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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 및 데이터 저장 방법

(57) 요약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 웹 크롤러를 이용하여 데이터 저장 장소에 수집된다. 이 데이터는 개체

들로 분류되어, 인덱싱의 주체일 수 있는 마이너 출력 및 개체를 각각 나타내는 하부 수직 및 수평 테이블에 저장된다. 데

이터 마이너는 개체를 처리하기 위한 규칙을 사용하여 마이너에서 구현되는 규칙으로부터 유도되어진 개체의 특성을 나타

내는 각각의 키를 개체에 첨부하며, 이 키들은 테이블 내의 개체들과 관련된다. 이들 키에 의해, 데이터 마이너의 상이한

전문가 작가에 의해 정의되어진 개체의 특성이 고객으로부터의 복잡한 데이터 요청에 응답하는데 사용하도록 식별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개체들 (entities)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장소;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와 통신하며, 제1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적어도 하나의 하위 레벨 분석 엔진

(lower level analysis engine);

상기 하위 레벨 분석 엔진의 출력을 수신하고, 제2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적어도 하나의 상위 레벨 분석

엔진 - 상기 출력은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 내의 개체들과 관련됨 - ; 및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와 관련되는 인덱서

를 포함하고, 상기 인덱서에서의 인덱싱과 토큰화는 분리되는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는 수직 테이블 및 수평 테이블을 포함하고, 상기 수직 테이블은 상기 출력들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입

력되고, 상기 수평 테이블은 개체 식별자 (entity identification)를 사용하여 입력되는 시스템.

청구항 3.
청구항 3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은 상기 관련된 개체의 각각의 특성을 나타내는 키인 시스템.

청구항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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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청구항 7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덱서 및 데이터 저장 장소와 관련된 고속의 반도체로 구현된 캐시(a fast, semiconductor-implemented cache)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8.
청구항 8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캐시, 인덱서 및 데이터 저장 장소 중 하나 이상에 액세스하여 적어도 하나의 분석 엔진으로부터의 질의를 실행하는

질의 프로세서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9.
청구항 9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8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분석 엔진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작업 큐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청구항 10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1항에 있어서,

개체 식별자는 대응하는 개체 식별자 및 개체 유형을 인코딩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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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지식 기반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색인과 관련되는 적어도 하나의 저장 장소에 개체를 저장하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제1 분석 엔진을 사용하여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와 통신하는 단계;

상기 제1 분석 엔진과 관련된 제1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단계;

상기 출력을 적어도 하나의 제2 분석 엔진으로 송신하는 단계;

상기 제2 분석 엔진과 관련된 제2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출력을 개체와 관련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인덱서는 인링크와 아웃링크 질의를 지원하도록 그래프 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개체들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장소;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와 통신하며, 제1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적어도 하나의 하위 레벨 분석 엔진;

상기 하위 레벨 분석 엔진의 출력을 수신하고, 제2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적어도 하나의 상위 레벨 분석

엔진 -상기 출력은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 내의 개체들과 관련됨 -; 및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와 관련되는 인덱서

를 포함하고, 상기 인덱서는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에 발견되는 키와 키 값의 색인을 포함하고 또한 상기 인덱서는 "키 k가

값 v를 갖는가" 유형의 질의에 "예" 또는 "아니오" 값을 저장하는 부울 색인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청구항 21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개체들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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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와 통신하며, 제1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적어도 하나의 하위 레벨 분석 엔진;

상기 하위 레벨 분석 엔진의 출력을 수신하고, 제2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적어도 하나의 상위 레벨 분석

엔진 -상기 출력은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 내의 개체들과 관련됨 -; 및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와 관련되는 인덱서

를 포함하고, 상기 인덱서는 데이터 저장 장소에서 발견되는 키와 키 값의 색인을 포함하고 또한 상기 인덱서는 키 값의 범

위를 저장하는 범위 색인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2.

개체들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장소;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와 통신하며, 제1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적어도 하나의 하위 레벨 분석 엔진;

상기 하위 레벨 분석 엔진의 출력을 수신하고, 제2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적어도 하나의 상위 레벨 분석

엔진 -상기 출력은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 내의 개체들과 관련됨 -; 및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와 관련되는 인덱서

를 포함하고, 상기 인덱서는 색인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는 개체내에 특정 이름이나 텍스트가 나타나는 곳을

표시하지 않고 개체가 특정한 특성을 갖는다는 것만 표시하는 테이블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3.

개체들(entities)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장소;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와 통신하며, 제1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적어도 하나의 하위 레벨 분석 엔진;

상기 하위 레벨 분석 엔진의 출력을 수신하고, 제2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적어도 하나의 상위 레벨 분석

엔진 -상기 출력은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 내의 개체들과 관련됨 -; 및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와 관련되는 인덱서

를 포함하고, 상기 인덱서는 인링크와 아웃링크 질의를 지원하도록 그래프 데이터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4.

지식 기반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색인과 관련되는 적어도 하나의 저장 장소에 개체를 저장하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제1 분석 엔진을 사용하여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와 통신하는 단계;

상기 제1 분석 엔진과 관련된 제1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단계;

상기 출력을 적어도 하나의 제2 분석 엔진으로 송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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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분석 엔진과 관련된 제2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출력을 개체와 관련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인덱서는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에서 발견되는 키와 키 값의 색인을 포함하고 또한 상기 인덱서는 "키 k

가 값 v를 포함하는가" 유형의 질의에 "예" 또는 "아니오"를 저장하는 부울 색인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지식 기반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색인과 관련되는 적어도 하나의 저장 장소에 개체를 저장하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제1 분석 엔진을 사용하여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와 통신하는 단계;

상기 제1 분석 엔진과 관련된 제1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단계;

상기 출력을 적어도 하나의 제2 분석 엔진으로 송신하는 단계;

상기 제2 분석 엔진과 관련된 제2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출력을 개체와 관련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인덱서는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에서 발견되는 키와 키 값의 색인을 포함하고 또한 상기 인덱서는 키 값

의 범위를 저장하는 범위 색인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6.

지식 기반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색인과 관련되는 적어도 하나의 저장 장소에 개체를 저장하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제1 분석 엔진을 사용하여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와 통신하는 단계;

상기 제1 분석 엔진과 관련된 제1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단계;

상기 출력을 적어도 하나의 제2 분석 엔진으로 송신하는 단계;

상기 제2 분석 엔진과 관련된 제2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출력을 개체와 관련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인덱서는 색인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는 개체에 특정 이름이나 텍스트가 나타나는 곳을 표

시하지 않고 개체가 특정한 특성을 갖는다는 것만 표시하는 테이블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7.

