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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단일 질문에 대한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을 표시하는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단일 트랜잭션에 의해 사용자 질문을 처리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

수의 클라이언트들은 서버에 검색 결과들을 위한 질문들을 전송한다. 서버는 상기 질문들을 수신하고 다수의 검색들을 수

행하여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을 생성한다. 상기 검색 결과 세트는 랭크되고, 통합되며 요청중인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된

다. 클라이언트는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을 저장한다. 클라이언트는 그후에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범위에 따라 상기 검

색 결과들을 디스플레이한다. 상기 범위는 사용자가 보기 원하는 검색 결과들의 부분들을 지정한다. 사용자는 범위를 재지

정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범위에 상응하는 검색 결과들을 식별하여 디스플레이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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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컴퓨터 네트워크 내에서의 전자 데이터의 검색에 관한 것이며, 특히, 다수의 데이터 베이스들을 통해 통합된 데

이터 검색을 수행하는데 관련된다.

배경기술

컴퓨터 네트워크는 서로 데이터 및 다른 디바이스들(하드 드라이브들, 프린터들, CD-ROM들 등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

식으로 함께 접속된 컴퓨터들의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정보 공유 디바이스들의 네트워크이다. 컴퓨터 네트워크들은 일반적

으로 그들이 위치하는 물리적인 영역에 기초하여 분류되며, 컴퓨터 네트워크가 위치하는 영역은 소규모 사무실, 완전한 도

시, 또는 심지어 전세계가 될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가 위치한 영역에 기초하여, 상기 네트워크들은 가정용 네트워크

(HAN), 근거리 네트워크(LAN), 광역 네트워크(WAN), 도시권 네트워크(MAN) 및 인터넷으로 분류될 수 있다. 컴퓨터 네

트워크 내에서 공유되는 정보량은 그 위치 및 컴퓨터들 사이에서 공유되어야 하는(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

기 위해) 데이터량에 따라 결정된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서버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컴퓨터 사용자들에 의해 공유되는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들을 갖는다.

다양한 정보-공유 디바이스들은 서버들로부터 정보를 요청한다. 상기 디바이스들은 "클라이언트들"이라 언급된다. 따라

서, 서버는 클라이언트들에 의해 요구되는 데이터를 결정하여 제공한다. 상기 데이터는 다수의 파일들, 문서들, 오디오 파

일들, 비디오 파일들, 정지 영상 파일들(및 화상들) 등등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서버들은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문서

들 및 파일들을 위해 대형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며,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전송하면, 서버(또는 서버들)는 클라이언트에 의

해 요청된 문서들을 식별한 후 적절한 정보를 전송한다. 대신에, 관련 문서들의 식별은 관련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

하기 전에 서버가 간단하거나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들을 통한 데이터의 공유가 증가할수록, 정확한 데이터(임의의 주어진 컴퓨터 네트워크 내부 또는 외부에

상주할 수 있는)를 발견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검색 엔진들이 도입되었

다. 상기 검색 엔진들은 클라이언트로부터 키워드들을 획득하여, 상기 키워드들과 관련된 다수의 검색 결과들을 클라이언

트에 전송한다. 상기 키워드는 종종 특정 규칙들에 기초한다. 상기 규칙들은 서로 다른 웹사이트들 및 또는 웹페이지들(하

기에서 사이트들로 언급됨)에서 수행되는 검색을 제어하는 알고리즘들을 정의한다. 예를 들어, 상기 알고리즘들은 검색된

사이트의 키워드의 출현 빈도에 대하여 하한선을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하한선 이상인 사이트들

이 "검색 결과" 세트로 취급된다.

전술된 예에 부가하여, "Autonomous Citation Indexing And Literature Browsing Using Citation Context"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번호 6,289,342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개시된다. 상기 특허는 NEC Research Institute, Inc(Princeton, New

Jersey)에 양수되며, 하이퍼링크(hyperlinked) 환경에서의 문서 검색에 기초한 내용을 개시한다.

모든 검색 엔진이 특정 규칙 세트에 기초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의해 요청될 수 있는 최적의 결과를 매 검색마다 출력

할 수도 있고 출력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하나 이상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야 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검색 사이트로부터 다른 검색 사이트로 이동해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의 구글(Google)사의

검색 엔진이 제공되는 경우에, 주어진 검색 동안 사용자에 의해 요구된 것과 같은 결과들을 제공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캘

리포니아 팔로알토의 알타비스타(Altavista) 사에 의해 제공되는 검색 엔진을 사용해야 할 수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시간

에 클라이언트와 사용자는 주어진 검색 엔진이 우수한 결과를 찾아내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

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검색 엔진들에서의 검색(및 데이터의 대조 및 "우수하지 않은 검색 결과들"로부터

"우수한 검색 결과들"을 판단)하게 된다.

www.webcrawler.com과 같은 웹사이트들은 사용자에게 다수의 검색 엔진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검색

엔진이다. 상기 사이트들은 사용자로부터 키워드를 획득한 후 다수의 검색 엔진들을 사용하여 검색을 수행한다. 상기 검색

엔진들로부터의 검색 결과들은 수집되어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된다. 상기 사이트들이 다수의 검색 엔진들을 사용하기 때

