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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특정 클라이언트 장치 타입용 최적화된 동적 뷰포트레이어링을 제공하는 이미징 시스템

명세서

저작권 통지

본 발명 문서에 개재된 일부분은 저작권 보호에 종속하는 재료를 포함한다. 저작권자는 타인에 의해서 본 특허 문
서, 또는 미국 특허 상표청의 특허 파일 또는 기록들에서 나타내진 바와 같은 특허 간행물의 모사 재생에 대해 이의
를 가지지 못하지만, 그외에는 확실히 모든 저작권 권리를 가진다.

발명의 배경

1. 발명의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상이한 장치들상에 디지털 이미
지들을 렌더링하는 기술들을 개선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2. 배경기술에 대한 설명

오늘날, 특히 디지털 카메라들의 형태에서 디지털 이미징의 경우, 종래의 필름 대신 고체-상태 이미지 센서를 사용
하여 사진들을 포착하는 새로운 방법이 실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는 일종의 감지 메카니즘상에 입
사하는 광을 기록함으로써 기능하며, 그 후 그 정보를 (기본적으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을 통해) 프로세스하여 타
겟 풍경의 메모리 이미지를 생성한다. 디지털 카메라의 가장 큰 이점은 그것이 디지털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므로,
모든 종류의 장치들과 애프리케이션간의 이미지 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이미지를 워드 프
로세싱 문서들내로 용이하게 삽입할 수 있고 그것들을 친구에게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거나 또는, 세계의 모든 사
람들이 볼 수 있는 웹사이트상에 이들을 개시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이미지들을 조작하는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여 이들을 개선시키거나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지들을 골라서, 레드-아이 (red-eye) 를
제거하고, 컬러와 콘트라스트를 변경하며 심지어 요소들을 첨가 내지 삭제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는 어떤
이미지들에 즉각적인 액세스를 제공하여 필름 프로세싱의 번거로움과 지연을 회피한다. 총체적으로, 디지털 이미징
은, 그 또는 그녀가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또는 유포시키기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므로, 점차 인
기를 얻고 있다.

디지털 이미지들이 발생되는 위치에 관계없이, 사용자들에 의해 디지털 이미지는 자주 조정되어진다. 예를 들어, 데
스크탑 컴퓨터의 아도비 포토샵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서로의 상층에 상이한 대상들을 레이어링함으로써 이미지를
수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지의 하나의 레이어는 아트워크를 포함할 수도, 다른 레이어는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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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레이어는 비트맵 보더 및 기타 등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것의 각각의 별개의 레이
어들을 통해 이미지는 그 후 포토삽 (고유의) 파일 포맷으로 저장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가지의 상이한 파일 포맷들
중의 어느 하나로 저장될 수도 있다.

포토샵을 사용하여, 이미지가 세상에 있는 각각이 가능한 (디스플레이-가능한) 장치에 정확하게 렌더링되도록, 일
정 이미지의 상이한 버전들을 상상하여 미리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질적이지 못하다. 다양한 장치들
은 파일 크기에 대한 제약 (예를 들어, 5 K바이트보다 작은), 비트깊이 제약 (예를 들어, 픽셀당 8비트이하), 및 이미
지 크기 제약 (예를 들어, 이미지는 100 × 100 픽셀보다 클 수 없음) 을 가진다. 따라서, 수천의 장치들에 대한 이미
지이 수용가능한 버전을 생성하는 작업은 실질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JPEG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타겟 장치에 디스플레이를 위해, 아트워크의 상부에 (예를 들어, 비트맵
백그라운드) 하나의 캐릭터 (예를 들어, 디즈니 캐릭터)를 레이어링하는 작업을 상정한다. 이 경우, 아트워크는 타겟
장치의 스크린 크기로 리사이즈될 필요가 있다. 그 후, 캐릭터는 그 리사이즈된 아트워크의 상부에 오버레이될 (레
이어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이미지는 보정 JPEG 품질로 저장될 필요가 있다. 만약 생성된 이미지 파일이 그 타겟
장치에 대해 너무 큰 경우, 아크워크의 리사이징 및 아트워크의 상부에 캐릭터를 다시 레이어링하는 과정을 포함하
는 프로세스가 반복된다. 현재의 가용한 툴들을 사용하는 이 작업은 기껏해야 지루하고 노동-집약적이다. 또한, 전
술한 매뉴얼 (즉, 예비 렌더링) 방법은 단지 정적인 이미지들을 다루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사용자가 기존 이미
지의 상부에 대상을 즉각적으로 레이어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메뉴얼 방법은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한다.

대상을 레이어링하는 기존의 방법들은 브라우저-기반의 온라인 기술들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들 방법들은 기본적
으로 전술한 데스크탑 방법 (예를 들어, 아도비 포토샵 방법) 의 온라인 버전들이다. 특히, 이들 방법들은, 핸드헬드
장치와 같은 일정 타겟 장치에 의해 부여될 수도 있는 다양한 제약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이들 방법들은 고
정된 설정의 장치 제약들 (즉, 고정 뷰포트) 를 가지는 환경에 의존한다. 만약 그 이미지가 타겟 장치로 전달되는 경
우, 그 이미지는 리사이즈되어야만 할 수도 있다. 그 이미지가 동적으로 재-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벡터 그래픽의 이
점을 가지지 못하여, 따라서, 이미지의 일부 특징들이 손실되게 된다. 예를 들어, 640 × 480 해상도에서의 데스크
탑 브라우저상에서 디스플레이되는 경우에 양호하게 보이는 텍스트가 100 × 100 스크린 해상도를 가지는 모바일
장치상에서 디스플레이를 위해 리사이즈되는 경우에는 형편없이 보이게 된다. 그 대신, 임의의 다른 그래픽들 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임의의 다른 적용가능한 타겟 장치의 제약들에 부가하여 타겟 장치의 최종 스크린 해상도에 기초
하여 렌더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방법들에 대한 이들 및 다른 제약들을 고려하건데, 더 개선된 해결 방법
이 요구된다.

필요한 것은 파일 크기 제약들을 포함하여, 로직컬 뷰포트의 동적인 재형성 을 허용하고 인코딩 파라미터들의 동적
인 조정을 허용하여, 상이한 타겟 장치들에 대해 디지털 이미지들의 렌더링이 동적으로 최적화되거나 또는 주문제
작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이들 및 다른 필요들을 달성시킨다.

용어집

다음의 정의들은 아래의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정이 아닌 단지 예시적인 목적으로 제공된다.

컬러 스페이스 보정 (ColorSpace correction) : 컬러 스페이스 보정은 어떤 이미지에서의 R, G, B 값들을 타겟 디스
프레이 장치의 적색, 녹색, 및 청색의 컬러 색도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프로세스이다. 예를 들어, 포인톤, 시.에이의
1996년, 뉴욕, 존 윌리사, "디지털 비디오의 기술적인 소개" 의 7 장을 참고하라.

감마 보정 (Gamma Correction) : 이것은, 디스플레이의 비선형성의 역함수를 소스 이미지에 적용함으로써 디스플
레이의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프로세스이다. 예를 들어, 포인톤시.에이의 1996년, 뉴욕, 존 윌리사, "디지털 비디오
의 기술적인 소개" 의 6 장을 참고하라.

HTML :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의 약어로, 월드 와이드 웹상에 문서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주지의 인증된 언어
이다. HTML 은 비록 그것이 엄격한 서브세트는 아니지만 SGML 과 유사하다. HTML 은 다양한 테드들과 속성들
을 사용하여 웹 문서의 구조와 레이 아웃을 정의한다. 예를 들어, RFC 1866 :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2.0 을 참
조하라.

HTTP : 하이퍼텍스트 전달 프로토콜의 약어로, 이것은 월드 와이드 웹에 의해 사용되는 기초 프로토콜이다. HTTP
는 메시지가 어떻게 포맷되고 송신되는지, 그리고 웹서버와 브라우저들이 다양한 명령들에 응하여 어떤 행동을 하
는지를 정의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URL 을 그 또는 그녀의 브라우저에 입력하는 경우, 이것은 실제로 HTTP 명
령을, HTTP 명령으로 하여금 요청된 웹 페이지를 페치 및 송신하도록 지시하는 웹 서버로 전송한다. HTTP 의 추
가적인 설명은 RFC 2616 : 하이퍼텍스트 전달 프로토콜--HTTP/1.1 에서 얻을 수 있다. RFC 2616 은 월드 와이
드 웹 협회 (W3) 으로부터 회득될 수 있으며, 현재 인터넷 www.w3.org/protocols/를 통해 회득된다.

레드-아이 보상 (Red eye Compensation) : "레드 아이" 효과는 인간 눈의 망막에 대한 카메라 플래쉬 반사에 의해
발생된다. 레드를 더 어두운 컬러들로 "불포화시키는" 컴퓨터 알고리즘들은 "레드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
어, 왕 (wang) 등에게 특허권이 부여된 "디지털 이미지에서 레드-아이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감소시키는 장치 및
방법"이라른 명칭의 미국 특허 제 6,278,491 호를 참조하라.

샤픈 (Sharpen) : 이것은 향상된 외양을 위해 또는 흐릿한 디스플레이를 보상하기 위해 이미지에서 그레이-스케일
에지들을 "크리스프닝" 하는 프로세스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언샤프 마스킹"를 통해 달성된다. 예를 들어, 제인,
에이.케이의, 1989, NJ, 엥겔우드 클립, 프렌틱스 홀사의, 이미지의 로우패스 필터링된 버전이 어떻게 이미지로부터
공제될 수도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미지 프로세싱의 기초"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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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의 약어로서, 월드 와이드 웹상의 문서 및 다른 리소스들의 글로벌 어드레스이다. 어
드레스의 첫 부분은 어떤 프로토콜이 사용되는지를 나타내고 , 두번째 부분은 IP 어드레스 또는 그 리소스가 위치하
는 도메인 명을 나타낸다.

