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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타압축, 신장방법 및 장치와 이것을 사용한 데이타처리장치 및 네트워크시스템

요약

문자열등의 데이타를 이 데이타의 비트수보다 짧은 비트열로 변환하는 데이타압축, 신장방법 및 장치와 
이것을 사용한 데이타처리장치 및 네트워크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높은 압축율을 실현할 수 있고, 
압축한 데이타를 원래의 데이타로 신장하고, 데이타압축기능 및 신장기능을 구비한 데이타처리방법 및 장
치를 제공하기 위해, 입력수단(221)에 의해 압축할 데이타(201)을 입력하고 이것을 입력비트열(202)로 분
해하고, 판정수단(243) 및 참조수단(244)에 의해 입력비트열(202)를 검색키로 해서 정적사전(241)을 참조
하고, 입력비트열(202)를 정적사전(241)의 비트열과 비교한 결과와 검색수단(233)에 의한 동적사전(231)
의 검색의 결과로 부터 입력비트열(202)를 동적사전(231)에 등록할지 등록하지 않을지를 판정하고, 등록
하는 경우에는 등록수단(234)에 의해 인덱스를 붙여서 등록하고, 출력수단(251)에 의해 입력비트열(202) 
또는 이것에 일치한 인덱스를 압축데이타(205)로서 출력하는 구성으로 하였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동적사전에서는 압축하기 어려운 입력데이타의 선두부분에서도 압축율이 저하하지 
않도록 하고, 또 출현빈도가 작은 문자열이 사전을 점령하는 것에 의한 압축율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동적사전에 정적사전을 병용한 데이타압축 수순을 도시한 흐름도.

제2도는 동적사전에 정적사전을 병용한 데이타압축장치의 구성도.

제3도는 동적사전과 정적사전을 병용하여 비트길이가 보다 짧은 인덱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설명
하는 블럭도.

제4도는 입력비트열, 동적사전과 정적사전의 인덱스 중의 가장 짧은 데이타를 부호화하고 압축데이타로서 
출력하는 것을 설명하는 블럭도.

제5도는 정적사전 우선방식에 의한 데이타압축방식을 도시한 흐름도.

제6도는 사전전환방식에 의한 데이타압축방식을 도시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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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도는 정적사전과 일치한 경우에 동적사전에 비트열을 등록하지 않는 수순을 설명하는 흐름도.

제8도는 정적사전과 동적사전의 인덱스의 길이를 계산하고 동적사전의 인덱스가 짧은 경우에 비트열을 동
적사전에 등록하는 수순을 도시한 흐름도.

제9도는 자연어, 프로그램언어, 기계어 중의 적어도 1개 이상의 문자열과 그 부가정보로 구성한 정적사전
의 구축예를 도시한 도면.

제10도는 제9도의 상기 부가정보로서 언어상의 규칙을 포함한 정적사전의 구축예를 도시한 도면.

제11도는 부가정보의 별개의 구축예를 도시한 도면.

제12도는 이용도가 낮은 비트열을 삭제하고 등록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는 수순을 도시한 흐름도.

제13도는 정적사전(241)의 부가정보를 사용해서 삭제하는 구성도.

제14도는 프로그램의 종류나 압축조건을 초기설정하는 것을 도시한 구성도.

제15도는 정적사전의 구축의 1실시예를 도시한 구성도.

제16도는 분산시스템 상에서 정적사전을 공유할 수 있는 경우의 본 발명을 실시하는 흐름도.

제17도는 분산시스템 상에서 정적사전을 공유할 수 없는 경우의 본 발명의 장치의 구성도.

제18도는 본 발명에 있어서의 압축데이타구조와 각 인덱스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19도는 동적사전에 정적사전을 병용한 데이타신장장치의 구성도.

제20도는 정적사전과 동적사전의 인덱스를 참조하면서 데이타를 신장하는 수순을 도시한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문자열등의 데이타를 이 데이타의 비트수보다 짧은 비트열로 변환하는 데이타압축, 신장방법 
및 장치와 이것을 사용한 데이타처리장치 및 네트워크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데이타의 압축기술은 하드디스크 등의 기억장치에서의 데이타의 점유량 및 통신에 있어서의 데이타의 전
송량을 삭감하고, 기억장치나 통신로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종래, 여러가지 데이타압축방법이 
제안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데이타압축 핸드북(톱팬, 1994년)의 pp.221∼247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은 LZ78 및 그 개량형이 있다.

LZ78 및 그 개량형은 다음의 기본적인 스텝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미리 정한 규칙에 의해 데이타를 압축하
는 수법이다.

(1) 입력데이타로 나타난 문자열을 기억한다. 이 기억한 문자열의 집합을 동적사전이라 한다.

(2) 동적사전 중의 문자열과 동일한 문자열이 입력데이타로 재차 나타난 경우에 출력데이타로서 그 문자
열 대신에 동적사전에 있어서의 그 문자열의 인덱스(일반적으로는 정의 정수)를 출력한다.

(3) 축적한 문자열에 의해 동적사전이 가득찼을 때 그 이상의 문자열의 등록을 실행하지 않거나 또는 등
록완료된 문자열을 삭제한다. 등록완료된 문자열을 삭제하는 경우 전체 문자열을 삭제하거나 또는 보다 
오래된 문자열부터 차례로 삭제 한다.

상기 종래의 방법에 의하면, 여러개의 문자로 이루어지는 문자열이 하나의 인덱스로 치환되므로 데이타를 
압축할 수 있다. 또, 상기에 의해 압축된 데이타는 상기의 규칙을 반대로 되돌리는 것에 의해 용이하게 
신장변환이 가능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종래의 동적사전을 이용한 데이타압축방법에는 다음의 과제가 있다.

(1) 입력데이타 중에 처음 나타난 문자열은 아직 동적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인덱스로 치환
하지 않고 입력한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한다. 그 때문에, 입력데이타의 처음 부분에서는 압축율이 현저하
게 낮다.

 (2) 입력데이타 중의 문자열을 동적사전에 순차 등록하므로, 사전이 넘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의 해결
로서, 예를 들면 다음의 삭제수순을 든다.

(a) 사전에 문자열을 신규등록하지 않는다.

(b) 등록한 문자열을 전체 삭제하고 사전을 초기화한다.

(c) 보다 새로운 문자열을 보존하고 오래된 문자열을 삭제한다.

어떠한 삭제수순을 실행한 경우라도 이후의 동적사전에 존재하는 문자열이 입력데이타 중에서 재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입력데이타 중의 문자열이 동적사전중의 문자열과 합치하는 
빈도가 낮으므로, 압축율이 저 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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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보다 높은 압축율을 실현할 수 있는 데이타압축방법 및 장치를 얻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입력데이타의 최초의 부분에서도 압축율이 저하하지 않는 데이타압축방법 및 장치
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출현빈도가 낮은 문자열이 사전의 대부분을 점령하는 것에 의한 압출율의 저하를 
방지하는 데이타압축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압축한 데이타를 원래의 데이타로 신장하는 데이타신장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데이타압축기능  및  신장기능을  구비한  데이타처리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데이타압축기능 및 신장기능을 구비한 네트워크시스템을 얻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다음의 구성을 취한다.

첫째, 동적사전과 정적사전을 병용하고, 정적사전은 등록내용을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정적사전에는 출
현빈도가 높고 비교적 긴 문자열과 그 인덱스를 등록해 둔다. 압축데이타로서는 동적사전의 인덱스에 부
가해서 정적사전의 인덱스도 출력 한다.

구체적으로는 입력문자열(이하, 「입력비트열」 이라 한다), 동적사전의 인덱스, 정적사전의 인덱스 중의 
어느 하나의 부호와 동적사전, 정적사전 중의 어느 한쪽을 복호용의 사전으로서 선택하기 위한 부호를 출
력한다. 이 때, 입력비트열의 부호의 길이를 기억하고 정적사전을 검색할 때 입력비트열과 일치한 인덱스
의 부호의 길이를 적어도 1개 기억하고, 동적사전에 등록할 때에 동일하게 일치한 인덱스의 부호의 길이
를 기억하고, 상술한 입력비트열 및 인덱스 중에서 보다 짧은 부호를 압축데이타로서 출력한다.

또, 정적사전에서 대상으로 되는 비트열을 검출한 단계에서 정적사전의 인덱스를 출력하는 정적사전 우선
방식을 채용해도 좋다.

또, 동적사전의 인덱스를 사용한 압축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즉 입력데이타의 최초의 부분 예를 들면 
선두의 500바이트등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력비트열의 코드 또는 정적사전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부
호화한다는 사전전환방식을 채용해도 좋다.

이상의 어떠한 구성에 의해서도 상기 문제점(1)이 해소된다 

둘째, 상기 문제점(2)를 해소하기 위해서, ① 이용도가 낮은 문자열을 동적사전에 등록하지 않도록 하는 
것, ② 사전의 넘침을 예견하고 동적사전에서 이용도가 낮은 문자열을 삭제하는 것 중의 어느 하나의 구
성을 취한다.

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입력비트열이 정적사전의 내용과 일치한 경우 그 입력비트열을 동적사전에 
등록하지 않도록 한다.

또, 동적사전에 입력비트열을 등록했을 때의 인덱스를 사전 조사하고, 출력데이타로서 부호화한 경우에 
동적사전의 인덱스가 정적사전의 인덱스에 비해 짧다고 판정한 경우에 등록하도록 해도 좋다.

또, 정적사전의 속성정보, 출현확률 또는 비트열간의 관련성 중의 적어도 1개를 부가정보로서 이용하고 
이것에 따라서 입력비트열을 등록하지 않도록 해도 좋다.

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정적사전의 각 비트열을 속성정보, 출현확률 또는 비트열간의 관련성 중의 
적어도 1개의 부가정보와 맞추어 정의하고, 부가정보를 이용해서 이용도가 낮은 적어도 1개의 비트열을 
동적사전에서 삭제한다.

