한다. 특히, 만약 선택된 대화가 사용자 지정된 탐색 질문에 응답하여 발생된 대화의 리스트로부터 선택되면, 연관된

메시지들이 탐색 질문에서 임의의 질문을 포함하지 않는 세부 형태들은 간략화된 모드로 디스플레이되는 반면, 연관된 메

시지들이 적어도 하나의 질문을 포함하는 세부 형태들은 확장된 모드로 디스플레이된다. 대화 어시스턴트(110)는 메시지

보디 내에 매칭된 질문을 하이라이트한다. 지정된 질문에 매칭되는 선택된 대화의 디스플레이의 일 예는 도 7C의 개략적

인 스크린 샷으로 도시된다. 만약 선택된 대화가 대화의 인박스 리스트와 같은 대화의 카테고리 리스트로부터 선택되면,

메시지의 초기 디스플레이는 도 6C와 관련하여 전술된 것과 같다.

도 7B는 질문 "Tahoe"(720)에 매칭되는 3개의 대화들(730)의 목록을 표시하는 브라우저 윈도우의 개략적인 스크린 샷이

다. 상기 3개의 대화들(730)은 "탐색 옵션" 링크(732)이다. 사용자는 탐색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옵션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링크를 클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탐색이 하나의 카테고리 내의 대화들에 제한되는지 또는 모든 카테고리

들 내의 대화들에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특정할 수 있다. 목록이 표시된 대화들이 둘 또는 그 이상의 개별 카테고리들에 속

할 때, 그룹 박스(346) 내의 어떤 카테고리들도 하이라이트되지 않는다. 각각의 매칭되는 대화 내에서, 용어 "Tahoe"를 포

함하는 부분이 식별되며, 용어 "Tatoe"는 하이라이트되어 디스플레이된다. 상기 구분들은 3개의 대화들이 3개의 개별 토

픽들을 커버하는 것을 표시하며, 즉 제 1 대화는 호수 Tahoe에서의 스키 여행에 관한 것이며, 제 2 대화는 Tahoe-모델

SUV에 관한 것이며, 제 3 대화는 Tahoe National Forest에서의 캠핑 사이트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그가 공개

하기를 원하는 특정 대화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부분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도 7C는 사용자가 클릭한 이후에 제 3 대화내의 모든 메시지들을 디스플레이하는 개략적인 스크린 샷이다. "모든 메일" 카

테고리는 상기 스크린 샷에서 하이라이트되며(그룹 박스(346)에서), 이는 제 3 대화가 현재 "모든 메일" 카테고리에 위치

됨을 표시한다. 제 2 메시지가 질문 "Tahoe"를 포함하기 때문에, 제 2 세부 형태는 용어 "Tahoe"가 하이라이트되어 확장

된 모드로 도시된다.

스펠 검사

도 8은 사용자에 의해 구성된 메시지 내에서 잘못 쓰여진 단어들을 정정하기 위해 대화 어시스턴트가 사용자와 상호작용

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메시지를 구성한 후 및 상기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사용자는 "더 많은 동작들"을 클

릭할 수 있고, 리스트를 풀-다운하고, "스펠 검사"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다. 상기 아이템은 도 4B에 도시되지 않으며, 이

는 풀-다운 리스트가 대화-레벨 동작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스펠 검사"는 메시지 구성 형태가 사용되는 경우에만 풀-

다운 동작 리스트 내에 디스플레이된 메시지-레벨 동작이다. "스펠 검사" 동작의 사용자 선택에 응답하여, 단계(802)에서,

대화 어시스턴트는 구성된 메시지를 대화 관리 시스템에 전송하며, 구성된 메시지의 스펠-검사된 사본 및 디스플레이 명

령들을 수신한다.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본 명세서에서 스펠 검사자와 관련하여 설명된 대화 관리 시스템에 의해 수행된

동작들은 로컬 사전을 사용하여 로컬 클라이언트 응용에 의해 또는 대화 어시스턴트에 의해 수행된다. 디스플레이 명령들

에 기초하여, 대화 어시스턴트는 단계(804)에서 메시지 내에 잘못 쓰여진 단어를 하이라이트하고, 단계(806)에서 각각의

하이라이트된 단어를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후보 단어들의 리스트와 연관시키며, 단계(808)에서 개별 브라우징 윈도우내

에 다시 포매팅된 메시지를 표시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징 윈도우 내의 특정 하이라이트된 단어를 선택할 때, 단계(810)에

서 대화 어시스턴트는 스펠 정정 윈도우 내에 사용자 선택된 워드의 위치를 결정하며, 상기 윈도우 다음에 후보 리스트 대

체 용어들을 부가한다. (대체 용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을 포함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대화 어시스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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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812)에서 스펠 정정 윈도우 내의 잘못 쓰여진 단어를 후보 리스트 내의 사용자 지정된 대체 용어로 업데이트한다. 대

화 어시스턴트는 단계(814)에서 사용자 지정된 방향으로 스펠 정정 윈도우를 확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단계

(816)에서 스펠 정정 윈도우내의 하나 이상의 단어를 교정할 수 있다.

도 9A는 사용자가 응답 메시지(817)를 S4로 구성하는 것을 제외하고 도 6C에 도시된 대화와 동일한 스크린 샷이다. 메시

지를 전송하기 전에, 사용자는 스펠 검사를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더 많은 동작들" 풀-다운 리스트

를 클릭하고, "스펠 검사" 아이템(818)을 선택한다. 대화 어시스턴트는 이에 응답하여 구성된 메시지를 대화 관리 시스템

으로 전송하고, 개별 브라우징 윈도우에 스펠 검사 결과를 디스플레이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스펠 검사 결과들은 사용

자가 메시지를 구성한 것과 동일한 윈도우에 디스플레이된다. 사실상,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으로 스펠 검사기와 연관된 특

정 특징들을 토글링하고, 일시적으로 잘못 쓰여진 단어들을 강조하는 것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유지된다. 상기 실시예는 사

용자가 메시지를 구성할 때 제공되는 것보다 상기 내용 없이 개별의 새로운 윈도우에 표시되는 등가의 시각적인 내용에서

스펠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추가의 장점을 갖는다.

도 9B는 스펠 검사 프로세스의 서로 다른 단계들에서 개별 브라우징 윈도우들을 포함하는 스크린 샷을 도시한다. 제 1 윈

도우(820)는 메시지의 스펠 검사된 사본을 포함한다. 특히, 3개의 일시적으로 잘못 쓰여진 단어들(821, 823, 825)은 윈도

우 내에서 하이라이트된다. 사용자가 제 2 단어(823)를 클릭한 이후에, 단어 "delying"는 제 2 브라우징 윈도우(830)에 도

시된 것과 같이 스펠 정정 윈도우(832)에 통합된다. 추가로,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후보 단어들의 리스트(834)는 스펠 정

정 윈도우 밑 또는 이에 인접하여 디스플레이된다. 사용자는 그후에 잘못 쓰여진 용어 "delying"을 대체하기 위해 제 3 대

체 용어 "delaying"를 선택한다. 사용자가 정정된 단어 "delaying" 이전에 단어 "temporarily"를 추가하기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 3 윈도우(840)에 도시된 것과 같은 좌측 화살표(841)를 클릭할 수 있고, 브라우저 윈도우 포인터를 잘못 쓰여

진 용어 "delying"의 앞에 위치시킬 수 있으며, 용어 "temporarily"를 입력할 수 있다. 결국, 모든 잘못 쓰여진 단어들을 정

정한 후에, 사용자는 "수행" 버튼(845)을 클릭하여 메시지가 S4로 전송되도록 할 수 있다.

대화 서버

도 10 내지 19는 전술된 대화 서버(102)의 일 실시예를 설명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대화 서버(102)의 일 실시예는 도

10에 도시된다. 대화 서버(102)는 대화 엔진(100), 업데이터 엔진(1004), 메시지 인덱스(1006), 질문 엔진(1008), 메시지

데이터베이스(1010),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조 서비스 서버들(1012), 스펠 검사기(1014), 및 SMTP(1016)를 포함한다.