뷰포트 (Viewport) : 뷰포트는 사용자가 최종의 이미지로 보게되는 타겟 디스플레이를 칭한다. 예를 들어, 모바일
헨드헬드 장치의 경우에서, 뷰포트는 그 장치의 스크린이다. 그러나, 개개의 타겟 장치에 의거하여, 뷰포트는 스크
린의 물리적인 크리로 반드시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그 장치가 스크롤 능력을 포함하는 경우, 뷰포
트의 (논리적) 크기는 스크린의 물리적인 크기를 초과할 수도 있다.

화이트포인트 보정 (Whitepoint Correction) : 화이트포인트는 주어진 환경에서의 "기준 화이트"의 컬러 코디네이
트들이다. 인간의 눈은 화이트포인트로 "크로메틱 조정" 을 할 수 있다. 화이트포인트 보정은, 타겟 디스플레이의 화
이트포인트로 인간의 눈을 조정하는 것을 설명하는 R, G, B 컬러 코디네이트들을 조정하는 프로세스이다. 예를 들
어, 지오지안니, 이.제이 등의, 1998년, MA, 리딩, 애디선-위즐리사의 "디지털 컬러 관리" 를 참고하라.

XML : XML 은 연장가능한 마크업 언어를 상징하며, W3C 에 의해 개발된 규격이다. XML 은 특히 웹 문서들을 위
해 고안된, SGML 의 페어드-다운 버전이다. 이것은 설계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주문제작된 테그들을 생성하
고, 애플리케이션들간의 및 조직들간이 데이터에 대한 정의, 송신, 유효화, 및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XML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예를 들어, W3C로부터 추천된 규격인 "연장가능한 마크업 언어 (XML) 1.0" (2000년 10월
6일자, 제 2 판) 을 참고하라. 이 규격의 카피는 인터넷 www.w3.org/TR/2000/REC-xml-20001006 에서 현재 획
득될 수 있다.

발명의 개요

특정 장치 타입에 대해 주문제작된 이미지의 요구되는 생성을 위한 시스템이 설명된다. 일 실시형태에서, 시스템은,
별개의 레이어로 배열된 이미지 요소를 각각 포함하는 이미지에 대한 저장소로서 기능하는 모듈; 저장소로부터 특
정한 이미지를 검색하는 장치로부터의 요청을 프로세싱하고, 그 요청에 포함된 정보에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상기
장치에 대한 특정한 장치 타입을 결정하는 모듈; 및 상기 장치에 대해 주문제작된 특정한 이미지의 카피를 생성하
고, 상기 특정한 이미지의 별개 레이어에서 상기 이미지 요소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장치에 대해 주문제작되도록 상
기 결정된 장치 타입에 기초하여 상기 특정한 이미지의 별개 레이어에서 이미지 요소를 개별적으로 렌더링하는 모
듈을 구비한다.

또한, 클라이언트 장치로 송신되는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시키는 방법이 개시된다. 일 실시형태에
서, 방법은, 디스플레이를 위해 타겟 이미지를 검색하는 특정한 클라이언트 장치로부터 온라인 요청을 수신하는 단
계로서, 상기 요청은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한 장치 타입의 결정을 돕는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타겟 이미지는
개별 레이어들로 배열된 이미지 요소를 포함하는, 상기 온라인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요청에 기초하여, 상기
특정한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한 장치 타입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장치 타입에 기초하여, 상기 특정한 클라
이언트 장치에 대한 뷰포트 및 레이어링 정보를 특정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뷰포트 및 레이어링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특정한 클라이언트 장치에서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최적화된 타겟 이미지의 버전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타겟 이미지의 생성된 버전을 디스플레이를 위해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구현에 적합한 디지털 카메라의 일반적인 블록도이다.

도 2a 는 종래의 디지털 이미징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2b 는 디지털 카메라의 동작을 지시하고 이미지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기 위해 제공된 종래의 온보드 프로세서 또
는 컴퓨터의 블록도이다.

도 3 은 본 발명이 바람직하게 구현된, 무선 연결 환경의 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4 는 양호한 이미지 품질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타겟 장치의 제약들을 충족하는데 사용되는 본 발명의 양방향 최
적화/주문제작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a 는 레이어링 API 를 나타내고 다양한 레이어들을 조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된 도면이다.

도 5b 는 바람직하게 사용된 뷰포트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c 는 본 발명의 XML API 에서 사용되는 대상들의 계층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a 및 도 6b 는 동적인 뷰포트 레이어링을 지원하는 본 발명에 의해 사용된 전체 방법론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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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디지털 이미징 환경에서 구현된 본 발명의 현재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어떤 하나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또는 어떤 특정 환경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본 발명의 시스템과 방법
들이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장치들에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의 예시적인 실시형태들에 대한
설명은 한정이 아닌 예를 위한 것이다.

Ⅰ. 디지털 카메라-기반 구현

A. 디지털 카메라의 기본 구성 요소들

본 발명은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미디어 포착 및 기록 시스템상에 구현될 수도 있다. 도 1 은 본 발명을 구현하는데
적합한 디지털 카메라 (100) 의 일반적인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 카메라 (100) 는 이미징 장치
(120), 시스템 버스 (130), 및 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140) (예를 들어, 마이크로프로세서-기반 유닛) 를 구비한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 (100) 에 의해 이미지가 포착되는 대상 또는 오브젝트 (150) 가 도시된다. 오브젝트 (150) 의
이미지를 포착하는데 있어, 디지털 카메라 (100) 의 이들 구성 요소들의 일반적인 동작을 설명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미징 장치 (120) 은 그 장치가 오브젝트의 광학적 이미지를 포착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오브
젝트 (150) 에 광학적으로 커플링된다. 광학적 커플링은 예를 들어, 오브젝트 (150) 의 이미지를 이미징 장치 (120)
상에 포커스하는 렌즈 어셈블리 (미도시) 와 같은 광학장치의 사용을 포함한다. 이미징 장치 (120) 는 예를 들어, 시
스템 버스 (130) 를 통해, 컴퓨터 (140) 와 번갈아 통신한다. 컴퓨터 (140) 는 이미징 장치 (120) 에 대한 전체 제어
를 제공한다. 동작에서, 컴퓨터 (140) 는, 유효하게, 이미징 장치 (120) 에게 무엇을 하고 언제 할 것인지를 알려줌
으로써 이미징 장치 (120) 를 제어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140) 는 이미징 장치 (120) 의 제어를 디지털 카메라
(100) 의 다른 전자기계적인 주변 장치 (플래시 부속품) 와 조화되도록 하는 일반적인 입력/출력 (I/O) 제어를 제공
한다.

일단, 사진사 또는 카메라 사용자가 이미징 장치 (120) 를 (사용자-작동 포크싱을 사용하여 또는 사용하지 않고) 오
브젝트 (150) 로 겨냥하고 포착 버튼 또는 다소 다른 수단들을 사용하여, 카메라 (100) 가 오브젝트 (150) 의 이미지
를 포착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컴퓨터 (140) 는 시스템 버스 (130) 을 통해 이미지 장치 (120) 가 오브젝트 (150) 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포착하도록 명령한다. 기본적으로, 이미징 장치 (120) 는 오브젝트 (150) 로부터 반사된 광을 포
착하여 그 광을 이미지 데이터로 전환시킴으로써 동작한다. 포착된 데이터는 시스템 버스 (130) 를 통해 컴퓨터
(140) 로 전달되고, 컴퓨터 (140) 는 이미지 데이터를 그것의 내부 메모리에 저장하기 전에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다양한 이미지 프로세싱 기능들을 수행한다. 또한, 시스템 버스 (130) 는 이미징 장치 (120) 와 컴퓨터 (140) 사이의
다양한 상태 및 제어신호들을 통과시킨다. 이미징 장치 (120) 및 컴퓨터 (140) 의 구성 요소들과 동작들을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B. 이미징 장치상에 이미지 포착

도 2a 는 종래의 디지털 이미징 장치 (120) 의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미지 장치 (120) 는 조리개를 가지
는 렌즈 (210), 하나이상의 필터(들), 이미지 센서 (230) (예를 들어, CMOS, CCD 등), 포커스 메카니즘 (예를 들어,
모터), 타이밍 회로 (242), 신호 프로세서 (251) (예를 들어, 아날로그 신호 프로세서), 아날로그/디지털 (A/D) 변환
기 (253), 및 인터페이스 (255) 를 구비한다. 이하 이들 구성 요소들의 동작을 설명한다.

동작에서, 이미징 장치 (120) 는 광경로 (220) 를 따라 이미지 센서 (230) 에 부딪히는 반사광을 통해 오브젝트
(150) 의 이미지를 포착한다. 렌즈 (210) 는 오브젝트 (150) 으로부터의 광을 광경로 (220) 를 따라 이미지 센서
(230) 상에 포커스하는 광학소자를 구비한다. 광학 메카니즘 (241) 은 렌즈 (210) 을 조정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는, 필터는 오브젝트 (150) 에 의해 반사되는 광의 상이한 컬러 성분들을 분리시키도록 이미지 센서
(230) 상부에 위치된 하나 이상의 컬러 필터들을 구비한다. 예를 들어, 이미지 센서 (230) 는 적색, 녹색, 청색의 필
터들로 덮여질 수도 있는데, 이들 컬러 필터들은 보다 예리한 이미지와 실제에 가까운 컬러를 생성하기 위해 설계된
패턴 ("모자이크") 으로 이미지 센서를 가로질러 서로 혼합되어 있다.

