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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방법,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장치

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 인트라넷, 이동통신망 등의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확대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표

시하기 위한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전송표시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디지털 확대 이미지를 제공하는 제공 방법 및 

장치에 있어서, 디지털 원본 이미지를 기초로 적어도 하나의 축소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 축소 이미지와 디지털 원본 

이미지를 각각 다수의 조각 이미지 파일들로 분할하여 저장하여 두고서, 클라이언트가 표시창에 현재 표시된 표시 이

미지의 특정 영역을 지정하여 그 영역의 확대 표시를 요청하면, 이 요청 신호에 따라 확대 요청 영역의 이미지를 구성

하는 데 필요한 적어도 하나의 조각 이미지 파일을 서버 측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측으로 전송함으로써, 전송된 조각 

이미지 파일들이 조합되어 표시 이미지를 이루도록 하는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구성을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측으로부터의 이미지 확대 요청 또는 이미지 이동표시 요청 시에 서버측에

서 수행하는 복잡한 연산과정을 대폭으로 줄일 수 있게 되어, 동시 접속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사용자 환경을 개선시킨

안정적인 서버를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플래시픽스 포맷(FlashPix Format: FlashPix는 Digital Image Group:DGI의 상표명)을 사용하는 이

미지 서버에서의 이미지 처리개념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은, 본 발명의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방법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처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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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장치에서 디지털 원본 이미지를 가지고, 디지털 축소 이미지 및 조각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도시한 처리 흐름도,

도 5는, 클라이언트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장치에 접속하여 이미지를 열람하는 과정과 그때의 처

리과정을 도시한 처리흐름도,

도 6a 내지 도 6d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방법에 기초하여 구성된 실시예에서, 2차원 표시영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관찰하는 상태의 캡쳐 화면,

도 7a 내지 도 7c는 도 6d의 도면에서 표시 이미지를 패닝(panning)하면서 관찰하는 상태의 캡쳐 화면,

도 8a 내지 도 8d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방법에 기초하여 구성된 실시예에서, 3차원 입체표시영

상(3차원 오브젝트 영상)을 회전시키며 관찰하고 있는 상태의 캡쳐 화면,

도 9a 내지 도 9c는 도 8d의 화면에서 클라이언트가 특정영역을 지정하여 확대 이미지를 요청함에 따라 수신된 확대 

이미지를 관찰하고 있는 상태의 캡쳐 화면이고, 도 9d는 도 9c를 패닝하며 관찰하고 있는 상태의 캡쳐 화면,

도 10a 내지 도 10d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방법에 기초하여 구성된 실시예에서, 3차원 입체공간

영상(3차원 파노라마 영상)을 회전시키며 관찰하고 있는 상태의 캡쳐화면, 그리고,

도 11a 내지 도 11d는 도 10a 내지 도 10d 중 어느 하나의 화면에서 이미지 확대 표시를 요청함에 따라 얻은 화면을 

상하 좌우로 패닝하면서 관찰하는 상태의 캡쳐화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1': 클라이언트 단말기

2: 데이터 통신망 3: 서버 단말기

11, 111: 표시 창(표시 영역) 12, 112: 확대 요청 영역

13, 113: 이동 표시 영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 인트라넷, 이동통신망 등의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확대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표

시하기 위한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전송표시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해 서버 측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측으로 제공되는 문서(특히, HTML 문서)에는 다양한 형태

의 이미지 파일이 삽입 표시되는 바, 이러한 이미지 파일은 텍스트 파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데이터 용량이 크기 때문

에, 이미지 파일의 크기 및 표시 방식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특정 파일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고 나서 해당 파일의 전부

를 표시하는 데까지의 시간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최근에는 서버 컴퓨터의 고성능화, 데이터 압축 기술의 발전, 전송로의 물리적 성능 개선 등에 힘입어, 인터넷 사용자

들의 고속화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는 충족되고 있다. 그러나, 통신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의 요구 수준 역

시 높아지게 되어, 더욱 품질 수준이 높은 이미지를 보다 빨리 받고자 하므로 기본적인 요구는 여전하다 할 수 있다.

인터넷 웹 페이지 등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와 기술의 한계를 절충하는 수단으로, 다수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웹

페이지 문서에 다수의 손톱이미지(Thumbnail Image) 개체를 먼저 표시하고, 그 중 사용자가 선택하여 확대표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만 그 손톱이미지에 링크된 확대 이미지 데이터를 전송하여 사용자의 화면에 표시시키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전송을 생략한다는 점에

서 이미지 데이터 전송량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여행 및 관광안내 사이트 등 삽입된 이미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웹 사이트의 방문자들,

그리고 국방관련 촬영 이미지 분석자나 의료관련 촬영 이미지 분석자들은, 문서의 일부로 삽입된 이미지에 대해서 특

정 부분을 지정하여 촬영대상에 대한 상세 관찰을 원하고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구의 실현은 게시된 이미지에 대한 

부분 확대 기능을 부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전송데이터의 용량을 줄이면서도 문서 열람자의 특정 이미지에 대한 

확대 관찰요구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특정 이미지에 대한 부분 확대 표시 방법을 제공하는 종래 예로는, 현재는 엠지아이소프트(MGI Software Corporati

on)사로 흡수 합병된 미국의 라이브 픽쳐(Live Picture Inc.)사(www.mgisoft.com)에서 개발하였고, 세계적으로 판

매되고 있는 "라이브 픽쳐 이미지 서버(Live Picture Image Server: 이하 간략히 '이미지 서버'라고 함)"가 있다.

