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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단말의 콘텐츠파일 통합검색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휴대단말의 콘텐츠 파일 통합검색 방법에 관한 것으로, 휴대단말의 콘텐츠 파일이 계층적 데이터 구조로 저장되

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 콘텐츠 파일에 대한 통합검색을 수행하고, 검색된 콘텐츠 파일을 선택하면 즉시 콘텐츠 파

일을 실행하도록 하는 휴대단말의 콘텐츠 파일 통합검색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휴대단말에 저장된 콘텐츠 파일 검색방법에 있어서, 휴대단말의 콘텐츠 파일 검색모드 설정단계; 소정의 검

색문자열을 입력받는 단계; 상기 검색문자열을 휴대단말 표시부에 표시하는 단계; 휴대단말 콘텐츠파일의 텍스트 엔트리

에 접속하는 단계; 상기 검색문자열과 상기 엔트리를 비교하여 상기 검색문자열을 포함하는 텍스트가 존재하는지를 판별

하는 단계; 상기 검색문자열을 포함하는 콘텐츠 파일의 텍스트를 휴대단말 표시부에 표시하는 단계; 상기 표시된 텍스트를

포함하는 콘텐츠 파일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에 따르면, 휴대단말에 저장된 각 콘텐츠 파일에 대한 통합검색이 가능하고, 검색된 콘텐츠 파일을 선택하면 즉시 콘텐

츠 실행이 가능하므로, 휴대단말의 각종 콘텐츠 관련 데이터를 용이하게 검색하여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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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휴대단말에 저장된 콘텐츠 파일 검색방법에 있어서,

휴대단말의 콘텐츠 파일 검색모드 설정단계;

소정의 검색문자열을 입력받는 단계;

상기 입력받은 검색문자열을 휴대단말 표시부에 표시하는 단계;

휴대단말 콘텐츠파일의 텍스트 엔트리에 접속하는 단계;

상기 검색문자열과 상기 텍스트 엔트리를 비교하여 상기 검색문자열을 포함하는 텍스트가 존재하는지를 판별하는 단계;

상기 검색문자열을 포함하는 콘텐츠 파일의 텍스트를 휴대단말 표시부에 표시하는 단계;

상기 표시된 텍스트를 포함하는 콘텐츠 파일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의 콘텐츠 파일 통

합검색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단말 콘텐츠파일의 텍스트 엔트리는 휴대단말에 저장된 소정의 콘텐츠 파일의 텍스트 제목 목록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의 콘텐츠 파일 통합검색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단말 콘텐츠파일의 텍스트 엔트리는 휴대단말에 저장된 소정의 콘텐츠 파일의 텍스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의 콘텐츠 파일 통합검색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단말 표시부에 표시되는 콘텐츠 파일의 텍스트는 상기 콘텐츠 파일의 카테고리를 상징하는 특정 아이콘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의 콘텐츠 파일 통합검색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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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아이콘을 선택하면 상기 특정 아이콘에 해당하는 특정 콘텐츠가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의 콘텐츠 파일 통합검색 방법.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콘은 소정의 아바타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의 콘텐츠 파일 통합검색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단말의 콘텐츠 파일 통합검색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휴대단말의 콘텐츠 파일이 계층적 데

이터 구조로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 콘텐츠 파일에 대한 통합검색을 수행하고, 검색된 콘텐츠 파일을 선택하

면 즉시 콘텐츠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는 휴대단말의 콘텐츠 파일 통합검색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휴대단말의 데이터 저장기능이 강화되어 휴대단말에 대용량 데이터 저장 장치가 설치되고 있다. 예를 들어 휴대단말

용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또는 대용량 비 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장착한 휴대단말이 등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휴대단말의 대용량 데이터 저장장치에는 각종 콘텐츠 파일(예를 들어, 전화번호 데이터(phone-book data), 단

문메시지(short message), 멀티미디어 메시지(multimedia message), e-메일, 텍스트 문서, 정지영상, 동영상, 게임 프로

그램 등) 들이 카테고리별로 분류되어 계층적 데이터 구조(a hierarchical data structure)로 저장된다. 상기 계층적 데이

터 구조란, 데이터 구조도가 계층, 즉 모자(母子)관계를 갖는 나무형 블록으로 표현되는 구조로서. 상기 모(母) 데이터 블록

은 0개 또는 1개 이상의 자(子) 데이터 블록을 가질 수 있고, 자(子) 데이터 블록은 오직 하나의 모(母) 데이터 블록을 가지

는 데이터 구조를 말한다.