종래의 카메라가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해 필름을 노광시키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이미지 센서 (예를 들어, 이미지
센서 (230)), 고체-상태의 전자 장치상에 광을 수집시킨다. 이미지 센서 (230) 는 전하-결합 장치 (CCD) 또는 상보
적인 금속-산화 반도체 (CMOS) 센서 중의 어느 하나로 구현될 수도 있다. CMOS 와 CCD 이미지 센서들 양자는 표
면상에 있는 포토사이트 (photosites) (또는 포토다이오드) 로 공지된 작은 셀들의 그리드상에 광을 포착함으로써
동작한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센서의 표면은 포토사이트들에 비춰지는 광을 전기적 전하로 변환시키는 수십만 개
의 포토사이트들로 이루어진다. 주어진 이미지에 의존하여, 광의 변화량들이 각 포토사이트를 때려서, 그 포토사이
트에서 전기적인 전하의 변화량이 발생된다. 그 후, 이들 전하들은 디지털 정보로 측정되고 변환된다. 디지털 카메
라에 내장되기에 적합한 CCD 센서는 N.Y 로케스터의 이스트만 코닥, 네들란드의 필립스, 및 일본의 소니를 포함하
는 많은 벤더들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 또한, 적합한 CMOS 센서는 다양한 벤더들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 대표적인
벤더는 네들란드의 에스티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공식적으로는 VLSI Vision Ltd.), IL 의 스카움버그의 모토롤라,
및 CA 의 산타클라라의 인텔이다.

오브젝트 (150) 의 이미지를 포착하도록 지시를 받은 경우, 이미지 센서 (230) 는 응답하여 포착된 오브젝트 (150)
를 나타내는 일련의 미가공 데이터를 (예를 들어, CCD 구현에 대해 CCD 포맷으로)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CCD 센
서를 사용하는 일 실시형태에서, 이미지 센서 (230) 상에 포착된 상기 미가공 이미지 데이터는 신호 프로세서
(251), 아날로그/디지털 (A/D) 변환기, 및 인터페이스 (255) 를 통과하는 루트로 정해진다. 인터페이스 (255) 는 신
호 프로세서 (251), 포커스 메카니즘 (241), 및 타이밍 회로 (242) 를 제어하는 출력을 가진다. 인터페이스 (255) 로
부터, 이미지 데이터는 도 1 에서 이미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 버스 (130) 을 통해 컴퓨터 (140) 로 패스된다. 이
하, 이미지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데 컴퓨터 (140) 의 동작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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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미지 프로세싱

종래의 탑재된 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140) 는 디지털 카메라 (100) 의 동작을 지시하고 이미징 장치 (120) 상에 포
착된 이미지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도록 제공된다. 도 2b 는 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140) 의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 버스 (130) 는 이지밍 장치 (120), (선택적인) 전력 관리부 (262), 프로세서 (CPU) (264), 랜덤 액세스
메모리 (RAM) (266), 입력/출력 (I/O) 제어기 (280), 비-휘발성 메모리 (282), 착탈식 메모리 인터페이스 (283), 및
액정 디스플레이 (LCD) 제어기 (290) 사이의 연결 경로를 제공한다. 착탈식 메모리 (284) 는 착탈식 메모리 인터페
이스 (283) 를 통해 시스템 버스 (130) 에 연결된다. 다른 방법으로, 카메라 (100) (및 따라서 탑재된 컴퓨터 (140))
는 착탈식 메모리 (284) 또는 착탈식 메모리 인터페이스 (283) 없이도 구현될 수도 있다. 전력 관리부 (262) 는 전원
(272) 과 연결된다. 또한 도 2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메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295) 는 LCD 제어기 (290) 및 입
력/출력 제어기 (280) 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이하, 이들 구성 요소들의 각각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프로세서 (CPU) (264) 는 일반적으로 카메라 (100) 의 동작을 제어하는 종래의 프로세서 장치 (예를 들어, 마이크
로프로세서) 를 구비한다. 그 프로세서 (264) 의 구현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으로 달성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 (264) 는 DSP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로직 블록들, 메모리 제어 로직 블록들, 비디오 제어 로직 블록들,
및 인터페이스 로직을 가지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예를 들어, IL의 스카움버그의 모토롤라로부터 회득가능한
MPC823 마이크로프로세서) 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프로세서 (264) 는 예를 들어, CA, 뉴포트
비치의 Conextant Systems, Inc 로부터 획득가능한 랩터 Ⅱ 칩셋, (MA, 웨이렌드의 Sound Vison, Inc로부터 획득
가능한) Sound Vision Clarity 2, 3, 또는 4, 또는, 이미지 프로세싱 주변장치와 프로세싱 코어를 집적화시킨 유사
칩셋을 사용하여 "칩 (셋) 상의 카메라"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세서 (264) 는 멀티스레딩 환경내의
카메라 (100) 의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제어하기 위해 복수의 소프트웨어 루틴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다.

디지털 카메라 (100) 는 몇개의 메모리 구성 요소들을 구비한다. 메모리 (RAM) (266) 는 선택적으로 다양한 스토리
지 기능으로 할당될 수도 있는 동적 메모리의 인접 블록이다. 동적인 렌덤 액세스 메모리는 예를 들어, 일본의 도시
바, ID 보이스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본이 히타치, 및 대한민국의 삼성 전자를 포함한 다양한 벤더로부터 획득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래의 읽기 전용 메모리 또는 플레시 메모리를 포함할 수도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282)
는 카메라 (100) 의 동작을 제어하는 일련이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명령들을 저장한다. 착탈식 메모리 (284) 는
부가적인 이미지 데이터 스토리지 영역으로서 기능하고, 착탈식 메모리 인터페이스 (283) 를 통해 카메라 (100) 사
용자에 의해 용이하게 제거가능하고 및 대체가능한 비-휘발성 장치를 포함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몇개의 착탈식 메
모리 (284) 를 소유하는 사용자는 효과적으로 카메라 (100) 의 사진-수용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풀 착탈식 메모
리 (284) 를 텅빈 착탈식 메모리 (284) 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착탈식 메모리 (284) 는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여 구현된다. 플레시 메모리에 대한 구입가능한 벤더는 예를 들어, CA, 선밸리의 산디스크 코포레이션과 일
본이 소니를 포함한다. 디지털 카메라 (100) 는 본 발명의 이미지 포착 및 프로세싱 방법론을 용이하게 수용하는 다
른 메모리 구성 및 설계들을 통합할 수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100) 는 카메라 사용자 또는 다른 시스템 및 장치들과 통신하기 위한 몇개의 인터
페이스를 구비한다. 예를 들어, I/O 제어기 (280) 는 컴퓨터 (140) 로 및 로부터 통신을 허용하는 인터페이스 장치이
다. I/O 제어기 (280) 는 외부의 호스트 컴퓨터 (미도시) 가 컴퓨터 (140) 와 연결 및 통신하도록 허용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또한, I/O 제어기 (280) 는 복수의 버튼 및/다이얼 (298), 및 LCD 스크린 (296) 에 더하여 장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295) 의 하드웨어 구성 소자들인 선택적인 상태 LCD (299) 와 인터페이스한다. 디지털 카메라 (100)
는 예를 들어 카메라 사용자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카메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수신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295)
를 구비할 수도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들 소자들은 호스트 장치에 대해 클라이언트로서 구현된 미디어 포착 장
치 에 대한 호스트 장치 (예를 들어,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를 통해 제공될 수도 있다. 감시 카메라와 같이, 사용자
들과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는 일 실시형태에 대해, 전술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들은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
다. LCD 제어기 (290) 는 메모리 (RAM) (266) 에 액세스하여 프로세스된 이미지 데이터를 디스플레이를 위해
LCD 스크린 (296) 으로 전달한다. 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 (295) 가 LCD 스크린 (296) 을 포함하더라도, 뷰파인
더 또는 직접적인 뷰 디스플레이가 카메라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LCD 스크린에 부가하여 또는 그 대
신에 사용될 수도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295) 의 구성 요소는 다양한 벤더들로부터 회득될 수 있다. 예는 일본의
샤프, 도시바, 및 시티즌 전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및 CA, 팔로 알토이 Hewlett-Packard 를 포함한다.

전력 관리부 (262) 는 전원 (272) 와 통신하며 카메라 (100) 에 대한 전력 관리 동작들을 조정한다. 전원 (272) 은
카메라 (100) 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에 동작 전력을 제공한다. 전형적인 구성에서, 전원 (272) 은 메인 전력 버스
(278) 에 동작 전력을 또한 부차적인 전력 버스 (279) 에 동작 전력을 공급한다. 상기 메인 전력 버스 (278) 는 이미
징 장치 (120), I/O 제어기 (2800, 비-휘발성 메모리 (282), 및 착탈식 메모리 (284) 에 전력을 제공한다. 부차적인
전력 버스 (278) 는 전력 관리부 (262), 프로세서 (264), 및 메모리 (RAM) (266) 에 전력을 제공한다. 전원 (272)
은 배터리 (275) 에 연결되고 또한 보조 베터리 (276) 에도 연결된다. 또한, 카메라 사용자는 원하는 경우에는, 외부
의 전원에 전원 (272) 을 연결할 수도 있다. 전원 (272) 의 정상적인 동작 동안, 메인 베터리 (275) 는 이후 동작 전
력을 메인 전력 버스 (278) 와 부차적인 전력 버스 (279) 를 통해 카메라 (100) 에 공급하는 전원 (272) 에 동작 전
력을 제공한다. 메인 베터리 (275) 가 고장난 (예를 들어, 배터리 출력 전압이 최소 동작 전압 레벨이하로 떨어진 경
우) 전력 고장 모드 동안, 보조 베터리 (276) 가 동작 전력을 전원 (276) 에 제공한다. 전형적인 구성에서, 전원
(272) 은 보조 배터리 (276) 로부터의 전력을 단지 카메라 (100) 의 부차적인 전력 버스 (279) 로 제공한다.

