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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다수의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모국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제

공하는 것으로서, 상기 방법은 (a) 어떤 사이트에서 사용자로부터 최초 조회 요청(original query request)을 수신하

는 단계; (b) 적절한 검색 엔진을 선택하는 단계; (c) 모국어로 되어 있는 상기 조회어를 상기 선택된 검색 엔진의 전용

언어로 되어 있는 조회어로 변환하는 단계; (d) 상기 검색 엔진으로 향하는 새로운 조회 요청을 구축하는 단계; (e) 상

기 새로운 조회 요청을 보내고 또한 되돌아온 조회 결과를 수신하는 단계; (f) 상기 조회 결과를 상기 최초 조회 요청

에 관한 조회 결과로서 상기 사용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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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선행 기술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구조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네트워크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클라이언트/브로커(broker)/서버 구조이다.

도 4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모국어로 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실행 흐름도이다.

도 5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모국어로 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의 실행 흐름도이다.

도 6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모국어로 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발명의 시스템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7 내지 10은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중국어로 조회를 할 경우에 대한 브라우저의 데모(de

monstration)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88 : 서버

92 : 클라이언트

200 : 브로커

601 :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602 : 요청 디스패칭 장치

603 : 웹 페이지 검색 장치

604 : 웹 페이지 수정 장치

605 : 조회 번역 장치

606 : 웹 페이지 생성 장치

607 : 사전

608 : 검색 엔진 템플릿 저장 장치

609 : 스크립트 생성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정보 검색(information retrieval) 조회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며, 특히 인터넷 혹은 데이터베이스 사용

자에 대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혹은 데이터베이스 사

용자에 대해 모국어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원격 네트워크와 같은 전산화된 정보원(computerized information source)의 개발을 통하여, 데이터 처리 시스템(d

ata processing system)의 사용자들은 종래의 방식의 전자 매체(electronic media)로부터는 액세스할 수 없었던 방

대한 전자 정보(electronic information)를 검색하기 위하여 다른 서버 및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종

류의 정보 매체(information media)는 신문 및 심지어는 텔레비전과 같은 종래의 정보 유통(information distribution

) 매체를 점차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통신에서, 상이한 컴퓨터 네트워크들이 송신측 네트워크로부터 수신측 네트워크로의 데이터 전송 및 메시지 변환을 

다루는 "게이트웨이(gateway)"를 통해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 게이트웨이는 정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부터 다른 

네트워크로 전송될 수 있도록 상이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상이한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이

다. 게이트웨이는 또한 다른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과 호환이 되도록 정보의 포맷을 변경한다.

인터넷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격 네트워크 중 하나이다. 인터넷은 미국의 ARPAnet으로부터 생겨 났으며 

현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수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최대의 오픈 컴퓨터 네트워크(open computer network)이다. 

인터넷은 "Transport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의 약어인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이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은 컴퓨터간의 통신을 위하여 미국의 국방부에 의해 개발되었다. 인터넷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네트워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수행시키는 컴퓨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산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요건 때문에, 인터넷과 같

은 원격 네트워크들은 "오픈(open)" 네트워크로서 개발되었다. 오픈 시스템(open system)의 경우, 개발자들은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사양 동작 혹은 서비스(specification operation or service)를 위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디

자인할 수 있다. 객체 및 인터넷의 링크인, 노드(node)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G.H.Cady외 다수가 저자이며 Sybex C

ompany, Alameda, California, USA에서 출판된 "Mastering the Internet"이라는 교과서를 참조하면 된다.

컴퓨터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전자 정보(electronic information)들은 대개 하이퍼텍스트 포맷으로 되어 있다. 하이퍼

텍스트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및 액션을 복합, 비선형 네트워크로 결합시키는 선행 기술이며, 사용자로 하여금 관

련된 타이틀을 통해 "브라우징" 혹은 "서핑"하도록 허용한다. "하이퍼텍스트"라는 용어는 책, 필름 및 언어에서의 선형

구조와 구별되는 비선형 구조를 보여주는 컴퓨터 파일들을 참조하기 위해 1960년대에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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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최근 등장하는 용어 "하이퍼미디어"는 "하이퍼텍스트"의 동의어이지만, 애니메이션, 오디오, 비디오 등과 같은

하이퍼텍스트의 텍스트가 아닌 구성 요소에 대해 강조한다. 하이퍼미디어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혹은 그들 임의의 

조합은 정보 저장 및 검색 시스템 내에 합성될 수 있다. 하이퍼미디어 및 하이퍼텍스트, 특히 사용자에 의해 선택가능

하고 제어가능한 인터렉티브한 것들은, 작업 및 학습(work and study)이 인간의 생각과 병행하는 환경에서 구축된다

. 즉, 그것들은 사용자로 하여금 하나의 동작(motion)에서 다른 동작으로 순서대로 움직이는 대신에 토픽(topic)들 간

에 상관 관계가 성립하도록 허용한다. 하이퍼미디어 및 하이퍼텍스트는, 사용자가 검색 기간(search period) 동안에 

하나의 토픽에서 다른 연관된 토픽으로 건너뛸 수 있도록 링크되어 있다. 하이퍼링크가 하이퍼미디어 혹은 하이퍼텍

스트 파일들에 내장되어 있으며, 판독자가 "클릭"할 때 다른 하이퍼미디어나 하이퍼텍스트로 연결된다.

월드 와이드 웹(WWW; World Wide Web), 혹은 "웹(Web)"은, 인터넷 상에서의 멀티미디어 정보 검색 시스템이다. 

웹은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FTP(File Transfer Protoc

ol) 및 Gopher 등이 있지만, 웹만큼 일반적이지는 않다. 웹에서, 클라이언트(client)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

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을 사용하여 웹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액세스하는데, 여기서 HTTP는

잘 알려진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HTML; Hypertext Markup L

anguage)라 불리는 표준 페이지 기술 언어(standard page description language)를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파일들(

예를 들어, 텍스트 파일, 그래픽,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한다. HTML은 기본적인 파일 형식

을 제공하며, 개발자로 하여금 다른 서버 및 파일들에 대한 링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른 웹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경로를 나타내는 링크는 유니버설 리소스 로케이터(URL; Universal Resource Locator)에 명시된다. URL

에 의해 네트워크 경로를 명시하기 위한 전용구문(syntax)이 존재한다.

URL은 일반적으로 http://somehost/someprogram?parameters... 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somehost

"라는 것은 URL의 호스트 주소이고, "somedirectory"는 URL에 의해 표시되는 웹 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 디렉토리명

이다. URL을 웹 서버의 실제 주소로 분해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도메인 서버(domain server)를 사용하는 것이다. 인

터넷 혹은 인트라넷(intranet)에서는, 도메인 네임 서버(domain name server)가 호스트 이름을 실제 웹 주소로 변환

시켜준다. 도메인 네임 서버의 한 예는 인터넷에서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DNS; Domain Name Service)이다. 웹 사

용자가 도메인 네임 서버에게 호스트 이름과 주소를 요구하는 과정을 파싱(parsing)이라 부른다. TCP/IP에서, 도메

인 네임 서버는 호스트 이름을 파싱(parse)하여 하나 이상의 IP 주소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것을 HTTP에 입각하여 

요구한 웹 클라이언트에게 되돌려준다. 각 IP 주소는 브라우저(browser)에 의해 보내진 요구 컨텐츠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서버를 명시한다.

하이퍼텍스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WWW는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를 따른다. 클라이언트 측에는 브라우저 소프트웨

어가 있어서, 웹 서버에게 요구를 보내고 그후 웹 서버에 의해 되돌아온 하이퍼텍스트 정보 및 다른 멀티미디어 파일

들에 대해 설명, 디스플레이 혹은 실행을 하게 된다.

수천 수만의 회사, 대학, 정부 관청, 박물관 및 시당국들이 웹상에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동안, 인터넷은 매우

가치있는 정보원(information source)으로 자라게 되었다. 초보자조차도 약간의 실습을 거치면, 수천개의 웹 페이지

나 뉴스 그룹을 검색할 정도가 된다. 그러므로 인터넷 액세스와 그에 상응하는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다.

