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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범위를 갖는 데이타(세그먼트)를 구조의 단위로서 미리작성한 구조에 대해서, 가능한 원래의 구조정보를 이용하

면서 손질이나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구조편집방법 및 영상구조편집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구조정보 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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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세그먼트를 대상세그먼트로 지정하는 제1지정단계와, 대상세그먼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의 위치를 지정하는 제2지

정단계와, 제2지정단계에 의하여 지정된 위치를 분할위치로 하고, 대상세그먼트의 범위를 분할위치에서 전반세그먼트(번

호4)와 후반세그먼트(번호23)의 2개 세그먼트로 분할하는 단계, 및 대상세그먼트를 2개의 세그먼트로 치환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있다.

대표도

도 7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배열된 데이타중 임의 데이타의 범위를 제1 계층의 세그먼트로 정의하고, 상기 제1 계층의 세그먼트로 정의된 범위를 제1

기준에 기초하여 제1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하여, 상기 제1 복수의 세그먼트 집합을 제2 계층에서 제1 패키지로 정의하

고, 상기 제1 계층의 세그먼트로 정의된 범위를 제2 기준에 기초하여 제2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하여, 상기 제2 복수의

세그먼트의 집합을 상기 제2 계층에서 제2 패키지로 정의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배열된 데이타의 계층구조를 정의한 구

조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배열된 데이타의 구조를 편집하는 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구조정보 중에 임의 세그먼트를 대상세그먼트로 지정하는 제1지정단계,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범위에 포함된 임의 위치를 지정하는 제2지정단계,

지정된 상기 위치를 분할위치로 하여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범위를 상기 분할위치에서 전반세그먼트와 후반세그먼트, 2 개

의 세그먼트로 분할하는 단계; 및

상기 대상세그먼트를 상기 2개의 세그먼트로 치환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편집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세그먼트분할단계는

상기 대상세그먼트가 패키지를 갖는 경우, 해당하는 패키지를 상기 전반세그먼트의 범위에 대응하는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전반패키지와, 상기 후반세그먼트의 범위에 대응하는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후반패키지의 2개 패키지로 분할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구조편집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지정단계는 상기 구조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단계 및 대상세그먼트를 지정하기 위한 포인팅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지정단계는 상기 구조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단계 및 상기 분할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포인팅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지정단계는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표시상에 분할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선분을 표시하고, 포인팅디바이스로 선분

의 위치를 자유롭게 평행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편집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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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상세그먼트의 직전 세그먼트의 종료위치와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가 같고, 또한 대상세그먼트의 종료위치와 다

음 세그먼트의 개시위치가 같은 경우에,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측의 경계 또는 종료위치측의 경계의 이동을 지정

하는 제3지정단계와,

상기 제3지정단계에 의하여 경계의 이동이 지정된 경우, 상기 제2지정단계에 의하여 지정된 상기 위치를 이동위치로 하

고, 지정된 개시위치측의 경계 또는 종료위치측의 경계를 이동시키는 세그먼트경계이동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편집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세그먼트경계이동단계는 상기 경계를 이동시키는 경우에,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 만을 이동시

켜 다른 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변경시키지 않는 제1경계이동과,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이동시킴과 동시에,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에 인접

한 다른 세그먼트의 종료위치 또는 개시위치를 이동시키는 제2경계이동과,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만을 이동시켜 다른 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변경시키지 않고,

생성된 틈을 채우도록 새로운 세그먼트를 투입하는 제3경계이동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편집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세그먼트경계이동단계는 상기 대상세그먼트가 패키지를 구비한 경우, 해당하는 패키지 내의 세그먼트의 경계도 대상

세그먼트의 범위에 따라서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편집방법.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2지정단계는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표시 위치에 이동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분을 표시하고, 포인팅디바이스로

선분의 위치를 자유롭게 평행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편집방법.

청구항 8.

제 1, 2, 5, 6, 7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대상세그먼트가 하위계층으로 패키지이하의 구조요소를 갖는 경우, 상기 세그먼트분할단계 또는 세그먼트경계이동

단계에 의해서 자(子)계층의 세그먼트를 분단하는 경우의 처리로 하여, 분단된 세그먼트이하의 구조요소를 삭제하는 제1

의 분단,

분단된 세그먼트를 분할하는 제2의 분단, 및

분단된 세그먼트를 분할한 후, 양옆의 세그먼트에 머징하는 제3의 분단의 3가지 방식에서 선택가능하고, 또한, 이런 처리

는 말단의 계층까지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편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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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1, 2, 5, 6, 7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세그먼트의 머지를 지정하는 제4지정단계와, 복수의 세그먼트를 머지하여 하나의 세그먼트로 치환하는 세그먼트머지단계

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1지정단계는 동일한 패키지 내부에 서로 인접한 복수의 세그먼트를 대상세그먼트로 지정가능하고,

상기 세그먼트머지단계는 상기 제1지정단계로 복수의 대상세그먼트가 지정되고, 또한 상기 제4지정단계로 머지가 지정된

경우에, 지정된 복수의 대상세그먼트를 머지하여, 시계열적으로 선두 세그먼트의 개시위치로부터 최후 세그먼트의 종료위

치까지를 1 세그먼트로 치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편집방법.

청구항 10.

제 1, 2, 5, 6, 7 항 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구조정보중 임의 패키지를 대상패키지로 지정하는 제5지정단계와,

상기 제5지정단계로 대상패키지가 지정된 경우에 상기 대상패키지의 구성요소인 모든 세그먼트를 상기 대상패키지의 상

위 세그먼트 대신에 치환하여, 상기 대상패키지를 1계층 상승시키는 패키지계층상승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구조편집방법.

청구항 11.

제 1, 2, 5, 6,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세그먼트의 계층하락을 지정하는 제6지정단계와, 복수의 세그먼트로부터 새로운 패키지와 새로운 세그먼트를 작성하여

상기 복수의 세그먼트에 대하여 상기 새로운 세그먼트를 배치하고 상기 새로운 패키지를 상기 새로운 세그먼트의 하위 계

층으로 배치하는 세그먼트계층하락단계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1지정단계는 동일한 패키지 내부의 서로 인접한 복수의 세그먼트를 대상세그먼트로 지정가능하고,

상기 세그먼트계층하락단계는 상기 제1지정단계로 복수의 대상세그먼트가 지정되고, 또한 상기 제6지정단계로 계층하락

이 지정된 경우에, 상기 새로운 세그먼트로 상기 복수의 대상세그먼트를 합친 범위의 세그먼트를 작성하고, 상기 복수의

대상세그먼트 대신에 치환하여, 그 아래에 새로운 패키지를 작성하고, 상기 복수의 대상세그머트를 그 아래로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편집방법.

청구항 12.

제 1, 2, 5, 6, 7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세그먼트의 계층상승을 지정하는 제7지정단계와, 복수의 세그먼트를 1 계층위의 세그먼트로 이동시키는 세그먼트상승단

계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1지정단계는 동일 패키지 내부의 서로 인접한 복수의 세그먼트를 대상세그먼트로 지정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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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세그먼트계층상승단계는 상기 제1지정단계로 복수의 대상세그먼트가 지정되고, 또한, 상기 제7지정단계로 계층상승

이 지정된 경우에 상기 복수의 대상세그먼트가 포함되는 패키지의 상위 세그먼트를 모(母)세그먼트로 하고, 상기 모세그먼

트를 상기 복수의 대상세그먼트를 합친 범위의 새로운 세그먼트와 그 이외의 세그먼트로 분할하여, 상기 복수의 대상 세그

먼트를 상기 새로운 세그먼트로 치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편집방법.

청구항 13.

제 1, 2, 5, 6, 7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세그먼트의 삭제를 지정하는 제8지정단계와,

상기 제8지정단계로 삭제가 지정된 경우에 상기 대상 세그먼트 이하의 구조요소를 삭제하는 세그먼트삭제단계를 더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편집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세그먼트삭제단계에서, 대상세그먼트이하의 구조요소를 삭제한 후의 틈에 대한 처리로, 후처리없이, 직전의 세그먼

트경계를 연장시키는 제1의 처리, 그 다음 세그먼트경계를 연장하는 제2의 처리, 및 대상세그먼트의 범위내의 한점을 지

정하고 직전 또는 그 다음의 세그먼트 경계를 지정한 위치까지 연장하는 제3의 처리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구조편집방법.

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패키지의 삭제를 지정하는 제9지정단계와,

상기 제5지정단계로 대상패키지가 지정되고, 또한 상기 제9지정단계로 삭제가 지정된 경우에 대상패키지 이하의 구조요

소를 삭제하는 패키지삭제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편집방법.

청구항 16.

제 1, 2, 5, 6,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배열된 데이타가 영상스트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편집방법.

청구항 17.

영상스트림중 임의 프레임의 범위를 제1 계층의 세그먼트로 정의하고, 상기 제1 계층의 세그먼트로 정의된 범위를 제1 기

준에 기초하여 제1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하여, 상기 제1 복수의 세그먼트 집합을 제2 계층에서 제1 패키지로 정의하고,

상기 제1 계층의 세그먼트로 정의된 범위를 제2 기준에 기초하여 제2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하여, 상기 제2 복수의 세그

먼트의 집합을 상기 제2 계층에서 제2 패키지로 정의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영상스트림의 계층구조를 정의한 구조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영상스트림의 구조를 편집하는 영상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구조정보 중 임의 세그먼트를 대상세그먼트로 지정하는 제1지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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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상세그먼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의 위치를 지정하는 제2지정단계,

지정된 상기 위치를 분할위치로 하여,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범위를 상기 분할위치에서 전반세그먼트와 후반세그먼트, 2개

의 세그먼트로 분할하는 단계, 및

상기 대상세그먼트를 상기 2개의 세그먼트로 치환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구조편집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세그먼트 분할단계는, 상기 대상세그먼트가 패키지를 갖는 경우, 해당하는 패키지를 상기 전반세그먼트의 범위에 대

응하는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전반패키지와, 상기 후반세그먼트의 범위에 대응하는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후반패키지의 2

개 패키지로 분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구조편집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지정단계는, 상기 구조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단계 및 대상세그먼트를 지정하기 위한 포인팅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지정단계는 상기 구조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단계 및 상기 분할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포인팅단계를 포함하여, 상기

제2지정단계는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표시 위에 분할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선분을 표시하고, 포인팅디바이스로 선분의 위

치를 자유롭게 평행이동시켜 분할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구조편집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분할위치가 프레임단위일때, 조작다이알로그 상에서, 세그먼트의 개시프레임A, 종료프레임B, 분할후보로 된 프레임

C와 그 직전의 프레임D를 ADCB의 순서로 나열하여 프레임수와 함께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구조편집방법.

청구항 21.

제 17, 18, 20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직전 세그먼트의 종료위치와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가 같고, 또한 대상세그먼트의 종료위치와 다

음 세그먼트의 개시위치가 같은 경우에,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측의 경계 또는 종료위치측의 경계의 이동을 지정

하는 제3지정단계와,

상기 제3지정단계로 경계의 이동이 지정된 경우, 상기 제2지정단계로 지정된 상기 위치를 이동위치로 하고, 지정된 개시

위치측의 경계 또는 종료위치측의 경계를 이동시키는 세그먼트경계이동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구조편

집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세그먼트경계이동단계는 상기 경계를 이동시키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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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 만을 이동시켜 다른 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변경시키지않는

제1경계이동과,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이동시킴과 동시에,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에 접한

다른 세그먼트의 종료위치 또는 개시위치를 이동시키는 제2경계이동과,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만을 이동시켜 다른 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변경시키지 않고,

생성된 틈을 채우도록 새로운 세그먼트를 투입하는 제3경계이동중에서 선택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구조편집방

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세그먼트경계이동단계는 상기 대상세그먼트가 패키지를 구비한 경우, 해당하는 패키지내의 세그먼트 경계도 대상세

그먼트의 범위에 따라서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구조편집방법.

청구항 24.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2지정단계는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표시 위에 이동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분을 표시하고, 포인팅디바이스로 선

분의 위치를 자유롭게 평행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구조편집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위치가 프레임단위일 때, 조작다이알로그 상에서 직전세그먼트의 개시프레임A, 종료프레임B, 대상세그먼트의

개시프레임C와 종료프레임D, 그 다음 세그먼트의 개시프레임E와 종료프레임F를 프레임수와 함께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영상구조편집방법.

청구항 26.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세그먼트분할단계 또는 세그먼트경계이동단계를 통해서 세그먼트분할 또는 세그먼트 경계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 상

기 조작다이알로그에 표시되는 각 프레임의 갱신표시에 관해서, 갱신버튼을 누르는 경우만 갱신하던지, 설정한 갱신타이

밍으로 갱신할 지가 선택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구조편집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재생버튼 및 프레임후보 선택버튼을 이용하여, 상기 재생버튼을 누르면 그 시점의 대상세그먼트가 재생되고, 상기 프레임

후보 선택버튼을 누르면 그 시점에서 지정되어 있는 후보프레임의 주변이 프레임연결표시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구조편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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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 1, 2, 5, 6, 7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구조편집방법의 각 단계로서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 판독할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29.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기재된 영상구조편집방법의 각단계로서 컴퓨터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 30.

각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가 0 개 또는 적어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루어지는 트리구조의 친자관계로 표현하여 두고, 또한,

오브젝트의 종류마다 각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속성 및 오브젝트의 종류가 스키머정의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는 오브젝

트의 내용구조를 관리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오브젝트별로 그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상기 스키머정의로 정의된 자오브젝트의 리스트를 관리하고,

상기 자오브젝트의 리스트는 자오브젝트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의 인스턴스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오브

젝트로서 존재가능한 오브젝트를 유지하여 두고, 더하여 각 오브젝트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오브젝트의 인스턴스인지, 실

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오브젝트로서 존재가능한 오브젝트인지를 판별하는 판별정보를 유지하고,

임의 오브젝트를 개시오브젝트로 한 경우, 상기 개시오브젝트의 자오브젝트 리스트, 상기 자오브젝트의 리스트에 보관된

각 오브젝트의 자오브젝트 리스트, 그 자오브젝트의 리스트에 보관되어 있는 각 오브젝트의 자오브젝트 리스트를 순차관

리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개시오브젝트의 내용구조를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법.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자오브젝트로서 존재가능한 오브젝트는 동일한 종류의 오브젝트 마다 하나씩 관리시키고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법.

청구항 32.

제 30 항 또는 제 31 항에 있어서,

어느 오브젝트의 스키머정의에 의해서, 해당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복수 종류의 오브젝트 중에, 어느 하나가 배타적으

로 선택가능한 관계인 복수의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어느 오브젝트는 상기 자오브젝트 리스트외에 상기 어느 하

나가 배타적으로 선택가능한 관계인 복수의 오브젝트를 선택지리스트로 관리하고,

복수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의 오브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선택되어 있는 해당 오브젝트만을 모오브젝트의 자리스트

로 관리하고, 그것 이외의 선택지로 되는 오브젝트를 상기 선택되어 있는 해당 오브젝트의 선택지리스트중에, 실제로 존재

하지 않지만 자오브젝트로서 존재가능한 오브젝트로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법.

청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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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가 0개 또는 적어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루어진 트리구조의 친자관계로 표현하여 두고, 또한, 오

브젝트의 종류별로 각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속성 및 오브젝트의 종류가 스키머 정의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는 오브젝트

의 내용구조를 표시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에 있어서,

상기 오브젝트가 자오브젝트로 보관하는 오브젝트를 트리구조로 표시하고, 또한, 그 트리구조의 노드에 오브젝트의 종류

를 나타내는 문자열을 표시하여 오브젝트구조를 표시하고, 표시되어 있는 트리구조로부터 선택된 오브젝트에 대해서 해당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속성의 종류와 값을 표시하는 것에 의하여, 해당 오브젝트의 내용과 구조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오브젝트가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 인스턴스오브젝트뿐만아니라, 유지되어 있지 않아도 그 스키머정의로부터 유지할 수 있

는 오브젝트를 종류별로 하나씩 트리구조안에 동시에 표시하고, 또한, 인스턴스오브젝트와 그 이외의 오브젝트를 별개의

아이콘으로 구별하여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

청구항 35.

제 33 항 또는 제 34 항에 있어서,

루트인 오브젝트가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오브젝트가, 각각 또한 오브젝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기 트리구조를

계층적으로 표시하고, 이때, 표시할 계층레벨을 지정하면, 실존하는 인스턴스오브젝트이하의 지정한 계층레벨까지를 표시

하고, 그로부터 하위층의 구조를 생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

청구항 36.

제 33 항 또는 제 34 항에 있어서,

오브젝트가 가질 수 있는 자오브젝트의 종류의 스키머정의에 있어서, 복수종류의 오브젝트 중 어느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선택지의 모두를 자노드로서 트리구조중에 표시하고, 선택지 중 실제로 선택되어 유지되고 있다면 선택되어 있지

않은 그 외의 선택지를 별도의 아이콘으로 구별하여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

청구항 37.

제 33 항 또는 제 34 항에 있어서,

오브젝트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열을 지정한 후 「검색」을 지시하면, 해당하는 오브젝트 전체를 하이라이트로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

청구항 38.

제 33 항 또는 제 34 항에 있어서,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자오브젝트의 종류의 스키머정의에 있어서, 같은 종류의 자오브젝트를 복수개 구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수개 구비할 수 있는 최대수 또는 최소수의 자오브젝트를 상기 트리구조내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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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9.

각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가 0개 또는 적어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루어지는 트리구조의 친자관계로 표현하고, 또한, 오브

젝트의 종류별로 각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속성 및 오브젝트의 종류가 스키머정의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를 편집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오브젝트가 자오브젝트로서 유지하는 오브젝트를 트리구조로 나타내고, 또한, 그 트리구조의 노드에 오브젝트의 종

류를 나타내는 문자열을 표시하여 오브젝트구조를 표시하고, 표시되어 있는 트리구조로부터 선택된 오브젝트에 대하여 해

당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속성의 종류와 속성값을 표시하는 것에 의하여, 해당 오브젝트의 내용과 구조를 표시하고,

상기 표시된 속성값에 대해서, 변경할 값을 입력하여 변경을 지정하면, 해당하는 오브젝트의 속성값을 입력값으로 갱신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트리구조중에 실재하는 오브젝트를 하나 지정한 후, 「인스턴스추가」를 지정하면, 동일한 종류의 오

브젝트의 인스턴스를 작성하고, 같은 종류의 오브젝트를 상기 지정한 오브젝트의 형제노드로 트리구조내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스키머정의에 의해서 복수개를 갖는 것이 허락된 오브젝트와, 승인되지 않은 오브젝트는 미리 표시색, 아이콘등으로 구별

하여 표시하고, 상기 복수가 허락되지 않은 오브젝트에 대한 「인스턴스추가」의 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

청구항 42.

제 39 항 내지 제 4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구비할 수 있는 오브젝트의 종류를 나타내는 더미오브젝트를 하나 지정한 후, 「추가」를 지정

하면, 상기 더미오브젝트를 실제의 인스턴스로 변경하고, 트리구조중의 표시도 실제의 인스턴스를 나타내는 아이콘으로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지정된 더미오브젝트 뿐만 아니라, 그 선조인 오브젝트가 더미오브젝트인 경우도 그들을 차차 실제의 인스턴스로 변

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

청구항 44.

제 39, 40, 41, 4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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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지정한 후, 「삭제」를 지정하면, 상기 지정된 오브젝트가 복수개 존재하는 경우는 그 오브젝

트이하를 제거하여 트리구조로부터 제거하고, 그 오브젝트가 단일인 경우에는 그 오브젝트이하의 노드를 더미오브젝트로

변경하고, 트리구조내에 표시아이콘을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

청구항 45.

제 39, 40, 41, 4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선택되지 않은 선택지를 나타내는 더미오브젝트를 하나 지정한 후, 「선택변경」을 지시하면, 그때까지 선택되어 있던 오

브젝트를 선택지를 나타내는 오브젝트로 변경하고, 상기 지정한 오브젝트를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로 변경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

청구항 46.

제 39, 40, 41, 4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편집된 오브젝트의 내용을 MPEG-7 또는 XML등의 기술용어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

법.

청구항 47.

제 30 항 또는 제 31 항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법을 컴퓨터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 48.

제 33 항 또는 제 34 항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을 컴퓨터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 49.

제 39 항 내지 제 41 항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을 컴퓨터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

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 50.

하나의 컨텐츠를 복수의 데이타형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텐츠 관리방법에 있어서,

영상, 음성 및 텍스트에 관한 하나 또는 복수의 파일로 이루어진 오리지날 컨텐츠의 데이타와, 그 오리지날 컨텐츠의 데이

타와는 다른 데이타형식으로 표현한 데이타를 정리하여, 상기 데이타의 속성 정보에 대응하여 논리적인 하나의 컨텐츠로

서 일괄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관리방법.

청구항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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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 항에 있어서,

컨텐츠가 영상데이타 또는 음성데이타인 경우, 오리지널 컨텐츠의 파일과, 처리에 적합한 데이타형식의 파일, 또한 이용자

의 요구에 따라서 등록한 파일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관리방법.

청구항 52.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를 데이타편집, 내용기술작업, 또는 배송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관리방법.

청구항 53.

제 51 항 또는 제 52 항에 있어서,

오리지널 컨텐츠의 등록이후, 논리컨텐츠를 특정한 처리요구에 따라서 요구된 처리에 적절한 데이타형식의 파일을 작성하

던지 또는 자유로운 타이밍으로 미리 상정한 복수의 데이타형식의 파일을 자동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

츠관리방법.

청구항 54.

제 50 항 내지 제 52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오리지널 컨텐츠가 복수의 데이타로 이루어진 경우, 복수의 오리지널 컨텐츠의 데이타로 이루어진 논리컨텐츠에 대한 각

데이타의 배당위치와 배당길이를 관리하는 관리정보를 구비하고, 그 관리정보를 포함하여 일괄하여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컨텐츠관리방법.

청구항 55.

