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6F 17/3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5월17일

10-0719514

2007년05월11일

(21) 출원번호 10-2005-0126407 (65) 공개번호

(22) 출원일자 2005년12월20일 (43) 공개일자

심사청구일자 2005년12월20일

(73) 특허권자 엔에이치엔(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분당벤처타운

(72) 발명자 장준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교동마을 현대필그린 102-302

소순식

서울 송파구 송파 2동 163-4 인당 빌리지 501호

김미연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646-40 호예아트빌라 101호

(74) 대리인 이경란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11249941 A

KR1020050121689 A

WO2004086254 A1

KR1020010108308 A

US20040210833 A1

심사관 : 김수섭

전체 청구항 수 : 총 16 항

(54) 파일 정리/검색 방법, 시스템 및 이를 위한 기록매체

(57) 요약

본 발명은 파일 정리/검색 방법, 시스템 및 이를 위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a) 사용자가 선택한 원본 파일에 대한 주

석(annotation)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는 단계; (b) 상기 주석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하는 주석 상세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주석 상세 정보는 상기 원본 파일의 제목, 주제, 카테고리, 중요도 , 키워드 및 설명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 (c)

상기 주석 상세 정보에 따른 주석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상기 주석 파일은 적어도 상기 원본 파일의 이름 및 상기 주석 파

일 생성 일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헤더 정보 필드와 상기 사용자가 입력한 주석 상세 정보에 대응하는 바디 정보 필

드를 포함함-; (d) 상기 주석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파일 정리/검색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

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모든 종류의 파일을 주석을 이용하여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리 및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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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사용자가 선택한 원본 파일에 대한 주석 상세 정보의 입력을 위한 주석(annotation)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단말기의 디

스플레이 화면에 출력되도록 제어하는 단계;

(b) 상기 주석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되는 주석 상세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주석 상세 정보는 상기 원본 파일의 제

목, 주제, 카테고리, 중요도, 키워드 및 설명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

(c) 상기 수신된 주석 상세 정보를 이용하여 주석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상기 주석 파일은 원본 파일과 다른 별도의 파일

이며, 적어도 상기 원본 파일의 이름 및 상기 주석 파일 생성 일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헤더 정보 필드와 상기 주석

상세 정보에 대응하는 바디 정보 필드를 포함함-; 및

(d) 상기 주석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정리/검색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석 파일은 XML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정리/검색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석 파일의 이름은 상기 원본 파일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정리/검색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바디 정보 필드는 이미지 파일에 대한 촬영 장소, 인물, 대상 및 사용된 카메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이미지 정

보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정리/검색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석 파일은 상기 원본 파일과 매칭되어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정리/검색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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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데이터로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제1 파일을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된 제1 파일에 매칭되는 제2 파일을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파일 및 상기 제2 파일을 조합하여 검색 결과로서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제1 파일은 상기 원본 파일 및 주석 파일 중 어느 하나이고, 상기 제2 파일은 원본 파일 및 주석 파일 중 다른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정리/검색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주석 파일 생성 시, 상기 생성된 주석 파일을 색인하는 단계; 및

상기 검색된 주석 파일과 원본 파일을 동기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정리/검색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 내지 (d) 단계는 사용자 단말기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웹서버에서 수행되며, 상기 원본 파일은 사용자가 상기

웹상에서 작성한 웹파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정리/검색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 내지 (d) 단계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에서 수행되며, 상기 원본 파일은 사용자 단말기

에 저장된 파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정리/검색 방법.

청구항 10.

(a) 사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데이터로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제1 파일을 검색하는 단계;

(c) 상기 검색된 제1 파일에 매칭되는 제2 파일을 검색하는 단계; 및

(d) 상기 제1 파일 및 상기 제2 파일을 조합하여 검색 결과로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정리/

검색 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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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파일은 원본 파일 및 상기 원본 파일에 대해 사용자가 입력한 주석 상세 정보에 따라 생성되는 주석 파일 중 적어

도 하나이며, 상기 원본 파일 및 주석 파일은 서로 매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정리/검색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주석 상세 정보는 상기 원본 파일의 제목, 주제, 카테고리, 중요도, 키워드 및 설명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주석 파일은 적어도 상기 원본 파일의 이름 및 상기 주석 파일 생성 일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헤더 정보 필드와 상

기 사용자가 입력한 주석 상세 정보에 대응하는 바디 정보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정리/검색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바디 정보 필드는 이미지 파일에 대한 촬영 장소, 인물, 대상 및 사용된 카메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이미지 정

보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정리/검색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주석 파일은 XML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정리/검색 방법.

