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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 방법 및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콘텐트 인덱싱 기법에 의해 인덱싱된 콘텐트의 구조적/의미적 정보를 이용하여 비디오/오디오 프로

그램에 대한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비 선형적 재생 제어 방법과 이러한 재생 제어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브라우징(browsing) 인터페이스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샷(shot) 또는 씬(scene) 단위의 구조적 또는 오브젝트의 등장 또는 사라짐, 사건의

발생과 종료, 오브젝트의 상태에 관한 정보, 배경에 대한 정보의 의미적 정보를 이용하여 스트림에서의 현재 위치의 스킵

(skip)할 방향(순방향 또는 역방향)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가까운 구조적 또는 의미적 정보의 변경 지점을 스트림 재생을

재개할 지점으로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분을 스킵하고 원하는 부분으로 부터의 재생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여, 이에 더불어, 설정된 시간적 오프셋(offset)을 더 고려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재생시점에서 재생 재개가능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리플레이, 멀티미디어스트림, 재생, 브라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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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비디오 스트림의 구조적 정보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의미적 정보 인덱싱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비디오 인덱싱 기법을 이용한 비디오 브라우징 인터페이스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있어서, 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있어서, 의미적 인덱싱 정보를 이용한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있어서, 구조적 정보와 의미적 정보를 동시에 이용한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7은 종래의 인스턴트 리플레이 제공방법과 본 발명에 있어서의 인스턴트 리플레이 제공 방식의 차이점을 나타낸 도면.

도 8a는 본 발명에 있어서, 헤드라인 브라우징 중에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의 재생 재개 위치 설정을

나타낸 도면.

도8b는 본 발명에 있어서, 뉴스 아이템 브라우징 도중에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의 재생 재개 위치 설

정을 나타낸 도면.

도 9는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화면 구성 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서 제안된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의미적/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순방향/역방향 스킵 기능을 통해 사

용자가 한번의 입력장치 조작으로 새로이 재생될 위치로 선정될 수 있는 위치들을 나타낸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 있어서, 비선형적 재생제어를 위한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콘텐트 인덱싱 기법에 의해 인덱싱된 콘텐트의 구조적/의미적 정보를 이용하여 비디오/오디오 프로

그램에 대한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비 선형적 재생 제어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또한, 비선형적 제어를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적응적으로 재생제어 시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입

력장치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비디오 기술의 발달과 이미지/비디오/오디오 인식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용자들은 원하는 멀티미디어 콘텐트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부분만을 검색(searching/filtering)하고 브라우징(browsing)할 수 있게 되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환경에서 제공 가능한 인스턴트 리플레이(instant Replay) 기능은 사용자가 비디오 또는 오디오 프로

그램을 시청/청취함에 있어, 자신이 놓친 부분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기능으로 멀티미디어 콘텐트 브라우징에 있어서 매

우 유용한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관심있는 부분을 반복하여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고,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놓친부분을 다시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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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사용자는 부재중에 방송된 부분의 시청을 위하여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을 이용하여 시청/청취 하지 못한 부분부

터 다시 프로그램을 시청/청취할 수 있다.

이러한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은 오프라인(offline)으로 녹화/녹음된 비디오/오디오에 대하여서만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

라, 근래에는 녹화/녹음과 재생이 동시에 가능한 셋탑 박스(set-top box ; ex Tivo, Replay TV)의 개발로 인하여 실시간

으로 방송되거나 서비스 받는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도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기존의 방식은 설정된 시간적 오프셋(offset)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시간적 오프셋을설정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용자의 평균반응 시간(average user reaction time) 또는 콘텐트의

특성을 이용하여 시간적 오프셋을 설정한다.

사용자의 평균 반응시간을 이용하는 방식은 비디오 프로그램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잠시 놓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평균치를 이용하여 인스턴트 리플레이가 요구된 시점에 대하여 대략 7~8초 이전의 시점부

터 재생을 다시 시작하는 방식으로 좀 더 이전 장면부터 재생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자는 몇 번 더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

을 요구하여 원하는 부분 부터의 재생을 요구하게 된다.

즉, 대부분의 사용자가 TV 또는 녹화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도중 순간적으로 놓친 부분에 대하여 그 부분을 다시 재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점까지의 평균시간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현재 재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준 시간 이전으로 점프

(jump)하여 그 부분부터 재생을 시작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대부분 7~8초 범위가 기준시간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만으로 원하는 부분부터의 재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사용자

는 리와인드(rewind) 기능과 함께 사용 하게 된다.

