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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 약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인코딩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파일로부터 비-알파벳 데이터(nonalphabetical data)를 추출하는 단계(100)로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파일과 연관되는, 상기 비-알파벳 데이터 추
출 단계; 제1 심볼 세트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를 하나의 워드로 변환하는 단계(101); 인
덱스 데이터(320)를 발생하도록 룩업 테이블(look up table)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는 단계(102)로서, 상기 룩
업 테이블은 상기 심볼들을 제2 심볼 세트와 연관시키고, 상기 제2 심볼 세트의 각 심볼은 상기 제1 심볼 세트의
서브세트(subset)와 연관된다.

대 표 도 -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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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인코딩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파일로부터 비-알파벳 데이터(non-alphabetical data)를 추출하는 단계(100)로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파일과 연관되는, 상기 비-알파벳 데이터 추출 단계;
제1 심볼 세트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를 하나의 워드로 변환하는 단계(101);
인덱스 데이터(320)를 발생하도록 룩업 테이블(look up table)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는 단계(102)로서, 상기
룩업 테이블은 상기 심볼들을 제2 심볼 세트와 연관시키고, 상기 제2 심볼 세트의 각 심볼은 상기 제1 심볼 세
트의 서브세트(subset)와 연관되는, 상기 인코딩 단계를 포함하는, 인코딩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알파벳 데이터는 메타데이터(metadata)인, 인코딩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데이터 레코드를 발생시키는 단계로서, 상기 데이터 레코드는 상기 인덱스 데이터(320) 및 파일 포인터(330)를
포함하고, 상기 파일 포인터(330)는 상기 데이터 레코드를 상기 파일과 링크하는, 상기 데이터 레코드 발생 단
계; 상기 데이터 레코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인코딩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태그(340)를 상기 데이터 레코드에 부가하는 단계로서, 상기 태그(340)는 상기 파일의 콘덴츠를 분류하는, 상기
태그 부가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인코딩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다수의 데이터 레코드를 발생하는 단계로서, 각각의 상기 데이터 레코드들은 상기 인덱스 데이터(320)의 하위문
자열(substring)을 포함하는, 상기 데이터 레코드 발생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인코딩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덱스 데이터(320)는 다수의 심볼 세트를 포함하고, 각 심볼 세트의 각 제1 심볼을 연쇄함으로써 유도된
인덱스 데이터를 발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인코딩 방법.
청구항 7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검색하는(retrieving) 방법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파일의 각각은 인덱스 데
이터(320)와 연관되고, 상기 방법은,
제1 심볼 세트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워드를 발생하는 단계(200);
인코딩된 데이터를 발생하도록 룩업 테이블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는 단계(201)로서, 상기 룩업 테이블은 상기
심볼들을 제2 심볼 세트와 연관시키고, 제2 심볼 세트의 각 심볼은 상기 제1 심볼 세트의 서브 세트와
연관되는, 상기 인코딩 단계; 및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와 매칭하는 인덱스 데이터(320)를 가지는 모든 데이터 파일들을 검색하는 단계(202)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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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검색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단계(202)는 인덱스 데이터(320)와 연관된 데이터 파일을 식별하는 단계로서, 상기 인덱스 데이터
(320)는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데이터 파일 식별 단계를 포함하는, 검색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단계(202)는 인덱스 데이터(320)와 연관된 데이터 파일을 식별하는 단계로서, 상기 인덱스 데이터
(320)는 다수의 심볼 세트를 포함하는, 상기 데이터 파일 식별 단계를 포함하고,
