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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은 규칙 엔진, 하나 이상의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 및 그에 대응하는 리포지터리(repos
itory)를 포함한다. 이들 리포지터리는 통상 사용자들에 관한 콘텐츠, 즉 프로파일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규칙 엔진은 규
칙을 일정한 형식으로 제공하며, 이들 규칙은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대응하는 리포지터리에 독자적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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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환될 수 있다. 규칙을 변환하기 이전에, 그 규칙에서 참조되는 콘텍스트 객체(context object)가 분석되어, 대응
하는 속성값들이 그 규칙에 삽입된다. 그 결과 얻어지는 규칙은 속성값들로 인해 가능한 한 단순화되며, 따라서 리포지
터리에 대해 할 필요가 있는 질의들만이 행해진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목표한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
이다.

    배경기술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로는 각각의 개인 사용자에 대해 고도로 커스터마이즈(customize)된 
경험들을 쌓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많은 요인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로서는 개인별 맞춤 콘
텐츠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하는 것, 일부 사람에게 (프로모션을 수신하는 것 등의) 특정의 특권을 제공하는 
것 및 개인별로 비지니스 로직을 커스터마이즈하는 것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복잡한 논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코드 프로세스를 통해 구현된다. 그렇
지만, 이러한 행동 양식들에 관한 의사 결정자는 기술적으로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인별 맞춤 관리자는 최
종 목적을 정의하고 개발자에게 그 비전을 실현할 커스텀 코드(custom code)를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 신속한 제품 
출시" (time-to-market)가 중요하므로, 개인별 맞춤 관리자가 전문적 개발 자원없이도 그의 목적을 정의 및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르면, 개인별 맞춤 또는 다른 목표한 결과 세트를 구축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 플랫폼은 사용
자가 비지니스 규칙을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일반적인 메카니즘을 제공하고, 또한 이들 규칙이 객체 리포지터리의 환
경에 맞게 처리되도록 한다. 이 플랫폼에서는 단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간단한 구문으로 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
하다. 이 규칙들을 실행시키면, 이 규칙들은 어떤 객체 컨테이너에 대해 질의가 행해졌는지에 따라 다양한 항목들을 반
환할 수 있다. 개인별 맞춤 관리자는 예를 들어 개인별 맞춤 문서, 개인별 맞춤 프로모션(예를 들어, 쿠폰), 커스텀 원
가 계산 모델(예를 들어, 커스텀 카탈로그 원가 계산), 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기능의 인스턴스들(예를 들어, 인스턴
스화된 자바 객체들의 세트)을 구축하기 위해 동일한 규칙 구문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칙들은 콘텐츠의 속성들 및 사
용자 프로파일의 속성들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규칙들은 날짜, 시각, 또는 환경 조건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규칙들
은 용이하게 재사용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규칙들의 일부로서 삽입될 수 있다.
    

    
규칙들을 실행하는 런타임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엔진은 외부 레거시 시스템들과 통합될 수 있다. 이들 외부 레거시 시
스템에는 단순한 파일 시스템, 콘텐츠 관리 서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메인프레임이 포함된다. 리포지터리내의 요
소들의 속성을 나타내는 스키마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각각의 리포지터리는 그 자신의 데이터 모델을 정의할 수 있고, 
엔진은 그 데이터 모델을 실행 환경에 노출시킬 수 있다. 이러한 내관 기능(introspection capability)에 의해 개인별 
맞춤 관리자가 원하는 리포지터리의 콘텍스트(context)내에서 올바른 비지니스 규칙들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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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을 작성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수행되는 단계들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구조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수행되는 단계들을 나타낸 도면.

    실시예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웹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인터넷[블록(30)으로 표시됨]에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1
0)은 하나의 규칙 엔진(12), 하나 이상의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14), 하나 이상의 리포지터리(16) 및 제어 센터(18)
를 포함한다. 규칙 엔진(12),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14) 및 제어 센터(18)는 하나 이상의 서버에서 실행된다.