이 "이미지 서버"는, 대용량 이미지의 네트웍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서버용 도구로서, 클라이언트가 열람을 요청하는 

대용량 이미지를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측으로 효율적으로 전송하려는 목적에서 개발된 것이다. 이 이미지 서버는 

이미지 파일의 데이터 포맷로서 "플래시픽스 파일 포맷(FlashPix file format 또는 IIP: Internet Imaging Protocol)"

을 사용한다. 플래시 픽스 파일 포맷은 다중의 해상도를 가지는 디지털 이미지 파일 포맷으로서, 라이브 픽처 사(Live

Picture, Inc.), 이스트맨 코닥사(Eastman Kodak), 휴렛 패커드(Hewlett-Packard)사 및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사에 의해 공동 개발되어 표준 포맷으로 공개된 것이다. FlashPix 파일 포맷(확장자 FPX)은 디지털 이미지를 다중 해

상도 이미지를 포함하는 단일의 이미지 파일로서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플래시 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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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포맷은 피라미드 형 다중의 해상도를 가지는 이미지들을 모두 포괄하는 대형의 단일 파일 형태이다. 원본 이미

지에 비해서 그 용량은 33% 정도 더 크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하나의 파일에 포함되는 각각의 해상도별 이미

지는 각각 "타일(tile)"이라는 개념의 부분이미지 별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데이터 처리된다. "타일"은 하나의 대상 이미

지를 개념적으로 일정한 크기(64*64 pixel)로 분할하여 각각에 대한 단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플래시 픽스 포맷 파

일의 데이터 일부이다. 플래시픽스 파일 포맷에서는 "구조화된 스토리지(Structured Storage)" 및 "스트림(Stream)" 

이라는 개념에 따라 이미지 데이터와 설명 정보를 하나의 파일로 구조화하여 일체화한다(Structured Wrapper). 여기

서, 스토리지는 마치 Windows OS 시스템에서의 OLE 저장 포맷에서 사용하는 폴더라는 개념에 대응되며 스트림은 

파일이라는 개념에 대응된다. 이러한 이유로, 플래시픽스 파일 포맷은 "파일 내의 파일시스템 (file system in a file)"

이라고도 불리운다. 이상의 FlashPix 파일 포맷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것은 Eastman Kodak Company의 1996년 

발간 "FlashPix Format Specification"을 참고하기 바란다.

도 1은, 이 플래시픽스 포맷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 확대 이미지를 제공하는, 전술한 이미지 서버에서

의 이미지 처리 과정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이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미지 서버(300)는 중층 구조의 해상도를 가지는 다수의 이미지가 포함된 FlashPix 파

일 포맷의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고 있으며, 이미지 제공용 웹 페이지에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이 중 가장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레벨 1)를 클라이언트에게 초기 표시 이미지로서 제공한다(①). 그후, 클라이언트가 표시된 이미지의 특

정부분에 대한 확대를 요청하면, 이 요청을 받아서 현재 표시되는 이미지보다 한 단계 높은 해상도(레벨 2)로 준비된 

이미지로부터 그 지정된 부분을 포함하는 이미지를 추출하고 추출된 이미지를 기초로 전송될 이미지 파일을 구성한

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이미지 파일을 클라이언트 측으로 전송하여 사용자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다(②).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보다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③). 이러한 확대 이미

지 제공방법에 의하면,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인터랙티브하게 반응하여 현재 이미지의 일부에 대한 확대이미지를 전

송하여 표시하는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플래시 픽스 파일 포맷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타일 개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송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개기술로는, 미국특허 5,968,

120(출원인 OLiVR Corporation Ltd.: 1997년 7월 Live Picture로 흡수합병)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의 이미지 서버 구성 방식은 몇 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 첫째는 클라이언트가 특정 부분에

대한 확대를 요청할 때, 이 요청에 대한 처리절차에서, 현재 이미지 보다 해상도가 한 단계 높은 이미지로부터 지정한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을 추출하는 절차와, 추출된 부분만으로 전송에 적합한 새로운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는 절차

를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절차는 인코딩 등의 데이터 처리과정을 포함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연산

절차가 요구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로부터 확대 이미지 전송 요청을 받아 응답을 할 때까지 소요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응답지연은 이미지 서버에의 접속자 수가 증가할수록 매우 현저