청구항 15.

제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 16.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 단말기와 연결되며, 파일 정리/검색을 지원하는 웹서버 시스템으로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주석 상세 정보 작성을 위한 웹페이지를 전송하는 웹페이지 제공 모듈;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주석 상세 정보를 수신하는 주석 상세 정보 수신 모듈-상기 주석 상세 정보는 상기 원본 파일의

제목, 주제, 카테고리, 중요도 , 키워드 및 설명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

상기 주석 상세 정보에 따른 주석 파일을 생성하는 주석 파일 생성 모듈-상기 주석 파일은 원본 파일과 다른 별도의 파일

이며, 적어도 상기 원본 파일의 이름 및 상기 주석 파일 생성 일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헤더 정보 필드와 상기 주석

상세 정보에 대응하는 바디 정보 필드를 포함함-; 및

상기 주석 파일을 상기 원본 파일과 매칭하여 저장하는 주석 파일 저장 모듈을 포함하는 웹서버 시스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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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파일 정리/검색 방법, 시스템 및 이를 위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주석(annotation)을 이

용하여 파일을 효율적으로 정리 및 검색할 수 있는 파일 정리/검색 방법, 시스템 및 이를 위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과히 정보의 홍수라 불려질 만큼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하루 2000권의 새 책이 출판되고, 약 54억 GB 정도의 정보가 생산되고 있으며, 구글 사이트는 PDA로 검색하

는 경우, 약 74,300,000 개의 검색 결과를 1초 내에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폭발적으로 생산되고, 이를 검색하는 방법

또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서적이나 신문을 주로 이용하였으나, 근래에는 컴퓨터의 보편적인 보급과

처리 속도의 향상 및 네트워크 전송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사용자가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보

를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항상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작성한 문서, 회의 자료 및 이미지와 같은 각종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정보의 과다한 생산과 더불어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수많은 자료를 저장하게 되는 바, 이제는 정보를 찾는 것

이 아닌 저장된 정보를 정리하고 구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데스크탑 PC는 자료 탐색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의 자료 탐색은 폴더나 파일명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원하는 파일을 탐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래에는 사용자 PC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버에서 사용자 PC에 저장된 파일에 존재하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폴더나 파일명을 알지 못하더라도 원하는 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PC 검색 기능은 바이너리 파일(예를 들어, 이미지)을 구별하기 위한 특정 정보를 추가할 수 없고,

HTML 파일을 정리하기 위한 분류를 추가할 수 없으며, 대상 파일의 정보에 기초한 검색만이 가능할 뿐, 대상 파일의 구별

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였다.

근래에는 정보의 양이 아닌 정보를 적절하게 정리하고 빠르게 검색하기 위한 서비스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나, 종

래기술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각종 파일을 효율적으로 정

리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 정리/검색 방법, 시스템 및 이를 위한 기록매체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원본 파일을 상세하게 정의할 수 있는 파일 정리/검색 방법, 시스템 및 이

를 위한 기록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원본 파일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파일 정리/검색 방법, 시스템 및 이를 위한 기록매체를 제

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등록특허 10-0719514

- 5 -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a) 사용자가 선택한 원본 파일에 대한

주석(annotation)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는 단계; (b) 상기 주석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하는 주석 상세 정보를 수신하는 단

계-상기 주석 상세 정보는 상기 원본 파일의 제목, 주제, 카테고리, 중요도 , 키워드 및 설명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 (c)

상기 주석 상세 정보에 따른 주석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상기 주석 파일은 적어도 상기 원본 파일의 이름 및 상기 주석 파

일 생성 일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헤더 정보 필드와 상기 사용자가 입력한 주석 상세 정보에 대응하는 바디 정보 필

드를 포함함-; 및 (d) 상기 주석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정리/검색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주석 파일은 XML로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주석 파일의 이름은 상기 원본 파일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바디 정보 필드는 이미지 파일에 대한 촬영 장소, 인물, 대상 및 사용된 카메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이미

