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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련된 상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하기 위한 방법,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100),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50) 및 컴퓨터 프로

그램 요소에 관한 것으로, 본 방법은 배터리 용량값을 구하는 단계(206);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대한 콘텐트

관련 정보를 구하는 단계(214,216);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한 상기 구해진 배터리 용량에 따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콘텐트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222,226,232,234); 및 상기 결정된 콘텐트 상태에 관

한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224)를 포함하여, 상기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의 사용자가 상기 적어도 하

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한 상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배터리 용량값을 구하는 단계(206);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대한 콘텐트 관련 정보를 구하는 단계(214,216);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한 상기 구해진 배터리 용량에 따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

의 콘텐트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222,226,232,234); 및

상기 결정된 콘텐트 상태에 관한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224)를 포함하고,

상기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의 사용자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상기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상

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트 관련 정보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크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상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트 관련 정보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상기 파일 포맷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상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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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구해진 배터리 용량값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적어도 상기 파일 포맷에 대한 전력 소비에 관한

정보에 따라 소비 크기를 구하는 단계(210,212)를 더 포함하는, 상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소비 크기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상기 구해진 크기에 따라 크기 관련 할당량을 결정하

는 단계(218)를 더 포함하는, 상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트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크기 관련 할당량과 관련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액세스될 수 있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양을 결정하는 것(222,226)을 포함하는, 상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트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크기 관련 할당량이 제 1 문턱값 이상인 경우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

트 파일 전체가 상기 사용자에게 액세스될 수 있는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222)를 포함하는, 상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트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크기 관련 할당량이 제 1 문턱값 보다 작은 경우 얼마나 부분적으로 상기 적어

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이 상기 사용자에게 액세스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226)을 포함하는, 상태 정보 제공 방

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구해진 배터리 용량값이 상기 제 1 배터리 문턱값보다 작은지와 제 2 배터리 문턱값 이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

계(208,230)를 더 포함하는, 상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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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콘텐트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구해진 배터리 용량값이 상기 제 1 배터리 문턱값보다 작고 상기 제 2 배터리

문턱값 이상인 경우, 상기 적어도 콘텐트 데이터 파일이 상기 사용자에게 잠겨진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232)를 포함하는,

상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트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구해진 배터리 용량값이 상기 제 2 배터리 문턱값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적어도

데이터 콘텐트 파일이 소실된 상태라고 결정하는 것(234)을 포함하는, 상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2.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한 상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콘

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100)에 있어서,

배터리(108)에 관한 배터리 용량값을 구하도록 배열된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104);

상기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104)에 연결되고,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대한 콘텐트 관련 정보를 구하고, 상기

배터리 용량값과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대한 상기 구해진 콘텐트 관련 정보에 따라 콘텐트 상태를 결정하

며, 상기 결정된 콘텐트 상태를 데이터 제공 유닛에 제공하도록 배열된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 및

상기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104) 및 상기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에 연결되고, 상기 배터리 용량값을 구하는 단계, 콘

텐트 관련 정보를 구하는 단계, 상기 콘텐트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콘텐트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제어하도록 배열된 제어 유닛(106)을 포함하고,

상기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의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상기 콘텐트 상태를 알 수 있

도록 하는,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100).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12)은 상기 구해진 배터리 용량값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적어도 상기

파일 포맷에 대한 전력 소비에 관련된 정보에 따라 소비 크기를 구하도록 배열되는,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100).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은 상기 결정된 소비 크기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상기 구해진 크기

에 따라 크기 관련 할당량을 결정하도록 배열되는,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100).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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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은 상기 크기 관련 할당량과 관련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액세스될 수 있는 상기 적어도 하

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크기를 결정하도록 배열되는,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100).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은 상기 크기 관련 할당량이 제 1 문턱값 이상인 경우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 전체가 상기 사용자에게 액세스될 수 있는 상태를 결정하도록 배열되는,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100).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은 상기 크기 관련 할당량이 제 1 문턱값 보다 작은 경우 얼마나 부분적으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이 상기 사용자에게 액세스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배열되는,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

(100).

청구항 18.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104)은 상기 구해진 배터리 용량값이 상기 제 1 배터리 문턱값보다 작은지와 제 2 배터리 문

턱값 이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배열되는,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100).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은 상기 구해진 배터리 용량값이 상기 제 1 배터리 문턱값보다 작은 경우 및 상기 제 2 배

터리 문턱값 이상인 경우, 상기 적어도 콘텐트 데이터 콘텐트 파일이 상기 사용자에게 잠긴 상태를 결정하도록 배열되는,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100).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은 상기 구해진 배터리 용량값이 상기 제 2 배터리 문턱값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적어도 데

이터 콘텐트 파일이 소실된 상태를 결정하도록 배열되는,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100).

청구항 21.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한 상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콘

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100)을 포함하는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에 있어서,

배터리(108)에 관한 배터리 용량값을 구하도록 배열된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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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104)에 연결되고,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대한 콘텐트 관련 정보를 구하고, 상기

배터리 용량값과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대한 상기 구해진 콘텐트 관련 정보에 따라 콘텐트 상태를 결정하

며, 상기 결정된 콘텐트 상태를 데이터 제공 유닛에 제공하도록 배열된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 및

상기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104) 및 상기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에 연결되고, 상기 배터리 용량값을 구하는 단계, 콘

텐트 관련 정보를 구하는 단계, 상기 콘텐트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콘텐트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제어하도록 배열된 제어 유닛(106)을 포함하고,

상기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의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상기 콘텐트 상태를 알 수 있

도록 하는,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22.