문에,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결과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철저한 편이다. 각각의 검색 결과에 대하여, 서버는 통일된 자원 위

치(URL)라 불리는 "식별 태그"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한다. URL은 인터넷에서 자원들의 위치 및 액세스를 위한 정형화된

정보의 구문 및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검색 엔진에 의해 제공된 URL을 클릭하면, 사용자는 해당 웹-사이

트 또는 웹페이지에 접속된다. 따라서, 서버는 각각의 검색 결과에 상응하는 URL들을 전송하고, 상기 URL들은 클라이언

트가 해당 사이트에 액세스하는데 사용된다. 다수의 검색 엔진들로부터의 다수의 URL들의 전송은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에

게 대량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서버와 www.webcrawler.com의 클라이언트 사이의 상기 대량의 데이터의 전송은 다수의

대역폭을 소비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특히 클라이언트가 대역폭이 제한된 휴대용 디바이스일 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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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된 한계는 웹사이트 www.metacrawler.com에 의해 지원되는 검색 엔진들에 의해 해결된다. 상기 검색 엔진은 데이

터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하기 전에 서로 다른 검색 엔진으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를 대조한다. 예를 들어,

www.metacrawler.com은 다수의 검색 엔진들의 사용으로 인해 사용자의 키워드들과 매칭되는 결과들을 획득하도록 할

수 있다. 각각의 검색 엔진은 검색 결과 세트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검색 결과들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검색 결과

세트들에 공통적이다. www.metacrawler.com에서 지원되는 검색 엔진은 상기와 같은 공통의 검색 결과들을 식별하여 공

통 검색 결과들에 관한 정보를 한 번만 전달한다. 이는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되는 데이터에서 부적당한 중복성을 방지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감소된다. 그러나, www.metacrawler.com과 같은 사이트들은 결과들의

URL들에서 스트링의 매칭에 의해 중복성을 검출한다. 이로 인해, 상기 사이트들은 계산 집약적이고 비용이 비싸다.

또한, 상기 사이트들은 구글, 알타비스타 등등과 같은 제 3자에 의해 제공되는 검색 엔진들을 사용한다. 상기 사이트들은

상기 검색 엔진들의 동작을 제어하지 못한다. 상기 검색 엔진들은 서로 독립적인 검색을 수행한다. 상기 검색 엔진들은 검

색을 수행하여 불규칙한 방식으로 검색 결과들을 전송한다. 따라서, 상기 사이트들(다수의 검색 엔진들을 지원하는)은 종

종 할당된 대역폭을 과소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용자 측에서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때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전술된 한계들과 함께, 다수의 검색들을 수행하는 사이트들은 제한된 검색 결과 세트만을 디스플레이한다. 상기 검색과 관

련된 더 많은 정보를 액세스하기 위해(또는 주어진 검색 엔진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액세스하기 위해), 새로운 요청이 서

버로 전송된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결과들을 획득하기 위해,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다수의 요청들이 서버로 전송된다. 따라

서, 사용자가 상기 요청에 대하여 요구할 대마다, 서버 및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형성된 통신 링크에는 실질적으로 부

하(통신 대역폭 및 계산 모두와 관련된)가 가중될 수 있다.

전술된 것과 같이, www.dogpile.com 및 www.metacrawler.com과 같은 사이트들은 검색 결과들의 URL들을 클라이언

트에게 전달한다. 이는 다량의 대역폭을 소비한다. "Method And Apparatus For The Management Of Data Files"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번호 6,263,330에 개시된 접근 방식은 전술된 과부하를 감소시킨다. 상기 접근 방식은 적절한 의학 정보

서버들로부터 검색된 URL들에 포인터들을 할당한다.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되는 데이터는 검색된 URL들에 대한 포인터들

및 상응하는 맵을 저장하는 인덱스 파일이다. 상기 맵은 포인터들을 해당 URL들에 링크시킨다. 따라서, 각각의 검색 엔진

에 대하여, 포인터들과 맵을 사용하여 결과들이 디스플레이된다. 그러나, 상기 접근 방식은 다수의 검색 엔진들이 사용되

는 경우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감소시킨다. 단일 검색 엔진의 경우에, 상기 접근 방식은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그러나, 다수의 검색 엔진들의 경우에 전송되는 데이터량을 감소시키는 추가의 범위가 제공된다.

종래에 제공된 모든 검색 엔진들은 전술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한들에 의해 한정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검색 엔진들로

부터의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을 제공하기 위해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전송되는 정보량을 감소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서버에서의 요청들의 부하를 감소시키는 시스템,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형성된 통신을 제한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또한, 서로 다른 검색 엔진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어함으로써 검색 동안 사용되는 대역폭이 최적으

로 사용되어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단일 트랜잭션에 의해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다수의 검색 결과들을 제공

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전달되는 데이터량을 감소시키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대역폭 소비를 최적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검색 엔진들을 제어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네트워크는 서버 측에서 데이터 베이스, 다수의 랭킹 기능들 및 검색 변조기를 포함하고, 클라이언

트 측에서 시각화 모듈 및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포함한다.