그러나 종래 휴대단말의 콘텐츠 파일은 상기한 바와 같은 계층적 데이터 구조로 저장되므로, 다수의 콘텐츠파일 데이터의

휴대단말 내의 저장위치를 기억하기 어렵고,

또한, 휴대단말에서 임의의 콘텐츠 파일에 대한 검색은, 폴더형식으로 분류된 각 콘텐츠 카테고리 내에서만 검색가능하다

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휴대단말에 소정의 콘텐츠 파일이 계층적 데이터 구조(a

hierarchical data structure)로 저장된 경우에도, 상기 계층적 데이터 구조에 관계없이 각 콘텐츠 파일에 대한 통합검색을

수행하고, 검색된 콘텐츠 파일을 선택하면 즉시 콘텐츠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는 휴대단말의 콘텐츠 파일 통합검색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휴대단말에 저장된 콘텐츠 파일 검색방법에 있어서, 휴대단말의 콘텐츠 파일 검

색모드 설정단계; 소정의 검색문자열을 입력받는 단계; 상기 검색문자열을 휴대단말 표시부에 표시하는 단계; 휴대단말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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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파일의 텍스트 엔트리에 접속하는 단계; 상기 검색문자열과 상기 엔트리를 비교하여 상기 검색문자열을 포함하는 텍

스트가 존재하는지를 판별하는 단계; 상기 검색문자열을 포함하는 콘텐츠 파일의 텍스트를 휴대단말 표시부에 표시하는

단계; 상기 표시된 텍스트를 포함하는 콘텐츠 파일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휴대단말 콘텐츠파일의 텍스트 엔트리는 휴대단말에 저장된 소정의 콘텐츠 파일의 텍스트 제목 목록일 수 있

고,

또한, 상기 휴대단말 콘텐츠파일의 텍스트 엔트리는 휴대단말에 저장된 소정의 콘텐츠 파일의 텍스트 내용일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휴대단말 표시부에 표시되는 콘텐츠 파일의 텍스트는 상기 콘텐츠 파일의 카테고리를 상징하는 특정 아이콘

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특정 아이콘을 선택하면 상기 특정 아이콘에 해당하는 특정 콘텐츠가 실행되며,

상기 아이콘은 소정의 아바타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휴대단말은 촬영기능, 이동통신기능 또는 방송수신기능을 구비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휴대단말의 구성도이다.

도 1을 참고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휴대단말은 카메라 부(camera module)(111), 영상처리부(112),

표시부(113), 메모리 부(114), 키 입력부(115), 오디오 처리부(116), RF부(117), 데이터 처리부(118), 휴대단말 제어부

(119)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카메라 부(camera module)(111)는 소정의 피사체로부터 주어지는 광 선속을 집합시켜 촬영하는 카메라렌즈, 촬영된 광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카메라 센서와, 상기 카메라센서로부터 촬영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신호처리부를 구비한다. 여기서 상기 카메라 센서는 CCD센서라 가정하며, 상기 신호처리부는 DSP(Digital

Signal Processor: DSP)로 구현할 수 있다.

상기 카메라 센서 및 신호처리부는 일체형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또한 분리하여 구현할 수도 있다.

영상처리부(112)는 상기 카메라 부(111)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화면 데이터를 발생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상기 영상처리부(112)는 상기 카메라 부(111)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프레임 단위로 처리하며, 상기 프레임 영상데

이터를 표시부(113)의 특성 및 크기에 맞춰 출력한다. 또한, 상기 영상처리부(112)는 영상코덱을 구비하며, 상기 표시부

(113)에 표시되는 프레임 영상데이터를 설정된 방식으로 압축하거나, 압축된 프레임 영상데이터를 원래의 프레임 영상데

이터로 복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영상코덱은 JPEG 코덱, MPEG4 코덱, Wavelet 코덱 등이 될 수 있다. 상

기 영상처리부(112)는 OSD(On Screen Display) 기능을 구비한다고 가정하며, 제어부(119)에 의하여 제어되어 표시되는

화면크기에 따라 온-스크린(on-screen) 표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표시부(113)는 상기 영상처리부(112)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화면으로 표시하며, 상기 제어부(119)에서 출력되는 데이

터를 표시한다. 여기서 상기 표시부(113)는 발광소자(예를 들어, liquid crystal display,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로 이루어진 패널(panel)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패널은 터치스크린(touch-screen)기능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모리 부(114)는 프로그램 메모리 부 및 데이터 메모리 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 부는 컴퓨터에서

실행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데이터 메모리는 상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데

이터를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메모리 부(114)는 휴대단말용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비 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상기 비 휘발성 메모리 소자는 예를 들어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소자일 수 있다.