그 위에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갖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50)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수단이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에 로딩되면, 상기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는,

배터리 용량값을 구하는 단계(206);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대한 콘텐트 관련 정보를 구하는 단계(214,216);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한 상기 구해진 배터리 용량에 따라 콘텐트 상태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

(222,226,232,234); 및

생성된 콘텐트 상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224)를 실행하고,

상기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의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컴

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3.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요소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수단은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로 하여금,

배터리 용량값을 구하는 단계(206);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대한 콘텐트 관련 정보를 구하는 단계(214,216);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한 상기 구해진 배터리 용량에 따라 콘텐트 상태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

(222,226,232,234); 및

생성된 콘텐트 상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224)를 실행시키고,

상기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의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컴

퓨터 프로그램 요소.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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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한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

게는, 사용자에게 배터리 용량에 기초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콘텐트 상태를 제공하는 것이다.

배경기술

다양한 배터리 전원 방식의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들이 시판되고 있다. 이것들은 종종 멀티미디어 콘텐트를 포함할 수 있는

메모리 유형의 로컬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콘텐트는 디바이스들의 저장매체에 로딩되고, 이어서 예컨대 콘텐트를

재생함으로써 소비될 수 있다.

지금까지, 비휘발성이라는 이유로, 플래시-기반 메모리들이 이용되었다. 플래시-기반의 메모리들은 그러나 예컨대

DRAM-기반의 메모리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높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 DRAM-기반 메모리들은 휘발성인데 즉, 전력 소

비시 또는 간단히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순간 동안 메모리에 공급되는 전력이 특정 저-레벨의 문턱값 이하로 감소하면 데

이터 콘텐트가 소실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감소시 메모리에 공급되는 전력이 저-레벨의 문턱값에 이르면 데이터 콘텐트가 소실된다. 그러나, 데이

터 콘텐트의 소실을 피하기 위하여, 데이터 보존 전력 문턱값이 또한 이용될 수 있다. 메모리에 공급되는 전력이 먼저 이

데이터 보존 전력 문턱값에 달할 때, 전력은 절약되고, 메모리를 리프레시하기 위해 DRAM-기반의 메모리에 공급되어, 데

이터 소실을 회피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존 상태에서,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액세스될 수 없고, 오히려 데이터는 잠긴다. 그

러나 배터리에 공급되는 전력이 더 감소되고 또한 저-레벨 문턱값에 이르면, 데이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실된다.

이용되는 배터리의 레벨 또는 용량을 전달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존재한다.

Seng Pao Xiong에 의한 "스마트 배터리가 그의 주요 저 용량 이하로 방전될 때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에서, LED 디스플

레이의 기능성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용량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호스트 디바이스는 배터리의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 방법은 따라서 그와 같은 배터리 용량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관한 것이다. 사용자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배터리 용량이 배터리가 떨어지기 전에 음악을 듣거나 또는 영화를 보는데 충분한 지 여부이다. Seng Pao Xiong은 따라

서, 임의의 가용 콘텐트 파일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획득된 배터리 전력 용량에 관련하여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가용 상태에 관한 정보를 사

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1 양상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련된 상

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배터리 용량값을 구하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대한

콘텐트 관련 정보를 구하는 단계;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과 관련하여 상기 구해진 배터리 용량에 따라 상

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콘텐트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콘텐트 상태에 관한 정보를 상기 사

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상기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의 사용자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상

기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제 2 양상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 내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련된 상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에 있어서, 배터리로부터 배터리 용량값을 구하도록 배열된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 상기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에 연결되고,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대한 콘텐트 관련

정보를 구하고, 상기 배터리 용량값과,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대한 상기 구해진 콘텐트 관련 정보에 따라 콘

텐트 상태를 결정하고, 및 상기 결정된 콘텐트 상태를 데이터 제공 유닛에 제공하도록 배열된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 및

상기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 및 상기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과 연결되고, 상기 배터리 용량값을 구하는 단계, 콘텐트 관련

정보를 구하는 단계, 상기 콘텐트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콘텐트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제어

하도록 배열된 제어 유닛을 포함하여, 상기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의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

일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에 의해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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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3 양상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련된 상

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콘텐트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에 있어서, 배터리로부터 배터리

용량값을 구하도록 배열된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 상기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에 연결되고,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대한 콘텐트 관련 정보를 구하고, 상기 배터리 용량값과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대한 상기 구해진 콘

텐트 관련 정보에 따라 콘텐트 상태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콘텐트 상태를 데이터 제공 유닛에 제공하도록 배열된 콘텐

트 상태 결정 유닛; 및 상기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 및 상기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과 연결되고, 상기 배터리 용량값을 구하

는 단계, 콘텐트 관련 정보를 구하는 단계, 상기 콘텐트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콘텐트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제어하도록 배열된 제어 유닛을 포함하여, 상기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의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적어도 하나

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상기 콘텐트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에 의해 달성된다.