데이터 베이스는 다수의 문서들(웹 페이지들, 의학 문서들, 학술 보고서들 등등이 될 수 있는), 각각의 문서에 관한 메타데

이터(metadata, 명칭, 요약 및 URL과 같은), 및 각각의 문서에 대하여 고유한 식별자를 저장한다. 고유한 식별자들은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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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베이스 내의 문서들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수들이다. 랭킹 기능은 사용자 질문에 대한 검색 결과 세트를 제공하

기 위해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을 수행한다. 따라서 검색 결과들은 획득된 후 관련성에 따라 랭크된다. 랭킹 단계는 상응

하는 랭킹 기능에 의해 수행된다. 랭킹 기능들의 출력들은 검색 변조기에 전달된다. 검색 변조기는 상기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에서 검색 결과들을 통합하여 검색 결과들과 그들의 개별 식별자들에 대한 종합 리스트를 생성한다. 통합된 검색 결과

들은 그후에 클라이언트 측의 시각화 모듈로 전달된다.

시각화 모듈은 통합된 검색 결과들을 저장한다. 또한, 시각화 모듈은 사용자 지정된 범위 내의 검색 결과들을 선택하여

GUI로 전달한다. GUI는 상기 결과들을 사용자에게 표시한다. 사용자는 GUI를 사용하여 범위를 지정한다. 시각화 모듈에

저장된 통합된 검색 결과들에 대하여, 사용자는 종종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때마다, 시각화 모듈은 상기 범위에 상응하

여 검색 결과들을 식별한 후 디스플레이를 위해 GUI로 전달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하기의 도면을 참조로 하여 상세히 설명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서버 측과 클라이언트 측에 제공되는 엘리먼트들을 도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질문에 대한 통합된 데이터 검색을 수행할 때 수반되는 단계들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3은 정보 및 서로 다른 문서들과 관련된 상기 정보가 데이터 베이스 내에 저장되는 방식을 도시한다.

도 4는 검색 변조기의 기능을 도시한다.

도 5는 사용자 질문 및 사용자 지정된 범위에 대한 검색 결과들을 디스플레이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스냅샷이

다.

도 6은 도 5의 사용자 질문 및 재지정된 범위에 대한 검색 결과들을 디스플레이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스냅샷

이다.

도 7은 두개의 랭킹 기능들에 의해 획득된 검색 결과들의 조합을 디스플레이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스냅샷이

다.

실시예

본 발명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단일 트랜잭션에 의해 사용자 질문을 처리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서버

는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다수의 검색들을 수행하여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을 생성한다. 상기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는 서

버에서 통합된 후 질문을 수행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된다. 클라이언트는 다수의 통합된 검색 결과 세트를 저장한다. 저

장된 통합된 검색 결과들은 이후에 사용자에게 표시된다. 검색 결과들의 표시는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범위에 의해 결정된

다. 상기 범위는 사용자가 보기 원하는 검색 결과들의 일부분들을 지정한다. 저장된 통합된 검색 결과 세트에 대하여, 사용

자는 범위를 여러 번 지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범위를 지정할 때마다, 상기 범위 내의 검색 결과들의 일부분은 사용자에게

표시된다. 따라서, 질문에 대하여, 사용자는 검색 결과들의 표시를 위해 다수의 요청들을 수행할 있다. 통합된 검색 결과들

이 클라이언트에 저장되기 때문에, 상기 요청들은 클라이언트 측에서만 처리되고 서버와의 트랜잭션은 요구되지 않는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네트워크(100) 내의 서버 측과 클라이언트 측에서 제공된 엘리먼트들을 도시한다. 컴퓨터

네트워크(100)는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이 될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100)는 서버(101) 및 다수의 클라이언트들(103)

을 포함한다. 서버(101)는 데이터베이스(105), 다수의 랭킹 기능들(107) 및 검색 변조기(109)를 포함한다. 데이터베이스

(105)는 문서들(사이트들, 의학 문서들, 학술 보고서들 등등이 될 수 있는), 각각의 문서에 관한 메타데이터(명칭, 요약 및

URL과 같은) 및 각각의 문서에 대한 고유 숫자 식별자를 저장한다. 고유 숫자 식별자들은 바람직하게 정수가 될 수 있고

데이터 베이스 내의 문서들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기 숫자 식별자들은 URL들 대신에 무선들을 식별하는데 사용된

다(종래 기술에서 사용된 것과 같음). 식별자들이 정수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두 배가 될 수 있지만 정수들이 더 적은

공간을 사용한다.

숫자 식별자들(정수들)을 사용하여 두 가지 장점이 제공된다. 먼저, 문서에 대한 고유 숫자 ID는 실제 문서 자체 또는 문서

의 URL 보다 훨씬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 둘째로, 두 개의 식별자들(정수들)을 비교하는 것은 두 개의 문서들을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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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따라서, 두 개의 검색 결과들은 그들의 명칭들 또는 URL들보다 ID들을 간단히 비교함으로써 동일

한 문서를 조회한다. 각각의 랭킹 기능(107)은 검색 결과 세트를 찾아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105)에서 검색을 수행한다.