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컨텐츠를 구성하는 오리지널컨텐츠 각각의 데이타가 하나의 파일의 일부이던지, 또는 오리지널 컨텐츠 각각의

데이타사이의 내용에 중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관리방법.

청구항 56.

제 50 항 내지 제 52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컨텐츠를 나타내는 내용기술정보로서, 내용에 대해서 속성을 기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관리방법.

청구항 57.

제 56 항에 있어서,

내용기술정보가 논리구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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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8.

제 50 항 내지 제 52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일괄하여 관리할 대상으로 된 데이타로서, 청구항 56 또는 청구항 57에 기재된 내용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관리방법.

청구항 59.

프로그램을 기억한 기록매체에 있어서,

제 50 항 내지 제 52 항중 어느 한항에 기재된 컨텐츠 관리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60.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 정보는,

컨텐츠 파일의 명칭, 타이틀, 상기 컨텐츠 파일의 작성일, 작성자, 목적, 노화한 날짜, 권리 정보 및 파일의 길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관리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구조편집방법, 영상구조편집방법,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법,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 컨텐츠관리방

법 및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범위가 설정된 데이타(세그먼트)의 구조화에 있어서, 구조생성후에 실행되는 수정을 위한 편집기능

을 구비한 구조편집방법, 영상구조편집방법 및 그 방법의 각 단계를 컴퓨터가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영상구조편집방법은 대상데이타로써 영상스트림(음성을 포함한 데이타를

포함)을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런 영상구조편집방법에서 취급하는 영상구조의 생성 및 편집 과정은 영상관리,

검색결과의 브라우즈, 다이제스트 작성 등에 이용된다. 또한, 범위가 설정된 데이타의 편집으로서는 예를 들어 작업공정표

의 편집 등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법,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 및 그 방법

을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실제 인스턴스 오

브젝트의 내용의 관리, 표시 및 편집과 동시에, 오브젝트의 구성을 정의한 스키머정의로 관리하고 표시하여, 인스턴스 오

브젝트의 내용을 편집가능하도록 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법,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 오브젝트의 내용구조

편집방법 및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더하여, 본 발명의 응용분야로서는, 예를 들면, XML형식으로 기술된 문서의 표시, 편집방법에 관한 응용이 있다. 이런 구

조화문서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태그></태그>로 둘러싼 부분의 기입글자로 구성되어 있고, 사전에 스키머정의에 의해서

태그의 종류마다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다. 이때에, 어떤 태그로 둘러쌓인 부분을 오브젝트라고 고려되면, <태그>의 안에

는 속성이 기술될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오브젝트로서의 적용범위는 폭넓고, 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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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정의되어 있어 계층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본 발명의 오브젝트로서 적용가능하다. 예를 들면, 조직에

있어서도, 부품의 구성에 있어서도, 폴더의 관리에 있어서도, 그 구조와 구성을 정의하고, 계층구조로 도시할 수 있는 것이

라면, 본 발명의 오브젝트로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영상데이타와 음성데이타등, 예를 들면 복수파일로 이루어진 하나의 컨텐츠를 논리컨텐츠로서 취급하고,

원래 컨텐츠의 파일뿐만 아니라, 관련된 데이타와, 처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데이타형식으로 변환된 데이타, 및 내용기술파

일등을 일괄하여 관리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데이타형식의 데이타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컨텐츠관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근래, 영상만의 영상스트림과, 영상과 음성을 포함한 영상스트림에 있어서도, 영상스트림을 구조화하여 구조정보를 작성

하고, 그 구조정보를 이용하여 영상을 관리, 편집, 활용하기 위한 각종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첫번째로, 영상스트림을 구조화하는 예로 하여, 예를 들면, 영상스트림중 임의 프레임의 범위를 세그먼트로서 정의하고,

하나의 세그먼트로 정의된 범위와 동일한 범위를 다른 복수의 세그먼트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 복수의 세그먼트

의 집합을 패키지로서 정의하는 것에 의하여, 영상스트림의 계층구조를 작성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영상편집장치에 있어서는 영상의 표시예로서, 시계열로 영상스트림을 나열하여 영상을 화상아이콘으로 나타

내는 방법이 종종 이용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영상편집장치는 영상 자체를 편집하기 위한 것이고, 구조화된 영상스트림의

구조요소를 이용하여 영상스트림을 편집하거나, 구조 자체를 재구성하는 장치는 제공되어 있지 않다.

바꿔말하면, 영상편집소프트웨어나 비선형영상기에서는 각 비디오클립을 배치하고, 중합시켜 편집하는 과정으로 최대한

미세한 축척의 경우에는 연결프레임을 일렬로 나열하여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 비디오소재를 중

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영상스트림을 구조화하거나, 구조화된 영상스트림의 구조를 재구성하기위한 사

용이 쉬운 지원툴은 제공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본 출원인은 영상스트림 중 임의 프레임의 범위를 세그먼트로 정의하고, 하나의 세그먼트로 정의된 범위와 동일한

범위를 다른 복수의 세그먼트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 복수의 세그먼트의 집합을 패키지로 정의하는 것에 의해

영상스트림의 계층구조를 정의한 구조정보를 이용하고, 영상스트림의 구조를 편집하는 영상구조편집방법을 제안하고 있

다.

두번째로, 종래의 기술에 있어서, 인스턴스화된 오브젝트의 친자관계를 트리(木)구조로 표시하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기 쉽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예를들어, 퍼스널컴퓨터의 파일열람화면을 보면 명확하다. 또한, 구조화문서의 하나

인 XML문서의 편집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인스턴스화된 오브젝트의 친자관계는 트리(木)구조로 표시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실제 인스턴스 오브젝트의 구조와 오브젝트의 스키머정의에 의한 구조를 각각으

로 표시한다. 이 때문에, 인스턴스 오브젝트의 트리구조 중에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경우, 스키머로부터 오브젝트의

종류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스키머의 트리구조로부터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오브젝트의 트리구조로 드롭

(drop)하는 방법, 선택한 오브젝트에 관하여 그 하위로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 오브젝트의 종류를 다른 파레트와 같은 형태

로 표시하고, 그것으로부터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반영시키는 방법등이 제공되어 있다.

도 58은, 종래의 인스턴스 오브젝트의 구조와 오브젝트의 스키머정의에 의한 구조를 별개로 표시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

으로, XML을 확장한 언어MPEG-7편집어플리케이션을 예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화면 좌측(4001)에 스키머, 화면우측

상부(4002)에 인스턴스 오브젝트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화면 우측 하부(4003)에는 현재 정의하고 있는 classification

이 가질수 있는 오브젝트가 열거되어 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화면우측 하부(4003)으로부터 선택하여 추가, 삭제를

행하면서 오브젝터의 내용을 편집한다.

세번째로, 어떤 영상을 고려할 때, 어떤 표현형식이라도 그 영상을 나타내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로 생각될 수 있다.

그것이 복수의 파일로 구성되어있던지, 하나의 파일이던지, 목적하는 영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영상컨텐츠의 데이

타형식에는 DV형식, MPEG-1, MPEG-2, Real Media, Motion JPEG등이 있고, 각각 특성을 갖고 있지만, 어느 데이타형

식이라도 내용은 동일하다. 더하여, 이것에 대하여 논리구조나 내용을 설명하는 기술을 작성하는 경우, 그 파일형식에는

존재하지 않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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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현실에서 기억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컨텐츠는 일반적으로, 영상컨텐츠인지 텍스트컨텐츠인 데이타종류등 하나

의 데이타형식으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출력하여 얻더라도, 그 데이타형식에 대응할 수 없는 시스템의 수취측에

서는 컨텐츠를 재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컨텐츠를 배송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고화질의 영상등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되어 있는 컨텐츠의 데이타형식이 고화질은 얻어지지만, 데이타량이 별로 적지않은 데이타형식이거나

하면, 배송된 데이타량이 불필요하게 크게 된다. 이때, 전송시간이 길어져 버리거나, 취출하여 편집하고자 하여도 보관되

어 있는 데이타형식에서는 편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컨텐츠 관리방법에서는, 예를 들어, 컨텐츠가 텍스트 데이타의 경우라면, 하나의 데이타형식으로 파

일을 등록,보관하고, 그것을 프라이머리데이타로 하고, 그 프라이머리데이타를 다른 데이타형식, 예를 들어 PDF든지,

FTS데이타형식으로 변환한 데이타를 생성하여 그 생성한 데이타도 프라이머리데이타와 동일한 문서ID로 관리하여 두고,

파일을 취출할때에는 문서ID만이 아니라, 데이타형식도 지정시키는 것에 의해, 수취측이 재생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을 감

소시키고 있다.

즉, 본 발명과 관련된 종래기술로서, 데이타베이스 관리시스템을 고려하면, 복수의 물리적인 파일로부터 논리적인 파일을

구성하는 것은 공지되어 있다.

그렇지만, 상기 종래의 기술 및 본 출원인이 제안한 영상구조편집방법에 의하면, 컨텐츠의 구조를 작성하기 위한 기능은

제공되어 있지만, 작성한 구조에 대하여, 그 구조를 수정하기 위한 특화된 기능은 제공되어 있지 않다.

또한, 영상에 한하지 않고, 범위를 가진 데이타(세그먼트)를 구조의 단위로하여 데이타의 구조를 작성하면, 다음에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요구)가 발생하면, 재편집하기 위해 사용이 쉬운 기능을 가진 장치는 제공되어 있지 않다. 구체

적으로는, 어떤 세그먼트를 더 미세하게 분할할 때에 새로운 세그먼트의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것을 알게된 경우에는, 공

들여 생성한 세밀한 구조를 제거한 후, 새로운 세그먼트의 범위변경을 한 후에 고쳐 작성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작성한 구

조에 대하여 수정을 행하는 것이 복잡하고, 작업효율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 종래의 기술에 의하면, 실제의 인스턴스 오브젝트의 구조와 오브젝트의 스키머정의에 의한 구조를 별개로 표시

하여 두고, 인스턴스 오브젝트의 트리구조 중에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하는데는,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스키머를 참조하

여, 스키머로부터 목적하는 오브젝트의 종류를 가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변경할 오브젝트의 계층이 다층인 경우나,

종류가 다른 명칭의 오브젝트의 종류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 종래의 기술에 의하면, 스키머정의는 각 오브젝트의 구조를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할 뿐, 인스턴스의 형

태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트리구조의 계층에 있는 각 오브젝트의 위치관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조작성 및 작업효율

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스키머정의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를 예를 든다.

1. 오브젝트A는 오브젝트B를 하나 가진다.

2. 오브젝트B는 오브젝트C를 하나 가진다.

3. 오브젝트C는 오브젝트A를 하나 이상 복수개 가진다.

종래의 방법에서 이 스키머구조를 표시하면, 오브젝트A, B, C를 루트로 하는 구조를 3개 나열하는 것이 되지만, 이것으로

부터는 오브젝트A가 순환참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더하여, 상술한 종래의 컨텐츠관리방법에 있어서는, 컨텐츠가 텍스트데이타인 경우, 수취측이 재생할 수 없다라는 사태의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영상컨텐츠나 음성컨텐츠에 대해서는 고려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하나 또는 복수

의 파일을 논리컨텐츠로서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처리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적절한 데이타형식이 선택되고, 그

데이타형식의 컨텐츠를 취출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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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를 감안한 것으로서, 범위를 갖는 데이타(세그먼트)를 구조 단위로 미리작성한 구조에 대해서, 가능한 원래

의 구조정보를 이용하면서 손질이나 수정을 가하는 것이 가능한 기능을 구비한 구조편집방법 및 영상구조편집방법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를 감안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인스턴스 오브젝트의 구조와 스키머정의에 의한 구조를 조합하여 직감

적으로 이해되기 쉽게 하고, 조작성,작업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법,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

방법,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 및 기록매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를 감안한 것으로서, 영상 컨텐츠나 음성컨텐츠를 포함하여 보관된 각종 데이타종류의 컨텐츠에 대해

서 이용자가 데이타형식을 의식하지 않아도 처리에 적절한 데이타형식의 컨텐츠를 취출하거나하는 것이 가능한 컨텐츠관

리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구항 1에 관련된 구조편집방법은, 배열된 데이타중 임의 데이터 범위를 제1 계층의 세그

먼트로 정의하고, 상기 제1 계층의 세그먼트로 정의된 범위를 제1 기준에 기초하여 제1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하여, 상기

제1 복수의 세그먼트 집합을 제2 계층에서 제1 패키지로 정의하고, 상기 제1 계층의 세그먼트로 정의된 범위를 제2 기준

에 기초하여 제2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하여, 상기 제2 복수의 세그먼트의 집합을 상기 제2 계층에서 제2 패키지로 정의

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배열된 데이타의 계층구조를 정의한 구조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배열된 데이타의 구조를 편집하는

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구조정보 중에 임의 세그먼트를 대상세그먼트로 지정하는 제1지정단계와, 상기 대상세그먼

트의 범위에 포함된 임의 위치를 지정하는 제2지정단계와, 상기 제2지정단계로 지정된 상기 위치를 분할위치로 하여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범위를 상기 분할위치에서 전반세그먼트와 후반세그먼트, 2 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하는 단계, 및 상기 대

상세그먼트를 상기 2개의 세그먼트로 치환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이다.

이 발명에 의하면, 세그먼트분할단계는 대상세그먼트의 범위를 분할위치에 기초해서 전반세그먼트와 후반세그먼트의 2개

세그먼트로 분할되어, 대상세그먼트를 상기 2개의 세그먼트로 치환한다. 따라서, 분할될 세그먼트가 있는 경우에 대상세

그먼트로 지정하고, 분할위치를 지정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수정(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청구항2와 관련된 구조편집방법은 상기 청구항 1에 기재된 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세그먼트 분할단계는 상기

대상세그먼트가 패키지를 갖는경우, 해당하는 패키지를 상기 전반세그먼트의 범위에 대응하는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전반

패키지와 상기 후반세그먼트의 범위에 대응하는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후반패키지의 2개 패키지로 분할하는 것이다.

이 발명에 의하면, 구조정보의 계층구조에 있어서, 대상세그먼트 아래의 층에 패키지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상세그먼트의

분할에 대응시켜 해당하는 패키지도 2개로 분할한다.

또한, 청구항 3에 관련된 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기재된 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지정단계는

상기 구조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단계 및 대상세그먼트를 지정하기 위한 포인팅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지정단계는 상기

구조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단계 및 상기 분할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포인팅단계로 이루어져, 상기 제2지정단계는 상기 대상

세그먼트의 표시상에 분할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선분을 표시하고, 포인팅디바이스로 선분의 위치를 자유롭게 평행이동가

능한 것이다.

이 발명에 의하면, 제1지정단계의 포인팅단계에서 대상세그먼트를 지정하면, 제2지정단계에서 대상세그먼트의 표시 위에

분할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분을 표시하고, 제2지정단계에서 포인팅디바이스로 선분의 위치를 자유롭게 평행이동시켜

분할위치를 결정한다.

또한, 청구항 4와 관련된 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1 내지 청구항 3중 하나에 기재된 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대상세그

먼트의 직전 세그먼트의 종료위치와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가 같고, 또한 대상세그먼트의 종료위치와 다음 세그먼트의

개시위치가 같은 경우에,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측의 경계 또는 종료위치측의 경계의 이동을 지정하는 제3지정단

계와, 상기 제3지정단계로 경계의 이동이 지정된 경우 상기 제2지정단계로 지정된 상기 위치를 이동위치로 하고, 지정된

개시위치측의 경계 또는 종료위치측의 경계를 이동시키는 세그먼트경계이동단계를 구비한 것이다.

이 발명에 의하면, 경계의 이동이 지정된 경우에 세그먼트경계이동단계가 제3지정단계로 지정된 개시위치측의 경계 또는

종료위치의 경계를 제2지정단계로 지정된 이동위치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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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구항5에 관한 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4에 기재된 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세그먼트경계이동단계는 상기 경

계를 이동시키는 경우에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 만을 이동시켜 다른 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

료위치를 변경시키지않는 제1경계이동과,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이동시킴과 동시에, 상기 대상

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에 인접한 다른 세그먼트의 종료위치 또는 개시위치를 이동시키는 제2경계이동과, 상

기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만을 이동시켜 다른 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변경시키지 않고,

생성된 틈을 채우도록 새로운 세그먼트를 투입하는 제3경계이동중에서 선택가능한 것이다.

이 발명에 의하면, 세그먼트 경계이동수단으로 경계를 이동시키는 경우에 3개의 경계이동 방법을 선택가능하여, 제1경계

이동이 선택되면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만을 이동시켜 다른 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변경

하지 않는다. 또한, 제3경계이동이 선택되면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이동시킴과 동시에, 대상세그먼트

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에 인접한 다른 세그먼트의 종료위치 또는 개시위치를 이동시킨다. 더하여, 제3경계이동이 선

택되면,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만을 이동시켜 다른 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변경시키지 않

기 위해 생성된 틈을 채우도록 새로운 세그먼트를 투입한다.

또한, 청구항 6에 관련된 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5에 기재된 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세그먼트경계이동단계는 상기

대상세그먼트가 패키지를 구비한 경우, 해당하는 패키지중의 세그먼트 경계도 대상세그먼트의 범위에 따라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 발명에 의하면, 대상세그먼트가 패키지를 구비하는 경우, 세그먼트경계이동수단이 해당하는 패키지 중의 세그먼트 경

계도 대상세그먼트의 범위에 따라서 이동시킨다.

또한, 청구항 7에 관한 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4 내지 청구항 6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2지

정단계는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표시 위치에 이동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분을 표시하고, 포인팅디바이스로 선분의 위치

를 자유롭게 평행이동시킨다. 이 발명에 의하면, 제2지정수단의 포인팅디바이스로 이동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선분을 자유

롭게 평행이동시켜 이동위치를 결정한다.

또한, 청구항 8에 관한 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7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대상

세그먼트가 하위계층에 패키지이하의 구조요소를 갖는 경우, 상기 세그먼트분할수단 또는 세그먼트경계이동수단에 의해

서 자(子)계층의 세그먼트를 분단하는 경우의 처리로, 분단된 세그먼트이하의 구조요소를 삭제하는 제1의 분단, 분단된 세

그먼트를 분할하는 제2의 분단, 및 분단된 세그먼트를 분할한 후, 양옆의 세그먼트에 머징하는 제3의 분단중에서 선택가

능하고, 또한, 이런 처리는 말단의 자계층까지 반복적으로 실행된다.

이 발명에 의하면, 세그먼트분할수단 또는 세그먼트경계이동수단에 의해서 자계층의 세그먼트를 분단하는 경우에 3개의

분단처리를 선택할 수 있어, 제1분단을 선택하면, 분단된 세그먼트 이하의 구조요소를 삭제한다. 또한 제2분단을 선택하

면 분단된 세그먼트를 분할하고, 분할된 세그먼트의 하위에 다시 분단될 세그먼트가 있다면, 반복적으로 말단의 세그먼트

까지 동일한 처리를 행한다. 또한, 제3분단을 선택하면, 분단된 세그먼트를 분할한 후, 양옆의 세그먼트를 머지하고, 분할

한 세그먼트의 하위에 다시 분단된 세그먼트가 있으면, 반복적으로 말단의 세그먼트까지 동일하게 처리한다.

또한, 청구항 9와 관련된 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8 중 어느 한항에 기재된 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세그먼

트의 머지를 지정하는 제4지정단계와, 복수의 세그먼트를 머지하여 하나의 세그먼트로 치환하는 세그먼트머지단계를 더

구비하여, 상기 제1지정단계는 동일한 패키지 내에 서로 인접한 복수의 세그먼트를 대상세그먼트로 지정할 수 있고, 상기

세그먼트머지단계는 상기 제1지정단계로 복수의 대상세그먼트가 지정되고, 더하여 상기 제4지정단계로 머지가 지정된 경

우에, 지정된 복수의 대상세그먼트를 머지하여, 시계열적으로 선두 세그먼트의 개시위치로부터 최후 세그먼트의 종료위치

까지를 1 세그먼트로 치환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항 10에 관한 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1 내지 청구항 9중 어느 한항에 기재된 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구조

정보중 임의 패키지를 대상패키지로 지정하는 제5지정단계와, 상기 제5지정단계로 대상패키지가 지정된 경우에 상기 대

상패키지의 구성요소인 모든 세그먼트를 상기 대상패키지의 상위 세그먼트 대신에 치환하여, 상기 대상패키지를 1계층 상

승시키는 패키지계층상승단계를 구비한 것이다.

또한, 청구항 11에 관한 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1 내지 청구항 10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세그먼

트의 계층하락을 지정하는 제6지정단계와, 복수의 세그먼트로부터 새로운 패키지와 새로운 세그먼트를 작성하여 상기 복

수의 세그먼트에 대하여 상기 새로운 세그먼트를 배치하고 상기 새로운 패키지를 상기 새로운 세그먼트의 하위 계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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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는 세그먼트계층하락단계를 더 구비하여, 상기 제1지정단계는 동일한 패키지 내부의 서로 인접한 복수의 세그먼트

를 대상세그먼트로 지정가능하고, 상기 세그먼트계층하락단계는 상기 제1지정단계에서 복수의 대상세그먼트가 지정되고,

또한 상기 제6지정단계에서 계층하락이 지정된 경우에, 상기 새로운 세그먼트로 상기 복수의 대상세그먼트를 합친 범위의

세그먼트를 작성하여, 상기 복수의 대상세그먼트 대신에 치환하고, 그 아래에 새로운 패키지를 작성하고, 상기 복수의 대

상세그먼트를 그 아래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또한, 청구항 12와 관련된 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1 내지 청구항 11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세그

먼트의 계층상승을 지정하는 제7지정단계와, 복수의 세그먼트를 1 계층위의 세그먼트로 이동시키는 세그먼트상승단계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1지정단계는 동일 패키지 내부의 서로 인접한 복수의 세그먼트를 대상세그먼트로 지정가능하고, 상

기 세그먼트계층상승단계는 상기 제1지정단계로 복수의 대상세그먼트가 지정되고, 또한, 상기 제7지정단계로 계층상승이

지정된 경우에 상기 복수의 대상세그먼트가 포함되는 패키지의 상위 세그먼트를 모(親)세그먼트로 하고, 상기 모세그먼트

를 상기 복수의 대상세그먼트를 합친 범위의 새로운 세그먼트와 그 이외의 세그먼트로 분할하여, 상기 복수의 대상 세그먼

트를 상기 새로운 세그먼트로 치환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항 13에 관련된 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1내지 청구항12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세그먼

트의 삭제를 지정하는 제8지정단계와, 상기 제8지정단계로 삭제가 지정된 경우에 상기 대상 세그먼트이하의 구조요소를

삭제하는 세그먼트삭제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항 14에 관련된 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13에 기재된 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세그먼트삭제단계로 대상세

그먼트이하의 구조요소를 삭제한 후의 틈의 처리로, 후처리없이, 직전의 세그먼트경계를 연장시키는 제1의 처리, 그 다음

세그먼트경계를 연장하는 제2의 처리, 대상세그먼트의 범위내의 한점을 지정하고 직전 또는 그다음의 세그먼트 경계를 지

정한 위치까지 연장하는 제4의 처리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15에 관련된 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10에 기재된 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패키지의 삭제를 지정하는 제9지

정단계와, 상기 제5지정단계로 대상패키지가 지정되고, 또한 상기 제9지정단계로 삭제가 지정된 경우에 대상패키지 이하

의 구조요소를 삭제하는 패키지삭제단계를 더 구비한 것이다.