본 발명의 제 4 양상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수단이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에 로딩될 때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를 실행하도록 하는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그 위에 갖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있어서, 배터리 용량값을 구하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대한 콘텐트 관련 정보를 구

하는 단계;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한 상기 구해진 배터리 용량에 따라 콘텐트 상태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콘텐트 상태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상기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의 사용

자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의해 달성된다.

본 발명의 제 5 양상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를 실행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요소에 있어서, 배터리 용량값을 구하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대한 콘텐트 관련 정

보를 구하는 단계;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한 상기 구해진 배터리 용량에 따라 콘텐트 상태 정보를 결

정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콘텐트 상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상기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의 상

기 사용자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요소에 의해 달성된다.

본 발명은 다음의 전반적인 장점들을 갖는다:

본 발명은 배터리 용량값에 따라 사용자에게 콘텐트 상태를 제공한다는 것이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본 발명의 유리한 장점

이다.

사용자가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의 콘텐트 자체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또한 장점이다.

종속항의 목적 및 그 장점은 다음과 같다:

제 4 항 및 제 13 항은 획득된 배터리 전력 용량값과 관련하여 소비 크기를 얻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들 청구항들은 배터리 전력 용량이 획득된 배터리 전력 용량에 의해 소비될 수 있는 파일 크기로 전환되어, 가용한 데이

터 콘텐트의 크기와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제 6, 7, 8, 15, 16 및 17 항은 사용자에게 액세스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의 양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

다.

액세스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것이 데이터 콘텐트 파일이 단지

부분적으로만 액세스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된다.

크기 관련 할당량이 제 1 문턱값보다 작다면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 전체가 사용자에게 액세스될 수 없다는 정

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유리한 장점인데, 이는 이러한 정보가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이 사용자에게 잠겼을 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9, 10, 11, 18, 19 및 20 항은 획득된 배터리 용량을 제 1 및 제 2 문턱값과 연관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들 청구항들은 배터리 용량 레벨이 보존 레벨 또는 데이터 소실-관련 레벨에 도달했는지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장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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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요지는 사용자에게 가용한 콘텐트가 어느 정도인지의 관점에서 사용자에게 낮은 배터리 용량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양상들이 이하에서 설명된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명백하고 그로부터 분명해질 것이다.

실시예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한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

는, 배터리 용량에 의존하여 사용자에게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콘텐트 상태를 제공하는 것이다.

DRAM 유형의 메모리가 구비된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들은, 메모리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메모리 콘텐트를 삭

제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유형의 메모리의 콘텐트가 휘발성이기 때문에, 메모리의 콘텐트를 소실하지 않기 위해서 지속

적으로 DRAM-유형의 메모리에 전기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DRAM-유형의 메모리들은 비휘발성 플래시-기반의 메모리들 보다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DRAM-유형의 메모리들은

대단히 많은 소형 휴대 디바이스들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을 발견할 잠재력이 있다.

이들 소형 휴대 디바이스들은 일반적으로 디바이스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포함한다. 디바이스의 전력 소비로 인해,

배터리 전력 레벨은 디바이스를 이용할 때 감소된다.

또한, 작은 파일들보다 큰 파일들을 완전히 소비할 때 더 많은 배터리 전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큰 파일들이 일반적으로 보

다 긴 지속 시간 동안 소비되기 때문이다. 또한, 파일의 유형 또는 파일 포맷은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는 예컨대 비디

오 포맷 파일이 파일 소비 동안 역시 전력이 공급되어야 하는 디스플레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이한 파일 프로

세싱 유닛들 예컨대, mp3-프로세싱 유닛들 및 비디오 포맷 프로세싱 유닛들은 상이한 양의 전력/sec을 소비한다. 상이한

파일들은 따라서 시간 간격당 또는 소비된 데이터의 킬로바이트당 상이한 양의 배터리 전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것은

계산, 측정 또는 모니터링에 의해 각각의 디바이스에 대해 용이하게 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프로세싱 유닛들이 및

디스플레이들이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비했는지 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소비들은 주어진 배터리 전력에 대해 소비될

수 있는 콘텐트 파일들의 양을 결정하는데 고려된다.

배터리 전력의 소비시, 전력 레벨은 데이터 콘텐트 파일들이 더 이상 그 전체에서 소비될 수 없는 특정 문턱값 이하로 감소

되는데, 이는 단순히 그것들이 남아있는 배터리 전력보다 많은 배터리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파일들

이 더 이상 소비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파일들은 액세스 가능할 수 있고, 이 부분들은 남아있는 배터리 전력 용량

에 좌우된다. 가장 큰 파일들 또는 소비될 가장 높은 배터리 전력 레벨을 필요로 하는 파일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

라는 것은 당연하다.

배터리 전력 레벨이 더 감소하면, 전술한 이유로 인해, 남아있는 배터리 용량은 임의의 파일들도 액세스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 전체에 액세스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된다. 전력 레벨들이 감소함에 따라, 남아있는

배터리 용량으로 액세스될 수 있는 데이터 파일들의 정도는 감소한다. 사용자에 의해 여전히 액세스될 수 있는 일부 파일

들이 얼마나 큰가는 파일에 따라 상이하며, 이는 파일들이 전형적으로 상이한 크기들을 가지고, 또한 상이한 포맷들을 가

지기 때문이다.