오늘날 월드 와이드 웹은 하이퍼텍스트 페이지에 의해 작성된 매우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페이지의 수는 

매우 커서 웹 전체는 말할 것도 없이 IBM과 같은 하나의 사이트 내에서조차도 한 사이트씩, 혹은 한 링크씩 따라가기

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월드 와이드 웹상에서 관심있는 정보를 효율적이면서도 빠르고 편리

하게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많은 종류의 정보 검색 장치가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디렉토리 서비스(directory service)이다. 디렉토리 서비

스에서, 웹사이트/페이지는 카테고리별(category)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카테고리는 나아가 서브 카테고리별(sub-c

ategories)로 다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카테고리들은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 카테고리에 대한 링크를 갖는

웹 페이지로서 제공된다. 사용자들은 각 층별로 탐색함으로써, 관련된 웹사이트/페이지들을 찾게 될 것이다. 웹사이

트/페이지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디렉토리들은 방대한 크기로 성장했다. 예를 들어, Yahoo!는 현재 50만

개 이상의 사이트를 갖는 25,000개의 카테고리를 갖고 있다.

또 다른 종류의 정보 검색 장치는 검색 엔진이다. 검색 엔진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웹사이트/페이지에 대해 색인화 한

다. 사용자는 검색 엔진에서 허용하는 키 워드인 조회어를 입력하게 되면, 관련된 웹사이트/페이지를 얻을 수 있다.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디렉토리에서의 각 층을 탐색하기보다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 엔진에 웹사이트/페이지를 

조회할 것이다. 카테고리 목록 또한 검색을 위하여 색인화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Yahoo!에서 카테고리 목록 및 웹

사이트 모두가 검색 결과로 표시된다.

무료 혹은 낮은 가격의 인터넷 검색 엔진과 같은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웹사이트에서 

해당되는 토픽 정보를 얻기 위해 조회를 함으로서 쉽게 해당 웹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가 인터넷을 서

핑할 경우, 디렉토리 및 검색 엔진은 인터넷으로의 "포털 사이트(portal site)"로서 인식될 정도로 사용자에게 매우 많

은 도움이 된다. 유명한 디렉토리/검색 엔진에는 Yahoo!, Alatavista, Exite 등이 포함된다. Sina(www.sina.com.cn)

는 매우 유명한 중국 포털 사이트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웹 페이지는 영어로 쓰여져 있으며, 또한 영어로 카테고리

화/색인화 되어 있다. 영어를 읽지 못하는 사용자들은 이런 편의를 즐길 수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어에서 중국어로, 혹은 독일어에서 영어로와 같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웹 페이

지를 정적으로나 동적으로 번역을 해주는 몇몇 웹 페이지 번역 소프트웨어가 있다. 어떤 소프트웨어는 또한 HTML 

태그 구조를 예비해 두어, 사용자로 하여금 어려움없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표기된 링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카테고리의 이름들 또한 동적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디렉토리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은 아직도 색인화하는데 사용되는 검색 엔진과 상이한 자신의 모국어로 조회하고 검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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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다. 그 이유는, 웹 페이지 번역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조회어를 모국어에서 검색 엔진들이 사용하

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조회 번역 프로토타입/솔루션(prototypes/solutions)은 부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수집하고, 그 후 그 사용자 입력을 검색 엔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며, 후에 특정 검색 엔진으

로 보내지는 조회 명령어를 구축하도록 사전규정된 형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결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많은 인터넷 검색 엔진들은 범위를 좁히기 위하여 조합 조회(combinatorial query) 및/혹은 제 2 조회를 지원

한다. 전자의 경우, 검색 조건으로서 일치되어야 하는 단어 문자열은 검색되어야 하는 카테고리 혹은 출판일과 같은 

다른 검색 조건들과 논리적으로 조합된다. 후자의 경우, 제2 검색은 제1 검색으로부터 되돌려진 결과를 사용하여 이

루어진다. 그러나, 이런 기능들은 사용자가 이런 조회 번역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사라진다.

둘째로, 번역의 모호성은 올바르게 다루어질 수가 없다. 조회 단어들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될 때는, 대

응이 종종 일대다(one-to-many)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많은 언어에서, 그중 특히 중국어에서 동의어(여러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존재함으로 인해 더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중국 단어 "腔"(PINYIN:_qung1)은 4가지 의미를 갖으며, 

각 의미는 여러개의 영어 번역에 대응될 수 있다. 제 1 의미는 영어 단어로 "공동" (cavity) 및 "방" (chamber)으로 번

역될 수 있다. 제 2 의미는 "연설" (speech)이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될 수 있다. 제 3 의미는 "선율" (tune) 및 "조율" (

pitch)이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될 수 있다. 제 4 의미는 "억양" (accent) 및 "어조" (tone)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될 수 

있다. 중국어에는 이런 종류의 동의어들이 많다.

본 발명이 설명하는 인터넷 검색 엔진을 위한 조회 번역 서버는 위의 단점들을 제거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본 발명의 제 1 목적은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모국어로 조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발명의 제 2 목적은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모국어로 조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

하기 위함이다.

본 발명의 제 3 목적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로 하여금 모국어로 조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상기 제 1 목적의 구현을 위하여, 본 발명은 다수의 기존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모국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인데, 각 검색 엔진은 각각의 전용 조회 언어(dedicated query language)를 가지

며, 상기 전용 언어로 된 조회 용어를 포함하는 조회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조회 용어와 관련된 조회 결과를 되돌려주

게 되어 있으며, 상기 방법은:

(a) 어떤 사이트에서 사용자로부터 최초 조회 요청(original query request) - 상기 최초 조회 요청에는 상기 사용자 

자신의 모국어로 되어 있는 조회 용어가 있음 - 을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다수의 검색 엔진으로부터 적절한 검색 엔진을 선택하는 단계;

(c) 모국어로 되어 있는 상기 조회 용어를 상기 선택된 검색 엔진의 전용 언어로 되어 있는 조회 용어로 변환하는 단

계;

(d) 상기 최초 조회 요청 및 상기 전용 언어로 되어 있는 상기 조회 용어에 기초하여, 상기 검색 엔진으로 향하는 새로

운 조회 요청을 구축하는 단계;

(e) 상기 새로운 조회 요청을 상기 선택된 검색 엔진으로 보내고 또한 되돌아온 조회 결과를 수신하는 단계;

(f) 상기 조회 결과를 상기 최초 조회 요청에 관한 조회 결과로서 상기 사용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또한 다수의 기존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모국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인데, 각 검색 엔진은 각각의 전용 조회 언어(dedicated query language)를 가지며, 상기 전용 언어로 된 조회 

용어를 포함하는 조회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조회 용어와 관련된 조회 결과를 되돌려주게 되어 있으며, 상기 방법은:

(a) 어떤 사이트에서 상기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최초 조회 요청 - 상기 최초 조회 요청은 상기 사용자로부터 요청된 

URL을 포함하며, 상기 URL은 상기 사이트를 지정하기 위한 프리픽스(prefix)를 가짐 - 을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URL로부터 상기 프리픽스를 제거하는 단계;

(c) 상기 다수의 검색 엔진으로부터 적절한 검색 엔진을 선택하는 단계;

(d) 만일 상기 제거된 프리픽스가 리다이렉트 프리픽스(redirect prefix)라면,

(d1) 상기 URL을 포함하는 요청을 상기 선택된 검색 엔진에 보내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웹 페이지를 수신하는 단계;

(d2) 조회 용어를 필요로 하는 URL의 앞부분에 번역 프리픽스를 추가하고, 상기 웹 페이지에서 다른 URL들의 앞부

분에 리다이렉트 프리픽스를 추가하여, 새로운 웹 페이지를 형성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단계를 실행하는 단계;

(e) 만일 상기 제거된 프리픽스가 번역 프리픽스라면,

(e1) 상기 URL의 파라미터에서 사용자의 모국어로 되어 있는 조회 용어를 상기 선택된 검색 엔진의 상기 전용 언어

로 되어 있는 조회 단어들로 번역하는 단계;

(e2) 상기 URL의 파라미터들에서 사용자의 모국어로 된 조회 용어를 상기 전용 언어로 된 조회 용어로 바꾸는 단계;

(e3) 상기 URL의 앞부분에 리다이렉트 프리픽스를 추가하는 단계;