지식 기반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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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과 관련되는 적어도 하나의 저장 장소에 개체를 저장하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제1 분석 엔진을 사용하여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와 통신하는 단계;

상기 제1 분석 엔진과 관련된 제1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단계;

상기 출력을 적어도 하나의 제2 분석 엔진으로 송신하는 단계;

상기 제2 분석 엔진과 관련된 제2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출력을 개체와 관련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인덱서에서의 인덱싱과 토큰화는 분리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데이터 마이닝은 정보 집합체(corpus of information)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프로세스이다. 아마도 데

이터의 가장 일반적인 예는,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에 내장된 검색 엔진 능력으로서, 이는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문

서들의 리스트를 반환하여 (때론 수천 개의 문서를 리스트함) 그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이들 문서 리스트를 선

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알타비스타(AltaVista), 구글(Google), 노던 라이트(Northern Light), FAST 및 잉크토미(Inktomi)와 같은 현존하는 검색

엔진은 웹을 "크롤링(crawling)"해서 작업한다. 즉, 이들은 액세스된 페이지들이 하이퍼링크되는 웹 페이지 및 페이지들에

액세스하여, 웹페이지 상에 반전된 색인의 단어들 (an inverted index of words)을 형성한다. 이 색인은 단어들을 그 내에

키워드를 갖고 있는 페이지들의 식별자(identification)("URL(uniform resource locator)"이라고도 함)와 상관시킨다. 요

청된 키워드를 입력 인수(argument)로서 이용하여 색인에 액세스한 후, 질의를 만족시키는 URL을 그 색인으로부터 되돌

려 질의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진다. 되돌려진 페이지 식별자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링크 정보 또는 키워드의 발생 빈도

를 이용하여 검색 능력(relevance)에 의해 등급이 매겨진다.

대부분의 상용 검색 엔진에 의해 사용된 검색 능력 등급(relevancy ranking)에도 불구하고, 특정 유형의 정보를 찾아내는

데에은 보통 사람에 의해 질의 결과 전체에 대해 다량의 현실적인 선별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

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본 발명에 의해 알 수 있겠지만, 한 전문가가 문서들의 서

브셋(subset)을 분석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적인 기준을 이용하여 문서를 처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2 전문가가 제1

전문가로부터의 서브셋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전문적인 기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

다. 이것은 노동 집약적인 단순한 작업으로, 비록 보다 높은 수준의 데이터 이용 작업에 앞서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다른

어떤 프로젝트 단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퍼시픽 노스웨스터에서의 우리 고객은 상표명의 위력과 가치의 관점에서 우리 경쟁자의 헬쓰케어 제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what do our commercial customers in the Pacific Northwest think of our competitor's health

care products in terms of brand name strength and value?)"와 같은 복잡한 마케팅 질문에 응답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

자. 웹 페이지의 분석은 경쟁자란 명칭을 사용하는 키워드 검색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질문에 응답하는데 쓸

모없는 정부 보고서(government report)와 같은 수천 개의 다른 관련 문서들을 제외시키는 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구

될 것이다. 십대들의 채팅룸의 문서와 같은 경쟁자의 명칭을 언급하고 있지만 보다 더 거리가 먼 첫 번째 필터링 단계 후에

도, 어떠한 유형의 그룹이 제거하고자 하는 부분을 구성하는 지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많은 문서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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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Adobe Acrobat®이 MS Word®과 호환 가능한가?"라는 간단한 질문을 고려해 보자. 전술한 검색 엔진들 중 하나에

제기된 이 간단한 질의는 3300만 개의 웹 페이지 세트의 결과를 산출하며, 이들 중 대부분은 바라는 "예" 또는 "아니오"라

는 응답을 포함하지 않는다. 필요 없는 페이지를 제거하는 작업은 전문가가 각각의 페이지를 보고 프로그램 호환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유형의 페이지인지를 판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제기된 특정 질문에 대한 응답을 그 페이지들이

포함하는 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문가가 첫 번째 전문가로부터 전달된 페이지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 다량의 정

보 전체에 걸쳐 선별하기 위한 종속형 전문가 규칙 (cascading expert rule)은 과도한 양의 시간을 소모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르면, 개체들(entities)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장소와, 데이터 저장 장소와 통신하

며 하위 레벨 분석 엔진에서 구현된(embodied) 제1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적어도 하나의 하위 레벨 분석

엔진(lower level analysis engine)과, 하위 레벨 분석 엔진의 출력을 수신하고 상위 레벨 분석 엔진에서 구현된 제2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저장 장소 내의 개체들에 첨부된 출력을 발생하는 적어도 하나의 상위 레벨 분석 엔진을 포함하는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이 제공된다.

일실시예에서, 데이터 저장 장소는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수직 테이블 및 수평 테이블을 포함할 수도 있다. 수직 테이

블은 상기 출력들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입력될 수 있고, 수평 테이블은 대응하는 개체 식별자 및 개체 타입을 인코딩하는 개

체 식별자(entity identification)를 사용하여 입력될 수 있다. 상기 출력은 관련된 개체의 각 특성을 나타내는 키일 수도 있

다. 데이터 저장 장소는, 대안적으로, 예를 들어 파일 시스템일 수도 있다.

원한다면, 인덱서(indexer)가 데이터 저장 장소와 관련될 수 있으며, 고속의 반도체로 구현된 캐시(a fast,

semiconductor-implemented cache)와 관련될 수 있으며, 질의 프로세서가 적어도 하나의 분석 엔진으로부터의 질의를

실행할 수도 있다. 또한, 작업 큐가 분석 엔진과 관련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인덱서는 테이블과 같은 개체 데이터 저장 구조에서 발견된 키 및 키 값의 색인을 포함한다. 인덱서는 "키 k가 값

v를 갖는가?"의 형태의 질의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값을 저장하는 부울 색인 (Boolean index)을 포함할 수도 있다. 또

한, 인덱서는 키 값 및 텍스트 인덱스의 범위를 저장하는 범위 인덱스를 포함할 수 있다. 원한다면, 인덱서는 웹 문서를 인

덱스하여 키워드 검색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문서에 제공하는 반전된 파일 텍스트 인덱서의 일반

화일 수 있다.