배터리 전력 레벨이 더 감소하면, 배터리 전력 레벨은 문턱값을 지날 것이며, 그 이하에서는 메모리의 콘텐트가 사용자에

게 액세스될 수 없다. 콘텐트는 이제 사용자에게 잠기며, 전자 휴대 디바이스 예컨대, 본 발명을 포함하는 mp3-플레이어

가 배터리들을 교체하거나, 배터리들을 충전하거나, 외부 고 전력 소스 예컨대 주전전력에 플러그를 꽂음으로써, 보다 높

은 배터리 전력 레벨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콘텐트는 액세스될 수 없다. 남아있는 배터리 전력 용량은 단지 임의의 포맷의

파일의 파일 프로세싱을 시작하기에 너무 낮아서 오히려 배터리 전력 레벨은 남아있는 배터리 전력 용량이 절약되는 문턱

값을 지났고, 사용자의 메모리 콘텐트를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하여 휘발성 메모리에 전기력을 공급하는데 이용된다.

DRAM 유형의 메모리들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배터리 전력 레벨이 더 감소하여 0에 근접하면, 남아있는 배터리 전력 용량

은 결국 너무 낮아 메모리의 신뢰성 있는 리프레시를 보장할 수 없고, 콘텐트는 불가피하게 소실된다.

본 발명은 mp3-플레이어와 같은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의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참조하기 어려운, 전체 배터리 용량의 몇

퍼센트가 가용한가의 숫자를 제공하기 보다는, 사용자가 액세스하고자 하는 콘텐트에 대한 액세스 가능성과 관련하여 플

공개특허 10-2007-0072879

- 9 -



레이어의 배터리 용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높은 배터리 전력 레벨들은 모든 파일들 전체를 액세스하는데 충분한 반

면, 낮은 배터리 레벨들은 특정 파일들 전체를 소비하는데 불충분하거나 이들 파일들의 일부들을 소비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의 개략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도 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

게 설명한다.

도 1의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는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100), 배터리(108), DRAM-유형의 메모리(110), 및 정

보 제공 유닛(112)을 포함한다.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은 배터리(108)에 관한 배터리 전력 용량을 얻도록 배열된 배

터리 레벨 비교 유닛(104)을 포함한다. 이 예에서,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는 mp3-파일들과 같은 미디어 콘텐트 파일

들을 디코딩하도록 배열된 전용 콘텐트 프로세싱 유닛이다. mp2, ogg, wav, mod, xm, it, s3m, 및 MS 윈도우 미디어 오

디오 파일들과 같은 다른 유형들의 미디어 콘텐트 파일들이 또한 디코딩될 수 있다. 이 예에서,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

는 따라서 전용 mp3-오디오 플레이어이지만, 휴대 비디오 플레이어, 휴대 컴퓨터 등과 같은 임의의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

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대해 엄격한 메모리-유형 필요 요건은 없다. 그러나, DRAM-유형의 메모리와 같은 적어도 하나의 휘발성 메모

리가 구비된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에 관련하여 예시된다.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유형의 상이한 메모리들의 예들로는 SDRAM(Synchronous DRAM), DDR-SDRAM

(Double Date Rate-SDRAM), DDR2-SDRAM(Double Date Rate2-SDRAM) 메모리들이 있다.

더욱이,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100)은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대한 콘텐트 관련 정보를 얻도록 구성된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에 연결되고 배터리 용량을 구하도록 구성된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104)을 포함한다.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은 또한,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과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104)에

연결되는 제어 유닛(106)을 포함하고, 상기 제어 유닛(106)은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과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104)

의 기능을 제어하도록 구성되어,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 여기에서는 mp3-플레이어의 사용자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

터 콘텐트 파일의 상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104), 및 제어 유닛(106)인 이들 유닛들 각각의 기능들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련된 상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의 상세한 설명과 연관하여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된다.

이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와 관련하여,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한 상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의 흐름

도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상기 방법의 단계들의 간략한 태스크 설명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도 2 및 표 1을 참조한

다.

단계 번호 간략한 태스크 설명

202 데이터 보존 배터리 전력 문턱값(ERET)을 구함

204 배터리 전력 총 용량값(E0)을 구함

206 동작 관련 배터리 전력 용량(E)을 구함, E=E0-ERET

208 E≥0 ?

210 가용 데이터 포맷들에 대한 전력 소비/kB(EFORMAT)를 구함

212 데이터 포맷 당 소비 크기를 구함, SFORMAT=E/EFORMAT

214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크기(FILES)를 구함

216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포맷(FORMAT)을 구함

218 데이터 콘텐트 파일 포맷에 대한 크기 비(FORMAT,SR=SFORMAT/
FILES)를 결정

220 SR≥1

222 콘텐트 상태 설정:완전히 액세스될 수 있음

224 사용자에게 콘텐트 상태 제공

226 콘텐트 상태 설정: 액세스될 수 있는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SR

228 소실 콘텐트-관련 배터리 전력 문턱값(ELOST)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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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ELOST-ERET?

