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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파일 검색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감지된 압력의 크기에 따라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상

으로 계층적으로 활성화되는 아이콘에 의해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파일 검색 장치는 디스플레이부에 디스플레이된 아이콘을 통해 파일을 검색하는 장치는 소정 계층 값을 가

지는, 상기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상에 상기 계층 값에 상응하도록 계층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아이콘을 소정 입력 신호

의 크기에 상응하여 검색하는 검색부 및 상기 아이콘 및 상기 아이콘에 상응하는 계층 값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부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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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스플레이부에 디스플레이된 아이콘을 통해 파일을 검색하는 장치에 있어서,

소정 계층 값을 가지는, 상기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 상에 상기 계층 값에 따라 계층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아이콘을 소

정 입력 신호의 크기에 상응하여 검색하는 검색부; 및

상기 아이콘 및 상기 아이콘에 상응하는 계층 값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검색 장

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부는

상기 입력 신호의 크기가 소정 제1 임계값 이상인지 판단하는 제1 판단부; 및

상기 제1 임계값 이상의 입력 신호에 따라 상기 아이콘을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 상에서 계층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활성

화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검색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부는

상기 입력 신호의 크기가 소정 제2 임계값 이상인지 판단하는 제2 판단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활성화부는 상기 제1 임계값 이상의 입력 신호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상의 제1 방향으로 상기 아이콘

을 계층적으로 활성화하며, 상기 제1 임계값과 제2 임계값 사이의 입력 신호에 따라 상기 제1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상기

아이콘을 계층적으로 활성화하며,

상기 제1 임계값은 상기 제2 임계값보다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검색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부는

상기 제1 임계값 이상의 입력 신호 크기에 따라 상기 제1 방향으로 계층적으로 활성화되는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를 증가

시키고, 상기 제1 임계값과 상기 제2 임계값 사이의 입력 신호 크기에 따라 상기 제1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계층적으로 활

성화되는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를 증가시키는 속도 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검색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화 속도는 상기 입력 신호의 크기에 따라 계층적으로 고속, 중속 및 저속으로 분류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파일 검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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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콘을 검색하기 위한 상기 입력 신호를 발생하는 입력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검색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부는 감지된 압력에 상응하는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 압력 센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검색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압력 센서를 통해 상기 제2 임계값 이하의 압력이 입력되면, 검색 초기 상태로 복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검

색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화된 아이콘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부; 및

선택된 아이콘 및 선택되지 않은 아이콘의 계층 값을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아이콘의 계층 값을 상기 메모리부에 저장하

는 설정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검색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콘의 계층 값은

상기 선택부를 통해 선택된 아이콘의 선택 횟수 또는 선택 날짜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

일 검색 장치.

청구항 11.

디스플레이부에 디스플레이된 아이콘을 통해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아이콘을 검색하기 위한 신호가 입력되는 단계; 및

소정 계층 값을 가지는, 상기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 상에 상기 계층 값에 따라 계층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아이콘을 상

기 입력 신호의 크기에 상응하여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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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단계는

(a) 상기 입력 신호의 크기가 소정 제1 임계값 이상인지 판단하는 단계; 및

(b) 상기 제1 임계값 이상의 입력 신호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상의 제1 방향으로 상기 아이콘을 계층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검색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단계는

(c) 상기 입력 신호의 크기가 소정 제2 임계값 이상인지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b) 단계는 상기 제1 임계값 이상의 입력 신호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상의 제1 방향으로 상기 아이콘을

계층적으로 활성화하며, 상기 제1 임계값과 제2 임계값 사이의 입력 신호에 따라 상기 제1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상기 아

이콘을 계층적으로 활성화하며,

여기서, 상기 제1 임계값은 상기 제2 임계값보다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검색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신호는 감지된 압력에 상응하는 전기 신호이며, 상기 전기 신호가 제2 임계값 이하인 경우에

는 검색 초기 상태로 복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검색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입력 신호에 따라 상기 제1 방향 또는 상기 제1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계층적으로 활성화되는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

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활성화 속도에 따라 상기 아이콘을 활성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검색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화 속도는

상기 입력 신호의 크기에 따라 계층적으로 고속, 중속 및 저속으로 분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검색 방법.

청구항 17.