(e4) 새로운 웹 페이지를 생성하고, 상기 웹 페이지에 상기 URL 및 스크립트 프로그램(script program)을 내장시키

는 단계 - 상기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상기 새로운 웹 페이지를 수신하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상기 웹 페이지에 내장

되어 있는 상기 URL에 기초하여 또 다른 최초 조회 요청을 자동적으로 보내는 단계를 수행할 수 있게 함 - 를 실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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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계;

(f) 상기 새로운 웹 페이지를 최초 조회 요청과 관련된 조회 결과로서 상기 사용자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 2 목적의 구현을 위하여, 본 발명은 다수의 기존 인터넷 검색 엔진 을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모국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각 검색 엔진은 각각의 전용 조회 언어(dedicated query language)를 가

지며, 상기 전용 언어로 된 조회 용어를 포함하는 조회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조회 용어와 관련된 조회 결과를 되돌려

주게 되어 있으며, 상기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에 의해 보내진 조회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조회 결과를 되돌려주기 위한 클라이언트 인

터페이스(interface);

상기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조회 요청을 수신하고, 요청된 URL들로부터 프리픽스를 제거하며, 상기 조

회 요청들을 상기 제거된 프리픽스에 기초하여 상이한 구성요소들에게 분산하기 위한 요청 디스패칭 장치(request di

spatching apparatus);

프리픽스로서 상기 요청 디스패칭 장치로부터의 리다이렉트 프리픽스를 갖는 조회 요청을 수신하고, URL에 의해 지

정된 검색 엔진에게 상기 조회 요청을 보내며, URL 요청의 웹 페이지를 얻기 위한 웹 페이지 획득 장치;

조회 용어를 필요로 하는 URL들의 앞부분에 번역 프리픽스를 추가하고 상기 얻어진 웹 페이지에서 다른 URL들의 앞

에 리다이렉트 프리픽스를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웹 페이지를 형성하며, 상기 새로운 웹 페이지를 상기 클라이언트 인

터페이스에 보내기 위한 웹 페이지 수정 장치(web page modifying apparatus);

프리픽스로서 상기 요청 디스패칭 장치로부터의 번역 프리픽스를 갖는 조회 요청을 수신하고, 요청된 URL에서 사용

자의 모국어로 되어 있는 조회 용어를 상기 검색 엔진의 전용 언어로 된 조회 용어로 번역하고 상기 번역된 조회요청

으로 바꾸 며, 상기 URL의 앞부분에 리다이렉트 프리픽스를 추가하기 위한 조회 번역 장치; 및

새로운 웹 페이지를 생성하고, 상기 웹 페이지에 상기 URL 및 스크립트 프로그램(script program)을 내장시키며, 상

기 새로운 웹 페이지를 상기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에 보내기 위한 웹 페이지 생성장치 - 상기 스크립트 프로그램은 

상기 새로운 웹 페이지를 수신하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상기 웹 페이지에 내장되어 있는 상기 URL에 기초하여 또 

다른 최초 조회 요청을 자동적으로 보내는 단계를 수행할 수 있게 함 - 를 포함하는 조회 번역 서버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 3 목적의 구현을 위하여, 본 발명은 다수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database) 사

용자들에게 모국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서술하고 있는데, 각 데이터베이스는 각각의 전용 조회 언

어(dedicated query language)를 가지며, 상기 전용 언어로 된 조회 용어를 포함하는 조회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조

회 용어와 관련된 조회 결과를 되돌려주게 되어 있으며, 상기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에 의해 보내진 조회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조회 결과를 되돌려주기 위한 클라이언트 인

터페이스(interface);

상기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에 의해 수신된 조회 요청에서 사용자의 모국어로 되어 있는 조회 용어를 상기 데이터베

이스의 전용 언어로 된 조회 용어로 번역하고, 상기 번역된 조회 요청으로 바꾸기 위한 조회 번역 장치;

상기 조회 요청들에 의해 지정된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번역된 조회 요청을 보내고, 조회 결과들을 획득하는 조회 결

과 획득 장치(query result obtaining apparatus)를 포함하는 조회 번역 서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단지 인터넷 검색 엔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검색 엔진에 의해 사

용되는 언어를 고려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모국어로 조회를 하기 위하여 내장 복합 조회 함수(built-in complex quer

y function)를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다른 국가에 있는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인터

넷에 있는 정보들을 검색하거나 조회할 때 제공되는 커다란 편의를 공유할 수 있다.

어떤 검색 엔진들은 조합 조회(combinational queries), 진화적 조회(evolutionary queries), 및 제한 조회(restricte

d queries)를 포함하는 내장 복합 조회 함수들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해서, 상기 함수들은 계속 

유지된다.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따르면, 사이트-특정(site-specific) 조회 번역을 할 수 있고 동의어의 다중 의미 및 한 

의미의 다중 번역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특성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나 상기 검색 엔진과 같은 임의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필

요가 없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은 구현 및 개선이 쉽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고 있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함으로써, 본 발명의 특징 및 장점들이 좀 더 분명해 

질 것이다.

도 1은 선행 기술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구조이다. 클라이언트 요청(91)(조회 요청, 

뉴스 요청과 같은)은 클라이언트(92)에 의해 서버(88)에 보내진다. 서버(88)는 인터넷이나 다른 통신 네트워크를 통

해 액세스 될 수 있는 원격 컴퓨터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버(88)에서 인터넷 검색 엔진을 수행시키면서

사용자 퍼스널 컴퓨터(도시되지 않음)에서 클라이언트(92)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매 클라이언트 요청마다, 서버(88)는 최초 정보(온라인 뉴스나 뉴스 그룹과 같은)를 조사 및 검색하며, 그 후, 서버의 

응답(93)으로서 클라이언트(92)에게 필터된 전자 정보를 되돌려준다.

클라이언트(92)는 제1 컴퓨터에서 수행되고, 서버 프로세스(server process)는 제2 컴퓨터 시스템에서 수행될 수 있

다. 그들은 통신 매체를 통해 서로 통신을 하며, 따라서, 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수의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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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서 정보 수집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월드 와이드 웹에서,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수행되고 있는 HTML과 호환되는 브라우저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는 것

이 가능하다. 브라우저의 사용자가 URL을 통해 경로를 지정할 경우,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도메인 네임 서버(domain 

name server)에게 URL로 되어 있는 호스트 네임을 상기 서버의 IP 주소로 변환하도록 요청을 보낸다. 도메인 네임 

서버는 하나 또는 다중 IP 주소의 리스트로 응답한다. 상기 IP 주소들 중 하나는 서버와 연결하기 위해 상기 브라우저

에 의해 사용된다. 만일 상기 서버가 사용 가능한 상태이면, HTML에 따라 포맷된 문서나 다른 객체를 되돌려준다. 

상기 서버에서 상기 대응하는 서버 소프트웨어가 수행되며,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HTTP 응답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

한다. HTTP 응답은 HTML 언어로 만들어진 웹 페이지나 다른 서버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에 해당된다. 웹 브라우저

는 많은 네트워크 및 서버들을 액세스하기 위한 메인 인터페이스가 되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경우, 먼저 자신의 퍼스널 컴퓨터에서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중 하나를 실행하고 나서, 검색 엔진을 지정하고, Yahoo! 사이트의 URL인 "http://www.yahoo.com"과 같은 URL을 

검색 엔진에 입력한다. Yahoo! 서버는 상기 브라우저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리턴한다. 상기 홈페이지는 HTML 형식으

로 되어 있으며, 브라우저는 HTML 규격에 따른 내용을 디스플레이한다. 상기 사용자는 지시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하이퍼텍스트를 클릭하거나 혹은 검색이나 조회를 위해 조회 용어를 입력할 수 있다.