232 콘텐트 상태 설정 : 데이터 콘텐트 잠김

234 콘텐트 상태 설정 : 데이터 콘텐트 소실

표 1.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방법에서의 단계들의 간략한 태스크 설명들에 대한 리스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방법의 제 1 단계는 배터리 전력 비교 유닛(104)에 의해 데이터 보존 배터리 전력 문턱값

(ERET)를 구하는 단계이다(202). 이 데이터 보존 배터리 전력 문턱값은 제어 유닛(106)으로부터 얻어지거나, 전자 디바

이스(114)의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미도시)를 통해 전자 디바이스(114)의 사용자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데이터가 액세

스될 수 있는 다른 택일적인 경로가 또한 가능하다.

이 실시예에 따라 콘텐트 상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포함된 특정 단계들의 순서는 본 발명의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단계에서 지적해야만 한다.

도 2의 흐름도에서의 다음 단계는 배터리 전력 총 용량값(E0)을 구하는 단계이다(204). 이 배터리 전력 총 용량 값은 이 예

에서 배터리로부터 직접 구해지지만,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 내의 또 다른 유닛을 통해서 얻어질 수도 있다. 본 방법의

다음 단계는 동작 관련 배터리 전력 용량(E)을 구하는 단계(206)로서, 여기서 E는 단계(204)에서 얻어진 배터리 전력 총

용량값에서 데이터 보존 배터리 전력 문턱값(ERET)을 뺀 값, 즉 E=E0-ERET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실시예에 따르면, 단계

(206)는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100)의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104)에 의해 수행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이

러한 동작 관련 배터리 전력 용량(E)은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100)의 외부에 있지만,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 내

의 또 다른 유닛에 의해 얻어질 수도 있다. 다음 단계는 E≥0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208). 이 실시예에서, 이 단

계를 수행하는 것은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104)이다. 그러나, 단계(204,206)와 유사하게, 이러한 결정을 담당하는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 내의 또 다른 유닛들이 있을 수 있다.

동작 관련 배터리 전력 용량(E)이 0 보다 큰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각각의 가용 데이터 포맷(FORMAT)에 대해 단위 크기

당 예컨대 kB 당 전력 소비(EFORMAT)의 정보를 얻는 단계가 수행된다. 전력 소비 정보를 구하는 이 단계는 콘텐트 상태 결

정 유닛(102)에 의해 수행된다. 전력 소비 정보는 본 방법을 실행하기에 앞서 미리 저장되는 것이 유리하며, 전력 소비 정

보는 따라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구하는 단계에서 액세스된다. 더욱이,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에 의해 구해지는

이 정보는 또다른 유닛에 의해 구해질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단위 크기당 전력 소비는 포맷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이러

한 이유로 단위 크기당 전력 소비는 가용한 것에 대해 얻어진다.

적어도 하나의 파일 포맷에 대한 단위 크기당 전력 소비에 액세스한다면, SFORMAT=E/EFORMAT으로 정의되는, 각각의 포

맷(SFORMAT)에 대한 소비 크기를 구하는 단계가 수행된다(212). 이 단계에서, 따라서 각각의 포맷에 관한 크기가 구해지

는데, 배터리 전력 용량(E)은 상기 크기의 파일의 전체 소비 동안 메모리에 공급하기에 충분하다.

이어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크기(FILES)를 구하는 단계(214)가 메모리(110)로부터의 콘텐트 관련 정보로

부터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에 의해 수행된다. 메모리 콘텐트에 관한 크기 정보는 공통 파라미터이며, 이는 크기 정보

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부가적인 변환 프로세싱을 필요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포맷(FORMAT)이 메모리(110)로부터 얻어진 콘텐트 관련 정보로부터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에 의해 수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포맷을 구하는 단계(216)에서 구해진다.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파일 크기(FILES) 및 파일 포맷(FORMAT)을 구했다면, SR=SFORMAT/FILES로 정의되

는 크기 비(SR)를 결정하는 단계(218)가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에 의해 수행된다. 본 발명의 이러한 실시예에서, 동

작 관련 배터리 전력 용량(E)은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크기와 비교되는 포맷 의존 크기(SFORMAT)

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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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크기 비(SR)가 1 이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220)가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에 의해 수행된다. 이 크

기 비(SR)가 1 이상이라면, 콘텐트 상태를 "완전히 액세스 가능한"으로 설정하는 다음 단계(222)가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

(102)에 의해 수행된다. 이 콘텐트 상태 정보는 그 후, 사용자에게 콘텐트 상태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224), 전자 디바이스(114)의 정보 제공 유닛(112)에 의해 수행된다(표 2 참조).

데이터 콘텐트 A 완전히 액세스 가능

표 2. 전자 디바이스(114)의 제공 유닛(112)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개략적인 표현.

그러나 크기 비(SR)가 1 보다 작으면, 콘텐트 상태를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SR이 액세스 가능"으로 설정하는 단계(226)

가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2)에 의해 수행된다. 이 경우, 크기 비는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일부와 동일하고, 이는 사용

자에게 액세스 가능하다. 그 후 이 콘텐트 상태 정보는 상기 단락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다음 단계(224)에서 사용자에게 제

공된다(표 3 참조).