제 13 항에 있어서,

(d) 상기 활성화된 아이콘을 선택하는 단계;

(e) 상기 선택된 아이콘 및 선택되지 않은 아이콘의 계층 값을 설정하는 단계; 및

등록특허 10-0707180

- 4 -



(f) 상기 설정된 아이콘의 계층 값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검색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상기 선택된 아이콘의 계층 값을 소정 계층 값만큼 상위 계층으로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되지 않은 아이콘의 계층 값을 소정 계층 값만큼 하위 계층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검색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아이콘의 계층 값은

상기 선택된 아이콘의 선택 횟수 또는 선택 날짜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검색 방법.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사용자 명령에 의해 상기 선택된 아이콘의 계층 값을 최상위 계층 값으로 고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파일 검색 방법.

청구항 21.

제 11 항 내지 제 20 항 중 어느 한 항에 의한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

는 기록 매체.

청구항 22.

파일 검색 장치의 디스플레이부에 디스플레이되는 소정 아이콘을 통해 파일을 검색하기 위한 원격 제어기에 있어서,

압력을 감지하기 위한 압력 감지부;

상기 감지된 압력 크기에 상응하여 상기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상의 제1 방향 또는 상기 제1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계층

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아이콘을 선택하는 사용자 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선택부;

상기 사용자 명령에 따라 아이콘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신호 및 상기 감지된 압력 크기에 따른 압력 신호를 발생하는 신호

발생부; 및

상기 선택 신호와 상기 압력 신호를 상기 파일 검색 장치에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제어기.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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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압력 감지부의 동작방향 축과 상기 선택부의 동작방향 축은 서로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제어기.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파일 검색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감지된 압력의 크기에 따라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 상

에 계층적으로 활성화되는 아이콘에 의해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정보화시대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파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정 파일을 검색하기 위해 수백 내지 수천

개의 파일에 대한 아이콘을 디스플레이부에 활성화할 때, 한 화면에 이를 모두 디스플레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는 많은 수의 파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검색하기 위해 폴더를 이용하거나 스크롤을 사용한다.

그러나 폴더를 이용하여 파일을 검색하는 경우 파일의 디렉토리 구조가 복잡하여 이전 폴더와 현 폴더 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적인 피드백이 부족하며, 디렉토리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초보자들은 자신이 저장한 파일의 폴더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한다. 한편, 하나의 상위 디렉토리를 선택하여 하위 폴더로 이동하면서 파일을 검색하는 경우, 다른 상

위 디렉토리의 하위 폴더를 검색할 수 없으므로 파일 검색 시에 상위 디렉토리의 선택이 파일 검색의 성공을 좌우하게 된

다.

또한, 스크롤을 이용하여 파일을 검색하는 경우. 개념의 학습이 어렵고 포인터만으로 조작함으로써 불편함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파일에 대한 아이콘을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상에 입력 신호에 따라 계층적으로

활성화하여 파일을 검색하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파일에 대한 아이콘을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상에 입력 신호에 따라 계층적

으로 활성화하여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파일 검색 장치에 구비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상에 계층

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소정 아이콘을 통해 파일을 검색하기 위한 원격 제어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디스플레이부에 디스플레이된 아이콘을 통해 파일을 검색하는 장치는 소정 계층 값을

가지는, 상기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상에 상기 계층 값에 상응하도록 계층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아이콘을 소정 입력 신

호의 크기에 상응하여 검색하는 검색부 및 상기 아이콘 및 상기 아이콘에 상응하는 계층 값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파일 검색 장치의 검색부는 상기 입력 신호의 크기가 소정 제1 임계값 이상인지 판단하는 제1 판단부 및

상기 제1 임계값 이상의 입력 신호에 따라 상기 아이콘을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 상에서 계층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활성

화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파일 검색 장치의 검색부는 상기 입력 신호의 크기가 소정 제2 임계값 이상인지 판단하는 제2 판단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활성화부는 상기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상의 제1 방향으로 상기 아이콘을 계층적으로 활성화하며, 상

기 제1 임계값과 제2 임계값 사이의 입력 신호에 따라 상기 제1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상기 아이콘을 계층적으로 활성화하

며, 상기 제1 임계값은 상기 제2 임계값보다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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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 상기 파일 검색 장치의 상기 검색부는 상기 제1 임계값 이상의 입력 신호 크기에 따라 상기 제1 방향으로 계층