상기 브라우저는 Netscape의 Navigator 및 Communicator, Microsoft의 Internet Explorer, Illinois의 Urbana-Ch

ampaign에 있는 National Center for Super Computer Application(NCSA)의 Mosaic 및 Lynx와 같은 시중에서 구

할 수 있는 어떠한 브라우저도 가능하다. HTTP에 의해 명시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브라우저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웹 브라우저는 HTML 문서를 파싱 (parse) 및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미래의 브라

우저들은 다이나믹 HTML 및 XML 문서와 같은 다른 마크업 언어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본 기술 분야의 숙

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전형적인 서버에는 AIX(Advanced Interactive Executable program 버전 4.1 혹은 상위 버전) 운영 시스템 및 서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IBM RISC/6000 컴퓨터(소위 축약 명령 집단 컴퓨터(Reduced Instructions Set Computer)라

고 불리는 것에 기초함)를 포함한다. 상기 서버는, 상기 클라이언트에 의해 요청된 파일이나 객체를 얻거나 혹은 요청

된 태스크(task)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이얼업(dial-up)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아들인

다. 《Hardware Technical Reference Manual of RS/6000, 7013 and 7016 POWERstation and POWERserver》

(주문 번호 SA23-2644-00)와 같은 IBM 회사의 많은 출판물에는 RISC 기반의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들이 설명되어 

있다. 1985년 11월에 IBM사가 출간한 《Technical Reference Manual of AIX operation system》의 초판 및 다른

출판물들에 상기 AIX 운영 체제가 설명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실용적인 것이지만, 임의의 적절한 하드웨어

/운영 시스템/서버 조합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Microsoft사의 WINDOWS 95/98/NT 서버 구조도 이용가능하

다.

도 2는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를 따르는 컴퓨터 네트워크(80)를 나타낸다. 인터넷은 상기 구조를 따르는 잘 알려진 컴

퓨터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본 분야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80)가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인트라넷(Intranet)과 같은 다른 분산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론상으로, 인터넷은, Internet America와 같은 소정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84)나 America Online, Prodigy, Co

mpuServe 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통상 퍼스널 컴퓨터인 클라이언트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서버(

88)로 구성되는 커다란 네트워크이다. 각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클라이언트)를 수행하여 액세스 제공자들을 통해 

서버(88)에 액세스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웹사이트는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검색 엔진, 또는 본 발

명의 방법을 실행하는 서버 및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해 모국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수의 검색 엔진을 결

합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다.

본 발명이 네트워크 전송과 관련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및 이에 대한 동작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인터넷과 같은 글

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에 적용될 수 있다.

도 1에 나타난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에 기초하여, 본 발명은 도 3에 도시된 인터넷용 클라이언트/브로커/서버 구조를

채택한다. 실질적으로, 상기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는 브로커(200)와 서버(88)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92)와 브로커(

200)사이에서도 존재한다. 도 3에서, 클라이언트(92)는 먼저 브로커(200)에게 요청(91)을 보낸다. 브로커(200)는 상

기 요청(91)을 처리하고 서버(88)에 상기 처리된 요청을 보낸다. 서버(88)는 상기 요청에 대해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

공하며 응답(93)을 브로커(200)에게 리턴한다. 브로커(200)는 상기 응답(93)을 처리하고 상기 처리된 응답을 클라이

언트(92)에게 리턴한다.

본 발명의 방법을 실행하는 사이트는 브로커(200) 역할을 한다. 클라이언트(92)는 임의의 현존하는 브라우저일 수도 

있고, 서버(88)는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임의의 현존하는 사이트일 수 있다.

현재로는, 모든 검색 엔진은 전용 언어를 사용한다. 하나의 검색 엔진은 오직 전용 언어로 된 조회 용어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Yahoo!는 영어로 된 조회 용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용 언어는 영어이다. 또 다른 예로는 지정

언어가 중국어인 Sina(www.sina.com.cn)를 들 수 있다. 사용자의 모국어는 상기 검색 엔진의 전용 언어와 동일하거

나 상이한 어떠한 언어도 될 수가 있다.

도 4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모국어로 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대한 실행의 플로우챠

트이다. 상기 방법은 인터넷에서 현존하는 다수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데, 각각은 전용 언어를 사용하고, 전용 언어

로 되어 있는 조회 용어를 포함하는 조회 요청을 받아들이며, 상기 조회 용어에 관련된 조회 결과를 리턴해 준다.

단계(401)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모국어로 된 조회 용어를 포함하는 최초 조회 요청이 받아들여진다. 단계(402)에서 

상기 요청에 대해 다수의 검색 엔진으로부터 적절한 검색 엔진이 선택된다. 단계(403)에서, 모국어로 된 상기 조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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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상기 선택된 검색 엔진에 의해 사용되는 고유 언어로 번역된다. 단계(404)에서, 새로운 조회 요청은 최초 조회 

요청 및 상기 선택된 검색 엔진에서 사용되는 고유 언어에 따라 생성된다. 단계(405)에서, 상기 새로운 조회 요청은 

상기 선택된 검색 엔진에 보내지며, 조회 결과가 받아들여진다. 단계(406)에서, 상기 조회 결과는 상기 최초 조회 요

청의 관련된 조회 결과로서 상기 사용자에게 리턴된다.

개발자는 상기 AIX, Windows95/98/NT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운영 체제들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자바 언어(Java la

nguage)를 사용하여, 도 4의 조회 번역 방법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 상기 프로그램 코드가 Servle

t API 표준에 호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웹사이트에 내장되어질 수도 있으며, 다른 웹사이트와

함께 수행될 수도 있다. 물론, 도 2에 도시된 네트워크에 있는 새로운 사이트를 도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인터넷 사

용자들에게 모국어로 된 조회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방법을 실행하게 하는 구성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상기 새

로이 구성된 사이트는 조회 번역 서버(query translation server)라고 불려진다.

도 4의 각 단계의 구현은 아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도 4의 단계(401)는 여러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간단한 방식으로, 상기 조회 번역 서버는 프록시 서버(proxy server)로서 수행된다. 이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클라이

언트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보내진 모든 조회 요청이 본 발명의 조회 번역 서버로 보내지도록 웹 클라이언트 소프트웨

어(web client software)를 구성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접근은 때로는 사용자에게 불편을 가져오며, 이미지 

및 오디오 파일과 같이 번역될 필요가 없는 파일들까지도 보내지기 때문에 상기 조회 번역 서버 및 컴퓨터 네트워크

에 부하를 증가시킨다.

다른 방식은, 상기 조회 번역 서버가 정상적인 서버로서 수행이 되지만 URL 변환 구성을 사용하는 것이다. 상기 구성

은 사용자가 조회 요청을 보낼 때 상기 요청된 URL의 앞에 상기 조회 번역 서버의 네트워크 주소 및 경로를 포함하는

프리픽스(prefix)를 자동적으로 추가한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의 모든 조회 요청은 본 발명의 상기 조회 번역 서버

에게 자동적으로 전송된다.

특히, 만일 아래에 언급된 유일한 URL 변환 구성이 사용된다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 아무런 수정이 필요없으며

, 따라서 사용자의 동작을 매우 용이하게 한다. 또 다른 향상으로는 상기 조회 번역 서버 및 컴퓨터 네트워크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이한 프리픽스들이 상이한 URL들의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은 클라이언트에 의해

보내진 상기 조회 요청을 분석함으로서 쉽게 알 수가 있다. 조회 요청들은 2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한가지 종류는 검

색 엔진에 의해 사용되는 특정 언어와 상이한 종류의 언어로 된 조회 용어라면, 상기 조회 용어들은 상기 검색 엔진에

보내지기 전에 상기 특정 언어로 번역되어야만 한다. 다른 한 종류는 번역이 필요한 어떠한 조회 용어도 포함하지 않

다면, 상기 조회 번역 서버는 해당 검색 엔진에 직접 리다이렉트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두 종류의 조회 요청은 상

이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본 발명에서, 상이한 프리픽스들, 즉 번역 프리픽스(translation prefix) 및 리다이렉트 프리

픽스(redirect prefix)가 상기 두 종류의 조회 요청의 URL들에 추가되어서, 상기 조회 요청들은 본 발명의 조회 번역 

서버에서 상이하게 취급된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 아무런 구성의 변화없이, 프리픽스를 추가하는 과정이 조회 번역 서버에서 이루어진다. 조

회 번역 서버는 우선 검색 엔진의 홈페이지를 가져오며, 홈페이지에 내장되어 있는 URL(즉 조회 번역 서버들의 URL)

에 적절한 프리픽스들을 추가한 다음,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수정된 홈페이지를 리턴한다. 다음의 조회들에서, 유사한 

URL 변환이 검색 엔진에 의해 리턴된 모든 웹 페이지에 적용된다.