또한, 청구항 16에 관련된 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1 내지 청구항 15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배열된 데이타가 영상스트림인 것이다.

또한, 청구항 17에 관련된 영상구조편집방법은, 영상스트림중 임의 프레임의 범위를 제1 계층의 세그먼트로 정의하고, 상

기 제1 계층의 세그먼트로 정의된 범위를 제1 기준에 기초하여 제1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하여, 상기 제1 복수의 세그먼

트 집합을 제2 계층에서 제1 패키지로 정의하고, 상기 제1 계층의 세그먼트로 정의된 범위를 제2 기준에 기초하여 제2 복

수의 세그먼트로 분할하여, 상기 제2 복수의 세그먼트의 집합을 상기 제2 계층에서 제2 패키지로 정의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영상스트림의 계층구조를 정의한 구조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영상스트림의 구조를 편집하는 영상구조편집방법에 있

어서, 상기 구조정보 중 임의 세그먼트를 대상세그먼트로 지정하는 제1지정단계와,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의 위치를 지정하는 제2지정단계와,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의 위치를 지정하는 제2지정단계와, 상기

제2지정단계로 지정된 상기 위치를 분할위치로 하여,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범위를 상기 분할위치에서 전반세그먼트와 후

반세그먼트, 2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하는 단계, 및 상기 대상세그먼트를 상기 2개의 세그먼트로 치환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항 18에 관련된 영상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17에 기재된 영상정보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세그먼트 분할단계

는, 상기 대상세그먼트가 패키지를 갖는경우, 해당하는 패키지를 상기 전반세그먼트의 범위에 대응하는 세그먼트로 이루

어진 전반패키지와 상기 후반세그먼트의 범위에 대응하는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후반패키지의 2개 패키지로 분할하는 것

이다.

또한, 청구항 19에 관련된 영상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17 또는 청구항 18에 기재된 영상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지정단계는, 상기 구조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단계, 및 대상세그먼트를 지정하기 위한 포인팅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지

정단계는 상기 구조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단계 및 상기 분할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포인팅단계를 포함하여, 상기 제2지정단

계는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표시 위에 분할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선분을 표시하고, 포인팅디바이스로 선분의 위치를 자유

롭게 평행이동시켜 분할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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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구항 20에 관련된 영상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19에 기재된 영상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분할위치가 프레임

단위일때, 조작다이알로그 상에 세그먼트의 개시프레임A, 종료프레임B, 분할후보로 된 프레임C와 그 직전의 프레임D를

ADCB의 순서로 나열하여 프레임수와 함께 표시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항 21에 관련된 영상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17 내지 청구항 20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영상구조편집방법에 있

어서,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직전 세그먼트의 종료위치와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가 같고, 또한 대상세그먼트의 종료위치

와 다음 세그먼트의 개시위치가 같은 경우에,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측의 경계 또는 종료위치측의 경계의 이동을

지정하는 제3지정단계와, 상기 제3지정단계로 경계의 이동이 지정된 경우, 상기 제2지정단계로 지정된 상기 위치를 이동

위치로 하고, 지정된 개시위치측의 경계 또는 종료위치측의 경계를 이동시키는 세그먼트경계이동단계를 구비한 것이다.

또한, 청구항 22에 관한 영상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21에 기재된 영상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세그먼트경계이동수

단은 상기 경계를 이동시키는 경우에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 만을 이동시켜 다른 세그먼트의 개시

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변경시키지않는 제1경계이동과,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이동시킴과 동시

에,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에 접한 다른 세그먼트의 종료위치 또는 개시위치를 이동시키는 제2경계

이동과,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만을 이동시켜 다른 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변경시키

지 않기 위해 생성된 틈을 채우도록 새로운 세그먼트를 투입하는 제3경계이동중 선택가능한 것이다.

또한, 청구항 23에 관련된 영상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22에 기재된 영상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세그먼트경계이동

방법은 상기 대상세그먼트가 패키지를 구비한 경우, 해당하는 패키지내의 세그먼트 경계도 대상세그먼트의 범위에 따라서

이동시키는 것이다.

또한, 청구항 24에 관한 영상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17 내지 청구항 23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영상구조편집방법에 있어

서, 상기 제2지정단계는 상기 대상세그먼트의 표시 위치에 이동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분을 표시하고, 포인팅디바이스

로 선분의 위치를 자유롭게 평행이동시켜 이동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항 25에 관한 영상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24에 기재된 영상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위치가 프레임단

위일때, 조작다이알로그 상에 직전세그먼트의 개시프레임A, 종료프레임B, 대상세그먼트의 개시프레임C와 종료프레임D,

그 다음 세그먼트의 개시프레임E와 종료프레임F를 프레임수와 함께 표시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항 26에 관한 영상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20 또는 청구항 24에 기재된 영상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세그

먼트분할단계 또는 세그먼트경계이동단계를 통해서 세그먼트분할 또는 세그먼트 경계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 상기 조작다

이알로그에 표시되는 각 프레임의 갱신표시에 관해서, 갱신버튼을 누르는 경우만 갱신하던지, 설정한 갱신타이밍으로 갱

신할지를 선택가능한 것이다.

또한, 청구항 27에 관한 영상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26에 기재된 영상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재생버튼 및 프레임후보

선택버튼을 이용하여, 상기 재생버튼을 누르면 그 시점의 대상세그먼트가 재생되고, 상기 프레임후보 선택버튼을 누르면

그 시점에서 지정되어 있는 후보프레임의 주변이 프레임연결표시화면에 표시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항 28에 관련된 기록매체는, 상기 청구항1 내지 청구항 16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구조편집방법의 각 단계로서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하여, 그 프로그램을 기계(機械)판독가능하

게 되고, 청구항 17 내지 청구항 27의 동작을 컴퓨터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30에 관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법은, 각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가 0 개 또는 적어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루어지는 트리구조의 친자관계로 표현하여 두고, 또한, 오브젝트의 종류마다 각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속성 및 오브

젝트의 종류가 스키머정의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를 관리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법에 있

어서, 상기 오브젝트마다 그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상기 스키머정의로 정의된 자오브젝트의 리스트를 관리하고, 상기

자오브젝트의 리스트는 자오브젝트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의 인스턴스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오브젝트

로서 존재가능한 오브젝트를 유지하여 두고, 더하여 각 오브젝트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오브젝트의 인스턴스인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오브젝트로서 존재가능한 오브젝트인지를 판별하는 판별정보가 보관하고, 임의 오브젝트를 개시오브젝

트로 한 경우, 상기 개시오브젝트의 자오브젝트 리스트, 상기 자오브젝트의 리스트에 보관된 각 오브젝트의 자오브젝트 리

스트, 그 자오브젝트의 리스트에 보관되어 있는 각 오브젝트의 자오브젝트 리스트를 순차관리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개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를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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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구항 31에 관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법은, 청구항 30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법에 있어서, 상

기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자오브젝트로서 존재가능한 오브젝트는 동일한 종류의 오브젝트 마다 하나씩 관리시키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청구항 32에 관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법은, 청구항 30 또는 청구항 31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

법에 있어서, 어느 오브젝트의 스키머정의에 의해서, 해당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복수 종류의 오브젝트 중에, 어느 하나

가 배타적으로 선택가능한 관계인 복수의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어느 오브젝트는 상기 자오브젝트 리스트외에

상기 어느 하나가 배타적으로 선택가능한 관계인 복수의 오브젝트를 선택지리스트로 관리하고, 복수의 선택지 중에서 하

나의 오브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선택되어 있는 해당 오브젝트만을 모오브젝트의 자리스트로 관리하고, 그것 이외의

선택지로 되는 오브젝트를 상기 선택되어 있는 해당 오브젝트의 선택지리스트중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자오브젝트로

서 존재가능한 오브젝트로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청구항 33에 관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은, 각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가 0개 또는 적어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루어진 트리구조의 친자관계로 표현하여 두고, 또한, 오브젝트의 종류별로 각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속성 및 오브젝

트의 종류가 스키머 정의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를 표시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에 있어

서, 상기 오브젝트가 자오브젝트로 보관하는 오브젝트를 트리구조로 표시하고, 또한, 그 트리구조의 노드에 오브젝트의 종

류를 표시하는 문자열을 표시하여 오브젝트구조를 표시하고, 표시되어 있는 트리구조로부터 선택된 오브젝트에 대해서 해

당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속성의 종류와 값을 표시하는 것에 의하여, 해당 오브젝트의 내용과 구조를 표시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또한, 청구항 34에 관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은, 청구항 33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에 있어서, 오

브젝트가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 인스턴스오브젝트뿐만아니라, 유지되어 있지 않아도 그 스키머정의로부터 유지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종류별로 하나씩 트리구조안에 동시에 표시하고, 또한, 인스턴스오브젝트와 그이외의 오브젝트를 별개의 아이

콘으로 구별하여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청구항 35에 관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은 청구항 33 또는 34에 개지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에 있

어서, 루트인 오브젝트가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오브젝트가 각각 다시 오브젝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기 트리

구조를 계층적으로 표시하고, 이 때, 표시할 계층레벨을 지정하면, 실존하는 인스턴스오브젝트이하의 지정한 계층레벨까

지를 표시하고, 그로부터 하위층의 구조를 생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청구항 36에 관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은, 청구항 33 내지 35의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

표시방법에 있어서, 오브젝트가 가질 수 있는 자오브젝트의 종류의 스키머정의에 있어서, 복수종류의 오브젝트 중 어느 하

나를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선택지의 모두를 자노드로서 트리구조중에 표시하고, 선택지 중 실제로 선택되어 유지되고 있

다면 선택되어 있지 않은 그 외의 선택지를 별도의 아이콘으로 구별하여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청구항 37에 관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은 청구항 33 내지 청구항 36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

용구조표시방법에 있어서, 오브젝트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열을 지정한 후 「검색」을 지시하면, 해당하는 오브젝트 전

체를 하이라이트로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청구항 38에 관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은, 청구항 33 내지 37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

표시방법에 있어서,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자오브젝트의 종류의 스키머정의에 있어서, 같은 종류의 자오브젝트를 복수

개 구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수개 구비할 수 있는 최대수까지는 최소수의 자오브젝트를 상기 트리구조내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항 39에 관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은, 각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가 0개 또는 적어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루어지는 트리구조의 친자관계로 표현하고, 또한, 오브젝트의 종류별로 각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속성 및 오브젝트의

종류가 스키머정의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를 편집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

기 오브젝트가 자오브젝트로서 유지하는 오브젝트를 트리구조로 나타내고, 또한, 그 트리구조의 노드에 오브젝트의 종류

를 나타내는 문자열을 표시하여 오브젝트구조를 표시하고, 표시되어 있는 트리구조로부터 트리구조에서 선택된 오브젝트

에 대하여 해당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속성의 종류와 속성값을 표시하는 것에 의하여, 해당 오브젝트의 내용과 구조를

표시하고, 상기 표시된 속성값에 대해서, 변경할 값을 입력하여 변경을 지정하면, 해당하는 오브젝트의 속성값을 입력값으

로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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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구항 40에 관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39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트

리구조중에 실존하는 오브젝트를 하나 지정한 후, 「인스턴스추가」를 지정하면, 동일한 종류의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를

작성않고, 같은 종류의 오브젝트를 상기 지정한 오브젝트의 형제노드로 트리구조내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청구항 41에 관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40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스

키머정의에 의해서 복수개를 갖는 것이 허락된 오브젝트와, 승인되지 않은 오브젝트는 미리 표시색, 아이콘등으로 구별하

여 표시하고, 상기 복수가 허락되지 않은 오브젝트에 대한 「인스턴스추가」의 표시를 수납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청구항 42에 관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39 내지 41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

편집방법에 있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구비할 수 있는 오브젝트의 종류를 나타내는 더미오브젝트를 하나 지정한

후, 「추가」를 지정하면, 상기 더미오브젝트를 실제의 인스턴스로 변경하고, 트리구조중의 표시도 실제의 인스턴스를 나

타내는 아이콘으로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청구항 43에 관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42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상

기 지정된 더미오브젝트뿐만아니라, 그 선조인 오브젝트가 더미오브젝트인 경우도 이것을 차차 실제 인스턴스로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청구항 44에 관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39 내지 43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

편집방법에 있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지정한 후, 「삭제」를 지정하면, 상기 지정된 오브젝트가 복수개 존재하

는 경우는 그 오브젝트이하를 삭제하여 트리구조로부터 제거하고, 그 오브젝트가 단일인 경우에는 그 오브젝트이하의 노

드를 더미오브젝트로 변경하고, 트리구조내에 표시아이콘을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청구항 45에 관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39 내지 청구항 44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

용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선택되지 않은 선택지를 나타내는 더미오브젝트를 하나 지정한 후, 「선택변경」을 지시하면,

그때까지 선택되어 있던 오브젝트를 선택지를 나타내는 오브젝트로 변경하고, 상기 지정한 오브젝트를 선택되어 있는 오

브젝트로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청구항 46에 관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은, 청구항 39 내지 청구항 45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에 있어서, 편집된 오브젝트의 내용을 MPEG-7 또는 XML등의 기술용어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또한, 청구항 47에 관한 기록매체는, 상기 청구항 30 내지 청구항 32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

법을 컴퓨터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청구항 48에 관한 기록매체는 상기 청구항 33 내지 청구항 38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

을 컴퓨터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청구항 49에 관한 기록매체는, 상기 청구항 39 내지 청구항 46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

법을 컴퓨터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50에 기재된 발명은, 하나의 컨텐츠를 복수의 데이타형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텐츠관리방법에 있어서, 하나 또는

복수의 파일로 이루어진 오리지날 컨텐츠의 데이타와, 그 오리지날 컨텐츠의 데이타와는 다른 데이타형식으로 표현한 데

이타를 결정하여, 논리적인 하나의 컨텐츠로서 일괄관리하도록 구성한다. 이 발명에서는, 하나의 컨텐츠를 복수의 데이타

형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컨텐츠방법에 있어서, 하나 또는 복수의 파일로 이루어진 오리지날 컨텐츠의 데이타와, 그

오리지날 컨텐츠의 데이타와 다른 데이타형식으로 표현한 복수의 데이타가 결정되어, 논리적인 하나의 컨텐츠로 일관관리

된다.

또한, 청구항 51에 기재된 발명에서는, 청구항 50에 개지된 발명에 있어서, 컨텐츠가 영상데이타 또는 음성데이타인 경우,

오리지널 컨텐츠의 파일과, 처리에 적합한 데이타형식의 파일, 또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등록한 파일을 일괄하여 관리

하는 구성으로 한다. 이 발명에서는, 컨텐츠가 영상데이타 또는 음성데이타인 경우, 오리지널 컨텐츠의 파일과, 처리에 적

합한 데이타형식의 파일, 또는 이용자의 용구에 따라 등록한 파일이 일괄적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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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구항 52에 기재된 발명에서는, 청구항 51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상기 처리를 데이타편집, 내용기술작업, 또는

배송이라는 구성으로 한다. 이 발명에서는, 오리지날 컨텐츠의 파일과, 데이타편집, 내용기술작업, 또는 배송에 적합한 데

이타형식의 파일이 일괄적으로 관리된다.

또한, 청구항 53에 기재된 발명에서는, 청구항 51 또는 청구항 52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오리지널 컨텐츠의 등록이후,

논리컨텐츠를 특정한 처리요구에 따라서 요구된 처리에 적절한 데이타형식의 파일을 작성하던지 또는 자유로운 타이밍으

로 미리 상정한 복수의 데이타형식의 파일을 자동적으로 작성하도록 구성한다. 이 발명에서는, 오리지널 컨텐츠의 등록이

후, 논리컨텐츠를 특정한 처리요구에 따라서 요구된 처리에 적절한 데이타형식의 파일이 작성되던지, 또는 자유로운 타이

밍으로 미리 상정한 복수의 데이타형식의 파일이 자동적으로 작성된다.

또한, 청구항 54에 기재된 발명에서는, 청구항 50 내지 청구항 53에 기재된 발명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오리지널 컨텐츠

가 복수의 데이타로 이루어진 경우, 복수의 오리지널 컨텐츠의 데이타로 이루어진 논리컨텐츠에 대한 각 데이타의 분할위

치와 분할한 길이를 관리하는 관리정보를 구비하고, 그 관리정보를 포함하여 일괄하여 관리하도록 구성한다. 이 발명에서

는 오리지널 컨텐츠가 복수의 데이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복수의 오리지널 컨텐츠의 데이타로 이루어지는 논리컨텐

츠에 대한 각 데이타의 분할위치와 분할된 길이를 관리하는 관리정보를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관리된다.

또한, 청구항 55에 기재된 발명에서는, 청구항 54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상기 논리컨텐츠를 구성하는 오리지날 컨텐츠

각각의 데이타가 하나의 파일의 일부이던지, 또는 오리지날 컨텐츠 각각의 데이타사이의 내용에 중복되도록 구성한다. 이

발명에서는, 논리컨텐츠를 구성하는 오리지널컨텐츠 각각의 데이타가 하나의 파일의 일부이거나, 또는 오리지널컨텐츠 각

각의 데이타 사이의 내용에 중복되거나 해도 좋다.

또한, 청구항 56에 기재된 발명은, 청구항 50 내지 청구항 55에 기재된 발명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컨텐츠를 나타내는 내

용기술정보로서, 내용에 대해서 속성을 기술하도록 구성한다. 이 발명에서는 컨텐츠를 표시하는 내용기술정보로서 속성이

기술된다.

또한, 청구항 57에 기재된 발명에서는, 청구항 56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내용기술정보가 논리구조를 구비하도록 구성

한다. 이 발명에서는 내용기술정보가 논리구조로 기술된다.

또한, 청구항 58에 기재된 발명에서는, 청구항 50 내지 청구항 55에 기재된 발명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일괄하여 관리할

대상으로 된 데이타로서, 청구항 56 또는 청구항 57에 기재된 내용기술정보를 포함하도록 구성한다. 이 발명에서는 일괄

하여 관리할 대상으로 되는 데이타로서 청구항 56 또는 청구항 57에 기재된 내용기술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청구항 59에 기재된 발명에서는, 프로그램을 기억한 기록매체에 있어서, 청구항 50 내지 청구항 58에 기재된 컨텐츠

관리방법중 어느 하나에 따라서 프로그래밍한 프로그램을 기억한다. 이 발명에서는, 청구항 50 내지 청구항 58에 기재된

컨텐츠 관리방법의 어느 하나를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착탈가능한 기록매체에 기억된다.

이하, 본 발명의 구조편집방법, 영상구조편집방법,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법,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 컨텐츠

관리방법 및 기록매체에 대하여, 제1실시예, 제2실시예, 제3실시예의 순서로,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구조편집장치 및 영상구조편집장치를, 영상구조편집장치로 적용한 경우를 예를 들어, 첨부의 도면을 참조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즉, 본 발명의 구조편집장치는, 범위를 갖는 세그먼트의 구조화에 있어서, 구조생성후에 행하는

수정을 위한 편집에 관한 것이고, 특히, 대상데이타로서 영상스트림(음성을 포함한 것을 포함한다)를 취급하는 것이 본 발

명의 영상구조편집장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구조편집장치는, 범위를 갖는 세그먼트의 구조편집이라는 점에서

보면, 대상 데이타가 범위를 갖는 것이라면 좋고, 그 데이타의 종류는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상데이타로서 작업공

정표와 같이, 시간분할(범위)과 그 시간에 있어서의 작업공정(작업내용)을 구비하는 데이타의 편집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 중 대상데이타를 영상으로 한정하는 영상구조편집장치는, 영상을 구조화하여 내용을 기술하고, 그 구조정보

를 영상검색이나 영상편집, 검색결과브라우즈, 다이제스트작성에 이용하는 기술에 이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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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생성후에 행하는 수정에서는, 모세그먼트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이하의 계층에 존재하는 자 세그먼트의 정

보를 유지한 그대로 모세그먼트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본 발명은 미리작성한 구조에 대해서, 가능한 원래의

정보를 이용하면서 손질이나 수정을 가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제1실시예에 의한 영상구조편집장치에 대해서,

(1) 영상구조편집장치의 개략적인 구성

(2) 구조정보의 구성

(3) 구조표시소프트웨어에 의한 구조정보의 표시예

(4) 구조편집소프트웨어 기능의 구체적인 설명

(5) 세그먼트의 대표범위 및 대표프레임의 복사/이동처리,

의 순서로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1) 영상구조편집장치의 개략적인 구성

도 1은 제1실시예에 의한 영상구조편집장치(100)의 일예를 나타낸 개략구성도이다. 영상구조편집장치(100)는, 영상스트

림 및/또는 영상스트림을 구조화한 구조정보를 기억한 기억부(103)로부터 영상스트림을 입력하여 영상스트림의 구조를

해석함과 동시에, 해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영상스트림의 구조를 표시화면(102)에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처리를 행하는 컴

퓨터(101)로 구성된다. 또한, 도면에 있어서, 204는 키보드, 205는 포인팅디바이스인 마우스를 나타낸다.