적으로 활성화되는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를 증가시키고, 상기 제1 임계값과 상기 제2 임계값 사이의 입력 신호 크기에 따

라 상기 제1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계층적으로 활성화되는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를 증가시키는 속도 제어부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파일 검색 장치는 상기 아이콘을 검색하기 위한 신호를 발생하는 입력부, 상기 활성화된 아이콘을 선택

하기 위한 선택부 및 선택된 아이콘과 선택되지 않은 아이콘의 계층 값을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아이콘의 계층 값을 상기

메모리부에 저장하는 설정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입력부는 감지된 압력에 상응하는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 압력 센서인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디스플레이부에 디스플레이된 아이콘을 통해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은 상기 아이콘을

검색하기 위한 신호가 입력되는 단계 및 소정 계층 값을 가지는, 상기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상에 상기 계층 값에 상응하

도록 계층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아이콘을 상기 입력 신호의 크기에 상응하여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검색 단계는 상기 입력 신호의 크기가 소정 제1 임계값 이상인지 판단하는 단계(a 단계) 및 상기 제1 임

계값 이상의 입력 신호에 따라 상기 아이콘을 깊이 축상에서 계층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단계(b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검색 단계는 상기 입력 신호의 크기가 소정 제2 임계값 이상인지 판단하는 단계(c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b) 단계는 상기 제1 임계값 이상의 입력 신호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상의 제1 방향으로 상기 아이콘을

계층적으로 활성화하며, 상기 제1 임계값과 제2 임계값 사이의 입력 신호에 따라 상기 제1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상기 아

이콘을 계층적으로 활성화하며, 상기 제1 임계값은 상기 제2 임계값보다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에 따른 파일 검색 방법은 상기 활성화된 아이콘을 선택하는 단계(d 단계), 상기 선택된 아이콘 및 선

택되지 않은 아이콘의 계층 값을 설정하는 단계(e 단계) 및 상기 설정된 아이콘의 계층 값을 저장하는 단계(f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파일 검색 장치의 디스플레이부에 디스플레이되는 소정 아이콘을 통해 파일을 검색하

기 위한 원격 제어기는 압력을 감지하고, 상기 감지한 압력에 상응하는 전기 신호를 생성하는 압력 감지부, 상기 전기 신호

의 크기에 상응하여 계층적 또는 반계층적으로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디스플레이되는 아이콘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신호를

발생하는 선택부 및 상기 선택 신호와 상기 전기 신호를 상기 파일 검색 장치에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본 발명에 따른 파일 검색 장치 및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일 실시예에 상응하는 파일 검색 장치의 기능 블록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1을 참고로, 본 발명에 따른 파

일 검색 장치는 입력부(110), 검색부(120), 메모리부(130), 설정부(140), 선택부(150) 및 디스플레이부(160)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입력부(110)는 상기 디스플레이부(160)에 활성화되는 아이콘을 검색하기 위한 신호를 발생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입

력부(110)는 압력을 감지하고 상기 감지된 압력 크기에 상응하는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 압력 센서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이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입력부(110)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상기 검색부(120)는 소정 계층 값을 가지는, 상기 디스플레이부(160)의 깊이 축상에 상기 계층 값에 따라 계층적으로 디스

플레이되는 아이콘을 소정 입력 신호의 크기에 상응하여 검색하고 활성화한다. 상기 아이콘은 소정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지시자이다. 예를 들어, 소정 동영상 파일에 대한 아이콘은 상기 동영상의 포스터 등

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검색부(120)는 제1 판단부(122), 속도 제어부(124), 활성화부(126) 및 초기화부(128)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제1

판단부(122)는 상기 입력부(110)에서 입력된 입력 신호의 크기가 소정의 제1 임계값(TH1)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상기 속

도 제어부(124)는 상기 제1 임계값(TH1) 이상의 입력 신호의 크기에 따라 상기 활성화부(126)를 통해 활성화되는 아이콘

의 활성화 속도를 제어한다. 예를 들어, 상기 속도 제어부(124)는 상기 제1 임계값(TH1) 이상의 입력 신호의 크기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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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기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가 증가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상기 활성화부(126)는 상기 메모리부(130)에 저장되어 있

는 상기 아이콘과 상기 아이콘에 설정된 계층 값을 상위 순서로 차례로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아이콘을 상기 아이콘의 계

층 값에 따라 계층적으로 활성화한다. 상기 활성화된 아이콘은 상기 디스플레이부(160)의 깊이 축상의 제1 방향으로 상기

아이콘의 계층 값에 따라 계층적 순서로 디스플레이된다. 한편, 상기 초기화부(128)는 상기 제1 판단부(122)를 통해 판단

된 입력 신호의 크기가 상기 제1 임계값(TH1) 미만이면, 상기 디스플레이부(160)를 초기 검색 화면으로 초기화한다.