전술한 시스템 (100) 은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는 미디어 포착 및 기록 시스템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 에 기반을 둔 기본 하드웨어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단지 디지털 카메라로
한정되지 않으며 그 대신, 이하에서 상세하게 제공되는 본 발명의 방법론들로부터 지원할 수 있는 및/또는 유익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에 바람직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D. 시스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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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은 본 발명이 바람직하게 사용된 무선 연결 환경 (300) 의 예를 나타낸다. 도시된 바와 같이, 환경 (300) 은 동
적 신호 프로세서 (DSP) 유닛 (325) , 랜덤 액세스 메모리 (RAM) (330) (예를 들어, DRAM, SRAM 등), 및 하나 이
상의 압축 이미지들을 저장하는 플래시 메모리 (340) 을 구비하는 중앙 프로세싱 유닛 (CPU) (320) 을 포함하는 이
미징 장치 (310)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 (100) 와 같은 디지털 카메라) 를 포함한다. 이미징 장치 (310) 의 기본
동작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동작 이미징 장치 (310) 는 하나 이상의 디지털 이미지들 (사진들) 을 찍어 그 이미지 파
일들을 이미징 장치 (310) 의 플래시 메모리 (340) 에 저장할 수도 있다. 그 이미지의 카메라-측 프로세싱 (예를 들
어, 압축) 은 작업메모리 (즉, RAM (330)) 와 연계 작용하면서, DSP 에 의해 다루어진다. 프로세싱 이후, 이미지들
은 무선 네트워크 (360) 를 통해 서버 컴퓨터 (370) 로 (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전송될 수도 있다. 서버 (370) 에서,
이미징 장치 (310) 로부터 수신된 이미지 데이터는 추가적인 프로세싱 (예를 들어, 그래픽들을 오버레이하는 것) 을
위해 메모리 (RAM) (390) (예를 들어, DRAM, SRAM 등) 내로 회수될 수도 있다. 그 후, 프로세스된 이미지는 서버
(370) 에 저장될 수도 있거나 또는, 원래의 장치 (예를 들어, 카메라 (100)) 로 다시 전달될 수도 있으며, 원하는 경
우 다른 장치들로 전달될 수도 있다.

Ⅱ. 동적 뷰포트 레이어링

A. 도입부

컨텐트 생성자들은 사용자 사신들에 더하여 흥미있는 컨텐트를 생성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컨텐트 생성자들은
사용자 사진을 흥미있는 텍스트 또는 흥미있는 애니메이션과 레이어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것은 황급히 컨텐트
생성을 수반한다. 그러나, 컨텐트 생성자가 황급히 컨텐트를 생성하는 경우, 생성자는 상이한 디스플레이 특성들을
가지는 장치들상에 컨텐트를 정확하게 디스플레이하거나 또는 렌더링하는 추가적인 문제점에 직면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최종 프리젠테이션에서 발생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시적인 설명
은 이미지 상에 오버레이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및 상부에 디스플레이되는 "해피 버스데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
미지가 프레임으로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 방식으로, 상기 해결책은 이미지가 상이한 디스플레이 특성
들을 가지는 장치들상에 정확하게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2 가지의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발명의 처음 방법은 레이어링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명
시하는 설명 언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설명언어는 XML 포맷에 따르며, 주어진 이미
지를 형성하는 레이어들에 대한 계층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상이한 레이어들은 이미지들 (예를 들어 비트맵), 애니
메이션, 텍스트, 벡터 그래픽 등을 포함한다. 설명 언어는 상이한 레이어들을 어떻게 함께 구성하는지를, 그리고 뷰
포트에 어떻게 이들 레이어들을 디스플레이하는지를 설명하는 구문을 포함한다. 설명언어는 정확한 레이아웃을 명
시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타겟 장치들의 제약들을 수용한다. 특정 이미지에 대한 일정 설명은 서버에 상주하며, 즉
그것은 타겟 장치로 전송되지 않는다. 그 대신, 타겟 장치는 최종 인코딩된 포맷 (이미지) 를 수신한다. 따라서, 설명
언어는 특정 타겟 장치에 의해 부여된 제약들을 인코딩하는 것을 수용한다.

본 발명의 두번째 방법은 동적으로 뷰포트를 재형성 또는 재구성하는 것이며, 이미지가 타겟 장치에 정확하게 렌더
링되는 것이다. 일정 타겟 장치에 대한 일련의 장치 제약들을 상정한다. 제약들은 픽셀에 허용된 최대 비트들 (예를
들어, 픽셀당 8비트), 최대 스크린 크기 (예를 들어, 100 픽셀 × 100 픽셀) 등과 같은 임의의 어떤 제한들을 명시한
다. 본 발명에 따른 뷰포트는 당시의 타겟 장치의 제약들을 맞추기위해 동적으로 재구성된다. 또한, 복수의 제약들
이 일반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타겟 장치는 최대 이미지 크기 (예를 들어, 5K 바이트) 를 명시할 수도
있다. 그 제약을 수용하기 위해, 비트깊이 (즉, 픽셀당 비트들) 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방
법은 장치의 제약들을 상호 만족시키는 것을 수반하여, 예를 들어, 이미지의 비트 깊이가, 5K 파일 크기 제약을 수
용하기 위해, 픽셀당 4 비트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트 깊이는 픽셀당 8 비트 (즉, 타겟 장치에 의해 지원되
는 최대 비트 깊이) 를 초과하여 허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총체적으로, 타겟 장치에 로직컬 뷰포트 (및 따라서 이미
지를) 동적으로 매칭시키도록 잠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다양한 제약들 또는 파라미터들이 존재한다.

B. 기본적인 방법론

본 발명은 양호한 이미지 품질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타겟 장치들의 제약들을 충족시키는데 사용되는 양방향 선택화
(주문제작) 를 제공한다. 도 4 의 401 로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레이어가 초기에 2 개의 기본 블록 즉, 인핸스와 뷰포
트 프로세싱을 통해 플로우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전자는 레드-아이 감소, 콘트라스트 조정 등과 같은 인헨스먼트
를 나타낸다. 후자는 뷰포트 칼라 및 외양 제약들이 컬러 보정, 감마, 샤프닝 등의 사용에 의해 보상되는 경우의 로직
을 나타낸다.

전술한 끝부분에서, 레이어들 (예를 들어, 레이어 0과 레이어 1) 은 403 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뷰포트로 매핑될 준
비가 된다. 뷰포트 사양 구성 요소 (417) 과 통신하는 파일 크기 제어 블록 (405) 은 이 매핑에 대한 뷰포트 크기
(407) 를 명시한다. 뷰포트 크기는 (예를 들어, 스크롤링 능력에 기인하여) 타겟 디스플레이보다 더 클 수도 있다.
409 에서 나타내진 바와 같이, 매핑후에 레이어들은 병합된다. 프로세스에서의 다음 단계는 411 에서 클립-패스로
뷰포트를 클립핑하는 것이다. 클립-패스는 뷰포트 유닛 사각형 (0.0, 0.0, 1.0, 1.0) 에 대응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
것은 렌더링된 레이어들 중의 어느 하나로 명시될 수 있다. 그 후, 잘려진 사각형은 컬러-깊이, 인코딩 방법, 시스템
파레트 등과 같은 장치 제약들마다 인코딩된다. 매핑 413 은 이 동작을 나타낸다. 만약 생성된 파일 크기가 파일 크
기 제약을 충족시키는 경우 (415 에서 테스트됨), 이미지는 타겟 (예를 들어, 모바일) 디스플레이로 리턴된다. 그렇
지 않는 경우에는, 파일 크기 제어 블록은 파일 크기 제어 블록 405 로 되돌아가는 루프에 의해 표시되는 바와 같이,
뷰포트를 리사이즈하고 뷰포트 매핑, 병합 등을 다시 시작한다.

C. 이미지 변형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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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미지 변형을 명시하는 인터페이스를 설명한다. 인터페이스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레이어링 페러다임에
기초한 본 발명에 의해 사용된 이미징 모델을 이해하는 것이 유용하다. 레이어들은 예를 들어, 이미지, 텍스트, 및 벡
터 그래픽 레이어들을 포함한다. 레이어들은 공간 및 임시 속성들을 가진다.

1) 공간 레이어링 : 레이어들은 그들이 서로 어떻게 적층되는지를 명시하는 "오더" 공간 속성을 가진다. 또한,
Viewport_map child-element 는 레이어가 매핑되는 뷰포트의 서브-영역을 명시한다.

2) 임시 레이어링 : 레이어들은, start_time 시간, 듀레이션 등과 같은, 어떻게 레이어들이 시간적으로 배치되는지를
설명하는 임시적인 속성들을 가진다.