지 정보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서, 상기 주석 파일은 상기 원본 파일과 매칭되어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데이터로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제1

파일을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된 제1 파일에 매칭되는 제2 파일을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파일 및 상기 제2 파일을

조합하여 검색 결과로서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제1 파일 및 제2 파일은 원본 파일 및 주석 파일 중 적어도 하

나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주석 파일 생성 시, 상기 생성된 주석 파일을 색인하는 단계; 및 상기 검색된 주석 파일과 원본 파일을 동기화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 상기 (a) 단계 내지 (d) 단계는 사용자 단말기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웹서버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상기 원본

파일은 사용자가 상기 웹상에서 작성한 웹파일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원본 파일은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파일일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상기한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가 제공된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a) 사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데이터로

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제1 파일을 검색하는 단계; (c) 상기 검색된 제1 파일에 매칭되는 제2 파일을 검색하는 단계; 및 (d)

상기 제1 파일 및 상기 제2 파일을 조합하여 검색 결과로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파일 정리/검색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 단말기와 연결되며, 파일 정리/검색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주석 상세 정보 작성을 위한 웹페이지를 전송하는 웹페이지 제공 모듈;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주석 상세 정보를 수신하는 주석 상세 정보 수신 모듈-상기 주석 상세 정보는 상기 원본 파일의 제목, 주제, 카테고리, 중요

도 , 키워드 및 설명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 상기 주석 상세 정보에 따른 주석 파일을 생성하는 주석 파일 생성 모듈-상

기 주석 파일은 적어도 상기 원본 파일의 이름 및 상기 주석 파일 생성 일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헤더 정보 필드와

상기 사용자가 입력한 주석 상세 정보에 대응하는 바디 정보 필드를 포함함-; 상기 주석 파일을 상기 원본 파일과 매칭하

여 저장하는 주석 파일 저장 모듈을 포함하는 웹서버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파일 정리/검색 방법, 시스템 및 이를 위한 기록매체에 관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은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파일의 정리/검색을 위한 시스템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웹서버

(102)를 포함할 수 있으며, 사용자 단말기(100)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인터넷, 전용선을 포함하는 유선 네트워크와 무선 인터넷, 이동 통신망 및 위성 통신망을 포함하는 무

선 네트워크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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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단말기(100)는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하며, 파일 정리/검색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단말기로서, 데스크탑

PC, 노트북, PDA 및 통상적인 이동 통신 단말기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웹서버(102)는 사용자 단말기(100)로 파일 정리/검색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제

공하는데, 상기한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자신의 단말기에 저장된 모든 종류의 파일에 대해 주석(annotation)을 달 수

있게 하며, 하기에서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주석 어플리케이션이라 정의한다.

사용자 단말기(100)에 주석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며, 사용자가 원본 파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석 달기를 원하는 경우,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석의 상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출력한다.

본 발명에 따른 주석 인터페이스에는 다양한 주석 상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며, 예를 들어, 원본 파일의

제목, 주제, 카테고리, 키워드 및 간단한 설명을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며, 원본 파일의 중요도를 식별할 수 있는 아

이콘(예를 들어, 색으로 구분되는 스티커 형상) 선택을 위한 영역도 존재한다.

또한, 원본 파일이 이미지 파일인 경우, 주석 어플리케이션은 이미지에 관한 상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을 추가로 출

력하며, 예를 들어, 촬영 장소, 촬영 인물, 촬영 대상, 촬영에 대한 느낌 및 촬영 시 사용된 카메라에 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을 출력한다.

사용자가 주석 인터페이스에 상기한 주석 상세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입력하는 경우, 주석 어플리케이션은 주석 파일을

생성하며, 주석 파일과 원본 파일을 매칭하여 저장한다.

본 발명에 따른 주석 파일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로 정의되어 사용자가 손쉽게 주석 파일의 구조를 변경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본 파일에 대한 주석 파일을 생성한 경우, 사용자는 추후에 주석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본 파일 및 이에 대응

하는 주석 파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주석 상세 정보를 이용하여 원본 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주석 어플리케이션은 원본 파일을 디렉토리 형태 또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타임 라인 형태(원본

파일의 저장 일자 별로)로 표시할 수 있다.