콘텐트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식은 시청도중 불필요한 부분이나 광고를 스킵하기 위하여 현재 위치에서 일정 시간만큼 떨

어진 부분으로 이동하는 방법이며 주로 20초 정도의 오프셋을 이용한다.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기존의 비 선형적인 미디어 탐색 방식에는 시간적인 데이터의 공백

을 이용하는 방식, 사용자 지정 위치를 이용하는 방식, 스트림의 물리적인 저장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상기 시간적인 데이터의 공백을 이용하는 방식은 대부분 음악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음악(스트림)

이 마그네틱 테이프등에 녹음된 경우 하나의 곡과 다른 곡간에는 일정 시간 간격이상의 데이터의 공백이 존재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시간적 데이터의 공백에 해당하는 구간을 탐색하여 이전 곡 또는 이후의 곡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상기 사용자 지정에 의한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 제공방식은 사용자가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요구하면 재생이 시작될 위

치를 미리 지정한 후, 프로그램의 시청 또는 청취 도중에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을 요구한 경우에 지정된 위치로 부터 재

생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스트림에서 특정 부분을 반복해서 청취하고자 하는 용도로 어학 테이프 등에서 주로 쓰

이는 방식이다.

상기 스트림의 물리적인 저장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은 디스크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음악용 디

스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즉, 디스크의 헤더 정보에 각각의 곡에 대한 물리적인 시작 위치가 기록되어 있어

사용자가 곡 단위의 네비게이션(navigation)을 요구한 경우에 반응하도록 한 방식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인스턴트 리플레

이 기능 또는 비 선형적 스트림 재생 제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삭제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비 선형적 멀티미디어 스트림 재생 제어 방법의 일예인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은 단순히 시간

적인 정보만을 이용하여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을 구현하므로 사용자가 현재 재생되는 시점으로부터 7~8초 이전으로 가

기 위하여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만 이전의 장면 변화 시점으로 이동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포

함된 이야기 구조의 처음 시점으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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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간적인 데이터의 공백을 이용하는 비 선형적인 재생 제어 방식은 멀티미디어 스트림과 같은 시간적인 공백이 없는

데이터의 경우에 그 스트림 내부에서의 탐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음악용 테이프와 같은 극히 제한적인 미

디어에 저장된 제한적인(곡 단위 탐색)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제어의 단위가 매우 커서 일반적인 비디오나 오디오 프

로그램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비 선형적 재생 제어 기능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사용되기 어렵다.

이러한 방식은 스트림 내부에서의 재생 제어가 아닌 스트림 단위의 재생 제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학용 프로그램의 청취와 같은 특수 목적에 사용되는 사용자 지정위치를 이용하는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 제공 방

식은 사용자가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을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재생이 시작될 위치를 지정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인 오

디오나 프로그램의 시청에 있어서 사용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

그리고, 스트림의 물리적인 저장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은 스트림 단위의 탐색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스트림

내부의 구간별로 재생 제어를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응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여 비 선형적인 재생 제

어 기능을 구현하게 되면 인스턴트 제어의 단위가 매우 커서 일반적인 비디오나 오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재생 제어 방법으

로 사용되기 어려우며 이 방식 역시 시간적인 데이터의 공백을 이용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스트림 단위의 재생 제어 기능

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발명에서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시청 또는 청취 도중에 발생하는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을 포함한 비 선형적인

스트림 제어 기능을 제공함에 있어서, 기존 설정된 시간적 오프셋을 이용하는 방식이외에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구조적 또

는 의미적 정보를 기록한 인덱싱 구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원하는 시점으로 부터 재생 제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비 선형적인 재생 제어 방법은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재생중 또는 재생의 일시 정지 중에 사용자가 단순한 조작

에 의해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하여 재생을 재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구조적/의미적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스트림에서의 현재 위치와 스킵(skip)할 방향

(순방향 또는 역방향)을 고려하여, 가까운 구조적/의미적 정보의 변경 지점을 상기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재생을 재개할 지

점으로 선정하여, 선정된 지점으로부터 멀티미디어의 재생이 이루어지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의미적/구조적 정보는 비디오 인덱싱 시스템에 의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기술된 비디오 인

덱싱 정보임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의미적 정보는 오브젝트의 등장 또는 사라짐, 사건의 발생과 종료, 오브젝트의 상

태에 관한 정보, 배경에 대한 정보가 시간축을 중심으로 기술된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구조

적 정보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존재하는 샷(shot) 또는 씬(scene)에 대한 정보가 시간축을 중심으로 기술된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삭제