상기 선택부(150)는 상기 활성화부(126)를 통해 상기 디스플레이부(160)에 활성화된 아이콘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아

이콘에 링크된 파일은 소정의 프로세서(미도시)를 통해 실행된다. 한편, 상기 선택부(150)는 상기 선택된 아이콘을 상기

설정부(140)에 알려주며, 상기 설정부(140)는 상기 선택된 아이콘이 선택된 횟수 또는 상기 아이콘이 선택된 날짜 등에 기

초하여 상기 선택된 아이콘과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선택되지 않은 아이콘의 계층 값을 설정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설

정부(140)는 상기 선택된 아이콘의 계층 값을 상위 계층으로 증가시키며, 상기 선택되지 않은 아이콘의 계층 값을 하위 계

층으로 감소시킨다.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상응하는 파일 검색 장치의 기능 블록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2를 참고로, 상기 파일 검색

장치는 입력부(210), 검색부(220), 메모리부(230), 설정부(240), 선택부(250) 및 디스플레이부(260)를 구비하고 있다.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파일 검색 장치의 입력부(210), 메모리부(230), 설정부(240), 선택부(250) 및 디스플레이부(260)는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파일 검색 장치의 입력부(110), 메모리부(130), 설정부(140), 선택부(150) 및 디스플레이부(160)와 동

일하게 작동한다. 이하, 도 2를 참고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파일 검색 장치의 검색부(220)를 설명한다.

상기 검색부(220)는 제1 판단부(222), 제2 판단부(224), 속도 제어부(226), 활성화부(228) 및 초기화부(229)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제1 판단부(222)는 상기 입력부(210)를 통해 입력된 입력 신호의 크기가 소정의 제1 임계값(TH1)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한편, 제2 판단부(224)는 상기 입력부(210)를 통해 입력된 입력 신호의 크기가 소정의 제2 임계값(TH2)보다

크고 상기 제1 임계값(TH1)보다 작은지를 판단한다. 본 발명이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 상기 제1 판단부(222)와 상기 제2

판단부(224)는 하나로 통합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상기 속도 제어부(226)는 상기 제1 판단부(222)와 상기 제2 판단부(224)의 판단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활성화부(228)를

통해 활성화되는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를 제어한다. 상기 제1 판단부(222)와 상기 제2 판단부(224)를 통해 판단된 입력

신호의 크기가 상기 제1 임계값보다 크면, 상기 속도 제어부(226)는 상기 디스플레이부(260)의 깊이 축상의 제1 방향으로

계층적으로 활성화되는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를 제어한다. 한편, 상기 제1 판단부(222)와 상기 제2 판단부(224)를 통해

판단된 입력 신호의 크기가 상기 제1 임계값보다 작고 제2 임계값보다 크면, 상기 속도 제어부(226)는 상기 제1 방향과 반

대 방향으로 계층적으로 활성화되는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를 제어한다. 예를 들어, 상기 제1 임계값 이상의 입력 신호 크

기에 비례하여 제1 방향으로 계층적으로 활성화되는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를 증가시키고, 상기 제1 임계값과 상기 제2 임

계값 사이의 입력 신호 크기에 비례하여 제1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계층적으로 활성화되는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를 증가

시킨다.

상기 초기화부(229)는 상기 제2 판단부(224)를 통해 상기 입력 신호의 크기가 제2 임계값(TH2)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디스플레이부(260)를 초기 검색 화면으로 초기화한다.