또, 동적사전의 사용사이즈의 상한값 또는 등록비트열수의 상한값의 적어도 한쪽을 기억함과 동시에 동적
사전의 사용사이즈의 현재값 또는 등록비트열의 수의 현재값의 적어도 한쪽을 기억하고, 현재값이 상한값
을 초과하는 “넘침”을 검출한 경우에 정적사전의 비트열의 부가정보를 참조해서 그것에 따라 동적사전
의 비트열을 삭제하도록 해도 좋다.

이상의 어떠한 구성에 의해서도 상기 문제점(2)가 해소된다.

본 발명에 관한 데이타압축방법 및 장치를 실시하는 경우, 출현빈도가 높은 비트열을 포함하는 정적사전
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장치의 형태로는 정적사전이 영어나 일본어등의 자연언어의 
1개이상의 단위어 또는 그 일부, 프로그램언어의 1개이상의 예약어 또는 그 일부, 또는 기계어의 1개이상
의 명령어 또는 그 일부 중의 적어도 1개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 특히, 정적사전의 내용은 자연언어의 
문자열 또는 자연언어의 정규표현으로서의 문자열이고, 이것에 속성정보를 부가해서 품사, 어형변화, 어
의, 어법 등을 정의한다.

또, 본 발명에 관한 데이타압축방법 및 장치를 실시하는 경우 정적사전 및 동적사전의 테이블구성이나 각
각의 사전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의 선택에 배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장치의 형태에
서는 최대 2^10∼2^15(1K∼32K)개의 인덱스를 갖는 동적사전과 최대 2^12∼2^17(4K∼128K)개의 인덱스를 
갖는 정적사전으로 구성한다. 또, 정적사전을 구축하는 프로그램, 동적사전에 입력비트열을 등록하는 프
로그램 및 동적사전에 등록한 비트열을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각각에 대해서 데이타압축의 조건
을 설정하는 초기설정 화면을 마련한다.

또, 본 발명에 관한 데이타압축방법 및 장치를 실시하는 경우 압축원와 복원지의 정적사전을 공유할 필요
가 있다. 본 발명의 적용대상의 하나로서 네트워크를 거친 파일전송시의 데이타압축이 있고, 이것에 대해
서 다음의 구성을 취할 수 있다. 복원지의 장치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정적사전을 공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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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정적사전을 이용한다. 또는 정적사전의 범용인덱스를 마련해도 좋다. 이 경우, 압
축원에서는 압축장치 고유의 인덱스에서 범용인덱스로 엔코드한 데이타를 압축하고 복원지로 전송한다 복
원지에서는 데이타를 범용인덱스에서 복호장치 고유의 인덱스로 변환해서 복원한다.

이상, 본 발명에 관한 데이타압축방법에 의하면, 동적사전 단독에 의한 방법에 비해서 압축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시예]

이하, 입력비트열과 정적사전의 비트열을 비교한 결과를 기본으로 동적사전에 비트열을 등록하는 실시 형
태의 1예(이하, 「실시예」 라 한다)를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은 본 실시예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우선, 제1도, 제2도, 제7도 및 제8도를 사용해서 본 실시예의 개요를 설명한다.

제2도는 동적사전에 정적사전을 병용한 데이타압축장치의 구성도이다. 이 데이타압축장치(200)은 입력데
이타(201)을 데이타량이 적은 압축데이타(205)로서 출력하는 것이고, 데이타처리장치로서의 컴퓨터장치, 
예를 들면 퍼스널컴퓨터로 실현한다. 또는 컴퓨터장치와 네트워크 사이에 접속하는 전용장치에 의해 실현
하도록 해도 좋다. 데이타압축장치(200)은 동적사전 제어부(230) 및 정적사전 제어부(240)을 갖고, 또 전
체의 처리를 제어하는 제어부(220)을 갖는다. 제어부(220)은 예를 들면 OS를 탑재한 컴퓨터장치의 CPU로 
구성된다. 제어부(220)은 또 압축하는 데이타의 입력수단(221) 및 압축한 데이타의 출력수단(251)도 제어
한다.

동적사전 제어부(230)은 동적사전(231), 구축수단(232), 검색수단(233) 및 등록수단(234)를 갖는다. 동적
사전(231)은 비트열과 인덱스를 저장하는 데이타베이스이고, 컴퓨터장치의 기억장치 예를 들면 컴퓨터장
치에 내장한 하드디스크장치상에 구성된다. 구축수단(232), 검색수단(233) 및 등록수단(234)는 동적사전
(231)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컴퓨터장치에 내장한 하드디스크장치상에 저장되고, 컴퓨터장치의 기동에 의해 주기억장
치상으로 이동되어 CPU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에 의해 소정의 기능을 달성한다.

정적사전 제어부(240)은 정적사전(241), 구축수단(242), 판정수단(243) 및 참조수단(244)를 갖는다. 정적
사전(241)은 비트열과 인덱스를 저장하는 데이타베이스이고, 컴퓨터장치의 기억장치 예를 들면 컴퓨터장
치에 내장한 하드디스크장치상에 구성된다. 구축수단(242), 판정수단(243) 및 참조수단(244)는 정적사전
(241)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컴퓨터장치에 내장한 하드디스크장치상에 저장되고, 컴퓨터장치의 기동에 의해 주기억장
치상으로 이동되어 CPU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에 의해 소정의 기능을 달성한다.

입력수단(221) 및 출력수단(251)은 컴퓨터장치의 하드디스크장치와 같은 내장기억장치, 네트워크를 거친 
원격의 파일시스템 또는 플로피디스크나 자기테이프와 같은 외부기억장치 사이의 데이타의 입력 및 출력
을 각각 실행하는 프로그램(디바이스 드라이버)이다. 입력수단(221)은 입력데이타(201)을 입력해서 이것
을 입력비트열(202)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출력수단(251)은 동적사전(231) 또는 정적사전(241)로 부터의 
인덱스인 출력비트열(204)에 제어코드(203)을 붙인 것을 압축데이타(205)로서 출력한다.

제1도는 동적사전에 정적사전을 병용한 제2도의 장치상에서의 데이타압축 수순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데이타압축의 수순은 정적사전(241)과  동적사전(231)을  구축하는 초기화처리(스텝10
0)과 데이타압축의 본 처리(스텝120)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스텝(100)을 설명한다. 관리자가 압축대상으로 되는 파일이나 데이타를 지정한 코맨드를 투입하는 
것에 의해, 처리를 개시한다(스텝101). 우선, 구축수단(242)를 사용해서 정적사전(241)을 구축한다(스텝
102). 예를 들면, 워드프로세서의 사전이나 전자사전의 문자열을 기본으로 비트열과 인덱스를 정의한다. 
다음에, 구축수단(232)를 사용해서 동적사전(231)을 초기화 즉 빈 또는 기정의 비트열을 등록해서 동적사
전을 구축한다(스텝103). 동적사전(231)의 초기화에는 빈 비트열을 등록하는 경우와 기정의 비트열, 즉 
ASCII코드나 JIS코드에 포함되는 알파벳이나 가타가나나 히라가나 등의 코드를 미리 기본비트열로서 등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용형태, 계산기의 기억용량 또는 인덱스를 검색할 때에 이용하는 해시테이블의 구조
등에 의해 양자의 어느하나를 채용할 수 있다. 이상의 수순으로 초기화처리가 종료한다(스텝104).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동적사전(231)에 앞서서 정적사전(241)을 구축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동적사전(231)의 구축을 정적사전(241)의 구축에 선행시켜도 좋다. 또, 동적사전(231)의 초
기화에서 등록할 기정의 비트열로서 ASCII코드나 JIS코드에 포함되는 알파벳이나 가타가나나 히라가나등
의 코드를 채용하도록 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정의 규칙에 의해 문자를 일의
적으로 지시해서 나타낼 수 있는 코드체계이면 어떠한 것이라도 좋다.

즉, 스텝(120)을 설명한다. 정적사전(241)의 구축을 확인하고 데이타 압축처리를 개시한다(스텝121). 우
선, 압축할 데이타를 입력한다(스텝122). 예를 들면, UNIX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명칭을 지정한 파일 또는 
표준입력으로부터의 데이타를 입력한다. 입력수단(221)을 사용해서 입력데이타(201)을 블럭단위(예를 들
면, 1블럭에서 64비트)로 입력비트열(202)로 분해한다(스텝123). 다음에, 판정수단(243) 및 그 연장에 의
해 기동되는 참조수단(244)를 사용해서 입력비트열(202)를 검색키로 해서 정적사전(241)을 참조한다(스텝
124). 그리고, 입력비트열(202)를 정적사전(241)의 비트열과 비교한다(스텝125).

비교한 결과와 검색수단(233)에 의한 동적사전(231)의 비트열검색의 결과를 기본으로 입력비트열(202)를 
동적사전(231)에 등록할지 등록하지 않을지를 판정한다(스텝126).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수단(234)를 사
용하여 입력비트열(202)를 식별하는 인덱스를 붙여서 등록하고(스텝127),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것
도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출력수단(251)을 사용해서 입력비트열(202) 또는 입력비트열(202)와 일치한 
인덱스를 압축데이타(205)로서 출력한다(스텝128). 또, 입력데이타가 있는 경우에는 스텝(122)로 되돌아
가고, 없는 경우에는 데이타 압축처리를 종료한다(스텝129,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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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한번 데이타압축처리(120)이 스텝(130)에서 종료하면, 다음에 입력되는 데이타에 
대해서는 초기화처리(100)에 의해 정적사전(241)을 초기화하도록 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고정적으로 정적사전(241)을 구축해 두고 데이타압축처리(120)이 종료해도 정적사전(241)
을 초기화하지 않도록 해도 좋다. 이와 같이 한 경우, 처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제7도 및 제8도를 사용해서 입력비트열과 정적사전의 비트열을 비교하는 처리(125)의 2가지의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7도는 입력비트열이 정적사전(241) 중의 비트열과 일치한 경우에는 동적사전(231)에 상기 입력비트열을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실시예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입력비트열을 키로서 정적사전(241)을 검색하고
(스텝701), 입력비트열이 정적사전(241)중의 비트열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고(스텝702), 
일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입력비트열을 동적사전(231)에 등록하지 않는다(스텝703).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는 등록한다(스텝704). 본 실시예에 의하면, 동적사전에 등록되는 비트열을 감속시킬 수 있다.