1. 공간 레이어링

이미지 변형 API 는 공간 효과를 생성하기 위해 어떻게 다양한 레이어들 (이미지, 텍스트, 애니메이션 등) 을 조합하
는지를 설명하는 레이어링 API 이다. 도 5a 는 (지금은 임시 레이어링을 무시) 레이어링 파이프라인을 도시한다.

1) 먼저, 레이어들이 렌더링된다.

2) 그 후, 레이어들이 뷰포트상에 매핑되고 스택된다. 뷰포트는, 치수가 타겟 디스플레이의 치수와 레이어의 매핑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실제 사각형이다.

3) 레이어 스택은 뷰포트에서 병합된다.

4) 병합된 뷰포트 이미지는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의 (비트-깊이, 파레트, 파일 포맷 등과 같은) 디스플레이 제약들에
매칭하도록 포맷된다.

5) 그 후, 포맷된 이미지는 클라이언트에게 리턴된다.

6) 클라이언트는 그것의 디스플레이상에 그 포맷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한다.

뷰포트 좌표 시스템은 "정규화된" 시스템이며 (도 5b), 여기서,

발생원은 뷰포트의 상부 좌측 코너에 있다.

X 축은 우측으로 진행한다.

Y 축은 하측으로 전진한다.

X 축 좌표는 뷰포트 폭으로 정규화된다.

Y 축 좌표는 뷰포트 높이로 정규화된다.

"뷰포트 유닛 사각형" (551) 은 좌표 (0.0, 0.0), (1.0, 1.0) 범위의 사각형이 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각 레이어는 그
것의 Viewport_map 마다 뷰포트이 서브-영역으로 매핑된다. 뷰포트 맵 서브-영역의 예가 도 5b 에서 553 으로 도
시된다.

2. 임시 레이어링

공간 "오더" 속성에 부가하여, 또한 레이어들은 임시 속성들 (모든 것이 밀리초로 표현됨) 을 가진다. :

1) start_time : 이것은 레이어가 제공되는 시작 시간을 명시한다. 디폴트는 0 ㎳ 이다.

2) 듀레이션 : 그 듀레이션동안 레이어가 제공된다. 디폴트값은 무한대이다 ("INF"). 또한, 0 값은 무한대의 듀레이
션으로서 해석된다.

3) repeat _period : 그 주기적 레이트로 프리젠테이션이 반복된다. 디폴트값은 무한대이다 ("INF"). 또한, 0값은 무
한대로서 해석된다. 양쪽 값들은 애니메이션이 결토 반복되지않게 한다.

3. XML 방법

XML API 를 사용하여 레이어링이 달성된다. 이 방법에서 (arg, val) 쌍 "enh=<XML_URL>" 는 사용되는 XML
URL 을 명시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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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switch.foo.com/es?src=http://source.foo.com/images/img1.jpg&enh=http://source.foo.com/
templates/enhance.xml.

1) src 이미지 (http://source.foo.com/images/img1.jpg) 는 임의의 백그라운드 레이어 (레이어 넘버 0) 와 XML
인핸스먼트 파일에서 명시된 다른 레이어들 사이에 삽입된 소스 레이어가 된다.

2) XML (구성) 파일은 다른 레이어들을 설명한다. 부가적으로, 그것은 뷰포트 제약들을 설명한다.

3) XML 인핸스먼트 방법은 URL 라인 (arg, val) 쌍들과 연계하여 사용될 수도 없다 (즉, 두 방법은 상호 배타적이
다).

4. XML 계층

도 5c 에 XML API 에 사용되는 오브젝트들의 계층이 도시된다. 그레이 라인들은 속성들을 지시한다. 짙은 선은 엘
리멘트를 나타낸다. 이 계층에서, 속성들은 단순 타입으로 나타나고, 엘리멘트들은 복잡한 타입으로 나타난다. 연속
적인 섹션들이 보다 상세하게 엘리멘트들과 속성들을 설명한다. 계층에서의 어떤 엘리멘트들 및 속성들은 고급 사
용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레이 (약화된) 텍스트로 도시된다.

5. 이미지 변형

이미지 변형은 이미지 레이어링 동작의 세부사항을 감싸는 엘리멘트 테그로 이루어진다.

표 : 이미지 변형

속성 유효값 설명

 xmlns
 "http://www.lightsurf.com/eswitch2/
image_transform/1.0"

 이미지 변형 마크업 (Image Transform Markup)의 네
임스페이스 (namespace) 및 리비전 (revision)

Child-
element

설명

 image_layer  이미지 레이어

 text_layer  텍스트 레이어

 bezier Layer  Bezier 곡선으로 형상을 정의하기 위한 레이어

 Viewport  출력으로 매핑되는 방법을 결정하는 뷰포트 제약들과 능력들

6. 레이어들의 공통 특성들

레이어들은 공간 및 임시 행동을 설명하는 공통 특성들을 가진다.

a) 공간 특성들

레이어의 공간 특성들은 "오더" 속성과 "viewport_map" child-element에 의해서 결정된다.

표 : 레이어의 공간 속성들

속성
유효
값

설명

 오더
 1 내
지 n

 이것은 뷰포트상의 프리젠테이션의 공간 오더를 나타내는 상대적 넘버이다. 더 큰 오더를
가지는 레이어들은 더 작은 오더를 가지는 레이어들의 상부에 스택된다.

Child Element 설명

 Viewport_map  이것은 레이어가 어떻게 뷰포트에 매핑되는지를 설명한다.

Viewport_map 는 모든 레이어들에 대한 공통 엘리멘트이다. 이것은 어떻게 레이어가 뷰포트로 매핑되는지를 결정
한다. 매핑은, 다음의 윈도우와 모드에 기초한다.

윈도우 : 이것은 레이어가 매핑되어지는 뷰포트의 영역이다. 디폴트에 의해 윈도우는 뷰포트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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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 이것은 어떻게 레이어를 윈도우내로 맞추는지를 설명한다. 디폴트는 "fit"이다.

다음의 (고급) 엘리멘트들은 상기 매핑 이후에 이미지를 재포지션하는데 유용하다.

얼라인 : 이것은 어떻게 레이어가 윈도우내로 얼라인하는지를 설명한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센터 얼라인먼트가 가
정된다.

오프셋 : 이것은 레이어가 매핑된 이후 레이어에 오프셋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을 나타낸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
(0.0, 0.0) 의 오프셋이 가정된다.

표 1 Viewport_map

속성 유효값 설명

 모드

다음중의 어느 하나 :
˙Fit (디폴트)
˙Fill
˙Force
˙As-is

레이어를 윈도우에 매핑하는 방법. 이 방법은 윈도우에 레이어의 초기 매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정의한다. 윈도우 외부의 레이어 영역들은 윈도우에 클립
된다 (clipped).
˙ Fit : 레이어가 윈도우내에 맞춰지도록 스케일되는 것을 의미한다. 레이어의 애
스펙트 비은 유지된다. 이미지는 단지 1 차원을 따라 윈도우를 채운다.
˙Fill : Fill 은 윈도우를 채우도록 이미지를 스케일한다. 이미지의 부분들은 잘려
진다 (corpped).
˙Force : 윈도우를 채우기 위해 레이어의 애스펙트 비를 스케일하고 조정한다.
˙As-is : 매핑동안에 어떤 스케일링도 수행하지 않는다.
˙Fit-to-width : 레이어의 폭이 뷰포트 폭으로 리사이즈되는 것을 의미한다. 레
이어의 애스펙트 비는 유지된다. 레이어는 높이를 따라 뷰포트를 오버플로우한
다 (따라서 잘려진다).

Child
Element

사용법 설명

 윈도우

<window
x ="<LT_x>"
y ="<LT_Y>"
width="<WIDTH>"
height="<HEIGHT>"
/>

뷰포트의 서브영역에서 레이어 매핑을 함. (x, y) 속성들은 상부-좌측 코너를 정
의하고, 폭과 높이 속성들은 크기를 정의한다.
˙<LT_x> : 좌측 상부 x 좌표. 디폴트들 0.0 으로
˙<LT_Y> : 좌측 상부 y 좌표. 디폴트들 0.0 으로]
˙<WIDTH> : 윈도우의 폭. 디폴트들 1.0 으로
˙<HEIGHT> : 윈도우이 높이. 디폴트들 1.0 으로

 얼라인

<align
xalign
="<ALIGNX>"
yalign
="<ALIGNY>"
/>

이 Child element 는 매핑동안에 레이어가 어떻게 윈도우에서 X 및 Y축으로 얼
라인되는지를 설명한다.
˙<ALIGNX> : "좌측", "우측", 또는 "중앙" 중의 어느 하나가 될 수 있다. 디폴트
들 "중앙"으로.
˙<ALIGNY> : "상부", "바닥", 또는 "중앙" 중이 어느 하나가 될 수 있다. 디폴트
들 "중앙으로"

 오프셋

<offset
x ="<OFFSET_X>"
y ="<offset_Y>"
/>

매핑과 얼라인먼트 이후 레이어를 오프셋하는 양.
˙<OFFSET_X> : X 방향으로 오프셋하는 양. 디폴트들 0.0 으로
˙<offset_Y> : Y 방향으로 오프셋하는 양. 디폴트들 0.0 으로
주의 : 매핑, 얼라인먼트, 및 오프셋 이후, 레이어는 뷰포트 맵 윈도우로 클립되
며, 즉 윈도우의 외부에 위치한 레이어는 보이지 않는다.

b) 시간적 특성들

시간적 속성들 : start_time, 듀레이션, 및 repeat_period는 모든 레이어들에 의해 지원된다.