하게 증가한다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두 번째 단점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한 비교적 불만족스럽지 않은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이미지 서버

를 설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응답시간을 줄여서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게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산처리속도를 단축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로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속 고용량

의 서버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고가의 서버 설비를 두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단점은, 클라이언트의 패닝 제어 요청 등에 의해 표시 이미지에 대한 표시 영역 이동 요청이 자주 있을 될 때

에, 클라이언트 측의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네트웍을 통해 서버로부터 클라이

언트로 전송된 이미지 데이터(이미지 타일 데이터들)는, 사용자가 이미지를 열람하는 동안만 버퍼 등의 임시기억장치

에 임시 기록될 뿐이며 기억장치에 저장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가 보고 있는 이미지가 많은 타일을 포

함하는 고해상도의 이미지인 경우(타일의 수는 레벨의 증가에 따라 4배로 늘어남), 버퍼에 임시기록된 이미지 데이터

가 소실되어 재전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그 결과, 이미지 서버의 부하나 데이터 전송량의 저감 등에 기

여하는 정도가 더욱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 사용자 환경이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서, 클라이언트가 확대 표시된 이미지를 패닝(panning)하려는 경우(대부분, 열람자가 표시 이미지

를 클릭한 상태에서 상하좌우로 끌거나(drag) 또는 패닝용 제어판을 누를 때 이에 반응하여 표시 이미지의 표시영역

이 이동하도록 이루어진다)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가 고해상도의 대형 이미지에 대해 상세 관찰을 위

해 이리저리 표시 이미지를 끌어 패닝 제어를 빈번히 행하면(도 1의 111영역에서 113영역으로 표시영역을 변화시킬 

때), 이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확대 이미지의 표시 요청 영역도 연속하여 빠르게 변화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

가 확대 이미지의 넓은 영역의 관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버퍼 등의 임시기억장치에 임시기록될 뿐 이미지 파일로서 

캐시 기억장치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기수신된 이미지 데이터는 소실되므로 이미지 서버로 재전송을 요청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지 서버에서의 연산(표시될 이미지 데이터의 추출, 추출된 이미지로부터 표시될 이미지 파일의 생성, 

생성된 이미지 파일의 전송을 위한 연산, 예를 들면, 도 1의 ④를 추출하는 연산 과정)도 반복되게 된다. 결국, 사용자

의 요청에 따른 응답지연 현상을 피할 수 없고, 이미지 서버는 이러한 클라이언트들의 요구를 수용할 정도로 고성능을

발휘해야 하므로 응답속도가 높은 더욱 고가의 서버측 장비가 설비되어야 하는 단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종래 기술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데이터 통신망을 통하여 확대 이미지를 제

공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측으로부터의 이미지 확대 요청시에 수행되는 서버측에서의 복잡한 연산과정을 대폭으로

줄일 수 있고, 동시에, 클라이언트 측에서의 확대 이미지에 대한 빈번한 표시 위치 이동 제어(패닝 제어)를 요청할 때 

이미 수신되어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처리 속도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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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환경을 개선하고, 다수 클라이언트가 동시 접속하여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 이미지 

제공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확대 이미지 제공을 위해 서버 측에 요구되는 부하를 경감하고 또한 분산시키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서버를 구성하기 위한 설치비용(장비구입비)을 대폭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 이미지 제공방법 및 장

치를 제공하는 것을 다른 기술적 과제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전술한 기술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확

대 이미지를 제공하는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 방법에 있어서, 디지털 원본 이미지 파일(Level=N)을 기초로 이 원본

이미지 파일보다 낮은 해상도를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축소 이미지 파일(Level=N-1 ~ Level=1)를 생성하는 단계와

, 상기 디지털 원본 이미지 파일과 상기 각각의 축소 이미지 파일(Level=1은 제외될 수 있음)을 다수의 조각 이미지 

파일로 분할하는 단계와, 상기 다수로 분할 생성된 조각 이미지 파일 각각을, 이미지 축소 수준을 지시하는 축소 레벨 

정보 및 분할 전 전체 이미지에서의 위치를 지시하는 위치 정보와 함께 서버측의 기록장치에 저장하는 단계와, 클라

이언트가 이미지 표시를 요청함에 따라, 상기 축소 이미지 파일 중 최종레벨의 축소 이미지 파일(Level=1)를 초기의 

표시 이미지로 제공하는 단계와, 클라이언트가 표시창에 현재 표시된 표시 이미지(Level=r, 1 ≤r ≤N-1)의 특정 영

역을 확대 요청 영역으로 지정하여 그 영역의 확대 표시를 요청하면, 이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요

청 신호에 따라, 확대 요청 영역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적어도 하나의 조각 이미지 파일(Level=r+1)를 서버

측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측으로 전송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측에서 전송된 조각 이미지 파일을 조합하여 표시 이미지

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 

방법 및 이러한 방법을 실행하는 데 적합한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

르면,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확대 이미지를 제공하는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장치