사용자는 원본 파일의 주석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주석 인터페이스를 통해 주석 상세 정보를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는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원본 파일 및 주석 파일의

검색 및 주석 파일을 편집할 수 있다.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은 웹브라우저 상에서 사용자 단말기(100)에 저장된 파일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웹페이지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은 검색어에 상응하는 데이터로서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제1 파일을 검색한다. 여기서, 제1 파일은 원본 파일 및 상기 원본 파일에 대해 사용자가 입력한 주석 상세

정보에 따라 생성되는 주석 파일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이후,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은 검색된 제1 파일에 매칭되는 제2 파일을 검색하며, 제1 파일 및 상기 제2 파일을 조

합하여 검색 결과로서 출력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원본 파일과 주석 파일은 서로 매칭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만일 검색된 제1 파일이 원본

파일인 경우에는 제2 파일은 이에 매칭된 주석 파일이 되며, 제1 파일이 주석 파일인 경우에는 제2 파일은 이에 매칭된 원

본 파일이 된다.

따라서,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은 검색어가 원본 파일 뿐만 아니라 주석 파일에 포함된 경우에도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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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사용자가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웹브라우저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 데스크

탑 검색 어플리케이션은 이를 수신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상응하는 원본 파일 또는 주석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

를 검색한다.

본 발명에 따른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은 상기한 주석 파일 생성 시, 이를 감지하여 주석 파일을 색인(indexing)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주석 파일의 검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검색어에 상응하는 원본 파일 또는 주석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은 주석 파일과 원본 파일을

동기화하여 웹브라우저 상에 파일의 검색 결과 페이지를 출력하며, 이때, 원본 파일과 주석 파일을 조합한 내용이 출력되

도록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웹페이지와 같은 형태로 자신의 단말기에 저장된 원본 파일 또는 주석 파일을 검색할 수 있으며, 원본 파

일에 대한 주석 상세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상기한 검색 결과 페이지에는 주석 편집 인터페이스가 포함되며, 사용자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검색 결과 페이지에

서 주석 상세 정보를 손쉽게 편집할 수 있다.

한편, 상기에서는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이 웹페이지 형식으로 검색 결과를 출력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이는 일

예에 불과하며, 검색 결과 정보를 XML 형식으로 주석 어플리케이션에 전송하고, 주석 어플리케이션이 검색 결과에 포함

되는 원본 파일 및 주석 파일을 동기화하여 주석 인터페이스에 원본 파일 및 주석 파일을 조합 출력할 수도 있다.

상기에서는 주석 어플리케이션과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이 별개로 설치되고 동작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이는 설

명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상기한 과정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당업자는 이해하여

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가 웹상에서 작성하여 웹서버(102)에 업로드한 파일에 대해서도 주석

파일을 생성할 수 있으며, 웹서버(102)는 사용자의 검색어를 수신하여 원본 파일 또는 주석 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웹서버(102)는 사용자가 웹상에서 작성한 파일을 선택하고, 주석 파일의 생성을

요청하는 경우, 주석 상세 정보 입력을 위한 웹페이지를 전송하며, 사용자가 입력한 주석 상세 정보를 수신하여 주석 파일

을 생성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후, 사용자의 검색어가 수신되는 경우, 웹서버(102)는 검색어에 상응하는 원본 파일 또는 주석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검

색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원본 파일과 주석 파일이 조합된 웹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석 어플리케이션의 모듈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주석 어플리케이션은 주석 파일 생성 모듈(200), 주석 파일 편집 모듈(202), 파

일 출력 모듈(204)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206)을 포함할 수 있다.

주석 파일 생성 모듈(200)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주석 상세 정보에 따라 주석 파일을 생성한다.

사용자가 주석 인터페이스에 주석 상세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주석 파일 생성 모듈(200)은 주석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주

석 파일을 생성하는데, 본 발명에 따른 주석 파일은 도 3 및 아래의 파일 구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XML로 정의되며, 헤더

정보 필드(300) 및 바디 정보 필드(302)를 포함하며, 바디 정보 필드는 공용(common) 정보 필드(304) 및 이미지 정보 필

드(306)를 포함할 수 있다.