대화 엔진(1002)은 통신 네트워크(106)와 접속하여 대화 어시스턴트(110)로부터/로 응답을 요청한다. 통신 네트워크

(106)는 인터넷,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근거리 네트워크들(LANs), 하나 또는 그이상의 원거리 네트워크들(WANs), 다른 형

태의 네트워크들 또는 상기 네트워크들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대화 엔진은 보조 서비스 서버들(1012) 및 스펠 검사기

(1014)와 같이 다양한 보조 서비스들에 접속될 수 있다. 질문 엔진(1008)은 대화 엔진(1002), 메시지 인덱스(1006), 메시

지 데이터 베이스(1010)에 접속된다. 업데이터 엔진(1004)은 대화 엔진(1002) 및 메시지 인덱스(1006) 사이 및 메시지

데이터 베이스(1010)에 접속된다. SMTP 게이트웨이(1016)는 대화 엔진(1002) 및 통신 네트워크(106) 사이에 접속된다.

도 10은 다수의 개별 아이템들과 같은 대화서버(102)를 도시하지만, 상기 도면은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들의 구성도

보다는 대화 서버(102)에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특징들의 기능적인 설명을 위해 의도된다. 실질적으로, 및 당업자에 의해

인식되는 것과 같이, 개별적으로 도시된 아이템들은 조합될 수 있고, 몇몇 아이템들은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면에

개별적으로 도시된 몇몇 아이템들은 단일 서버들에서 시행될 수 있고, 단일 아이템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버들에 의

해 실행될 수 있다. 대화 서버(102) 내의 서버들의 실제 개수 및 그들 사이에 특징들이 할당되는 방법은 하나의 구현으로부

터 또 다른 구현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시스템이 평균 사용 기간뿐만 아니라 피크 사용 기간 동안 처리해야 하는 이메일 트

래픽량에 따라 결정된다.

전술된 것과 같이, 대화 엔진(1002)은 메시지들과 관련된 대화 어시스턴트(110)로부터의 다양한 요청들에 응답하여 통신

네트워크(106)와 접속하여 응답들에 기초한 대화를 복귀한다. SMTP 게이트웨이(1016)가 통신 네트워크(106)에 접속될

수 있는 반면, SMTP 게이트웨이(1016)는 메시지들을 송신 및 수신하는 것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몇몇 실시예들에

서, SMTP 게이트웨이(1016)는 예를 들어, 단일 메일 전송 프로토콜(SMTP)을 사용하여 메시지들을 전송 및 수신할 수 있

다. SMTP 게이트웨이(1016)는 통신 네트워크(106)로부터 새로운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메시지를 추가의 프로세싱을

위해 대화 엔진(1002)으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SMTP 게이트웨이(1016)는 대화 서버(1002)로부터 메시지들을 수신하

고, (통신 네트워크(106)를 통해) 메시지에 규정된 수신 어드레스들로 이러한 메시지들을 전송한다.

대화 엔진(1002)은 조립될 수 있는 메시지의 스펠 검사를 처리한다. 대화 엔진(1002)은 스펠 검사를 위해서 검사될 텍스

트의 일부를 스펠 검사기(1014)로 전달한다. 스펠 검사기(1014)는 잠재적으로 부정확하게 스펠링된 것으로 식별되는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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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식별을 포함하는 정보를 리턴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스펠 검사기(1014)는 잠재적으로 부정확하게 스펠링된 것으

로 식별된 텍스트에 대한 제안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이러한 정보는 뒤이은 처리를 위해 대화 어시

스턴트(110)로 전송된다.

하나 이상의 보조 서비스 서버들(1012)은 대화 엔진(1002)에 추가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이러한 보

조 서비스 서버들(1012)은 스팸 검출 모듈을 포함한다. 스팸 검출 모듈의 동작은 도11을 참조하여 아래에서 논의된다. 일

부 실시예에서, 보조 서비스 서버들(1012)은 어태치먼트 관리 모듈을 포함하고, 이러한 어태치먼트 관리 모듈은 이메일 메

시지들에 첨부된 파일들의 효율적인 저장 및 검색을 관리한다.

수신된 메시지를 처리하는 실시예가 도11에 제시된다. 메시지가 수신되고, 대화에 할당되며, 인덱스화되고, 하나 이상의

속성들에 할당되며, 저장된다. 처음에, 메시지는 SMTP 게이트웨이(1016)에 의해 수신되고, 예를 들어 여기서 하나의 처

리 및 핸들링이 일어나며, 그리고 나서 대화 엔진(1002)으로 전달된다(단계 1102). 대화 엔진(1002)은 메시지에 대한 메

시지 식별자를 생성한다. 메시지 식별자는 하나의 메시지를 다른 메시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실시예에서, 식별자

는 하나 이상의 부분들로 구성되는 N 비트 수이다. 예를 들어, 실시예에서 메시지 식별자는 메시지 컨텐츠의 64 비트 해쉬

및 Y 비트(예를 들면, 32 비트 또는 48 비트) 타임스탬프로 구성되는 64 비트 수일 수 있다. 해쉬는 큰 도메인으로부터의

값들을 보다 작은 값으로 매핑하는 함수이다. 당업자는 메시지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메시지

식별자들을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화 엔진(1002)은 메시지를 그 구성 부분들로 분석(parse)한다(단계 1104). 이러한 부분들은 전송자의 어드레스, 하나

이상의 수신 어드레스, 메시지의 주제, 이전에 기술된 RFC 2822(2001년 4월)에 기술된 필드와 같은 "Reference:" 필드,

RFC 2822에 또한 기술된 "In-Reply-To:" 필드, 메시지 컨텐츠, 또는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정보를 포함

할 수 있다. 메시지가 수신된 후에, 그리고 메시지를 분석하기 전 또는 후에, 메시지는 스팸 검사 모듈로 전달되어 메시지

가 스팸 기준에 매칭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단계 1105). 일부 실시예에서, 스팸 검사 모듈은 비동기적으로, 그리고 다른

메시지 처리들과 병렬적으로 수행된다. 일부 실시예에서, 스팸 기준은 수신된 메시지가 사용자가 읽기를 원하지 않는 메시

지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된다.

분석된 메시지는 메시지 데이터 베이스에 추가된다(단계 1106). 일 실시예에서, 메시지는 메시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

어, 그 후에는 삭제를 제외하고는 뒤이어 수정되지 않는다.

메시지 분석 기간 동안 추출된 메시지의 부분들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수신된 메시지가 속하는 대화를 결정하는 것을 지원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단계 1108). 예를 들어, 메시지의 주제는 동일한 주제를 갖는 다른 메시지와 비교될 수 있는데, 왜

냐하면, 대화 내의 메시지들은 동일한, 또는 근접한 주제를 가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화 매칭이 발견되지 않으면,

메시지는 새로운 대화와 관련된다.

대화 관련(association)이 이뤄진 후에, 메시지는 검색을 위해 인덱싱된다(단계 1110). 일 실시예에서, 메시지 텍스트의

전부는 헤더 정보의 부분들과 함께 인덱싱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메시지 바디의 "잡음 단어"(예를 들어, "the", "a", 및

"or")는 인덱싱되지 않지만, 메시지의 관련 부분들에서의 다른 텍스트는 인덱싱된다. 당업자는 검색되는 메시지의 이러한

부분들이 인덱싱되어야 함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일부 실시예들에서, 메시지와 관련

되는 속성(attribute)에 관한 정보는 메시지 처리의 차후 단계에서 인덱스에 추가된다.