    
전형적으로, 이 시스템은 콘텐츠 리포지터리(16a) 및 프로파일 리포지터리(16b)를 포함한다. 프로파일 리포지터리(1
6b)에는 그 시스템의 사용자들에 대한 프로파일 정보가 들어 있으며, 이 프로파일 정보로는 성명, 나이, 성별, 즐겨하는 
활동, 최근에 구매한 물품 및 방문한 웹 페이지 등이 있다. 콘텐츠 리포지터리(16a)는 사업 설명서, 카탈로그 내의 제
품 리스트 또는 영화 리뷰와 같은 정보(콘텐츠)의 개별 단위(discrete unit)를 조직화, 저장 및 유지한다. 콘텐츠의 각 
부 즉, 콘텐츠 항목은 HTML 파일, 화상, PDF 문서 또는 비디오 클립과 같은 특정 유형일 수 있다. 각 콘텐츠 항목은 
특정 콘텐츠를 검색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속성의 세트 즉, 메타 데이터를 갖고 있다. 콘텐츠의 속성은 예를 들어 " 저
자" , " 길이" , " 의도한 청중" 및 " 키워드" 를 구비할 수 있다. 콘텐츠 항목을 폴더 및 하위 폴더의 내부에 계층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다. 검색 기준은 항목이 폴더 또는 하위 폴더 내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HTML 페이지에서와 같이 콘텐츠 항목을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콘텐츠 항목의 속성으로부터 디스플레이되는 콘텐츠를 
취한다. 예를 들면, 콘텐츠 항목이 카탈로그 내의 제품 리스트를 나타내는 경우, 콘텐츠 항목은 속성인 " 제품명" , " 가
격" 및 " 설명" 을 포함할 수 있다. 제품을 한 페이지에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적절한 속성값을 추출하는 단계 및 이들 
적절한 속성값을 HTML 레이아웃으로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콘텐츠 항목이 HTML 페이지인 경우 콘
텐츠 항목 그 자체를 나타낼 수 있고, 화상 즉, 어떠한 다른 문서 또는 항목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14)는 특정 레거시 리포지터리와 규칙 엔진(12)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리포지터리 
시스템을 변경 또는 교체시키는 경우,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14)에 의해서 규칙 엔진(12) 및 규칙들 자체는 리포지
터리와 독립적일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다.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14)는 항목 디스크립터 데이터 구조(40)를 유지한다. 리포지터리 내의 각 상이한 유형의 요소
는 항목 디스크립터(42)를 갖고 있다. 요소의 유형에 대한 항목 디스크립터(도 3에 도시됨)는 요소의 유형의 속성(44) 
및 각 속성값의 데이터 유형(46)을 식별한다. 따라서, 항목 디스크립터에 의해서 제어 센서(18)(또는 다른 애플리케이
션)는 실행 중에, 요소의 유형에 대해 어떠한 속성을 이용할 수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유형이 " 책" 인 콘텐
츠 항목은 " 저자" , " 발행일" , " 키워드" , " 제목" 및 " 요약" 과 같은 속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항목 디스크립터에 
의해서 제어 센서(18)는 각 속성값의 데이터 유형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 저자" 및 " 제목" 은 각각 문자열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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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발행일" 은 날짜 객체일 수 있으며, " 키워드" 는 문자열의 어레이일 수 있다.
    

속성 및 각각의 속성값의 데이터 유형의 식별에 부가하여, 각 항목 디스크립터(42)는 또한, 속성이 필드(48)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속성이 [필드(50)]에 판독, 기록 및/또는 질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속성(52)의 목적 또는 기능의 설명
을 식별할 수도 있다.