제8도는 입력비트열이 정적사전(241) 중의 비트열과 일치한 경우에 정적사전(241) 및 동적사전(231)의 인
덱스의 길이를 계산하고, 동적사전(231)의 인덱스 쪽이 짧게 되는 경우에 동적사전(231)에 상기 입력비트
열을 등록하는 실시예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제8도 중, 스텝(701)∼(704)는 제7도 중의 것과 공통이다. 
입력비트열을 키로서 정적사전(241)을 검색하고(스텝701), 입력비트열이 정적사전(241) 중의 비트열과 일
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고(스텝702), 일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입력비트열과 일치한 정적사전
(241) 중의 비트열의 인덱스를 추출하고 그 길이를 기억함(스텝801)과 동시에 상기 입력비트열을 키로서 
동적사전(231)을 검색하고 상기 입력비트열과 일치하는 비트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스텝811). 일
치하는 비트열이 없는 경우에는 동적사전(231)의 비트열로서 등록한 경우에 할당할 인덱스를 예측하고, 
그 길이를 계산해서 기억한다(스텝812). 일치하는 비트열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는다(스텝703). 스
텝(702)에서 「일치한다」고 판단되고 또한 스텝(811)에서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스텝(801) 및 스
텝(812)에서 기억한 각각의 인덱스의 길이를 비교하고(스텝802), 정적사전(241)의 인덱스 쪽이 짧은 경우
(스텝803)에는 상기 입력비트열을 동적사전(231)에 등록하지 않고(스텝703), 그렇지 않은 경우(스텝803)
에는 등록한다(스텝704). 스텝(702)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상기 입력비트열을 동적
사전(231)에 등록한다(스텝704).

본 실시예는 정적사전과 동적사전의 인덱스길이의 비교로부터, 다음회에 동일한 비트열이 출현했을 때 동
적사전을 이용한 쪽이 높은 압축율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동적사전으로의 등록을 실행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의하면 동적사전과 정적사전을 병용한 압축율 우선의 처리를 실행하게 되어 보다 높은 압축
율의 데이타압축처리를 실현할 수 있다.

다음에, 제3도, 제4도, 제5도, 제6도 및 제18도를 사용해서 동적사전과 정적사전을 병용하여 압축데이타
로서 어느 한쪽의 사전의 인덱스를 출력하는 처리(128)의 1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3도는 동적사전과 정적사전을 병용하는 것에 의해 보다 짧은 비트길이의 인덱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도시한 블럭도이다. 종래의 동적사전 단독사용의 방법에 비해서 압축데이타의 구조는 복잡하게 되지
만 압축율이 향상하는 것을 나타낸다.

제3도는 평문(平文)(301)을 분해한 입력비트열과 정적사전에 정의하는 문자열이 일치하는 상태를 도시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적사전에 비교적 비트길이가 긴 문자열(예를 들면, 알파벳 10개 이상으로 이루어
지는 영단어)을 등록하고 또한 그 인덱스의 길이가 문자열의 길이에 비해서 짧은 정적사전의 인덱스를 출
력하는 것에 의해 압축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출력데이타예로서 압축데이타(304)가 있다. 압축데이타(304)는 사전의 인덱스 또는 비트열 
직접의 코드(204)에 사전의 인덱스인지 비트열 직접의 코드인지를 구별하는 부호 및 동적사전(231)의 코
드인지 정적사전(241)의 코드인지를 구별하는 부호로 이루어지는 제어코드(204)를 붙인 것의 열로 된다. 
종래의 동적사전 단독에 의한 압축방식으로 얻어지는 압축데이타(305)에 비해서 복잡한 코드대계(大系)로 
되지만, 정적사전의 인덱스의 길이가 짧으므로 전체로서는 압축데이타(304) 쪽이 압축데이타(305)보다 짧
아진다.

제4도 및 제18도를 사용해서 가장 짧은 인덱스를 출력하는 수순을 실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18도는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압축데이타의 구조와 각 인덱스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압축데이타
(1801), (1811) 및 (1821)은 각각 입력비트열을 그대로 부호화한 경우, 동적사전의 인덱스를 부호화한 경
우 및 정적사전의 인덱스를 부호화한 경우의 압축데이타의 구조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하 설명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입력데이타가 영어의 문장이고 8비트코드계(ASCII코드)로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제어코드(1803), (1804), (1813), (1814), (1823) 및 (1824)는 압축데이타가 입력문자열의 코드, 
동적사전의 인덱스, 정적사전의 인덱스 중의 어느 것의 종별인지를 나타내는 부호이고, 데이타본체에서는 
이용되지 않는 비트열 예를 들면 이스케이프 시컨스등이다. 복호시에는 입력되는 압축데이타를 소정의 단
위 예를 들면 8비트마다 분해하고, 이들의 제어코드를 식별해서 다음의 제어코드가 올 때까지의 비트열을 
압축데이타의 데이타본체로서 처리한다. 압축데이타(1801)은 데이타본체(1802)가 제어코드(1803)과 제어
코드(1804) 사이에 끼워지는 구조를 취한다. 데이타본체(1802)는 8비트 고정길이의 코드(411)에 의해 구
성된다.  압축데이타(1811)은  제어코드(1815)가  부가된  데이타본체(1812)가  제어코드(1813)과 제어코드
(1814) 사이에 끼워지는 구조를 취한다. 데이타본체(1812)는 동적사전(231)에 포함되는 가변길이의 인덱
스에 의해 구성되고, 제어코드(1815)는 데이타본체(1812)를 구성하는 인덱스의 길이를 나타내는 8트의 부
호이다. 예를 들면, 제4도의 예에서는 동적사전(231)의 인덱스는 모두 6비트의 코드로 나타내므로, 6비트
코드계인 것을 제어코드(1815)로 설정한다. 압축데이타(1821)은 데이타본체(1822)가 제어코드(1823)과 제
어코드(1824) 사이에 끼워지는 구조를 취한다. 데이타본체(1822)는 정적사전(241)에 포함되는 가변길이의 
인덱스에 의해 구성된다.

제4도는 입력비트열의 코드와 동적사전 및 정적사전의 인덱스의 길이를 계산하고, 데이타길이가 가장 짧
은 인덱스를 채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특히 문자수가 4문자 이상의 영단어를 
정적사전에 등록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같은 영단어의 압축에 대해서는 영문자를 1문자마다 코드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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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사전의 인덱스로 변환하는 것에 비해서 정적사전을 이용하는 쪽이 매우 유리하게 되도록 설정하고 있
다. 판정수단(243)은 입력비트열의 각 코드 및 사전의 각 인덱스에서 각각의 비트길이를 계산해서 비교, 
판정한다.  입력비트열(202)는  8비트코드계,  즉  8비트코드(411)과  비트열(412)로  이루어진다. 정적사전
(241)은 최대길이 17비트의 인덱스(421)과 비트열(422)로 이루어진다. 동적사전(231)은 최대길이 6비트의 
인덱스(431)과 비트열(432)로 이루어진다. 제어코드는 8비트로 한다. 예를 들면, 평문(401) 중의 일부의 
단어 “This”를  압축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입력비트열(202)의  코드(411),  동적사전(231)의 인덱스
(431) 및 정적사전(241)의 인덱스(421)의 각 표현방법으로 나타낸 경우에 필요한 비트수를 계산한다. 입
력비트열(202)의 코드(411)을 사용한 경우, 각 코드는 고정길이 8비트이므로 이것에 비트열을 구성하는 
문자수(4)를  곱하고,  또 전후의 제어코드 8비트씩을 부가해서 48비트로 된다.  동적사전(231)의 인덱스
(431)을 사용한 경우, 인덱스길이는 최대 6비트이므로, 6비트에 문자수(4)를 곱하고, 또 인덱스길이(6)을 
나타내는 8비트 및 전후의 제어코드 8비트씩을 부가해서 48비트(최대값)으로 된다. 정적사전(241)의 인덱
스(421)을 사용한 경우, 이 예에서는 “This”에 대응하는 인덱스가 8비트코드 “11111011”이므로, 전후
의 제어코드 8비트씩과 합해서 24비트로 된다. 따라서, 이 경우 판정수단(243)에 있어서 정적사전(241)의 
인덱스(421)을  사용한  부호화를  선택한다.  이  예에서는  동적사전(231)의  인덱스(431)이나 입력비트열
(202)의 코드(411)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서 압축데이타의 길이를 약 1/2로 할 수 있다.

이상의 실시예에서는 사전의 인덱스의 길이를 계산하고, 정적사전, 동적사전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이하, 다른 실시예로서 우선 입력비트열이 정적사전 중의 비트열과 일치한 경우에는 
무조건 정적사전의 인덱스를 출력하는 정적사전 우선방식을 설명한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데이타 처리
위치의 데이타 선두로 부터의 거리에 임계값을 마련하고, 임계값의 전후에서 사용하는 사전을 전환하는 
사전스위치방식을 설명한다.

제5도는 입력비트열과 일치하는 정적사전(241)의 인덱스를 압축데이타로서 출력하는 수순을 도시한 흐름
도이다. 본 실시예는 정적사전 우선방식의 예이고, 제1도의 입력비트열과 정적사전의 비트열을 비교하는 
처리(125)의 1실시예이다.