각각의 랭킹 기능은 관련성에 따라 검색 결과들을 랭크한다. 검색 변조기(109)는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에서 검색 결과들

을 통합하여 검색 결과들 및 식별자들의 종합 리스트를 생성한다. 상기 변조기(109)는 클라이언트(103)에게 전달되는 데

이터량을 감소시킨다.

클라이언트(103)는 시각화 모듈(111) 및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113)를 포함한다. 시각화 모듈(111)은 다수의 검

색 결과 세트들을 저장하고 사용자 지정된 범위에 상응하여 GUI(113)로 전송한다. GUI(113)는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들을

제공한다. GUI(113)는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범위에 기초하여 검색 결과들을 표시한다.

사용자 질문을 처리하는데 수반되는 단계들은 도 2의 흐름도를 사용하여 설명될 수 있다. 방법은 단계(201)에서 시작하며,

사용자는 질문을 입력하고 GUI(113)를 사용하여 범위를 지정한다.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질문은 키워드 또는 키워드들의

조합이 될 수 있다. GUI(110)는 사용자에게 검색을 위한 범위를 설정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상기 범

위는 검색 결과들의 일부분이 디스플레이될 것을 지정한다. 따라서,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사용자는 검색 결과들의 단일

세트, 검색 결과들의 다수 세트들 또는 검색 결과들의 다수 세트들의 조합을 볼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단계(203)에서, 키워드(들)는 서버(101)의 각각의 랭킹 기능(107)으로 전달된다. 각각의 랭킹 기능(107)은 다수의 검색을

위한 규칙들을 설정한다. 상기 규칙들은 검색이 데이터베이스(105) 내에서 수행되는 방식을 제어하는 가이드라인들이다.

각각의 규칙은 검색이 수행되는 방식을 정의하는 자신만의 가이드라인을 갖는다. 예를 들어, 규칙은 검색된 문서들에서 키

워드가 발생하는 횟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 또다른 예에서, 규칙은 또다른 키워드를 검색된 키워드에 링크시켜 검색된 문

서들에서 그 조합을 찾아낼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몇몇의 규칙들은 공지되어 있다.

단계(205)에서, 상기 규칙들에 기초하여, 각각의 랭킹 기능(107)은 데이터 베이스(105)에 검색을 수행한다. 데이터베이스

(105)는 문서들(사이트들, 의학 문서들, 학술 보고서들 등등), 상기 문서들의 각각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각각의 문서에 할

당된 고유한 숫자 식별자를 포함한다. 랭킹 기능들(107)은 그들이 형성한 규칙들에 기초하여 데이터베이스(105)를 검색한

다. 검색이 종료된 후에, 각각의 랭킹 기능(107)은 검색 결과 세트를 찾아낸다. 검색 결과는 검색에 대한 규칙들을 만족하

는 문서들 및 상기 문서들에 상응하는 식별자의 기본 링크를 포함한다. 검색은 검색 기준을 만족하는 요약 또는 명칭과 같

은 메타데이터를 포함한다. 도 4는 웹-기반의 검색에 대한 검색 결과들을 도시한다. 검색 결과 세트(401) 및 검색 결과 세

트(403)는 랭킹 기능들에 의해 생성된 웹 기반의 검색 결과의 두가지 예이다.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이 획득된 후에, 각각의 랭킹 기능은 하나의 세트내에 제공된 검색 결과들을 랭크시킨다(단계

207). 상기 검색 결과들은 랭킹 알고리즘에 따라 랭크된다. 검색 결과들은 검색을 위한 규칙 세트를 만족하는 순서대로 랭

크된다. 따라서, 규칙에 의해 설정된 가이드라인들을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문서는 가이드라인들을 덜 만족하는 문서들보

다 더 높게 랭크될 것이다. 예를 들면, 문서 내에서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관련된 규칙에 대하여, 더 높은 빈도를 가지는 문

서가 더 높게 랭크될 것이다. 단계(209)에서, 각각의 랭킹 기능(107)에 대하여 위치 벡터들이 생성된다. 상기 위치 벡터들

은 검색 결과들의 식별자들을 저장한다. 상기 위치 벡터들은 그들의 랭크 순서대로 식별자들을 저장한다. 위치 벡터의 일

예는 도 4에 도시된다. 상기 단계에서, 시스템은 선택적으로 검색된 문서들에 대한 랭킹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상기 리

스트는 검색을 위한 가이드라인들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검색된 결과들의 순위를 결정하는 스코어들을 저장한다. 예

를 들어, 랭킹 기능과 연관된 위치 벡터[3128, 1655, 5, 16]를 고려하자. 전술된 것과 같이, 식별자들은 그들의 랭크에 따

라 위치 벡터로 배열된다. 식별자 3128의 문서의 스코어는 0.94이고, 식별자 1655의 문서의 스코어는 0.8이고, 식별자 5

및 16의 문서의 스코어는 각각 0.3 및 0.1인 경우를 고려하자. 따라서, 위치 벡터에 상응하는 랭킹 리스트는 [0.94, 0.8,

0.3, 0.1]로 표시될 수 있다.