도 4의 단계(402) 및 (403)는 검색 엔진에 대해 본 발명의 소정의 템플릿(template)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상기

템플릿은 조회 번역 서버의 메모리나 디스크에 저장될 수 있으며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될 수도 있다. 상기

템플릿은 조회 번역 서버에 의해 지원되는 검색 엔진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정보는 단계(402) 및 단계

(403)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검색 엔진을 위한 다음의 템플릿들이 템플릿 파일에 저장될 수 있다.

...

상기 예에서, 처음 두 템플릿들은 각각 Yahoo! 및 IBM을 위한 것이다. 모든 템플릿은 검색 엔진의 검색 프로그램에 

대한 URL, 조회 명령에서 번역되어질 파라미터들의 리스트, 상기 검색 엔진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특정 언어, 조회 용

어의 조합에 대한 규칙, 및 특정 사이트의 사전 내용(dictionary context)을 정의한다. 조회 용어들의 조합에 대한 규

칙은 조회 용어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조회 용어는 "+", "-", "AND", "OR", 혹은 "NOT"에 

의해 결합될 수 있다. 상기 규칙은 상이한 검색 엔진들에 대해 서로 다르다. 특정 사이트의 사전 내용은 특정 사이트에

서 조회가 완료되면 상기 특정 사전을 명명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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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이 본 발명의 방법을 지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 인터넷 검색 엔진

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저장 및 검색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 이것은 도메인에 있는 개발자들의 

상식이며 그러므로 본 발명에 어떠한 제약도 가할 수 없다.

Yahoo! 사이트에 대한 최초 조회 요청이 다음의 URL을 포함하는 단계(401)에서 수신되었다고 가정하자:

http://search.yahoo.com/bin/search?p= y=66

단계(402)에서, 상기 URL과 일치하는 검색 엔진의 템플릿을 찾는다. 다음의 검색 엔진 템플릿이 찾아졌다 :

이것은 Yahoo!에 대한 템플릿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Yahoo! 검색 엔진에 조회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상기 템플릿이 단지 파라미터 "p"만이 번역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상기 URL에 있는 파라미터 리스트

는 "p= "이다. 상기 검색 엔진의 특정 언어는 영어이다. 상기 검색 엔진에 대한 상기 조합 규칙은 제너릭(Generic

)이라 명명되었으며 이는 함수의 형식으로 Yahoo! 검색 엔진에 대한 조회 용어의 조합 규칙을 정의한다. 사전 내용은

없으며(null), 이것은 일반적인 사전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단계(403)에서, 파라미터 리스트의 모국어(여기서는 중국어)로 된 "p= "라는 조회 용어에서 " "가 특정 언어

(여기서 영어)로 된 조회 용어로 번역되는데, 예를 들어, "recreation"이다.

다음이 주지되어야 한다. 만일 템플릿 파일에 검색 엔진 템플릿과 일치하는 것이 없다면, 디폴트(default) 규칙이 상

기 URL에 대해서 사용되어진다. 상기 디폴트 규칙은 우선 상기 URL내에 내장되어 있는 웹 페이지(사용자가 요청을 

내보내는 바로 그 페이지)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에 기초하여 상기 URL(템플릿에 있는 "language" 파라미터에 해당됨

)에 의해 지정된 검색 엔진에 의해 사용되는 전용 언어가 무엇인지를 검사하거나, 조회 번역 서버에 의해 처리된 상기

URL 히스토리 레 코드(history record)로부터 상기 URL과 가장 유사한 URL을 알아내어, 상기 리턴된 웹 페이지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된 결과는 전용 언어로서 분류된다. 그 후, 상기 조회 용어 파라미터(템플

릿의 "parameter Name" 파라미터에 해당됨)의 위치는 모국어에 표현되는 조회 파라미터 리스트의 파라미터에 기초

하여 찾아진다. 상기 조회 용어 파라미터의 위치 결정이후에, 모국어로 있는 조회 용어 파라미터는 전용 언어로 된 조

회 용어로 번역된다. 상기 템플릿에 있는 "assemblerClass" 파라미터 및 "dictionaryContext"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들은 그들의 디폴트 값을 가져온다.

단계(404)에서, 상기 선택된 검색 엔진에 대한 새로운 조회 요청은 상기 최초 조회 요청 및 검색 엔진에 의해 사용되

는 특정 언어로 된 조회 용어로부터 만들어진다. 상기 예에서는, 새로운 요청은 다음의 URL을 포함한다 :

http://search.yahoo.com/bin/search?p=recreationy=66

단계(405)는 조회 번역 서버에서 직접 수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접근은, 사용자들에게 다중 번역 선택 사항

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본 발명이 가지는 어떤 독점적인 특성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보다 나은 대

안은 응답하는 웹 페이지의 일부로서 클라이언트 측에 다운로드될 때 클라이언트에서 수행되는 어떤 스크립트 프로

그램을 미리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기 웹 페이지는 단계(404)에서 오는 조회 요청 및 소정의 스크립트로부터 

만들어지며, 그 후, 응답으로서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리턴된다. 상기 응답이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수신될 때 자동적으

로 실행되는 것이 상기 스크립트의 특성이다.

중국 용어 " "가 "recreation", "game" 혹은 "play"와 같은 몇가지 영어 용어들로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

403) 및 (404)는 다음과 같은 여러 URL을 생성할 수 있다 :

http://search.yahoo.com/bin/search?p=recreationy=66,

http://search.yahoo.com/bin/search?p=gamey=66, 및

http://search.yahoo.com/bin/search?p=playy=66.

이중 하나는, 예를 들어

http://search.yahoo.com/bin/search?p=recreationy=66,

는 디폴트 URL로 표기된다.

번역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중 번역 옵션(multiple translation options)은 기록된 스크립트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사용

자에게 디스플레이 될 수 있고, 상기 디폴트로 번역된 조회 요청은 상기 조회 번역 서버를 통해 검색 엔진으로 보내진

다. 서버는 스크립트 프로그램의 세그먼트(segment)를 웹 페이지에 추가하는데, 이것은 그 후 클라이언트로 보내진

다. 스크립트 프로그램 그 자체는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웹 페이지를 수신할 경우, 상기 웹 페이지에 내장된 상기 

스크립트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것은 본 분야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

게는 잘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단계(406)는 단계(401)에서의 것과 유사하게 여러 가지 구현 방법을 가지고 있다. 만일 단계(401)가 에이전트 

서버(agent server)를 사용함으로서 구현된다면, 단계(406)에서는 단지 검색 엔진에 의해 리턴된 웹 페이지만을 클

라이언 트에게 단순히 리턴해 주면 된다. 만일 단계(401)가 URL 변환을 사용하여 구현된다면, 단계(406)는 검색 엔

진에 의해 리턴된 상기 웹 페이지의 앞서 언급된 URL 변환 후에만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웹 페이지를 리턴한다.

도 5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모국어로 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에 관한 제2 실시예의 흐름도이

다. 상기 방법은 현존하는 다수의 검색 엔진들을 사용하는데, 각각은 자신만의 개별적인 전용 언어로 된 조회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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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요청을 받아들이고 상기 조회 용어와 관련된 상기 조회 결과를 리턴해 주기 위한 자신만의 전용 언어가 있다.

단계(501)는 사용자의 최초 조회 요청을 수신한다. 도 5에 도시된 조회 번역 방법이 하나의 포털 사이트에서 동작하

며, 포털 사이트의 URL이, 예를 들어 http://portal_site/라고 가정해 보자. 그 후, 단계(501)에서 수신된 클라이언트 

요청에서, 상기 요청된 URL은 당연히 http://portal_site/를 포함할 것이다.

단계(502)는 상기 요청된 URL의 프리픽스를 제거한다.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상기 프리픽스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

http://portal_site/redirect/(redirect prefix), 또는

http://portal_site/translate/(translate prefix).

물론, 이들 2개 프리픽스는 본 발명에서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는다. 실제로, 상기 프리픽스들이 정해진 전용구문(s

yntax)에 부합하는 한, 다양한 함수들에 따라, 많은 종류의 프리픽스들이 있을 것이다.