연쇄된 워드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심볼 세트의 모든 제1 심볼을 연쇄하는 단계; 및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와 상기 연쇄된 워드를 비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검색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워드가 상기 발생 단계에 의해 변환되자마자 상기 인코딩 단계(201) 및 검색 단계(202)를 트리거(trigge
r)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검색 방법.
청구항 11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조작하는(manipulating) 방법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파일로부터 비-알파벳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100)로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파일과 연관되는, 상
기 비-알파벳 데이터 추출 단계;
제1 심볼 세트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를 하나의 워드로 변환하는 단계(101);
인덱스 데이터(320)를 발생하도록 룩업 테이블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는 단계(102)로서, 상기 룩업 테이블은
상기 심볼들을 제2 심볼 세트와 연관시키고, 제2 심볼 세트의 각 심볼은 상기 제1 심볼 세트의 서브세트
(subset)와 연관되는, 상기 인코딩 단계;
제1 심볼 세트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워드를 발생하는 단계(200);
인코딩된 데이터를 발생하도록 룩업 테이블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는 단계(201); 및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와 매칭하는 인덱스 데이터(320)를 가지는 모든 데이터 파일들을 검색하는 단계(202)로서,
상기 각각의 데이터 파일들은 상기 인덱스 데이터와 연관되는, 상기 검색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파일 조작
방법.
청구항 12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인코딩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파일(511)로부터 비-알파벳 데이터를 추출하는 추출 수단(521)으로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데이터
파일(511)과 연관되는, 상기 추출 수단;
제1 심볼 세트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를 하나의 워드로 변환하는 변환 수단(522); 및
인덱스 데이터(320)를 발생하도록 룩업 테이블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는 인코딩 수단(523)으로서, 상기 룩업
테이블은 제2 심볼 세트와 상기 심볼들을 연관시키고, 제2 심볼 세트의 각 심볼은 상기 제1 심볼 세트의 서브세
트와 연관되는, 상기 인코딩 수단을 포함하는, 인코딩 장치.
청구항 13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검색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파일의 각각은 인덱스 데이터(32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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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는, 상기 장치는,
제1 심볼 세트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워드를 발생하는 발생 수단(611);
인코딩된 데이터를 발생하도록 룩업 테이블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는 인코딩 수단(612)으로서, 상기 룩업 테이
블은 상기 심볼들을 제2 심볼 세트와 연관시키고, 제2 심볼 세트의 각 심볼은 상기 제1 심볼 세트의 서브세트와
연관되는, 상기 인코딩 수단; 및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와 매칭하는 인덱스 데이터(320)를 가지는 모든 데이터 파일들을 검색하는 검색 수단(61
3)을 포함하는, 검색 장치.
청구항 14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조작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파일(511)로부터 비-알파벳 데이터를 추출하는 추출 수단(521)으로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파일과
연관되는, 상기 비-알파벳 데이터 추출 수단;
제1 심볼 세트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를 하나의 워드로 변환하는 변환 수단(522);
인덱스 데이터(320)를 발생하도록 룩업 테이블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는 인코딩 수단(523)으로서, 상기 룩업
테이블은 제2 심볼 세트와 상기 심볼들을 연관시키고, 제2 심볼 세트의 각 심볼은 상기 제1 심볼 세트의 서브세
트와 연관되는, 상기 인코딩 수단;
제1 심볼 세트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워드를 발생하는 발생 수단(611);
인코딩된 데이터를 발생하도록 룩업 테이블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는 인코딩 수단(612); 및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와 매칭하는 인덱스 데이터(320)를 가지는 모든 데이터 파일들을 검색하는 검색 수단(61
3)을 포함하는, 조작 시스템.