단계(211)에서, 검색 변조기(109)는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에서 검색 결과들을 통합한다. 검색 변조기(109)는 검색된 문

서들과 그들의 식별자들의 종합 리스트를 생성한다. 상기 단계에서, 서로 다른 검색 결과 세트들에서 공통적인 검색 결과

들이 식별되고, 상기 검색 결과들의 종합 리스트가 생성된다. 상기 리스트는 검색 결과들에 상응하는 단일 입력을 포함한

다. 이는 다수의 문서 카피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되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되는 데이터량이 감

소된다. 검색 변조기(109)는 통합된 리스트를 시각화 모듈(111)에 전송한다. 검색 변조기(109)에 의해 수행된 것과 같은

단계(211)는 도 4를 참조로 하여 예로서 추가 설명된다. 상기 예는 검색 변조기(109)에 의해 검색 사이트들 세트(401) 및

검색된 사이트 세트(403)로부터 사이트들(405)의 통합된 리스트가 생성되는 것을 설명한다.

단계(213)에서, 클라이언트(103)에서 시각화 모듈(111)은 위치 벡터들을 저장함으로써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 및 검색

결과들의 종합 리스트 및 그들의 식별자들을 저장한다. 시각화 모듈(111)은 그후에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경계를 판독한

다. 전술된 것과 같은 상기 경계는 검색 결과들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사용자의 요구조건이다.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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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검색 결과들의 단일 세트, 검색 결과들의 다수 세트 또는 검색 결과들의 둘 또는 그이상의 세트의 조합에 대한 요구를

포함할 수 있다. 단계(215)에서 시각화 모듈은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경계 내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디스플레이를 위해

GUI(113)로 전송한다. 단계(217)에서, GUI(113)는 선택된 검색 결과 세트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한다.

사용자가 범위에 대하여 디스플레이된 검색 결과와는 다른 검색 결과들의 일부분들을 보기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범위

를 재지정할 수 있다. 상기 경우에 단계들(215 및 217)이 새로운 범위에 대하여 다시 수행된다. 시각화 모듈(111)은 상기

범위를 판독하여 재지정된 범위 내에 있는 검색 결과들을 식별한다. 따라서 검색 결과들은 GUI(113)를 통해 표시된다. 따

라서, 검색 결과들의 범위에 대한 표시는 클라이언트(103) 내의 시각화 모듈(111)에 의해 처리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103)와 서버(101) 사이에 추가의 통신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질문에 대하여 서버(101)와 클라이언트(103)

사이에 단 한 번의 데이터 교환이 발생한다.

도 3은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105)에 저장되는 방식을 예시적으로 도시한다. 데이터베이스(105)는 문서에 링크된 식별

자들 및 문서 자체를 저장한다. 예를 들어, 사이트 www.aol.com은 식별자 122에 링크되고, 사이트

www.chat.yahoo.com은 식별자 135에 링크된다. 사이트들 이외에 데이터베이스(105)는 의학 문서들, 법률 파일들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100)에 의해 공유되는 임의의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105)는 EH한

문서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메타데이터는 문서의 명칭, 요약등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문서들, 상기 문서들과 관련된 추가 정보들 및 그들의 식별자들은 플랫 파일 데이터 베이스, 역 인덱스(an inverted index)

,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지된 임의의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105)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데이터베이스(105)는 크롤러(crawler)들을 사용하여 업데이트 되거나 수동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다.

서버(101) 내에 제공된 각각의 랭킹 기능(107)은 데이터베이스(105)를 통해 검색을 수행한다. 랭킹 기능들(107)은 검색

을 수행하기 위해 크롤러들 또는 사용자 검색 엔진들을 사용할 수 있다. 각각의 랭킹 기능(107)은 데이터베이스(105)에서

수행되는 검색의 종류에 기초하는 규칙 세트를 지정한다. 각각의 랭킹 기능(107)은 검색 결과들을 랭크한다. 검색 결과들

은 검색을 위한 규칙 세트를 만족하는 순서대로 랭크된다. 따라서, 규칙에 의해 설정된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검색된 문서는 가이드라인을 덜 만족하는 문서보다 더 높게 랭크될 것이다. 예를 들어, 랭킹 기능은 키워드가 문서 내

에 존재하는 횟수에 기초하여 문서들을 랭크할 수 있다. 또다른 예에서, 랭킹 기능은 페이지내의 키워드의 출현에 기초하

여(예를 들면, 키워드가 명칭에 존재하는 문서는 키워드가 내용에만 존재하는 문서보다 더 높게 랭크됨) 문서들을 랭크할

수 있다. 각각의 랭킹 기능(107)은 배열된 검색 결과 세트로 복귀한다. 상기 결과들은 위치 벡터로서 인코딩되어 세트 내의

검색 결과들에 식별자들을 저장한다. 각각의 위치 벡터는 랭킹 기능(107)에 의해 생성된 검색 결과 세트에 상응한다. 검색

결과 세트에 대한 위치 벡터의 일 예가 도 4에 도시된다. 검색 결과 세트(401)에 대한 위치 벡터는 위치 벡터(407)이고 검

색 결과 세트(403)에 대한 위치 벡터는 위치 벡터(409)이다. 각각의 랭킹 기능(107)은 검색 결과 세트 및 위치 벡터를 검

색 변조기(109)로 전송한다.