에 있어서, 모자이크 조합되어 전체 표시 영상을 형성하는 해상도가 높은 조각 이미지 파일들과, 이 이미지 파일들로

부터 생성되며 역시 모자이크 조합되어 전체 표시 영상을 형성하는 해상도가 낮은 조각 이미지 파일들과, 이들 조각 

이미지 파일들 각각의 축소레벨정보와 조각 이미지들 사이의 위치정보를 기록 저장하는 기록저장수단과, 클라이언트

측의 사용자로부터 표시 이미지 중 특정 영역을 지정한 확대 요청 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특정 영역의 이미지 확대 표

시에 필요한 해상도가 높은 조각 이미지 파일들을 상기 기록저장수단으로부터 읽어 내어 클라이언트 측으로 제공함

으로써, 확대 이미지가 구성되도록 하는 이미지 전송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장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구성의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 방법 및 제공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측으로부터의 이미지 확대 

요청시에 수행되는 복잡한 연산과정을 생략하고서도 디지털 확대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서

버의 구성을 간단히 하였고, 서버의 응답속도를 개선하였으며, 클라이언트 동시 접속 수용력을 높일 수 있게 되어, 디

지털 이미지 제공용 서버 구축 비용 및 서버 증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확대 이미지(level=r', 2≤r'≤N)를 열람하고 있는 상태에서 클라이

언트가 표시창에 현재 표시된 영역을 이동시키도록 이동 표시 영역을 지시하여 이동 표시를 요청하면, 이 요청 신호를

기초로 지정된 이동 표시 영역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조각 이미지 파일(Level=r') 중 기열람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서버 측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측으로 추가 전송함으로써, 이미 전송된 조각 이미지 파일와 추가로 전송된 조

각 이미지 파일이 조합되어 이동 표시 영역의 이미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전송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 방법 및 이 방법을 실행하는 데 적합한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장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구성의 본 발명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클라이언트 측에서의 빈번하게 표시 요청 영역을 이동시키는 제어를 

요청하여도 서버측에서는 별도의 연산과정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구나, 본

발명에서는 전체 표시화면을 다수의 조각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모자이크 조합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캐시 기

억장치에 저장된 조각 이미지 파일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네트웍을 통한 데이터 전송량을 대폭으로 줄일 수 있고, 클

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한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등에 의해 사용자 환경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술한 본 발명의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 방법 및 장치에서, 상기 축소 생성된 축소 이미지 파일을 분할함으

로써 생성되는 조각 이미지 파일은, 모든 레벨에서 동일한 크기로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조각 이미지는 균일한 크기로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동일한 크기로 구성함으로써, 서버측에서의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고, 동시에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디지털 원본 이미지 파일 및 축소 이미지 파일(Level=1~N)은 각각 

사용자가 열람하였을 때 순차적으로 대체 표시되어 3차원 오브젝트 영상을 형성하는 일군의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

공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속 촬영된 다수의 개별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대체 표시할 때 발생하는 3차원 입체표시효과를 이용하여 

3차원 입체영상을 제공하는 기술에 본 발명의 확대 이미지 제공기술을 결합시킴으로써, 3차원 입체표시영상(3차원 

오브젝트 영상)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특정 프레임의 특정 위치를 지정하여 확대 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클

라이언트가 잦은 표시상태 변경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높은 응답속도로 양질의 3차원 입체표시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디지털 원본 이미지 파일(Level=N)은 파노라마 촬영에 의해 

얻어지는 다수의 이미지 파일을 조각이미지로 분할한 후 모자이크 조합하여 얻어지며, 상기 디지털 원본 이미지 및 

축소 이미지 파일(Level=1~N)은 3차원 파노라마 영상을 형성하는 다수의 조각 이미지 파일의 조합함으로써 생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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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공간 내에서 카메라를 회전시키며 파노라마식 촬영을 하여 다수의 이미지 파일을 얻은 후, 이 이미지

파일 각각을 다수의 조각이미지 파일로 분할한 후 모자이크 조합함으로써 연속 이미지로 결합하여 전체 공간에 대한 

조합영상을 만들고, 이 조합 영상을 연속적으로 표시할 때 발생하는 3차원 입체공간효과를 활용하는 3차원 파노라마 

영상 기술에 본 발명을 결합시킴으로써, 3차원 입체공간 영상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특정 부분을 선택하여 확대 표

시 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클라이언트가 잦은 표시상태 변경요청을 하더라도 높은 응답속도를 가지고 3차원 입체 

공간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성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확대 이미지 전송 방법이 실현되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라 확대 이미지를 제공하는 서버(3)에는 원본 이미지 파일(도 2에서는 Img 300)을 기초로 이

미지 픽셀수를 줄여가면서 단계적으로 축소 이미지 파일(Img 200, Img 100)이 생성되어, 원본 이미지 파일과 함께 

다중으로 저장된다. 그리고, 저장되는 축소 단계별 이미지 파일(Img 100, Img 200, Img300) 각각은 하나의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다수의 조각 이미지 파일을 조합하여 전체 이미지를 형성하는 형태로(예를 들면, Img 211, Img 212, 