다음으로, 속성들의 초기 세트가 메시지에 할당된다(단계 1112). 이러한 속성들 타입은 예를 들어, 메시지가 새로운 것임

을 표시하기 위해서 수신 메시지를 "unread"(일반적으로 메시지가 아직 읽혀지지 않음을 표시)로서 라벨링하는 것을 포함

할 수 있다. 사용자에 의해 전송된 메시지들을 제외한 메시지들에 초기에 할당된 다른 속성은 "InBox" 속성이다. 각각의 메

시지에 초기에 할당되는 다른 속성들 세트는 동일한 대화에서 (존재하는 경우)다른 메시지와 관련된 사용자-정의 소성들

이다. 대화에서 다른 메시지들과 관련되는 사용자 정의 속성들은 아래에서 도18을 참조하여 설명되는 대화 데이터베이스

를 검색함으로써 결정된다. 다른 속성들이 메시지에 초기에 할당될 수 있다. 메시지와 관련되는 속성들은 유사한 속성들을

갖는 메시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메시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unread"로 라벨링되는 모

든 메시지들을 검색하도록 하는 검색이 실행될 수 있다. 또한, 일 실시예에서, 메시지는 자신의 대화의 속성들을 물려받기

때문에, 대화 속성들이 메시지에 추가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메시지와 관련되는 속성들은 개별 메시지들과 관련된 속성들을 포함하지만, 대화의 모든 메시지를 반

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Marked for Deletion" 속성(종종 "Trash" 속성으로 지칭됨)은 대화의 개별 메시지

와 관련되지만, 동일한 대화의 다른 메시지들과는 관련되지 않는다. 삭제로 마킹된 메시지들은 시스템에 의해 여전히 저장

되고, 대화들과 여전히 관련되지만, 대응하는 대화들이 디스플레이될 때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되지 않는다. 하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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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관측(view)들이 사용되어, 사용자가 "Marked for Deletion" 속성을 갖는 메시지들 관측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측은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undelete"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실시예들에서, 사용자 정

의 라벨이 대화와 관련되는 경우, 그 라벨은 대화의 모든 메시지들과 관련된다. 일부 다른 실시예들에서, 사용자 정의 라벨

이 대화와 관련되는 경우, 그 라벨은 소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대화 내의 모든 메시지들(예를 들면, 삭제로 마킹된 메시지를

제외한 메시지들)과 관련된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임의의 사용자 정의 필터들이 메시지에 적용될 수 있다(단계 1114). 각각의 사용자 정

의된 필터는 한 세트의 필터 조건들 및 한 세트의 액션들을 포함한다. 필터 조건들은 어떤 메시지가 필터에 매칭하는지를

정의하고, 액션은 메시지에 추가되거나, 메시지로부터 제거될 라벨들을 규정하는 액션들을 포함한다. 필터 조건들은 전송

자, 수신자, 메시지 주제의 텍스트, 메시지의 텍스트, 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액션들은

"remove from inbox"(존재하는 경우, 메시지로부터 InBox 라벨을 제거함)를 포함할 수 있고, 시스템 라벨(종종 카테고리

로 지칭됨)을 메시지에 추가하고, 사용자 정의 라벨을 사용자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필터는 특정 텀 또는

텀들의 조합을 갖는 모든 메시지들이 "Trash" 라벨로 라벨링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다른 필터는 "Lake Tahoe"라는 텀

이 메시지 내의 임의의 장소에서 나타나면, "Vacation" 라벨이 메시지에 추가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단계들(1112 및 1114)은 처리되는 메시지에 대한 라벨들의 할당에 관한 것이다. 상기 단계들(1112

및 1114)이 수행되는 시점에서, 스팸 검사 모듈로부터의 결과(단계 1105)가 검색된다. 스팸 검사 모듈을 그 메시지를 스

팸으로 분류하면, "Spam" 라벨이 메시지에 라벨링되고, 임의의 상충하는 라벨들(예를 들면, "Inbox" 또는 "Trash")이 메시

지로부터 제거된다.

메시지에 할당된 라벨들 세트가 설정된 후에, 메시지에 할당된 라벨들 세트를 반영하기 위해서 대화 엔진(1002)의 임의의

테이블 및 인덱스가 갱신된다(단계 1116). 인덱스는 메시지가 할당된 라벨들을 포함하는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갱신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라벨들 각각에 대한 인덱스 검색은 현재 처리되는 메시지를 포함하는 메시지들의 리스트를 생성할 것

이다. 또한, 대화 엔진의 적어도 하나의 테이블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처리되는 메시지에 할당된 라벨들의 세트를 표

시하기 위해서 갱신된다. 이는 아래에서 도18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확인신호(ack)가 메시지 전송자에게 전송된다(단계 1118). 일부 실시예들에서, 이러한 확인신호는 전송될 수

도 있고, 전송되지 않을 수도 있다.

도11은 특정 순서로 단계들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순서들은 변경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이러한 단계들은 다른 순

서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시지 인덱싱에 앞서 메시지가 메시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단계

(1114)가 단계(1110)에 선행하여 수행될 수 있다. 당업자는 다양한 변형된 순서들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메시지를 대화와 관련시키기

도12를 살펴보면, 다음은 어떻게 메시지가 대화와 매칭되는지를 보여준다(단계 1106). 메시지가 분석(도11의 단계 1104)

된 후, 구성 부분들 중 일부는 후보 대화에 대한 검색 질문을 포뮬레이팅(formulate)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단계 1202). 예

를 들어, 대화는 시간 정보, 전송자 정보, 주제 정보, 헤더의 다른 정보, 또는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또는 이들의 조

합에 기반하여 관련(relate)된다. 일 실시예는 "Reference;" 및/또는 "In-Reply-To:''필드와 함께 메시지의 주제를 사용하

여 검색 질문을 포뮬레이팅한다. 다른 실시예들은 검색 질문에서 메시지의 전송자 또는 수신자를 포함한다. 당업자는 현재

메시지와 관련될 수 있는 메시지들을 생성하기 위한 다른 검색 질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검색 질문은 이전에 저장된 메시지들에 대해 적용되고, 후보 메시지들이 수신된다(단계 1204). 메시지, 또는 메시지에 대

한 정보가 검사되어 어떤 메시지가 현재 메시지에 가장 잘 매칭되는지를 결정한다(단계 1206). 메시지가 속하는 대화는 현

재 메시지가 속하는 대화일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다른 방법들이 현재 메시지가 속하는 대화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일 방법은 현재 메시지의 주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동일한 주제를 갖는 메시지는 동일한 대화에 속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현재 메시지의 주제를 사용하는 질문이 포뮬레이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입 메시지가 "우리가 오늘 점심을

위해 어디로 가야하나?" 라는 주제를 가지는 경우, 현재 메시지가 속하는 대화는 동일한 주제를 갖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

들을 포함할 것이다. 주제들을 비교할 때, 비교 수행에 앞서 주제를 정규화(normalize)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실시예

들에서, 주제를 정규화하는 것은 일부 시스템에 의해 주제에 일반적으로 첨부되는 "Re" 및 "Fwd"와 같은 서문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단지 주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2개의 메시지들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지만,

하나가 다른 것에 앞서 수신되었다면, 이들은 동일한 대화의 부분이 아닐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점심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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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어디로 가야하나?" 라는 주제를 갖는 2개의 메시지들이 1달의 시간 간격을 두고 수신되었다면, 이들은 동일한 대화의

부분이 아닐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일 실시예에서, 현재 메시지 및 후보 대화로부터의 메시지의 정규화된 주제들이 매칭되

면, 메시지들의 날짜/시간 값에 대한 검사가 바람직할 수 있다.

대화에 대한 메시지 매칭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인자들, 예를 들면 수신자, 메시지 컨텐츠 부분들, 전송자의 도메인 어드

레스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당업자는 새로운 메시지가 속하는 대화를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함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메시지가 만족스럽게 매칭 메시지와 매칭되면, 그 매칭 메시지와 관련된 대화는 현재 메시지와 관련

된다(단계 1206). 다른 한편으로, 만족스러운 매칭이 발견되지 않으면, 새로운 대화 식별자가 그 메시지와 관련된다(단계

1206).

일부 실시예들에서, 대화 식별자는 대화에서 수신된 초기 메시지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

는 초기 메시지의 메시지 식별자(송신 또는 수신 시스템에 의해 제공됨)는 대화 식별자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뒤

이은 메시지들은 이제 대화 식별자로 동작하는 메시지 식별자와 관련된다. 당업자는 대화 식별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

될 수 있는 초기 메시지의 다양한 특징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이러한 특징은 그 값이 초기 메

시지에 고유하고, 따라서 다수의 대화들이 동일한 대화 식별자에 할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메시지가 (이전에 존재하거나 새롭게 생성된)대화와 관련된 후(단계 1106), 초기 속성들이 추가된

다(단계 1108). 이러한 초기 속성들을 추가하는(단계 1108) 일 실시예는 도13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초기에, 메시지

전송자가 검사된다. 현재 메시지의 전송자가 이러한 메시지 처리가 수행되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현재 메시지가 다른 누군

가에 의해 그 사용자로 전송되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단계(1302)에서, 현재 메시지의 전송자가 그 사용자가 아니라고

결정되면, "InBox"의 초기 속성(InBox 라벨로 지칭됨)이 현재 메시지와 관련될 수 있다(단계 1304). "InBox" 속성은 사용

자에게 전송된 이러한 메시지들을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일부 실시예들에서, "InBox" 속성을 갖는 메시지들의

검색이 그 사용자에 대한 인박스 뷰 생성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용어 "속성" 및 "라벨"은 서로 교환되어 사용된다. 또한, 특정 속성을 메시지에 "관련(associating)"시

키는 것과, 메시지를 특정 속성 또는 라벨로 "마킹"하는 것은 동일한 동작 또는 등가의 동작으로 간주된다.