명 세 서
기 술 분 야
<1>

본 발명은 데이터 파일 조작 방법 및 장치, 특히 미디어 파일 조작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2>

가전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향상된 저장 능력과 함께, 소비자는 저장 유닛에 저장된 다수의 파일을 취급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의 분야에서, 소비자는 다수의 미디어 센터(Media Centers) 상의 미디어 파일,
쥬크박스 또는 MP3 플레이어를 저장할 수 있다.

40GB 내지 100GB 저장 능력은 오늘날 MP3 플레이어 시장에서

흔하고, 사용자들이 하나의 플레이어 내 10,000개 이상의 MP3 음악을 저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3>

로컬 저장 외에도, 커넥티비티(connectivity)의 발달은 소비자에게 거대한 네트워크/원격 저장에 액세스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한다.

<4>

동시에, 미디어 수집은 예를 들어, 중국어 음악, 영어 음악, 프랑스어 음악, 일본어 음악 등 다양한 언어 콘텐
츠를 포함한다.

상이한 언어를 각각 취급하는 검색 또는 분류의 공지된 방법은 사용자들이 주어진 미디어 파일

을 검색하기 전에 언어 입력 모드(language input mode)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5>

반면에, CE 디바이스는 전형적으로 원격 제어 또는 기타 제한된 제어 키에 의해 제어된다.
은 종종 연관된 언어를 위한 알파벳의 철자보다 적은 키를 가지는 키보드를 포함한다.

이러한 디바이스들

예를 들어, 축소된 키보

드를 이용하는 디바이스의 대다수는 터치-톤(Touch-Tone) 전화상에 사용된 셋-넷씩 배열된 키를 사용한다.
<6>

큰 미디어 데이터베이스 및 제한된 제어/디스플레이 능력은 미디어 콜렉션을 통해 브라우즈하거나 또는 긴 목록
으로부터 특정 미디어를 검색하는데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많은 키 프레스가 필요하며 사

용자가 찾고 있고 검색을 복잡하게 하는 미디어 이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요구한다.
<7>

축소된 키보드를 사용하여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 및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개발되어 왔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원 US20020126097호는 콘텐츠-관련된 사전을 이용하여 축소된 키보드를 통해 전자 디바이스 내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및 장치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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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를 명확하게 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8>

그러나, 상기 언급된 당해 분야는 표적 파일을 검색하는데 언어 모드의 차이점에 관계없이 통합된 입력 방법의
이용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9>

본 발명의 목적은 저장 유닛 내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 파일을 인코딩하는 개선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10>

이 목적은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인코딩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파일로부터 비-알파벳 데
이터(non-alphabetical data)를 추출하는 단계로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파일과 연관되는, 상기 비-알파벳 데이
터 추출 단계; 제1 심볼 세트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를 하나의 워드로 변환하는 단계; 인
덱스 데이터를 발생하도록 룩업 테이블(look up table)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는 단계로서, 상기 룩업 테이블
은 상기 심볼들을 제2 심볼 세트와 연관시키고, 상기 제2 심볼 세트의 각 심볼은 상기 제1 심볼 세트의 서브세
트(subset)와 연관되는, 상기 인코딩 단계를 포함하는 인코딩 방법으로 달성된다.

<11>

이 목적은 또한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인코딩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파일로부터 비-알파
벳 데이터를 추출하는 추출 수단으로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데이터 파일과 연관되는, 상기 추출 수단; 제1 심
볼 세트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를 하나의 워드로 변환하는 변환 수단; 및 인덱스 데이터
를 발생하도록 룩업 테이블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는 인코딩 수단으로서, 상기 룩업 테이블은 제2 심볼 세트와
상기 심볼들을 연관시키고, 제2 심볼 세트의 각 심볼은 상기 제1 심볼 세트의 서브세트와 연관되는, 상기 인코
딩 수단을 포함하는, 인코딩 장치로 달성된다.

<12>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검색하는 개선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13>

상기 목적은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검색하는(retrieving) 방법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파일의 각각
은 인덱스 데이터와 연관되고, 상기 방법은, 제1 심볼 세트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워드를 발
생하는 단계; 인코딩된 데이터를 발생하도록 룩업 테이블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는 단계로서, 상기 룩업 테이
블은 상기 심볼들을 제2 심볼 세트와 연관시키고, 제2 심볼 세트의 각 심볼은 상기 제1 심볼 세트의 서브 세트
와 연관되는, 상기 인코딩 단계; 및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와 매칭하는 인덱스 데이터를 가지는 모든 데이터 파
일들을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검색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14>

이 목적은 또한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검색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파일의 각각은 인덱스
데이터와 연관되는, 상기 장치는, 제1 심볼 세트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워드를 발생하는 발생
수단; 인코딩된 데이터를 발생하도록 룩업 테이블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는 인코딩 수단으로서, 상기 룩업 테
이블은 상기 심볼들을 제2 심볼 세트와 연관시키고, 제2 심볼 세트의 각 심볼은 상기 제1 심볼 세트의 서브세트
와 연관되는, 상기 인코딩 수단; 및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와 매칭하는 인덱스 데이터를 가지는 모든 데이터 파
일들을 검색하는 검색 수단을 포함하는, 검색 장치로서 달성된다.