또한, 인덱서는 특정 개체에 대해 정의된 키를 보유하여 부울 질의를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인덱서는 그래프 데이터를 포

함하여 인링크 및 아웃링크 질의 (inlink and outlink query)를 지원할 수 있다. 색인 토큰화가 인덱서 내의 인덱싱과 분리

되는 것이 바람직하l다.

다른 형태로,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은 적어도 하나의 저장 장소에 개체를 저장하

는 단계와, 적어도 하나의 제1 분석 엔진을 사용하여 상기 데이터 저장 장소와 통신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분석 엔진과 관

련된 제1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단계와, 출력을 적어도 하나의 제2 분석 엔진에 송신하는 단계와, 제2 엔

진과 관련된 제2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단계와, 출력을 상기 개체에 첨부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실시예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1에는 고객의 데이터 요청에 응답하는 시스템(10)이 도시되어 있다. 시스템(10)은 많은 전문가의 지식을 집적하여, 큰

데이터 집합체에 걸쳐 선별하여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비교적 복잡한 정보에 대한 요청에 응답한다.

일실시예에서, 시스템(10)은 기업 데이터 분석, 경쟁 정보(competitive intelligence), 트렌딩(trending), 발견(discovery)

, 웹 포털 서비스(web portal service), 클러스터링(clustering) 및 분류 체계 생성(taxonomy creation)에 사용될 수 있

다. 또한, 시스템(10)은 (기업의 특정 관심 부문의) 한 조의 조달 특정 서비스(a suite of procurement-specific service)

와 같은 상당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목표 기능(targeted function)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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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10)은, 하나의 프로세서나 프로세서의 클러스터 상의 단일 벤더(vendor) 위치에서 호스트가 되어 서비스 포맷으로

데이터에 대한 고객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다. 또는 시스템(10)의 일부가 고객의 장치에서 데이터 마이닝의 실행을 위해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다.

상세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스템(10)은 데이터 수집층(a data gathering layer), 데이터 저장층(a data storage layer),

데이터 마이닝층(a data mining layer), 데이터 프리젠테이션층(a data presentation layer), 시스템 관리층(a system

management layer)을 포함한다. 도 1의 좌측에서 시작하여 먼저 데이터 수집층에 어드레스하여, 웹 크롤러(12)는 월드

와이드 웹(14)(원한다면 인터넷의 다른 부분들)에 액세스한다. 예를 들어 적절한 인증을 통해서만 이용가능한 정보를 포함

하는 인터라넷(16)이 크롤러에 의해 액세스될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는, 크롤러(12)는 계속해서 웹(14)을 방문하며(일부

페이지는 페이지 갱신 빈도 및 다른 기준에 따라서 다른 페이지들보다 더 빈번하게 크롤링 됨), 데이터층 애플리케이션 프

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20)를 이용하여 데이터 저장 장소(18)에 크롤링된 페이

지를 출력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인터페이스(20)는 감시(monitoring), 기록(logging),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사용

협약 세트(a set of usage convention)와 결합된 경량판(lightweight) XML 기반 프로토콜인 "Vinci xTalk"로 알려진

IBM의 서비스 지향 프로토콜이다. 시스템 내의 네트워크 레벨의 API는 xTAlk 프레임에 의해 지정된다.

또한, 바람직한 크롤러는 피드백 채널을 포함하며, 이것에 의해 그 동작이 원하는 대로 변경될 수도 있다. 일실시예에서,

크롤러(12)는 미국 특허 제 6,263,364 호에 개시되어 있는 크롤러 또는 IBM의 미국 특허 출원으로서 본 명세서에 참조로

서 포함되어 있는 제 09/239,921 호의 "SYSTEM AND METHOD FOR FOCUSSED WEB CRAWLING"에 개시된 크롤러

이다. 크롤러(12)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 외에, 시스템(10)은, 원한다면 고객 및 제 3자의 데이터베이스(24)로

부터 데이터를 처리하여 처리된 데이터를 데이터 저장 장소(18)로 보내는 구성 데이터 수집기(22)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저장 장소(18)에 대하여는, 일실시예에서 데이터 저장 장소는 IBM의 DB2 시스템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RDBMS; relational dtabase system)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파일 시스템과 같은 다른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아

래 설명은 두 유형의 데이터 저장 장소 모두에 적용된다.

일실시예에서, 저장 장소(18)는 단일 컴퓨터(single computer) 또는 다중 컴퓨터(multiple computer) 상에서 실행되는 중

앙 집중 프로그램(a centralized program)을 포함할 수도 있다. 후술하는 마이너는 독립형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어 저장

프로그램에게 데이터를 판독하여 기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저장 장소(18)는 다중 컴퓨터에 걸쳐 분산될 수 있는

데, 이 때 마이너는 이들 컴퓨터 상에서 병렬로 실행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문서는 저장 장소의 국소 부분(local

portion)으로부터 메모리로 판독되어 일련의 종속형 또는 독립형 마이너를 통해 인-메모리(in-memory)를 통과하여 다시

저장 장소에 기록되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두 아키텍처 모두 동일 시스템(10) 내에 존재

할 수 있는데, 일부 마이너는 제2 아키텍처 (페이지 단위(per-page basis)로 동작하는 마이너)에서 보다 양호하게 동작하

는 반면에 다른 마이너들은 제1 아키텍처의 부가적인 오버헤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터 저장 장소(18)는 인덱서(26)와 관련되며, 원한다면, 고속 반도체 구현형 캐시(semiconductor-implemented

cache)(28)와 관련된다. 질의(query) 프로세서(30)는 캐시(28), 인덱서(26) 및 데이터 저장 장소(18)에 액세스하여 후술

하는 바와 같이 마이너 질의를 실행할 수 있다. 후술하는 마이너 작업 큐는 시스템(10)의 데이터 저장층의 일부로서 구현

될 수 있다.

데이터 저장 장소(18)는 예를 들어 크롤러(12)로부터의 웹 페이지 데이터와 같은 비교적 큰 데이터의 집합체를 포함한다.