도 3은 디스플레이부에 계층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아이콘들을 도시하고 있다. 다수의 동영상 파일에 대한 아이콘들이 사

용자에 의해 선택된 횟수 또는 날짜 등에 기초하여 설정된 상기 아이콘의 계층 값에 따라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상에 계

층적으로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바람직하게, 감독, 배우, 동영상 파일의 종류 등이 유사한 파일들의 아이콘들은 공간적으

로 가깝게 배치되어 하나의 군을 형성하며, 다수의 군들이 동시에 디스플레이부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n번째 계층 값을

가지는 아이콘이 디스플레이되는 위치는 n-1 번째 계층 값을 가지는 아이콘이 디스플레이되는 위치에 기초하여, n-1번째

디스플레이된 아이콘과 서로 겹치지 않도록 디스플레이된다.

도 4는 계층적으로 활성화되는 아이콘을 도시하고 있다. 파일에 대한 아이콘들이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상(400)에 계층

적으로 활성화된다. 첫 번째로 활성화된 아이콘(410)은 높은 계층 값을 가지며, 두 번째로 활성화된 아이콘(420)은 중간

크기의 계층 값을 가지며, 세 번째로 활성화된 아이콘(430)은 첫 번째 및 두 번째 아이콘(410, 420)에 비해 낮은 계층 값을

가진다. 제1 임계값(TH1) 이상의 입력 신호가 입력되면, 첫 번째 아이콘부터 계층적으로 세 번째 아이콘들이 상기 디스플

레이부의 깊이 축상의 제1 방향으로 활성화된다. 한편, 제1 임계값(TH1) 이하 제2 임계값(TH2) 이상의 입력 신호가 입력

되면, 세 번째 아이콘부터 첫 번째 아이콘이 상기 제1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아이콘(420)은 선명하

고 진하게 디스플레이되며, 이미 활성화되었던 아이콘(410)은 점점 밝고 투명하게 디스플레이되다가 사라지게 된다. 한

편, 앞으로 디스플레이되는 아이콘(430)은 어둡고 희미하게 윤곽만 디스플레이된다. 본 발명이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 다

른 방법으로 상기 아이콘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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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감지된 압력의 크기에 따라 계층적으로 활성화되는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5의 (a)에 도시되어

있는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의 일 실시예는 제1 임계값(TH1) 이상의 압력이 입력되는 시점부터 아이콘들이 일정한 속도로

활성화된다. 도 5의 (b)에 도시되어 있는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의 다른 실시예는 제1 임계값(TH1) 이상의 압력이 입력되

는 시점부터 아이콘들이 활성화되며, 상기 압력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일정 스텝(step)으로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가 증가한

다. 예를 들어, 제1 임계값(TH1) 이상의 압력이 입력되는 시점에 아이콘들이 저속으로 활성화되며, 제1 임계값(TH1) 이

상의 압력이 증가할수록 아이콘들이 중속 또는 고속으로 활성화된다. 도 5의 (c)에 도시되어 있는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의

또 다른 실시예는 제1 임계값(TH1) 이상의 압력이 입력되는 시점부터 아이콘들이 활성화되며, 상기 제1 임계값(TH1) 이

상의 압력에 비례하여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가 증가한다.

도 6은 감지된 압력의 크기에 따라 계층적 또는 반계층적으로 활성화되는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를 도시하고 있다. 제1 임

계값(TH1) 이상의 압력이 입력되는 시점부터 아이콘들은 제1 방향으로 계층적으로 활성화되며, 상기 계층적으로 활성화

되는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는 상기 제1 임계값(TH1)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한편, 제1 임계값(TH1)과 제2 임계값

(TH2) 사이의 압력이 입력되면 아이콘들이 상기 제1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계층적으로 활성화되며, 상기 제1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계층적으로 활성화되는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는 상기 제2 임계값(TH2)에 가까울수록 비례하여 증가한다. 바람

직하게, 제2 임계값(TH2) 이하의 압력이 입력되면, 상기 디스플레이부에는 검색 초기 화면으로 초기화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상응하는, 파일 검색 장치의 디스플레이부에 디스플레이되는 소정 아이콘을 통해 파일을 검

색하기 위한 원격 제어기의 기능 블록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7을 참고로, 본 발명에 따른 원격 제어기는 압력 감지부(710)

, 선택부(720), 신호 발생부(730) 및 전송부(740)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압력 감지부(710)는 사용자의 손을 통해 입력되

는 압력을 감지한다. 상기 선택부(720)을 통해, 상기 감지된 압력 크기에 상응하여 계층적으로 상기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아이콘을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명령이 입력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압력 감지부(710)의 동작 방

향 축과 상기 선택부(720)의 동작 방향 축은 사용자의 압력 입력 동작과 선택 동작 사이에 간섭(crosstalk)이 발생하는 것

을 방지하게 위해, 서로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다.