현재 메시지가 새로운 메시지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러한 메시지를 이전에 보지 않았을 확률 또한 높다. 따라

서, 이를 표시하는 "Unread" 속성이 현재 메시지와 관련된다(단계 1306). 당업자는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메시지 속

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리 정의된 값이 "InBox"를 표시할 수 있

다. 요구되는 속성들을 갖는 메시지가 이러한 속성들에 기반하여 검색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하다. 다른 속성들이 또한 메시

지와 관련될 수 있다. 속성들은 복수의 형태들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러한 구분이 특정 속성에 대한 검색 능력에 비해 중

요하지 않다. 속성들은 정의된 속성들, 예를 들면, InBox, Trash, Spam, All_Documents 및 Unread를 포함할 수 있다. 일

부 실시예들에서, 임의의 시스템 속성들은 상호 배타적일 수 있다(예를 들면, InBox, Trash, 및 Spam). 속성들은 사용자

정의 속성들(종종 여기서 카테고리로 지칭됨)을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가 처리되는 메시지의 전송자였다면(단계 1302에서 결정됨), 또는"Unread"와 같은 임의의 적용가능한 시스템 속성

들이 메시지에 추가된 후에(단계 1306), 대화에 속하는 추가적인 속성들이 메시지에 추가된다(단계 1307).

어떠한 필터 기준이 인입 메시지에 대해 검사 및 적용될 수 있다(단계 1308). 일 실시예에서, 미리 결정된 조건들이 만족되

는 경우, 속성들을 수신된 메시지에 적용하는 필터들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미리 정의된 필터들을 수신된 메시지에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메시지가 필터 기준에 매칭되면, 속성들이 필터에 따라 그 메시지에 적용된다(단계 1310). 일 실시예에서, 시스템은

어떤 메시지들이 "InBox"에 위치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필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툴을 제공한다. 즉, 필터는 "InBox"

속성이 그 메시지로부터 제거되도록 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현재 메시지는 하나 이상의 대화가 관련되는 사용자에 대한

관심 영역을 표기하는 라벨과 같이, 특정한 사용자 정의 속성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인입 메시지는 "음식" 라벨을 갖는 대

화와 관련되고, "음식" 라벨은 현재 메시지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메시지는 자신이 관련되는 대화에 대한 라벨들을 물려

받는다. 다수의 필터들이 수신된 메시지들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수신된 메시지들 및 그들의 관련 대화들은 둘

이상의 사용자 정의된 라벨과 관련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스누즈(snooze) 조건을 대화와 관련시킬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스누즈 조건은 사용자는

특정하게 그 시스템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 대화와 관련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스누즈 조건은 필터가 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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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와 매칭하는 경우에 대화와 관련된다. 스누즈 조건은 스누즈 조건이 적용된 대화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수신될 때마

다, 수행될 어떠한 액션들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스누즈 조건은 시스템이 InBox 라벨을 대화의 새로운 메시지와 관련시

키지 않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임의의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대화의 새로운 메시지가 사용자의 인박스에

위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스누즈 조건을 대화와 관련시킨다(직접 쪼는 필터 동작을 통해). 하나의 이러한 트리거 조건은 (유

일한 주 수신자로서)사용자로 직접적으로 어드레스된 인입 메시지이다. 또 다른 트리거 조건은 사용자 또는 시스템에 의해

선택된 시간 주기의 전달이다. 또 다른 트리거 조건은 규정된 단어 또는 문장을 포함하는 수신 메시지일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스누즈 조건을 만족시키는 메시지가 수신되면, 스누즈 조건은 대화로부터 제거되고, 인입 메시지는 "InBox" 라벨

로 라벨링된다. 일부 실시예에서, 추가적이 액션들, 예를 들면 "InBox" 라벨을 대화의 다른 메시지에 추가하는 액션이 취해

진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Unread" 라벨을 갖는 대화의 모든 메시지들은 "InBox" 라벨로 라벨링된다. 따라서, "InBox"에

대한 검색은 이러한 대화를 리턴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미리 정의된 이벤트 또는 조건이 일어날 때까지, 대화와 관련된

새로운 메시지가 "InBox" 라벨로 마킹되는 것을 방지하는 스누즈 필터를 생성함으로써 스누즈 조건이 대화와 관련되고,

미리 정의된 이벤트 또는 조건이 일어난 후에 스누즈 필터는 삭제 또는 수정되다.

수신 메시지에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필터 타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메시지들을 식별하고, "Spam" 라벨로 이들을 마킹하

는(즉, "Spam" 속성을 이러한 메시지와 관련시킴) "스팸" 필터이다.

도14는 대화 속성들을 수정하는 일 실시예를 보여준다. 대화 속성들은 대화 또는 대화와 관련된 인입 메시지가 필터 기준

에 매칭될 때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대화 속성들은 또한 대화가 특정 사용자 정의 속성을 가져야만 함을 사용자가 표시하

는 경우 수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특정 대화가 "음식" 카테고리와 관련되어야 함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

우, 대화(및 그 각각의 메시지)는 "음식" 라벨로 마킹되어, "음식" 속성과 관련되게 된다. 사용자는 또한 대화를 삭제를 위

해 마킹된 것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부 방식에서, 사용자 정의 속성들은 개념적으로 폴더들과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대화가 다수의

사용자 정의 속성들과 관련되도록 하여준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새로운 속성이 대화와 관련되면, 대화의 모든 메시지들이

새로운 속성으로 마킹된다.

도 14과 관련하여, 대화의 주어진 속성이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화를 위치시키기 위해(스테이지 1404) 검색이 포뮬

레이팅된다(formulated)(스테이지 1402). 대화가 검색된 후에(스테이지 1404), 대화의 속성은 수정될 수 있다(스테이지

1406). 스테이지들 1402, 1404 및 1406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한 메커니즘들은 대화들과 속성들을 연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메커니즘들에 따라 좌우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속성들은 대화 기반(basis)에 의해 대화와 연관된다. 예

를 들어, 대화 엔진은 각각의 특정 대화와 관련된 속성들의 리스트를 유지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대화

엔진은 각각의 정의된 속성을 상기 속성으로 마킹된 모든 대화들과 매핑하는 인덱스를 유지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몇몇

실시예들에서 대화와 연관된 속성들은 대화에 있는 개별적인 메시지들과 연관된다. 이러한 실시예들에서, 대화 엔진은 각

각의 정의된 속성을 상기 속성으로 마킹된 모든 메시지들과 매핑하는 인덱스를 유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각각의 메시

지를 상기 메시지와 연관된 대화들과 매핑하기 위한 테이블 또는 다른 메커니즘을 유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많은 특징들은 메시지들과 대비되는 정보의 기본 유니트로서 대화들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인박스(InBox)는

사용자에게 대화들의 리스트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몇몇 특징들은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에 있는 대화들에 대한 복수의 구

별되는 뷰(view)들로 나열되는 대화들을 식별하기 위해 검색을 이용한다. 대화들을 검색하고 식별된 대화에 대한 표시를

생성하는 과정은 도 15와 관련하여 설명된다. 처음에, 검색 질문이 수신된다(스테이지 1502). 검색 질문은 사용자별로 특

정되거나 또는 (예컨대, "인박스" 아이콘에 대한 사용자의 클릭에 응답하여) 시스템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검색 질문은 다

수의 인자들에 기반할 수 있다. 검색 질문에 있는 검색 텀(term)들은 워드들 또는 워드들이 결합된 형태로 사용자로부터

입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베이글(bagel)" 또는 "저렴한(inexpensive)"와 같은 단어들을 포함하는 메시지들을

검색할 수 있으며, 관련된 대화들이 리턴될 것이다. 검색 질문은 특정한 사용자 동작들에 응답하여 시스템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검색 질문은 사용자가 인박스 뷰를 원한다면 "인박스" 속성을 가지는 대화들을

검색할 수 있다.