검색 변조기(109)는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에서 검색 결과들을 통합한다. 검색 변조기(109)는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

을 통합하여 검색 결과들의 종합 리스트를 생성한다. 하나 이상의 검색 결과 세트에 존재하는 각각의 검색 결과는 종합 리

스트 내에 단일 입력으로 통합된다. 검색 변조기(109)의 동작은 도 4에 도시된다.

도 4를 참조로 하여, 검색 변조기(109)의 입력 및 상응하는 출력의 일 예가 도시된다. 검색 변조기(109)에 키워드 "메신저"

를 입력하여 두 개의 검색 결과 세트가 제공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검색 결과 세트(401)는 랭크된 사이트들 123-

www.aol.com, 135-www.chat.yahoo.com, 149-www.msn.com/download 및 161-www.indiatimes.com/1.jpg를 포

함한다. 또다른 검색 결과 세트(403)는 사이트들 122-www.aol.com, 135-www.chat.yahoo.com, 148-

www.msn.com/download/messenger 및 162-www.indiatimes.com/2.jpg를 포함한다. 검색 결과 세트(401)와 함께,

해당 위치 벡터(407)가 검색 변조기(109)에 입력된다. 유사하게, 검색 결과 세트(403)와 함께, 해당 위치 벡터(409)가 검

색 변조기(109)에 입력된다. 검색 변조기(109)는 상기 경우에 www.chat.yahoo.com 및 www.msn.com/download와 같

은 하나 이상의 검색 결과 세트에 리스트된 사이트들을 식별한다. 검색 변조기(109)는 결국 모든 검색 결과들의 종합 리스

트(405)를 비교한다. 모든 검색 결과들의 종합 리스트(405)는 각각의 검색 결과에 대하여 단일 입력을 갖는다. 모든 검색

결과들의 종합 리스트(405) 및 위치 벡터들은 시각화 모듈(111)로 전달된다. 종합 검색 결과들을 포착하기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는 검색 결과들의 각 세트를 개별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 량과 비교하여 훨씬 적다. 따라서, 서버

(101)는 더 적은 정보를 사용하는 검색 결과들을 클라이언트(103)에 전송한다. 따라서, 대역폭 소모가 최적화된다.

클라이언트(103)의 시각화 모듈(111)은 검색 결과들의 종합 리스트를 수신하여 저장한다. 시각화 모듈(111)은 자바스크

립트(JavaScript)와 같은 임의의 클라이언트측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구현될 수 있다. 시각화 모듈(111)은 사용자-지정된

범위를 식별하고, 원하는 검색 결과 세트들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도 4에 도시된 것과 같이, 종합 결과에서, 검색 결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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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401 및 403)에 상응하여 두개의 위치 벡터들(411 및 413)이 제공된다. 따라서, 만약 사용자가 검색 결과 세트(401)

에 상응하는 랭킹 기능의 탐색 결과들로서 범위를 지정하면, 시각화 모듈(111)은 표시를 위해 GUI(113)에 위치 벡터(411)

와 검색 결과들의 종합 리스트(405)를 전달할 것이다.

GUI(113)는 시각화 모듈(111)에 의해 제공되는 검색 결과를 디스플레이한다. 도 5는 사용자-지정된 범위에 따른 검색 결

과들을 도시하는 GUI(113)의 스냅샷이다. GUI(113)는 또한 사용자-지정된 범위에 대한 입력을 획득한다. 상기 입력은 도

5(및 도 6) 및 도 7에 정의된 것과 같은 두 가지의 가능한 방식들로 획득될 수 있다. 도 5는 숫자 1의 랭킹 기능에 상응하는

검색 결과를 표시한다. 여기에서, 사용자는 필드(501)에 질문 '박물관'을 입력하고, 슬라이더(503)를 사용하여 숫자 1의 랭

킹 기능을 선택함으로써 범위를 지정한다. 유사하게, 도 6은 숫자 10의 랭킹 기능에 상응하는 검색 결과들을 표시한다. 여

기에서, 사용자는 슬라이더(503)를 사용하여 숫자 10의 랭킹 키능을 선택함으로써 범위를 재지정한다. 숫자 10의 랭킹 기

능에 상응하는 검색 결과들은 영역(505)에 표시된다.