기억부(103)로서는, 컴퓨터(101) 내에 내장된 하드디스크를 이용해도 좋지만, 여기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

(101)와 접속되어 있는 영상정보라이브러리나, 플로피디스크, CD-ROM, MO, DVD등의 기록매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한

다. 또한, 기억부(103)는, 영상스트림 또는 구조정보중 어느 한쪽이 기억되어 있는 것과, 영상스트림과 구조정보의 양쪽이

기억되어 있는 것중 어느 것이라도 좋고, 영상구조편집장치(100)에서 구조편집을 행하기 전에, 대상인 영상스트림과 구조

정보를 컴퓨터(101)내로 판독하는 것이 가능한 좋다.

도 2는, 도 1에 표시한 컴퓨터(101)의 블럭구성도이다. 컴퓨터(101)는, 후술하는 소프트웨어에 기초하여 처리를 실행하는

CPU(201)와, 부팅프로그램등을 기억한 ROM(202)과, CPU(201)의 작업영역으로서 사용되는 RAM(203)과, 각종 입력조

작을 행하기 위한 키보드(204) 및 마우스(205)와, 영상스트림의 해석과정이나 영상스트림의 구조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화

면(102)을 구비한 CRT나 액정 디스플레이등의 표시장치(206)와, 제1실시예에 관한 영상구조편집장치의 기능을 실현하

기 위한 구조해석소프트웨어(207), 구조편집소프트웨어(208), 구조표시소프트웨어(209)등의 각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

램이나 데이타를 기억한 하드디스크(210)와, 도 1에 표시한 기억부(103)와 컴퓨터(101)을 접속하는 각종 드라이버, 네트

워크어댑터등의 인터페이스부(211)와, 상기 각부를 접속하는 버스(212)를 적어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도 1 및 도 2에 표시한 영상구조편집장치(100)의 구성은, 어디까지나 일예를 표시한 것이고, 후술하는 제1실시예의

각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시스템구성이라도 좋다. 또한, 영상스트림을 해석하여 구조정보를 생성하고,

그 구조를 표시화면에 표시하는 구조표시방법의 기본적인 기술로서는, 본 출원인에 의한 특원평10-249598호(일본국 특

허3208116호)에서 제안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더하여 영상스트림의 구조화의 방법은, 특별히 한정되지는 않지만, 적

어도, 영상스트림 중의 임의 범위를 세그먼트로서 정의하고, 어떤 세그먼트로 정의된 범위에 포함되는 범위 또는 동일한

범위를 다른 복수의 세그먼트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 복수의 세그먼트의 집합을 패키지로 정의하고, 또한, 이런

복수의 세그먼트를 상기 어떤 세그먼트의 부분세그먼트로 정의하는 것에 의하여, 영상스트림의 전체를 구조화한 것을 대

상으로 한다.

이상의 구성에 있어서, 본 발명의 각 수단과 상기 가부의 대응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1지정수단, 제2지정수

단, 제3지정수단, 제4지정수단, 제5지정수단, 제6지정수단, 제7지정수단, 제8지정수단, 제9지정수단은 기본적으로 표시

장치(206)와 마우스(205)와 구조편집소프트웨어(208)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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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세그먼트분할수단, 세그먼트경계이동수단, 세그먼트머징수단, 패키지계층상승수단, 세그먼트계층하락수

단, 세그먼트계층상승수단, 세그먼트제거수단, 패키지제거수단, 복사/이동처리수단 및 속성복사/이동수단은, 컴퓨터(101)

의 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으로 실현시키고, 제1실시예에서는 구조해석소프트웨어(207), 구조편집소프트웨어(208) 및 구

조표시소프트웨어(209)에 대응한다.

(2) 구조정보의 구성

이어서, 도 3을 참조하여, 제1실시예의 영상구조편집장치로 사용하는 구조정보의 구조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1실시예

에서는, 하나의 영상스트림의 전체 구조의 입구를 루트 R로 정의하고, 이 루트 R의 아래에 계층적으로 존재하는 구조를 나

타내는 구조요소로서 영상스트림 중의 임의 범위를 세그먼트 S로 정의하고, 어떤 세그먼트 S로 정의된 범위에 포함되는

범위(즉, 세그먼트 S의 일부에 상당하는 범위) 또는 동일한 범위를 다른 복수의 세그먼트 S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

우에, 이런 복수의 세그먼트 S의 집합을 패키지 P로 정의한다.

즉, 도 3에 표시한 구조예에 있어서, 루트 R의 바로 아래에 있는 제1계층에는, 영상 전체를 표시하는 패키지 P(부호 A참

조)와 그 패키지 P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그먼트 S가 존재한다.

또한, 제2계층에는, 패키지 P (부호 B 참조)와 그 패키지 P를 구성하는 6개의 세그먼트 S와, 패키지 P (부호 C 참조)와 그

패키지 P를 구성하는 3개의 세그먼트 S와, 패키지 P (부호 D 참조)와 그 패키지 P를 구성하는 2개의 세그먼트 S로 존재한

다.

또한, 제3계층에는, 패키지 P(부호 E 참조)와 그 패키지 P를 구성하는 3개의 세그먼트 S와, 패키지 P(부호 F 참조)와 그 패

키지 P를 구성하는 2개의 세그먼트 S와, 패키지 P(부호 G 참조)와 그 패키지 P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그먼트 S와, 패키지 P

(부호 H 참조)와 그 패키지 P를 구성하는 2개의 세그먼트 S와, 패키지 P (부호 I 참조)와 그 패키지 P를 구성하는 5개의 세

그먼트 S가 존재한다.

또한, 제4계층에는, 패키지 P (부호 J 참조)와 그 패키지 P를 구성하는 2개의 세그먼트 S가 존재한다.

또한, 도 3의 구성예에서는, 계층으로서 제1계층 ~ 제4계층이 존재하지만, 이 계층의 깊이 및 각 계층의 패키지 P의 수는

특별히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설정되는 것이다. 또한, 제1실시예에서는, 하위 계층의 세그먼트로 정의된

범위의 일부의 범위 또는 동일한 범위를 하위의 복수 세그먼트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 이런 복수의 세그먼트

를 하위 계층의 세그먼트에 대한 부분세그먼트로 정의한다.

이어서, 패키지 P를 어떤 기준으로 생성할지에 대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다. 예를 들어, 도 3에 보인 구조의 영상스트림이

영화를 기록한 영상스트림인 경우에, 제2계층의 3개 패키지 가운데, 첫번째 패키지 P (부호 B 참조)는 영상을 정지화면의

특징에 의해 나눈 것이고, 두번째 패키지 P (부호 C 참조)는 등장인물별로 나눈 것이며, 세번째 패키지 P (부호 D 참조)는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이 예에서는, 모세그먼트(상위계층의 세그먼트)를 분할하는 형식으로 부분세그먼트(모세그먼트의

한 계층 아래의 세그먼트)를 생성하고 있는데, 하나의 패키지를 구성하는 부분세그먼트의 범위는 서로 중첩되지 않기 때문

에, 부분세그먼트의 범위를 모으면 모세그먼트의 범위로 된다.

또한, 상술한 영상스트림의 구조는, 미리 생성된 구조정보로부터 유출 또는 판독되어도 되고, 영상스트림을 읽어들이고 그

장에서 직접 구조화하여 구조정보를 생성하여도 된다.

(3) 구조표시소프트웨어에 의한 구조정보의 표시예

도 4는 제1실시예의 구조표시소프트웨어(209)에 의한 구조편집화면(401)의 표시예를 보인 설명도이다. 이 구조표시소프

트웨어(209)가 본 발명의 구조구성표시수단에 해당하고, 이하에 보인 바와 같이, 구조정보에 기초하여 영상스트림의 계층

구조를 표시한다.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표시화면(102)의 1 화면 사이즈로 전체의 구조정보

가 표시될 수 있는 영상스트림을 예로 하고, 더하여 구조표시소프트웨어(209)의 기본적인 기능만을 표시한 구조편집화면

(401)을 보인다.

구조편집화면(401)은,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패키지를 노드(301a)로 하여, 구조정보를 트리형태의 친자관계로 표

시한 구조정보(301)를 표시하는 구조표시부(401A)와, 각 패키지의 범위를 보이는 패키지식별표시(302a) 및 상기 패키지

식별표시(302a)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각 세그먼트의 범위를 나타내는 세그먼트식별표시(302b)로 이루어진 구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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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를 해당하는 노드의 표시행에 맞춰 표시함과 동시에, 각 세그먼트의 범위를 수치눈금에 대응시켜 인식하기 위한 스

케일(303)을 표시하는 구성표시부(401B)로 구성된다. 또한, 304는 구조표시부(401A)와 구성표시부(401B)가 대응하는

표시행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쉽도록 행표시부를 나타내고, 305는 선택한 세그먼트의 재생을 지정하는 재생버튼아이콘

을 나타낸다.

이상의 구성에 있어서, 도 4 및 도 5의 제1실시예에 있어서의 표시화면(102)의 표시예를 참조하여, 그 동작에 대하여 설명

한다. 우선, 도 3에 보인바와 같은 영상스트림의 구조를 표시화면(102)에 표시하면, 도 5와 같이 된다. 여기에서, 구조표시

부(401A)에 표시된 구조정보(301) 및 구성표시부(401B)에 표시된 구성정보(302)는, 이하의 ①~⑤의 규칙(조건)에 기초

해서 표시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각 노드(301a)를 구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노드를 표시하는 □(점선의 □)의 표시

내에 도 3에 보인 부호 A~J를 기재한다. 같은 이유로 패키지 식별표시(302a) 및 세그먼트 식별표시(302b)를 PA, SA등으

로 기재한다.

규칙①

트리형태의 친자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노드는 동일한 표시행 또는 표시열로 표시되고, 각각 직선으로 연결

된다. 또한, 이 규칙①은, 이상과 같은 바꿔말할 수 있다. 즉, 구조정보(301)의 트리형태의 친자관계의 배치에 있어서, 임의

의 패키지를 모패키지로 할 경우에, 모패키지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세그먼트의 범위와 같은 범위를 다른 복수의 세그먼트

의 집합으로 표현한 자패키지가 복수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복수개의 자패키지끼리를 형제 패키지로 정의하고,

이런 형제 패키지를 표시하는 복수의 노드를 종방향으로 나열하여 배치하고, 또한 이런 노드를 선으로 연결하여 표시한다.

또한, 트리형태의 친자관계에 있어서, 임의의 패키지를 모패키지로 한 경우에, 모패키지의 구성요소인 복수의 세그먼트중

어느 하나의 세그먼트의 범위와 동일한 범위를 다른 복수의 세그먼트의 집합으로 표현한 자패키지가 복수개 정의되어 있

고, 또한, 해당 복수의 자패키지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복수의 자패키지를 나타내는 복수의 노드끼리를

횡방향으로 나열하여 배치하고, 또한, 이런 노드를 선으로 연결하여 표시한다.

따라서, 도 5에 있어서, 노드B와 노드C와 노드D는 동일한 표시열에 표시되고, 또한,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한 계층이며, 이들 노드B,C,D에 대응한 패키지는 형제패키지이다. 또한, 노드G와 노드H와 노드I는 동일한 표시행으로 표

시되고, 또한,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계층인지만, 이들 노드G,H,I에 대응한 패키지는 형제패키지가 아니

다.

규칙②

트리형태의 친자관계에 있어서, 영상스트림의 전체를 표시하는 패키지의 노드는 최상위의 패키지로 정의하고, 대응하는

노드를 구조정보(301)(구조표시부(401A))의 좌측 상부에 배치한다. 따라서, 영상 전체를 표시하는 패키지P를 나타내는

노드A가 구조정보(301)의 좌측 상부에 배치되어 있다.

규칙③

트리형태의 친자관계에 있어서, 임의 패키지를 모패키지로 할때에, 모패키지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세그먼트의 범위와 동

일한 범위를 다른 복수의 세그먼트의 집합으로 표현한 자패키지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패키지를 나타내

는 노드를 모패키지를 나타내는 노드의 우측 아래에 배치하고, 또한, 이들 노드를 점선하여 연결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면,

노드E를 모패키지로 한 경우, 그 자패키지인 노드J는 구조표시부(401A)의 표시에 있어서 노드E의 우측 아래에 배치되고,

또한 노드E와 점선으로 연결된다.

규칙④

트리형태의 친자관계에 있어서, 형제패키지를 모패키지로 한 자패키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하는 자패키지를 나타내는

노드를 해당하는 형제패키지를 나타내는 노드의 우측 하부에 배치하고, 또한, 해당하는 형제패키지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형제패키지를 우측 하부에 배치한 자패키지의 위치보다 아래가 되도록 배치한다.

따라서, 도 5에 있어서, 노드E와 노드F와 노드J에 주목하면, 노드E와 노드F 각각의 패키지는, 형제패키지의 관계에 있고,

노드E와 노드J 각각의 패키지는 모패키지와 자패키지의 관계에 있다. 이때문에, 노드E의 우측 아래에 노드J가 배치되고,

노드F는 노드J가 존재하는 행의 다음 행에 배치되어 있다.

규칙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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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표시부(401B)는, 화면의 횡방향을 시계열방향으로 하고, 구조표시부(401A)의 행표시부(304)로 특정되는 각 노드에

대응하는 행에, 해당하는 패키지의 범위에 대응한 길이이고, 또한, 시계열상에 해당하는 위치에 작은 형상의 패키지식별표

시(302a)를 표시한다. 또한, 패키지식별표시(302a)로 표시된 패키지를 구성하는 각 세그먼트별로, 세그먼트의 범위에 대

응된 길이이고, 또한 시계열상에 해당하는 위치에 블럭형태의 세그먼트식별표시(302b)를 표시한다.

따라서, 도 5에 있어서, 예를 들면, 노드A에 대응하는 패키지식별표시(부호PA)는, 노드A와 동일한 행이고, 또한, 영상스

트림의 전체를 나타내는 길이의 작은 형상으로 표시된다. 또한, 노드A에 대응하는 세그먼트식별표시(부호SA)는 노드A와

동일한 행으로, 세그먼트의 범위(여기에서는 영상스트림의 전체)에 대응한 길이의 블록형태로 표시된다.

또한, 노드E에 대응하는 패키지식별표시(부호PE)는, 노드E와 동일한 행에, 노드E에 대응하는 패키지의 길이로, 시계열상

의 해당하는 위치에 작은 형태로 표시된다. 또한, 노드E에 대응하는 세그먼트 식별표시(부호SE1~SE3)는 노드E와 동일한

행에, 각각의 세그먼트의 범위이고, 또한 시계열상에 해당하는 위치에 블럭형태로 표시된다.

제1실시예의 영상구조편집장치(100)는, 구조표시소프트웨어(209)로 규칙①~⑤를 실행하는 것에 의하여, 구조정보 내부

의 논리구조를 시각화하여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각 세그먼트가 갖는 범위를 나누고 합치는 것을 직감

적으로 알기쉽고, 복수의 패키지의 구조나 세그먼트의 구성을 간단하게 비교검사할 수 있고, 더하여 구조정보 전체의 구조

내에 있어서의 각 패키지 또는 세그먼트의 범위나 배치를 직감적으로 또한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가

능하다.

또한, 제1실시예의 구조표시소프트웨어(209)를 응용하는 것에 의하여, 예를 들면, 후술하는 구조편집소프트웨어(208)에

의한 세그먼트의 추가, 제거, 범위번경등의 편집결과를 수시로 반영하여 표시하는 것이 쉽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이와

같은 구조표시방법을 이용하여 편집한 구조는 검색이나 브라우저를 위한 정보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후일, 이용하

기 위하여 다시 기억부(103)에 보관해도 된다.

(4) 구조편집소프트웨어 기능의 구체적인 설명

이어서, 도 6 내지 도 31의 표시화면예를 참조하여, 구조편집소프트웨어(208)의 영상스트림구조의 수정기능에 대해서 설

명한다. 즉, 제1실시예에 있어서 구조편집소프트웨어(208)은 후술한 구조표시소프트웨어(209) 및 구조해석소프트웨어

(207)과 연동하여 동작하여, 수정기능을 실현한다.

도 6은, 영상스트림의 계층구조를 구조표시소프트웨어(209)로 구조편집화면(401)에 표시한 예를 보인다. 여기에서는 간

략화를 위하여, 4계층의 구조를 구비한 영상스트림의 예로 들고, 더하여 구성표시부(401B)에 표시되어 있는 각 세그먼트

는 번호를 기술하여 식별하도록 한다.

도 6의 구조편집화면(401)에서는, 제1계층의 패키지를 구성하는 세그먼트를 (번호 2)로 하고, 제2계층의 패키지를 구성하

는 세그먼트를 (번호 4,5,6,7)로 하고, 제3계층의 패키지내의 세그먼트 (번호5)에 대응한 패키지를 구성하는 세그먼트를

(번호 10, 11,12,13)으로 하고, 제3계층의 패키지 중 세그먼트(번호 6)에 대응한 패키지를 구성하는 세그먼트를 (번호

20,21,22)로 하고, 제4계층의 패키지를 구성하는 세그먼트를 (번호15,16)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그먼트를 분할하는 수정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분할수정처리1)

예를 들어, 도 6의 제2계층의 세그먼트(번호 4)를 선두로부터 400프레임의 위치에서 분할한 경우, 마우스(205)를 이용하

여 구조편집화면(401)에 표시된 구조표시부(401A)의 세그먼트(번호 4)를 클릭한다. 이에 의하여, 세그먼트(번호 4)가 대

상세그먼트로서 지정된다. 다음으로, 마우스(205)를 이용하여 대상세그먼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의 위치(여기에서는,

400프레임의 위치)를 클릭한다. 계속해서, 세그먼트분할아이콘(도시하지 않음)을 지정하면, 구조편집소프트웨어(208)이,

직전에 클릭된 위치를 분할위치로 하여, 대상세그먼트(번호 4)의 범위를 분할위치에서 전반세그먼트와 후반세그먼트 2개

의 세그먼트로 분할하고, 도 7에 보인 바와 같이, 대상세그먼트(번호4)를 2개의 세그먼트(번호4, 번호23)로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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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기에서는, 전반세그먼트가 원래의 대상세그먼트의 번호(번호 4)를 이어받아, 후반세그먼트에 새로운 세그먼트의 번

호(번호23)가 부여된 예를 보이지만, 분할하여 생성한 2개의 세그먼트에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도 된

다. 또한, 세그먼트(번호4)는 그 아래 계층에 패키지를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위 세그먼트는 세그먼트(번호4)의 분

할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분할수정처리2)

이어서, 대상세그먼트가 패키지를 구비하는 경우의 분할수정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예를 들면, 도 6의 세그먼트(번호 6)

을 대상세그먼트로 지정한 경우, 대상세그먼트(번호6)는 패키지T0를 구비하여 두고, 대상세그먼트(번호6)의 아래 계층에

는 패키지T0를 구성하는 3개의 세그먼트(번호20,21,22)가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상세그먼트가 패키지를 구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패키지를 전반세그먼트의 범위에 대응하는 세그먼트로

이루어지는 전반패키지와, 후반세그먼트의 범위에 대응하는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후반패키지, 2개의 패키지로 분할한다.

구체적으로는,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세그먼트(번호6)위에 분할위치M을 지정하면, 대상세그먼트(번호6)의 범위를 분

할위치M에서 전반세그먼트(번호6)와 후반세그먼트(번호23)의 2개 세그먼트로 분할하고, 패키지T0를 전반세그먼트(번호

6)에 대응하는 패키지T1과 후반세그먼트(번호23)에 대응하는 패키지T2로 분할한다.

즉, 대상세그먼트가 아래 계층에 패키지 이상의 구조요소를 갖는 경우에는, 하위 계층의 세그먼트를 분단하는 경우의 처리

로서, 다음의 3가지 분단방법이 있다.

제1분단:분단된 세그먼트 이하의 구조요소를 제거한다(도 9 참조).

제2분단:분단된 세그먼트를 분할한다(도 10 참조).

제3분단:분단된 세그먼트를 분할한 후, 양옆의 세그먼트에 머징한다(도 8 참조).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상세그먼트를 전반세그먼트(번호 6)과 후반세그먼트(번호23)의 2개 세그먼트로 분할하고, 패

키지T0를 전반세그먼트(번호6)에 대응하는 패키지T1과 후반세그먼트(번호23)에 대응하는 패키지T2로 분할하는 경우가

제3분단에 해당한다.

또한,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할위치M으로 분단된 세그먼트(번호21)를 제거한다는 것이 제1분단에 해당한다. 이 경

우, 분단후의 패키지는 전반세그먼트(번호6)의 아래계층의 세그먼트를 묶은 것을 패키지T3로 하고, 후반세그먼트(번호

23)의 하위 계층의 세그먼트를 묶은 것을 패키지T4로 하여 생성한다.

또한,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분단된 세그먼트(번호21)를 분할하여, 세그먼트(번호21)와 세그먼트(번호24)를 생성하

는 것이 제2의 분단에 해당한다.

상기 제1~제3의 분단처리는, 대상세그먼트의 하위 계층의 세그먼트에서 분할위치M으로 분단되는 세그먼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층의 자세그먼트까지 반복적으로 적용된다.

더하여, 제1~제3의 분단처리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지는, 예를 들어, 도 10의 풀다운메뉴(1001)로부터 마우스(205)로 원

하는 처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쉽게 실현할 수 있다.