표 : 레이어의 시간적 특성

속성 유효 값 디폴트 설명

 start_time  >= 0 ms  0 ms  레이어의 프리젠테이션의 시작 시간

 듀레이션  > 0 ms  무한  프리젠테이션의 지속기간

 repeat_period   0 ms
레이어들이 아래의 제약을 충족시켜야한다.
ㆍStart_time+듀레이션<=repeat_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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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미지 레이어

이미지 레이어의 속성 및 child-element 는 어떻게 생성되고 뷰포트내의 윈도우에 매핑되는지를 결정한다.

표 : 이미지 레이어의 속성 및 엘리멘트

속성 유효값 디폴트 설명

 오더

 섹션 6 참조
 start_time

 듀레이션

 repeat_period

 src  A URL   소스 이미지

 Child Element  설명  

 Viewport_map  이것은 레이어이 뷰포트에 어떻게 매핑하는지를 설명한다.  

a) 소스 이미지 레이어

"src=<IMAGE_URL>"(arg,val) 쌍에 의해 특정된 이미지는 "소스" 이미지가 된다. 이러한 레이어는 임의의 백그라
운드 (레이어 순서 0) 와 나머지 레이어들 사이에 삽입된다. 이러한 레이어는 Viewport_map에 대한 디폴트 속성과
Child-element 를 갖는다.

8. 텍스트 레이어

이러한 레이어는 텍스트 번역을 지원한다.

표 : 텍스트 레이어의 속성 및 엘리멘트

속성 유효값 디폴트 설명

 오더

 상기 참조
 start_time

 듀레이션

 repeat_period

 text
 UTF-8 단일코
드 스트링

 없음

 텍스트 스트링이 UTF-8 스트링으로서 정의된다. 이 포맷은 단
일코드 표준에 의해 정의된 임의의 문자를 지원할 수 있다. 특정
된 폰트 파일이 단일코드 값에 대한 문자를 제공하는 한은, 문자
는 지원된다.

 centerx  예, 아니오  예
X 방향에서의 센터링
ㆍ"아니오"의 값은 텍스트를 좌측 경계에 얼라인한다.

 centery  예, 아니오  예
Y 방향에서의 센터링
ㆍ"아니오"의 값은 텍스트를 바닥 경계에 얼라인한다.

 font_file
 폰트 디렉토리
에서의 참(true)
형 파일 이름

 없음
 폰트 파일은 참형 파일이어야 한다. 이 파일은 단일 페이스
(*.ttf) 또는 다중 페이스 참형 집합(*.ttc) 파일일 수도 있다.

 font_color  컬러
 0x000000(블
랙)

 컬러는 0xRRGGBB(RR=레드, GG=그린, BB=블루)와 같은 헥
스 포맷에서 특정된다.

 font_mode
ㆍ오토
ㆍ고정

 오토

ㆍ오토:
ｏ폰트 크기는 윈도우에서 특정된 텍스트를 적합하게 하도록 자
동 결정된다.
ｏfont_size_min 속성이 적용된다.
ㆍ고정:
ｏfont_size는 "포인트"(1포인트=1/64)에서 특정된다.
ｏfont_size_min 속성은 무시된다.

 font_size  4-128  12
 고정 모드 폰트에 대해 사용하기 위한 폰트의 크기는 포인트에
서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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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_size_min  4+  6

 이 파라미터는 "자동" 모드에서 유용하고, 폰트 크기가 이러한
레벨 아래도 떨어지지 않아서, 소형 디스플레이를 갖는 장치에서
도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를 발생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사
용될 수 있다.

Child Element 설명

 Viewport_map  맵, 얼라인, 및 오프셋이 무시된다 (즉, 윈도우 엘리멘트만이 사용된다).

9. 베지어 (Bezier) 레이어

베지어 레이어는 벡터 그래픽을 오버레이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레이어의 목적은 다이나믹 텍스트 삽입 능력을 갖
는 벡터 그래픽을 지원하는 것이다.

표 : 베지어 레이어의 속성 및 엘리멘트

속성 유효값 디폴트 설명

 오더

 상기 참조
 start_time

 듀레이션

 repeat_period

 src  URL
 특정되어
야 함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l8 EPS 파일 포맷에서 베지어 커브를 특정하는 파일
에 대한 경로이름. 경로이름은 .eps 확장을 가져야 한다.

 오더
 1 내지
n

 특정되어
야 함

 순서는 최종 출력이 생성될 때 레이어들의 스택킹을 정의한다. 더 높은 번호가
낮은 번호의 상위에 제공된다.

 opacity
 0-
100

 100  그래픽의 전체 불투명도

 Child Element  설명

 Text_box  이것은 베지어 레이어에 삽입되어야 하는 텍스트를 설명한다.

 Viewport_map  이미지 레이어와 동일

표 : 베지어 레이어의 Text_box 엘리멘트

속성 유효값 디폴트 설명

 text

텍스트 레이어에서 대응하는 속성과 동일

 centerx

 centery

 font_file

 font_color

 font_mode

 font_size

 font_size_min

Child Element 설명

이것은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의 포인트 좌표 공간에서 특정된 텍스트에 대한 바운딩 박스이
다.
ㆍ사용:<bounding_box x="<llx>" y=<ury> width="<width>" height="<height>".
ｏ<llx>: 포인트에서 하위 좌측 X 좌표.
ｏ<ury>: 포인트에서 상위 우측 Y 좌표.
ｏ<width>: 포인트에서 바운딩 박스의 폭.
ｏ<height>: 포인트에서 바운딩 박스의 높이.
텍스트 바운딩 박스를 결정하는 절차 :
ㆍ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관심있는 그래픽 오픈
ㆍ선택 : 파일->문서 설정->유닛->포인트
ㆍ사각형 툴을 사용하여 텍스트 바운딩 박스 영역을 그린다.
ㆍ선택 툴을 사용하여 사각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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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이것은 사각형을 하이라이트하고 "info palette"에서 바운딩 박스 정보를 나타낸다. 이것은 XML
레이어 사양에 입력되어야 하는 바운딩 박스 정보이다. info palette에서의 (X,Y,W,H) 는 llx, lly,
with, height에 대응한다.
ㆍ사각형 삭제 - 이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텍스트 바운딩 박스를 결정하기 위해서만
유용하다).

10. 뷰포트

레이어가 뷰포트 상에 매핑되어 통합되면, 그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뷰포트 엘리멘트에서 특정된 제약에 따라서 클
라이언트의 우선 이미지에 매핑된다.

표 : 뷰포트 엘리멘트

속성 유효값 디폴트 설명

 aspect_layer
 이미지 레이어
순서 번호 또는
-1

 최하위 이
미지 레이
어

 애스펙트(또는 "앵커")레이어는 모든 다른 레이어들을 위치시킬 때 앵
커로서 사용되는 레이어를 결정한다. 애스펙트 레이어는 뷰포트의 애스
펙트비 (상기 참조) 를 결정한다.

 force_colors  URL
 컬러는 강
요되지 않
는다.

이러한 엘리멘트는 강요될 컬러를 정의한다. 강요될 컬러의 세트는 아
래의 포맷(상기 참조) 중의 하나에서 특정된다.
ㆍACT(.act):아도비 액티브 테이블 포맷(.act).
ㆍGIF(.gif)
ㆍPNG(.png)

a) 애스펙트/앵커 레이어

본 발명은 뷰포트의 폭을 타겟 장치의 폭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뷰포트 높이는 aspect_layer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은 애스펙트비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ㆍaspect_layer ==-1 : 이것은 가장 단순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애스펙트비는 타겟 장치의 디스플레이의 애
스펙트비와 동일하다.

예 : 타겟 이동 장치는 100x120이다. 그 후, 본 발명은 100x120인 뷰포트를 생성한다.

ㆍaspect_layer == 어떤 이미지 레이어의 순서 번호 : 이미지 레이어의 애스펙트비는 뷰포트의 높이를 결정한다.

예 : 이미지는 640x480이다. 이동 장치는 100x100이다. 그 후, 본 발명은 100x75인 뷰포트를 생성한다. 좌표 시스
템이 뷰포트로 정규화되기 때문에, 모든 레이어는 이러한 이미지 레이어에 상대적이다.

ㆍaspect_layer unspecified(default) : 애스펙트 레이어가 "최하위"("순서"에 관하여) 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이미지 레이어가 애스펙트 레이어로서 사용된다. 이미지 레이어가 없는 경우에, aspect_layer은 -1로 설정된다.

처음에 뷰포트 디멘 치수가 전술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더라도, 치수는 파일 크기 제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정될 수
도 있다. 애스펙트비는 뷰포트가 리사이즈 (resized) 될 때 보존된다.

b) Force_colors

강요될 컬러의 세트는 아래의 포맷중의 하나에서 특정된다.

1) ACT(.act) : 아도비 액티브 테이블 포맷(.act). 이것은 컬러 테이블을 정의한다. 컬러 테이블에서의 컬러의 세트
가 사용된다.

2) GIF(.gif) : 컬러의 세트는 GIF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제 1 컬러 파레트이다.

3) PNG(.png) : 컬러의 세트는 PNG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제 1 컬러 파레트이다.