단계(503)는 다수의 검색 엔진들로부터 적절한 검색 엔진을 선택한다.

단계(504)는 상기 제거된 프리픽스가 리다이렉션 프리픽스 http://portal_site/redirect 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만

일 단계(504)의 판단이 "아니오(No)"라면, 상기 처리과정은 단계(505)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다면, 단계(509)로 진행

한다. 상기 예와 같이, 단지 2가지의 프리픽스, 즉 리다이렉션 프리픽스(redirection prefix)와 번역 프리픽스(transla

tion prefix)가 있다. 그러므로 단계(505) 전의 상기 단계들에서 제거된 프리픽스는 확실히 번역 프리픽스, 즉 http://

portal_site/translate/ 이다.

만일 단계(501)에서 수신된 요청에서 상기 요청된 URL은:

http://portal_site/translation/http://search.yahoo.com/bin/search?p= y=66,

단계(505)에서 프리픽스가 제거된 URL은

http://search.yahoo.com/bin/search?p= y=66

이 된다.

단계(505)에서, 상기 모국어로 된 URL의 조회 용어 " "(상기 예에서는 중국어임)는 도 4에 있는 단계(402) 및 (4

03)와 유사한 방식(즉, 검색 엔진 템플릿을 사용함으로서)으로 전용 언어(상기 예에서는 영어이다)로 된 조회 용어로 

번역된다. 그 후 단계(506)에서 상기 모국어로 된 조회 용어는 전용 언어로 된 것들로 대체된다.

중국어로 된 용어 " "는 "recreation", "game" 혹은 "play"와 같이 많은 영어 용어로 번역될 수 있다.

단계(506)는 다수의 URL을 생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상기 3개의 URL들 중 하나는, 예를 들어,

http://search.yahoo.com/bin/search?p=recreationy=66는 디폴트 URL로 표기된다.

상기 결합된 조회 요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회 요청에서 "+", "-", "AND", 또는 "NOT"과 같은 조합 연산자는 검색

엔진의 템플릿에 의해 규정된 조합 규칙의 수단에 의해서 식별된다. 그 후, 조합 연산자들에 의해 분리되는, 모국어로

된 조회 용어는 전용 언어로 된 조회 용어로 번역된다.

사이트-특정(site-specific)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전이 검색 엔진에 대한 템플릿의 사전 내용(dictionar

yContext)에 의해 선택되어져야 하며, 번역은 상기 사전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만일 사용자 조회가 IBM

사이트에 관한 것이라면, 조회 용어 " "는 "RS/6000", "AS/400" 또는 "S/390"으로 번역되어 대체될 수도 있다. 

만일 사용자 조회가 HP 사이트에 관한 것이라면, 조회 용어 " "는 "HP3000" 혹은 "NetServer" 등으로 번역되

어 대체될 수도 있다.

단계(506) 후에, 단계(507)에서, 리다이렉트 프리픽스는 위의 URL의 앞에 추가된다. 그러므로, 다음의 3개 URL이 

형성된다 :

http://portal_site/rediret/http://search.yahoo.com/bin/search?p=recreationy=66,

http://portal_site/rediret/http://search.yahoo.com/bin/search?p=gamey=66, 및

http://portal_site/rediret/http://search.yahoo.com/bin/search?p=playy=66

그 후 처리과정은 단계(508)로 진행한다. 단계(508)에서, 상기 3개의 URL들 및 스크립트의 세그먼트가 내장되어 있

는 새로운 웹 페이지가 생성된다. 상기 스크립트는 웹 페이지가 수신될 경우, 클라이언트에 의해 자동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상기 스크립트를 실행함에 따라,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에게 중국어 조회 용어 " "의 다중 번역 선택사항을

디스플레이한다. 상기 번역 선택사항들을 디스플레이 하는데에는 많은 방식이 있다. 좋은 방식은 새로운 윈도우를 동

적으로 열어서 그 윈도우에 상기 번역 선택사항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번역 선택사항은 하이퍼-링크(hyper-lin

k)를 가지는데, 즉, URL은 URL의 번역을 포함한다. 상기 예에서, 중국어 조회 용어 " "는 영어로 3개의 번역 선

택사항들을 갖는다: "recreation", "game" 및 "play". 이들 번역 선택사항은 새로운 윈도우에 보여진다. 사용자는 지시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3개의 번역들 중 하나를 클릭할 수 있고 브라우저는 그 후 또 다른 최초 조회 요청을 보낸다. 상

기 스크립트의 또 다른 함수는 디폴트 URL (http://portal_site/rediret/http://search.yahoo.com.bin/search?p=rec

reationy=66)에 기초하여 새로운 요청을 보낸다.

스크립트의 특별한 세그먼트는 사용자가 검색 엔진의 템플릿을 수정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508)에서

웹 페이지에 내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술한 4개의 아이템(item)과 같이 검색 엔진의 템플릿의 내용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사용자는 템플릿의 내용을 수정하여 조회 번역 서버에 상기 수정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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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508) 이후에 처리과정은 단계(511)로 진행된다. 단계(511)에서, 상기 새로 발생된 웹 페이지는 응답으로서 클

라이언트에 리턴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만일 단계(504)에서의 판단 결과가 "예(YES)"이면, 상기 처리과정은 단계(5

09)로 진행된다. 단계(509)에서, 조회 번역 서버는 인터넷으로부터 상기 URL에 의해 식별된 웹 페이지를 검색한다.

예를 들면,

http://portal_site/rediret/http://search.yahoo.com/bin/search?p=recreationy=66을 포함하는 웹 페이지가 단계(

511)에서 클라이언트로 리턴된다면, 그 후, 클라이언트는 자동적으로 상술한 스크립트를 실행하며 새로운 HTTP 요

청을 보낸다. 단계(501, 502, 503 및 504)에서의 처리과정이후에, 다음의 URL에 의해 식별되는 웹 페이지는 단계(5

09)에서 검색된다:

http://search.yahoo.com/bin/search?p=recreationy=66

이것은 상기 처리과정의 상세 설명이다. 상기 요청이 Yahoo! 검색 엔진에 보내진다. Yahoo! 검색 엔진은 상기 조회 

용어에 대해 검색을 하며 웹 페이지에 의해 검색 결과를 리턴한다. 그 후, 상기 처리과정은 단계(510)로 넘어간다.

단계(510)에서, 검색 엔진으로부터 수신된 웹 페이지는 파싱되고 내장된 URL은 변환된다.

이것은 웹 페이지 형성에 사용되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에 대한 간단

한 소개이다. HTML은 웹 페이지 내용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기 위해 태그(tag)나 <>로 인용된 태그쌍(tag pair)을 

사용한다. 모든 HTML 파일은 <HTML> 태그로 시작되어야 하며 </HTML>로 끝난다. 다른 태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

을 포함한다: 앵커(anchor) 및 링크의 제목을 위한 <A HREF> 및 <A>, 프레임 내용을 위한 <FRAME> 및 </FRAME

>, 프레임에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한 <FRAME SRC>, 형태에 관련된 <FORM ACTION>. 태그들은 포개진 형태가 되

도록 다른 태그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 그 결과 더 확장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HREF> 태그는 링크 

가능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IMG SRC> 태그를 포함할 수 있다. 물론, HTML은 계속 발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상기 태그는 단지 한 예로서만 간주될 수 있다.

위의 단계(510)에서, 웹 페이지에서 3종류의 URL이 변환될 수 있다. 그들은,

(1) <A> 또는 <AREA> 태그의 "href" 파라미터

(2) <FRAME> 태그의 "src" 파라미터

(3) <FORM> 태그의 "action" 파라미터

타입 (1) 및 타입 (2) URL 앞에는 리다이렉트 프리픽스가 추가된다.

http://portal_site/redirect/

타입 (3) URL 앞에는 번역 프리픽스가 추가된다.

http://portal_site/translate

웹 페이지에 내장된 URL을 변환한 후에, 새로운 웹 페이지가 생성된다. 그 후, 상기 처리과정은 단계(511)로 진행된

다. 단계(511)에서, 새로 생성된 웹 페이지는 응답으로서 클라이언트에게 리턴된다.