키 입력부(115)는 숫자 및 문자 정보 등을 포함하는 소정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위한 키들 및 각종 기능들을 설정하기 위

한 기능키들을 구비한다. 또한, 상기 키들의 단축키를 구비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상기 단축키는 '#' 또는 '*'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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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처리부(116)는 상기 데이터 처리부(119)의 오디오 코덱에서 출력되는 수신 오디오신호를 재생하거나 또는 마이크

로부터 발생하는 송신 오디오신호를 데이터 처리부(118)의 오디오 코덱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RF부(117)는 휴대단말의 무선 통신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RF부(117)는 송신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상승변환 및 증폭하는

RF송신기와, 수신되는 신호를 저잡음 증폭하고 주파수를 하강 변환하는 RF수신기 등을 포함한다.

데이터처리부(118)는 상기 송신되는 신호를 부호화 및 변조하는 송신기 및 상기 수신되는 신호를 복조 및 복호화하는 수

신기 등을 구비한다. 즉, 상기 데이터 처리부(118)는 모뎀(MODEM) 및 코덱(CODEC)으로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코

덱은 패킷데이터 등을 처리하는 데이터 코덱과 음성 등의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오디오 코덱을 구비한다.

휴대단말 제어부(119)는 휴대단말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119)는 상기 데이터

처리부(118)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제어부(119)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영상처리부(112), 표시부(113),

메모리 부(114), 오디오 처리부(116), 데이터 처리부(118)와 연결되어 데이터를 교환, 가공, 처리하고, 호(call)를 설정하

도록 제어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콘텐츠 파일 통합검색 방법의 흐름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콘텐츠 파일 통합검색 결과를 표시한 예시도이다.

도 2를 참고하면, S 201단계에서, 휴대단말은 전원이 켜진(power-on) 대기상태이다.

S 203단계에서, 휴대단말의 소정의 키 입력명령을 통하여 콘텐츠파일 검색모드를 설정한다.

상기 콘텐츠 파일은, 전화번호 데이터(phone-book data), 단문메시지(short message), 멀티미디어 메시지(multimedia

message), e-메일, 텍스트 문서, 정지영상, 동영상, 게임 프로그램 등 휴대단말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

한편, 상기 검색모드는 상기 각 콘텐츠 파일의 카테고리를 한정함으로써 검색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

데이터, 즉, 핸드폰 북 데이터 내에서만 검색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단문메시지와 멀티미디어 메시지와 e-메일 데이터

내에서만 검색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검색범위를 콘텐츠 파일 제목 이외에 콘텐츠 파일 내용까지 지정한 경우, 상기 검색 문자열이 포함된 콘텐츠 파일 내

용까지 검색가능하다.

S 205단계에서, 휴대단말 사용자는 휴대단말 키 입력부(115)의 키 패드 입력 또는 휴대단말 표시부(113)의 터치 스크린

기능을 통하여 소정의 검색문자열을 입력한다.

S 207단계에서, 휴대단말 제어부(119)는 상기 입력받은 검색문자열을 휴대단말 표시부(113) 스크린에 표시한다.

S 209단계에서, 휴대단말 제어부(119)는 콘텐츠파일의 텍스트 엔트리에 접속한다. 상기 휴대단말 콘텐츠파일의 텍스트

엔트리는 휴대단말에 저장된 소정의 콘텐츠 파일의 텍스트 목록이다.

특히, 본 발명에서, 휴대단말에 저장되는 각 콘텐츠 파일은 텍스트 제목이 부가되어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라

상기 검색문자열을 포함하는 콘텐츠 파일 제목이 검색될 수 있다.