또한, 데이터 저장 장소(18)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하부 데이터를 나타내는 개체들을 포함한다. 이들 개체는 예를 들어 "

웹 페이지", "하이퍼링크", "개인(person)", "회사", "물품(article)"과 같은 개체 유형 및 항목 식별자를 인코딩하는 각각의

범용 식별자(UEID; universal identity)를 포함한다. 또한, 개체들은 전술한 데이터 마이너에 의해 그 개체들에 부가된 관

련 키 값을 갖는 키를 포함할 수 있다. 페이지 개체는, 예를 들어 관련 웹페이지의 http 컨텐츠를 포함하는

"Crawl:Content"라고 하는 키를 생성하는 마이너에 의해 처리된다(따라서 키 값은 비교적 길다). 어떠한 경우든, 개체들은

파일 시스템이나, 그 개체들이 수평 및 수직 테이블로 표현되는 DB2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또는 기타 저장 시스템

에 저장될 수 있다.

인덱서(26)는 저장 장소에서 발견된 키들 및 키 값들의 색인을 포함한다. 인덱서(26)는 "키 k가 값 v를 갖는가?" 형태의 질

의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값을 저장하는 부울 색인 (Boolean index)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인덱서(26)는 예를 들

어 지리적 범위 (geographic range)와 같은 키 값의 범위를 저장하는 범위 색인 (range index), 하부 데이터에 대한 통상

적인 색인인 텍스트 색인 및 기타 원하는 색인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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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에나, 바람직한 색인(그리고, 데이터 저장 장소가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데이터 저장 장소 테이블)는 예를 들

어 웹 페이지 상에 특정 명칭 또는 텍스트가 발생하는 장소를 나타내지 않고, 페이지가 특정한 특징을 갖는다는 것 또는 특

정한 텍스트 형식의 요소가 페이지 상의 어딘가에 나타난다는 것만 나타낸다. 이런 방식으로, 시스템(10)의 데이터 저장

장소가 비교적 높은 세분성(granularity)은 다른 경우에 요구되는 저장 공간보다 더 적은 저장 공간을 요구하여, 실제 구현

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원한다면, 예를 들어 웹 페이지 상에서 특정 명칭 또는 텍스트가 발생하는 장소를 나타낼 수도

있다.

시스템(10)의 데이터 저장층에 대해 부가적으로 상세한 설명하면, 바람직한 비제한적인 인덱서(26)는 종래의 반전된 파일

텍스트 인덱서를 일반화(generalization)한 것이다. 일 예에서, 이것은 웹 문서들을 색인하고, 키워드 검색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문서에 제공한다. 문서와 관련된 키워드 세트는 단순히 문서의 단어들일 수 있으며, 또는

필요한 경우 페이지 상의 지리적 위치, 적절한 명칭, 시스템(10)이 알고 있는 상품 또는 음식점 또는 기타 개체에 대한 참

조, 그 페이지의 의미론적 분석의 결과 등과 같은 부가적인 정보에 따라 후술하는 마이너에 의해 증대될 수 있다. 그러면

키워드 검색 API는 이들 확장된 키워드 세트들 중 임의의 것을 포함하도록 질의를 허용한다.

다른 예에서는, 인덱서(26)는 부울 질의를 허용하기 위해 특정 개체에 대한 정의된 키를 보유하거나 또는 인링크(inlink)

및 아웃링크(outlink) 질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그래프 데이터를 보유한다. 이 일반성(generality)을 지원하기 위해 토큰화

(tokenization)가 인덱싱과 분리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덱서(26)는 문서의 스트림보다 토큰의 스트림을 수신할 것으

로 기대된다. 따라서, 토큰화는 인덱싱 이전에 시작된다. 각각의 색인된 토큰과 함께, 토큰 위치(스트림 내의 토큰 오프셋

위치)가 사용자 정의 토큰 데이터에 따라 저장되는데, 이것은 임의적일 수 있다. 이 단순화된 모델은 효율적인 인덱싱을 용

이하게 하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위해 범용 API를 제공한다. 또한, 이런 분리(decoupling)로 인해 상이한 실

시예의 규칙들 (예를 들면, 상이한 마이너)로부터의 토큰이 함께 색인될 수 있다.

다양한 형식의 인덱서(26)가 동시에 실행될 수도 있다. 단순화를 위해, 크롤링된 전체 페이지 세트에 대응하는 토큰을 보

유하는 '주(primary)" 텍스트 인덱서를 고려한다. 본 발명의 데이터 마이너와 관련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마이너는 "키

들(keys)"을 데이터 저장 장소(18)에 저장되는 개체에 첨부한다. 인덱서(26)와 관련된 토크나이저 (tokenizer)는 정확히

이 방법을 따른다. 일실시예에서, 텍스트 토크나이저 (textual tokenizer)는 보블리젠 (Boeblingen)의 IBM 리서치 및 IBM

소프트웨어에 의해 생성된 TAF (Text Analysis Framework) 토크나이저에 기초될 수 있다. 이 토크나이저는 페이지 데

이터를 판독하고, 베이스 토큰화의 결과를 각 페이지에 기록한다. 그러면 다른 토크나이저들은 그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또

는 그들이 선택하는 원 페이지 데이터 (raw page data)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토큰을 저장 장소에 기록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한 토크나이저가 적절한 명칭을 매칭시켜 이와 같이 태그(tag)를 붙이고, 다른 토크나이저가 적절한 명칭의 토크

나이저의 출력만을 판독하여 적절한 명칭을 시스템(10) 내의 다른 장소에서 특정한 알려진 개체에 맵핑시키는 메타데이터

를 포함하는 토큰을 기록할 수도 있다. 이들 모든 토크나이저는 주 인덱서(26)에 의해 등록된다.