(경계이동처리1)

다음으로, 세그먼트의 경계를 이동시키는 경계이동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경계이동처리1에서는, 대상세그먼트의 바로 아래 세그먼트의 종료위치와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가 같고, 더하여 대상

세그먼트의 종료위치와 다음 세그먼트의 개시위치가 같은 경우에, 마우스(205)를 이용하여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측의

경계 또는 종료위치측의 경계의 이동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마우스(205)를 이용하여 경계의 이동을 지정하면,

지정된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측의 경계 또는 종료위치측의 경계를 이동위치까지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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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도 6의 제3계층의 세그먼트(번호21)의 개시위치측의 경계(도면중의 좌측 경계위치)를 지정하고, 그 경계를

선두로부터 1760프레임의 위치로 변경(이동)시키는 경우를 예로 든다. 우선, 마우스(205)를 이용하여 구조편집화면(401)

에 표시된 구조표시부(401A)의 세그먼트(번호21)를 클릭한다. 이것에 의하여, 세그먼트(번호21)가 대상세그먼트로 지정

된다. 이어서, 마우스(205)를 이용하여 대상세그먼트(번호21)의 좌측 경계위치를 클릭한다. 계속해서, 경계이동아이콘(도

시하지 않음)을 지정한 후, 임의의 위치를 이동위치M0로 클릭하면, 구조편집소프트웨어(208)가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

이, 대상세그먼트(번호21)의 좌측 경계위치를 이동위치M0까지 이동시킨다. 이때, 대상세그먼트(번호21)의 양옆 세그먼트

(번호20,번호22)는 경계의 이동위치를 추종하여, 그 세그먼트의 범위가 변경된다.

경계의 이동처리에 있어서는, 대상세그먼트와 그것에 인접하는 세그먼트와의 경계를 어느 정도로 이동시키는 지에 의해

서, 2개의 경계이동방법이 존재한다.

제1의 경계이동 :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만을 이동시켜 다른 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변경

하지 않는다. 바꿔말하면, 이동에 의해서 빈 영역을 그대로 둔다(도 12 참조)

제2의 경계이동 :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이동시킴과 동시에,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

에 인접한 다른 세그먼트의 종료위치 또는 개시위치를 이동시킨다(도 11 참조).

제3의 경계이동 :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만을 이동시켜 다른 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변경

하지 않고, 생성된 틈을 채우도록 새로운 세그먼트를 투입한다(도 13 참조).

도 6에 있어서, 대상세그먼트로서 세그먼트(번호 20)을 지정하고, 대상세그먼트(번호20)의 우측 경계위치(종료위치)를 지

정한 후, 이 경계를 선두로부터 1760프레임의 위치로 변경(이동)시키면,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세그먼트(번호20)과

세그먼트(번호21)의 사이의 이동에 의해서 빈 영역이 그대로 빈상태로 된다. 이것이 제1경계이동에 해당한다.

또한,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상세그먼트(번호21)과 그 양옆 세그먼트(번호20, 번호22)의 경계가 보통 함께 이동하

는 것이 제2경계이동에 해당된다.

더하여, 도 6에 있어서, 대상세그먼트로서 세그먼트(번호20)를 지정하고, 대상세그먼트(번호20)의 우측 경계위치(종료위

치)를 지정한 후, 이 경계를 선두로부터 1760프레임의 위치로 변경(이동)시키면, 도 13에 보인바와 같이, 세그먼트(번호

20)와 세그먼트(번호21) 사이의 이동에 의해서 비게 된 영역에 새로운 세그먼트(번호23)가 투입되는 것이지만, 제3의 경

계에 해당한다.

더하여, 제1~제3의 경계이동처리중 어느 하나를 이용할 것인지는, 예를 들어, 도 13의 풀다운메뉴(1001)로부터 마우스

(205)로 원하는 처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다.

(경계이동처리2)

경계이동처리2에서는, 세그먼트의 경계이동에 있어서, 대상세그먼트가 패키지를 갖는 경우에, 해당하는 패키지중의 세그

먼트의 경계도 대상세그먼트의 범위에 따라서 이동시킨다. 예를 들면, 도 14의 세그먼트(번호 6)의 좌측 경계위치를 이동

위치M7까지 이동시키는 경우를 예로 들면, 대상세그먼트(번호6)가 패키지T8을 구비하고 있고, 인접하는 세그먼트(번호

5)가 패키지T7을 구비하고 있다. 이 상태로부터 대상세그먼트(번호6)의 좌측 경계위치를 이동위치M7까지 이동시키면,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상세그먼트(번호6)의 좌측 경계위치의 이동에 의해서, 패키지T8의 세그먼트(번호20)의 좌

측 경계위치도 이동위치M7까지 이동한다. 같은식으로 패키지T7의 세그먼트(번호13)의 우측 경계위치가 이동위치M7까

지 이동한다.

(경계이동처리3)

세그먼트의 경계이동에 있어서, 대상세그먼트가 패키지를 구비하는 경우, 대상세그먼트의 경계이동과 연동하여, 해당하는

패키지의 경계도 변경되기 때문에, 대상세그먼트의 경계이동시에 일단 패키지를 전개하여, 이동후의 패키지의 경계(범위)

에 따라서, 패키지를 구성하는 세그먼트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계의 이동처리에 있어서, 대상세그먼트가 하위 계층에 패키지 이하의 구조요소를 갖는 경우, 대상세그먼트의 경계

이동에 의해서 하위의 계층의 세그먼트의 분단이 발생한다. 이 경우의 분단 처리로서도, 다음의 3개 분단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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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단 : 대상세그먼트의 경계이동에 의해서 분단된 세그먼트 이하의 구조요소를 제거한다(도 16 참조).

제2분단 : 대상세그먼트의 경계이동에 의해서 분단된 세그먼트를 분할한다(도 17 참조).

제3분단 : 대상세그먼트의 경계이동에 의해서 분단된 세그먼트를 분할한 후, 양옆의 세그먼트에 머징한다(도 18 참조).

도 16에 보인 바와 같이, 세그먼트(번호 6)의 좌측 경계위치를 이동위치M8까지 이동시키면, 이동위치M8로 세그먼트(번

호21)가 분단된다. 이 분단된 세그먼트(번호21)를 제거한 것이, 제1의 분단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분단후의 패키지는 세그

먼트(번호10, 11, 12, 13, 20)로 이루어지는 패키지T9와, 세그먼트(번호22)로 이루어진 패키지T10가 생성된다.

또한 도 17에 보인 바와 같이, 이동위치M8로 분단된 세그먼트(번호21)를 분할하여, 세그먼트(번호21)와 세그먼트(번호

23)를 생성하는 것이 제2의 분단에 해당한다.

또한, 도 18에 보인 바와 같이, 이동위치M8로 분단된 세그먼트(번호21)를 2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하고, 분할한 전반세그

먼트를 세그먼트(번호20)으로 머지하고, 분할한 후반세그먼트를 세그먼트(번호22)로 머지하는 것이, 제3분단에 해당한

다.

상기 제1~제3분단 처리는, 대상세그먼트의 하위 계층의 세그먼트에 이동위치M로 분단되는 세그먼트가 존재하는 경우에

는, 마지막 단의 자세그먼트까지 반복적으로 적용된다.

(머지처리)

이어서, 복수의 세그먼트를 머지하여 1개의 세그먼트로 치환하는 세그먼트머지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세그먼트의 머지

처리는, 우선, 머지(병합)하는 복수의 대상세그먼트를 지정하고, 머지처리아이콘(도시하지 않음)을 선택하면, 지정된 복수

의 대상세그먼트를 머지하여, 시계열적으로 선두의 세그먼트의 개시위치로부터 최후 세그먼트의 종료위치까지를 1개의

세그먼트로 치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 6의 세그먼트(번호5)와 세그먼트(번호6)을 머지하는 대상세그먼트로 지정하고, 이어서, 머지처리아이콘(도

시하지 않음)을 지정하면, 도 19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상세그먼트(번호5)와 대상세그먼트(번호6)이 병합되어, 1개의 세

그먼트(번호5)로서 치환된다. 이때, 대상세그먼트가 하위계층에 패키지 이하의 구조요소를 갖는 경우, 대상세그먼트의 머

지에 의해서 패키지의 병합이 행해진다. 도 19의 예에서는, 머지에 의해서 생성된 새로운 1개의 세그먼트(번호5)의 하위

패키지가 병합되어, 세그먼트(번호10,11,12,13,20,21,22)로 이루어진 1개의 패키지가 생성된다. 즉, 대상으로 된 세그먼

트에 자패키지가 1개라도 존재하는 경우, 이들은 1개로 병합되어, 각 패키지의 자세그먼트 모두가 관리된다.

(패키지계층상승처리)

이어서, 패키지계층상승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1실시예의 패키지계층상승처리에서는, 대상패키지를 지정하고, 대상

패키지의 구성요소인 모든 세그먼트를 대상패키지의 상위 세그먼트 대신에 치환하여, 대상패키지를 1계층 상승시킨다.

예를 들어, 도 6의 패키지T20을 대상패키지로 지정하고, 이어서, 패키지계층상승처리아이콘(도시하지 않음)을 지정하면,

도 20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패키지T20의 상위의 대상세그먼트(번호5)가 패키지T20을 구성하는 세그먼트(번호10, 11,

12, 13)으로 치환된다. 그 결과, 대상패키지T20은 1계층 위의 패키지T21에 포함되어, 1계층 상승한 것이 된다. 또한, 이

패키지의 계층상승에 의해서, 도 6에서 제3계층으로 치환되어 있는 세그먼트(번호10,11,12,13)이 제2계층으로 이동하고,

제4계층을 치환되어 있는 세그먼트(번호15,16)이 제3계층으로 이동한다.

(세그먼트계층하락처리)

세그먼트계층하락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처리에서는, 어떤 계층에 존재하는 복수의 세그먼트를 지정하고, 이들 복수

의 세그먼트로부터 1개의 새로운 패키지를 작성함과 동시에, 이들 복수의 세그먼트를 머지(병합)한 1개의 새로운 세그먼

트를 작성하여, 복수의 세그먼트가 존재하고 있던 계층에 새로운 세그먼트를 배치하고, 새로운 패키지(즉, 복수의 세그먼

트)를 새로운 세그먼트 아래의 계층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바꿔말해서, 복수의 세그먼트가 1개의 하위 계층으로 이동한 것

이다.

등록특허 10-0694238

- 29 -



예를 들면, 도 6의 제2계층에 존재하는 세그먼트 중에서 3개의 세그먼트(번호5,6,7)가 대상세그먼트로 지정된 경우를 예

로 설명한다. 여기에서, 대상세그먼트로 지정가능한 복수의 세그먼트는 같은 패키지 내부에서 인접한 복수의 세그먼트인

것이 조건이다. 바꿔말해서, 대상세그먼트로서 지정하기 쉬운 2개의 세그먼트의 사이에 다른 세그먼트가 존재하는 경우에

는,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계층하락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세그먼트계층하락 처

리를 행하던가, 다른 처리와 조합하여 원하는 세그먼트계층하락처리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제2계층에서 대상세그먼트(번호5,6,7)을 지정하고, 이어서, 세그먼트계층하락처리아이콘(도시하지 않음)을 지정하면, 도

21에 보인 바와 같이, 새로운 세그먼트로 세그먼트(번호23)가 생성되어, 세그먼트(번호23)가 제2계층의 대상세그먼트(번

호5,6,7)의 위에 배치된다. 동시에, 대상세그먼트(번호5,6,7)로 1개의 패키지T22가 작성되고, 새로운 패키지T22가 제2

계층의 세그먼트(번호23)의 아래(제3계층)에 배치된다. 이때, 도 21로부터 명백해진 바와같이, 세그먼트(번호5,6)과 같은,

하위계층에 패키지등의 구성요소를 갖는 경우에는, 세그먼트(번호5,6)가 1계층 하락하는 것에 따라서, 각각 1계층식 아래

로 이동시킨다.

(세그먼트계층상승처리)

다음으로, 세그먼트계층상승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세그먼트계층상승처리에서는, 어느 계층에 존재하는 복수의 세그먼

트를 지정하고, 복수의 대상세그먼트가 포함되는 패키지의 상위 세그먼트를 모세그먼트로하고, 모세그먼트를 복수의 대상

세그먼트를 합한 범위의 새로운 세그먼트와 그 이외의 세그먼트로 분할하고, 복수의 대상세그먼트를 새로운 세그먼트로

치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 6의 제3계층에 존재하는 세그먼트 중에서 3개의 세그먼트(번호 11,12,13)가 대상세그먼트로 지정된 경우를

예로 설명한다. 여기에서, 대상세그먼트로 지정가능한 복수의 세그먼트는 같은 패키지내부에 인접한 복수의 세그먼트인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계층에서 대상세그먼트(번호11,12,13)을 지정하고, 계속해서, 세그먼트계층상승처리아이콘(도시하지 않음)을 지정하

면, 지정된 제3계층의 대상세그먼트의 모세그먼트(번호5)가 대상세그먼트(번호11,12,13)을 합한 범위의 새로운 세그먼트

와 그 이외의 세그먼트로 분할된다. 이때, 새로운 세그먼트가 새로운 세그먼트를 포함하여 2개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새로

운 세그먼트 이외의 세그먼트에 모세그먼트의 번호가 붙여진다. 또한, 새로운 세그먼트가 새로운 세그먼트를 포함하여 3

개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그먼트 이외의 세그먼트로 새로운 세그먼트의 개시위치측의 세그먼트로 모세그먼트의

번호가 붙여지고, 종료위치측의 세그먼트로 새로운 세그먼트의 번호가 붙여진다.

그 후, 제2계층의 새로운 세그먼트가 제3계층의 대상세그먼트(번호11,12,13)로 치환되어, 도 2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세

그먼트가 1계층 상승한다. 이때, 대상세그먼트가 아래의 계층에 패키지등의 구성요소를 갖는 경우에는, 하위 구성요소도

대상세그먼트의 1계층상승에 추종하여, 각각 1계층씩 위로 이동된다.

(세그먼트제거처리)

다음으로, 세그먼트제거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세그먼트제거처리에서는, 대상세그먼트로서 지정된 세그먼트를 삭제한

다. 이 때, 대상세그먼트 이하의 구성요소를 제거한 후의 틈을 처리하는 것으로, 다음의 ① ~ ④의 처리방법이 존재한다.

① 후처리하지 않는다.

② 바로 전의 세그먼트경계를 연장한다(제1의 처리).

③ 바로 다음의 세그먼트 경계를 연장한다(제2의 처리)

④ 대상세그먼트의 범위내의 한 점을 지정하고, 바로 전,후의 세그먼트경계를 지정한 위치까지 연장한다(제3의 처리).

도 6에 있어서 세그먼트(번호6)의 삭제가 지정된 경우를 예로 설명한다.

①후처리가 없는 경우에는, 도 2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세그먼트(번호6)의 제거에 의해서 세그먼트(번호6)로부터 하위의

구성요소가 모두 제거된 상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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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처리의 경우에는, 도 2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상세그먼트(번호6)이 존재하고 있던 제2계층에서는, 바로 전의 세그

먼트(번호5)의 세그먼트경계를 세그먼트(번호7)까지 연장한다. 이때, 제3계층에서는, 세그먼트(번호13)의 세그먼트경계

를 제3계층에서 제거된 세그먼트(번호22)의 우측 경계위치까지 연장해도 된다. 또는, 도 25와 같이, 제3계층은 제거한 그

대로이어도 된다.

③제2처리의 경우에는, 도 2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상세그먼트(번호6)가 존재하고 있던 제2계층에서는, 바로 후의 세그

먼트(번호7)의 세그먼트 경계를 세그먼트(번호5)까지 연장한다. 또한, 제3계층에서는, 세그먼트(번호22)의 바로 다음에는

세그먼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로 세그먼트(번호20,21,22)를 제거한다.

④제3처리의 경우에는, 도 2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상세그먼트의 범위내의 한 점M30을 지정하고, 바로 전의 세그먼트

(번호5) 및 바로 다음의 세그먼트(번호7) 경계를 지정한 위치까지 연장한다.

즉, ①~④의 처리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것인는, 예를 들어, 풀다운메뉴(도시하지 않음)로부터 마우스(205)로 원하는 처리

를 선택하는 것으로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패키지제거처리)

다음으로, 패키지의 제거에 대해서 설명한다. 패키지 제거처리에서는, 대상패키지 이하의 구성요소를 제거한다. 구체적으

로는, 도 6의 패키지T20을 대상패키지로 지정하면, 도 28과 같이 패키지T20 이하의 구조요소가 제거된다.

즉, 상기 설명에서는, 분할위치와, 이동위치를 지정하는 경우의 선분표시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만, 도 29 및 31에 보

인 바와 같이, 계층구조에 있어서 제1계층으로부터 최하위 계층까지, 이동위치나 분할위치를 넓게 보기 위하여, 선분표시

D10~D12를 표시하고, 마우스(205)로 이들 선분표시D10~D12를 자유롭게 평행이동시켜 위치를 결정하면, 각인성이 향

상되어, 작업효율이 좋아진다.

또한, 도 30은, 세그먼트분할처리를 행하기 위한 조작다이알로그(500)의 예를 보인다. 조작다이알로그(500)는 세그먼트

분할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고, 프레임단위로 엄격하게 세그먼트를 수정할 때에 유효하다. 조작다이알로그(500)의 표시타

이밍은 예를들어, 대상세그먼트를 지정하고, 세그먼트분할처리를 지정하면 화면표시된다. 도면에 있어서, 501은 대상세그

먼트의 개시위치프레임, 502는 대상세그먼트의 종료위치프레임, 504는 분할후보로 된 프레임(도 29의 선분표시D10로 지

정한 분할위치의 프레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503은 분할후보로 되는 프레임의 바로 전의 프레임이다.

또한, 505는 분할위치를 지정할 때의 분할위치프레임의 프레임수를 입력하기 위한 수치입력부를 표시한다. 이 수치입력부

(505)에 분할위치프레임으로서 프레임수를 입력하거나, 선분표시D10을 이동시키거나 하면, 503 및 504 표시프레임이 변

경된다.

506은 대상세그먼트의 재생을 지정하는 재생버튼을 표시하고, 507은 세그먼트분할을 실행하는 경우에 분할후보로 된 프

레임을 선택하기 위한 프레임후보선택버튼을 나타낸다. 이 프레임후보선택버튼(507)을 클릭하면, 도 33에 보인 프레임연

결표시화면(700)이 표시된다. 프레임연결표시화면(700)에는 그 시점에서 지정되어 있는 후보프레임(프레임504)의 주변

이 연결프레임으로서 표시된다.

도 32는, 세그먼트경계이동처리를 행하는 때의 조작다이알로그(600)의 예를 보인다. 조작다이알로그(600)는, 이동위치가

프레임단위로 언젠가 세그먼트경계이동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고, 프레임단위로 엄격하게 세그먼트를 수정할 때 유효하다.

조작다이알로그(600)의 표시타이밍은 예를 들어, 대상세그먼트를 지정하고, 세그먼트경계이동처리를 지정하면 화면표시

된다. 도면에 있어서, 601 및 602는 도 31의 선분표시D11,D12에 대응한다.

또한, 604가 대상세그먼트, 604a가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프레임(개시프레임), 604b가 대상세그먼트의 종료위치프레

임(종료프레임)을 나타내고, 603이 대상세그먼트 바로 전의 세그먼트, 603a가 바로 전 세그먼트의 개시위치프레임, 603b

가 대상세그먼트 바로 전의 종료위치프레임을 나타내고, 605가 대상세그먼트 바로 다음 세그먼트, 605a가 바로 다음 세그

먼트의 개시위치프레임, 605b가 대상세그먼트 바로 다음의 종료위치프레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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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607a 및 607b는 이동위치를 지정할때의 이동위치프레임의 프레임수를 입력하기 위한 수치입력부를 나타낸다. 수

치입력부(607a)로 이동위치의 후보로 된 프레임수를 입력하면, 경계601(선분표시D11)이 입력된 프레임수의 위치에 이동

하고, 603b 및 604a의 표시프레임이 변화한다. 수치입력부(607b)로 이동위치의 후보로 된 프레임수를 입력하면, 경계

602(선분표시D12)가 입력된 프레임수의 위치로 이동하여, 604b 및 605a의 표시프레임이 변화한다.

606a 및 606b는 세그먼트의 경계이동을 행할 때 이동위치의 후보로 될 프레임을 선택하기 위한 프레임후보선택버튼을 나

타낸다. 프레임후보선택버튼(606a)을 클릭하면, 도 33에 보인 프레임연결표시화면(700)이 표시된다. 이때 프레임연결표

시화면(700)에는 그 시점에서 지정되어 있는 후보프레임의 주변이 연결프레임으로 표시된다.

분할위치나, 이동위치가 프레임단위일때, 분할프레임 혹은 경계프레임을 적합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변프레임의 확인

이 필요한 경우에 프레임연결표시화면(700)에서의 인식, 선택이 유효하다. 프레임수의 특정은, 프레임수만의 입력인터페

이스만이라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별도의 방법으로 후보가 된 프레임의 직후를 인식하지 않으며, 효율이 나쁘다. 특히,

대충 수동으로 지정하여 작성한 세그먼트에 대해서, 컷트점(분할위치)이 어긋나는 것을 수정하는 처리의 경우에는, 프레임

연결표시화면(700)상에서 컷트검출알고리즘을 이용하면 후보점이 얻어져, 작업의 효율이 상승한다. 이 조작은 시각적으

로도 이해하기 쉽다. 영상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재생에 의해서 프레임 연결표시화면의 대상으로 되는 위치를 발

견하여 같은 식으로 작업하는 것으로, 적절한 프레임을 선택하기 쉽다는 잇점이 있다.