한편, 상기 신호 발생부(730)는 상기 사용자 명령에 따라 아이콘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신호 및 상기 감지된 압력 크기에

따른 압력 신호를 발생한다. 소정의 메모리부(미도시)에는 상기 압력 신호의 크기에 상응하는 압력 신호 또는 상기 사용자

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선택부의 각 키 패널에 상응하는 선택 신호의 패턴이 저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압력 신호의 크기에

따라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는 고속, 중속 및 저속으로 분류되며, 상기 메모리부에는 상기 고속, 중속 및 저속에 대한 압력

신호의 패턴이 저장되어 있다.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압력 신호 및 선택 신호의 패턴을 기초로, 상기 신호 발생부

(730)는 감지된 압력 크기와 사용자 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선택부의 키 패널에 상응하는 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신호 발생

부(730)에서 발생된 신호는 전송부(740)를 통해 상기 파일 검색 장치로 전송된다.

도 8은 본 발명에 상응하는, 한 손으로 제어 가능한 원격 제어기의 제어 동작을 도시하고 있다. 도 8의 (a)는 상기 원격 제

어기의 선택부(720) 제어 동작을 도시하고 있으며, 도 8의 (b)는 상기 원격 제어기의 압력 감지부(710) 제어 동작을 도시

하고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선택부(720)는 상기 원격 제어기의 상단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압력 감지부(710)는 상기

원격 제어기기의 하단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상기 선택부(720)와 압력 감지부(710)의 동작 방향 축은 서로 수직으로 배

치되어 있다. 상기 선택부(720)는 엄지손가락으로 제어 가능하며, 상기 압력 감지부(710)는 검지 손가락으로 제어 가능하

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원격 제어기는 한 손으로 제어 가능하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상응하는 파일 검색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9를 참고로, 소정 파일에 대한 아이

콘을 검색하기 위한 압력 신호가 입력되고(단계 910), 상기 입력된 압력 신호의 크기를 판단한다(단계 920). 상기 판단된

압력 신호의 크기에 따라 상기 아이콘을 활성화하기 위한 속도를 결정한다(단계 930). 상기 아이콘을 활성화하기 위한 속

도는 제1 임계값(TH1) 이상의 압력 크기에 대해 일정한 속도로 활성화할 수 있으며, 상기 판단된 압력 신호의 크기에 비례

하여 증가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는 상기 제1 임계값(TH1)과 제2 임계값

(TH2) 사이의 압력 크기에 대해 일정한 속도로 활성화되거나 압력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될 수 있다. 상기 결정된 아이콘

의 활성화 속도에 따라 아이콘의 계층 값 순서로 아이콘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계층적으로 활성화된다(단계 940). 상기

활성화된 아이콘들은 디스플레이부에 선명하고 진하게 디스플레이되는 반면, 활성화되지 않은, 상기 활성화된 아이콘의

계층 값 근처의 계층 값을 가지는 아이콘들은 희미하고 흐리게 디스플레이되거나 어둡고 희미하게 디스플레이된다.

아이콘을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명령에 따라 상기 활성화된 아이콘이 선택되며(단계 950), 상기 선택된 아이콘의 계층 값

과 선택되지 않은 아이콘의 계층 값은 새로이 설정되어 저장된다(단계 960). 상기 아이콘의 선택 횟수 또는 선택 날짜 등에

기초하여, 선택 횟수가 높거나 또는 최근에 선택된 아이콘의 계층 값은 상위 계층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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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감지된 압력 크기에 따른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단계 930 및 단계 940)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하고 있는 흐름도이다. 도 10을 참고로, 입력된 압력 신호의 크기가 제1 임계값(TH1) 보다 큰지 판단한다(단계 1010). 상

기 압력 신호의 크기가 상기 제1 임계값(TH1) 보다 작으면, 상기 압력 신호의 크기가 제2 임계값(TH2) 보다 큰지 판단한

다(단계 1020). 상기 1010 단계 및 1020 단계에서 판단된 압력 신호의 크기에 따라, 상기 압력 신호의 크기가 상기 제1 임

계값(TH1) 보다 큰 경우 상기 아이콘이 상기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상의 제1 방향으로 계층적으로 활성화되는 속도를