    
제어 센터(18)는 이하에 기술되는 목표 설정용 인터페이스 및 세그멘테이션 규칙을 제공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비지니스 규칙을 구성하기 위해서, 제어 센터(18)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해당 리포지터리를 선택한다(단계 300). 
제어 센터(18)는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14)로부터 항목 디스크립터(42)를 검색하고(단계 305), 항목 디스크립터(
42)가 적절한 경우 사용자는 특정한 항목 유형 또는 유형들을 선택할 수 있다(단계 310). 그후, 단계 315에서, 제어 
센터(18)는 선택된 유형에 대한 항목 디스크립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속성의 선택 세트를 나타낸다. 사용자가 속성
을 선택한 경우(단계 320), 제어 센터(18)는 속성의 데이터 유형을 식별하고(단계 325), 그 데이터 유형에 이용가능
한 연산을 사용자에게 나타낸다(단계 330). 따라서,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서, 이용가능한 특별한 속성들만 을 제공하
고 이들 속성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연산만을 사용자에게 나타낸다.
    

    
통상적으로, 연산은 하나의 객체의 속성과 다른 객체의 속성을 비교하는 일부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가 연산
을 선택한 후(단계 335), 사용자는 비교를 위한 제2 객체를 선택한다(단계 340). 이 단계는 상이한 리포지터리를 선택
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어 센터(18)는 속성의 완결된 세트를 필터링하고(단계 345), 선택된 제1 속
성의 데이터 유형과 일치하는 속성만을 사용자에게 나타낸다(단계 350). 이어서, 사용자는 제2 속성을 선택한다(단계 
355). 이 필터링 처리 단계에 의해서 규칙이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을 저감시킨다.
    

    
외부 구성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 구조의 세트에 비지니스 규칙을 포함한다. 이 외부 구성 파일은 비지니스 규칙을 나타
내는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구문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달리, 어떠한 다른 
적절한 구문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규칙은 불(Boolean) 논리(AND, OR 및 NOT)의 혼합 및 비교 연산자(예컨대, 동
일, 미만, 동일하거나 그 이상, 포함, 사이에, 에서 개시되는)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칙 엔진(12)은 원하는 논
리를 나타내는 메모리 내의 트리형 데이터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서 SGML 구문을 분석한다. 인간 판독가능형 텍스트 
파일로 규칙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지니스 규칙은 여러 가지 조건과 관련시킬 수 있다. 이 비지니스 규칙은 리포지터리에 저장된 콘텐츠의 특징과 관련
된 콘텐츠의 조건, 사용자에 대해 저장된 프로파일 또는 다른 정보에 관련된 사용자 조건, 날짜(예를 들어, 그 주의 특
정일, 그 달 또는 특정 달의 첫째날) 또는 시간(예를 들어, 오후 7시 후 또는 오전 9시와 오후 5시 사이)과 관련된 날짜
와 시간 조건 및 브라우저의 형태 또는 사용되는 모뎀의 속도 등과 같은 환경 조건을 포함한다.

    
이 비지니스 규칙은 수용 규칙 및 거부 규칙 모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 규칙들은 콘텐츠의 속성이 사용자에 의한 
입력값과 일치하는지 또는 콘텐츠 속성이 사용자 프로파일의 속성과 일치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다. 수용 규칙의 경우, 
조건들이 부합한다면, 그 콘텐츠는 반환된다. 거부 규칙의 경우, 조건들이 부합한다면, 그 콘텐츠는 배제된다. 예를 들
어, 거부 규칙은, 다른 경우에는 특정한 기준에 일치하지만 사용자의 나이(사용자의 프로파일로부터)가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R(콘텐츠 속성이 " rating" 이라 가정하면)로 등급 매겨지는 콘텐츠를 배제할 수 있다.
    