<?xml version="1.0" ?>

<Annotation>

<Ann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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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1.0.0.1</Version>

<CreateTime>2005-11-15 15:48:50</CreateTime>

<CreateUser>Administrator</CreateUser>

<ModifyTime>2005-11-15 16:06:15</ModifyTime>

<OrgFileName>C:\주석_TEST_한.DOC</OrgFileName>

</AnnHeader>

<AnnBody>

<Title>가족사진</Title>

<Subject>중앙공원 가족사진</Subject>

<Category>가족</Category>

<Sticker>NBR_RED_POINT</Sticker>

<Keyword>중앙공원, 가족, 가을, 소풍</Keyword>

<Description>중앙공원에서 가을소풍가서 찍은 사진</Description>

<Location>중앙공원에서</Location>

<People>허순이, 장철수, 장길동</People>

<Object>멋진 정자를 배경으로</Object>

<Feeling>화창한 날에</Feeling>

<Camera>니콘&#x0A;쿨픽스&#x0A;2300</Camera>

</AnnBody>

</Annotation>

헤더 정보 필드(300)에는 주석 파일의 버전 정보(Version), 주석 파일 생성 일자(CreateTime), 주석 파일을 생성하는 윈

도우 아이디(CreateUser), 주석 변경 일자(ModifyTime) 및 주석 파일과 연결된 원본 파일의 이름(OrgFileName)이 포함

될 수 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주석 상세 정보는 바디 정보 필드(302)에 기록될 수 있는데, 바디 정보 필드(302) 중 공용 정보 필드

(304)에는 모든 파일에 대해 공통될 수 있는 원본 파일의 제목(Title), 원본 파일의 주제(Subject), 원본 파일의 분류

(Category), 원본 파일의 중요도 식별을 위한 정보(Sticker), 키워드(Keyword) 및 원본 파일에 대한 설명(Description)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이미지 정보 필드(306)는 원본 파일이 이미지 파일인 경우에 바디 정보 필드(302)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서, 촬영

장소(Location), 촬영 인물(People), 촬영 대상(Object), 촬영에 대한 느낌(Feeling) 및 촬영 시 사용된 카메라(Camera)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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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각 필드에 저장되는 정보는 예시를 위한 것이며, 그밖에 더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당업자에게 있

어 자명할 것이다.

주석 파일의 생성 시, 사용자가 주석 파일 내용만으로도 이에 연결된 원본 파일을 알 수 있도록, 주석 파일의 이름(주석 파

일명)은 원본 파일명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특정 폴더 내에서 원본 파일이 "원본 파일명.확장자"로 표시되는 경우, 주석 파일은 원본 파일명을 포함하여 "원

본 파일명.확장자.ANN"라는 주석 파일명을 가질 수 있으며, 여기서, ANN은 주석 파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확장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주석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각 주석 파일이 어떠한 원본 파일에 대응되는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석 파일 편집 모듈(202)은 기 생성된 주석 파일에 대해 사용자가 주석 상세 정보를 수정 및 삭제하는 경우에 수정 또는

삭제된 내용을 반영하여 주석 파일을 편집한다.

파일 출력 모듈(204)은 사용자가 주석 인터페이스의 소정 영역에 원본 파일 또는 주석 파일을 검색하기 위해, 검색어를 입

력하는 경우, 사용자 단말기(100)에 저장된 원본 파일 또는 주석 파일 중 검색어에 상응하는 원본 파일 또는 주석 파일을

출력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원본 파일 또는 주석 파일의 검색은 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된 운영체제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본 발명에 따른 주석 어플리케이션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에서 수행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단지 주석

어플리케이션은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검색 결과를 수신하여 검색 결과에 포함된 주석 파일 및 원본 파일

을 조합 출력할 수 있다.