이동 장치는 통상적으로 아래의 컬러 모드중의 하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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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rue Color : 이러한 모드에서, 시스템은 임의의 컬러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Force_colors는 이러한 경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Indexed Color : 이러한 모드에서, 시스템은 제한된 수의 컬러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Indexed color 모드내에
2개의 서브-모드가 있다.

a. Fixed palette : 고정된 파레트를 갖는 장치는 불가변이고 "force_colors"을 수용할 수 없다. force_colors 지시
는 이들 장치에 대해 무시된다.

b. Adaptive palette : 장치의 큰 클래스는 컬러의 소형 세트 (즉, 256) 를 수용할 수 있지만, 컬러는 임의의 컬러일
수 있다. Force_colors가 이러한 경우에 가장 유용하다.

시스템이 force_colors 보다 더 많은 컬러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force_colors에서의 모든 컬러가 사용된다. 시
스템이 force_colors 보다 적은 컬러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force_colors의 서브세트가 사용된다.

11. 클래스 정의

이미지 변형 클래스, 이미지 레이어 클래스 및 뷰포트 클래스의 C++ 클래스 정의를 여기에 나타낸다.

a) 이미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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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레이어 클래스

레이어 클래스는 모든 레이어들 (이미지, 텍스트 등) 이 유도되는 기본 클래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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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미지 레이어 클래스

이미지 레이어는 레이어 클래스로부터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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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뷰포트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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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레이어링 예

아래의 서브 섹션은 레이어링 API에 기초한 XML을 사용의 예를 나타낸다.

a) 그래픽 오버레이

이 예는 아래의 제약 하에서 소스 이미지 상에 그래픽을 어떻게 오버레이하는지를 나타낸다.

ｏ이미지가 뷰포트에 "피트"된다.

ｏ그래픽이 바닥 좌측 코너에서 뷰포트상에 있는 그대로 패스트된다.

요청 URL은 : http://eswitch.foo.com/es?src=http://source.foo.com/boy.jpg&enh=http://source.foo.com/
enhance.xml이다.

인핸스먼트 XML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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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프레이밍

이 섹션은 이미지에 대한 프레임 오버레잉의 예이다. 요청 URL은 :

http://eswitch.foo.com/es?enh=http:/source.foo.com/enhance.xml이다.

인핸스먼트 XML을 아래에 나타낸다 :

뷰포트의 aspect_layer 속성이 2로 설정된다. 이것은 뷰포트가 이미지 레이어 2, 즉, 이미지 레이어 2와 동일한 애
스펙트비을 갖도록 강요한다.

Image_layer 2는 컴플리트 뷰포트에 매핑된다.

이미지 레이어 1은 "플라우어"에서의 투명도와 얼라인하는 서브-윈도우에 매핑된다.

c) 텍스트 오버레이

이 예는 뷰포트의 바닥 20%상에 텍스트를 오버레이한다.

D. 내부 동작의 요약

1. 전체 동작

도 6A-B는 다이나믹 뷰포트 레이어링을 지원하는 본 발명에 의해 채용된 전체 방법론 (600) 을 도시하는 흐름도를
포함한다. 시작에서, 스톡 HTTP 서버 (예를 들어, 아파시 서버) 가, 단계 60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타겟 이미지를
(예를 들어, 이미지 저장소로부터) 검색하기 위해,(브라우저) 클라이언트로부터 URL과 같은 온라인 요청 (예를 들
어, HTML 요청) 으로 호출된다.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이러한 HTTP 인보케이션 (온라인 요청) 은 URL 플러스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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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트 브라우저 타입을 식별하는 헤더를 포함하는) 헤더를 포함하는 HTTP GET 명령을 포함한다. URL 자체는
예를 들어, 위치를 특정하고 이름/값 쌍들을 수반함으로서, 통상의 웹 기반 URL을 포함할 수도 있다. 클라이언트가
HTTP 서버를 직접 호출할 때, HTTP 서버는 시스템의 프런트 엔드로서 생각될 수도 있다. 플러그-인 모듈
(eSwitch™핸들러) 가 단계 60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입 요청을 분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제, eSwitch™핸들러
는, 단계 60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브라우저 클라이언트를 식별하기 위해 HTTP GET 헤더들을 검사할 수도 있고,
이러한 식별로부터, 핸들러는 타입을 추정할 수도 있거나 클라이언트 장치 (즉, 장치 타입) 를 식별할 수도 있다. 단
계의 동작 동안에, 핸들러는, 예를 들어, 상기 공통적으로 참조한 2000년 6월 6일에 출원한 출원 번호 제 09/
588,875 호 및 2001년 11월 8일에 출원한 출원 번호 제 10/010,616 호에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헤더를 적절한
장치와 매칭하도록 장치 데이터베이스에 컨설트한다.

장치의 식별 이후에, 단계 604에서, 핸들러는 XML (구성) 파일 페치를 계속한다. (단계 601에서) 클라이언트에 의
해 제출된 URL은 (뷰포트 및 레이어들 모두를 설명하는) 이미지 변형 트리에 대한 값들을 계층적 형태로 저장한 이
름/값 쌍, 특정한 XML 파일중의 하나로서 특정된다. 단계 605에서, 페치된 XML 파일은 스톡 XML 파서 (parser)
를 사용하여 분석될 수도 있다. 그 후, 분석된 값들/속성들이 이미지 변형 트리의 인-메모리 카피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음 단계는 단계 60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미지 변형 트리에서의 속성들 및 그 값들 (예를 들어, 레이어링 정보)
모두와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유도된 뷰포트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다. 단계 607에서, 이미지 변형 모듈을
호출할 때, 방법은 이미지를 실제로 렌더 (즉, 클라이언트에 대해 최적화되거나 주문 제작된 버전을 동적으로 생성)
하는 것을 계속한다. 특히, 관심있는 이미지가 이미지 변형 트리에서의 레이어링 및 뷰포트 정보에 따라 식별된 클
라이인트 장치의 뷰포트에 렌더링되고; 클라이언트의 이미지 포맷 고려 (예를 들어, JPEG 포맷 요구) 가 이미지를
변형함으로써 요구된 포맷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상술한 프로세스는 반복적 패션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동적으로 생성된 버전이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해 너무 큰 것으로 여겨지거나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초과하는 비
트 깊이를 갖는 경우에, 단계는 컴플라이언트인 버전을 생성하기 위해 반복된다. 소정의 반복 동안에, 인코딩/랜더
링 파라미터들 (예를 들어, 이미지 치수) 이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해 최적화된 이미지의 주문 생성을 달성하기 위해
동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최종으로, 단계 60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방법은 적절한 포맷으로 클라이언트 장치 (예
를 들어, 무선 접속을 통해, 인터넷 접속을 통해, 무선 인터넷 접속을 통해) 로 역으로 송신되는 완전히 렌더링된 이
미지 (제약에 따라) 를 방출한다. 이 이미지는 원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동일한 장치 타입에 의한) 장래의 검색을
위해 캐시될 수도 있다.

2. 이미지 변형 오브젝트

XML 설명을 거의 반영하는 이미지 변형 오브젝트 클래스 정의 (class Image Transform) 는 다양한 이미지 레이어
들을 생성/지원하는데 책임이 있는 데이터 부분을 포함한다. 각 레이어 자체가 정당하게 오브젝트이다. 이미지 변형
오브젝트가 예시될 때, 모든 수록된 오브젝트가 유사하게 예시된다.

이미지 변형 오브젝트는 "렌더" 방법, Render()을 포함한다. 기본 동작에서, "렌더" 방법은 각 레이어가 정확하게 렌
더되도록 각 수록된 오브젝트에 대한 대응하는 렌더링 방법을 호출한다. 렌더링은 뷰포트의 인-메모리 버전, 즉, 뷰
포트 오브젝트에 대해 발생한다. 결국, 각 수록된 오브젝트는 "후보" 렌더 이미지를 발생시키는 뷰포트 오브젝트에
대해 렌더된다. 다음으로, 후보 이미지는 후보 변형 이미지를 발생시키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적절한 포맷으로 인코
딩 (예를 들어, JPEG 인코딩) 된다. 후보 이미지가 변형되면, 그렇게 발생한 이미지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적
용가능한 제약 (예를 들어, 파일 크기) 와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체크된다. 예를 들어, 완전히 렌더된 이미지가
JPEG로 변형되는 경우에, 그렇게 발생한 JPEG 파일은 파일이 최대 특정 파일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 최종 출력으
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타겟 클라이언트에 적용할 수 있는 제약에 따르는 최종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뷰포트를 "재매핑"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미지를 재-렌더링하는 것을 포함하는 프로세스를 반복할 수도 있다. 내부
적으로, 풀 크기 제어 블록은 새로운 파일 크기를 얻기 위해 상이한 세트의 (제어) 파라미터 (예를 들어, 뷰포트 크
기, 비트 깊이, JPEG 품질 등을 감소) 를 추정한다. 예를 들어, 변형된 후보 이미지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 방법은
더 작은 파일 크기를 갖는 변형된 후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더 작은 스크린 크기로 뷰포트를 리셋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을 단일의 바람직한 실시형태 및 특정한 대안을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특정한 실시형태 또는 특
정한 대안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장치에서의 "디스플레잉" 이미지에 대해 집중한 실시예들을
제공하였다. 당업자는 프린팅과 같은 다른 클라이언트측 출력 또는 렌더링이 본 발명의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이점
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당업자는 변형이 본 발명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바람직한 실시형
태에 대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클라이언트 장치로 송신된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으로서,