바람직한 인덱서(26)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다음은 질의 프로세서(30)에 대해 설명한다. 데이터 저장 장소(18)로부터

의 데이터 스트림은 질의 프로세서(30)를 호출하는 확장 가능한 질의 언어를 사용하여 후술하는 마이너에 의해 요청될 수

도 있다. 질의 프로세서(30)에 액세스하는 형식은 인덱서(26)에 액세스하는 형식과 정확하게 동일한데, 즉, 요청자가 서비

스 특정 질의(이 경우에는, 확장 가능한 질의 언어 내의 문장)를 송신하고, 질의 프로세서(30)로부터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

한다. 질의는 표준 스트림 조합기 (standard stream combinator)(AND 및 OR과 같은 부울 연산자, 내부 및 외부 참가

(inner and outer join)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참가 연산자 및 어떠한 키의 값으로 스트림 내의 각각의 UEID를 증대시키는

것에 의해 부가적인 정보로 스트림을 증대시키는 연산자)를 사용하여 몇몇 스트림을 조합시킨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질

의 언어는 임의의 스트림과 함께 결합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시스템(10)의 데이터 마이닝층은 데이터층 API(20) 및 데이터 저장층과 통신하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데이터 마이너를 포함하는 마이너 라이브러리(32)를 포함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마이너 라이브러리(32)는 페이지로/로

부터 링크를 반환하는 링크 마이너(34)와, 데이터 저장 장소(18) 내의 "스팸(spam)"을 식별하는 스팸 필터(36)와, 데이터

저장 장소(18) 내의 도색 페이지(pornographic page)를 식별하는 포르노 필터(38)와, 페이지 내의 용어들의 패턴의 발생

에 따라서 페이지를 분류하는 분류 마이너(42)와, 웹 페이지 상의 모든 지리적 정보를 식별하는 지리적 마이너 (a

geospatial miner)(44)와, 회사 마이너(46)와, 사전 정의된 분류 체계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페이지를 반환하는 분류 체계

마이너(a taxonomies miner)(48)와, 정의된 정규 표현식(regex)을 포함하는 페이지의 스트림을 제공하는 정규 표현식

(regex) 마이너(50)를 포함한다.

"마이너 (miner)" 또는 "데이터 마이닝 요소 (data mining element)"에 의한다는 것은, 규칙 세트를 이용하여 출력, 특히

개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키를 포함할 수 있는 출력을 발생하는 분석 엔진을 의미한다. 이들 규칙은 발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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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heuristically) 결정될 수 있으며, 통계학적 기반의 규칙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포르노 필터" 마이너는 이미지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웹 페이지가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페이지에 "porn=yes" 또는 "porn=no"

를 나타내는 키 및 부울 키 값을 첨부한다. 예를 들어, 포르노 마이너는 IBM의 미국특허 제 6,295,559 호에 개시된 원리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 마이너(46)는 관련 규칙들, URL 분석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특정 페이지가 회사 페이지인 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마이너의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페이지에 키를 첨부할 수도 있다. 또한, 스팸 필터(36)를 확립하는 마이

너는 예를 들어 IBM의 미국 특허 제 6,266,692 호에 개시된 원리를 이용하여 웹 페이지 또는 e메일에 이들이 "스팸"인 지

의 여부를 나타내는 키를 첨부할 수 있다. 지리적 마이너(44)는 그러한 정보를 도출하는 규칙에 따라서, 웹 페이지의 주제

또는 작가와 관련된 위도 및 경도 범위를 나타내는 키를 그 웹 페이지에 첨부할 수도 있다. 일례에서는, 지리적 마이너가

IBM의 미국 특허 제 6,285,996 호에 개시된 원리를 이용할 수 있다. 특정 유형의 마이너 및 각각의 마이너에 의해 이용된

특정 규칙들은 본보 발명의 범주 또는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변할 수도 있음에 주의하라.

어느 경우에나 데이터 마이너는 특정 입력 및 출력 사항(specification)을 갖는 모듈러 성분이다. 이들은 어떠한 언어로나

기록될 수도 있으며, 그 범위는 예를 들어 키워드를 분별하는 소수 라인의 간단한 펄(perl)로부터 복잡한 분산 동작을 수행

하는 수만 라인의 (또는 그 이상) 코드에 이른다. 큰 문제들은 보다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으며, 이들 각각은 단일

마이너 또는 마이너 작가에 의해 쉽게 다루어질 수도 있다. 중간 결과는 쉽게 볼 수 있고 검토 및 디버깅할 수 있으며, 다른

마이너 작가와는 무관한 관심사일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마이너는 객체 지향 설계와 동등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나타낸다. 마이너는 일반적으로 아래에 기술된 키에 의해 나타낸 바와 같이 시작 시에 이용 가능해야 하는 데이터와, 성공

적인 프로세싱 동안 생성할 데이터(다른 키들을 포함함)에 의해 지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마이너는 마이너에 의해 지정되는 하나 이상의 의존성에 기초하여, 시스템 관리 작업

큐로부터의 작업을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서, 특정 개인 또는 특정 지리적 위치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 페이지들을 처리

하는데 관심이 있는 마이너("마이너 A")는 지리적 마이너(44) 및 개인 마이너(a person miner)에 대한 의존성을 등록할 수

도 있다. 그러면 마이너 A에 대한 작업 큐는 마이너 A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리적 및 개인 마이너에 의해 데이터 저장 장소

에 개체에 첨부된 키에 의해 나타낸 바와 같이 지리적 및 개인 마이너에 의해 처리된 개체를 포함하도록 계속해서 갱신될

것이다. 이들 개체를 처리한 후에, 데이터 저장 장소가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 기존의 개체 테이블을 이용하여 마이너 A

는 자신의 키 또는 키들을 처리된 개체에 첨부할 수 있거나 또는 개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각각의 키를 갖는 새로운 개체

(데이터 저장 장소가 데이터베이스로서 구현되는 경우에 대응하는 테이블을 갖는)를 생성할 수 있다. 특정 상품, 브랜드명,

사람, 인더스트리 세그먼트 (industry segment), 예술가 등에 대한 참조를 추출하는 마이너는 이 모드에서 동작한다.

반면에, 마이너는 큐로부터의 작업을 사용하지 않고, 마이너가 실행되는 빈도 및 환경을 제어하는 후술하는 관리 시스템에

의해 새로운 요청을 등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간의 총계 계산을 실행하는 다른 마이너는, 결과의 총계 테이블 또는

데이터 구조를 매주 구축하기 위해, 적절한 키가 첨부된 입력 개체로서 이용하여, 후술하는 관리 시스템에게 하나 이상의

마이너의 인스턴스를 개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마이너는 오래 동안 실행 중이며 신뢰할 수 있는 원래의 컨텐츠 (raw content)의 스트림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이너

에 의해 생성된 처리 데이터를 데이터 저장 장소(18)로부터 판독한다. 이들 마이너 및 사실상 시스템(10) 내의 많은 마이너

들은 데이터를 소모하고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데이터 처리 액세스에 대한 두 모델은 특정 개체 또는 개