그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 저장된 원본 파일 및 주석 파일의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은 당업자에게 있어 자명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는 원본 파일명 또는 원본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이용하여 원본 파일을 검색하였으나, 본 발명에

따르면, 원본 파일에 대한 다양한 주석 상세 정보를 이용하여 원본 파일을 분류할 수 있고, 주석 상세 정보에 포함된 내용

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파일 정리/검색이 용이해진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206)은 사용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상기한 모듈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206)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주석 인터페이스를 출력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석 인터페이스는 도 8과 같이, 주석의 생성, 주석 파일 또는 원본 파일의 검색어 입력 및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한편,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 실시예에 따른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의 모듈 구성을 도시한 도면으로서, 본 발

명에 따른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은 주석 파일 색인 모듈(400), 파일 검색 모듈(402), 동기화 모듈(404), 조합 출력

모듈(406) 및 주석 편집 인터페이스 출력 모듈(408)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한 주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가 주석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 본 발명에 따른 주석 파일 색인 모듈(400)은 주석

파일의 생성을 감지하여 주석 파일을 색인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주석 파일의 색인을 통해 주석 파일의 검색이 더욱 용이해진다.

검색 모듈(402)은 사용자가 원본 파일 또는 주석 파일의 검색을 위한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 이를 수신하여 검색어에 상

응하는 원본 파일 또는 주석 파일을 검색하며, 동기화 모듈(404)은 검색된 원본 파일 및 이에 매칭되는 주석 파일을 동기화

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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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출력 모듈(406)은 상기와 같이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의 검색 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 동기화된 원본 파일 및 주

석 파일을 조합하여 도 10과 같이, 웹브라우저에 웹페이지 형식으로 출력한다.

한편, 웹브라우저에 출력된 검색 결과 페이지에는 주석 편집 인터페이스 영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검색 결과 페

이지에서 주석 상세 정보의 편집을 요청하는 경우, 주석 편집 인터페이스 출력 모듈(408)은 도 10과 같이, 주석 편집 인터

페이스를 출력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석 파일 생성 과정의 순서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석 어플리케이션은 주석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며(S500), 사용자의 원본 파

일 선택 정보를 수신한다(S502).

사용자가 선택한 원본 파일에 관한 주석 상세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주석 어플리케이션은 이를 수신하며(S504), 헤더 정

보 및 주석 상세 정보에 대응되는 바디 정보를 포함하는 주석 파일을 생성한다(S506).

만일, 사용자가 선택한 원본 파일이 이미지 파일인 경우, 주석 인터페이스에는 이미지에 관한 상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이 추가로 제공되며, 사용자가 이미지에 관한 주석 상세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상기한 바디 정보에 이미지 정보를 포

함시킨 주석 파일을 생성한다.

생성된 주석 파일은 바람직하게는 원본 파일명에 대응되는 주석 파일명을 가지면서 사용자 단말기(100)에 원본 파일과 매

칭되어 저장된다(S508).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파일 검색 과정의 순서도를 도시한 도면으로서, 도 8과 같은 주석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본 파일 또는 주석 파일을 검색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사용자의 원본 파일의 검색 요청이 있는 경우, 주석 어플리케이션은 주석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며(S600),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수신한다(S602).

주석 어플리케이션은 검색어에 상응하는 원본 파일 또는 주석 파일을 검색하는 과정을 수행하며(S604), 검색된 파일이 원

본 파일인 경우에는 이에 매칭된 주석 파일을 추출하며, 반대로 검색된 파일이 주석 파일인 경우에는 이에 매칭된 원본 파

일을 추출한다(S606).

주석 어플리케이션은 추출된 원본 파일 및 주석 파일을 조합하여 출력한다(S608).

이에 따라 사용자는 원본 파일에 이에 대응되는 주석 파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원본 파일의 검색은 본 발명에 따른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도 7은 본 발명

에 따른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파일을 검색하는 과정의 순서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은 주석 파일이 생성되는 경우, 주석 파일을 색인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S700).

이후,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의 검색창에 입력한 검색어를 수신한다(S702).

검색어 수신 시,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은 검색어에 상응하는 원본 파일 또는 주석 파일을 검색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S704).

주석 파일 생성 시에 수행한 주석 파일의 색인에 의해 주석 파일의 검색 및 원본 파일에 매칭되는 주석 파일의 검색이 용이

해진다.

파일이 검색된 경우,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은 주석 파일과 원본 파일을 동기화하며(S706), 동기화된 원본 파일 및

주석 파일을 조합하여 웹브라우저에 웹페이지 형식으로 출력한다(S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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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웹브라우저 창에 표시된 검색 결과 페이지를 통해 주석을 편집할 수 있으며,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

션은 사용자의 주석 편집 요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S710), 주석 편집을 요청한 경우, 도 10과 같이 주석 편집 인터

페이스를 출력하며(S712),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 주석을 편집하는 과정을 수행한다(S714).