도 7는 랭킹 기능들의 조합 결과에 대한 디스플레이에서 사용자 우선순위를 도시한다. 사용자는 슬라이더(701)를 사용함

으로써 랭킹 기능들의 조합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위한 범위를 지정한다. 상기 범위의 경우에, 시각화 모듈(111)은 서로 다

른 랭킹 기능들의 검색 결과들의 랭킹을 정규화하여 공통의 랭킹 기준으로 제공한다. 시각화 모듈(113)은 공지된 임의의

정규화 툴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랭킹 기능들의 검색 결과들의 랭킹들을 정규화할 수 있다. 일 예로서, 정규화 툴은 서로

다른 랭킹 기능들에 가중치들을 할당하는데 관련될 수 있다. 상기 가중치들은 사용자가 모든 랭킹 기능들에서 랭킹 리스트

들을 정규화하기 위한 것이다. 랭킹 리스트는 검색 결과 세트에 대하여 검색 결과들의 랭크들을 결정한다. 정규화된 랭킹

리스트들은 그후에 모든 검색 결과 세트들에서 개별 검색 결과를 랭크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다시 랭크된 결과들은 이후에

랭킹 기능들의 조합 결과들을 요청할 때 사용자에게 표시된다.

본 발명의 장점은 서버와 질문에 대한 모든 검색 결과들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트랜잭션이

단 한번만 요구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장점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통신되는 정보의 양이 통합된다는 것이다. 생성된 종합 리스트는 하

나 이상의 문서들의 카피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되는 것을 방지한다. 상기 장점은 대역폭의 사용을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또다른 장점은 모든 랭킹 기능들이 단일 서버에 상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기 장점은 질문들을 전송하는데 필

요한 대역폭을 감소시키고, 다수의 제 3자 랭킹 기능들 사이의 여기저기에서 발생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장점은 모든 문서의 식별자(고유한 숫자 ID)의 사용으로 인해 본 발명이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계산적으

로 덜 복잡하다는 것이다. 문서에 대한 고유 숫자 ID는 실제 문서 및 문서의 URL 보다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 또한, 검

색 결과들을 통합할 때, 두 개의 숫자들을 비교하는 것은 두 개의 문서들을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 검색 결과

들의 종합 리스트는 정수들로부터 문서의 URL들 및/또는 명칭들로의 맵이다. 서버(101)로부터, 식별자들 뿐만 아니라

URL들(및/또는 명칭들)이 클라이언트(103)로 전달된다. 중요한 것은 URL들이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에서 발생하는 경

우에도 URL들이 단 한 번만 전달된다는(종합 리스트에서) 것이다.

개시된 방법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시스템 또는 그 구성요소들 중 몇몇은 프로세싱 머신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프로세

싱 머신의 일반적인 예는 개시된 방법을 구성하는 단계들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 컴퓨터, 프로그래밍된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제어기, 주변 집적 회로 엘리먼트 및 다른 디바이스들 또는 디바이스들의 배열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싱 머신은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장 엘리먼트들에 저장된 명령 세트를 실행한다.

저장 엘리먼트들은 요구되는 것과 같은 데이터 또는 다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저장 엘리먼트는 프로세싱 머신 내의 데

이터 베이스 또는 물리적인 메모리 엘리먼트의 형태가 될 수 있다.

명령 세트는 프로세싱 머신이 개시된 방법을 구성하는 단계들과 같이 특정 작업들을 수행할 것을 명령하는 다양한 명령들

을 포함할 수 있다. 명령 세트는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애

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같은 다양한 형태들이 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개별 프로그램들, 더 큰 프로그램을 가지

는 프로그램 모듈 또는 프로그램 모듈의 일부분의 집합 형태가 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의

형태의 모듈별(modular) 프로세싱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싱 머신에 의한 입력 데이터의 프로세싱은 사용자 명령들 또

는 이전 프로세싱의 결과 또는 또다른 프로세싱 머신에 의해 수행된 요청에 응답할 수 있다.

당업자는 다양한 프로세싱 머신들 및/또는 저장 엘리먼트들이 동일한 지리적 위치에 물리적으로 위치되어야 할 필요는 없

음을 인식할 수 있다. 프로세싱 머신들 및/또는 저장 엘리먼트들은 지리적으로 다른 위치들에 위치되고 통신을 위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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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될 수 있다. 프로세싱 머신들 및/또는 저장 엘리먼트들 사이의 통신을 위해 다양한 통신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다. 상

기 기술들은 프로세싱 머신들 및/또는 저장 엘리먼트들을 네트워크의 형태로 접속한다. 네트워크는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인터넷 또는 통신 가능한 임의의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들이 될 수 있다. 상기 통신 기술들은 TCP/IP, UDP, ATM, 또는

OSI와 같은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이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들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수정들, 변경들,

변화들, 대체물들 및 등가물들은 청구항에 개시된 것과 같은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단일 트랜잭션을 사용하여 사용자 질문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검색을 위한 질문 및 범위 - 상기 범위는 동시에 디스플레이되는 검색 결과들을 지정함 - 를 획득하는 단계;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 - 상기 각각의 검색 결과는 각각 상기 사용자 질문과 매칭되는 문서에 대한 포인터인 식별자를

포함함 - 을 획득하는 단계;

각각의 검색 결과에 대한 단일 입력을 포함하는 종합 리스트를 생성함으로써 상기 서버에서 상기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