데이터 콘텐트 A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0.72가 액세스 가능

표 3. 전자 디바이스(114)의 제공 유닛(112)에 의해 제공되는 단계(226)에서 결정된 것과 같은 정보의 개략적인 표현.

또한, 동작 관련 배터리 전력 용량(E)을 특정 포맷(FORMAT)에 대한 단위 크기당 배터리 전력 소비(EFORMAT)에 관련시

켜, 전술한 바와 같이 단계(212)에 따라 SFORMAT을 구하는 것의 대안으로서, 배터리 전력 용량 또는 크기의 관점에서 메모

리 내에 저장된 파일에 관련된 요구되는 파라미터를 갖는 배터리 용량은 동작 관련 전력을 각각의 파일 포맷에 대한 소비

시간(분)으로 변환하고, 파일 크기를 전체 파일 또는 파일의 일부를 소비하는데 필요한 시간(분)으로 변환하며, 그 후 비교

가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2)에 의해 수행된다.

다양한 데이터 콘텐트 파일들에 대한 콘텐트 상태가 본 발명의 상이한 대안들(alternatives)에 따른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될 수 있다. 제공 유닛(112)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파일들의 지속 시간을 포함할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파일들은 구해진

동작 관련 배터리 전력 용량으로부터 소비될 수 있다. 파일들의 전체 길이 또는 지속 시간에 관한 정보는 콘텐트 관련 정보

를 구하는 단계에서 메모리로부터 직접 구해질 수 있거나, 또는 단위 시간당 크기에서의 소비율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파

일의 크기의 정보로부터 산출될 수도 있다.

표 4에서, 이러한 정보는 2개의 파일들, 비디오 파일 A와 오디오 파일 B와 관련하여 제공된다. 비디오 파일 A는 25분의 지

속 시간에 대응하는 25% 만큼 액세스 가능하다. 동작 관련 배터리 전력 용량은 전체 오디오 파일 B를 소비하는데 충분한

시간 동안 전력을 전자 휴대 디바이스에 공급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오디오 파일 B에 대한 액세스 가능성은 100%이며,

이는 이 예에서 3분 25초의 지속시간에 대응한다.

파일 액세스 가능성(%) 시간(분:초)

비디오 파일 A 25 25:00

오디오 파일 B 100 3:25

표 4. 전자 디바이스(114)의 제공 유닛(112)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개략적인 표현

콘텐트 상태 정보의 더욱 다양한 제공이 개략적으로 표 5에 도시되어 있다. 이 정보는 또한 재공되는 파일의 전체 길이를

포함하며, 여기에서 이 시간 정보는 각각의 파일에 대한 액세스 가능한 지속시간에 관한 것이다.

파일 액세스 가능/전체(시.분:초)

비디오 파일 A 25:00/1.40:00

오디오 파일 B 3:25/3:25

표 5. 전자 디바이스(114)의 제공 유닛(112)에 의해 제공될 콘텐트 상태 정보의 개략적인 표현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의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콘텐트 상태 정보의 부가적인 대안들이 도 3에 개시되어 있다. 이 도

면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파일의 액세스 가능한 양을 나타내는 막대(bar)들이 제공된다. 이 정보에서, 비디오 파일 C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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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파일 D보다 크기가 더 크고, 비디오 파일 D는 비디오 파일 E보다 더 크다. 채워진 각각의 막대 부분은 각각의 전체 지

속시간 중 가용한 배터리 전력 용량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부분을 나타낸다. 비디오 파일 C가 비디오 파일 D보다 더 크

기 때문에, 비디오 파일 C에 대한 막대는 비디오 파일 D에 대한 막대보다 더 짧다. 유사하게, 비디오 파일 E에 대한 막대는

비디오 파일 D에 대한 것보다 더 긴데, 이는 비디오 파일 E는 비디오 D보다 더 짧은 전체 지속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DRAM-기반의 메모리에서 가용한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대한 콘텐트 상태 정보를 결정했다면, 상기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몇몇 옵션들이 가용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이러한 콘텐트 상태 정보는 파일 시스템 내에

포함될 수 있다. 파일 시스템들은 사용자에게 파일들의 브라우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또는 다른 이유들로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들에서 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텐트 상태에 관한 정보는 다른 파일 속성들, 예컨대 아티스트 이름, 곡명, 파일

크기, 지속시간, 획득한 날짜 등과 함께 제공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콘텐트 상태 정보는 색채 코딩된 표시자, 액세스

가능한 파일의 부분, 적절한 파일의 소비될 수 있는 시간 길이에 의해, 또는 이들의 가능한 조합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

다. 예컨대, 파일 시스템에서 부가적인 컬럼에 의해, 이러한 콘텐트 상태 정보가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다.