결정하고, 상기 압력 신호의 크기가 상기 제1 임계값(TH1) 보다 작고 상기 제2 임계값(TH2) 보다 큰 경우 상기 아이콘이

상기 제1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계층적으로 활성화되는 속도를 결정한다(단계 1030). 상기 결정된 아이콘 활성화 속도에

따라 상기 아이콘을 계층적으로 활성화한다(단계 1040). 반면, 상기 1020 단계를 통해, 상기 압력 신호의 크기가 제2 임계

값(TH2) 보다 작으면, 검색 초기 상태로 복귀한다(단계 1050).

도 11은 아이콘의 계층 값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흐름도이다. 선택된 아이콘을 최상위 계층

값으로 설정하기 위한 사용자 명령이 입력되었는지를 판단한다(단계 1110). 상기 선택된 아이콘을 최상위 계층 값으로 설

정하기 위한 사용자 명령이 입력되면, 선택된 아이콘을 최상위 계층 값으로 설정한다(단계 1120). 사용자는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 또는 계속 사용할 아이콘의 계층 값을 최상위 계층 값으로 고정할 수 있다.

상기 단계 1110에서, 상기 선택된 아이콘의 계층 값을 최상위 값으로 설정하기 위한 사용자 명령이 입력되지 않았다고 판

단되면, 선택된 아이콘의 계층 값(Zi)을 아래의 수학식(1)에 의해 설정한다.

[수학식1]

Zi = Zi - b, 여기서 b는 실험에 의해 결정되는 양의 계수이다.

한편, 상기 선택된 아이콘을 제외한 선택되지 않은 아이콘의 계층 값(Zi)은 아래의 수학식(2)에 의해 설정된다.

[수학식2]

Zi = Zi + a, 여기서 a는 실험에 의해 결정되는 양의 계수이다. 상기 단계 1110 내지 1140에 의해 설정된 아이콘의 계층

값은 메모리에 저장되며, 새롭게 저장된 아이콘의 계층 값을 이용하여 소정 파일에 대한 아이콘을 검색하게 된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 가능하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마그네틱 저장 매체(예를 들어,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등), 광학적 판독

매체(예를 들면, 시디롬, 디브이디 등) 및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전송)와 같은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등록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파일 검색 방법 및 장치는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상에 계층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아이콘을 통해 파일을

검색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쉽게 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파일 검색 방법 및 장치는 압력 센서를 통해 감지되는 압력의 크기에 의해 계층적으로 파일을 검색할

수 있으며 상기 압력의 크기에 따라 검색 속도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파일 검색의 학습이 용이하며 빠르게 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파일 검색 방법 및 장치는 3차원 공간, 즉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상에 아이콘을 계층적으로 디스플

레이함으로써, 많은 수의 아이콘을 구별하기 쉽게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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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른 파일 검색 방법 및 장치는 압력 센서를 통해 감지되는 압력이 제2 임계값(TH2) 이하인 경우에는 검

색 초기 상태로 복귀함으로써, 사용자가 탐색실패시 느끼는 심적 부담감을 줄이고 재시도를 쉽게 함으로써 복잡한 파일 구

조 체계에서도 용이하게 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일 실시예에 상응하는 파일 검색 장치의 기능 블록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상응하는 파일 검색 장치의 기능 블록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3은 디스플레이부에 계층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아이콘들을 도시하고 있다.

도 4는 계층적으로 활성화되는 아이콘과 활성화되지 않는 아이콘을 도시하고 있다.

도 5는 감지된 압력의 크기에 따라 계층적으로 활성화되는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6은 감지된 압력의 크기에 따라 디스플레이부의 깊이 축상의 제1 방향 또는 상기 제1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계층적으로

활성화되는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상응하는 원격 제어기의 기능 블록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상응하는, 한 손으로 제어 가능한 원격 제어기의 제어 동작을 도시하고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상응하는 파일 검색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10은 감지된 압력 크기에 따라 아이콘의 활성화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흐름도이다.

도 11은 아이콘의 계층 값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흐름도이다.

도면

등록특허 10-0707180

- 11 -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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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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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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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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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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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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