우선, 정적사전(241)을 전부 검색하고(스텝501), 비트열이 일치한 경우(스텝502)에는 동적사전(231)에 등
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스텝503), 정적사전(241)의 인덱스를 출력해야한다고 판정한다(스텝504). 비
트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스텝502)에는 동적사전(231)에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스텝505), 입력비
트열의 코드를 출력해야한다고 판정한다(스텝506).

제6도는 데이타처리위치의 데이타 선두로 부터의 거리에 임계값을 마련하고, 데이타의 선두부터 임계값 
위치까지는 입력비트열과 정적사전을 이용하고, 임계값위치를 초과하면 입력비트열과 정적사전에 부가해
서 동적사전도 이용한 부호화를 실행하여 압축데이타를 출력하는 수순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본 실시예는 
사전전환방식의 예로서 제1도 및 제4도에 도시한 데이타압축처리의 다른 실시예이다. 이 방식은 파일의 
선두부분에서는 정적사전의 이용이 유효하다는 경험측에서 파일의 전방 부분, 즉 파일의 선두부터 임계값 
위치까지를 정적사전의 인덱스로, 나머지 즉 임계값위치부터 파일의 말단까지를 동적사전의 인덱스로 처
리한다는 방식이다 인덱스길이는 계산하지 않고 소정의 임계값 위치까지는 일률적으로 정적사전을 이용하
는 점이 제1도의 스텝(125) 및 (126)에서 설명한 실시예와 다르다.

본 실시예는 사전구축의 초기화처리(100)의 이전에 임계값을 설정하는 초기스텝(601)∼(604)와 데이타의 
압축처리(120)의 내부처리인 스텝(123)∼(128)까지의 처리에 상당하는 압축메인처리(611)∼(617)로 나누
어진다.

우선, 초기스텝(601)∼(604)를 설명한다. 초기스텝에서는 임계값의 구체적인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타가 입력시에 사이즈를 알 수 있는 파일인지 또는 통신데이타와 같은 종단이 미정인 스트림데이타인
지를 판별한다(스텝601). 파일의 경우에는 파일사이즈를 조사하고 전체 사이즈로 부터의 비율로 임계값을 
계산 또는 파일사이즈의 대소에 의해 변칙적인 임계값을 선택한다(스텝602). 예를 들면, 전체 사이즈로 
부터의 비율이 10%인 부분을 임계값으로 정한 경우 전체 사이즈가 통상의 크기, 예를 들면 10바이트이면 
최초의 1바이트인 부분이 임계값으로 된다. 그러나, 전체 사이즈가 큰 경우 예를 들면 100바이트인 경우
에는 통상이면 10바이트째를 임계값으로 하던 것을 변칙적으로 2∼3바이트째에 임계값을 설정한다. 스트
림데이타의 경우에는 고정적인 초기값을 이용한다(스텝603). 이용하는 임계값이 결정되었다면 이것을 데
이타압축처리에 의해 참조하는 레지스터에 설정한다(스텝604).

다음에, 압축메인처리(611)∼(617)을 설명한다. 데이타의 압축처리의 스텝(121)∼(123)에 이어서 입력비
트열의 선두로 부터의 비트수를 적산하고(스텝611), 스텝(604)에서 설정한 임계값과 비교한다(스텝612). 
임계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력비트열과 일치하는 정적사전 중의 비트열을 검색하고(스텝613), 그 
인덱스를 부호화해서 출력한다(스텝615). 스텝(613)에서 일치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입력비트열의 코드
를 부호화해서 출력하고(스텝616), 동적사전에 상기 비트열을 등록한다(스텝127). 스텝(612)에서 임계값
을 초과한 경우에는 입력비트열과 일치하는 동적사전 중의 비트열을 검색하고(스텝614), 그 인덱스를 부
호화해서 출력한다(스텝617). 스텝(614)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텝(616), (127)로 처리를 이동한
다.

이상의 처리를 종료하고, 또 다음의 입력데이타가 있는 경우(스텝129)에는 스텝(122)로 되돌아가고, 없는 
경우(스텝129)에는 데이타압축처리를 종료한다(스텝130).

본 실시예에 의하면, 사전을 전환하는 제어코드의 삽입이 기본적으로는 2회로 된다. 즉, 임계값을 초과했
는지 초과하지 않았는지의 코드와 일치하는 비트열이 사전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의 코드의 2회의 
코드삽입으로 좋다. 그 때문에, 처리가 간단하게 되고 소요시간이 단축된다는 효과가 있다. 또, 빈번하게 
사전을 전환하는 경우에 비해서 제어코드수가 적어지므로 결과적으로 데이타압축율이 향상한다는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장치 및 처리수순을 최적인 시스템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이하 제9도 및 제10도를 
사용해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입력데이타(201)이 자연언어, 프로그램언어 또는 기계어 등으로 기술되
는 실제의 경우를 고려해서 속성정보, 출현빈도 또는 문자열 상호의 관련성을 총합하고 언어상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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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서 압축율을 향상시키는 정적사전의 구성예를 설명한다.

제9도는 프로그램언어상의 1개 이상의 문자열과 그 부가정보로 구성한 정적사전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으로서, 특히 C언어의 제어구문에 사용되는 예약어와 그 부가정보로 구성한 정적사전(900)을 도시한 것이
다. 본 실시예는 정적사전에 등록한 문자열(901)에 대해서 각각 2번 이상 출현하는 확률(902)를 부가정보
로서 기술한 것에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데이타압축의 대상이 C언어의 소오스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
는 경우에는 사전(900)을 정적사전으로서 이용하는 것에 의해 정적사전 중의 인덱스를 출현하는 비율이 
상숭하여 압축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출현확률(902)는 여러개의 C언어의 소오스 프로그램으로 사전
에 조사하는 것에 의해 입력데이타의 내용에 의존하지 않고 기대값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동적사전 중의 
비트열을 등록 및 삭제하는 경우 이 출현확률의 대소를 등록 및 삭제의 우선순위로 하는 것에 의해 동적
사전 중의 비트열과 입력비트열이 일치하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고려되고, 더욱 압축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이 예에서는 출현확률이 높은 것을 보다 비트길이가 짧은 인덱스(903)에 할당되고 있으므로 
검색속도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제10도는 상기 부가정보로서 언어상의 규칙을 포함한 정적사전의 구축예이다. 정적사전(1000)은 정적사전
(900)을 확정해서 어법도 포함한 구성으로 한 것이다. 예를 들면, C언어에서는 제어문으로서 그 구문은 
몇가지의 패턴으로서 기술할 수 있다. 여러개의 예약어를 관련지운 어법(1001)에 인덱스(1002)를 대응시
킨다. 이 예에서는 인덱스(1002)로서 3자리수의 정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러개의 예약어로 이루어지
는 어법 1조당의 부호길이로서는 인덱스(903)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짧다. 또, 구문에 일치시킨 압축데이
타 구조(1003)도 규정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언어의 문자열과 그 부가정보로 정적사전을 구성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연언어, 프로그램언어 또는 기계어의 적어도 1개 이상의 문자열과 그 부
가정보로 구성해도 좋다.

이하, 제11도∼제13도를 사용해서 제9도 및 제10도에서 설명한 정적사전에 있어서 입력비트열과 정적사전
의 비트열을 비교한 결과를 기본으로 동적사전에 비트열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삭제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11도는 다른 부가정보를 이용한 실시예이다. 정적사전(241)은 등록비트열(1101)이 나타내는 용어의 각
각에 대응하는 분야를 식별하는 부가정보(1102) 및 인덱스(1103)을 포함한다. 입력데이타(201)을 처리해 
가는  중에  판정수단(243)에서는  내용의  분석을  실행하고  어느  분야의  문서인지를  판정하고, 동적사전
(231)에 등록하지 않는다. 또는 삭제수단(1301)을 사용해서 분야 이외의 비트열을 삭제한다.

제13도는 동적사전(231)에 등록의 상한값(1302)를 설정하고 판정수단(243)에 정적사전(241)의 부가정보를 
이용해서 이용도가 낮은 비트열을 삭제하기 위한 규칙(1311)을 추가한 구성예이다. 제13도와 제2도의 다
른 점은 등록수단에 있어서 넘침을 검출했을 때에 호출되는 삭제수단(1301), 동적사전(231)의 등록할 수 
있는 비트열수를 규정하는 상한값을 설정하는 레지스터(1302)  및 정적사전(241)의 부가정보를 사용하여 
이용도가 낮은지, 즉 삭제대상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규칙(1311)을 갖는 점이다.

제12도는 제13도의 시스템장치에 있어서 제9도의 출현빈도의 부가정보를 이용한 삭제수순의 1실시예를 도
시한 흐름도이다. 동적사전(231)에 입력비트열을 등록할 때(스텝127)에 넘침 검출하고 이용도가 낮은 비
트열을 삭제해서 등록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한다. 우선, 입력비트열을 적산한 것과 상한값(1302)를 비교
해서 동적사전의 넘침을 검출한 경우에는 삭제수단(1301)을 기동하여 스텝(1202)로 처리를 이동하고,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래대로 입력비트열의 등록을 실행한다(스텝1206). 본 실시예의 경우에는 설명을 간
단하게 하기 위해서, 삭제수단(1301)은 입력한 비트열의 출현확률보다 낮은 출현확률을 갖는 비트열을 삭
제대상으로 한다. 우선, 입력비트열의 부가정보인 출현확률(902)를 참조하여(스텝1202), 보다 출현확률이 
낮은 비트열을 추출한다. 다음에, 동적사전(231)의 등록비트열을 검색하고(스텝1203), 보다 이용도가 낮
은 것이 있었던 경우(스텝1204)에는 동적사전내에서 삭제한다(스텝1205).