<15>

따라서, 본 발명은 데이터 파일을 조작하는 언어-독립 방식으로 상이한 언어를 다루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한편,
질문 콘텐츠를 확실히 인식하지 않아도 데이터 파일을 검색하는 해결책을 제공한다.

<16>

다른 목적 및 본 발명의 추가의 이해를 함께 달성하는 것은 첨부한 도면과 결합된 다음의 설명 및 청구범위와
관련되어 명백해 질 것이다.

<17>

본 발명은 첨부한 도면과 관련하여 기재될 것이다.

실 시 예
<24>

부품을 나타내는 숫자는 동일한 참고에 의해 일치된다.

<25>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비-알파벳 데이터 파일을 인코딩하는 방법의 순서도를 보여준다.

<26>

본 방법은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인코딩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상기 방법은 비-알파벳 데이터를 추
출하는 단계(100)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는 상기 파일과 연관된다.

새 데이터 파일이 데이터 파일 저장 유닛

에 저장되는 경우, 파일과 연관된 데이터는 단계(100)에서 추출되고, 상기 데이터는 파일의 키워드 또는 파일의
메타데이터, 즉 MP3 파일의 ID3 태그, 또는 그림의 Exif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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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MP3에 저장된 중국 음악에 대응하는 데이터 파일과 함께, 텍스트 워드 "

"는 단계(100)에

의해 추출된다.
<27>

본 방법은 또한 제1 세트의 심볼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상기 비-알파벳 데이터를 워드로 변환하는 단
계(101)를 포함한다.

추출된 데이터는 알파벳 또는 비-알파벳(중국어, 한국어 및 일본어)일 수 있기 때문에,

비-알파벳 데이터는 제1세트의 심볼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단계(101)에서 하나의 워드로 변환되고,
이는 A, B, C, D, E, F...Z의 26 개의 영어 알파벳 문자일 수 있다.

임의의 단순화된 중국어 문자 또는 전통적

인 중국어 문자는 "PINYIN" 심볼로 변환될 수 있고, 및 임의의 한국어 문자는 "Jamos" 심볼로 변환될 수 있다.
따라서, 단계(101)에서, 비-알파벳 문자"
<28>

"는 이들의 "PINYIN" 형태인 "zhifeiji"로 변환된다.

본 방법은 또한 인덱스 데이터(320)를 발생하는 룩업 테이블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는 단계(102)를 포함하고,
상기 룩업 테이블은 제2세트의 심볼을 상기 심볼과 연관시키고, 상기 제2세트의 심볼의 각 심볼은 상기 제1세트
의 심볼의 서브세트와 연관된다.

<29>

단계(101) 이후에, 비-알파벳 데이터는 하나의 워드로 변환된다.
발생하는 룩업 테이블로 인코딩된다.

단계(102)에서 워드는 인덱스 데이터(320)를

룩업 테이블은 도 4에 도시된다.

상기 예에 따르면, 단계(102)에서, 워

드 "zhifeiji"는 도 4에서 도시된 대로, 룩업 테이블에 따라 인코딩된다.

이 테이블을 사용한 경우, 인덱스로

언급되는 인코딩된 데이터는 "72322333"이다.
<30>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이용된 룩업 테이블을 나타낸다.

이 테이블에서, 좌 열은 제1세트의 심볼을 나

타내고: A, B, C, D, E, F...Z, 및 우 열은 제2세트의 심볼들, 1,2,3,4,5,6,7을 나타낸다.
다른 심볼일 수 있다.