도 6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모국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발명의 시스템을 나타낸다. 점선으로 된 프레임(dott

ed frame)에 포함된 것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모국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발명의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600)에서 검색 엔진을 결합하는 본 발명의 조회 번역 서버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조회 번

역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조회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조회 결과를 리턴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인

터페이스(601); 상기 조회 요청에 포함되어 있는 URL의 프리픽스 타입을 검사하고, 리다이렉트 프리픽스가 프리픽

스된 URL을 포함하는 조회 요청을 웹 페이지 검색 장치(603; web page retrieval device)로 디스패칭하며, 번역 프

리픽스가 프리픽스된 URL을 포함하는 조회 요청을 조회 번역 장치(605; query translation device)로 디스패치하기 

위한 요청 디스패칭 장치(602; request dispatching device); URL에 의해 명시된 검색 엔진에 조회 요청을 보내고, 

URL에 의해 요청된 웹 페이지를 수신하기 위한 웹 페이지 획득 장치(603; web page obtaining device); 웹 페이지 

검색 장치(603)에 의해 수신된 웹 페이지에 내장되어 있는 URL을 변환하기 위한, 즉, 조회 용어를 요구하는 URL의 

앞에 번역 프리픽스를 추가하고 다른 URL들 앞에는 리다이렉트 프리픽스를 추가하기 위한, 웹 페이지 수정 장치(604

; web page modification device); 요청된 URL의 모국어로 된 상기 조회 용어를 검색 엔진의 특정 언어로 된 조회 

용어로 번역/대체하기 위한 조회 번역 장치(605); 새로운 웹 페이지를 생성하고, 클라이언트가 웹 페이지를 수신하고 

또 다른 조회 요청을 보낼 때 자동적으로 실행될 스크립트의 세그먼트 및 URLs를 내장하기 위한 웹 페이지 생성 장

치를 포함한다. 또한, 조회 번역 장치(605)는 사전(607) 및 검색 엔진 템플릿 저장 장치(608)도 사용한다. 사전(607)

은 풍부한 사전 엔트리들을 저장하는데, 각각은 모국어 용어로 부터 대응되는 번역들로 매핑(mapping)하는 것을 포

함한다. 검색 엔진 템플릿 저장 장치(608)는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참조될 수 있다. 웹 페이지 생성 장치(6

06)는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를 생성하기 위한 스크립트 생성기(609)를 사용한다.

도 7 내지 10은 사용자 조회가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을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데모를 도

시한 것이다.

도 7은 사용자가 조회 번역 서버에 대해 다른 포털 사이트를 통해 Yahoo! 검색 엔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물론, 포털 사이트와 같은 것을 사용하는 대신에 다른 접근을 통해 Yahoo! URL 앞에 조회 번역 서버의 프리

픽스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8은 사용자가 Yahoo! 검색 엔진의 홈페이지에서 중국어로 된 조회 용어 " "를 입력하는 것을 도시한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조회 번역 서버의 수단을 통해 도 8의 중국어 조회 용어 " "에 대한 조회 요청의 응답, 즉 조회 

결과로서, Yahoo!에 의해 리턴된 웹 페이지를 도시한 것이다. 브라우저는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실행 결과는 " "

에 대한 3개의 영어 번역 선택사항을 나타내는 또 다른 창을 보이게 된다. 동시에, 사용자는 Yahoo! 검색 엔진에 대한

템플릿을 수정하기 위하여 "Modify Current Setting"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하이퍼텍스트를 클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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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Modify Current Setting"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하이퍼텍스트를 클릭한 후의 브라우저 윈도우를 도시한 것

이다. 조회 번역 서버에 의해 사용된 Yahoo! 검색 엔진에 대한 템플릿의 내용을 보여준다. 사용자는 적절한 변화를 만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을 웹 페이지 번역 서비스와 결합함으로서, 완벽한 조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8 

및 도 9에 상기 응용이 보여지는데, 즉, 사용자는 중국어 조회 용어를 입력하고 중국어 조회 결과를 수신한다. 이것에 

더하여, 본 발명은 또한 음성 조회 용어(speech query term)를 적절한 텍스트 조회 용어로 번역해 주는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음성 인식 시스템(speech recognition system)과 함께 결합되어질 수도 있다.

비록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상기 설명이 인터넷의 검색 엔진의 내용에 대한 것이지만, 본 발명의 디자인은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또는 조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상기 디자인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를 위한 모국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는,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각 데이터베이스는 개별적으로 전용 언

어를 가지고, 상기 전용 언어로 된 조회 용어를 포함하는 조회 요청을 수신하게 하고, 상기 조회 용어와 관련된 조회 

결과를 리턴한다. 상기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에 의해 보내진 조회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조회 결과를

리턴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상기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에 의해 수신된 조회 요청에서 사용자의 모국어

로 된 조회 용어를 수신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의 전용 언어로 된 조회 용어들로 번역하기 위한 조회 번역 장치; 

상기 조회 요청들에 지정된 데이터베이스로 상기 번역된 조회 요청을 보내고, 조회 결과들을 획득하는 조회 결과 획득

장치(query result obtaining apparatus)를 포함하는 조회 번역 서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유사하게, 데이터베

이스로의 조회 요청에서 모국어로 된 상기 조회 용어는 음성 조회 용어(speech query terms)로 대체될 수도 있다.

비록 본 발명의 특정 바람직한 실시예들이 상기 포함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본 분야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들은 본 발명의 개념 및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변화 및 변형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주는 단지 청구항들에 의해 정의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단지 인터넷 검색 엔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검색 엔진에 의해 사

용되는 언어를 고려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모국어로 조회를 하기 위하여 내장 복합 조회 함수(built-in complex quer

y function)를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다른 국가에 있는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인터

넷에 있는 정보들을 검색하거나 조회할 때 제공되 는 커다란 편의를 공유할 수 있다.

어떤 검색 엔진들은 조합 조회(combinational queries)들, 진화적 조회들(evolutionary queries), 및 제한된 조회들(r

estricted queries)을 포함하는 내장 복합 조회 함수들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해서, 상기 함수들

은 계속 유지된다.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따르면, 사이트-특정(site-specific) 조회 번역을 할 수 있고 동의어의 다중 의미 및 한 

의미의 다중 번역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특성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나 상기 검색 엔진과 같은 임의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필

요가 없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은 구현 및 개선이 쉽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기존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모국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 각 검색

엔진은 각각의 전용 언어(dedicated language)를 가지며, 상기 전용 언어로 된 조회어를 포함하는 조회 요청을 수신

하고 상기 조회어와 관련된 조회 결과를 되돌려주게 되어 있음 - 에 있어서,

(a) 어떤 사이트에서 상기 인터넷 사용자들 중 한 사용자로부터 최초 조회 요청(original query request) - 상기 최초

조회 요청은 상기 사용자의 모국어로 되어 있는 조회어를 포함함 - 을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다수의 검색 엔진으로부터 적절한 검색 엔진을 선택하는 단계;

(c) 모국어로 되어 있는 상기 조회어를 상기 선택된 검색 엔진의 전용 언어로 되어 있는 조회어로 변환하는 단계;

(d) 상기 최초 조회 요청 및 상기 전용 언어로 되어 있는 상기 조회어에 기초하여, 상기 검색 엔진으로 향하는 새로운 

조회 요청을 구축하는 단계;

(e) 상기 새로운 조회 요청을 상기 선택된 검색 엔진으로 보내고 또한 되돌아온 조회 결과를 수신하는 단계; 및

(f) 상기 조회 결과를 상기 최초 조회 요청에 관한 조회 결과로서 상기 사용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는, 상기 선택된 검색 엔진으로서, 상기 최초 조회 요청에서의 URL에 의해 지정된 검색 엔진을 선택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상기 최초 조회 요청에서의 상기 URL에 기초하여, 검색 엔진 템플릿 저장 장치(search engine template storag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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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상기 URL과 일치하는 검색 엔진 템플릿을 검색하는 단계; 및

모국어로 된 상기 조회어들을 상기 검색된 검색 엔진에서 정의된 전용 언어로 된 조회어들로 번역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상기 검색 엔진 템플릿 저장 장치로부터 상기 URL과 일치되는 검색 엔진 템플릿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상기 URL에 