    
다음의 실시예의 규칙에서, valueof 태그의 " target" 키워드는 리포지터리에 포함된 요소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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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 키워드는 고정되어 있고 실행중 에 판정될 필요가 없는 객체값을 정의한다. " bean" 키워드는 비지니스 규
칙의 실행 환경에 맞게 해결되어야 하는 객체를 참조한다. 빈(Bean) 태그값은 비지니스 규칙의 실행 동안에 판정된다. 
이 실시예에서, 프로파일로 명명된 콘텍스트 객체(이하 기술됨)는 비지니스 규칙의 처리 동안에 사용자를 나타낸다. s
ortby 태그로 선언된 분류 지시어는 목표한 결과가 첫번째로는 가장 최근부터 가장 오래된 순으로 " lastModified" 특
성에 의해 분류되고, 두번째로는 알파벳 순으로 목표한 객체의 이름 특성에 의해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정하고 있
다.
    

이 실시예가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 rule" 태그가 겹겹이 삽입될 수 있다. 겨우 단일 " accepts" 태그와 단일 " re
jects" 태그가 사용되고, 각각은 하나 이상의 " rule" 태그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accepts" 및 " rejects" 부
에 부가하여, 규칙 세트는 " includes" 부를 가질 수 있다. 이 " includes" 태그는 다른 규칙 세트내에 하나 이상의 규
칙 세트를 포함하는데 사용된다. " includes" 태그를 사용하기 위한 구문은 다음과 같다:

다중 " ruleset" 라인은 " includes" 부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각각의 규칙은 규칙의 이름을 참조함으로써 " accepts" 또는 " rejects" 부에 포함될 수 있다. 이전에 
명명된 규칙을 포함하기 위한 구문은 다음과 같다:

< rule src=" {rule name}" > < ／rule>

사용자가 그 또는 그녀의 나이를 제시하지 않거나 작품의 저자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 등과 같이, 어떠한 값도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즉, 목표가 영값을 갖는 경우), 리포지터리 항목은 목표화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것은 리포지
터리 항목이 기준에 일치하는 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칙은 목표값이 영값인지의 여부를 시험할 수 있다. 
적절한 OR 연산을 사용함으로써, 영값을 갖는 항목들이 목표화 결과에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예가 또한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콘텍스트 객체는 규칙 구문내에 참조될 수 있는 그 자체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 규칙 엔진은 규칙이 처리되고 이들 값들을 평가용 규칙 데이터 구조 내에 배치하는 경우, 이름을 분석하고, 콘텍스트 
객체의 적절한 값을 검색한다. 콘텐츠의 복귀시 개인별 맞춤화가 사용되면, 콘텍스트 객체 중의 하나는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는 사용자를 결정할 수 있고 속성들은 사용자 프로파일내의 정보에 대응한다. 다른 콘텍스트 객체는 사용자의 
쇼핑 카트(shopping cart)일 수 있다. 개인별 맞춤화시에 부분적으로는 사용자의 쇼핑 카트 내의 제품수를 기초로 하
는 경우, 이 규칙은 대응하는 속성과의 비교를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결과적인 규칙의 한 라인이 판독될 
수 있다:
    

< valueof bean=" ShoppingCart.numProducts" >

규칙 엔진은 적절한 콘텍스트 범위 내의 규칙 정의를 실행하고, 비지니스 규칙을 동적인 결과 세트를 반환하기 위한 데
이터 저장에 대하여 실행될 수 있는 질의로 변형시킨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규칙 엔진은 비지니스 규칙을 처리하
기 위해 다음의 단계를 수행한다.

첫째로,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규칙 엔진은 원하는 비지니스 규칙을 나타내는 완전한 규칙 데이터 구조를 인출한다
(단계 100). 다음으로, 규칙 엔진은 콘텍스트 객체를 인식 및 분석하고(단계 105), 표시된 속성값을 인출하며(단계 1
10), 검색된 값을 데이터 구조 내로 삽입(" inlining" )함으로써(단계 115) 데이터 구조를 변형한다.