검색가능한 텀들의 임의의 조합들은 검색 질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색가능한 텀들은 메시지

들의 텍스트, 메시지들과 관련된 임의의 속성들, 대화들 또는 메시지와 관련된 헤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서, 검색 질문을 메시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것은 메시지들의 세트를 리턴시킨다(스테이지 1504). 도 10과 관련하

여, 이것은 예컨대 검색 질문을 질문 엔진(1008)에 전송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질문 엔진(1008)은 검색 질문을 메시

지들의 리스트를 리턴시킬 수 있는 메시지 인덱스(1006)에 적용할 수 있다. 메시지들의 리스트는 스테이지 1504에서 수

신될 수 있다. 원한다면, 다른 실시예들은 메시지 식별자들, 문서 식별자들, 메시지들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이들의 임의

의 결합의 세트를 리턴시키는 방식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이한 방식들로 메시지들의 리스트를 리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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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실시예들에서, 탐색은 개별적인 메시지들에 대해서 보다는 대체적으로 대화들에 대하여 실행된다. 그리하여, 하나는

제 1 메시지에서 발견되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대화의 제 2 메시지에게 발견되는, 제 1 및 제 2 검색 텀들이 질문에 포함될

때, 대화는 질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검색 결과에 포함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제 1 메시지는 점심 위치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며 특정한 레스토랑을 언급하는 다음 메시지는 원래의 메시지의 텍스트를 포함하지 않는 대화가 있다고 가

정한다. 사용자가 특정한 레스토랑과 점심에 대하여 논의되었던 대화를 탐색하는데 관심이 있는 경우에, 대화 내에 있는

대화들의 경계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검색이 전체 대화의 텍스트에 대하여 적용된다면 이러한 검색은 원하는 결과를

생성할 가능성이 높다.

대화들은 스테이지 1504에서 리턴된 메시지들의 세트와 연관된다. 다수의 방법들이 연관된 대화들을 식별하기 위해 이용

될 수 있다. 메시지가 스테이지 1504에서 리턴된 세트로부터 선택되면(스테이지 1506), 메시지가 속하는 대화가 식별된

다(스테이지 1508). 일 실시예에서, 각각의 메시지를 대화에 매칭하는 데이터 구조는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특정

한 메시지 식별자와 관련된 데이터 구조 엔트리에 대한 검사는 메시지가 속하는 대화를 식별하게 될 것이다. 결과 세트로

서 리턴될 대화들의 수는 미리 정의된 수로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충분한 수의 대화들이 식별되고 결과들이 리턴

될 때까지 메시지들의 세트에 대한 프로세싱이 계속된다. 이에 반해서, 리턴되는 메시지들의 세트와 관련된 대화들 모두가

식별될 수 있으나, 오직 서브세트만이 리턴된다.

리턴된 결과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속하는 대화들을 식별함으로써 대화들의 리스트가 생성되면(스테이지 1510), 대화 정

보는 요청자에 대한 리턴을 위해 포매팅된다(스테이지 1512). 포매팅 스테이지 1512는 식별된 대화들과 관련된 다수의

상이한 타입들의 정보를 포매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다른 실시예에서는 변경될 것이다. 몇몇 실시예들

에서, 포매팅 정보는 대화 정보를 사용자에게 표현하기 위해 대화 어시스턴트(110)에 의해 인식되는 타입에 관한 것이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스테이지 1510에서 생성된 대화들의 리스트에 있는 대화들은 미리 정의된 규칙 또는 규칙 세트에 따

라 각각의 대화에 지정된 날짜/시간 값에 따라서 배열된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몇몇 실시예들에서, 대화들의 리스트

에 있는 각각의 대화는 대화들의 리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색 기준에 매칭되는 가장 최근의 메시지의 날짜/시간

과 동일한 날짜/시간으로 지정되며, 대화들의 리스트에 있는 대화들은 이러한 지정된 날짜/시간 값들에 따라 (예컨대, 역시

간 순서로) 배치된다. 당업자는 대화들의 리스트에 있는 대화들을 배치하고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다른 방식들이 존재한다

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스테이지 1512에서 생성된) 대화들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포매팅된 대화 데이터는 대화들의 리스트

에 있는 각각의 대화에 포함된 메시지들의 수에 대한 카운트를 포함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각각의 대화에 대한 메시지

카운트는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대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사용자에게 표시하기 위해 대화 어시스턴트(110)에 의해 디스

플레이된다.

일 실시예에서, 간결한 대화 헤더는 (예컨대, 스테이지 1512 동안) 대화들의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대화에 대하여 생성된

다. 대화 헤더는 대화에 있는 메시지들의 전송자 리스트를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트는 대화 내에 있는 전송자들 모두

또는 서브세트를 포함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전송자 리스트는 현재 사용자에 의해 "미판독(Unread)"으로 라벨링

된 (대화에 있는) 메시지를 전송한 전송자들을 시각적으로 구별하기 위해 포매팅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대화 어시스턴트

(110)는 이러한 전송자들을 다른 전송자들과 상이한 포맷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미판독" 메시지들의 전송자들은 볼드

(bolded) 또는 하이라이트된(highlighted) 텍스트를 사용하여 식별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간결한 대화 헤더에 있는) 메시지들의 전송자 리스트는 사용자의 이름 또는 주소를 자기-참조 식별자로

대체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다. 그 결과, 대화에 대한 전송자 리스트가 디스플레이되면, 사용자의 이름 또는 사용자가 아닌

전송자들과 유사한 다른 식별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대신에, 자기-참조 식별자(예를 들어, "me")가 디스플레이된다. 다

른 타입의 자기-참조 식별자들이 보고 있는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대화들의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메시지에 대한 간결한 대화 헤더는 사용자가 메시지를 어떻게 수신하였

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상기 정보는 사용자에게 메시지가 어떻게 전송되었는지를 구체적

으로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메시지로 직접 전송될 수 있고, 메시지를 통해 복사될 수 있고, 메시지를 통해 무

작정(blindly) 복사될 수 있고, 또는 메시지가 전송된 분배 리스트의 일부일 수 있다. 사용자가 메시지를 수신하는 하나 이

상의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은 사용자에게 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직접 메시지로 전송되면, 아이콘 표현은 언

제 대화를 사용자에게 표현할지를 표시하기 위해 (">"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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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실시예들에서, 대화들의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메시지에 대한 간결한 정보 헤더는 대화 컨텐트의 스니펫(snippet)을

포함하며, 스니펫은 볼드로 탐색 텀들과 매칭하는 텍스트를 디스플레이하고 또한 일반 폰트로 포매팅된 매칭 텍스트 주변

의 텍스트를 포함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한다. 대화들의 리스트가 인박스 또는 다른 시스템 카테고리에 대하여 생성되면,

스니펫은 미리 정의된 기준에 따라 선택된 대화로부터의 텍스트를 포함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스니펫은 대화에 있는 가

장 최근의 메시지의 시작부로부터의 텍스트를 포함하며, 다른 실시예에서 스니펫은 대화 컨텐트를 나타내기 위해 자동적

으로 선택된 텍스트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자가 검색 질문에 매칭하는 대화들 중에서 특정한 대화를 보기 위해 선택하면, 대화 엔진은 대화에

있는 어떤 메시지가 질문에 매칭하고 어떤 메시지가 질문에 매칭하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대화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대

화 정보는 또한 검색 질문에 매칭하는 메시지들의 텍스트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 정보는 사용자에 대한 디스

플레이를 위해 포매팅될 수 있다. 대화 정보는 확장 모드에서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포매팅된 매칭 메시지들과 콤팩트 모드

에서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포매팅된 넌-매칭 메시지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다양한 타입들의 정보는 확장 모드에서 사용자

에 대하여 표시될 수 있으며, 다음 중 모두 또는 일부분의 임의의 결합을 포함한다: 헤더 정보, 컨텐트 정보, 검색 질문에 매

칭하는 텍스트 및 검색 질문 주변의 텍스트. 몇몇 실시예들에서, 검색 질문에 매칭하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들이 (예를 들

어, "콤팩트 올(all) 메시지" 버튼 또는 옵션을 선택하는 사용자에 응답하여) 콤팩트 모드에서 디스플레이될 때, 콤팩트 모

드에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위해 디스플레이되는 정보는 메시지 컨텐트의 스니펫을 포함하며, 스니펫은 볼드로 탐색 텀들

과 매칭하는 텍스트를 디스플레이하고 또한 일반 폰트로 포매팅된 매칭 텍스트 주변의 텍스트를 포함하기 위한 정보를 포

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대화 정보는 특정 사용자들이 대화에 추가되거나 또는 대화에서 제거되는 때를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사용자가 하나의 시간 포인트까지 대화에 있는 메시지들 상에 포함되었으나 그 이후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하

나 이상의 다음 메시지들에 대한 정보는 상기 사용자가 더 이상의 대화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대화 어시

스턴트는, 예컨대 여전히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이름들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사용되는 폰트와는 상이한 사

용자의 이름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폰트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구현할 수 있다. 대화 어시스턴트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

고스트(ghost)" 폰트를 사용할 수 있다.