여기서, 샷은 물리적으로 연속된 오디오/비디오 프레임의 시퀀스로 편집의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상기 씬은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이야기 구조에 있어서, 논리적인 구성 단위이며, 하나의 씬에는 다수의 서브씬 또는 샷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상기 시간적 오프셋을 설정하고, 상기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구조적/의미적 정보와 설정된 시간적 오프셋을

동시에 고려하여 재생을 재개할 시점을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시간적 오프셋을 고려함에 있어서, 시간적 오프셋만큼 떨어진 지점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구조적/의미적 정

보의 변경지점을 이동할 지점으로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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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간적 오프셋을 고려함에 있어, 시간적 오프셋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구조적/의미적 정보의 변경지점과 시간

적 오프셋을 이용한 지점을 비교하여 그 차가 소정의 설정된 범위내 일경우 가장 근접한 구조적/의미적 정보의 변경 지점

을 이동할 지점으로 선정하고, 그 차가 소정의 설정된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설정된 시간적 오프셋을 고려하여 선정된

지점을 이동할 지점으로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순방향 또는 역방향의 스킵의 단위는 구조적/의미적 정보에 대한 작은 단위로의 스킵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며,

작은 단위의 스킵이 요청된 경우에는 구조적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샷단위의 스킵을 제공하고 의미적 정보를 이용하

는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의미적 정보의 변경지점을 이동할 지점으로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순방향/역방향 스킵의 단위는 구조적/의미적 정보에 대한 큰 단위로의 스킵을 제공하고,

큰 단위의 스킵이 요청된 경우에 구조적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씬 단위의 스킵을 제공하고, 의미적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미리 지정된 스킵 단위(갯수) 만큼 떨어진 의미적 정보의 변경지점을 이동할 지점으로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는 큰 단위의 스킵이 요청된 경우에 구조적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씬 단위의 스킵을 제공하고, 의미적 정보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큰 단위의 의미적 정보 변경 지점인 사건 변경 지점 또는 배경 전환 지점을 이동할 지점으로 선정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비선형적 재생 제어를 위한 브라우징 인터페이스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비 선형적 재생 제어에 있어,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구조적 또는 의미적 정보나 설정된 시간적

오프셋 정보를 이용하여 스트림내에서의 현재 위치와 스킵할 방향을 고려하여 재생 재개 지점을 선정하도록 함에 있어, 재

생 재개 지점 후보를 키프레임이나 키영역을 이용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여 사용자가 이동할 지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키프레임이나 키영역으로 표시되는 스킵 단위 후보는 큰 단위나 작은 단위 또는 큰단위와 작은 단위를 함께 표시하여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키프레임 또는 키영역으로 표시되는 스킵 단위 후보가 큰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큰 단위로 이루어지는 스킵 단위

후보는 구조적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씬 단위로 스킵할 지점이며 의미적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미

리 지정된 개수만큼 떨어진 의미적 정보의 변경지점을 나타내는 키프레임이나 키 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키프레임 또는 키영역으로 표시되는 스킵 단위 후보가 큰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큰 단위로 이루어지는 스킵 단위

후보는 구조적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씬 단위로 스킵할 지점이며 의미적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큰 단위의

의미적 정보 변경 지점인 사건 변경 지점 또는 배경 전환 지점을 나타내는 키프레임이나 키 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키프레임 또는 키영역으로 표시되는 스킵 단위 후보가 작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작은 단위로 이루어지는 스

킵 단위 후보는 구조적 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샷단위로 스킵할 지점이며, 의미적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

서 가까운 의미적 정보의 변경지점을 나타내는 키프레임이나 키 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표시되는 큰 단위와 작은 단위의 스킵 단위 후보 구별을 위해 특정 구분자를 함께 표시하여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그리고, 큰 단위와 작은 단위의 스킵 단위 후보를 동시에 화면에 표시하면서, 큰 단위와 작은 단위 후보를 별도의 구별없이

시간순서로 배열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또한, 구조적 또는 의미적 정보를 이용하여 키프레임이나 키영역으로 표시된 추천 스킵이 잘못 제공된 경우를 대비하여 사

용자가 다른 지점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키프레임이나 키영역을 화면에 더 표시하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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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특징을 갖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비선형적 재생 제어 방법과 그 방법의 구현을 위한 브라우징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비선형적인 멀티미디어 콘텐트 브라우징(non-liner multimedia content browsing)과 검색을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기

술은 샷 분할(shot segmentation) 기법과 샷 클러스터링(shot clustering) 기법이며, 이 두가지 기술은 멀티미디어 콘텐트

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다.