더하여, 도 32에 있어서, 608은 조작다이알로그(600)에 표시되는 각 프레임(603a, 603b, 604a, 604b, 605a, 605b)의 갱

신표시를 갱신버튼(608)을 누른 경우에만 갱신할지, 설정한 갱신타이밍으로 갱신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도면중의 『Always』의 체크박스 ?를 선택한 상태(∨점 마크)로 사용하는 것에 의해, 세그먼트경계의 변경이 어느정도 표

시가 갱신되지만, 『Always』의 체크박스 ?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점 없음)로 하면, 갱신 타이밍(변경 시간간격)의 설

정다이알로그(도시하지 않음)가 표시되어, 설정다이알로그로 변경시간 간격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이때에 「갱신하지

않음」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갱신타이밍을 변경시간간격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처리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갱신하지 않음」을 지정하면 갱신버튼을 누룬 타이밍에서만 표시갱신이 행해지기때문에, 표시의 갱신을 생략하여, 더욱

처리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제1실시예 및 제1실시예의 영상구조편집장치(구조편집장치)의 각 수단을 실현하는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CD-ROM, MO, DVD등의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컴퓨터에 의해서 기록매체로부터 판독하는

것에 의해서 실행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상술한 바와 같이 기록매체를 통해서 배포되거나, 또는 인터넷등의 통신네트

워크를 통해서 배포되는 것이 가능하다.

제2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오브젝트 내용구조관리방법,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 및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을 오브젝트

편집장치에 적용한 경우를 제2실시예로서,

(1) 제2실시예의 개요

(2) 제2실시예의 오브젝트 편집장치의 구성

(3) 제2실시예의 동작예

(4) 다른 실시형태

의 순서로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1) 제2실시예의 개요

제2실시예는, 각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가 0개 또는 적어도 1개의 오브젝트로 이루어진 트리구조의 친자관계로 표현되고,

또한, 오브젝트의 종류별로 각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속성 및 오브젝트의 종류가 스키머정의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의 관리, 표시 또는 편집을 행하는 것이다. 즉, 오브젝트가 0개 이상의 속성과 0개 이상의 다른 오브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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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 구성되고, 오브젝트의 종류에 의해서 갖을 수 있는 속성과 오브젝트의 종류가 스키머정의에 의해 미리 정의되어 있을

때, 오브젝트의 실제 구성과 내용을, 그 정의정보(스키머정의)로 조합하여 관리하고, 그것을 시각화시켜 이해하기 쉽게 표

시하고, 편집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실제 인스턴스로서의 오브젝트의 내용을 표시하고, 그 편집을 용이하게 하거나, 편집결과를 출력하여 내

용을 참조하거나, 보관하여 재이용하거나 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동시에, 오브젝트의 구성을 정의한 스키머정보를

관리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 발명에서는 인스턴스 오브젝트의 구조와 스키머정의에 의한 구조를 조합하여,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

시한다.

스키머정의는 각 오브젝트의 구조를 단적으로 보이는 것뿐, 인스턴스의 형태는 정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다음의 정의

를 고려한다.

1. 오브젝트A는 오브젝트B를 1개 갖는다.

2. 오브젝트B는 오브젝트C를 1개 갖는다.

3. 오브젝트C는 오브젝트A를 1개 이상 복수개 갖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방법으로 이 스키머구조를 표시하면, 오브젝트A,B,C를 루트로 하는 구조를 3개 나열하는 것이

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표시에서는, 오브젝트C가 오브젝트A를 갖는 것에 의해, 오브젝트A가 순환참조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서는, 스키머구조와 인스턴스오브젝트의 구조를 조합하여 표시한다. 이때,

기본적으로는 인스턴스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스키머구조만이 표시되는 것으로 되지만, 본 발명의 표시방법은

표시계층레벨=4의 경우, 도 34에 보인 바와 같이 표시되어 실제 인스턴스의 샘플구조에 가깝고,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쉽

게 된다. 여기에서 표시계층레벨을 증가시키면, 그 레벨수에 따라서 오브젝트A(도면중의 ObjectA)의 아래에 B, C가 조합

된다.

(2) 제2실시예의 오브젝트 편집장치의 구성

도 35는, 제2실시예의 오브젝트 내용구조관리방법,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 및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을 적

용한 오브젝트 편집장치의 블럭구성도이다. 여기에서는, 오브젝트편집장치로서 XML오브젝트편집에디터를 예로 든다.

오브젝트편집장치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컴퓨터(1101)는, 후술하는 소프트웨어에 기초하여 처리를 실행하는 CPU(1201)

와, 부팅프로그램등을 기억한 ROM(1202)과, CPU(1201)의 작업영역로서 사용하는 RAM(1205)와, 오브젝트의 내용구조

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화면을 구비한 CRT나 액정디스플레이등의 표시장치(1206)과, 본 발명의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

방법,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 및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소프트웨

어(1207) 및 그 외의 각종 어플레이케이션프로그램이나 데이타를 기억한 하드디스크(1210)과, 도시하지 않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1101)와 접속되어 있는 외부장치나, 플로피디스크, CD-ROM, MO, DVD등의 기억매체와의 사이에서 데이

타의 송수신을 행하기 위한 각종드라이버, 네트워크어댑터등의 인터페이스부(1211)와, 상기 각부를 접속하는 버스(1212)

를 구비하고 있다.

도 36은 도 35에 보인 오브젝트내용구조편집소프트웨어(1207)를 구성하는 모듈의 개략적인 기능블럭도를 나타내고, 기

록매체로부터 바이너리나, 텍스트로 기술된 오브젝트내용을 읽어들이는 오브젝트내용판독모듈(1301)과, 기록매체로부터

오브젝트 스키머정의를 읽어들이는 오브젝트스키머정의판독모듈(1302)와, 오브젝트내용판독모듈(1301) 및 오브젝트스

키머정의판독모듈(1302)를 통해서 오브젝트 내용 및 오브젝트 스키머 정의를 입력하고, 오브젝트의 내용구조를 표시하는

오브젝트 내용구조 표시모듈(1303)과, 오브젝트내용구조표시모듈(1303)이 표시하고 있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를 편집하

기 위한 편집모듈(1304)과, 오브젝트내용구조표시모듈(1303)으로 표시중 또는 편집모듈(1304)의 편집후의 오브젝트의

내용구조를 기록매체로 출력하는 오브젝트내용기록모듈(1305)로 구성된다.

(3) 제2실시예의 동작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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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구성에 있어서, 제2실시예의 오브젝트 편집장치는 MPEG-7 속성기술편집을 포함하는 XML오브젝트편집에디터로

서 동작한다. 우선, 오브젝트내용판독모듈(1301) 및 오브젝트스키머정의판독모듈(1302)를 통해서, 오브젝트의 스키머정

의와 오브젝트의 내용을 기록매체로부터 읽어들여, 메모리(RAM(1203) 또는 하드디스크(1210))상에서 관리한다. 이 예에

서는, 스키머정의와 오브젝트의 내용의 양쪽을 기록매체로부터 읽어들이고 있지만, 스키머정의만을 읽어들이고, 오브젝트

는 신규로 작성하여도 된다. 또한, 특별히 스키머정의에 맞춰서 동적으로 동작을 갱신할 필요가 있으면, 스키머정의는 고

정으로 고려하여 기록매체로부터 읽어들이지않아도 상관없다.

이하에 오브젝트내용판독모듈(1301)로 입력한 입력데이타(오브젝트의 내용구조)의 예를 보인다.

<MovieMmcLogica1Content id="MovieTool">

<CreationMetaInformation id="">

<Classification id="">

<PackagedType CSLocation="file:///PackageType.csv">

aaa

</PackagedType>

</Classification>

</CreationMetaInformation>

</MovieMmcLogica1Content>

이이서, 스키머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하의 ①~⑧은, 제2실시예에서 사용하는 스키머정의의 일부를 개념적으로 보인 것을 나타내는다. 오브젝트의 구조는 이

스키머정의에 따라서 관리된다. 즉, 특별히 기술되지 않으면 복수는 불가능한 것으로 한다.

① MovieMmcLogica1Content의 정의

오브젝트로서 갖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하대로이다. 또한, 속성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IPR

·CreationMetaInformation

·UsageMetaInformation

·MediaTime

② CreationMetaInformation의 정의

오브젝트로서 갖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하대로이다. 그리고, 속성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Creation

·Classification

·Related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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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lassification의 정의

오브젝트로서 구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하대로이다. 또한, 속성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Genre

·PackagedType 복수가능

·Purpose

·AgeClassification

·MarketClassification

④ PackageType의 정의

오브젝트로서 구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없다. 속성으로서 갖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ControlledTerm::CSName

·ControlledTerm::CSTermID

·ControlledTerm::CSLocation

·ControlledTerm::CTermElement

⑤ MediaTime의 정의

오브젝트로서 구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하대로 이다. 즉, 속성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MediaTimePoint 또는 MediaRelTimePoint 또는 mediaRelIncrTimePoint중 하나

·MediaDuration 또는 MediaIncrDuration중 하나

⑥ MediaTimePoint의 정의

오브젝트로서 구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없다. 속성으로서 갖는 것은 이하대로이다.

·Year

·Month

·Day

·Hour

·Min

·Sec

·Frame

⑦ RelatedMaterial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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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로서 갖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하대로이다. 즉, 속성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MediaType

·MediaLocator

·MediaInformation

·CreationMetaInformation (*반복하도록 주의)

·UsageMetaInformation

⑧ 그외의 상세한 정의는 생략한다.

이어서, 상기 ①~⑧의 스키머에 따른 메모리 상의 관리상태를 도 37에 보이고, 더하여, 이것을 오브젝트내용구조표시모듈

(1303)에 의해, 표시한 표시화면(1501)을 도 38에 보인다. 즉, 도 37에 있어서는,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선택

되어 있는 오브젝트(인스턴스오브젝트)를 점으로 표시하고, 도면중의 부호 1401, 1403, 1406 및 1407이 인스턴스오브젝

트에 상당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MovieMmcLogica1Content」1401라고 하고, 「MovieMmcLogica1Content」1401이

오브젝트로서 갖을 가능성이 있는 4개의 오브젝트를, 그 자리스트로 하여, 「IPR」1402,

「CreationMetaInformation」1403, 「UsageMetaInformation」1404, 「MediaTime」1405와 같이 관리하고 있다. 또

한,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와 그 외의 후보로 된 선택지는, 모노드로부터 보면 한 묶음의 관계이다. 이들의 정리를 표시하

기 위한 특수한 오브젝트를 준비하는 것도 고려되지만, 제2실시예에서는 도 37에 보인바와 같이, 오브젝트로 선택지리스

트를 준비하고,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그 정리를 대표하는 형태로 모노드의 자리스트로 관리되는 형태를 채용한다.

또한, 도 38의 표시화면(1501)에 있어서, 실재하는 인스턴스오브젝트를 나타내는 노드는 아이콘 「유」로 표시하고, 실제

로는 보관하고 있지만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 오브젝트의 종류를 표시하는 노드는 아이콘 「무」로 표시한다. 구체적으로

는, 도 37의 부호 1401, 1403, 1406 및 1407에 상당하는 오브젝트의 노드는 아이콘 「유」1502로 표시하고, 도 37의 부

호 1404, 1405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오브젝트의 노드는 아이콘 「무」1503으로 표시된다.

이어서, 도 39의 표시화면(1601)을 참조하여, 오브젝트 「CreationMetaInformation」1602가 반복하여 나타내는 상태를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계층레벨이 3이기때문에, 「유」노드로부터 3계층까지 표시되고, 그것으로부터 하위에 대해서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 계층레벨의 지정은, 도시하지 않은 소정의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에 의해, 다이알로그화면을 선택

하여 입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도 40의 표시화면(1701)을 참조하여, 선택지중에서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와, 그외 선택지의 오브젝트의 표시

아이콘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여기에서, 「MediaTimePoint」 1702, 「MediaRelTimePoint」 1703,

「MediaRelIncrTimePoint」 1704 중, 「MediaTimePoint」1702가 선택되어 있고, 이것은 실재하는 인스턴스인 것이

「유」아이콘 (1702A)로부터 이해된다. 또한, 이것에 이어서 2개의 오브젝트 1703, 1704는 「선택」아이콘(1702B)에

의해 선택지인 것을 알수있다.

이 예에서, 또한 별도의 선택지그룹「MediaDuration」1705, 「MediaIncrDuration」1706이고,

「MediaDuration」1705가 디폴트로 선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것이라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더미오브젝트로, 실

재하는 인스턴스는 아니다.

다음으로, 도 41을 표시화면(1801)을 참조하여, 속성값의 설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41의 「MediaTimePoint」1802의

시각을 다이알로그(1803)에서 수정하고, Up버튼(1804)를 클릭하면 실제의 데이타에 반영된다.

도 42의 표시화면(1901)에서 기존의 오브젝트「PackagedType」1902를 지정하여 Add버튼(1904)을 클릭하는 것으로

「인스턴스추가」를 지시하면, 도 43의 표시화면(1901)에 보인바와 같이, 같은 오브젝트의 종류「PackagedTyp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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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인스턴스오브젝트(1903)이 그 아래에 작성된다. 즉, 「PackagedType」는 「Classification」의 아래에 복수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시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Classification」자신은 「CreationMetaInformation」의 아

래에 복수로 존재할 수 없기때문에 Add버튼(1904)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도 44의 표시화면(2101)을 참조하여, 가능성을 보이는 더미오브젝트 MediaDuration을 실재하는 인스턴스로서

추가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선, 「MediaDuration」2102를 지정하고, 속성값을 입력하여 Up버튼(2103)을 클릭

하는 것으로 「추가」를 지시하면, 도 45의 표시화면(2201)과 같이, 「MediaDuration」2202로 인스턴스오브젝트가 추

가된다.

또한, 표시화면상에 「유」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는 실재하는 오브젝트를 지정하고, Ers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제

거」를 지시하면, 「유」아이콘이 「무」아이콘으로 변경되어,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제거된다. 예를 들면, 도 42에 보인바

와 같이, 「CreationMetaInformation」이 실재하는 오브젝트인 경우에, 「CreationMetaInformation」을 지정하고, 도

46의 표시화면(2301)에 보인 Ers버튼(2302)을 클릭하는 것으로 도 46과 같이 「CreationMetaInformation」2303이

「무」아이콘으로 표시된다. 즉, 「CreationMetaInformation」이 제거되어 가능성을 보이는 더미오브젝트로 되어,

「무」아이콘으로 표시된다.

이어서, 예를 들어, 도 40의 표시화면(1701)상에서 「MediaTimePoint」1702를 지정하여 「선택변경」을 지시하면, 도

47에 보인 바와같이, 그때까지 선택되어 있던 「MediaTimePoint」1702가 선택지를 나타내는 「선택」1702B로 되고,

대신에 「MediaRelTimePoint」1703이 「유」1702A로 된다. 이 시점에서 실재로 인스턴스오브젝트로서 선택되어 있는

것은 「MediaRelTimePoint」1703이다.

다음으로, 제2실시예의 오브젝트편집장치로 편집한 오브젝트내용을, 오브젝트내용기록모듈(1305)가 MPEG-7로서 출력

한 예를 이하에 보인다. 즉, 오브젝트의 내용은 후일 재이용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보관한다.

<LogicalContent id="MovieTool">

<MediaTime>

<MediaTimePoint>

2000-1127T06:35:03:0F3 O

</MediaTimePoint>

<MediaIncrDuration timeunit="P0DT0H0MOSIN30F">

379200

</MediaIncrDuration>

</MediaTime>

<CreationMetaInformation id="">

<Classification id="">

<PackagedType CSLocation="file:///PackagedType.csv">

aaa

</PackagedType>

<PackagedType CSLocation="file:///PackagedType.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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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PackagedType>

</Classification>

</CreationMetaInformation>

</LogicalContent>

상술한바와 같이, 제2실시예에 의하면, 친자관계가 있는 오브젝트끼리를 리스트로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즉 실제의 인

스턴스의 친자관계만이 아닌 스키머정의에 의한 오브젝트의 구조를 하나의 리스트로 동시에 관리하고, 표시하기 위한 인

스턴스 오브젝트의 구조와 스키머정의에 의한 구조를 조합시켜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고, 조작성, 작업효율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종래로부터 인스턴스화된 오브젝트의 친자관계를 트리구조로 표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또한, 선

택한 오브젝트와 관계되고, 그 하위에 갖을수 있는 오브젝트의 종류를 파레트와 같은 형태로 표시하는 형태도 기존의 방법

이다. 그러나 종래의 방법에서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갖을 수 있는 오브젝트의 자식으로서 1계층밖에 후보로 되

는 오브젝트의 종류를 알수없기 때문에, 그 앞에, 스키머를 나타내는 트리구조를 별도로 참조하지 않으면 무엇을 갖는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불편한 점이 있다. 이에 반해서, 제2실시예에서는, 오브젝트가 자오브젝트로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

오브젝트의 종류를 동시에 그 트리구조에 노드로 표시하는 것으로, 스키머로 정의된 오브젝트의 구조와 동시에 실제 오브

젝트의 구조를 표시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오브젝트의 구조로서 계층구조로 표시된 친자관계 중에 같은 종류의 오브젝트가 2번 발견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반

복이 영구적으로 일어나버려, 표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 제2실시예에서는, 표시계층레벨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 문

제를 해결하고, 또한 유저가 필요에 따라서 동적으로 표시계층레벨을 지정할 수 있기때문에, 대신 가지런하여 이해하기 쉽

도록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제2실시예에서는,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와, 그 외의 선택지가 알기쉽도록 시각화되어, 그외의

선택지가 갖는 속성도 확실하여 선택하기 쉽다.

더하여, 스키머정의에 의한 오브젝트의 종류와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대량의 오브젝트가 표시될 가능성이 있다. 제2실

시예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서 필요한 오브젝트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그 속성값이 어떤 오브젝트의 속성인지가 일목연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위에 그 속성값을 용이하게 편집할 수 있

기 때문에, 필요한 속성값을 편집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또한, 어떤 오브젝트를 복수로 존재시키고자 하는 경우나, 추가,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스키머

정의를 확인할 필요없이 조작할 수 있고, 또한 양자가 거의 동일하게 조작되기 때문에 조작성이 좋다. 지정한 더미오브젝

트의 선조도 또한 더미오브젝트이더라도, 필요한 오브젝트(계열)이 한번의 조작으로 모두 인스턴스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

작성이 좋다. 즉, 종래의 파레트방식의 경우에는, 실재하는 오브젝트가 갖는 후보오브젝트만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불가능하다.

더하여, 편집한 오브젝트내용을 MPEG-7등의 언어에 의해서 기술하여 파일로 보존하는 것으로, 이것을 재이용하여 다시

편집하거나, 교환하거나, 읽어들인 정보를 다시 검색하는 등,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이용할 수 있다.

(4) 그외의 실시형태

다음으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즉, 기본적인 구성 및 동작은, 상술한 실시예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

기에서는 다른 부분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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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8 및 도 49는, 다른 실시예의 표시화면(2501)을 보인것이다. 여기에서, 오브젝트의 구조표시부(2502A)와, 인스턴스

표시부(2502B)와, 속성편집부(2502C)가 구비되어 있다. 즉, 상술한 실시예와는, MPEG-7의 스키머가 바뀌어있기 때문

에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CreationInformation(CreationMetaInformation로부터 변경), Creation, RelatedMaterial등

이 나열된다. 여기에서도 CreationInformation은 역시 RelatedMaterial의 아래에 반복되고 있다.

또한, 도 48의 표시화면(2501)에서는, 오브젝트의 구조표시부(2502A)에 체크박스(2503)가 추가되어 있다. 또한, 여기서

는, 체크박스(2503) 전부가 체크되어 있다.

도 49에 있어서, 하나의 choice(2602)의 체크박스(2601)의 체크가 빠져있다. 이것에 의해서, 바로아래에 표시된 자노드

는 인스턴스인 '유'만으로 된다. 도 48에 있는 '무'의 「CreationInformationRef」2510은 표시되지 않는다.

그런데, 인스턴스표시부(2502B)는 실제의 인스턴스를 표시하고, 태그의 본체(예, <aaa bbb="sss" ccc="ttt">xxx</aaa>

의 xxx의 부분)을 마우스클릭에 의해서 입력하여 편집한다.

속성편집부(2502C)는 상기 예라면 이하와 같은 표형식의 윈도우로,

bbb sss

ccc ttt

sss, ttt를 입력,편집하면 인스턴스 표시부(2502B)에 내용이 반영된다.

오브젝트의 구조표시부(2502A)는 오브젝트의 구조를 표시하는 윈도우로 오브젝트 자신의 존재를 증가시키거나 제거하거

나(인스턴스화하거나 제거하거나)하는 것을 행한다. 그 결과는 인스턴스표시부(2502B)에 반영된다.

다음으로, 속성편집부(2502C)에 표시할 오브젝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설명한다. 오브젝트의 횡방향에 오브젝트에 관한

정보를 문자열로 표시한다. 정확하게는 표시가 번잡해지므로, 최대한 필요한 것만(태크명, 형식명)을 횡으로 표시하고, 다

른 정보는 오브젝트의 선택시에 별도의 장소(예를 들면 화면좌측 아래)에 「종류=값」의 열형식으로 표시한다.

표시할 내용은 이하의 것이다.

-오브젝트의 태그명

도 48의 mpeg7:CreationInformation

-오브젝트의 형식명

도 48의 mpeg7:CreationInformationType

-출현가능빈도(최소가능출현수, 최대가능출현수)

도 48의 minOccurs=0

도 48의 maxOccurs=Unbounded(무제한의 의미)

이상은 스키머로부터 결정된 정보이다.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정보도 표시할 수 있다.

-동일한 부모의 아래에, 실제로 동일한 종류의 것이 인스턴스화되어 있는 개수

이상의 구성에 있어서, 체크박스(2503)를 ∨점으로 선택하는 것에 의해 ON/OFF를 준비하는 것에 의해서, 유저로서 필요

하지 않은 가능성오브젝트를 보이지 않게 하거나 만들지 않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의하여, 메모리의 절약을 도모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처럼의 일람성이 손실되는(체크하지 않으면 아래가 보이지 않는다) 점은 '지정노드단계체크ON으로

전개' 라는 메뉴를 준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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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방법을 채용하면 내부에서는 on demand의 타이밍에서 하위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기에서, 제2실시예의 표시동작의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다.

a. 체크박스를 사용한 표시

오브젝트의 체크박스가

OFF : 그 바로 아래에는 인스턴스오브젝트 (유)밖에 표시하지 않는다.