대화 정보는 또한 대화에 대한 새로운 참가자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참여자를 포함하

는 제 1 메시지와 관련된 정보는 새로운 사용자의 이름을 구별되도록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포매팅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대화 어시스턴트에 의해 사용자에 대하여 디스플레이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새롭게 추가된 전송자의 이름

또는 다른 식별 정보는 볼드 또는 다른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표현 포맷으로 표시된다.

대화 정보는 또한 스펠 검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정보는 스펠 검사기(1014)가 어떤 단어를 잠재적으로 부

정확하게 스펠링된 것으로 식별하였는지에 대한 표시뿐만 아니라 정확한 스펠링을 위한 제안들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메시지들을 저장하기 위한 포맷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메시지가 메시지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되면(도 11의 스테이지 1114), 상기 메시지는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장될 수 있다. 메시지 데이터베이스

(1602)는 예컨대 메시지 1(1604) 내지 메시지 x(1606)과 같은 메시지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서 x는 특

정 사용자에 대응하는 메시지들의 수를 나타낸다. 일 실시예에서, 각각의 사용자 메시지들은 각각의 사용자에게 고유한 메

시지 데이터베이스(1602)에 저장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들에게 속하는 메시지들은 동일한 메시지 데

이터베이스(1602)에 저장될 수 있다. 당업자는 메시지들이 다른 사용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나의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해할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들로부터의 메시지들은 메시지

마다 오직 하나의 저장 엔트리를 가지는 메시지 데이터베이스(1602)에 저장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사용자들이 메시

지에 대한 단일 사본을 참조하게 된다.

일 실시예에서, 메시지(예컨대, 메시지(1608))는 헤더 정보(1612), 컨텐트(1614) 및 어태치먼트(attachment)(1616)를 포

함할 수 있다. 헤더 정보(1614)는 예컨대 전송자 및 수신자를 식별하는 정보, 메시지의 날짜/시간 값 및 주제를 포함하는

메시지들에 대한 헤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정보가 또한 RFC 2822에 설명된 바와 같이 헤더 정보에 포함될 수 있

다. 컨텐트(1614)는 메시지의 컨텐트를 포함할 수 있다. 컨텐트(1614)는 텍스트 및/또는 (예컨대, 이미지 또는 그림과 같

은) 다른 타입들의 컨텐트를 포함할 수 있다. 어태치먼트(1616)는 특정 메시지에 첨부되는 임의의 정보의 컨텐츠일 수 있

다. 예를 들어, 메시지에 첨부된 문서는 메시지(1610)의 이 부분에 위치할 수 있다. 당업자는 메시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태치먼트는 다른 저장 구조에 저장될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참조가 어태치먼

트(1616)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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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인 실시예에서, 각각의 대화에 대한 모든 메시지들은 메시지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의 레코드, 문서 또는 데이터 구조

로서 저장된다.

사용자, 메시지 및 대화 데이터 구조들

도 1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및 메시지 인덱스를 나타낸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1702)는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저장된 정보는 사용자 정보(1704)를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 정보(1704)는 사용

자 우선순위, 보안 정보 또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타입의

사용자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ID (1)(1706) 내지 사용자 ID (m)(1708)과 같은 사용자들

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포함하며, 여기서 m은 시스템의 사용자 수를 나타낸다. 특정한 사용자 ID

(m)(1708)은 n-비트 이진수와 같은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고유한 식별자일 수 있다. 또한, 다른 타입의 사용자 식별이 이

용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사용자의 사용자 ID는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과 관련된 필터들, 질문들 및 라벨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

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 세트(1720)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이러한 데이터 구조들은 사용자에 의해

제출된 마지막 몇 개의 질문들을 표현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질문 캐시(1722); 사용자-정의된 필터들을 저장하기 위

한 필터 데이터 구조 세트(1724); 및 사용자-정의된 라벨들을 표현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라벨 데이터 구조(1726)를

포함한다. 질문 캐시(1722)에 저장된 정보에 의해 표현된 최근의 질문들은 사용자가 용이하게 대화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이러한 질문들을 재-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컨대 그룹 박스(348)(도 3B)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표시될 수 있다. 사

용자-정의된 필터들은 메시지가 사용자의 메일 계정에 추가되면 각각의 새로운 메시지를 처리하는 동안에 대화 관리 시스

템에 의해 사용된다. 사용자-정의된 라벨들과 관련된 저장된 정보는 사용자가 용이하게 사용자-선택된 라벨을 가지는 대

화들의 리스트를 요청하기 위해 예컨대 그룹 박스(347)(도 3B)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표시될 수 있다.

사용자의 사용자 ID는 사용자에 대응하는 풀(full) 텍스트 및 속성 인덱스(1710)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풀 텍스

트 및 속성 인덱스(1710)는 특정 사용자와 관련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른 사용자는 특정 사용자와 관련된 메시지들에 대

한 인덱스를 검색할 수 없다. 풀 텍스트 및 속성 인덱스(1710)는 사용자의 메일 계정에 있는 메시지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

하며, 그 결과 풀 텍스트 및 속성 인덱스(1710)에 대하여 적용되는 질문은 (존재한다면) 매칭 메시지들의 리스트를 리턴시

킨다. 상기 리스트는 메시지 식별자들의 리스트로서 리턴될 수 있다.

특정 메시지에 대한 풀 텍스트 및 속성 인덱스(1710)에 포함된 정보는 메시지의 메시지 ID(1712), 메시지의 컨텐트

(1714) 및 메시지의 속성들(1716)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메시지 ID(1712)는 메시지에 대한 고유한 식별자(즉,

동일한 사용자에 대하여 저장된 모든 다른 메시지들과 관련하여 고유함)이다. 메시지 ID(1712)는 메시지 데이터베이스

(1702)에 저장된 특정 메시지를 참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n-비트 수일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메시지 ID(1712)는 64-비

트 수일 수 있다. 메시지 ID(1712)는 타임스탬프 정보와 메시지 ID(1712)가 참조하는 메시지의 컨텐트와 관련된 정보로

구성될 수 있다. 타임스탬프 정보는 메시지가 예컨대 SMTP 게이트웨이(1018)에 의해 언제 수신되는지를 표시하는 시스

템에 의해 제공되는 Y-비트(예를 들어, 32-비트 또는 48-비트) 타임스탬프일 수 있다. 메시지의 컨텐트와 관련된 정보는

메시지 컨텐츠의 64-Y 비트 해쉬(hash)일 수 있다.

메시지의 컨텐츠는 전체적으로 인덱싱되고 검색가능한 텀들로서 인덱스에 배치된다. 인덱스(1710)가 텀 또는 텀들의 조

합에 대하여 검색되면, 인덱스는 텀 또는 텀들의 조합과 매칭되는 메시지들의 메시지 리스트(예컨대, 메시지 ID들)를 리턴

시킨다. 특정한 미리 정의된 조건들은 매칭 메시지들 모두 보다 적은 리턴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인덱스

(1710)는 질문에 있는 텀 또는 텀들의 조합과 매칭되는 대화들의 리스트(대화 ID들)를 리턴시킨다.