분명히, 심볼들은

예를 들어, 제2세트의 심볼의 각 심볼은 제1세트의 심볼의 서브세트와 연관된다.

"1"은 A, B, C, D와 연관되며, 심볼 "2"는 E, F, G, H를 나타낸다.

심볼

분명히 심볼의 제1세트의 서브세트에 대응

하는 서브세트는 다양할 수 있다.
<31>

추가로, 본 발명은 데이터 레코드를 발생하는 단계로서(도시되지 않음) 상기 데이터 레코드는 상기 인덱스 데이
터(320) 및 파일 포인터를 포함하며, 상기 파일 포인터는 상기 파일과 상기 데이터 레코드를 링크하는, 상기 데
이터 레코드 발생 단계 및 데이터베이스 내 상기 데이터 레코드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32>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레코드 포맷의 구조를 설명한다.

상기 데이터 레코드는 인덱스 데이터(320) 및

파일 포인터(330)를 포함하고, 상기 파일 포인터(330)는 상기 파일과 상기 데이터 레코드를 링크하고, 이후에
데이터 레코드는 데이터베이스 내 저장된다.

포인터(330)는 파일의 저장 위치(주소) 또는 데이터 레코드가 나

타내는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플랫폼에 대한 참고자료일 수 있다.

추가의 태그(340)는

파일 콘텐츠 즉, 언어, 카테고리, 개인적 취향의 마크 등을 정교히-분류한 다른 태그이다.
및 어떤 종류의 태그가 이용되는지는 임의적이고 애플리케이션에 의존한다.
어"앨범_명", "아티스트_명"으로 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

<33>

얼마나 많은 태그

본 발명은 다른 카테고리, 예를 들

각 카테고리에 대해, 데이터 레코드는 생성되고 데이

터베이스에 추가된다.

다른 검색 카테고리를 식별하기 위해, 카테고리 정보는 데이터 레코드 "부가 태그(34

0)"에 부가될 수 있다.

헤더(header;310)는 미리 규정된 라벨로 새 레코드의 시작을 표시한다.

게다가, 본 발명은 다수의 데이터 레코드를 발생하는 단계(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상기
데이터 레코드의 각각은 상기 인덱스 데이터(320)의 하위문자열(substring)을 포함한다.
을 가진 파일과 대응하는 인덱스 데이터(320)"111 122 223"을 가정한다.

"ABC DEF GHI"의 제목

인덱스 데이터(320)의 다음 세 개의

하위문자열은 다음으로 생성된다:
<34>

111 122 223

<35>

122 223

<36>

223

<37>

따라서, 세 개의 데이터 레코드가 발생된다.

각각은 인덱스 데이터(320)의 하나의 하위문자열을 포함한다.

모

든 세 개의 데이터 레코드는 각각 포인터(330)를 사용하여 "ABC DEF GHI"로 제목을 가진 파일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또한 하위문자열 인코딩 방법을 제공한다.
<38>

반면, 상기 인덱스 데이터(320)가 다수의 심볼 세트를 포함하는 경우, 본 발명은 각 심볼들의 세트의 제1 심볼
을 연쇄함으로써 유도된 인덱스 데이터를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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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 데이터(112)는 각 세트의 심볼의 제1 심볼(111 122 223)을 연쇄하여 발생된다.
<39>
<40>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저장 유닛 내 데이터 파일을 검색하는 순서도를 보여준다.
본 발명은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상기 데이터 파일의 각각은 인덱스 데
이터(320)와 연관되며, 상기 방법은 제1세트의 심볼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워드를 발생시키는 단계
(200)를 포함한다.

단계(200)에서, 저장 유닛에 저장된 특정 데이터 파일을 검색하도록 하나의 조회가 발생되

고, 상기 파일의 각각은 인덱스 데이터(320)와 연관된다.

조회가 비-알파벳인 경우, 26 개의 영어 알파벳 캐릭

터 A, B, C, D, E, F...Z일 수 있는 제1세트의 심볼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워드로 미리 변환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 예로, 사용자가 제목이 "

"zhifeiji"를 이용할 수 있다.