비디오에서 샷(shot)이란 방해(interruption) 없이 하나의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비디오 프레임들의 시퀀스(sequence)를

의미하며, 이는 비디오를 분석(analysis)하거나 구성(construction)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디오에는 의미적인 구성 요소인 씬(scene)이 존재한다.

씬은 이야기 전개 또는 비디오 구성에 있어서 의미적인 구분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하나의 씬 내에는 여러개의 샷이 존재한

다.

이러한 샷과 씬의 개념은 비디오 뿐만 아니라 오디오 프로그램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멀티미디어 인덱싱 기법은 콘텐트에 존재하는 샷/씬 단위의 구조적인 정보를 추출하고 각각의 구조 단위별로

그 세그먼트를 대표할 수 있는 키 프레임등과 같은 주요 특징 요소를 추출하여 멀티미디어 콘텐트에 대한 구조적 정보를

인덱싱 하고, 사건(event)의 발생, 시청각 오브젝트(audio-visul object)의 등장, 오브젝트의 상태, 배경(장소) 등에 대한

의미적인 정보를 시간축 위에 기술하는 방식으로 인덱싱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쉽게 브라우징 하거나 검색할 수 있

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이와 같은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구조적/의미적 정보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재생중 또는 재생의

일시 정지 중에 1회 또는 2회의 단순한 입력 장치 조작으로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하여 재생을 재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간적인 연속성을 가진 스트림 형태의 멀티미디어 콘텐트에는 구조적 정보와 의미적 정보가 동시에 존재 하

는 바, 도 1은 비디오 스트림의 구조적 정보를 도식화한 도면이며, 이와 같은 구조는 오디오 스트림에 대하여서도 동일하

게 적용된다.

도 1의 구조를 보면, 앞서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스트림은 계층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

즉, 멀티미디어 스트림은 논리적인 단위인 몇 개의 씬으로 나뉘어지고 각각의 씬은 다수의 서브 씬(sub scene) 또는 샷 들

로 구성되며 서브 씬은 씬이므로 씬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다.

여기에서 샷은 연속된 오디오/비디오 프레임들의 물리적인 연속성을 가진 시퀀스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인덱싱 시스템은 샷을 추출하고 추출된 샷을 토대로 하고 기타의 정보를 이용하여 논리적인 단위인

씬들을 검출하므로써,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구조적 정보를 인덱싱하게 된다.

비디오 스트림에 있어서 샷이란 방해(interuption) 없이 하나의 카메라로 부터 얻어진 비디오 프레임들의 시퀀스

(sequence of frames)를 의미하며 이러한 샷과 씬의 개념은 오디오 스트림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구조적 정보는 샷과 씬을 기본 구성 단위로 기술되며 각각의 샷과 씬에는 구간 정보(시작위치와 종료

위치 또는 시작위치와 길이)가 필수적으로 기술된다.

멀티미디어 스트림에는 상기와 같은 구조적 정보이외에 의미적 정보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의미적 정보 또한 비디오 인덱

싱 구조에 의하여 기술된다.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의미적 정보는 사건(이벤트;event)의 발생, 오브젝트의 등장, 오브젝트의 상태, 배경

(background)에 대한 정보 등이 시간정보와 함께 기술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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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이와 같은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의미적 정보 인덱싱의 일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2에서 보면, 하나의 오브젝트의 일예 Object1은 [S0~S1],[S2~S4],[S06~]의 구간에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멀티미디어 인덱싱이란 앞서 언급된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구조적 정보와 의미적 정보를 시간정보와 관련하여 인덱싱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인덱싱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의미적 정보와 구조적 정보를 동시에 인덱싱한다.

또한, 인덱싱 구조의 형태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한데, 의미적 정보와 구조적 정보를 각기 분리하여 기술하는 방

식이 가능하며, 의미적 정보를 기준으로 그 하위에 구조적 정보를 기술하는 방식 또는 구조적 정보를 기준으로 그 하위에

의미적 정보를 기술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인덱싱을 위한 자동 인덱싱 기술은 지속적인 연구의 결과로 그 성능이 검증되었으며 현재에도 계속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

도 3은 비디오 인덱싱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덱싱된 비디오 브라우징 인터페이스 일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3에서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에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을 쉽게 접근할 수 있으

므로 디지털 비디오 브라우징 방법에 있어 매우 유용한 인터페이스이다.