도2에 표현된 것과 같은 본 방법의 흐름도로 되돌아가, E=E0-ERET로 정의되는 동작 관련 배터리 전력 용량(E)이 음의 값

으로 결정되면(208), 손실 콘텐트-관련 배터리 전력 문턱값(ELOST)을 구하는 단계(228)가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104)에

의해 수행된다. 이 손실 콘텐트 관련 배터리 전력 문턱값(ELOST)은 예컨대 앞서 제어 유닛(106)에 의해 제공될 수 있고, 또

는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104)의 제조 단계 동안 제공될 수도 있으며, 적절히 휘발성 메모리의 유형과 연관된다.

이 손실 콘텐트 관련 배터리 전력 문턱값(ELOST)을 구했다면, 동작 관련 배터리 전력 용량(E)이 손실 콘텐트 관련 배터리

전력 문턱값(ELOST)에서 데이터 보존 배터리 전력 문턱값(ERET)을 뺀 값 이상인지의 여부, 즉 E≥ELOST-ERET 인지의 여

부를 결정하는 단계(230)가 배터리 레벨 비교 유닛(104)에 의해 수행된다. 동작 관련 배터리 전력 용량(E)이 손실 콘텐트

관련 배터리 전력 문턱값(ELOST)에서 데이터 보존 배터리 전력 문턱값(ERET)을 뺀 값 이상인 경우, 콘텐트 상태를 "데이터

콘텐트가 잠김"이라고 설정하는 단계(232)가 콘텐트 상태 결정 유닛(104)에 의해 수행된다(표 6 참조).

데이터 파일 A 데이터 콘텐트가 잠김

표 6.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의 제공 유닛(112)에 의해 제공될, 단계(232)에서 결정되는 바와 같은 정보의 개략적인

표현.

동작 관련 배터리 전력 용량(E)이 손실 콘텐트 관련 배터리 전력 문턱값(ELOST)에서 데이터 보존 배터리 전력 문턱값

(ERET)을 뺀 값보다 작다면(230), 콘텐트 상태를 "데이터 콘텐트 소실"이라고 설정하는 단계(234)가 콘텐트 상태 결정 유

닛(104)에 의해 수행된다. 단계(232,234)에 이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콘텐트 상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224)가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이어진다. 표 7에서, 소실된 콘텐트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다.

데이터 파일 A 데이터 콘텐트 소실

표 7.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114)의 제공 유닛(112)에 의해 제공될 단계(234)에서 결정되는 바와 같은 정보의 개략적인

표현.

본 발명의 대안적인 일 실시예에서, 택일적으로, 동작 관련 배터리 전력 용량이 가용한 콘텐트 파일들의 각각을 소비하는

데 충분한지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사용자가 전체 파일들을 소비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메모리(110) 내의 가용한 파일들

이 동일한 포맷 또는 소비될 때 단위 크기당 유사한 배터리 전력 소비에 대응하는 포맷들을 갖는다면, 콘텐트 파일이 완전

히 액세스될 수 있는지 또는 완전히 액세스될 수 없는지 즉 잠기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 가용한 배터리 전력 용량을 이

용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제공 유닛(112)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개략적으로 도 4A 내지 4C에 도시된

것과 같은 정보처럼 보일 것이다. 도 4A에서, 콘텐트가 완전히 액세스될 수 있다는 것이 도시된다. 두 개의 내부 대각선들

을 갖는 박스는 녹색 광 표시를 위한 코드이다. 이것은 사용자에게 제공 유닛(112)인 LED 다이오드에 의해 전달될 것이다.

콘텐트가 사용자에게 액세스될 수 없다면, 정보의 개략적인 표현은 도 4B에 표현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 박스 내의 하나의

대각선은 노란색 광 표시를 위한 코드이며, 이는 콘텐트가 사용자에게 잠겨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콘텐트가 소실

된다고 결정된다면, 제공 유닛(112)에 의해 제공될 콘텐트 상태 정보는 도 4C에서 표현된 바와 같은 정보와 같은 코딩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개방 박스는 광 표시가 없음 또는 대안적으로 빨간색 광 표시에 대한 코드이다. 이 실시

예에서, 정보는 시각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전체 콘텐트의 상태에 관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이 예에서, 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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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음, "삐뽀" 등과 같은 오디오 정보를 나타냄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적인 것에 따르면, 정보는 사용자에게 진

동으로 제공될 수 있다. 물론,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의 사용자가 콘텐트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콘텐트 상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하여, 이들 정보 유형들의 임의의 조합이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전형적으로,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가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입력을 수신할 때, 규칙적으로 예컨대 1분 간격으로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된다. 30초마다, 2분 마다 등과 같이 다른 시간 간격들도 적당하다. 휴대용 전자 디바이

스가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액세스하고 있을 때,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본 방법은 덜 정기적으로 실행된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본 방법은 예컨대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소비 동안 실행되지 않는다.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소비가 예컨대 사

용자 또는 종료로 중지되었을 때, 본 방법은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의 사용자에게 업데이트된 상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행될 것이다. 또한,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가 동작하지 않는 동안, 즉 어떠한 데이터 콘텐트 파일도 소비되지 않고, 사용

자 입력도 수신되지 않을 때,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방법은 실행되지 않는다.

본 방법의 실행 빈도는 또한 동작 관련 배터리 전력 용량에 의존적일 수 있다. 이 택일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실행 빈도는

동작 관련 배터리 전력 용량의 일정한 감소로 감소될 것이다.