제14도는 프로그램의 종류나 압축조건을 초기설정하는 것을 도시한 구성도이다. 본 실시예는 정적사전에
서는 여러개의 구축수단(242), 동적사전에서는 여러개의 등록수단(234), 여러개의 삭제수단이 각각 있으
므로, 프로그램의 종류나 조건을 이용자가 초기설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1400)은 압축장치(200)에 접속
한 단말, (1401)은 단말(1400)의 설정화면, 예를 들면 조건을 표형식으로 나타내고 선택하는 화면이다. 
데이타압축의 이용자는 설정화면(1401)을 거쳐서 구축수단(242), 등록수단(234) 또는 삭제수단(1301) 등
의 실행프로그램을 선택한다. 그것과 함께, 예를 들면 상술한 임계값의 설정이나 동적사전으로의 비트열
의 등록, 삭제의 기준 등을 맞추어서 설명한다.

제15도는 정적사전의 구축의 1실시예를 도시한 구성도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동적사전과 정적사전의 적용
범위를 나누는 것에 의해, 사전을 병용하는 이점을 끌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그 때문에, 정적사전과 동적
사전의 인덱스의 최대값의 설정에도 다음에 기술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정적사전에서는 비교적 비트길이
가 긴 문자열을 다수 준비한다. 동적사전에서는 비트길이는 짧지만 출현빈도가 보다 높은 문자열을 등록
한다. 특히, 동적사전의 경우에 비해 비트길이가 짧은 인덱스와 결합시켜 등록한다. 정적사전의 구축의 1
실시예로서 2만어 정도의 워드프로세서의 사전FEP(Front End Processor)(1501), 10만어 정도의 영일사전
이나 중일사전(1502) 또는 전문분야마다의 백과사전(1503) 중의 적어도 1개 이상의 데이타베이스를 사용
해서 특정의 기준으로 예를 들면 공통으로 수록되어 있는 언어를 추출하여 정적사전(241)을 구축한다. 그 
경우, 최대 2^10∼2^15(1K∼32K)개의 인덱스를 갖는 동적사전과 최대 2^12∼2^17(4K∼128K)개의 인덱스를 
갖는 정적사전으로 구성하는 것이 최적이다.

제16도는 압축원과 복호지의 정적사전을 분산시스템상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경우의 실시예를 도시한 흐름
도이다. 사전의 초기화(100) 후, 데이타압축(120) 전에 복호지에 동일한 정적사전이 존재하는지 문의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점에서 제1도의 실시예와 다르다. 우선, 압축처리를 실행하는 전제로서 네트워크에서 접
속한 앞의 장치를 복호지로서 지정한다. 파일전송(FTP)에 본 실시예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호스
트명이나 IP어드레스를 실행하는 코맨드의 인수(引數)로서 지정한다. 복호지가 확정된 경우(스텝1601)에
는  압축원과  복호지  사이에서  커넥션을  접속하고(스텝1602),  확정되지  않은  경우(스텝1601)에는 
종료한다. 스텝(1602)에서의 접속후, 복호지에서의 정적사전의 파일명을 확인하고 정적사전의 버젼이나 
구성요소를 조사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복호지의 정적사전이 압축원의 정적사전과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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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를 판정한다(스텝1603). 동일한 경우에는 동적사전(231)과 정적사전(241)의 병용방식을 채용한다(스
텝1610). 다른 경우에는 새로 다른 방식 예를 들면 동적사전(231)만을 이용해서 압축하는 종래의 방식이
나 압축원의 정적사전(241)을 복호지로 전송하는 방식등을 채용하고(스텝1604), 압축원과 복호지 사이의 
커넥션을 절단한다(스텝1615). 스텝(1610) 후, 압축원에서 데이타를 압축하고(스텝120), 데이타를 송신한
다(스텝1611).  복호지에서는  스텝(1610)의  압축방식에  상당하는  데이타복호방식을  채용한다(스텝1612). 
복호지에서는 데이타를 수신하고(스텝1613),  그 데이타를 복호한다(스텝1614).  이상의 처리를 완료하고 
압축원과 복호지 사이의 커넥션을 판단한다(스텝1615).

또한, 본 실시예는 스텝(1610)∼(1614)의 처리를 순차 실행하도록 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고 파이프라인적으로 각 스텝을 실행하도록 해도 좋다. 이와 같이 하는 것에 의해 처리속도가 향
상한다는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압축장치 및 수순을 사용해서 압축한 데이타(205)를 신장하는 신장장치 및 수순의 1실시
예를 제19도 및 제20도에 도시한다.

제19도는 동적사전에 정적사전을 병용한 데이타신장장치의 구성도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2도의 압축장
치(200)에 상당하는 구성을 취하고, 압축장치(200)의 정적사전(241)  및 구축수단(242)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데이타신장장치(1900)은 입력데이타(205)를 데이타량이 적은 신장데이타(1905)로서 출력하는 것이고, 상
기한 데이타압축장치(200)과 마찬가지로 데이타처리장치로서의 컴퓨터장치 예를 들면 퍼스널컴퓨터로 실
현한다. 또는, 컴퓨터장치와 네트워크 사이에 접속하는 전용장치로 실현하도록 해도 좋다. 이 데이타신장
장치(1900)은 동적사전 제어부(1930) 및 정적사전 제어부(1940)을 갖고, 또 전체의 처리를 제어하는 제어
부(1920)을 갖는다. 제어부(1920)은 예를 들면 OS를 탑재한 컴퓨터장치의 CPU로 구성된다. 제어부(1920)
은 또 신장하는 데이타의 입력수단(1921) 및 신장된 데이타의 출력수단(1951)도 제어한다.

동적사전 제어부(1930)은 동적사전(1931), 구축수단(1932), 검색수단(1933) 및 등록수단(1934)를 갖는다. 
동적사전(1931)은 비트열과 인덱스를 저장하는 데이타베이스이고, 컴퓨터장치의 기억장치 예를 들면 컴퓨
터장치에 내장한 하드디스크장치상에 구성된다. 구축수단(1932), 검색수단(1933) 및 등록수단(1934)는 동
적사전(1931)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컴퓨터장치에 내장한 하드디스크장치상에 저장되고, 컴퓨터장치의 기동에 의해 주기억장
치상으로 이동되고 CPU에 의해 실행되는 것에 의해 소정의 기능을 달성한다.

정적사전 제어부(1940)은  정적사전(241),  구축수단(242),  판정수단(1943)  및  참조수단(1944)를  갖는다. 
정적사전(241)은 비트열과 인덱스를 저장하는 데이타베이스이고, 컴퓨터장치의 기억장치 예를 들면 컴퓨
터장치에 내장한 하드디스크장치상에 구성된다. 구축수단(242), 판정수단(1943) 및 참조수단(1944)는 정
적사전(241)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컴퓨터장치에 내장한 하드디스크장치상에 저장되고, 컴퓨터장치의 기동에 의해 주기억장
치상으로 이동되어 CPU에 의해 실행되는 것에 의해 소정의 기능을 달성한다.

입력수단(1921) 및 출력수단(1951)은 계산기의 하드디스크와 같은 내장기억장치, 네트워크를 거친 원격의 
파일시스템 또는 플로피디스크나 자기테이프와 같은 외부기억장치와의 사이의 데이타의 입력 및 출력을 
각각 실행하는 프로그램(디바이스 드라이버)이다. 여기에서는 압축데이타(205)를 입력한다.

입력수단(1921)은 입력데이타(205)를 입력해서 이것을 입력비트열(1902)로 변환해서 출력한다. 출력수단
(1951)은 동적사전(1931) 또는 정적사전(241)로 부터의 입력비트열(1902)에 대응하는 비트열을 출력비트
열(1903)으로 하고 신장데이타(1905)로서 출력한다.

제20도는 제19도의 신장장치에 있어서의 정적사전(241)과 동적사전(1931)의 인덱스를 참조하면서 압축데
이타를 신장하는 수순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판정수단(1943)은 입력비트열(1902)를 입력하고, 정적사전(241)을 참조수단(244)를 거쳐서 정적사전에 포
함되는 경우에는(스텝2001), 입력비트열(1902)에 대응하는 인덱스와 비트열을 참조하여(스텝2002) 비트열
을 출력한다(스텝2003).

스텝(2001)에 있어서, 정적사전(241)에 대응하는 인덱스가 없으면 검색수단(1933)을 사용해서 동적사전
(1931)을  검색하고(스텝2011),  동적사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입력문자열(1902)에  대응하는 동적사전
(1931)의 인덱스와 비트열을 참조하여(스텝2012) 비트열을 출력한다(스텝2013). 또, 전회에 출력한 출력
비트열과 이번에 출력한 출력비트열의 선두의 비트열(예를 들면 1바이트분)을 조합해서 동적 사전에 등록
한다(스텝2014).

또한, 스텝(2011)에 있어서 동적사전(1931)에 입력문자열(1902)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량인 입력문
자열(1902)라고 간주하고 에러처리로서 종료한다(스텝 (2050).

이상 기술한 예에서는 실제로 정적사전이나 동적사전을 검색하고 입력비트열(1902)가 포함되는지 아닌지
를 판정하지만, 입력비트열(1902)는 정확히 출력비트열(203)과 인덱스(204)에 상당하는 데이타구조를 갖
는다. 미리 인덱스(204)의 정적사전(예 0∼1023)과 동적사전(예 1024∼)과 이용범위를 설정해 두는 것에 
의해 사전을 검색하지 않고 고속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컴퓨터장치  또는  퍼스널컴퓨터장치  등의  데이타처리장치는  일반적으로는  이상  설명한 데이타압축장치
(200), 데이타신장장치(1900)의 양장치를 구비한다. 그리고, 작성한 데이타를 데이타압축장치(200)을 이
용해서 예를 들면 내장한 하드디스크장치에 저장하고, 이 데이타의 이용시에는 하드디스크장치에서 이 압
축한 데이타를 리드하고 데이타신장장치(1900)에 의해 원래의 데이타로 신장하고 이것을 이용한다. 또한, 
이 경우 정적사전(241)은 이 양장치에 있어서 공용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적사전(231)도 공용가능
하게 된다. 또, 데이타처리장치가 네트워크에 의해 상호 데이타의 수수가 가능하게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쪽의 데이타처리장치에서 데이타압축장치(200)에 의해서 데이타를 압축해서 전송하고, 이것을 

24-8

1019970002076



수신한 데이타처리장치가 데이타신장장치(1900)에 의해 원래의 데이타로 신장하고 이것을 이용한다.