Img 221, Img 222를 조합하여 Img 2를 생성)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구성은 원본 이미지(예를 들면, Img 300) 및 다

른 단계의 축소 이미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해상도가 가장 낮은 상태로 제작되어 클라이언트가 열람하는 

초기 표시 이미지로 제공되는 이미지 파일(Img 100)은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모든 조각 이미지와 각각의 이미지 사이의 관계가 설정된 후, 클라이언트(1)는 인터넷, 인트라넷, 무선

인터넷 등을 통해 서버(3)에 접속하여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다. 이때, 클라이언트(1)는 제공된 표시창(11)을 통해 초

기 표시 이미지(Img 111=Img 100=Img 1)를 우선적으로 열람하게 된다(①). 그리고, 이 초기 표시 이미지를 열람하

던 중 클라이언트가 특정 부분에 대한 보다 상세한 관찰을 원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확대를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이미지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에 의한 이미지 확대 열람 과정을 도 2에 도시된 내용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클라이언트가 도 2 하단의 좌측 첫 번째 화면을 초기 화면으로 열람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영역(흐릿하게 표시된 

부분)을 확대 요청 영역으로 지시하여 이미지 확대 표시를 요청하면, 서버(3)는 현재 표시 이미지(Img 1) 보다 1 레벨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Img 200)를 구성하는 조각 이미지 파일 중, 지정된 영역을 표시하는 데 필요한 조각 이미지 파

일(Img 211, Img 212, Img 221, Img 222)을 순차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여 도 2 하단의 좌측 두 번째 화면에

도시된 바와 같은 지시된 부분에 대한 확대 이미지(Img 2)를 제공한다(②).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이 표시 이미지(Img 2)에서 또 특정영역을 지정하여 해당 영역에 대한 이미지 확대를 요청하면

, 서버(3)는 현재의 표시 이미지(Img 2)보다 1 레벨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Img 300)를 구성하는 조각 이미지 파일 중,

지정된 영역을 표시하는 데 필요한 조각 이미지 파일(Img 311, Img 312, Img 321, Img 322)을 순차적으로 클라이언

트에게 전송하여 도 2 하단의 좌측 세 번째 화면에 도시된 바와 같은 지시된 부분에 대한 확대 이미지(Img 3)를 구성

하여 제공한다(③). 이러한 확대 절차는 이미지 레벨을 몇 개의 단계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정해지지만 최상의 해상도

를 가진 최종의 이미지(Img N)를 표시할 때까지 반복된다.

한편, 클라이언트가 표시 이미지를 관찰 중 현재 표시되고 있는 영역을 이동(패닝)시키고자 할 경우, 마우스로 해당 

화면을 끌거나(Drag) 또는 별도로 제공되는 제어판의 패닝 제어 단추를 클릭하여 표시영역에 대한 이동요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2 하단의 좌측으로부터 3번째 표시 이미지(Img 3)를 나타내는 표시영역을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시켜 

표시 이미지 Img 3'을 관찰하고자 한다면, 이동된 표시영역(이미지 Img3')을 구성(④)하기 위해 필요한 조각 이미지 

파일(Img 321, Img 322, Img 331, Img 332)을 산출하고, 이 조각 이미지 파일 중 클라이언트가 이미 받아 놓지 않은

이미지 파일(Img 331, Img 332)만을 새롭게 전송 요청한다. 이때, 조각 이미지 파일 Img 321, Img 322는 확대 이미

지 파일 Img 3을 열람하려 할 때 이미 수신하여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하고 있을 것이므로 캐시 기억장치에서 삭제되

지 않은 한 새롭게 전송 요청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서버 측에 확대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조각 이미지 파일을 미리 준비하여 두고서, 그 중 클라이언

트가 화면 표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조각 이미지 파일만을 즉각 전송하므로, 이미지 추출, 생성 등의 복잡한 연

산과정이 거의 생략된 상태로 확대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다.

도 3은 전술한 개념의 확대 이미지 제공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확대 이미지 제공장치의 구성을 간략한 형태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이하, 도 3과, 도 4에 도시된 확대 이미지 제공장치에서의 제어순차를 참고하며, 본 발명의 작동과정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도 3에서 본 발명의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장치(3)는 인터넷 등의 통신망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송수신 처리하기 위

한 네트웍 접속처리기(31), 클라이언트에게 웹 페이지를 통해 이미지를 제공하는 웹 서버(32), 클라이언트에게 전자 

메일,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이미지를 제공하는 메일 서버(33) 등의 기본적인 구성을 구비한다. 웹 서버 및 메일 서버

를 이용하여 2차원 이미지 및 3차원 입체표시영상, 3차원 입체공간영상을 포함한 파일을 제공하는 방법 및 사례에 대

해서는 본 출원인이 서비스하는 웹 사이트(www.humandream.com)를 포함하여, 종래 기술란에서 언급한 웹 사이트

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자 카탈로그에 3차원 영상을 삽입하여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본 