을 통합하는 단계;

상기 통합된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을 상기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상기 통합된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을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검색 결과들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요청을 처리 - 상기 요청의 처리는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수행됨 - 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사용자 질문 처리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을 획득하는 단계는,

검색 결과 세트 - 상기 검색 결과는 상기 사용자 질문과 매칭되는 문서임 - 를 생성하기 위해 각각 규칙 세트를 지정하는

다수의 검색들을 수행하는 단계;

각각의 검색 결과 세트에서 제공되는 문서들을 랭킹하는 단계; 및

상기 검색 결과 세트의 식별자들 - 상기 식별자들은 그들의 개별 문서들에 할당된 랭크들에 따라 배열됨 - 을 위치 벡터에

배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질문 처리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을 획득하는 단계는 각각의 문서에 스코어를 할당함으로써 상기 각각의 검

색 결과 세트에 대한 랭킹 리스트를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스코어는 상기 문서들이 상기 검색을 위해 지정된

규칙 세트를 만족하는 정도에 대한 측정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질문 처리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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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범위 내의 검

색 결과들을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질문 처리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자는 숫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질문 처리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숫자는 정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질문 처리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질문에 대한 범위를 재지정하는 단계;

상기 범위에 따른 검색 결과들을 표시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가 상기 검색 결과들이 디스플레이될 범위를 지정하는 횟수 만큼 상기 재지정 단계 및 표시 단계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질문 처리 방법.

청구항 8.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단일 트랜잭션을 사용하여 사용자 질문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상기 서버에 유지되며, 상기 사용자 질문에 대한 검색 결과들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수의 문서

들, 각각 하나의 문서를 지시하는 숫자인 다수의 식별자들, 및 각각의 문서에 상응하고 상기 문서의 명칭, 요약 및 URL을

포함하는 메타데이터(metadata)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상기 서버에 위치되며, 각각 검색 결과 세트 및 상기 검색 결과 세트에 대한 위치 벡터 - 상기 위치 벡터는 해당 문서들의

랭크들의 순서로 상기 식별자들을 저장함 - 를 생성하기 위해 규칙에 기초한 검색을 수행하는 다수의 랭킹 기능들;

상기 서버에 위치되며, 상기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을 통합하는 검색 변조기;

상기 클라이언트에 위치되며, 상기 통합된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을 저장하고, 상기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범위 내의 검

색 결과들을 표시하는 시각화 모듈; 및

상기 클라이언트에 위치되며, 상기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들을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범위 내의 검색

결과들을 표시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포함하는 사용자 질문 처리 시스템.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GUI는,

상기 사용자가 상기 검색 결과들이 동시에 표시될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는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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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상기 범위 내의 상기 검색 결과들을 표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질

문 처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자의 숫자는 정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질문 처리 시스템.

청구항 11.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단일 트랜잭션을 사용하여 사용자 질문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검색을 위한 질문 및 범위 - 상기 범위는 한번에 디스플레이되는 검색 결과들을 지정함 - 를 획득하는 수단;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 - 상기 각각의 검색 결과는 각각 상기 사용자 질문과 매칭되는 문서에 대한 포인터인 식별자를

포함함 - 을 획득하는 수단;

각각의 검색 결과에 대한 단일 입력을 포함하는 종합 리스트를 생성함으로써 상기 서버에서 상기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

을 통합하는 수단;

상기 통합된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을 상기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수단;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상기 통합된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을 저장하는 수단; 및

상기 검색 결과들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요청을 처리 - 상기 요청의 처리는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수행됨 - 하는 수단을 포

함하는 사용자 질문 처리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을 획득하는 수단은,

검색 결과 세트 - 상기 검색 결과는 상기 사용자 질문과 매칭되는 문서임 - 를 생성하기 위해 각각 규칙 세트를 지정하는

다수의 검색들을 수행하는 수단;

각각의 검색 결과 세트에서 제공된 문서들을 랭킹하는 수단; 및

상기 검색 결과 세트의 식별자들 - 상기 식별자들은 그들의 개별 문서들에 할당된 랭크들에 따라 배열됨 - 을 위치 벡터에

배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질문 처리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을 획득하는 수단은 각각의 문서에 스코어를 할당함으로써 상기 각각의

검색 결과 세트에 대한 랭킹 리스트를 계산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스코어는 상기 문서들이 상기 검색을 위해 지정

된 규칙 세트를 만족하는 정도에 대한 측정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질문 처리 시스템.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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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수단은 상기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범위 내의 검

색 결과들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질문 처리 시스템.

청구항 15.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자는 숫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질문 처리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숫자는 정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질문 처리 시스템.

청구항 17.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수단은,

상기 질문에 대한 범위를 재지정하는 수단;

상기 범위에 따른 검색 결과들을 표시하는 수단; 및

상기 사용자가 상기 검색 결과들이 디스플레이될 범위를 지정하는 횟수 만큼 상기 재지정 수단 및 상기 표시 수단을 수행

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질문 처리 시스템.

도면

도면1

공개특허 10-2006-0080579

- 11 -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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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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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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