제17도는 분산시스템상에서 정적사전을 공유할 수 없는 경우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데이타압축장
치(200)은 동적사전(231) 또는 정적사전(241)을 이용해서 데이타압축을 실행하고, 데이타복호장치(260)은 
동적사전(261)  또는  정적사전(262)를  이용해서 데이타복호를 실행한다.  데이타압축장치(200)은  제2도에 
있어서의 데이타압축장치(200)과 마찬가지이고, 평문(201)을 입력하고 압축데이타를 출력한다. 데이타복
호장치(260)은  데이타압축장치(200)의  반대의 데이타변환을 실행하는 장치이고,  압축데이타를 입력하고 
평문(201)을 출력한다. 데이타압축장치(200)은 엔코드수단(252)에 결합되고 엔코드수단(252)는 또 데이타
전송수단(270)에 결합되어 있다. 데이타전송수단(270)은 네트워크를 거쳐서 데이타전송수단(271)과 접속
되어 있다.  데이타전송수단(271)은  디코드수단(253)에  결합되고,  디코드수단(253)은  또 데이타복호장치
(260)에 결합되어 있다. 또, 엔코드수단(252) 및 디코드수단(253)은 각각 정적사전코드 변환표(250) 및 
(251)을 갖는다. 여기에서, 가령 “COMPUTER” 및 “THIS”라는 단어를 포함한 평문 데이타(201)이 입력
되고, 정적사전(241)에 의해 압축처리된 것으로 한다. “COMPUTER” 및 “THIS”는 데이타압축장치(200)
에 있어서 각각 인덱스 “251” 및 “357”로 변환되고, 압축데이타의 일부로서 엔코드수단(252)로 보내
진다. 엔코드수단(252)는 이들을 수신하고 정적사전 코드변환표(250)을 참조해서 범용인덱스 “2047” 및 
“1023”으로 변환한다. 범용인덱스로 변환된 압축데이타는 데이타전송수단(270), 네트워크 및 데이타전
송수단(271)을 거쳐서 디코드수단(253)으로 보내진다. 디코드수단(253)은 이들을 수신하고 그 중에 포함
되는 범용인덱스 “2047” 및 “1023”을 정적사전 코드변환표(251)을 참조해서 정적사전(262) 고유의 인
덱스 “34” 및 “143”으로 변환한다. 인덱스 “34” 및 “143”을 포함하는 압축데이타는 데이타복호장
치(260)으로 보내진다. 데이타복호장치(260)은 이 압축데이타를 수신하고 정적사전(262)를 이용해서 인덱
스 “34” 및 “143”을 각각 “COMPUTER” 및 “THIS”로 변환하고 이들을 포함하는 문을 원래의 평문
(201)로서 출력한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엔코드수단(252)와 디코드수단(253)에 정적사전(241)  및 (262)의 인덱스를 범용인 
인덱스로 변환하는 정적사전 코드변환표(250) 및 (251)을 마련하고, 전송부분에서는 표준적인 코드형식을 
정의하는 것에 의해 아키텍쳐가 다른 압축장치, 복호장치 사이에서의 데이타의 호환성을 보증할 수 있다
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엔코드수단(252)  및 디코드수단(253)은 인덱스의 코드변환을 실행하는 것만으로 
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데이타의 암호화 및 복호화를 각각 조합해서 실행하도
록 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 데이타의 압축암호장치를 제공할 수 있고 네트워크상의 데이타보
안을 확보한 압축데이타의 전송을 실현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동적사전에 의한 데이타압축방법으로 정적사전을 병용하는 것에 의해 동적사전 단독에 
의한 압축방법에 비해서 압축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동적사전에 의한 압축이 실행되기 어려운 입
력데이타의 최초 부분의 압축에 정적사전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더욱 압축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동
적사전과 정적사전을 구별하는 부호를 압축데이타의 인덱스에 부가하는 것에 의해 복호시의 사전의 전환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 입력비트열의 코드, 정적사전의 인덱스 또는 동적사전의 인덱스 중 가
장 코드길이가 짧은 것을 부호화하고 압축데이타로서 출력하는 것에 의해 더욱 압축율을 향상시킬 수 있
다. 또, 정적사전의 인덱스에 비해서 동적사전의 인덱스쪽이 짧아지는 경우에 한해서 입력비트열을 동적
사전에 등록하는 것에 의해 동적사전의 사이즈를 최소로 할 수 있다. 특히, 정적사전의 내용과 일치한 비
트열의 인덱스를 압축데이타로서 출력하고, 이것을 동적사전에 추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의해 동적사전
의 규모를 작게 할 수 있고, 인덱스의 길이도 짧아지므로 압축율을 더욱 높게 할 수 있다. 또, 입력비트
열을 순차 동적사전에 등록하고 동적사전 중의 데이타량이 소정의 데이타량에 도달했을 때 이것 이후의 
입력비트열에 대한 등록을 실행하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서 동적사전에서 이용도가 낮은 비트열을 삭제하
는 것 중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방법을 취하는 것에 의해 동적사전에서 비트열이 넘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데이타를 입력비트열로 분해하는 스텝, 비트열과 상기 비트열보다 짧은 각각의 인덱스를 대응시킨 표
데이타를 구비하는 제1 사전을 이용해서 상기 입력비트열에 대해 열검색을 실행하는 스텝, 상기 검색결과
에 따라서 상기 제1 사전에 상기 입력비트열을 등록하는 스텝, 상기 입력비트열을 이 입력비트열의 코드 
또는 이 입력비트열에 대응하는 상기 제1 사전의 인덱스로 변환하고 얻어진 코드 또는 인덱스를 압축데이
타로서 출력하는 스텝, 입력후보로 되는 비트열과 인덱스를 미리 고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의해 구축되
는 제2 사전을 이용해서 상기 입력비트열에 대해 열검색을 실행하는 스텝, 상기 입력비트열과 상기 제2 
사전의 비트열을 비교하는 스텝 및 상기 비교결과에 따라서 상기 입력비트열을 상기 제1 사전에 등록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압축방법.

청구항 2 

입력데이타를 입력비트열로 분해하고, 비트열과 상기 비트열보다 짧은 각각의 인덱스를 대응시킨 표데이
타를 구비하는 제1 사전을 이용해서 상기 입력비트열에 대해 열검색을 실행하고, 상기 검색결과에 따라서 
상기 입력비트열을 상기 제1 사전에 등록하고, 상기 입력비트열을 이 입력비트열의 코드 또는 이 입력비
트열에 대응하는 상기 제1 사전의 인덱스로 변환하고 얻어진 코드 또는 인덱스를 압축데이타로서 출력하
는 데이타압축장치에 있어서, 입력후보로 되는 비트열과 인덱스를 미리 고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의해 
구축되는 제2 사전, 상기 제2 사전을 구축하는 수단, 상기 제2 사전의 내용을 참조하는 수단 및 상기 제1 
사전으로의 비트열의 등록여부를 판정하는 판정수단을 갖고, 상기 판정수단의 결과에 따라서 상기 입력비
트열을 상기 제1 사전에 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압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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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입력데이타를 입력비트열로 분해하는 스텝, 비트열과 상기 비트열보다 짧은 각각의 인덱스를 대응시킨 표
데이타를 구비하는 제1 사전을 이용해서 상기 입력비트열에 대해 열검색을 실행하는 스텝, 상기 검색결과
에 따라서 상기 제1 사전에 상기 입력비트열을 등록하는 스텝 및 상기 입력비트열을 이 입력비트열의 코
드 또는 이 입력비트열에 대응하는 제1 사전의 인덱스로 변환하고 얻어진 코드 또는 인덱스를 압축데이타
로서 출력하는 스텝을 포함하고, 상기 압축데이타로서 출력하는 스텝은 상기 입력비트열의 코드, 상기 제
1 사전의 인덱스 및 입력후보로 되는 비트열과 인덱스를 미리 고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의해 구축되는 
제2 사전의 인덱스를 포함하는 코드 중의 어느 하나 및 복호동작용의 사전으로서 이용되는 상기 제1 또는 
제2 사전을 지정하는 코드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압축방법.