도 5는 그 위에 컴퓨터 프로그램 수단을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포함된,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수단이 컴퓨터 또는 가능하게는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 자체에 로딩

될 때, 상기 컴퓨터 또는 가능하게는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 자체는, 배터리 용량 값을 구하고,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

트 파일에 대한 콘텐트 관련 정보를 구하고,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련하여 구해진 배터리 용량에 따라 적

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콘텐트 상태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결정된 콘텐트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실행하여,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의 사용자가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상태를 알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의 일 예는 CD-ROM이며, 그러나 컴퓨터에 삽입될 수 있는 임의의 종류의 판독 가능한 디스

크 예컨대, DVD-디스크, MD-디스크, 또는 임의의 다른 종류의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일 수 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휴대 메모리 예컨대, 플래시-기반의 메모리일 수 있다.

컴퓨터는 전형적으로 제어 유닛, 메모리 유닛, 및 입력/출력 유닛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 요소는 예컨대, 인터넷 또는 임의의 다른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로부

터 다운로드될 수 있다. 전술한 바 및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용에 대한 관련 상태들에서 배터리 전력 소비에 관한 정보는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에 본 발명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은, 다양한 배터리 전력이 공급된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들에서 이미 가용한 바와 같이 시스템

전력 관리기에서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은 자체 유닛으로 구현되거나 또는 휴대용 전자 디바

이스의 제어 유닛에 포함될 수 있다.

언급된 및/또는 상술된 것 이외의 보다 많은 방법으로 본 발명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들 상이한 실시예들

및 대안들은 비제한적인 예들이다. 본 발명의 범위는 그러나 다음의 청구항들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을 전체로 또는 부분적으로 소비하는데 요구되는

배터리 전력 용량이 산출되고, 데이터 콘텐트 파일들을 소비하기 위해 가용한 동작 관련 배터리 전력 용량(E)에 연관된다.

이 실시예에서, 각각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대해 요구되는 배터리 전력 용량이 결정된다. 요구되는 배터리 전력 용량 및

가용한 배터리 전력 용량 사이의 비교에 기초하여, 전체 데이터 콘텐트 파일들이 사용자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지의 여

부에 관한 콘텐트 상태가 결정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 또는 본 발명에 따르면, 동작 관련 배터리 전력 용량(E)은 특정한 포맷(FORMAT)에 대한 1분 당

배터리 전력 소비(EFORMAT)에 관련되며, 따라서 J/s 단위의 SFORMAT를 구한다. 이 구해진 파라미터로부터, 가용한 동작

관련 배터리 전력 용량에 의해 지원될 수 있는 각각의 포맷에 대한 재생시간이 결정된다. 각각의 미디어 파일, 예컨대 오디

오 및 비디오의 길이 정보가 상기 파일들의 저장매체로부터 용이하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는 본 발명에 따

른 콘텐트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동안 이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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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일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포함된 단계들의 상대적인 순서는 방법의 결과 또는 효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지않고 변경된다.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련된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대안에 있어서, 본

발명은 그러나 또한 데이터 콘텐트 파일들이 액세스 가능한지, 잠겼는지, 또는 일부 또는 모두가 소실되었는지 여부에 대

한 실제적인 결정을 수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포함하는" 또는 "포함하다"는 다른 요소들, 단계들, 유닛들 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일(a, an)"은 복수의 각각의 아이템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단일의 프로세서 또는 다른 프로세싱 유닛은 청구항들에 기재된 몇몇 유닛들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청구항들에서의 참조 부호(signs)는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본 발명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련된 콘텐트 상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콘텐트 상태

정보 제공 유닛,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및 컴퓨터 프로그램 요소는 다음의 장점들을 갖는다:

사용자는 데이터 콘텐트의 상태를 알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받는다.

본 발명은 또한 배터리 용량 값에 따라 사용자에게 콘텐트 상태를 제공한다.

배터리 전력 용량이 구해진 배터리 전력 용량에 의해 소비될 수 있는 파일 크기로 변환될 수 있어, 가용한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크기와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한 유리한 장점이다.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이 어느 정도 액세스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데이터 콘텐트 파일이 부

분적으로만 액세스 가능하다는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유리하다.

크기 관련 할당량이 제 1 문턱값보다 작다면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 전체가 사용자에게 액세스될 수 없다는 정

보를 제공를 제공하는 것 또한 유리한데, 이는 이러한 정보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이 사용자에게 잠겼을 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발명은 배터리 용량 레벨이 보존 레벨 또는 데이터 소실-관련 레벨 각각에 도달했다면, 데이터가 잠기고 및 데이터가

소실된다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장점을 갖는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콘텐트 상태 제공 방법 및 이를 적용하는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상태 정보 제공 유닛에

관한 것으로서, 배터리 전력 용량에 관련하여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의 가용 상태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재생하고자 하는 콘텐트 파일의 용량을 잔존 배터리 용량과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의 개략적인 표현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관련하여,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콘텐트 파일에 관한 상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의 흐

름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3개의 비디오 파일들의 콘텐트 상태를 개략적인 막대(bar) 표현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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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 내지 4C는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의 전체 콘텐트에 대한 콘텐트 상태 표현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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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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