현재 까지의 인덱싱 관련기술은 비디오 인덱싱 기법에 기반하여 도 3에서와 같은 목차 형태(Table of content :TOC)의 인

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쳐져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와 같은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의하여 기술된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구조적 정보와 의미적 정보를 이용하

여 비 선형적인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재생 제어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있어서, 콘텐트의 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 제어방법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에서 현재 재생되고 있는 위치는 i번째 씬(Scenei)의 j번째 샷(Shoti_j) 내부의 특정지점이다.

이때, 사용자가 샷 단위의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c'지점 또는 'd' 지점으로 부터 재생을 재개하고 사용자가

씬 단위의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a' 지점 도는 'b'지점으로 부터 재생을 재개한다.

여기서 'c'와 'd' 중에 이동 지점의 선택이나 'a','b'중의 이동 지점의 선택은 시스템에서 지정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사용자에게 우선 'a' 또는 'c' 지점으로의 이동을 제공하고 특정한 시간이내에 다시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b' 또는 'd' 지점으로의 이동하도록 제어할 수도 있다.

도 4에서와 같이,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인스턴트 리플레이 제어 방법이외에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의미적 정보를 이용하여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바,

도 5는 의미적 정보를 이용한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의 일예를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스트림에서는 하나이 씬 또는 샷내에서 또는 여러 샷에 걸쳐서 오브젝트(Object)가 등장 했다가 사

라지거나 사건(Event)이 발생하여 종료되거나 하는 의미적인 정보의 변경이 발생하게 된다.

도 5의 S0~S7에 해당하는 지점들은 그러한 의미적 정보가 변화하는 지점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 5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의미적인 정보를 이용한 비 선형적인 스트림 재생 제어 방법을 이용하면 원하지 않

는 부분을 쉽게 스킵하고 원하는 위치부터 재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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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도 4의 구조적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 작은 단위로의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개 또는 2개

이전의 의미적 정보 변경 지점으로 부터 재생을 재개하고, 큰 단위로의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건너

뛰는 의미적 정보 변경 지점의 갯수를 미리 정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또는 상기와 같은 경우 큰 단위인 사건 또는 배경이 바뀌는 지점으로 부터 재생을 재개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도 5의 예에서 작은 단위의 인스턴트 리플레이 요구시에는 현재의 재생위치에서 S6 지점으로 부터 재생을 재개하고,

큰 단위인 경우에는 사건이 바뀌는 S5 지점 또는 배경이 바뀌는 S4 지점으로 부터 재생을 재개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스킵 단위를 구조적 정보를 이용하거나, 의미적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바, 도 6은 구

조적 정보와 의미적 정보를 동시에 고려하여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을 도시한 예이다.

큰 단위의 인스턴트 리플레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씬 단위의 점프가 발생하고 작은 단위의 인스턴트 리플레이 요구가 발

생한 경우에는 의미적 정보의 변경 지점 단위 또는 샷 단위로의 점프가 발생한다.

즉, 큰 단위의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a' 또는 'b' 지점으로 부터 재생을 재개하고 작은 단위의 인스턴트 리

플레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c' 또는 'd' 또는 'e' 지점으로 부터 재생을 재개하게 되는 것이다.

도 7은 기존에 사용자의 평균 반응 시간을 이용한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과 의미적/구조적 정보를 이용하는 본 발명의 인

스턴트 리플레이 제공 방식을 비교한 도면이다.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을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대부분 장면 변화 지점에서부터 다시 볼 것을 요구하게 된다.

즉, 도7에서 대부분의 사용자는 'B'또는 'C'지점 또는 'A'지점으로 재생 재개를 요구할 때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할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의 제어 방식을 이용하면 A,B,C지점으로 한번에 이동할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 번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이용

하거나 리와인드(rewind) 기능과 같은 다른 제어 콘트롤을 보조적으로 이용해야 실제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할 수 가 있다.

반면 본 발명의 제어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큰단위 혹은 작은 단위의 인스턴트 리플레이(역방향 스킵)을 요구함으로써

A,B,C 지점으로 한번에 쉽게 이동하여 그 부분부터 재생이 재개될 수 있다.

기존의 설정된 시간적 오프셋을 이용하는 방식과 본 발명에서 새로 제안된 의미적/구조적 정보의 경계지점을 이용한 비 선

형적인 재생 제어 방법은 함께 혼용될 수 있는데, 그 일례로 의미적/구조적 정보의 경계 지점과 설정된 시간 단위 정보를

이용하여 점프할 위치사이에 간격이 일정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점프할 위치를 가까운 의미적/구조적 정보의 경계 지점으

로 설정하고 일정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설정된 시간 단위 정보를 이용하여 그 위치로부터 재생을 재개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뉴스 비디오에서의 의미적/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 구현 방법의 일례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8a와 도 8b는 뉴스 비디오의 시청중에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을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의 본 발명을 이용한 재생 제어

방식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도8a는 헤드라인 브라우징 중에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의 재생 재개 위치 설정을 나타낸 것이며, 도

8b는 뉴스 아이템 브라우징 도중에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의 재생 재개 위치 설정을 나타낸 도면이

다.