청구항 4 

입력데이타를 입력비트열로 분해하는 스텝, 비트열과 상기 비트열보다 짧은 각각의 인덱스를 대응시킨 표
데이타를 구비하는 제1 사전을 이용해서 상기 입력비트열에 대해 열검색을 실행하는 스텝, 상기 검색결과
에 따라서 상기 제1 사전에 상기 입력비트열을 등록하는 스텝, 상기 입력비트열을 이 입력비트열의 코드 
또는 이 입력비트열에 대응하는 상기 제1 사전의 인덱스로 변환하여 얻어진 코드 또는 인덱스를 압축데이
타로서 출력하는 스텝, 상기 입력비트열의 코드 길이를 기억하는 스텝 및 상기 입력비트열이 일치하는 비
트열의 제1 사전과 입력후보로 되는 비트열과 인덱스를 미리 고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의해 구축되는 제
2 사전중의 적어도 한쪽에 대응하는 인덱스 길이를 기억하는 스텝을 포함하고, 상기 압축데이타로서 출력
하는 스텝은 상기 입력비트열과 상기 인덱스를 구비하는 코드 중의 어느 하나 및 보다 길이가 짧은 코드
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압축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비트열과 일치하는 비트열을 상기 제2 사전에서 검색한 경우에 압축데이타로서 
상기 제2 사전의 인덱스를 출력하는 스텝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압축방법.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사전의 인덱스의 출력을 개시하는 임계비트수를 기억시키는 스텝, 입력비트열
의 비트수 또는 입력회수 중의 적어도 어느 한쪽에 따라서 현재까지 처리한 처리비트수를 계산하는 스텝 
및 상기 처리된 비트수가 상기 임계비트수를 초과한 경우에 상기 제1 사전의 인덱스를 압축데이타로서 출
력하는 스텝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압축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비트열과 일치하는 비트열을 상기 제2 사전에서 검출한 경우에는 상기 제1 사
전에 입력비트열의 등록을 실행하지 않는 스텝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압축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비트열과 상기 제2 사전의 비트열을 비교하는 스텝은 상기 제2 사전의 입력비
트열과 일치하는 제1 인덱스의 길이를 기억하고, 상기 제1 사전에 상기 입력비트열을 등록하는 스텝은 상
기 제1 사전에서 등록한 경우의 제2 인덱스의 길이를 계산하고, 상기 제2 인덱스가 상기 제1 인덱스보다 
짧은 경우에는 상기 제2 인덱스를 상기 제1 사전에 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이타압축방법.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사전은 영어나 일본어 등의 자연언어의 적어도 1개의 언어 또는 그 일부, 프로
그램언어의 적어도 1개의 예약어 또는 그 일부 및 적어도 1개의 명령어 또는 기계어의 일부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류의 문자열을 구비하고, 상기 사전은 상기 문자열의 속성정보, 상기 문자열의 출현확률 및 상
기 문자열간의 관련성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부가정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압축장
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사전은 자연언어의 문자열 또는 자연언어의 정규표현의 문자열을 구비하고, 상
기 속성정보는 품사, 어형변화, 어의를 정의하고, 상기 문자열간의 관련성은 표현 또는 어법을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압축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데이타입력전에 입력후보로 되는 비트열과 인덱스를 정의하고 제2 사전을 구축하는 스텝
에서는 상기 비트열과 인덱스와 함께 상기 비트열의 속성정보, 상기 비트열의 출현확률 및 상기 비트열간
의 관련성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부가정보를 정의하고, 상기 입력비트열과 상기 제2 사전의 비트열을 
비교하는 스텝에서는 상기 입력비트열의 부가정보를 기억하고, 상기 제1 사전에 상기 입력비트열을 등록
하는 스텝에서는 상기 제2 사전의 부가정보에 따라서 입력비트열의 등록을 실행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압축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데이타입력전에 입력후보로 되는 비트열과 인덱스를 정의하고 제2 사전을 구축하는 스텝
에서는 상기 비트열과 인덱스와 함께 상기 비트열의 속성정보, 상기 비트열의 출현확률 및 상기 비트열간
의 관련성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부가정보를 정의하고, 상기 입력비트열과 상기 제2 사전의 비트열을 
비교하는 스텝에서는 상기 입력비트열의 부가정보를 기억하고, 상기 제1 사전에 상기 입력비트열을 등록
하는 스텝에서는 상기 제2 사전의 부가정보에 따라서 적어도 1개의 비트열을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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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타압축방법.

청구항 1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사전은 비트열의 속성정보, 비트열의 출현확률 및 비트열간의 관련성에서 선택
된 적어도 하나의 부가정보를 구비하고, 상기 장치는 상기 제2 사전의 부가정보에 따라서 상기 제1 사전
에서 등록된 비트열을 삭제하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삭제수단 및 상기 제1 사전의 사용사이즈의 상한값 및 
등록비트열수의 상한값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기억하고, 상기 입력비트열을 상기 제1 사전에서 검색
하는 검색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삭제수단은 입력비트열의 누계가 상기 상한값을 초과한 것을 검출하
는 검출수단을 실행하고, 상기 삭제수단은 상기 제2 사전의 부가정보를 참조하여 제1 사전에서 적어도 1
개의 비트열을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압축장치.

청구항 1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사전을 구축하는 구축수단의 프로그램, 상기 제1 사전에 입력비트열을 등록하
는 프로그램 또는 상기 제1 사전에 등록된 비트열을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데이타압축의 조건을 
설정하는 초기설정화면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압축장치.

청구항 1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사전은 최대 2
10
∼2

15
개의 인덱스를 갖고, 상기 제2 사전은 최대 2

12
∼2

17
개의 인

덱스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압축장치.

청구항 16 

입력데이타를 입력비트열로 분해하는 스텝, 비어 있거나 또는 미리 정한 기본의 비트열로 이루어지는 제1 
사전을 구축하는 스텝, 상기 입력비트열을 상기 제1 사전에서 검색하는 스텝, 상기 제1 사전에 상기 입력
비트열을 등록하는 스텝, 상기 입릭비트열과 상기 제1 사전의 비트열중의 적어도 한쪽을 부호화하고 부호
화한 결과를 압축데이타로서 출력하는 스텝, 데이타입력전에 입력후보로 되는 비트연과 인덱스를 정의하
고 제2사전을 구축하는 스텝 및 제2 사전과 동일한 내용의 사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제1 및 제2 사
전의 인덱스를 출력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압축방법.

청구항 17 

적어도 1개의 데이타압축장치와 적어도 1개의 데이타복호장치를 구비하는 분산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
타 압축장치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압축장치는 입력데이타에 따라서 비트열을 등록하는 제1 사전과 미리 
정의한 제2 사전을 이용해서 데이타를 압축하고, 상기 데이타복호장치는 상기 제1 사전 및 상기 제2 사전
과 전부 또는 그 일부가 다른 제3 사전을 이용해서 데이타를 복호하고, 상기 데이타압축장치는 데이타를 
상기 제2 사전과는 독립인 범용의 인덱스로 변환하는 엔코드수단 및 상기 범용인덱스를 송신하는 데이타
전송수단을 갖고, 상기 데이타복호장치는 상기 범용의 인덱스를 수신하는 데이타전송수단 및 상기 범용의 
인덱스를 상기 제3 사전의 인덱스로 변환하는 디코드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시스템의 데이
타압축장치.

청구항 18 

제1 비트열을 갖는 데이타를 상기 제1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제2 비트열로 압축변환하는 데이타 압축방
법으로서,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서 제1 비트열을 갖는 데이타를 상기 제1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제2 
비트열로 변환하는 스텝, 후보로 되는 각각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과 상기 후보로 되는 입력데이타의 비
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비트열을 미리 고정적으로 대응시킨 테이블에 따라서 상기 데이타를 상기 제2 비트
열보다 길이가 짧은 제3 비트열로 변환하는 스텝, 상기 제2 비트열과 상기 제3 비트열을 비교하는 스텝 
및 비교의 결과, 보다 짧은 길이의 비트열중의 하나를 결정하고, 그 비트열을 압축변환된 비트열로서 출
력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압축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비교의 결과, 상기 비트열이 서로 동일한 경우에 미리 정한 한쪽의 변환결과를 압축변
환된 비트열로서 출력하는 스텝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압축방법.

청구항 20 

제1 비트열을 구비한 원래의 데이타를 상기 제1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제2 비트열로 변환하고, 후보로 
되는 각각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을 상기 후보로 되는 입력데이타의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비트열에 미
리 고정적으로 대응시킨 테이블에 따라서 상기 원래의 데이타를 상기 제2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제3 비
트열로 변환하여 원래의 데이타가 압축변환데이타로 변환된 압축변환데이타를 원래의 데이타로 신장하는 
신장방법으로서,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서 압축변환된 비트열중의 부분비트열을 미리 정한 신장규칙에 따
라서 원래의 데이타의 비트열로 신장변환하는 스텝 및 후보로 되는 각각의 압축된 비트열을 상기 원래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에 고정적으로 대응시킨 테이블을 이용해서 상기 테이블에 따라 압축변환된 비트열을 
원래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로 신장변환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신장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압축변환에 이용하는 테이블과 신장변환에 이용하는 테이블은 동일한 형식의 테이블이
고, 압축변환시에 상기 테이블을 이용해서 상기 후보로 되는 입력데이타의 비트열에서 짧은 비트열을 얻
고, 신장변환시에 상기 테이블을 이용해서 압축된 짧은 비트열에서 후보로서의 원래의 입력데이타의 비트
열을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신장방법.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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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압축변환시에 이용하는 테이블과 신장변환시에 이용하는 테이블은 원래의 테이블의 복
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신장방법.

청구항 23 

제1 비트열을 구비하는 입력데이타를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서 상기 제1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제2 비
트열로 변환하는 제1 데이타압축부, 후보로 되는 각각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을 상기 후보로 되는 입력데
이타의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비트열에 미리 고정적으로 대응시킨 테이블에 따라서 상기 입력데이타를 
상기 제2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제3 비트열로 변환하는 제2 데이타압축부 및 상기 입력데이타를 상기 
제1 및 제2 데이타압축부에 의해 상기 입력데이타의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비트열로 변환하는 압축제어
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압축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제어부는 상기 제1 데이타압축부에 의해 변환된 비트열과 상기 제2 데이타압
축부에 의해 변환된 비트열을 비교하고, 보다 길이가 짧은 비트열중의 하나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타압축장치.