출원인에 의한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10-2000-0047119호를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장치(3)는 원본 이미지 수신수단(34), 축소 이미지 생성수단(35), 조각 이

미지 생성수단(36), 이미지 전송 제어수단 (37)을 또한 포함하며, 자신이 관리하는 기록저장장치(30) 내에 도 2를 참

고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과정에 의해 생성된 조각 이미지 파일와 원본 이미지 파일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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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이미지 수신수단(34)은, 도시 생략한 디지털 카메라, 스캐너와 같은 외부장치로부터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수

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통신하며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제어 수단(드라이버)을 구비하도록 구성할 필요

가 있으며, 그 외에도 네트웍 접속처리기(31)를 통해 인터넷, 인트라넷, 무선 통신망에 접속함으로써, 네트웍에 접속

된 다른 컴퓨터로부터 얻을 수도 있다(단계 S1).

이렇게 원본 이미지 파일을 수신하여 그 데이터를 기록 저장장치(30)에 기록한 후, 축소 이미지 생성수단(35)은 사전

에 설정된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축소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사전 설정되는 파라미터로는, 이미지 확대 레벨 개수(N), 각 레벨별 전제 조각 이미지 개수(가로 이미지 개수(rt) × 세

로 이미지 개수(ct)) 등이며, 레벨별 이미지 축소비율(s)의 설정은 관리자 등에 의해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설정 결과는 기록 저장 장치(30)의 관리자 영역에 저장된다(단계 S2).

이러한 설정이 완료된 후에 원본 이미지 파일이 입력되면, 원본 이미지의 가로 픽셀수(rs) 및 세로 픽셀수(cs)가 산출

된다(단계 S3). 관리자에 의해 전술한 축소비율(s)이 설정되고, 가로 및 세로 픽셀수(rs, cs)가 산출되면, 원본 이미지

를 N단계로 설정하고(단계 S4) 이후 단계적으로 생성될 축소 이미지를 차례로 N-1 단계 , N-2 단계, ‥, 2단계라고 

설정하면서 원본 이미지 파일(Img 300)로부터 그 보다 픽셀수가 적은 축소 이미지 파일(예, Img 200, Img 100)을 연

속적으로 생성한다(단계 S5). 이러한 과정은 최종의 축소 이미지 파일(Img 100)이 생성될 때까지 계속되며(단계 S10

), 이때, 생성될 축소 이미지가 가지는 픽셀수는 가로 방향 및 세로 방향에서 각각 rs*s와 cs*s가 된다.

조각 이미지 생성수단(35)은, 원본 이미지 및 축소 이미지 생성수단(34)에 의해 생성된 축소 이미지를 가로 방향 픽셀

수 및 세로 방향의 픽셀수가 각각 rs/rt 및 cs/ct인 다수의 조각 이미지로 등분한다(단계 S8). 그리고, 동일한 크기의 

다수로 분할된 조각 이미지는 독립된 이미지 파일로서 생성되어 해당 이미지에 대한 파라미터들과 함께 기록장치(30)

에 저장 기록된다(단계 S9). 이때, 모든 레벨에서의 조각 이미지 파일을 모두 동일한 크기(픽셀 기준)로 제작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축소 이미지 생성수단(34)에 의해 단계적으로 축소 이미지을 생성하고, 조각 이미지 생성수단(35)에 의해 

생성된 축소 이미지을 다수의 동일 크기의 조각 이미지로 분할하여 파라미터와 함께 기록저장장치(30)에 독립된 조각

이미지 파일로서 저장하는 과정은 최종 단계의 축소 이미지 파일(Img 100)이 생성되어 저장될 때(단계 S7에서 N=1

일 때)까지 반복된다(단계 S10, S12).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원본 이미지 및 축소 이미지가 준비되고, 원본 이미지 및 축소 이미지가 각각 조각 이미지 파

일로 생성되어 기록저장장치에 저장되면, 일단 클라이언트를 위한 모든 준비는 마친 것이 된다.

이미지 전송 제어수단(37)은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32) 또는 메일 서버(33)에 의해 제공된 이미지 파일을 열람하고, 

해당 이미지 파일의 일부를 지정하여 이미지 확대를 요청하거나, 또는 이미지 표시 영역의 이동 표시(패닝)를 요청하

는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이미지 확대 표시 또는 이미지 이동 표시를 위해 필요한 조각 이미지 파일을 클

라이언트 측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어를 수행한다. 이미지 전송 제어수단(37)은 웹 서버(32)의 기능 일부로 통합될 수

도 있다.