여기서, 굵은 선은 큰 단위의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의미하며 가는 선은 작은 단위의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의미한다.

또한 굵은 경계선은 큰 단위의 의미적/구조적 정보 변경 지점이며 가는 선은 작은 단위의 의미적/구조적 정보 변경 지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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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a 및 도 8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용자는 헤드라인 부분을 브라우징하다가 한번 또는 두번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을

요구하여 해당 샷(S1) 또는 이전샷(S2)의 처음으로, 해당 헤드라인 아이템의 처음(I1)으로 또는 전체 헤드라인 뉴스의 처음

(I2)으로 한번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뉴스 아이템의 시청 도중에 한번 또는 두번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요구하면 해당 샷 또는 이전 샷의 처음으로 이

동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에피소드 씬의 처음(e1)으로 또는 해당 뉴스 아이템에 대하여 요약 설명이 있는 앵커 씬의 처음

(a1)으로 이동하여 다시 그 뉴스아이템을 시청할 수 있다.

도 9는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화면 구성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도 9에서 상단부 그림은 설명하고자 하는 화면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비디오 시퀀스를 나타낸 것으로, 이와 같이 비디오

시퀀스가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가 현재 위치인 'a' 지점에서 작은 단위의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요구한 경우,

도 9의 하단부 'I'에서와 같이, 해당 샷 또는 이전 샷의 처음 위치로부터 재생을 재개하는 것은 기본이며,

'II' 에서와 같이 화면 위에 일정시간 동안 건너뛸 후보 지점이 키프레임(key-frame) 또는 키영역(key-region)의 형태로

투명/반투명/불투명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사라지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

다.

'II'에서와 같이, 나타나는 각각의 키프레임 또는 키 영역은 입력 대기 상태이며 디폴트(default)로 하나가 선택된 상황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키프레임, 키영역은 큰 단위와 작은 단위로 분류하여 수직 또는 수평 배열을 다르게 함으로써 작은단위 후보

지점과 큰 단위 후보지점을 구분하여 디스플레이하는 인터페이스를 적용할 수 있다.

도9의 'III'에서와 같이,

디스플레이 될 화면의 크기를 조정하여 수직 또는 수평으로 후보 지점에 대한 키프레임 또는 키 영역을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키프레임 또는 키 영역은 입력 대기 상태이며 디폴트로 하나가 선택된 상황일 수 있다.

또한 큰 단위의 후보 지점과 작은 단위의 후보지점은 수직 수평으로 분리하거나 기타의 방식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도 9에서 설명된 이러한 화면 구성 방식은 역방향 스킵인 인스턴트 리플레이 뿐만 아니라 순방향 스킵 기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화면 구성 인터페이스는 단순히 의미적/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순방향/역방향 스킵 기능 뿐만 아니라 시간적 오프셋

을 다단계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서 제안된 멀티미디어 콘텐트의 의미적/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비 선형적 재생 제어 방식은 역방향 스킵

(backward skip)인 "인스턴트 리플레이" 기능 이외에도 순방향 스킵(forward skip)에도 동시에 이용된다. 스킵의 단위는

기존의 방식처럼 단순히 평균 반응시간을 이용한 스킵이 아니라 비디오의 샷, 씬등의 구조적 정보와 오브젝트의 등장, 오

브젝트의 상태, 사건의 발생과 종료, 배경의 변화 등과 같은 의미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러한 구조적 정보 또는 의미

적 정보가 변화하는 지점을 스킵후 재생을 재개할 부분으로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제안된 멀티미디어 콘텐트에 대한 의미적/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순방향/역방향 스킵 방식은 시간을 기준

으로한 기존의 방식과 더불어 같이 혼용될 수 있다.

도 10은 본 발명에서 제안된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의미적/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순방향/역방향 스킵 기능을 통해 사

용자가 한번의 입력장치 조작으로 새로이 재생될 위치로 선정될 수 있는 위치들을 도식화 한 것이다.

등록특허 10-0584280

- 9 -



도 11은 본발명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구조적 정보와 의미적 정보를 이용한 비 선형적 재생 제어 기능 제공 방법에 있어, 순

방향/역방향 스킵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다.