체 세트에 대한 랜덤 액세스 및 수많은 개체에 대한 스트림 액세스를 포함한다. 데이터 저장 장소(18)에 대한 랜덤 액세스

를 수행하기 위해, 마이너는 UEID를 이용하여 단순히 질문에서 개체의 관련 부분을 요청한다.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기

위해, 인덱서(26)를 사용하거나 또는 질의 프로세서(30)를 사용하여 데이터 저장 장소(18)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함으로써

계산이 시작된다. 예를 들면, 보다 복잡한 데이터 요청을 갖는 마이너는 질의 프로세서(30)에게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할 수도 있는 복잡한 질의를 지정할 수도 있으며, 질의 최적화가 통상적으로 시도되고 데이터 스트림이 그

응답으로 발생된다. 이러한 질의는 복수의 테이블, 텍스트 검색을 포함하는 색인 룩업(index lookup), 범위 질의(range

query), 지리적 룩업(geographic lookup) 및 시스템 내의 많은 다른 소스로부터의 보다 작은 결과 세트들의 구성에 걸쳐

데이터베이스 참가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인덱서(26)부터 유도되었던지 또는 질의 프로세서(30)로부터 유도되었던지 간에

계산은 지속성을 제공하고, 프로세싱의 성질에 따라 직렬 또는 병렬로 액세스될 수 있다.

마이너들은 그들의 프로세싱의 결과를 다시 다른 마이너들 및 엔드 유저가 액세스하도록 데이터 저장 장소(18)에 기록한

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른 마이너들이 액세스하도록 데이터를 저장 장소(18)에 다시 기록하기 위해, 마이너는 개

체에 첨부할 키 및 값을 단순히 생성하고, 그 다음에 저장 기록 동작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마이너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대한 특정 고객의 요청의 결과는 데이터 프리젠테이션층(52) 상에 제공될 수도 있

다. 그 결과는 인쇄되거나 또는 음성 영상 형태로 제공되거나 또는 다른 바람직한 형태로 제공된다. 클러스터 관리 서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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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층(54)은 위에서 논의한 층들을 관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후술한다. 원한다면, 고객 인터페이스(56)가

정보에 대한 고객 요청의 입력 및 그에 대한 응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층 API(20)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58)에 액

세스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관리 서브시스템층(54)은 다양한 컴포넌트 내에서의 동작을 계획하고, 개시하며, 감시하고, 운

용기록(log)한다. 종료 애플리케이션은 렌더링된 테이블, 데이터 저장 장소(18) 또는 실시간 질의 처리 마이너로부터 결과

를 도출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큰 컴퓨터 클러스터가 시스템 및 관리 서브시스템층(54)을 호스트한다. 마이너 관리 외에, 관리 시

스템(54)은 클러스터 내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를 검출하고, 프로그램 방식으로 장애로부터 복구하며, 적절한

시점에 시스템 관리자에게 통지한다. 관리 서브시스템층(54)은 또한 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한 스케줄링, 재배치, 로

드 밸런싱(load balancing)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모든 시스템(10) 이벤트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스트럭처 컴포넌트로부터 상태, 통계, 기록(logging) 및 에러 코드를 관

리하는 단일 정보 서버에 수집된다. 이벤트는 클러스터 내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데이터 저장 장소(18)와 관련된 로그

모니터 및 DB2 이벤트,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컴포넌트 및 관리 서브시스템층(54)의 일부이며 클러스터의 각 컴퓨

터 상에서 실행되는 이른바 "Nanny" 에이전트에 의해 사용된 에러 클래스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소스로부터 수집된다.

바람직한 "Nanny" 에이전트는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중지시키며, 감시하고, 각 컴퓨터 상에서 컴퓨터 자원을 추적한다. 이

들은 "핑(ping)", 디스크 활용, 메모리 활용, 프로세서 활용, 커널 자원 활용(프로세스, 소켓 등) 및 시작 중지 킬올(killall)을

포함하는 프로세스 제어를 담당하거나 감시한다. "Nanny" 에이전트는 또한 각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는 개별 마이너로부

터, 로그 메시지(log message), 에러 보고, 통계, 대기 문서의 수, 초당 처리된 문서의 수, 순 문서 흐름율(net document

flow rate), 초당 바이트 또는 개체의 처리율 및 기타 마이너 특정 상태 보고를 포함하는 상태를 수신한다.

도 2는 위에서 논의한 시스템(10) 동작의 전체적인 논리를 나타낸다. 블록(60)에서 시작하여, 크롤러(12)는 웹(14)을 크롤

링하여 데이터를 데이터 저장 장소(18)에 추가한다. 원한다면, 블록(62)에서 데이터 저장 장소(18)는 데이터 수집기(22)에

의해 데이터베이스(24)로부터 데이터가 증대될 수 있다.

데이터 저장 장소(18)가 데이터를 포함하면, 논리는 블록(64)으로 진행하고, 여기서 "하위 레벨" 마이너로 생각될 수 있는

마이너 중 적어도 일부가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전술한 바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한다. 하위 레벨의 마이너는 그 결과를

데이터 저장 장소(18)에 다시 기록한다. 예를 들면, SPAM 필터(36) 및 포르노 필터(38)와 같은 필터링 마이너가 데이터

저장 장소(18) 내의 모든 웹 페이지를 처리하고 각각의 키를 대응하는 개체에 다시 기록하여 각 사이트가 SPAM인지 또는

포르노그래피인지의 여부를 나타내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마이너가 각 페이지 상에 호출되어 원 텍스트(raw text)만 남겨

두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 마크업을 제거함으로써 페이지 내용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대응하는 개체에 "detag" 키를 첨부할 수 있다.

블록(66)으로 진행하여, 고객의 정보 요청을 수신할 수 있다. 블록(68)에서, 부가적인 하위 레벨의 마이너가 응답으로 기록

될 수 있으며, 요구되었는데 아직 기록되지 않았다면, 상위 레벨 마이너가 생성될 수 있다. 상위 레벨의 마이너는 다른 마

이너의 출력에 대한 의존성을 특정하는데, 즉 하위 레벨 마이너에 의해 출력된 키로 태그된 처리용 개체를 필요로 하는 마

이너로 생각될 수 있다.