ON : 그 바로 아래에는, 인스턴스오브젝트 (유)로 붙여 가능성이 있는 오브젝트를 모두 표시한다.

b. +-의 의미는 종래의 트리표시와 동일.

+ : 자 노드가 존재하지만 전개되어 있지 않음

- : 자노드가 존재하고 전개되어 있음

표시없음 자식이 없는 말단노드

c. 유무의 의미는 종래와 동일.

유 : 실제로 존재하는 인스턴스

무 : 가능성을 보이는 오브젝트

도 48의 오브젝트의 구조표시부(2502A)의 구조 생성타이밍으로서는, 메모리효율상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크박스

(2503)가 온으로 되는 타이밍에서 그 아래의 가능성오브젝트(무)를 모두 생성한다. 또한, OFF로 되는 타이밍에서 가능성

오브젝트 (무)는 모두 제거된다.

즉, 종래의 방법에서는, 트리의 표시상태에 관계없이 상위로부터 지정레벨계층만큼의 가능성오브젝트를 자동적으로 생성

하고 있었지만, 제2실시예에서는, 예를 들어, 이번에 필요하지 않는 가능성오브젝트는 필요에 따라서 동적으로 작성, 파기

하는 것으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 48 및 도 49의 표시화면에 있어서, 이상의 d. ~ e.의 처리가 있던 경우의 표시화면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한다.

d. 노드가 '유'로 변하였다(인스턴스화)

이때, '유'로 변한 노드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 노드의 경우에는 한번 더 자신과 동일한 노드를 '무'로 만들고, 형제로 하여

자신의 다음에 붙인다. 다음으로 동일한 종류의 노드를 인스턴스화하는 경우는, 그 '무'를 인스턴스화한다. 존재할 수 있는

최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동안은, 그 타이밍으로 또한 '무'가 이루어진다.

한편, 복수로 존재할 수 없는 노드의 경우에는 자신만 '유'로 된다. '무'는 증가하지 않는다.

e. 노드의 제거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 노드의 경우에는, 상기 d.의 반대. '유'를 제거할때, 자신이외로 하나, 동일한 종류의 '무'만 존재한

다. 자신만 제거한다('무'는 반드시 남긴다). 또한, 제거대상은 '유'이지 않으면 안된다. 더하여, 최종적으로, 가능성을 나타

내는 노드는 최저 1개 남기면 된다.

복수로 존재할 수 없는 노드의 경우에는, 자신만 '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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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 발명이 대상으로 하는 「오브젝트」는 그 구조가 규칙으로 정의되어, 속성과 그 이외의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것이라면 어느것이라도 좋다. 따라서, 응용가능한 다른 실시예로서, 조직도나, 부품도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다음과 같이 예를 들수 있다.

·클라스계층, 속성오브젝트의 표시, 편집

·조직도, 부품도의 표시, 편집

도 50은 본 발명을 조직구조 디자인툴에 응용한 예를 보이고, 표시화면(2701)에 있어서는, 각사의 각 조직도에 있어서의

각부, 각과, 각계등의 그룹이 본 발명의 오브젝트에 해당하고 있다.

이상 설명한 제2실시예의 오브젝트 내용구조관리방법,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 및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은,

상술한 설명에서 보인 순서에 따라서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실행하는 것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다. 이 프로그

램은,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ROM, MO, DVD 등의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록매체로 기록되어 제공된다. 또한 네

트워크를 통해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3실시예

이하, 도면에 의해 제3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51은 제3실시예의 일예를 보인 컨텐츠관리시스템의 구성블럭도이

다. 또한, 도 52는 이와 같은 컨텐츠관리시스템이 실시되는 하드웨어구성도를 보이고, 예를 들어, 퍼스널컴퓨터등 정보처

리장치의 하드웨어구성도를 보인다.

도 52에 보인바와 같이, 이 정보처리장치는 데이타와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메모리(3011)와, 메모리(3011)에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작동하여 장치 전체를 제어하거나, 본 발명에 의한 컨텐츠관리등을 행하는 CPU(3012)

와, 데이타와 프로그램을 기억하여 두는 외부기억장치(예를 들면, 하드디스크장치)(3013)와, 키보드와 마우스등을 구비하

여 데이타와 지정사항등을 입력하는 입력장치(3014)와, 각종정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표시장치(3015)와, 착탈가능한 기록

매체로부터 프로그램과 영상데이타등을 읽어들이는 데이타판독장치(3016)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도 51에 보인바와 같이, 컨텐츠관리시스템은, 외부 기억장치(3013)에 기억하여 둔 파일을 관리하는 파일관리부

(3001)와, 데이타판독장치(3016)등으로 입력한 데이타를 파일관리부(3001)를 통해서 파일로 등록하는 파일등록부

(3002)와, 파일등록부(3002)에 의해 등록되어, 파일관리부(3001)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파일의 데이타를 다른 데이타형

식으로 변환하는 파일형식변환부(3003)와, 이용자로부터 지정된 파일등을 파일관리부(3001)을 통해 취출하는 파일취출

부(3004)와, 후술하는 논리컨텐츠의 일부를 물리파일(종래의 일반적인 파일로, 영상데이타, 음성데이타, 텍스트 데이타등

컨텐츠의 파일을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부른다.)로 매핑하는 매핑부(3005)와, 물리파일중의 매핑부분을 취출하는 부분추

출부(3006)를 구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에서, 우선, 파일등록부(3002)에 의해 컨텐츠를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 도 53에 따라서 설명한다.

도 53에 도시한 예에서는 전체 길이 45분의 오리지널 컨텐츠(데이타형식이 예를 들어, MPEG-2인 영상데이타로, 각각 25

분의 길이인 2개의 물리컨텐츠이고, 중간에 5분의 중복부분이 있다)를 등록한다. 이 등록시에는, 입력장치(3014)에 의해,

논리컨텐츠명으로서 타이틀을 붙이고, 2개의 영상컨텐츠를 논리컨텐츠로서 배당할때의 배당위치와 배당길이를 시간으로

지정한다.

도 53(a)는 지정된 배당위치와 배당길이를 보이는 표로, 각각 시(h), 분(m), 초(s)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표의 내용을 도

시한 것이 도 53(b)이다. 도 53에서 명백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예에서는 제1파일은 25분 중에 중복부분을 제거하여

20분을 배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논리컨텐츠 전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오리지널컨텐츠의 데이타는, 하나의 물리파일의 일부이어도 좋고, 또는 오

리지널 컨텐츠의 각 데이타간의 내용에 중복이 있어도 된다.

이 컨텐츠관리시스템의 파일관리부(3001)는 상기와 같은 2개의 물리파일과 도 53(a)에 보인 값을 세트로 관리한다.

등록특허 10-0694238

- 41 -



또한, 파일관리부(3001)는 등록된 논리컨텐츠에 대해서 관리용 논리컨텐츠ID(식별정보)를 할당하고, 논리컨텐츠ID, 타이

틀, 및 각 물리파일을 도 54에 보인바와 같이 대응시켜 관리한다(도 54에는 후술하는 다른 데이타형식의 컨텐츠와 파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 54에 보인바와 같은 구성의 논리컨텐츠를 복수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관리테이블

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즉, 도 54에 보여진 각 파일에 대해서는 파일명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한다.

또한, 이 컨텐츠관리시스템에서는, 파일형식변환부(3003)가 상기와 같이하여 등록한 오리지널 컨텐츠(도 54에 보인 예에

서는 「영상컨텐츠(오리지널)」에 대응되고 있는 2개의 물리파일의 컨텐츠)의 데이타 형식을, 내용기술용의 영상컨텐츠

로서 예를 들어 MPEG-1형식, 배송용 영상컨텐츠로서 예를 들어 Real Media 형식의 파일을 작성하고, 도 54에 보인 논리

컨텐츠의 일부로서 추가하여, 관리한다. 도 54에 보인 예에서는, 「영상컨텐츠(내용기술용)」(후술하는 내용기술파일로부

터 참조되는 컨텐츠)에 대응하고 있는 2개의 물리파일의 컨텐츠이다. 결국, 이 컨텐츠관리시스템에서는, 컨텐츠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어떻게 이용할지)에 의해, 처리에 적합한 데이타형식으로 변환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다. 예를 들어, 배송용

의 영상컨텐츠는 화질보다도 데이타전송시간을 중시하여, MPEG-2형식보다도 데이타량이 적은 Real Media형식으로 변

환한다.

또한, 이 실시예의 컨텐츠관리시스템에서는, 컨텐츠가 어떤 것인가를 이용자가 알기쉽도록 제시하거나, 이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는 컨텐츠검색시스템으로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타에 대한 검색을 쉽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기 위한 내용기

술파일을 논리컨텐츠에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내용기술파일을 작성하기 위한 내용기술시스템을 도 51에 보

인 컨텐츠관리시스템과는 별도로 이 실시예의 정보처리장치내에 설치하고 있다. 그래서, 내용기술파일을 작성할 때에는,

이 내용기술시스템이 파일취출부(3004)에 대해서 하나의 논리컨텐츠를 지정한 내용기술용 데이타요구를 꺼낸다. 그렇게

하면, 파일취출부(3004)는 내용기술용으로 이용하는 영상데이타인 MPEG-1형식의 물리파일명 리스트(복수일 가능성도

있다)를 취출하고, 이것을 내용기술시스템에 전달한다. 즉, MPEG-1형식의 물리파일은 오리지널 컨텐츠의 MPEG-2 형식

에 비해서 데이타량이 적게 되고, 내용기술용으로는 문제없는 품질이다.

완성한 메타데이타로서의 내용기술파일은, 파일등록부(3002)를 통해서 논리컨텐츠에 추가, 등록한다. 즉, 이 메타데이타

는 정보(컨텐츠)의 속성(내용)에 대한 데이타로, 영상데이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MPEG-1형식의 영상컨텐

츠를 참조하기 위한 컨텐츠파일명 이외에, 타이틀, 그 영상을 촬영한 일자, 작성자, 목적, 녹화한 날짜, 권리정보, 영상의 길

이등이 속성으로서 포함되어 있다. 또한, 내용기술은 도 55에 보인 바와 같이, 대항목 색인, 소항목 색인과 같은 논리구조

를 갖을 수 있다.

또한, 이 정보처리장치내의 배송시스템이 하나의 논리컨텐츠를 요구한 경우, 이 컨텐츠관리시스템은 파일취출부(3004)

또는 부분취출부(3006)를 통해서, 배송용으로서 준비한 Real Media 형식의 물리파일을 제공한다. 이때, 논리컨텐츠 전체

가 아니라, 일부의 범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컨텐츠관리시스템내의 매핑부(3005)가 지정된 범위를 물리파일에 대해서 매

핑한다. 예를 들어, 전체로 60분의 논리컨텐츠가 있고, 도 56에 보인바와 같이, 그 논리컨텐츠가 20분씩 3개의 물리파일

A, B, C 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논리컨텐츠의 선두로부터 10분째부터 30분째까지의 범위가 지정된다면, 파일A의 10분

째부터 최후까지와, 파일B의 선두로부터 10분째까지를 합쳐 20분의 부분에 매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실제로 필요한 물리파일명과 범위의 쌍이 결정되고, 부분취출부(3006)을 통해서 상기 예에서는 다음에 보인

바와 같이 리스트가 배송시스템에 전달된다.

A : (10, 20)

B : (0, 10)

즉, 도 54에 보인내용기술용의 영상컨텐츠와 배송용 영상컨텐츠를 작성, 등록하는 시기는 오리지널컨텐츠를 등록한 때에

도 좋고, 오리지널 컨텐츠의 등록이후, 논리컨텐츠를 특정한 상기와 같은 처리요구(내용기술용 데이타요구와 배송시의 요

구)에 따라서, 그 때에, 요구된 처리에 적합한 데이타형식의 물리파일을 작성,등록하도록 하여도 된다.

다음으로, 도 57에 보인 동작플로우에 따라서, 등록시의 동작플로우를 설명한다. 우선, 입력장치(3014)에 의해, 예를 들어

영상컨텐츠를 논리컨텐츠로 할당할 때의 배당위치, 배당길이, 타이틀 등 지정사항을 이용자에게 입력시킨다(S1). 그래서,

착탈가능한 기록매체 등으로부터 읽어들인 등록대상의 예를들어 2개의 물리컨텐츠로 이루어진 영상컨텐츠를 파일등록부

(3002)에 전달한다(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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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파일등록부(3002)는 입력된 지정정보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도 53(a)에 보인바와 같이, 2개의 컨텐츠를 1개의 논

리컨텐츠로 정리한다(S3).

다음으로, 파일등록부(3002)가 개개의 물리파일을 파일관리부(3001)을 통해서 등록하고, 파일관리부(3001)가 논리컨텐

츠에 대해서 관리용의 논리컨텐츠ID(식별정보)를 할당하여, 논리컨텐츠ID, 타이틀, 및 각 물리파일명을 도 54에 보인바와

같이 대응시켜 관리테이블에 등록한다(S4). 더하여, 전달된 컨텐츠를 외부기억장치(3013)에 기억시킨다(S5).

이상, 영상데이타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였지만, 음성데이타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도 54에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오리지널 컨텐츠를 데이타편집에 적절한 데이타형식, 예를들어 각 프레임이 독립하여

있는 AV1형식이나 MotionJPEG형식으로 변환한 영상컨텐츠를 논리컨텐츠에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MPEG-2형식은 각

프레임이 독립하여 있지 않기때문에, 편집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도 54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관련된 파일을 파일등록부(3002)를 통해서 등록하고, 상기와

같이 하여, 논리컨텐츠에 추가하여, 일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처리에 적합한 데이타형식의 선택은, 이용자가 행할 필요는 없고, 요구된 처리의 종별에 따라서 컨텐츠관리

시스템이 데이타형식을 자동적으로 선택한다. 처리의 종별에 따라서, 미리 최적의 데이타형식을 테이블등에 설정하여 두

고 있다.

또한,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컨텐츠관리방법에 따라서 프로그래밍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착탈가능한 기록매체에 기억

하고, 그 기록매체를 지금까지 본발명에 의한 컨텐츠관리가 가능하지 않았던 퍼스널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장착하는 것

에 의하여, 이 정보처리장치에서도 본 발명에 의한 컨텐츠관리를 행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구조편집방법(청구항 1 ~ 청구항 16)는, 구조화를 행하여 생성한 논리구조에 대해, 내

용을 직접 수정할때, 어떤 계층의 세그먼트와 패키지라도 간단하게 손질할 수 있고, 또한 그 자세그먼트이하의 구성을 가

능한 생긴 그대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구조생성의 작업이 쓸모없어지지 않고, 대충 처리를 행한 후 세밀한

부분을 손질하게 한, 인간의 자연스런 작업 흐름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 바꿔말해서, 범위를 갖는 데이타

(세그먼트)를 구조의 단위로 미리 작성한 구조에 대해서, 가능한 원래의 구조정보를 이용하면서 손질하거나, 수정을 가하

는 것이 가능한 기능을 구비한 구조편집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구조편집방법(청구항 1)는, 세그먼트분할수단이, 대상세그먼트의 범위를 분할위치에 기초하여 전반세그

먼트와 후반세그먼트, 2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하고, 대상세그먼트를 그 2개의 세그먼트로 치환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한

세그먼트가 있는 경우에 대상세그먼트로서 지정하고, 분할위치를 지정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수정(분할)하는 것이 가능하

다.

또한, 본 발명의 구조편집방법(청구항 2)는 구조정보의 계층구조에 있어서 대상세그먼트의 아래 층에 패키지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상세그먼트의 분할에 대응시켜 해당하는 패키지도 2개로 분할하기 위하여, 원래의 구조정보를 이용하면서 손질

이나 수정을 간단하게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구조편집방법(청구항 3)은 제1지정단계의 포인팅단계로 대상세그먼트를 지정하면, 제2지정단계가 대상

세그먼트의 표시상에 분할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선분을 표시하고, 제2지정단계의 포인팅디바이스로 선분의 위치를 자유

롭게 평행이동시켜 분할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분할작업을 단시간에 행할 수 있고, 작업을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한, 후보로 되는 위치를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표시하고, 스스로 이동시켜 위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성이 좋다.

또한, 본 발명의 구조편집방법(청구항 4)는, 경계의 이동이 지정된 경우에, 세그먼트경계이동단계, 제3지정단계로 지정된

개시위치측의 경계 또는 종료위치측의 경계를 제2지정단계로 지정된 이동위치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원래의 구조정보를

이용하면서 간단하게 손실이나 수정할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구조편집방법(청구항 5)는, 세그먼트경계이동수단으로 경계를 이동시키는 경우에, 3개의 경계이동 방법

을 선택할 수 있고, 제1의 경계이동방법이 선택되면,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만을 이동시켜 다른 세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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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또한, 제2의 경계이동방법이 선택되면,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

료위치를 이동시킴과 동시에,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에 접한 다른 세그먼트의 종료위치 또는 개시위치를

이동시키며, 더하여, 제3의 경계이동방법이 선택되면,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만을 이동시켜 다른 세그먼

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생성된 틈을 채우도록 새로운 세그먼트를 투입하기 때문에, 수정의 내용에

따라서 경계이동을 행하는 것이 가능기 때문에, 작업성 및 조작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구조편집방법(청구항 6)은, 대상세그먼트가 패키지를 갖는 경우, 세그먼트경계이동수단이 해당하는 패키

지중의 세그먼트의 경계도 대상세그먼트의 범위에 따라서 이동시키기 때문에, 더하여, 작업성 및 조작성의 향상을 도모하

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청구항의 구조편집방법(청구항 7)은, 제2지정단계의 포이팅디바이스로 이동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선분을 자유롭게

평행이동시켜 이동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동 작업을 단시간에 행할 수 있고, 작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

다. 또한, 후보 위치를 시각적으로 알기쉽게 표시하고, 자신이 이동시켜 위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성이 좋다.

또한, 본 발명의 구조편집방법(청구항 8)는, 세그먼트분할단계 또는 세그먼트경계이동단계에 의해서 자계층의 세그먼트를

나누는 경우에 3개의 분단처리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의 분단방법을 선택하면, 분단된 세그먼트이하의 구조요소를 제

거하고, 또한, 제2의 분단방법을 선택하면, 분단된 세그먼트를 분할하여 분할한 세그먼트의 하위에 더하여 분단된 세그먼

트가 있으면, 말단의 세그먼트까지 반복적으로 처리되고, 더하여, 제3분단방법이 선택되면, 분단된 세그먼트를 분할한 후,

양옆의 세그먼트로 머지하고, 분할한 세그먼트의 하위에 더 분단될 세그먼트가 있으면, 말단의 세그먼트까지 반복실행하

기 때문에, 수정 내용에 따라서 경계이동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작업성 및 조작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미

리 생성되어 있는 계층을 갖는 세그먼트를 조작하는 경우에, 그 자계층이하의 구조가 파기되어버리면, 지금까지의 작업이

쓸모없게 된다. 목적에 부합한 형태로 그 자식이하의 구조요소의 정보를 살리고, 조작의 의미가 있는 처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여, 작업이 쉽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구조편집방법(청구항 9)은, 세그먼트머지단계가, 제1지정단계로 복수의 대상세그먼트가 지정되고, 또한,

제4지정단계로 머지가 지정된 경우에, 지정된 복수의 대상세그먼트를 머지하고, 시계열적으로 선두의 세그먼트의 개시위

치로부터 최후의 세그먼트의 종료위치까지를 1세그먼트로서 치환하기 때문에, 수정의 내용에 따라서 세그먼트의 병합을

행할 수 있으므로, 작업성 및 조작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구조편집방법(청구항 10)은, 구조정보 중의 임의 패키지를 대상패키지로서 지정하는 제5지정단계와, 제5

지정단계로 대상패키지가 지정된 경우에, 대상패키지의 구성요소인 모든 세그먼트를 대상패키지의 상위 세그먼트 대신에

치환하여, 대상패키지를 1계층 상승시키는 패키지계층상승수단을 구비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패키지를 1계층상승시

키는 것이 가능하고, 작업성 및 조작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구조편집방법(청구항 11)은, 세그먼트계층하락단계가, 제1지정단계로 복수의 대상세그먼트를 지정시키

고, 또한, 제6지정단계로 계층하락이 지정된 경우에 새로운 세그먼트로서 복수의 대상세그먼트를 합친 범위의 세그먼트를

작성하고, 복수의 대상세그먼트 대신에 치환하여, 그 아래에 새로운 패키지를 작성하고, 복수의 대상세그먼트를 그 아래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세그먼트를 1계층 하락시킬 수 있고, 작업성 및 조작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구조편집방법(청구항 12)은, 세그먼트계층상승단계가, 제1지정단계로 복수의 대상세그먼트가 지정되고,

또한 제7지정단계로 계층상승이 지정된 경우에, 복수의 대상세그먼트가 포함되는 패키지의 상위 세그먼트를 모세그먼트

로 하고, 모세그먼트를 복수의 대상세그먼를 합친 범위의 새로운 세그먼트와 그 이외의 세그먼트로 분할하고, 복수의 대상

세그먼트를 새로운 세그먼트로 치환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세그먼트를 1계층 상승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작업성 및

조작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구조편집방법(청구항 13)은, 세그먼트의 제거를 지정하는 제8지정단계와, 제8지정단계로 제거가 지정된

경우에, 대상세그먼트 이하의 구조요소를 제거하는 세그먼트제거단계를 구비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세그먼트의 제거

를 행할 수 있어, 작업성 및 조작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구조편집방법(청구항 14)은, 세그먼트제거수단으로 대상세그먼트이하의 구조요소를 제거한후의 틈에 대

한 처리로서, 후처리없이, 바로전의 세그먼트경계를 연장하는 제1처리, 바로 다음의 세그먼트 경계를 연장하는 제2처리,

대상세그먼트의 범위내에 한점을 지정하고, 직전/후의 세그먼트 경계를 지정한 위치까지 연장하는 제4처리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내용에 따라서 세그먼트의 제거를 행할 수 있어, 작업성 및 조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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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구조편집방법(청구항 15)은, 패키지의 제거를 지정하는 제9지정단계와, 제5지정단계로 대상패키지가 지

정되고, 또한, 제9지정단계로 제거가 지정된 경우에, 대상패키지이하의 구조요소를 제거하는 패키지제거수단을 구비하기

때문에, 수정내용에 따라서 패키지의 제거를 행하는 것일 가능하여, 조작성 및 작업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구조편집방법(청구항 16)은, 배열된 데이타가, 영상스트림이기 때문에, 청구항1 내지 청구항 15에 기재된

구조편집방법을 영상구조편집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영상구조편집방법(청구항17)은, 구조정보중 임의의 세그먼트를 대상세그먼트로 지정하는 제1지정단계

와, 대상세그먼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의의 위치를 지정하는 제2지정단계와, 제2지정단계로 지정된 위치를 분할위치로

하고, 대상세그먼트의 범위를 분할위치로 전반세그먼트와 후반세그먼트, 2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하고, 대상세그먼트를 2

개의 세그먼트로 치환하는 세그먼트분할수단을 구비하기 때문에, 분할하고자 하는 세그먼트가 있는 경우에 대상세그먼트

로 지정하고, 분할위치를 지정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수정(분할)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영상구조편집방법(청구항 18)은, 대상세그먼트가 패키지를 갖는 경우, 해당하는 패키지를 전반세그먼트

의 범위에 대응하는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전반패키지와 후반패키지의 범위에 대응하는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후반패키지,

2개의 패키지로 분할하기 때문에, 원래의 구조정보를 이용하면서 간단하게 손질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영상구조편집방법(청구항 19)은 대상세그먼트의 표시 위에 분할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선분을 표시하고,

포인팅디바이스로 선분의 위치를 자유롭게 평행이동시켜 분할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분할 작업을 단시간에 행할 수 있

어, 작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후보로 되는 위치를 시각적으로 알기쉽게 표시하여, 자신이 이동시켜 위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성이 좋다.