도 4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서버측에 접속하여 이미지 파일을 열람하고 나서, 상세 관찰 등을 목

적으로 이미지 파일의 특정 영역을 지정하여 이미지 확대 요청 또는 이미지 이동 표시를 요청한 경우에, 뷰어측에서 

이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는 순차를 도시한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본 발명에 의해 이미지 확대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미지 파일을 열람하게 되면(단계 S21), 이미지 확대

를 위한 클라이언트 측 처리를 수행할 뷰어를 초기 이미지 파일과 함께 다운로드 하게 된다(단계 S22). 이 뷰어용 프

로그램은 자바 애플릿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클라이언트는 도 6a, 도 8a, 도 10a에 도시된 것과 같은 예의 표

시창을 통해 제공되는 초기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단계 S23).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표시창과 함께 제공되는 제어판의 제어용 아이콘 또는 이미지를 마우스로 직접 클릭함으로써, 

이미지 확대 표시 요청, 이미지 이동 표시 요청 등의 필요한 제어를 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도 6a에 도시된 제어판의 + 아이콘을 누르면, 마우스 커서 위치를 중심으로 확대 후에 표시

될 영역에 대한 윤곽이 표시되고, 마우스를 이동하여 확대가 필요한 영역을 지정함으로써, 서버에 대하여 이미지 확

대를 요 청하게 된다(단계 S24).

이미지를 열람중인 클라이언트로부터 이미지 확대 요청이 있으면, 뷰어는 현재 표시 이미지(Img 100) 보다 높은 해

상도 단계로 준비된 조각 이미지 파일들(예, Img 200) 중에서 클라이언트가 확대 요청 영역으로 지정한 영역을 확대

하는 데 필요한 조각 이미지 파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단계 S25), 확대 요청 영역의 확대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필

요한 조각 이미지를 서버측으로부터 다운로드 한다(단계 S26). 이때, 뷰어는 표시 이미지와 함께 전송된 이미지 파라

미터를 참조하여 확대 요청 영역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조각 이미지를 판단한다.

도 6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표시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확대 열람하고 있는 상태를 캡쳐한 화면이다. 이 화면에

서 확대 요청 영역은 마우스 커서를 중심으로 윤곽선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 영역의 형상은 표시창의 형상이 변화

함에 따라 원형이나, 삼각형이나, 또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등 어느 것일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확대 이미지를 열람하고 있는 동안 현재 표시된 영역 밖의 이미지를 열람하고자 한다면, 마우스 커서로

이미지를 집은 후, 좌우로 패닝하여 표시 이미지를 이동시키며 열람할 수 있다(단계 S27).

이 경우, 뷰어는 이동된 표시영역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조각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해당 조각 이미지를 추

가로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표시창에 표시한다. 도 2에 도시한 도면에서 하단의 좌측 3번째 화면을 구성하는 데 필요

한 이미지 파일은 Img 311, Img 312, Img 312, Img 322였지만, 클라이언트가 이미지를 패닝하여 이동 표시 영역(13

)을 새로 지정하면, 이 요청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조각 이미지 파일 Img 321, Img 322, Img 331, Img 332이 필

요하게 된다. 뷰어는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이동 표시 영역(13)을 확대 이미지 창에 투영함으로써 필요한 조각 이미지 

파일을 판단하고(단계 S28), 이미지 이동 표시에 필요한 추가 이미지로 조각이미지 파일Img 331, Img 332를 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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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하여 이동요청화면(13)을 구성한다(단계 S29).

한편, 클라이언트가 다시 조금전의 화면으로 이동한다면, 이때에는 다시 조각이미지 파일 Img 311, Img 312를 다운

로드 하여 이동화면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조각 이미지 파일은 조금전의 열람시에 이미 다운로드 받았

으므로, 캐시 기억장치에 기억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이동요청화면(13)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현재의 표시화면에서 특정 영역을 지정하여 보다 상세한 확대 표시를 요청한다면, 그 다음 단계의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 파일들로부터 확대 요청 영역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조각 이미지 파일을 판단하고, 해당 조각 

이미지 파일을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표시화면을 구성한다. 이하의 과정은 전 단계의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 파일

을 확대 표시할 때의 처리과정과 동일하다(단계 S30 -> 단계 S25).

도 8a 내지 도 8d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방법에 기초하여 구성된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가 3차

원 입체표시영상(3차원 오브젝트 영상)으로 구성된 초기 표시 화면을 돌려보면서 열람하고 있는 상태의 캡쳐 화면이

며, 이 경우에도 도 9a 내지 도 9c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가 표시 화면의 일부를 지시하여 이미지 확대를 요

청함에 따라 확대 이미지 파일을 단계적으로 수신하여 확대된 3차원 입체표시영상(3차원 오브젝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도 9d에 도시한 바와 같이 표시 영역을 이동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물론 도 8a 

내지 도 8d에 도시한 이미지 각각에 대해서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은 형태로 확대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도 10a 내지 도 10d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방법에 기초하여 구성된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가 3