상위 레벨의 마이너의 일례로는 "퍼시픽 노스웨스터 내의 우리 고객은 상표명의 위력과 가치의 관점에서 우리 경쟁자의 헬

쓰케어 제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란 질의에 응답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마이너는 지리적 마이너에 의해 개

체에 첨부된 지리적 키에 의해 나타낸 바와 같이 퍼시픽 노스웨스트로부터의 페이지들만 수신하기를 원하는 것을 지정할

수도 있고, 경쟁자의 명칭이 개체 내에 특징을 이루는 경우에만 적절한 명칭 마이너에 의해 개체에 첨부된 키에 의해 나타

낸 바와 같이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많은 의존성이 가정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리적 마이너를 기록한 전문가가 자신

의 해답에 도달한 방법을 알 필요없이, 그러한 마이너의 의존성을 지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에 따라서

발견적 방법(heuristics)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결과는 블록(70)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며, 고객은 요청 기준 또는

가입 기준에 따라서 요금을 지불한다.

도 3 및 4는 예를 통해 데이터 저장 장소가 DB2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의해 구현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수

평 및 수직 테이블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수평 테이블(72)은 도 3에 도시되어 있고, 여기서 각 행(74)은 개체를 나타낸

다. 각 행은 UEID 열(76)을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타임스탬프 열(78) 및 복수의 키열(80)을 포함한다. 이에 반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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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 도시된 수직 테이블(82)은 단일 키 열(86), UEID 열(88), 키의 타이핑을 나타내는 키 코드 열(80) 및 예를 들어 부울

값, 범위 값 등과 같은 키 값을 나타내는 키 값 열(92)을 각각 포함하는 복수의 행(84)을 포함한다. 타임스탬프 열(94)은 원

한다면 관련 개체가 테이블 내에 형성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데이터베이스로 구현된 테이블(72, 82)에 의해 데이터 저장 장소(18)는 실제 데이터의 레이아웃을 추

출하며, 따라서 특정 개체에 사용하기 위한 유형의 테이블에 대한 판정이 그 개체에 대해 대표적인 것으로 기대되는 액세

스 패턴에 대하여 성능에 유리할 수 있도록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데이터 저장 장소(18)는 또한 행 길이

에 대한 DB2의 제한을 추출하여 VARCHAR 또는 BLOB를 자동으로 사용하여 최대 행 길이보다 더 긴 값을 저장한다. API

는 프로그래머가 데이터의 물리적 레이아웃과 독립적인 코드를 직접 기록하기 위해 DB2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것을

돕도록 제공된다.

예를 들면, 크롤러(12)는 Crawl:Content key와, Crawl:Header 키와, URL, 페치 지연(fetch latency), 페이지가 변경된

마지막 날짜, 서버, HTTP 반환 코드 등과 같은 다수의 추출된 메타데이터 키를 기록한다. 데이터베이스로서 구현되는 경

우에 데이터 저장 장소(18) 내에서, 이 정보는 모두 각각의 크롤러 키에 대해 하나의 열을 갖는 단일 수평 테이블에 기록된

다. 이것은 크롤러(12)에 의해서만 기록되지만, 허가된 임의의 마이너에 의해서 판독될 수도 있다. 페이지의 내용을 요구

하는 마이너는 Crawl:Content 키의 값만 요구하면 되며, 데이터 저장 장소(18)는 적절한 테이블에 맵핑된다.

이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 저장 장소(18)는 원한다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내의 실제 위치에 키를 맵핑시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사전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저장 장소(18)는 키의 유형 및

소유자와 같은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복수의 키를 기록하는 마이너는 많은 키들이 단일 행의 갱신 동작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이들 키를 특정한 수평 테이블에 기록할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크롤러(12)를 포함하는 다수의 마이너는 페이지 레벨에서 가장 무난하게 동작하여 페이지마다 정보를

생성하고 소모한다. 그러나, 다른 마이너가 원 페이지 외의 다른 개체에 대해 동작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링크 기반의 스

팸 필터(36)와 같은 일부 마이너가 웹 사이트 상에서 동작하여 전체 사이트가 스팸인 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다른 마이너

는 구(phrase), 또는 적절한 명칭, 또는 회사명, 또는 장소, 음식점, 고용주 등에 대해 동작할 수도 있다. 각각의 그러한 카

테고리는 별개의 개체를 나타내며, 데이터 저장 장소(18) 내에 그 자체의 수평 및 수직 테이블 세트(또는 다른 데이터 저장

구조)를 요구한다. 따라서, 크롤러(12)가 데이터베이스로 구현된 페이지 개체 내의 수평 테이블에 기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사 마이너(46)는 회사에 대한 수평 테이블을 차지할 수도 있다. 키 값 쌍을 회사에 첨부하기를 원하는 다른 마

이너는 회사 마이너(46)에 의해 개체에 첨부된 키에 액세스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다른 키를 회사 개체의 다른 데이터 구

조에 기록할 수도 있다.

도 5는 블록(96)에서 웹 페이지가 크롤러(12)로부터 도달할 때 후속하는 특정한 논리 흐름을 도시하고 있다. 블록(98)에

서, 디태그(detag) 마이너가 호출되어 블록(100)에서 원 텍스트(raw text)만 남겨두고 html 마크업을 제거하고 개체를 나

타내는 "디태그(detag)" 키를 첨부함으로써 페이지를 처리한다.

블록(102)으로 진행하여, 다른 마이너는 디태그 키에 기초하여 시스템 관리자(54)가 이 다른 마이너에 개체를 전달하게 함

으로써, 전술한 원리에 따라서 그 개체를 수신할 수 있다. 블록(104)에서, 다른 마이너는 개체를 이루는 데이터를 처리하

며, 자신의 키를 예를 들면 개체를 나타내는 수평 테이블 및 데이터 저장 장소가 데이터베이스로서 구현되는 경우에 키를

나타내는 관련 수직 테이블 내의 개체의 데이터 구조 엔트리에 첨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마이너는 예를 들어 페이지 개

체로부터 회사명과 같은 정보를 추출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회사 개체와 같은 개체를 나타내는 부가적인 개체 데이터 저

장 장소 구조(파일 또는 테이블과 같은)를 생성할 수도 있다.