청구항 25 

제1 비트열을 갖는 입력데이타를 상기 제1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제2 비트열로 변환하는 제1 데이타압
축부 및 후보로 되는 각각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을 상기 후보로 되는 입력데이타의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비트열에 미리 고정적으로 대응시킨 테이블에 따라서 상기 입력데이타의 비트열을 상기 제2 비트열 
보다 길이가 짧은 제3 비트열로 변환하는 제2 데이타압축부에 의해서 압축변환된 데이타를 원래의 데이타
로 신장하는 데이타 신장장치로서, 상기 압축변환된 비트열을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서 원래의 입력데이
타의 비트열로 신장변환하는 제1 데이타신장부, 입력후보로 되는 압축변환된 비트열을 상기 원래의 입력
데이타의 비트열에 미리 고정적으로 대응시킨 테이블에 따라서 상기 압축변환된 비트열을 상기 원래의 입
력데이타의 비트열로 신장하는 제2 데이타신장부 및 상기 압축변환된 비트열을 상기 제1 및 제2 데이타압
축부에 따른 상기 원래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로 신장하는 신장제어부를 구비해서 이루어지는 데이타신장
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데이타압축부의 테이블과 제2 데이타신장부의 테이블은 서로 동일한 형식의 
테이블이고, 상기 제2 데이타압축부는 그의 테이블을 따라서 입력후보로서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에서 짧
은 비트열을 얻고, 상기 제2 데이타신장부는 그의 테이블을 따라서 압축된 짧은 비트열에서 상기 입력후
보로서의 원래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을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신장장치.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데이타압축부의 테이블은 상기 제2 데이타신장부의 테이블과 실질적으로 동일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신장장치.

청구항 28 

입력되는 데이타를 수신하는 입력부, 제1 비트열을 갖는 상기 입력부로 부터의 입력데이타를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서 상기 제1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제2 비트열로 변환하는 제1 데이타압축부, 후보로 되는 
각각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을 상기 후보로 되는 입력데이타의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비트열에 미리 고
정적으로 대응시킨 테이블에 따라서 상기 입력데이타를 상지 제2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제3 비트열로 
변환하는 제2 데이타압축부, 상기 입력데이타를 상기 제1 및 제2 데이타압축부에 의한 상기 입력데이타의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비트열로 변환하는 압축제어부 및 상기 압축제어부에 의해 변환된 비트열을 출력
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처리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제어부는 상기 제1 데이타압축부에 의해 변환된 비트열과 상기 제2 데이타압
축부에 의해 변환된 비트열을 비교하고, 보다 길이가 짧은 비트열중의 하나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타처리장치.

청구항 30 

제1 비트열의 입력데이타를 상기 제1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제2 비트열로 변환하는 제1 데이타 압축부 
및 후보로 되는 입력데이타의 비트열을 상기 후보로 되는 각각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보다 길이가 팔은 
비트열에 미리 고정적으로 대응시킨 테이블에 따라서 상기 입력데이타의 비트열을 상기 제2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제3 비트열로 전환하는 제2 데이타압축부에 의해서 압축변환한 데이타를 입력으로서 수신하
는 데이타처리장치로서, 상기 압축변환한 비트열을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서 원래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
로 신장변환하는 제1 데이타신장부, 입력후보로서 압축변환된 비트열을 상기 원래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
에 미리 고정적으로 대응시킨 테이블에 따라서 상기 압축변환된 비트열을 상기 원래의 입력데이타의 비트
열로 신장하는 제2 데이타신장부 및 상기 압축변환된 비트열을 상기 제1 및 제2 데이타압축부에 따른 상
기 원래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로 신장하는 신장제어부를 포함하는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처리장치.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데이타압축부의 테이블과 상기 제2 데이타신장부의 테이블은 서로 동일한 형
식의 테이블이고, 상기 제2 데이타압축부는 그의 테이블에 따라서 입력후보로서 입력데이타의 비트옅에서 
짧은 비트열을 얻고, 상기 제2 데이타신장부는 그의 테이블에 따라서 압축된 짧은 비트열에서 상기 입력
후보로서의 원래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을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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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입력되는 데이타를 수신하는 입력부, 제1 비트열을 갖는 상기 입력부로부터의 입력데이타를 미리 정한 규
칙에 따라서 상기 제1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제2 비트열로 변환하고, 후보로 되는 각각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을 상기 후보로 되는 입력데이타의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비트열에 미리 고정적으로 대응시킨 테
이블에 따라서 상기 입력데이타를 상기 제2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제3 비트열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비트열을 서로 비교하여 보다 길이가 짧은 비트열중의 하나를 출력하는 처리제어부 및 상기 압축제어부에 
의해 변환된 비트열을 출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처리장치.

청구항 33 

입력되는 데이타를 수신하는 입력부, 후보로 되는 각각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을 상기 후보로 되는 입력
데이타의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비트열에 미리 고정적으로 대응시킨 테이블, 제1 비트열을 갖는 상기 
입력부로부터의 입력데이타를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서 상기 제1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제2 비트열로 
변환하고, 후보로 되는 각각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을 상기 후보로 되는 입력데이타의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비트열에 미리 고정적으로 대응시킨 테이블에 따라서 상기 입력데이타를 상기 제2 비트열보다 길이
가 짧은 제3 비트열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비트열을 서로 비교하여 보다 길이가 짧은 비트열중의 하나
를 출력하는 처리제어부 및 상기 압축제어부에 의해 변환된 비트열을 출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처리장치.

청구항 34 

변환후보로 되는 각각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을 상기 후보로 되는 입력데이타의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비트열에 미리 고정적으로 대응시킨 제1 테이블, 제1 비트열을 갖는 데이타를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서 
상기 제1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제2 비트열로 변환하고, 상기 데이타의 비트열을 상기 테이블에 따라서 
상기 제2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제3 비트열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비트열을 서로 비교하여 보다 길
이가 짧은 비트열중의 하나를 압축변환된 비트열로서 출력하는 데이타압축부, 상기 압축변환된 각각의 비
트열을 상기 원래의 데이타의 비트열에 미리 고정적으로 대응시키는 제2 테이블 및 상기 압축변환된 비트
열을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서 원래의 데이타의 비트열로 신장변환하고, 상기 압축변환된 비트열을 상기 
테이블에 따라서 원래의 데이타의 비트열로 신장변환하는 데이타신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처리장치.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테이블은 서로 동일하고, 상기 데이타압축부는 그의 테이블에 따라서 
입력후보로서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에서 짧은 비트열을 얻고, 상기 데이타신장부는 그의 테이블에 따라
서 압축된 짧은 비트열에서 상기 입력후보로서의 원래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을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처리장치.

청구항 36 

여러개의 데이타처리장치가 네트워크 전송로를 거쳐서 서로 데이타전송 가능하게 접속된 네트워크시스템
에 있어서, 여러개의 데이타처리장치에서 선택된 임의의 1개는 후보로 되는 각각의 데이타의 비트열을 상
기 후보로 되는 입력데이타보다 길이가 짧은 비트열에 미리 고정적으로 대응시킨 테이블, 제1 비트열을 
갖는 전송데이타를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서 상기 제1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제2 비트열로 변환하고, 
상기 전송데이타의 비트열을 상기 테이블에 따라서 상기 제2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제3 비트열로 변환
하고, 상기 변환된 비트열을 서로 비교하여 보다 길이가 짧은 비트열중의 하나를 압축변환된 비트열로서 
출력하는 처리제어부 및 상기 처리제어부에서 압축변환한 비트열을 전송데이타로서 상기 네트워크로 송신
하는 데이타전송부를 구비하고, 상기 여러개의 데이타처리장치에서 선택된 임의의 다른 1개는 상기 데이
타전송부에서 압축된 데이타를 수신하는 데이타수신부, 압축변환한 각각의 비트열을 원래의 데이타의 비
트열에 미리 고정적으로 대응시킨 테이블 및 상기 네트워크를 거쳐서 수신한 상기 압축변환된 비트열을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서 원래의 데이타의 비트열로 신장변환하고, 상기 압축변환된 비트열을 상기 테이
블에 따라서 원래의 데이타의 비트열로 신장변환하는 처리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
크시스템.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여러개의 데이타처리장치에서 선택된 임의의 하나의 테이블과 임의의 다른 하나의 
테이블은 서로 동일한 형식의 테이블이고, 상기 여러개의 데이타처리장치중의 임의의 하나는 그의 테이블
에 따라서 입력후보로서의 입력데이타의 비트열에서 짧은 비트열을 얻고, 상기 여러개의 데이타처리장치
중의 임의의 다른 하나는 그의 테이블을 따라서 압축된 짧은 비트열에서 입력후보로서의 원래의 입력데이
타의 비트열을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시스템.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여러개의 데이타처리장치중의 임의의 하나의 테이블과 임의의 다른 하나의 테이블
은 원래의 테이블의 복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시스템.

청구항 39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여러개의 데이타처리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서버를 구비하고, 다른 데이타처리장치
는 상기 서버에서 상기 테이블을 복제하고 복제된 테이블을 기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시스템.

청구항 40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전송부에서 상기 네트워크상으로 전송될 압축변환된 데이타는 암호시스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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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시스템.

청구항 41 

여러개의 데이타처리장치가 네트워크 전송로를 거쳐서 서로 데이타전송 가능하게 접속된 네트워크시스템
에 있어서, 그들 사이에 데이타전송을 위해 여러개의 데이타 처리장치에서 선택된 적어도 2개의 데이타처
리장치의 각각은 변환후보로 되는 각각의 데이타의 비트열을 상기 변환후보로 되는 입력데이타의 비트열
보다 길이가 짧은 비트열에 미리 고정적으로 대응시키는 테이블, 제1 비트열을 갖는 전송데이타를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서 상기 제1 비트열 보다 길이가 짧은 제 2비트열로 변환하고, 상기 전송데이타의 비트
열을 상기 테이블에 따라시 상기 제2 비트열보다 길이가 짧은 제3 비트열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비트
열의 조합에 따라서 전송데이타를 압축변환하고 압축된 데이타를 출력하는 제1 처리제어부, 상기 제1 처
리제어부에서 압축변환한 비트열을 전송데이타로서 상기 네트워크로 송신하는 데이타전송부, 상기 데이타
처리장치중의 하나에서 네트워크를 거쳐서 상기 압축된 데이타를 수신하는 데이타수신부 및 상기 데이타
수신부에 의해 수신한 상기 압축변환된 비트열을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서 원래의 데이타의 비트열로 신
장변환하고, 상기 압축변환된 비트열을 상기 테이블에 따라서 원래의 데이타의 비트열로 신장변환하는 제
2 처리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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