일 실시예에서 풀 텍스트 및 속성 인덱스(1710)에서 검색 텀들에 대한 엔트리들은 각각의 인덱싱된 메시지의 메시지 ID

(1712)에 포함된 타임스탬프 정보에 따라 배치되며, 그 결과 검색 텀들과 매칭하는 가장 최근의 메시지들이 우선적으로 리

턴된다. 예를 들어, 인덱스(1710)에 있는 각각의 텀과 대응하는 메시지들의 메시지 ID 리스트는 가장 최근의 타임스탬프

들을 가지는 메시지 ID들이 더 오래된 타임스탬프들을 가지는 메시지 ID들보다 리스트에 먼저 기재되도록 배치된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각각의 메시지와 관련된 날짜/시간 정보는 각각의 메시지 수신 날짜 및/또는 시간을 표시하지만, 상기 날짜/

시간 정보는 메시지 ID들에 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실시예들에서, 인덱스(1710)에 있는 엔트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의 날짜/시간 값들을 가지는 메시지들의 메시지 ID들이 더 오래된 날짜/시간 값들을 가지는 메시지 ID들보다 리

스트에 먼저 기재되도록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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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와 연관된 임의의 속성들(1716)은 또한 인덱싱된다(즉, 인덱스(1710)에 포함된다). 속성들(1716)은 풀 텍스트 및

속성 인덱스(1710)에 추가되며, 그 결과 특정 속성에 대한 질문은 상기 특정 속성과 매칭하는 메시지들을 리턴시킨다. 라

벨 또는 속성이 대화에 추가되거나 또는 대화에서 삭제되면, 인덱스(1710)는 그에 따라 업데이트된다. 인덱스는 각각의 정

의된 라벨 또는 속성을 각각의 라벨 또는 속성을 가지는 모든 메시지들(또는, 다른 실시예들에서는 대화들)로 매핑하는 엔

트리들 또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그리하여, 라벨이 대화에 추가되면, 상기 라벨을 대화에 있는 모든 메시지들과 매핑하기

위해 데이터가 인덱스(1710)에 추가된다. 라벨이 대화로부터 삭제되면, 상기 라벨을 대화에 있는 메시지들과 매핑하는 인

덱스에 있는 데이터는 삭제되거나 또는 무효가 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대화와 관련된 각각의 라벨 또는 속성은 또한 대

화 데이터베이스(1808)(도 18)에 있는 하나 이상의 엔트리들에 추가된다.

풀 텍스트 및 속성 인덱스(1710)가 질문 텀들을 개별적인 메시지 ID들(1712)과 매핑하도록 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이터 구조들이 메시지 ID들을 대화 식별자들로 매칭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구조 세트의 논리적

다이어그램은 도 18에 도시되어 있다. 당업자는 다수의 상이한 데이터 구조들이 검색 질문 텀들을 대화들 또는 대화 식별

자들과 매핑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1702)는 특정 사용자와 관련된 풀 텍스트 및 속성 인덱스(1710)를 참조하

는 사용자 ID(1708)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8과 관련하여, 특정한 메시지 ID(1712)는 메시지 대 대화 맵(1804)에 있는 특

정한 대화 ID(1802)와 연관될 수 있다. 메시지 대 대화 맵(1804)에 있는 각각의 엔트리는 메시지 ID(1712)를 대화 ID

(1802)와 연관시킨다(즉, 매핑시킨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대화 ID(1804)는 n-비트의 수이다. 이러한 수는 메시지 ID

(1712)에 의해 식별되는 메시지가 속하는 특정한 대화를 고유하게 식별한다. 이러한 실시예들에서, 사용자 메일 계정에 있

는 모든 대화는 구별되는 대화 ID를 가진다.

특정한 대화와 연관된 다른 메시지들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자 대화 데이터베이스(1808)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는, 예컨대 대화에 포함된 메시지들의 나머지 부분을 식별할 때 이용될 수 있으며, 여기서 하나 이상의 메시지들은

특정한 탐색 질문과 매칭된다. 사용자 대화 데이터베이스는 다수의 대화 엔트리들(1810)을 포함한다. 각각의 대화 엔트리

(1810)는 대화와 연관된 메시지들의 리스트(또는 메시지들을 표현하는 다른 데이터 구조)를 저장한다. 예를 들어, 대화 엔

트리(1812)는 메시지 엔트리들(1816)의 링크 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각각의 메시지 엔트리는 대화에 있는 특정한 메

시지에 대응한다. 링크 리스트는, 예컨대 대화에 있는 메시지들과 연관된 날짜/시간 값들에 의해 배열될 수 있다. 예시적인

메시지 엔트리(1816)는 특정한 메시지의 메시지 ID(1712), 헤더(1818) 및 라벨들(1820)을 포함한다. 헤더(1818)는 이전

에 설명된 헤더 정보(1612)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라벨들(1820)은 메시지와 연관된 특정 속성들을 식별하

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특정한 엔트리(1822)의 메시지 ID(4)(1712)는 메시지 데이터베이스(1602)에 있는 특정한 메

시지와 연관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메시지 엔트리(1816)는 대응하는 메시지 바디의 컨텐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인덱스(1708)에 있는 정보와 대화 엔트리(1812)에 있는 정보는 도 11의 스테이지(1106)에서 이루어

지는 바와 같이, 메시지 데이터베이스(1602)를 액세스하지 않고 새로운 메시지와 특정한 대화를 연관시키는 것을 보조하

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메시지들이 새롭게 도착한 메시지에 대한 가능한 매칭들로서 식별되면(도 12의 스테이지(1204)),

최적 매칭 메시지와 최적 매칭 대화의 결정은 매칭 메시지들의 헤더들(1818)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헤

더(1818)는 (정규화된 형태로) 새롭게 도착한 메시지의 정규화된 서브젝트와 비교될 수 있는 메시지에 대한 서브젝트 정

보를 포함할 수 있다. 헤더(1818)에 있는 다른 정보는 또한 처리되는 인입 메시지의 헤더 정보와 비교될 수 있다. 대화가

매칭된 것으로 식별되면, 식별된 대화에 대한 메시지 엔트리들의 라벨들(1820)에서 식별된 속성들은 메시지 데이터베이

스로부터 임의의 메시지들을 검색해야할 필요없이 인입 메시지들에 적용될 수 있다(도 13의 스테이지(1307)).

대화 엔트리(1812)는 메시지가 대화로부터 삭제되면 대화에 있는 다른 메시지들에 영향을 주지않고 업데이트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삭제될 메시지와 대응하는 (대화 엔트리(1812)에 있는) 메시지 엔트리(1816)는 메시지 엔트리들의 링크

리스트에서 삭제된다. 그리하여, 상기 메시지는 더 이상 상기 대화와 관련되지 않을 것이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메시지 대

대화 맵(1804)은 또한 삭제를 설명하기 위해 수정된다.

이전에 설명된 바와 같이, 몇몇 예들에서, 메시지 삭제를 위해 예컨대 특정 속성을 이용하여 대화로부터 메시지를 삭제하

는 것이 아니라, 삭제할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메시지가 대화로부터 삭제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메

시지는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처리될 수 있다. 메시지 대 대화 맵(1802)과 대화 엔트리(1812)로부터 메시지를 삭제하

도록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은 메시지가 삭제를 위해 마킹되고 특정 시간이 경과한 경우, 사용자에 의해 동작 또는 다른 트리

거링 이벤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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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들은 또한 사용자의 메일 계정으로부터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삭제를 위해 표시될 수 있다. 대화가 사용자의 메일 계

정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삭제될 경우에, 대화에 대한 메시지 대 대화 맵(1802)은 삭제될 수 있다. 또한, 대응하는 대화 엔트

리(1812)는 대화 데이터베이스(1808)로부터 삭제될 수 있으며, 대화의 메시지들에 대한 인덱스 엔트리들은 인덱스

(1708)로부터 삭제될 수 있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실시예에서 풀 텍스트 메시지 인덱스(1708)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대화 식별자 리스트를

리턴시킨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메시지 대 대화 맵(1802)은 생략될 수 있다. 대신에, 대화 데이터베이스는 질문에 응답하

여 대화들의 프로세싱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메인 매핑들을 제공한다.

도 19와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된 방법들을 구현하는 대화 서버(102)의 일례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싱 유니트들(CPU's)

(1902),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또는 다른 통신 인터페이스들(1904), 메모리(1006) 및 이러한 컴포넌트들을 상호접속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통신 버스들(1908)을 포함한다. 대화 서버(102)는 선택적으로 디스플레이 장치 및 키보드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1906)는 고속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 이상의 자

기 또는 광학 저장 디스크들과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1906)는 CPU(1902)로부터 떨어져서 위

치하는 대용량 저장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1906)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저장할 수 있다:

다양한 기본 시스템 서비스들을 처리하고 하드웨어 의존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들을 포함하는 운영 시스템(1916);

인터넷, 다른 광역 네트워크, 로컬 영역 네트워크, 메트로폴리탄 영역 네트워크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통신 네트워크 인터

페이스들(1904)(유선 또는 무선)을 통해 대화 서버(102)를 다른 컴퓨터들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네트워크 통신 모

듈(또는 명령들)(1918); 및

이전에 설명된 바와 같이, 대화 어시스턴트(110)로부터의 요청들에 응답하고 대화 어시스턴트(110)에 응답들을 제공하는

대화 엔진(1002).