 - 5 -



공개특허 특2002-0075378

 
    
콘텍스트 객체 값이 분석된 후에, 상기 규칙 데이터 구조는 규칙의 어떠한 하위부가 콘텐츠 리포지터리에 엑세스하지 
않고 즉시 처리될 수 있는 지를 판정함으로써 최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규칙의 일부분이 콘텍스트 값과 상
수 사이의 비교 시험을 실행한다면, 양측값은 이 시점에서 공지된다. 따라서, 비교 연산이 실행될 수 있다. 이것을 위해, 
규칙 엔진은 규칙의 각각의 하위부를 검사하고(단계 120), 모든 값이 분석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단계 125). 이와 
달리, 단계 125에서 규칙 엔진은 하위부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값이 분석되었는지 여부를 단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
위부의 연산이 수행되는 경우, 규칙 엔진은 하위부의 연산을 수행한다(단계 130). 이러한 최적화 처리 과정은 전체 규
칙이 분석될 때까지 계속된다(135).
    

    
단계 140에서, 비교 결과로 인하여 규칙 데이터 구조가 더욱 제거되도록 하거나 완전한 실행이 즉시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예컨대, 규칙의 일부가 AND 연산을 포함하면(AND 연산에서, 연산의 하나의 요소는 콘텍스트 객체값에 기초해
서 거짓으로 정해지고 연산의 다른 요소가 콘텐츠 리포지터리로부터 구한 값에 종속한다), AND 연산은 필연적으로 거
짓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규칙의 일부를 실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그 규칙의 일부에서 정보에 대한 콘텐츠 리포
지터리에 엑세스하는 것은 회피될 수가 있다. 이후, 이러한 예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이 예에서 규칙은 항목 세트
의 저자가 사용자의 선호 저자(사용자 프로파일의 속성)와 일치하는 항목 세트를 반환시키지만, 그 정보는 웹사이트에
서 회원에게만 이용 가능하며 방문자는 이용 불가능하다. 사용자가 회원이 아닌 경우, 사용자의 선호 저자에 의한 항목 
검색은 불필요하다.
    

규칙이 정의되었을 때, 사용자는 미지이고 따라서 사용될 프로파일 속성값도 미지이다. 그러나, 런타임시 프로파일값은 
데이터 구조내에 삽입 가능하다. 예컨대, 사용자가 선호하는 저자가 윌리엄 세익스피어이고, 사용자가 회원이 아니면, 
규칙은 다음과 같이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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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시예에서, AND 연산의 제2 부분이 거짓이고, 그에 따라 규칙의 전 부분이 거짓이 되어 제2 부분은 추가 처리에서 
생략 가능하다. 그러나, 그 규칙이 이 부분과 다른 부분들 사이에서 OR 연산을 포함하면,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

규칙이 최적화된 후, 결과의 데이터 구조는 리포지터리로 보내질 수 있는 질의로 변환되어(단계 145) 정확한 내용 요
소를 반환시킬 것이다. 상기 실시예에서 사용자가 회원이면, 결과의 최적화된 규칙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최적화된 규칙은 이 규칙 데이터 구조에서 리포지터리가 이해하는 새로운 데이터 구조로 변환되어 리포지터리로 질의
를 전송하도록 이용 가능하다.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하는 특정 리포지터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리포지터
리에 대한 모국(native) 질의 언어로 규칙 데이터 구조의 변환을 수행한다. 이것에 의해 규칙 엔진은 적용되는 상이한 
시스템과 무관한 단일 규칙 구문을 갖게 되고 동일 규칙들이 상이한 레거시 시스템과 함께 재사용 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리포지터리가 구조화 질의 언어(SQL) 문장으로 엑세스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고 있으면, 상기 규칙
은 다음의 SQL 문장으로 된다.