"인 중국 노래를 찾기를 원하는 경우, PINYIN 형태인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는 대개 전체 문자열을 삽입할 필요가 없고, 원하는 데이

터 파일을 검색할 때까지 2 내지 5개의 키를 누르는 것이 필요하다.
<41>

이 방법은 또한 인코딩된 데이터를 발생하는 룩업 테이블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는 단계(201)를 포함하고, 상
기 룩업 테이블은 제2세트의 심볼을 상기 심볼과 연관시키고, 제2세트의 심볼의 각 심볼은 상기 제1세트의 심볼
의 서브세트와 연관된다.

사용자가 워드를 입력하는 경우, 워드는 인코딩된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룩업 테이블

로 단계(201)에 의해 인코딩된다.

룩업 테이블의 하나의 예가 도 4에 도시된다.

축소된 키보드는 룩업 테이블

을 채택할 수 있고, 키보드의 각 키는 문자의 서브세트와 관련된다.
<42>

본 발명은 또한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와 매칭하는 인덱스 데이터(320)를 가지는 모든 데이터 파일을 검색하는
검색 단계(202)를 포함한다.

<43>

상기 인덱스 데이터(320)는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와 매칭하는 두 개의 상황이 존재한다.

하나의 상황에서, 상

기 검색 단계(202)는 인덱스 데이터(320)와 연관된 데이터 파일을 식별하는 단계(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하고,
상기 인덱스 데이터(320)는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111 122 223"인 인덱스

데이터(320)에 대응하는 "ABC DEF GHI"로 명명된 파일을 검색하길 원하는 경우, ABC, DEF 또는 GHI의 어느 하나
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의 대응하는 인코딩된 데이터가 각각 "111" 또는 "122" 또는 "223"인 ABC, 또는
DEF, 또는 GHI를 입력할 수 있다.

검색 알고리즘은 완성된 인덱스 데이터 "111 122 223"을 검색할 것이다.

이

것은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 "111" 또는 "122" 또는 "223"을 포함하는 상기 인덱스 데이터 "111 122 223" 을 찾
기 때문에, 인덱스 테이터(320)와 연관된 모든 데이터 파일을 식별할 것이고, 상기 인덱스 데이터(320)는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44>

다른 상황에서, 상기 검색 단계(202)는 인덱스 데이터(320)와 연관된 데이터 파일을 식별하는 단계(도시되지 않
음)를 포함하고, 상기 인덱스 데이터(320)는 다수의 심볼 세트를 포함하며, 검색 단계(202)는 연관된 워드를 발
생하는 상기 심볼 세트의 모든 제1 심볼의 연쇄(도시되지 않음); 및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와 함께 상기 연쇄된
워드를 비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예를 따라:

사용자가 파일을 찾기 위해 제목 "ADG(대응하는 인코딩

된 데이터는 "112"임)"의 모든 제1문자를 입력하길 원하고, 검색 알고리즘이 상기 심볼 세트("111 222 333")의
모든 제1 심볼을 연쇄하여, 연쇄된 워드 "112"를 발생하고 및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 "112"와 상기 연쇄된 워드
"112"를 비교한다.
<45>

게다가, 본 발명은 상기 워드가 상기 발생 단계에 의해 변경되자마자 상기 인코딩 단계(201) 및 검색 단계(20
2)를 트리거(trigger)하는 단계(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것은 본 발명의 다른

관점으로, 사용자가 단일 프레스를 생성하는 경우마다, 상기 워드가 상기 발생 단계에 의해 변경되자마자 상기
인코딩 단계(201) 및 검색 단계(202)를 트리거(trigger)할 것이다.
<46>