최초 마이너 프로세싱 후에, 논리 흐름은 판정부(106)로 이동할 수 있으며, 여기서 예를 들어 n 번째 마이너와 같은 추가

마이너가 사전 정의된 키를 갖는 개체를 요구했는 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n 번째 마이너에 의해 입력으로서 요구된 모든 키

가 개체 내에 존재하면, 블록(108)에서 그 개체는 마이너의 작업 큐 내에 개체를 위치시키는 n 번째 마이너에 제공된다. 그

다음에 블록(110)에서 n 번째 마이너는 작업 큐에 액세스함으로써 그 개체에 액세스하여 그 개체를 처리하거나 또는 그 개

체의 하부 데이터를 처리한다. 블록(112)에서, n 번째 마이너는 그 자신의 키 또는 키들을 출력하고, 이들 키를 적절한 개

체 데이터 구조 내에 입력하여 키 또는 키들을 개체와 관련시킨다. 그 다음에, 블록(114)에서 고객의 마이너는 다른 마이너

를 호출하거나 적절한 개체에 액세스하여 고객이 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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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에 설명된 시스템(10)은 많은 특정 고객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한 애플리케이션으로는, 문서가

시스템에 제공되는 "액션 링크(action link)"/"드릴 노트(drill note)"가 있으며, 시스템 마이너는 규칙에 기초하여 문서 내

의 중요한 개체(예를 들면, 사람, 장소, 사건)를 식별한다. 시스템(10) 내의 편집 마이너는 서류 또는 다른 형태의 각각의

이들 개체에 대한 정보 수집물을 편집한다. 그러면 서류(또는 등가물)는 원래의 문서 내의 개체에 링크된다.

서류 또는 그 등가물은 그 개체에 대한 미니 포털 (mini-portal)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특히 그 개체에 대한

Yahoo®형 사전과 같은 유형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개체가 개인이면, 그 개인과 관련된 주소, 그 개인과 관련된 사람들, 그

개인과 관련된 위치, 그 개인과 관련된 산업, 그 개인에 대한 간행물 등으로 이루어지는 그 개인에 대한 하위 범주를 포함

할 수도 있다. "액션-링크 (action-linked)"되게 선택되는 개체는 편집 마이너에 의해, 바람직하게는 조정 가능한 성향 기

능 (a tunable propensity function) 또는 발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다른 규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시스템(10)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다른 예로서, "Legal Leads Finder and Builder" 애플리케이션은 전술한 "

액션 링크 (action link)"/"드릴 노트 (drill note)"를 한 구성요소로서 포함할 수 있으며, 또한 "개체들" 사이에 확률 연결

(probability linkage)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개체들은 데이터 저장 장소(18) 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일부 연결 요소

는 찾아질 수 없다. 일례로서, John Doe와 Jane Smith(사람 개체)가 모두 사람 개체 데이터 구조 내에 리스트되지만, 데이

터 저장 장소(18) 내의 데이터는 그들 사이의 명백한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소송의 경우를 고려해보자. Legal Leads

Finder and Builder 마이너는 규칙 세트에 기초하여 두 개체를 중요한 개체로서 식별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 개체와 관련

될 수도 있는 다른 개체들이 존재하는지를 판정한다. 예를 들면, 두 사람 모두 특정 회사 또는 자선 단체의 위원회에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어느 정도 동료 또는 파트너로서 언론에서 언급되었을 수도 있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연결 개체(예를 들면, John과 Jane이 모두 위원회 회원인 회사; 공동으로 발행한 논문)는 "브리징 개체

(bridging entity)"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발견 요청에 포함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소송의 발견 단계는 어떠한 주제, 사람 또는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문서를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

터 소스를 통해 "브리징 개체"와 관련되는 문서를 찾아내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

시스템(10)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지의 다른 예로서, 경쟁 상품 마케팅 애플리케이션이 구현될 수 있다. 제품 세트에 대

한 정보가 시스템(10)에 공급될 수 있으며, 마이너는 제품에 대한 언급(mention)의 문맥에 따라서 그 제품에 대한 언급을

분명하게 식별하고 분류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제 제품으로서 Tide7은 자연 현상인 조류(tide)와 구별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이전에 분류된/평가된 언급의 세트에 기초하여 언급(mention)을 분류/평가하기 위한 통계적 수

단을 이용하여, 분류/평가(classification/profile) 마이너는 그 언급의 문맥을 분류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지리적 마이너

는 언급이 발생하는 소스와 관련된 적절한 지리적 연결 (geographic linkage)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애플

리케이션은 그들의 일부 제품 세트가 수신하고 있는 정교하게 나누어진 양의 "잉크(ink)" 또는 "버즈(buzz)"를 제공하고,

이 "잉크" 또는 "버즈"를 대응하는 경쟁 제품과 비교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정보는 예를 들어 "잉크" 또는 "버즈"의 크

기를 나타내는 상이한 컬러 또는 밝기 레벨과 함께 맵 상에 제공될 수 있다. 이 정보는 시간에 대해 추적될 수도 있으며, 주

목을 받을만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트렌드의 식별을 돕는다. 다른 특징으로서, 제품과 관련된 다른 마케팅 활동 또는

광고 지출을 나타내는 지리적으로 그리고 인구통계학적으로 분할된 데이터가 시스템에 공급될 수 있으며, 마이너는 "잉크"

또는 "버즈"에 대한 그러한 활동의 앞으로의 상관에 대해 테스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마케팅 활동의 효율

성을 제공한다.

이상 설명한 특정한 지식 기반의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저장은 본 발명의 전술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이것은 현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이며,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해 널리 예상되는 주제를 나타내며, 본 발명의

범위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다른 실시예를 충분히 포함하며,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 외의 다른 어떠한 것에도 제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첨부한 청구범위에서, 단수형으로 표현한

요소는 명시적으로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유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이상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의하

라. 알려져 있거나 또는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차후에 알려질 전술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구성요소에

대한 모든 구조적이며 기능적인 등가 요소가 본 청구범위에 의해 포함된다는 사실에 주의하라. 또한, 본 발명이 해결하고

자 하는 모든 문제들을 각각 처리하는 장치 또는 방법은 필요치 않은데, 그것은 본 청구범위에 의해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한, 본 명세서에서의 어떠한 요소, 성분 또는 방법 단계도, 그 요소, 성분 또는 방법 단계가 명시적으로 청구범위에 나열되

어 있는 지에 관계없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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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바람직한 시스템 구조의 블록도.

도 2는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도.

도 3은 수평 테이블의 개략도.

도 4는 수직 테이블의 개략도.

도 5는 예시적인 마이너 논리(miner logic)의 흐름도.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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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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