대화 엔진(1002)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새로운 메시지들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메시지 처리 모듈(1920);

이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메시지들을 검색하기 위한 검색 모듈(1922) - 검색 모듈(1922)은 사용자에 의해 제공

되는 입력들로부터의 검색 요청들을 처리하기 위한 모듈(1924)과 대화 어시스턴트(110)에 의해 개시되는 시스템 요청 검

색들을 처리하기 위한 모듈(1926)을 포함함;

대화 어시스턴트(110)가 대화 서버(102)로부터 자신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처리하도록 허용하는 정보를 대화 어시스턴트

(110)로 제공하는 대화 어시스턴트 로더(1928). 몇몇 실시예들에서,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이메일 메시지들을 처리하기 위

해 처음에 대화 서버(102)에 접속하는 경우에, 대화 어시스턴트 로더(1928)는 대화 어시스턴트(110)를 클라이언트 컴퓨

터가 로딩하도록 요청받는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대화 어시스턴트 로더(1928)는 이메일 세션이 개시될 때마다 클라이언

트 컴퓨터 상에 대화 어시스턴트(110)를 로딩하며, 다른 실시예들에서는 대화 어시스턴트(110)가 하나의 이메일 세션으로

부터 다른 이메일 세션으로 이동할 때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의해 유지된다;

이전에 설명된 바와 같이, 대화 어시스턴트(110)로 제공되도록 포매팅 정보를 제공하는 응답 포매팅 모듈(1930). 응답 포

매팅 모듈(1930)은 이전에 설명된 바와 같이 미리 정의된 기준에 따라 대화들을 배열하는 대화 배열 모듈(1932), 리턴될

수 있는 전체 개수에서 대화 어시스턴트(110)로 리턴될 미리 결정된 수의 대화들을 선택하는 대화 선택 모듈(1934), 이전

에 설명된 바와 같이 "미판독(Unread)" 메시지들(즉, 읽은 것으로 보여지거나 마킹되지 않은 메시지들)로 표시된 메시지들

을 식별하기 위한 미판독/미보기(Not Viewed) 메시지들의 전송자 식별(1936), 이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식별

정보를 자기-참조 정보와 교체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기-참조 모듈(1938), 이전에 설명된 바와 같이 대화에

새롭게 추가된 수신자들에 대한 정보를 식별하고 제공하는 새로운 수신자 모듈(1940), 이전에 설명된 바와 같이 더 이상

대화의 일부가 아닌 수신자들에 대한 정보를 식별하고 제공하는 수신자 삭제 모듈(1942), 이전에 설명된 바와 같이 매칭

메시지의 특정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하는 스니펫(snippet) 모듈(1944), 이전에 설명된 바와 같이 대화 어시

스턴트(110)로 전송하기 위한 메시지의 풀 텍스트를 검색하는 풀 텍스트 모듈(1946) 및 스펠 검사기(1014)로부터 리턴된

정보를 포매팅하기 위한 스펠 체크 포맷 모듈(1948)을 포함한다;

이전에 설명된 바와 같이 대화들과 메시지들의 속성들을 수정하기 위한 속성 수정 모듈(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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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삭제할 메시지 또는 대화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삭제하는 삭제/제거 모듈(1952);

이전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필터들을 생성하고 모니터링하고 실행하기 위한 필터 모듈(1954); 및

사용자가 메시지를 구성하여 결과 메시지를 SMTP 게이트웨이(1016)로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구성/전송 모듈(1956).

스펠 검사 처리 및 디스플레이 방법에 대한 예시적인 실시예와 같은 위에서 설명된 다양한 특징들은 전자 메시징 또는 이

메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 설명된 스펠 검사 방법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른 실시예들에서 다양한 타입의 문서들(예를 들어, 워드 프로세싱 문서들)에 적용되고 이들 문서들과 관련하여 구현될 수

있다.

설명의 목적으로, 전술의 설명은 특정한 실시예들과 관련하여 서술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된 논의들은 개시된 정확한

형태로 본 발명을 한정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전술한 설명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수정들과 변형들이 가능하다. 상기 실

시예들은 본 발명의 원리들과 실제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선택되고 설명된 것이며, 그리

하여 당업자는 특정 사용자에게 적합하도록 다양한 변형들을 가지는 본 발명 및 다양한 실시예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클라이언트-서버 기반 네트워크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기술한 도면.

도 2는 대화 어시스턴트가 대화 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제공된 대화를 디스플레이하는 다양한 폼들을 발생하는 방법을 기

술한 흐름도.

도 3A는 대화 어시스턴트가 대화의 리스트를 호스팅하는 폼을 발생하는 방법을 기술한 흐름도.

도 3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박스" 카테고리에서 대화들의 리스트에 대한 개략적 스크린 샷을 도시한 도면.

도 4A는 "더 많은 액션" 풀-다운 리스트의 동작을 기술한 흐름도.

도 4B는 사용자가 "더 많은 액션" 풀-다운 리스트를 사용하여 한 카테고리로부터 다른 카테고리로 대화를 이동시키는 방

법에 관한 스크린 샷을 도시한 도면.

도 5A는 "애드 라벨" 풀-다운 리스트의 동작을 기술한 흐름도.

도 5B는 사용자가 "애드 라벨" 풀-다운 리스트를 사용하여 대화에 라벨을 추가하는 방법에 관한 스크린 샷을 도시한 도면.

도 6A는 대화 어시스턴트가 대화 관리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명령들에 응답하여 대화 뷰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기술한 흐름

도.

도 6B는 모든 메시지들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컴팩트 모드로 디스플레이되는 대화 뷰에 대한 스크린 샷을 도시한

도면.

도 6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메시지들의 일부가 컴팩트 모드로 디스플레이되고 일부가 확장 모드로 디스플레이되

는 대화 뷰에 관한 스크린 샷을 도시한 도면.

도 6D는 모든 메시지들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확장 모드로 디스플레이되는 대화 뷰에 관한 스크린 샷을 도시한 도

면.

도 6E는 메시지들이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에 따라 디스플레이되는 대화 뷰에 관한 스크린 샷을 도시한 도면.

공개특허 10-2007-0000506

- 31 -



도 7A는 대화 어시스턴트가 사용자의 탐색 요구와 매칭되는 대화들을 디스플레이하는 다양한 폼들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기술한 흐름도.

도 7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질문 텀 "Tahoe"와 매칭되는 3개의 대화를 포함하는 스크린 샷을 도시한 도면.

도 7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질문 텀과 매칭되거나 또는 매칭되지 않고 다른 모드들에서 디스플레이되는 대화에

서 메시지들의 스크린 샷을 기술한 도면.

도 8은 사용자에 의하여 구성된 응답 메시지를 포함하는 대화에 관한 스크린 샷을 기술한 도면.

도 9A는 사용자에 의하여 구성된 응답 메시지를 포함하는 대화에 대한 스크린 샷을 기술한 도면.

도 9B는 스펠 체크 프로세스의 다른 스테이지들에서 3개의 개별 브라우징 윈도우들을 포함하는 스크린 샷을 도시한 도면.

도 10은 대화 서버의 일 실시예를 기술한 도면.

도 11은 수신된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법을 기술한 흐름도.

도 12는 대화와 메시지를 매칭시키는 방법을 기술한 흐름도.

도 13은 메시지에 속성값들을 할당하는 방법을 기술한 흐름도.

도 14는 대화에 속성값들을 할당하는 방법을 기술한 흐름도.

도 15는 대화들을 탐색하고 식별된 대화의 표현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기술한 흐름도.

도 16은 메시지 데이터베이스를 도시한 도면.

도 17은 특정 사용자에 대한 인덱스 및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도시한 도면.

도 18은 수신된 메시지에 대응하는 대화를 식별하고 수신된 메시지와 연관될 속성값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데이

터 구조들의 세트를 도시한 도면.

도 19는 대화 서버의 실시예를 기술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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