도 1 및 도 2에서 도시된 본 발명은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데이터 파일
로부터 비-알파벳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100); 제1 심볼 세트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를
하나의 워드로 변환하는 단계(101); 인덱스 데이터(320)를 발생하도록 룩업 테이블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는
단계(102)로서, 상기 룩업 테이블은 상기 심볼들을 제2 심볼 세트와 연관시키고, 제2 심볼 세트의 각 심볼은 상
기 제1 심볼 세트의 서브세트(subset)와 연관되는, 상기 인코딩 단계; 제1 심볼 세트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
용하여 하나의 워드를 발생하는 단계(200); 인코딩된 데이터를 발생하도록 룩업 테이블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
는 단계(201); 및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와 매칭하는 인덱스 데이터(320)를 가지는 모든 데이터 파일들을 검색하
는 단계(202)로서, 상기 각각의 데이터 파일들은 상기 인덱스 데이터와 연관되는, 상기 검색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파일 조작 방법을 형성하도록 유리하게 통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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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인코딩하는 장치를 나타낸다.

<48>

저장 유닛에 저장된 파일 인코딩(511)용 장치(520)로서, 상기 파일은 MP3 파일과 같은 미디어 파일일 수 있고,
상기 장치는 상기 파일로부터 비-알파벳 데이터를 추출하는 추출 수단(521); 제1세트의 심볼로부터 수득된 심볼
들을 이용하여 상기 비-알파벳 데이터를 하나의 워드로 변환하는 변환 수단(522); 및 인덱스 데이터(320)를 발
생하도록 룩업 테이블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는 인코딩 수단(523)을 포함하고, 상기 룩업 테이블은 제2 심볼
세트를 상기 심볼과 연관시키고, 상기 제2 심볼 세트의 각 심볼은 상기 제1 심볼 세트의 서브세트와 연관된다.

<49>
<50>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검색하는 장치를 나타낸다.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검색하는 장치(610)에서 상기 파일의 각각은 인덱스 데이터(320)와
연관된다.

상기 장치는 제1 심볼 세트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워드를 발생하는 발생 수단

(611); 인코딩된 데이터를 발생하도록 룩업 테이블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는 인코딩 수단(612)으로서, 상기 룩
업 테이블은 상기 심볼들을 제2 심볼 세트와 연관시키고, 제2 심볼 세트의 각 심볼은 상기 제1 심볼 세트의 서
브세트와 연관되는, 상기 인코딩 수단; 및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와 매칭하는 인덱스 데이터(320)를 가지는 모든
데이터 파일들을 검색하는 검색 수단(613)을 포함한다.
<51>

도 5 및 도 6에서 도시된 장치는 상기 데이터 파일(511)로부터 비-알파벳 데이터를 추출하는 추출 수단(521);
제1 심볼 세트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를 하나의 워드로 변환하는 변환 수단(522); 인덱스
데이터(320)를 발생하도록 룩업 테이블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는 인코딩 수단(523)으로서, 상기 룩업 테이블은
제2 심볼 세트와 상기 심볼들을 연관시키고, 제2 심볼 세트의 각 심볼은 상기 제1 심볼 세트의 서브세트와 연관
되는, 상기 인코딩 수단; 제1 심볼 세트로부터 수득된 심볼들을 이용하여 워드를 발생하는 발생 수단(611); 인
코딩된 데이터를 발생하도록 룩업 테이블로 상기 워드를 인코딩하는 인코딩 수단(612); 및 상기 인코딩된 데이
터와 매칭하는 인덱스 데이터(320)를 가지는 모든 데이터 파일들을 검색하는 검색 수단(613)을 포함하고,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조작하는 시스템을 형성하도록 유리하게 통합될 수 있다.

<52>

상기 본 발명의 양태는 도해되고 비-제한된 것으로 의도된 것을 인지할 것이다. 본 실시예에 대한 다양한 변경
이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18>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비-알파벳 데이터 파일을 인코딩하는 방법의 순서도.

<19>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저장 유닛 내 데이터 파일을 검색하는 순서도.

<20>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레코드 포맷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21>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서 이용된 룩업 테이블을 도시한 도면.

<22>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인코딩하는 장치를 도시한 도면.

<23>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저장 유닛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검색하는 장치를 도시한 도면.

- 8 -

공개특허 10-2008-0082985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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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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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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