시스템은 크게 재생 장치(play device)(100), 입력장치(input device)(200), 미디어 파일(media file)(300), 인덱스 파일

(index structure)(400), 주제어기(main control)(500)로 구성되며,

주제어기(500)는 다시 제어 모듈(control module)(501)과 비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502)로 구성된다.

재생 장치(100)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재생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화면 장치(display device)이거나 오디오 장치(audio

device : ex speaker)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입력 장치(200)는 미디어 파일(300)을 재생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제어 모듈(501)에 전달하는 장치이다.

미디어 파일(300)은 멀티미디어 스트림 데이터이며, 인덱스 파일(400)는 해당 멀티미디어 콘텐트에 대한 의미적/구조적

정보가 기술된 구조이다.

미디어 파일(300)과 인덱스 파일(400)는 시스템의 로컬 메모리 영역에 저장될 수 있으며 단순 클라이언트 장치인 경우 서

버 시스템에 저장되어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웍으로 연결될 수 있다.

주제어기(500)에는 제어 모듈(501)과 비 휘발성 메모리(502)가 존재한다. 비 휘발성 메모리(502)에는 미디어 파일(300)

을 재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상주할 수 있으며, 입력장치(200)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setting)이 저장될 수

있다.

입력 장치(200)에 대한 설정은 기본적인 빨리 보기, 빨리 되감기 속도, 순방향/역방향 스킵의 단위 시간, 순방향/역방향 스

킵시 큰 단위와 작은 단위별로 점프할 경계지점의 개수 등이 기록될 수 있다.

입력장치(200)를 이용한 기타의 기능은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제어 방식과 유사하므로 본 발명에서는 본 발명과 관련된 순

방향/역방향 스킵 기능에 대하여서만 설명을 하기로 한다.

사용자는 버튼 조작/마우스 조작/음성 입력/제스처(gesture)입력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큰단위/작은단위의 순방향/역방향

스킵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이 제어모듈(501)에 전달되면 요구된 기능에 따라 현재의 위치와 스킵할 방향, 스

킵의 단위를 고려하여 비디오 인덱스 파일(400)를 참조하고 건너뛸 위치를 계산하여 해당 지점이 얻어지면 미디어 파일의

재생 위치(파일 포인터등)를 조정하여 건너뛸 위치부터 미디어 파일을 재생하여 디스플레이 장치로 보낸다.

리모콘등의 버튼을 이용하여 순방향/역방향 재생을 요구함에 있어서 큰단위 스킵과 작은 단위 스킵에 대하여 각각 다른 버

튼을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버튼에 대하여 오퍼레이션을 다르게 가함으로써 큰 단위의 스킵과 작은

단위의 스킵을 구분할 수 있다.

동일한 버튼에 대하여 각기 다른 오퍼레이션을 요구하는 예로 버튼을 더블클릭하면 큰단위 스킵으로 지정하고 한번 클릭

하면 작은 단위 스킵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또한 버튼을 짧게 누르면 작은 단위의 스킵으로 지정하고 길게 누르면 큰 단위의 스킵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

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 전자는 컴퓨터의 마우스 버튼에 대한 이용 방식을 응용한 것이며 후자는 전화에서 메모리 기능

을 이용할 때에 사용하는 방식을 본 발명에 적용한 예이다.

본 발명에서 제안된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의미적/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재생 제어 방식은 오프라인으로 녹화/녹음된 콘텐

트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방송 또는 서비스되는 멀티미디어 콘텐트에 대하여서도 응용이 가능하다.

적용이 될 멀티미디어 콘텐트는 스트림 타입의 모든 미디어(오디오/비디오)이며 모든 오디오/비디오 장르에 적용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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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섹션과 작은 섹션 단위의 비 선형적인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재생 제어가 가능하며 상업 광고의 스킵 용도로도 응용이

가능하다. 비 선형적인 스트림 제어는 순방향 스킵(forward skip)과 역방향 스킵(backward skip : instant replay)이 있으

며, 의미적 정보만을 이용하거나 구조적 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의미적 정보와 구조적 정보가 혼용될 수 있다. 또한 제

안된 기술은 기존의 방식인 설정된 시간적 오프셋을 이용하여 스킵을 제공하는 방식과 혼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순방향/역방향 스킵을 제공함에 있어서 단순히 스킵 기능만을 제공할 수 도 있지만 여기에 화면 인터페이