한편, 상기에서는 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된 주석 어플리케이션에서 주석 파일을 생성하고, 주석 어플리케이션 또는 데스크

탑 검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파일을 검색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가 웹상

에서 작성한 파일에 대해서도 주석을 생성할 수 있으며, 생성된 주석 파일을 이용하여 검색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웹서버의 모듈 구성을 도시한 도면으로서,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

른 웹서버는 주석 생성 웹페이지 제공 모듈(1100), 주석 상세 정보 수신 모듈(1102), 주석 파일 생성 모듈(1104) 및 주석

파일 저장 모듈(1106)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 단말기에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는 웹서버와 접

속한 상태에서 웹페이지를 통해 주석 파일 생성 및 주석 파일을 이용한 검색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주석 생성 웹페이지 제공 모듈(1100)은 사용자가 자신이 웹상에서 작성한 파일을 선택하고, 주석 파일 생성을 요청하는 경

우, 사용자 단말기(100)로 주석 상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을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상기한 웹페이지에 주석 상세 정보를 입력한 경우, 주석 상세 정보 수신 모듈(1102)은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주석

상세 정보를 수신하며, 주석 파일 생성 모듈(1104)은 헤더 정보 및 주석 상세 정보에 해당하는 바디 정보를 포함하는 주석

파일을 생성한다.

헤더 정보 및 바디 정보는 상기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주석 파일 생성 모듈(1106)은 생성된 주석 파일과 사용자가 선택한 원본 파일을 매칭시켜 저장한다.

이러한 매칭 저장에 따라, 원본 파일 또는 주석 파일 검색 시, 원본 파일과 주석 파일의 조합이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웹서버(102)에서 주석 파일 생성 및 검색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사용자는 웹기반으로 작성한 모든 파일에 대해 주석

을 달 수 있으며, 주석 파일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원본 파일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주석 파일 생성 과정의 순서도이다.

도 12는 사용자가 작성한 웹문서에 주석을 다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한 것으로서, 도 12를 참조하면, 사용자는 웹서버

(102)에 접속하여 웹문서를 작성하며(S1200), 작성한 웹문서에 대해 주석 달기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 단말기(100)는 웹

서버(102)로 주석 달기를 요청한다(S1202).

웹서버(102)는 이에 응답하여 사용자 단말기로 주석 상세 정보의 입력을 위한 웹페이지를 전송한다(S1204).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주석 상세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사용자 단말기(100)는 이를 수신하여(S1206) 웹서버(102)로 전송

한다(S1208).

웹서버(102)는 헤더 정보 및 주석 상세 정보에 따른 바디 정보를 포함하는 주석 파일을 생성하며(S1210), 주석 파일을 원

본 파일과 매칭하여 저장한다(S1212).

이처럼, 원본 파일에 대해 주석 파일을 생성하면 추후에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 웹서버(또는 별도의 검색 서버)

는 검색어에 상응하는 원본 파일 및 이에 매칭되는 주석 파일(주석 파일 및 이에 매칭되는 원본 파일)의 검색 결과를 사용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상기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이고, 본 발명에 대해 통상의 지식을 가진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 안에서 다양한 수정, 변경, 부가가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 변경 및 부가는 하기의 특허청구범

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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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된 원본 파일에 대한 주석 정보를 생성할 수 있어 파

일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주석 파일을 XML로 정의하여 손쉽게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주석 상세 정보를 이용하여 원본 파일을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웹서버를 통해 주석 파일을 생성하고, 원본 파일을 검색하고, 웹서버가 제공하는 페이지에서 주석

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석 어플리케이션의 모듈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주석 파일의 필드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 실시예에 따른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의 모듈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석 파일 생성 과정의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석 파일 편집 과정의 순서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파일을 검색하는 과정의 순서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석 인터페이스의 예시 화면.

도 9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타임 라인에 따라 원본 파일을 출력하는 예시 화면.

도 10은 본 발명의 데스크탑 검색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파일을 검색하는 경우의 예시 화면.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웹서버의 모듈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주석 파일 생성 과정의 순서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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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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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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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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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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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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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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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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