기초하여 상기 사이트에서의 히스토리 레코드(history record)로부터 상기 URL에 대응하는 전용 언어를 검색하는 

단계;

파라미터 값들의 언어적 특성(linguistic characteristics)을 사용함으로써 조회어 파라미터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

계; 및

상기 위치에 있는 모국어로 된 조회어들을 상기 전용 언어로 된 조회어들로 번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d)는, 상기 새로운 조회 요청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최초 조회 요청에서 모국어로 된 조회어들을 상기 

전용 언어로 된 조회어들로 교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다수의 기존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모국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 각 검색

엔진은 각각의 전용 언어를 가지며, 상기 전용 언어로 된 조회어를 포함하는 조회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조회어와 관

련된 조회 결과를 되돌려주게 되어 있음 - 에 있어서,

(a) 어떤 사이트에서 상기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최초 조회 요청 - 상기 최초 조회 요청은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URL을 포함하며, 상기 URL은 상기 사이트를 지정하기 위한 프리픽스(prefix)를 가짐 - 을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URL로부터 상기 프리픽스를 제거하는 단계;

(c) 상기 다수의 검색 엔진으로부터 적절한 검색 엔진을 선택하는 단계;

(d) 상기 제거된 프리픽스가 리다이렉트 프리픽스(redirect prefix)라면,

(d1) 상기 URL을 포함하는 요청을 상기 선택된 검색 엔진에 전송하고 응답으로 웹 페이지를 수신하는 단계; 및

(d2) 새로운 웹 페이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조회어를 필요로 하는 URL들 앞에 번역 프리픽스(translation prefix)를 

추가하고, 상기 웹 페이지에서 다른 URL들 앞에 리다이렉트 프리픽스를 추가하는 단계

를 실행하는 단계;

(e) 상기 제거된 프리픽스가 번역 프리픽스라면,

(e1) 상기 URL의 파라미터에서 사용자의 모국어로 된 조회어들을 상기 선택된 검색 엔진의 전용 언어로 된 조회어들

로 번역하는 단계;

(e2) 상기 URL의 파라미터들에서 사용자의 모국어로 된 조회어들을 상기 전용 언어로 된 조회어들로 교체하는 단계;

(e3) 상기 URL의 앞에 리다이렉트 프리픽스를 추가하는 단계; 및

(e4) 새로운 웹 페이지를 생성하고, 상기 웹 페이지에 상기 URL 및 스크립트 프로그램(Script program)을 내장시키

는 단계 - 상기 스크립트 프로그램은 상기 새로운 웹 페이지를 수신하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상기 웹 페이지에 내장

되어 있는 상기 URL에 기초하여 다른 최초 조회 요청을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수행할 수 있게 함 - 를 실행하

는 단계; 및

(f) 상기 새로운 웹 페이지를 상기 최초 조회 요청과 관련된 조회 결과로서 상기 사용자에게 다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상기 선택된 검색 엔진으로서, 상기 URL에 의해 지정된 검색 엔진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e1)은,

상기 URL에 기초하여, 검색 엔진 템플릿 저장 장치로부터 상기 URL과 일치하는 검색 엔진 템플릿을 검색하는 단계; 

및

모국어로 된 상기 조회어들을 상기 검색된 검색 엔진에서 정의된 전용 언어로 된 조회어들로 번역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e1)는,

상기 검색 엔진 템플릿 저장 장치로부터 상기 URL과 일치되는 검색 엔진 템플릿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상기 URL에 

기초하여 상기 사이트에서의 히스토리 레코드로부터 상기 URL에 대응하는 전용 언어를 검색하는 단계;

파라미터 값들의 언어적 특성을 사용함으로써 조회어 파라미터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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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치에 있는 모국어로 된 조회어들을 상기 전용 언어로 된 조회어들로 번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단계 (e)는,

(e) 상기 제거된 프리픽스가 번역 프리픽스라면,

(e1) 상기 URL의 파라미터에서 사용자의 모국어로 된 조회어를 상기 선택된 검색 엔진의 전용 언어로 된 다수의 조

회어들로 번역하는 단계;

(e2) 상기 URL의 파라미터에서 사용자의 모국어로 된 상기 조회어를 상기 전용 언어로 된 다수의 조회어들 각각으로

교체하고, 다수의 URL들을 형성하는 단계;

(e3) 상기 다수의 URL들 각각의 앞에 리다이렉트 프리픽스를 추가하는 단계;

(e4) 상기 다수의 URL들중 하나를 디폴트 URL(default URL)로 설정하는 단계; 및

(e5) 새로운 웹 페이지를 생성하고, 상기 웹 페이지에 상기 다수의 URL 및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내장시키는 단계 - 

상기 스크립트 프로그램은 상기 새로운 웹 페이지를 수신하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상기 전용 언어로 된 상기 다수

의 조회어들을 하이퍼 텍스트(hyper text) 형식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웹 페이지에 내장되어 있는 상기 

디폴트 URL에 기초하여 다른 최초 조회 요청을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실행하게 함 -

를 수행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모국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 상기 시스템은 다수의 인터넷 검색 엔진들을 포

함하며, 각 검색 엔진은 각각의 전용 언어 를 가지며, 상기 전용 언어로 된 조회어를 포함하는 조회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조회어와 관련된 조회 결과를 되돌려주게 되어 있음 - 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에 의해 전송된 조회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조회 결과를 되돌려주기 위한 클라이언트 인

터페이스;

상기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조회 요청을 수신하고, 요청된 URL들로부터 프리픽스를 제거하며, 상기 조

회 요청들을 상이한 구성요소들로 분배하기 위한 요청 분배 장치(request distribution apparatus);

프리픽스로서 상기 요청 분배 장치로부터의 리다이렉트 프리픽스를 갖는 조회 요청을 수신하고, URL에 의해 지정된 

검색 엔진에게 상기 조회 요청을 전송하며, 요청된 웹 페이지를 얻기 위한 웹 페이지 검색 장치 (web page retrieving

apparatus);

조회어를 필요로 하는 URL들의 앞에 번역 프리픽스를 추가하고, 상기 획득된 웹 페이지에서 다른 URL들의 앞에 리

다이렉트 프리픽스를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웹 페이지를 형성하며, 상기 새로운 웹 페이지를 상기 클라이언트 인터페

이스에 전송하기 위한 웹 페이지 수정 장치(web page modification apparatus);

프리픽스로서 상기 요청 분배 장치로부터의 번역 프리픽스를 갖는 조회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요청된 URL에서 사용

자의 모국어로 된 조회어들을 상기 검색 엔진의 전용 언어로 된 조회어로 번역 및 교체하며, 상기 URL의 앞에 리다이

렉트 프리픽스를 추가하기 위한 조회 번역 장치; 및

새로운 웹 페이지를 생성하고, 상기 웹 페이지에 상기 URL 및 스크립트 프로 그램을 내장시키고, 상기 새로운 웹 페

이지를 상기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에 전송하기 위한 웹 페이지 생성장치 - 상기 스크립트 프로그램은 상기 새로운 

웹 페이지를 수신하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상기 웹 페이지에 내장되어 있는 상기 URL에 기초하여 다른 조회 요청을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실행할 수 있게 함 - 를 포함하는 조회 번역 서버(query translation server)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모국어로 된 상기 조회어들은 음성 조회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에게 모국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 상기 시스템은 복수의 데이터베이스들을 

포함하고, 각 데이터베이스는 각각의 전용 언어를 가지며, 상기 전용 언어로 된 조회어를 포함하는 조회 요청을 수신

하고 상기 조회어와 관련된 조회 결과를 되돌려 줌 - 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에 의해 전송된 조회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조회 결과를 되돌려주기 위한 클라이언트 인

터페이스;

상기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에 의해 수신된 상기 조회 요청에서 사용자의 모국어로 된 조회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

의 상기 전용 언어로 된 조회어들로 번역 및 교체하기 위한 조회 번역 장치; 및

상기 조회 요청들에 의해 지정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번역된 조회 요 청을 전송하고 조회 결과를 획득하는 조

회 결과 획득 장치

를 포함하는 조회 번역 서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모국어로 된 상기 조회어들은 음성 조회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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