SELECT*FROM items WHERE author='William Shakespeare'

    
규칙 엔진이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변환을 수행한 후, 새로운 질의 데이터 구조를 취하여 그것을 리포지터
리로 전송한다. 다음에 리포지터리는 콘텐츠(데이터베이스와 같은)에 대해서 질의를 수행하여(단계 150), 그 결과를 
모아서, 그 결과를 다른 규칙 엔진에 반환시킨다. 이 규칙 엔진은 차례로 그 결과를 사용자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반환시킨다(단계 155). 선택적으로 규칙 엔진은 그 결과를 반환시키기 전에 그 결과에 대한 변환을 수행한다. 예컨대, 
그 결과물이 콘텐츠이면, 결과물은 사용자의 브라우저로 반환되는 HTML 문서에 삽입될 수 있다.
    

    
각 항목이 유일한 식별자를 가지는 경우에, 질의에 응답하여 찾아지는 객체의 식별자를 이용하여 시간이 지난 후에 객
체를 검색할 수 있다. 예컨대, 규칙은 사용자가 수신할 수 있는 포로모션 세트를 반환할 수 있다. 이들을 사용자에게 제
공하기 위해서, 각 포로모션 객체의 유일한 식별자는 사용자의 프로파일에 저장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프로모션은 
사용자의 프로파일에 저장된 식별자를 이용하여 프로모션 리포지터리로부터 로딩하여 이용될 수 있다. 이에 부가하여, 
그 식별자를 이용하여 특정 리포지터리 항목을 액세스하고, 식별자가 어떤 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예컨대, 포로모션은 프로모션 리포지터리의 속성에 의해 특정된 바와 같이, 한 주에 몇번 또는 몇일 동안만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규칙 구조는 데이터 스토어 또는 리포지터리내에 포함된 항목들이 그들 자체의 속성에 따라 세분될 수 있
게 한다. 예컨대, 콘텐츠 관리 시스템은 문서들을 유지할 수 있고, 이 각각의 문서는 메타 데이터의 일부분인 " 유형" 속
성을 갖는다. 그 문서 유형은 " 마케팅" 을 포함하고, 다양한 기술적인 유형, 예컨대 " 운용 시스템" 또는 " 컴퓨터 그래
픽" 을 포함할 수 있다.

규칙 구조는 마케팅 세분화 및 기술 전문가 보고서 세분화(white papers segmentations)하기 위하여 이러한 예에 이
용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규칙 구문 은 마케팅 세분화를 생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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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규칙 구문을 이용하여 운용 시스템 또는 컴퓨터 그래픽에 관한 문서를 포함하는 기술 전문
가 보고서 세분화를 생성할 것이다.

이 규칙은 원하는 경우에, 기술 문서의 특정 범위를 포함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쉽게 수정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분화는 사용자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리포지터리를 이용하여 웹사이트의 모든 사용자를 정의하면, 
마켓터(marketer)는 특정 데모그래픽 세그먼트로 사용자를 세분화하는 비지니스 규칙을 생성할 수 있다. 예컨대, 모든 
New Englander를 세분화한 비지니스 규칙을 정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규칙이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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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칙의 실행은 New England에 거주하는 모든 사용자들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이것은 폭넓은 
규칙의 일부분으로써 차례로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New England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은 그 지역에 관한 콘텐츠를 
수신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속성들이 정의될 수 있다. 예컨대, livesInNewEnglan
d의 속성은 위의 규칙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위의 규칙은 다음의 간단한 규칙을 포함함으로써 더욱 큰 규칙
의 일부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세분화 메커니즘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리포지터리를 갖는 현재의 상태를 정합하는 콘텍스트 객체와의 조합에 적용
될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규칙은 공통적으로 하나 이상의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과 사용자를 일치시킬 것이다.