한편, 상기 텍스트 엔트리는 소정의 콘텐츠의 내용에 존재하는 소정의 문자열을 포함하며, 상기 S 203단계에서 검색범위

를 콘텐츠 파일 제목 이외에 콘텐츠 파일 내용까지 지정한 경우, 상기 검색 문자열이 포함된 콘텐츠 파일 내용까지 검색 가

능하다. 예를 들어, 휴대단말에 저장된 콘텐츠가 문서파일인 경우, 문서파일 내에 상기 검색문자열과 동일한 단어가 존재

하면 상기 문서파일의 파일명도 검색된다.

S 211단계에서, 휴대단말 제어부(119)는 휴대단말 콘텐츠파일의 텍스트 엔트리 내에서, 상기 입력받은 검색문자열을 포

함하는 텍스트가 존재하는 콘텐츠 파일을 검색한다.

이를 위하여 상기 검색문자열과 콘텐츠 파일의 텍스트 문자열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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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기 검색문자열을 포함하는 콘텐츠 파일의 텍스트 문자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기 S 205단계로 복귀하여 새로운

검색문자열을 입력받아 새로운 파일검색과정을 수행한다.

S 213단계에서, 상기 검색문자열을 포함하는 텍스트 문자열이 존재하는 콘텐츠 파일이 검색된 경우, 상기 텍스트 문자열

및 콘텐츠 파일을 휴대단말 표시부(113)에 디스플레이한다.

도 3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콘텐츠 파일 통합검색 결과를 예시하고 있다.

도 3을 참고하면, 휴대단말 표시부에 '길동' (320)이라는 검색문자열이 입력된 경우의 검색결과, '길동'이라는 텍스트(text)

문자열을 콘텐츠 파일 제목 또는 콘텐츠 파일 내용에 포함하는 휴대폰 번호 파일(330), 문자메시지 파일(340), e-메일 파

일(350),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360), 문서파일(370) 등의 파일이 모두 검색되어, 검색결과 리스트에 콘텐츠 파일 내용

중 일부 또는 콘텐츠 파일 제목이 표시된다.

특히, 상기 검색결과 리스트에는 상기 검색된 파일의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함께 표시되므로 콘텐츠 파일의 종류

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아이콘은 소정의 아바타(avatar)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S 215단계에서, 상기 검색결과 리스트에 해당하는 콘텐츠 파일을 선택함으로써 상기 선택된 콘텐츠 파일을 실행한다. 이

경우 휴대단말 키 입력부(115)의 키 입력단자를 이용하거나 또는 휴대단말 표시부의 터치 스크린 기능을 이용하여 상기

콘텐츠 파일번호 또는 상기 콘텐츠 파일 아이콘을 선택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파일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일 실시 예에서는, 상기 검색결과 리스트에 표시된 콘텐츠 파일을 선택하면 선택된 콘텐츠 파일의 실행모드로 바로

진입하여 상기 콘텐츠 파일이 실행된다.

S 217단계에서, 상기 휴대단말 표시부에 표시된 다른 콘텐츠 파일을 실행할지 여부를 판별한다.

S 219단계에서, 휴대단말 키 입력부의 리턴 키를 입력하면, 상기 S 213단계로 복귀하여 특정 검색문자열에 의해 검색된

콘텐츠 파일 리스트가 표시되고 S 213단계 이후의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한편, S 221 단계에서, 새로운 검색문자열을 입력하여 새로운 콘텐츠 파일을 검색할지 여부를 판별한다.

S 223단계에서 소정의 콘텐츠 파일 검색모드 설정명령키를 입력하면, S 203단계로 복귀하여 이후의 검색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이상, 전술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으로서, 당업자라면, 이하 첨부된 특허청구범위

에 개시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기술적 범위 내에서, 다른 다양한 실시 예들을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 등이 가능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휴대단말에 저장된 소정의 콘텐츠 파일(전화번호 데이터(phone-book data), 단문메시지(short

message), 멀티미디어 메시지(multimedia message), e-메일, 텍스트 문서, 정지영상, 동영상, 게임 프로그램 등)이, 계층

적 데이터 구조(a hierarchical data structure)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 콘텐츠 파일에 대한 통합검색이

가능하고, 검색된 콘텐츠 파일을 선택하면 즉시 콘텐츠 실행이 가능하므로, 휴대단말의 각종 콘텐츠 관련 데이터를 용이하

게 검색하여 실행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휴대단말장치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콘텐츠 파일 통합검색 방법의 흐름도,

등록특허 10-0745040

- 6 -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콘텐츠 파일 통합검색 결과를 표시한 예시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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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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