스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순방향/역방향 스킵을 재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여 키프레임이나 키영역을 이용한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서 보다 편리한 순항향/역방향 스킵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입력의 수단은 버튼을 이용하거나 마우스 조작, 음성입력, 제스처 입력등의 여러 가지 기존의 방법이 사용 가능하며

버튼을 이용한 입력 장치에 있어서는 큰 단위의 스킵과 작은 단위의 스킵에 대하여 각기 다른 버튼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버

튼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동일한 버튼에 각기 다른 오퍼레이션(한번클릭/더블클릭, 짧게 누르기/길게 누르기)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력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 선형적인 브라우징에 있어서 시간 단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또는 의미적인 정보를 이용

한 스킵을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본 발명에서 제안된 기능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원하지 않는 부분을 스킵하고 원하는

부분만을 브라우징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상업 광고의 스킵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구조적 또는 의미적 정보에 상응하는 복수의 위치정보까지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를 스킵할 수 있

도록 하는 상기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를 재생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를 스킵하기 위한 명령을 입력받는 단계;

상기 입력된 스킵 명령에 따라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상의 다음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

를 재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위치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받은 스킵 명령은 정방향 스킵 명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

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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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받은 스킵 명령은 역방향 스킵 명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

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 상의 다음 위치정보는 상기 의미적 또는 구조적 정보의 스킵 단위로 다음 재생

위치를 인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위치정보 중 적어도 하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세그먼트와 관련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법.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의미적 또는 구조적 정보의 스킵 단위는 스킵 방향에 위치한 씬 단위 또는 샷 단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법.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의미적 정보의 스킵 단위는 스킵 방향에 위치한 상기 의미적 정보의 사건, 배경, 키 프레임, 키 영역

중 어느 하나의 변경 지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법.

청구항 10.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의미적 또는 구조적 정보의 스킵 단위는 사용자의 스킵 명령을 위해 서로 다른 단위의 후보 지점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법.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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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멀티미디어 컨텐트를 재생하는 재생 장치;

상기 재생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에 대한 의미적 또는 구조적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상기 재생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스킵 명령을 입력받는 입력장치;

상기 입력장치로부터 입력된 사용자의 스킵 명령에 의해, 상기 재생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현재 위치를 고려하여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의미적 또는 구조적 정보까지 스킵하도록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을 제어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 시스템.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장치로부터 순방향 또는 역방향 스킵 명령을 입력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

의 재생 제어 시스템.

청구항 22.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장치로부터 스킵 단위가 구분되어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

어 시스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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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컨텐트의 구조적 또는 의미적 정보에 상응하는 복수의 위치정보까지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를 스킵할 수 있

도록 상기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를 재생하는 단계;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제1지점에서 사용자로부터 스킵하기 위한 명령을 입력받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명령에 대응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제1지점으로부터 정방향 또는 역방향에 있는 상기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를 재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법.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

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법.

청구항 29.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법.

청구항 30.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위치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

법.

청구항 31.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명령은 정방향 스킵명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법.

청구항 32.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명령은 역방향 스킵명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법.

청구항 33.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위치정보중 적어도 하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세그먼트와 관련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법.

청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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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컨텐트의 구조적 또는 의미적 정보에 상응하는 복수의 위치정보까지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를 스킵할 수 있

도록 하는 상기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를 재생하는 단계;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제1지점에서 사용자로부터 스킵하기 위한 명령을 입력받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명령이 정방향 스킵명령인지 역방향 스킵명령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명령이 정방향 스킵명령일 경우,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제1지점으로부터 정방향에 있는 상기 위치정보

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를 재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법.

청구항 35.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위치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

법.

청구항 36.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위치정보중 적어도 하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세그먼트와 관련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법.

청구항 37.

멀티미디어 컨텐트를 재생하는 단계;

상기 재생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스킵 명령을 입력받는 단계;

상기 입력되는 스킵 명령에 따라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에 대한 의미적 또는 구조적 정보의 스킵 단위로 스킵하고, 스킵

된 재생 재개 위치로부터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를 재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법.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스킵 명령은 정방향 또는 역방향 스킵 명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

방법.

청구항 39.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스킵 단위는 서로 다른 스킵 단위의 후보 지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

의 재생 제어방법.

청구항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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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서로 다른 스킵 단위의 후보지점이 구분되어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

트의 재생 제어방법.

청구항 41.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스킵 단위는,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의미적 또는 구조적 정보를 시간 정

보와 관련하여 상기 의미적 또는 구조적 정보의 샷 또는 씬들의 인덱싱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재생 제어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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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등록특허 10-0584280

- 17 -



도면6

도면7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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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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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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