    
본 발명의 예들을 도시하고 설명하는 동안, 당업자라면 첨부된 청구 범위에 의해 정의된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
고서 다양한 수정 및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예컨대, 전술한 규칙 구조는 상이한 목표화 콘텍
스트에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그 규칙 구조는 월드 와이드 웹 상에서 액세스되는 콘텐츠에 이용될 수 있고, 목표한 전
자 메일을 생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규칙들은 이메일 메시지 템플릿(template)에 삽입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예컨
대, 그 결과 메시지는 수혜자의 프로파일을 토대로 표시된다. 또한, 특정 규칙 구문 및 특정규칙 구성이 기술되더라도, 
본 발명은 어떤 특정 구문 또는 규칙 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청구항 및 그것의 균등물
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규칙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규칙 엔진과,

상기 규칙 엔진에 결합된 적어도 하나의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와,

개개의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 및 상기 규칙 엔진에 각각 결합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포지터리를 포함하고,

상기 규칙 엔진은,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을 호출하고, 상기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으로부터 리포지터리 지정 질의로의 
변환을 상기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들 중 하나의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로부터 얻으며, 상기 리포지터리 지정 질의를 
상응하는 리포지터리에 전달하고, 상기 상응하는 리포지터리로부터 상기 리포지터리 지정 질의의 결과를 다시 수신하도
록 프로그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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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는 소정의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을 소정의 리포지터리 지정 질의로 변환하도록 프로그램되는 
것인 규칙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에 결합된 제어 센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 센터는 항목 디스크립터(
descriptor)를 제1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로부터 호출하고, 상기 제1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에 상응하는 상기 리포지
터리들 중 하나의 리포지터리에 기억되어 있는 항목 유형의 속성 리스트를 제공하며, 상기 항목 유형의 속성으로 수행
될 수 있는 연산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인 규칙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은 수용 규칙부와 거부 규칙부를 포함하는 것인 규칙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
터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은 내포된 규칙의 기준(a reference)을 더 포함하는 것인 규칙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규칙 엔진은 사용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문서 안에 상기 리포지터리 지정 질의의 결과를 삽입하
도록 더 프로그램되는 것인 규칙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

목표한 결과 세트를 구축하는 방법으로서,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을 목표 리포지터리 지정 질의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리포지터리 지정 질의를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리포지터리 지정 질의의 실행 결과로부터 목표 결과 세트를 구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목표 결과 세트 구축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을 수신하는 단계는 콘텍스트 객체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리포지터
리 독립 규칙을 수신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목표 결과 세트 구축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콘텍스트 객체에 대한 기준을 대신하는 소정의 값을 상기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에 삽입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인 목표 결과 세트 구축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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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콘텍스트 객체에 대한 기준을 대신하는 상기 값을 포함하고 있는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의 일부를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목표 결과 세트 구축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의 일부를 처리하는 단계는 모든 값이 해결된 규칙의 일부를 판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목표 결과 세트 구축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의 일부가 처리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목표 결과 세트 구축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을 수신하는 단계는 콘텍스트 객체에 대한 기준과 콘텐츠 객체에 대한 기
준을 포함하고 있는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을 수신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목표 결과 세트 구축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객체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의 일부가 상기 콘텐츠 객체를 
액세스하는 일이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목표 결과 세트 구축 방법.

청구항 14.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을 수신하는 단계는 콘텍스트 객체에 대한 기준과 콘텐츠 객체에 대한 기준
을 포함하고 있는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을 수신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목표 결과 세트 구축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객체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의 일부가 상기 콘텐츠 객체를 
액세스하는 일이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목표 결과 세트 구축 방법.

청구항 16.

목표한 결과 세트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을 목표 리포지터리 지정 질의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리포지터리 지정 질의를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리포지터리 지정 질의의 실행 결과로부터 목표 결과 세트를 구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목표 결과 세트 구축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을 생성하는 단계는 제1 항목 유형의 속성 리스트를 제공하고, 상기 속성 
리스트 중에서 제1 속성의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속성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는 연산 리스트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인 목표 결과 세트 구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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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지터리 독립 규칙을 생성하는 단계는 제2 항목 유형의 속성 리스트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2 항목 유형의 속성 리스트는 상기 제1 속성의 데이터 유형과 동일한 데이터 유형을 갖는 속성들에 
한정되는 것인 목표 결과 세트 구축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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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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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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