디스플레이를 위해 타겟 이미지를 검색하는 특정한 클라이언트 장치로부터 온라인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요청은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한 장치 타입의 결정을 돕는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타겟 이미지는 개별 레이어들
로 배열된 이미지 요소를 포함하는, 상기 온라인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요청에 기초하여, 상기 특정한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한 장치 타입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장치 타입에 기초하여, 상기 특정한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한 뷰포트 및 레이어링 정보를 특정하는 정보
를 검색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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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뷰포트 및 레이어링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특정한 클라이언트 장치에서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최적화된 타겟
이미지의 버전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타겟 이미지의 생성된 버전을 디스플레이를 위해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미지
의 디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 타입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한 장치 타입을 결정하도록 장치 데이터베이스에 컨
설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 데이터베이스에 컨설팅하는 단계는, 상기 특정한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한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최적화
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특정한 구성 파일을 나타내는 정보를 상기 장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한 구성 파일은 상기 특정한 클라이언트 장치에 관한 디스플레이 능력 정보를 특정하는, 이미지의 디스플
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한 구성 파일은 상기 특정한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한 뷰포트 및 레이어링 정보를 특정하는 SML 파일을 포
함하는,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온라인 요청은 웹-기반 요청을 포함하는,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온라인 요청은 HTML-기반 요청을 포함하는,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온라인 요청은 특정한 타겟 이미지를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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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온라인 요청은 상기 특정한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동작하는 브라우저로부터 개시되고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의
특정한 타입을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온라인 요청은 URL을 포함하는,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한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한 장치 타입의 결정을 돕는 상기 정보는 상기 온라인 요청과 함께 송신된 헤더
정보를 포함하는,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온라인 요청과 함께 송신된 상기 헤더 정보는 어떤 특정 타입의 장치가 상기 특정한 클라이언트 장치인지를 결
정하기 위해 장치 타입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비교되는,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한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한 장치 타입의 결정을 돕는 상기 정보는 HTTP 헤더 정보를 포함하는,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한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한 뷰포트 및 레이어링 정보를 특정하는 상기 정보를 XML 파일에서 계층적 형태
로 유지되는,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XML 파일은 상기 특정한 클라이언트 장치의 장치 제한에 기초하여 제약값을 포함하는, 이미지의 디스플레이
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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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약값은 상기 특정한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최대 이미지 크기를 나타내는, 이미지의 디
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서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최적화된 상기 타겟 이미지의 버전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특정한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한 상기 뷰포트 및 레이어링 정보에 따르는 방식으로 개별 레이어들에서 상기 이
미지 요소를 렌더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서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최적화된 상기 타겟 이미지의 버전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서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최적화된 적절한 타겟 이미지가 발견될 때까지 상기 뷰포트 및 레
이어링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타겟 이미지의 상이한 버전을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미지의 디스
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이미지의 생성된 버전을 상기 특정 클라이언트 장치로 송신하기 이전에, 상기 생성된 버전을 상기 클라이
언트 장치에 대해 적합한 파일 포맷으로 변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
는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포맷은 JPEG-호환 파일 포맷을 포함하는,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어 각각은 소정의 타입의 이미지 요소를 유지하는,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소정의 레이어는 비트맵, 애니메이션, 텍스트, 및 벡터 그래픽중의 하나로부터 선택된 이미지 요소를 유지하는, 이
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1 항의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세서-실행 가능 지시를 갖는 컴퓨터-판독 가능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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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1 항의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세서-실행 가능 지시의 다운로드 가능한 세트.

청구항 25.

특정한 장치 타입에 대해 주문제작된 이미지의 주문 생성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별개의 레이어로 배열된 이미지 요소를 각각 포함하는 이미지에 대한 저장소로서 기능하는 모듈;

상기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이미지를 검색하는 장치로부터의 요청을 프로세싱하고, 상기 요청에 포함된 정보에 부분
적으로 기초하여 상기 장치에 대한 특정한 장치 타입을 결정하는 모듈; 및

상기 장치에 대해 주문제작된 특정한 이미지의 카피를 생성하고, 상기 특정한 이미지의 별개 레이어에서 상기 이미
지 요소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장치에 대해 주문제작되도록 상기 결정된 장치 타입에 기초하여 상기 특정한 이미지
의 별개 레이어에서 이미지 요소를 개별적으로 렌더링하는 모듈을 구비하는, 시스템.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한 이미지의 카피는 상기 장치의 뷰포트 제약에 따르는 방식으로 생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한 이미지의 카피는 상기 장치의 이미지 크기 제약에 따르는 방식으로 생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28.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한 이미지의 카피를 상기 장치와 호환 가능한 이미지 포맷으로 변형하는 모듈을 더 구비하는, 시스템.

청구항 29.

제 25 항에 있어서,

요청을 프로세싱하는 상기 모듈은 서버 컴퓨터상에서 동작하는, 시스템.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컴퓨터는 인터넷 접속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1.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무선 접속을 통해 상기 시스템과 통신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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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인터넷으로의 무선 접속을 통해 상기 시스템과 통신하는, 시스템.

청구항 33.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에 대해 주문제작된 상기 특정한 이미지의 카피를 캐시하는 이미지 캐시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4.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은 HTML 요청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5.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은 상기 장치에서 동작하는 브라우저로부터 개시되는, 시스템.

청구항 3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은 장치 타입의 결정을 허용하는 헤더 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헤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장치 타입의 식별을 돕는 장치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장치에 대해 주문제작된 상기 특정한 이미지의 카피를 생성하는데 유용한 가용 구
성 파일을 나타내는, 시스템.

청구항 39.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 파일은 상기 장치에 대한 레이어링 및 뷰포트 정보를 특정하는 XML 파일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0.

제 2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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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카피를 생성하는 모듈은, 상기 장치에서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최적화된 적절한 이미지가 생성될 때까지 상기
특정한 이미지의 상이한 후보를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시스템.

청구항 41.

요청된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최적화하는 개선점을 포함하는 이미지 검색 방법으로서,

상기 개선점은,

각각의 이미지를 특정 타입의 이미지 요소를 갖는 상이한 레이어로 구성하는 단계;

소정의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할 장치의 특정한 타입에 대해 소정의 레이어를 어떻게 최적화할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특정한 이미지를 검색하는 요청을 수신할 때, 상기 특정한 이미지를 요청하는 장치의 타입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단계;

상기 특정한 이미지를 요청하는 장치의 타입에 기초하여, 상기 이미지를 요청하고 있는 장치에 대해 상기 이미지의
소정의 레이어를 어떻게 최적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검색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장치에서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최적화된 렌더링된 이미지를 동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상기 이미지의 개별 레이어를 렌더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미지 검색 방법.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렌더링하는 단계가 상기 장치에 대한 적절한 제약에 따르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도 있도록, 장치의 상이한 타입
에 대한 뷰포트 정보를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이미지 검색 방법.

청구항 43.

제 41 항에 있어서,

동적으로 생성된 상기 렌더링된 이미지가 특정한 이미지를 요청하는 상기 장치에 대해 너무 큰 이미지 크기를 갖는
경우에, 상기 렌더링하는 단계는 작은 이미지 크기를 갖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반복되는, 이미지 검색 방법.

청구항 44.

제 41 항에 있어서,

소정의 레이어는 비트맵, 애니메이션, 텍스트, 및 벡터 그래픽중의 하나로부터 선택된 이미지 요소를 유지하는, 이
미지 검색 방법.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하나의 레이어가 경계를 렌더링하기 위해 전용되는, 이미지 검색 방법.

청구항 46.

제 41 항에 있어서,

장치의 특정한 타입에 대해 각 레이어를 어떻게 최적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상기 정보는 장치 타입-특정 구성 파일에
저장되는, 이미지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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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 타입-특정 구성 파일은, 각각이 특정한 장치 타입에 대해 렌더링 이미지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XML 파
일을 포함하는, 이미지 검색 방법.

청구항 48.

제 46 항에 있어서,

각각의 장치 타입-특정 구성 파일은 특정한 장치 타입에 대한 레이어링 및 뷰포트 정보를 포함하는, 이미지 검색 방
법.

청구항 49.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은 인터넷에 접속된 장치로부터 수신된 브라우저 요청을 포함하는, 이미지 검색 방법.

청구항 50.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한 이미지를 요청하는 장치의 타입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단계는 상기 장치의 타입을 식별하는 것을 돕
는 정보를 얻기 위해 상기 요청을 분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미지 검색 방법.

요약

디스플레이를 최적화/주문제작 또는 요청 이미지의 렌더링을 위한 방법론을 포함한 시스템이 설명된다. 일 실시형
태에서, 시스템은 특정 장치 타입에 대한 주문제작된 이미지의 생성을 요구가 있는 즉시 제공한다. 별개의 레이어로
배열된 이미지 요소를 각각 포함하는 이미지에 대한 저장소로서 기능하는 모듈; 상기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이미지
를 검색하는 장치로부터의 요청을 프로세싱하고, 상기 요청에 포함된 정보에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상기 장치에 대
한 특정한 장치 타입을 결정하는 모듈; 및 상기 특정한 이미지의 별개 레이어에서 상기 이미지 요소의 적어도 일부
가 상기 장치에 대해 주문제작되도록 상기 결정된 장치 타입에 기초하여 상기 특정한 이미지의 별개 레이어에서 이
미지 요소를 개별적으로 렌더링하는 모듈을 구비한다.

대표도

도 6a

색인어

이미지, 디지털 카메라, 레이어, 뷰포트, 렌더링, 픽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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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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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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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공개특허 10-2005-0029311

- 38 -



도면4

공개특허 10-2005-0029311

- 39 -



도면5a

도면5b

공개특허 10-2005-0029311

- 40 -



도면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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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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