또한, 본 발명의 영상구조편집방법(청구항 20)는, 분할위치가 프레임단위이기 때문에, 조작다이알로그상에, 세그먼트의

개시프레임A, 종료프레임B, 분할후보로되는 프레임C와 그 직전의 프레임D를 ADCB의 순서로 나열하여 프레임수와 함께

표시하기 때문에, 후보로 되는 경계위치의 전후프레임이 시계열로 표시되어, 후보프레임변경할때에 표시가 갱신되기때문

에, 실제로 조작대상으로 되는 프레임이 적절한지 어떤지를 일목연하게 판단할 수 있어, 조작성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영상구조편집방법(청구항 21)은, 경계의 이동이 지정된 경우에, 세그먼트경계이동수단이 제3지정단계로

지정된 개시위치측의 경계 또는 종료위치측의 경계를 제2지정단계로 지정된 이동위치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원래의 구조

정보를 이용하면서 간단하게 손질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영상구조편집방법(청구항22)은, 세그먼트경계이동단계로 경계를 이동시키는 경우에, 3개의 경계이동 방

법을 선택할 수 있어, 제1경계이동방법을 선택하면,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만을 이동시켜 다른 세그먼트

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또한, 제2경계이동방법이 선택되면,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도는 종료위

치를 이동시킴과 동시에,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에 접한 다른 세그먼트의 종료위치 또는 개시위치를 이

동시키고, 더하여, 제3의 경계이동방법이 선택되면, 대상세그먼트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만을 이동시켜 다른 세그먼트

의 개시위치 또는 종료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생성된 틈을 채우도록 새로운 세그먼트를 투입하기 때문에, 수정내용에 따라

서 경계이동을 행할 수 있으므로 작업성 및 조작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영상구조편집방법(청구항 23)은, 대상세그먼트가 패키지를 구비한 경우, 해당하는 패키지중의 세그먼트

의 경계도 대상세그먼트의 범위에 따라서 이동시키기 때문에, 더하여 작업성 및 조작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영상구조편집방법(청구항 24)은, 대상세그먼트의 표시 위에 이동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선분을 표시하고,

포인팅디바이스로 선분의 위치를 자유롭게 평행이동시켜 이동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동작업을 행할 수 있

어, 작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후보로 되는 위치를 시각적으로 알기쉽게 표시하고, 자신이 이동시켜 위치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조작성이 좋다.

또한, 본 발명의 영상구조편집방법(청구항 25)은, 이동위치가 프레임단위일때, 조작다이알로그상에, 바로전 세그먼트의

개시프레임A, 종료프레임B, 대상세그먼트의 개시프레임C와 종료프레임D, 바로 다음의 세그먼트의 개시프레임E와 종료

프레임F를 프레임수와 함께 표시하기 때문에, 후보로 되는 경계위치의 전후프레임이 시계열적으로 표시되어, 후보프레임

갱신시에 표시가 갱신되므로, 실제로 조작대상으로 되는 프레임이 적절한지 어떤지를 일목연하게 판단할 수 있고, 조작성

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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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영상구조편집방법(청구항 26)은, 세그먼트분할수단 또는 세그먼트경계이동단계를 통해서 세그먼트분할

또는 세그먼트경계의 이동이 있던 경우에, 조작다이알로그상에 표시되는 각 프레임의 갱신표시에 관해서, 갱신버튼을 누

른 경우에만 갱신하던가, 설정한 갱신타이밍으로 갱신할지 선택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표시갱신의 타이밍을 지

정하는 것으로 표시를 위한 처리를 생략하여, 처리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미리 원하는 프레임수를 알고있어 표시

가 불필요한 경우등에 유효하다.

또한, 본 발명의 영상구조편집방법(청구항 27)은, 재생버튼 및 프레임후보선택버튼을 이용하여, 재생버튼을 누르면, 그 시

점의 대상세그먼트가 재생되고, 프레임후보선택버튼을 누르면, 그 시점에서 지정되어 있는 후보프레임의 주변이 프레임연

결표시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분할프레임 또는 경계프레임을 주변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주변프레임을 인

식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프레임연결표시화면에서의 인식, 선택이 용이하여, 작업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기록매체(청구항 28)는,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16중 어느하나에 기재된 각 단계를 컴퓨터로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기계로 판독가능하게되어, 청구항1 내지 청구항 16의 동작을 컴퓨터에 의해

서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기록매체를 얻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기록매체(청구항 29)는, 청구항 17~27중 어느하나에 기재된 각 단계를 컴퓨터로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기계판독가능하게 되어, 청구항17~27의 동작을 컴퓨터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는 기록매

체를 얻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이상 설명한 본 발명의 오브젝트 내용관리방법, 오브젝트내용구조표시방법 및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은, 상술한 설

명으로 나타낸 순서에 따라서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실행하는 것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하

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ROM, MO, DVD등의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제공된다. 또는 네트워크

를 통해서 배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법(청구항30~32)는, 오브젝트별로, 그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스키머

정의로 정의된 자오브젝트의 리스트를 관리하고, 자오브젝트의 리스트가 자오브젝트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

의 인스턴스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자오브젝트로서 존재가능한 오브젝트를 유지하여 두고, 더하여, 각 오브젝트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오브젝트의 인스턴스인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자오브젝트로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옵젝트인지를

판별하는 판별정보를 유지하여 두고, 임의의 오브젝트를 개시오브젝트로 한 경우에, 개시오브젝트의 자오브젝트의 리스

트, 해당 자오브젝트의 리스트에 유지되는 각 오브젝트의 자오브젝트의 리스트, 그 자오브젝트의 리스트에 유지되어 있는

각 오브젝트의 자오브젝트의 리스트를 순차관리하는 것에 의해서, 개시오브젝트의 내용구조를 관리하기 때문에, 인스턴스

오브젝트의 구조와 스키머정의에 의한 구조를 조합하여 직감적으로 알기쉽게 표시하여, 조작성, 작업효율의 향상을 도모

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자오브젝트로서 존재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동일한 종류의 오브젝트별로 하나씩 관리하는

것에 의하여, 관리용 메모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만을 모오브젝트의 자리스트로 관리하고, 그이외의 선택지로 되는 오브젝트를 선택되어 있

는 자오브젝트의 선택지리스트중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자오브젝트로서 존재할 수 있는 오브젝트로서 관리하는 것에

의해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의 표시나, 편집을 행할때 표시를 보기쉽고, 편집의 조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청구항33~38)은, 오브젝트가 자오브젝트로서 유지하는 오브젝트를 트리

구조로 표시하고, 또한, 그 트리구조의 노드에 오브젝트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열을 표시하여 오브젝트구조를 표시하고,

표시되어 있는 트리구조로부터 선택된 오브젝트에 대해서 해당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속성의 종류와 값을 표시하는 것

으로, 해당 오브젝트의 내용과 구조를 표시하기 때문에, 인스턴스오브젝트의 구조와 스키머정의에 의한 구조를 조합하여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고, 조작성, 작업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을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오브젝트가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 인스턴스 오브젝트만이 아니고, 유지하고 있지 않아도 그 스키머정의로부터 유지

하는 것이 가능한 오브젝트를 종류별로 하나씩 트리구조내에 동시에 표시하고, 또한, 인스턴스 오브젝트와 그 이외의 오브

젝트를 별도의 아이콘으로 구별하여 표시하는 것에 의해, 더하여 시각적인 인식을 향상시키고, 조작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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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루트로 되는 오브젝트가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오브젝트가, 각각 도한 오브젝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트리

구조를 계층적으로 표시하고, 이때, 표시할 계층레벨을 지정하면, 실재하는 인스턴스 오브젝트이하, 지정한 계층레벨까지

를 표시하고, 그보다 하위 층의 구조를 생략하는 것에 의해, 조작성 및 작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자오브젝트의 종류의 스키머정의에 있어서, 복수종류의 오브젝트 중 어느하나를 갖을 수

있는 경우, 그 선택지의 모두를 자노드로서 트리구조중에 표시하고, 선택지 중 실제로 선택되어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선택되어 있는 그 외의 선택지와를 별도의 아이콘으로 구별하여 표시하는 것에 의해, 더하여 조작성, 작업효율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오브젝트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열을 지정한 후, 「검색」을 지시하면,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모두 하이라이트로 표

시하는 것에 의해서, 조작성, 작업효율의 향상을 더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자오브젝트의 종류의 스키머정의에 있어서, 동일한 종류의 자오브젝트를 복수개 갖는 것이

가능한 경우, 복수로 갖을 것이 가능한 최대수 또는 최소수의 자오브젝트를 트리구조 내에 표시하는 것에 의해, 조작성, 작

업효율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청구항39~46)은, 오브젝트가 자오브젝트로서 유지하는 오브젝트를 트리

구조로 나타내고, 또한, 그 트리구조의 노드에 오브젝트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열을 표시하여 오브젝트구조를 표시하고,

표시되어 있는 트리구조로부터 선택된 오브젝트에 대해서 해당 오브젝트가 갖을 수 있는 속성의 종류와 속성값을 표시하

는 것에 의해, 해당 오브젝트의 내용과 구조를 표시하고, 표시된 속성값에 대해서, 변경할 값을 입력하여 변경을 지정하면,

해당하는 오브젝트의 속성값을 입력치로 갱신하기 때문에, 인스턴스오브젝트의 구조와 스키머정의에 의한 구조를 조합하

여 직감적으로 알기 쉽게 표시하고, 조작성, 작업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는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트리구조중에 실재하는 오브젝트를 하나 지정한 후, 「인스턴스추가」를 지시하면, 동일한 종류의 오브젝트의 인스

턴스를 작성하고, 동일한 종류의 오브젝트를 지정한 오브젝트의 형제노드로서 트리구조 내에 표시하기 때문에, 조작성 및

작업효율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스키머정의에 의해서 복수로 갖는 것이 허락된 오브젝트와 허락되지 않은 오브젝트를 미리 표시색, 아이콘등으로 구

별하여 표시하고, 복수가 허락되지 않은 오브젝트에 대한 「인스턴스추가」의 지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작성 및 작

업효율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갖을 수 있는 오브젝트의 종류를 보이는 더미오브젝트를 하나 지정한 후, 「인스턴스추

가」를 지시하면, 더미오브젝트를 실제의 인스턴스로 변경하고, 트리구조내의 표시도 실제의 인스턴스를 나타내는 아이콘

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조작성 및 작업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지정된 더미오브젝트뿐만 아니라, 그 선조로 된 오브젝트가 더미오브젝트인 경우도, 이들을 차차로 실제의 인스턴스

로 변경하기 때문에, 조작성 및 작업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지정한 후, 「삭제」를 지시하면, 지정된 오브젝트가 복수로 존재한 경우에는 그 오브

젝트이하를 제거하여 트리구조의 표시에서 없애고, 그 오브젝트가 단일인 경우에는 그 오브젝트이하의 노드를 더미오브젝

트로 변경하여, 트리구조내의 표시아이콘을 변경하기 때문에, 조작성 및 편리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선택되어 있지 않은 선택지를 나타내는 더미오브젝트를 하나 지정한 후, 「선택변경」을 지시하면, 지금까지 선택되

어 있던 오브젝트를 선택지를 나타내는 오브젝트로 변경하고, 지정한 오브젝트를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로 변경하기 때

문에, 조작성 및 작업성의 향상을 더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편집된 오브젝트의 내용을 MPEG-7 또는 XML 등의 기술언어로 출력하기 때문에, 또한 작업성 및 편리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기록매체(청구항 47)는, 청구항 30~32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법을 컴퓨터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읽어들여 실행하는 것에 의하여, 청구항 30~32중 어

느 하나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관리방법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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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기록매체(청구항48)는, 청구항 33 ~ 38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을 컴퓨터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읽어들여 실행하는 것에 의해, 청구항33~38중 어느

한항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표시방법과 같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기록매체(청구항 49)는, 청구항 39 ~ 46중 어느 한항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을 컴퓨터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하고 있어, 그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읽어들여 실행하는 것에 의해, 청구항 39 ~ 46의 어

느 한 항에 기재된 오브젝트의 내용구조편집방법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컨텐츠관리방법(청구항 50)에 의하면, 하나의 컨텐츠를 복수의 데이타형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텐츠관

리방법에 있어서, 하나 또는 복수의 파일로 이루어진 오리지널 컨텐츠 데이타와, 그 오리지널 컨텐츠 데이타와는 다른 데

이타형식으로 표현한 복수의 데이타가 정리되어, 논리적인 하나의 컨텐츠로서 일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영상컨텐츠나

음성컨텐츠등 복수파일로 되는 긴 컨텐츠를 포함하는 보관된 각종 데이타종류의 컨텐츠에 대해서, 이용자는 데이타형식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한 단위로 컨텐츠를 취출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고, 논리적인 컨텐츠단위로 등록, 제거, 검색

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51에 기재된 발명에서는, 청구항 50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컨텐츠가 영상데이타 또는 음성데이타형식의

파일, 또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등록한 파일이 일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데이타형식을 의식하지 않고도

처리에 적절한 데이타형식의 컨텐츠를 취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간단한 파일을 자유롭게 정리하여 등록하여 두고, 취출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52에 기재된 발명에서는, 청구항 51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오리지널 컨텐츠의 파일과, 데이타편집, 내용

기술작업, 또는 배송에 적절한 데이타형식의 파일이 일괄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그와 같은 처리에 적합한 데이타

형식의 컨텐츠를 데이타형식을 의식하지 않고도 취출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53에 기재된 발명에서는, 청구항 51 또는 청구항 52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오리지널 컨텐츠의 등록이후,

논리컨텐츠를 특정한 처리요구에 따라서 요구된 처리에 적합한 데이타형식의 파일이 작성되거나, 또는 자유로운 타이밍으

로 미리 상정한 복수의 데이타형식 파일이 자동적으로 작성되므로, 처리에 적합한 데이타형식의 파일을 사람이 번거롭지

않게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54에 기재된 발명에서는 청구항 50 내지 청구항 53에 기재된 발명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오리지널 컨텐츠가

복수의 데이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복수의 오리지널 컨텐츠의 데이타로 이루어진 논리컨텐츠에 대한 각 데이타의 배당

위치와 배당길이를 관리하는 관리정보를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스트림으로서 전체가 정확히 연

결되어 논리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55에 기재된 발명에서는, 청구항 54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논리컨텐츠를 구성하는 오리지널 컨텐츠의 개

개 데이타가 하나의 파일의 일부이거나, 또는 오리지널컨텐츠의 개개 데이타 사이의 내용에 중복이 있어도 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의도에 맞춰 논리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청구항 56에 기재된 발명에서는, 청구항 50 내지 청구항

55에 기재된 발명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컨텐츠를 나타내는 내용기술정보로서, 속성이 기술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컨텐츠

가 어떤것인가를 용이하게 알수있고, 컨텐츠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데이타에 대한검색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57에 기재된 발명에서는, 청구항 56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논리구조를 갖는 표현형식으로 속성이 기술되

기 때문에, 컨텐츠가 더 이해하기 쉽게 된다. 또한, 청구항58에 기재된 발명에서는, 청구항 50 내지 청구항 55에 기재된 발

명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되는 데이타로서, 청구항 56 또는 청구항 57에 기재된 내용기술정

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내용기술정보가 대상인 논리컨텐츠로부터 내용기술정보를 취출할 수 있고, 따라서, 내용기술정

보가 취출되기 쉽게 된다.

또한, 청구항 59에 기재된 발명에서는, 청구항 50 내지 청구항 58에 기재된 컨텐츠관리방법중 어느하나를 실시하기 위하

여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착탈가능한 기록매체에 기억되기때문에, 그 기록매체를 지금까지 청구항 50 내지 청구항 58에

기재된 발명에 의한 컨텐츠관리가 가능한 퍼스널컴퓨터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장착하는 것에 의해, 그 정보처리장치에 있어

서도 청구항 50 내지 청구항 58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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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제1실시예의 영상구조정보의 일예를 보이는 개략구성도이다.

도 2는 도 1에 보인 컴퓨터의 블럭구성이다.

도 3은 제1실시예의 영상구조편집장치로 사용하는 구조정보의 구조예에 대한 설명도이다.

도 4는 제1실시예의 구조표시소프트웨어에 의한 구조편집화면의 표시예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5는 제1실시예의 구조표시소프트웨어에 의한 구조편집화면의 표시예를 보이는 설명도이다.

도 6은 영상스트림의 계층구조를 구조표시소프트웨어로 구조편집화면에 표시한 예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7은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 분할처리 및 패키지의 분할처리를 보이는 설명도이다.

도 8은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 분할처리 및 패키지의 분할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9는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의 분할처리 및 패키지의 분할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10은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의 분할처리 및 패키지의 분할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11은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의 경계이동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12는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의 경계이동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13은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의 경계이동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14는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의 경계이동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15는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의 경계이동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16은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의 경계이동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17은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의 경계이동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18은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 경계이동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19는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 머지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20은 제1실시예의 패키지계층상승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21은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계층하락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22는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계층상승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23은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제거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24는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제거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25는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제거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26은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제거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27은 제1실시예의 세그먼트제거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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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8은 제1실시예의 패키지제거처리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29는 분할위치나 이동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선분표시의 설명도이다.

도 30은 세그먼트분할처리를 행하기 위한 조작다이알로그의 예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31은 분할위치와 이동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선분표시의 설명도이다.

도 32는 세그먼트경계이동처리를 행하기 위한 조작다이알로그의 예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33은 프레임연결표시화면을 보인 설명도이다.

도 34는 본 발명의 개요를 보이기 위한 설명도이다.

도 35는 제2실시예의 오브젝트편집장치에 대한 블럭구성도이다.

도 36은 도 35에 보인 오브젝트 내용편집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모듈의 개략적인 기능블럭도이다.

도 37은 제2실시예의 스키머정의의 예로 한 메모리상의 관리상태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38은 도 37의 관리상태를 오브젝트내용구조표시모듈로 표시한 표시화면을 보인 설명도이다.

도 39는 오브젝트「CreationMetaInformation」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표시화면을 보인 설명도이다.

도 40은 선택지중에서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와, 그 외의 선택지의 오브젝트의 표시아이콘예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41은 제2실시예에서의 속성값 설정을 보인 설명도이다.

도 42는 제2실시예에서의 「인스턴스추가」의 예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43은 제2실시예에서의 「인스턴스추가」의 예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44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더미오브젝트의 MediaDuration을 실재하는 인스턴스로 추가하는 경우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45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더미오브젝트의 MediaDuration을 실재하는 인스턴스로 추가하는 경우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46은 실재하는 오브젝트를 제거하는 예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47은 실재하는 오브젝트의 선택변경예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48은 다른 실시예의 표시화면을 보인 설명도이다.

도 49는 다른 실시예의 표시화면을 보인 설명도이다.

도 50은 본 발명을 조직구조디자인규칙에 응용한 예를 보인 설명도이다.

도 51은 제3실시예의 일예를 보인 아이콘관리시스템의 블럭구성도이다.

도 52는 본 발명의 컨텐츠관리방법이 실시되는 정보처리장치의 하드웨어구성도이다.

도 53은 제3실시예의 일예를 보인 컨텐츠관리방법의 설명도이다.

도 54는 제3실시예의 일예를 보인 컨텐츠관리방법의 다른 설명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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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5는 제3실시예의 일예를 보인 컨텐츠관리방법의 다른 설명도이다.

도 56은 제3실시예의 일예를 보인 컨텐츠관리방법의 다른 설명도이다.

도 57은 제3실시예의 일예를 보인 컨텐츠관리방법의 동작플로우챠트이다.

도 58은 종래의 인스턴스 오브젝트의 구조와 오브젝트의 스키머정의에 의한 구조를 개별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보인 설

명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영상구조편집장치 (구조편집장치)

101 : 컴퓨터

102 : 표시화면

103 : 기억부

207 : 구조해석소프트웨어

208 : 구조편집소프트웨어

209 : 구조표시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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