차원 입체공간영상(3차원 파노라마 영상)으로 구성된 초기 표시 화면을 돌려보면서 열람하고 있는 상태를 캡쳐한 화

면이다. 이와 같은 표시화면에서 클라이언트는 제어판의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또는 직접 이미지를 패닝하는 방법으로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노라마 입체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도 11a 내지 도 11d는 도 10a 내지 도 10d 중 

어느 하나의 화면에서 이미지 확대 표시를 요청하여 확대 이미지를 얻은 상태에서 화면을 상하 좌우로 패닝하면서 관

찰하는 상태의 캡쳐화면이다. 이와 같이 3차원 파노라마 영상에 대해서 확대 이미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도 10에 

도시된 이미지 파일을 구성하도록 작성된 다수의 조각 이미지 각각에 대해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확대 이미지를 

준비하여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 방법 및 제공장치에 대한 구성을 설명하

였다. 그러나,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자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변형실시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은 구성의 본 발명을 통해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서 확대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측으로부

터의 이미지 확대 요청 또는 이미지 이동표시 요청 시에 서버측에서 수행하는 복잡한 연산과정과 불필요한 재전송 절

차를 대폭으로 줄일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서버를 제작할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 측에서의 이미지 확대 또는 이미지 표시 위치 이동 요청을 할 때, 서버측에서의 복잡한 연산과정과 

불필요한 데이터 재전송 과정이 생략되므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 신속히 응답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르면, 다수 클라이언트가 동시 접속하여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서버를 구성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확대 이미지를 제공하는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 방법에 있

어서,

디지털 원본 이미지 파일(Level=N)을 기초로 이 원본 이미지 파일보다 낮은 해상도를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축소 이

미지 파일(Level=N-1 ~ Level=1)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디지털 원본 이미지 파일과 상기 각각의 축소 이미지 파일(Level=1은 제외될 수 있음)을 다수의 조각 이미지 파

일로 분할하는 단계와,

상기 다수로 분할 생성된 조각 이미지 파일 각각을, 이미지 축소 수준을 지시하는 축소 레벨 정보 및 분할 전 전체 이

미지에서의 위치를 지시하는 위치 정보와 함께 서버측의 기록장치에 저장하는 단계와,

클라이언트가 이미지 표시를 요청함에 따라, 상기 축소 이미지 파일 중 최종레벨의 축소 이미지 파일(Level=1)을 초

기의 표시 이미지로 제공하는 단계와,

클라이언트가 표시창에 현재 표시된 표시 이미지(Level=r, 1 ≤r ≤N-1)의 특정 영역을 확대 요청 영역으로 지정하

여 그 영역의 확대 표시를 요청하면, 이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요청 신호에 따라, 확대 요청 영역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적어도 하나의 조각 이미지 파일(Lev

el=r+1)을 서버 측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측으로 전송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측에서 전송된 조각 이미지 파일을 조합하

여 표시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확

대 이미지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확대 이미지(level=r', 2≤r'≤N)를 열람하고 있는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표시창에 현재 표시된 영역을 이동시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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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동 표시 영역을 지시하여 이동 표시를 요청하면,

이 요청 신호를 기초로 지정된 이동 표시 영역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조각 이미지 파일(Level=r') 중 기열람

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서버 측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측으로 추가 전송함으로써, 이미 전송된 조각 이미지 파일와 

추가로 전송된 조각 이미지 파일이 조합되어 이동 표시 영역의 이미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전송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축소 생성된 축소 이미지 파일을 분할함으로써 생성되는 조각 이미지 파일은, 모든 레벨에서 동일한 크기로 생

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 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원본 이미지 파일 및 축소 이미지 파일(Level=1~N)은 각각 사용자가 열람하였을 때 순차적으로 대체 표

시되어 3차원 오브젝트 영상을 형성하는 일군의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원본 이미지 파일(Level=N)은 파노라마 촬영에 의해 얻어지는 다수의 이미지 파일을 조각이미지로 분할

한 후 모자이크 조합하여 얻어지며, 상기 디지털 원본 이미지 및 축소 이미지 파일(Level=1~N)은 3차원 파노라마 영

상을 형성하는 다수의 조각 이미지 파일의 조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

공 방법.

청구항 6.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확대 이미지를 제공하는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장치에 있

어서,

디지털 원본 이미지 파일(Level=N)을 기초로 이 원본 이미지 파일보다 낮은 해상도를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축소 이

미지 파일(Level=N-1 ~ Level=1)을 생성하는 축소이미지 생성수단과,

상기 디지털 원본 이미지 파일과 상기 각각의 축소 이미지 파일(Level=1은 제외될 수 있음)을 다수의 조각 이미지 파

일로 분할하는 조각 이미지 생성수단과,

상기 조각 이미지 생성수단에 의해 생성된 조각 이미지 파일 각각을, 이미지 축소 수준을 지시하는 축소 레벨 정보 및

분할 전 전체 이미지에서의 위치를 지시하는 위치 정보와 함께 기록 저장하는 기록저장수단과,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통신하여 클라이언트로부터 확대 요청 신호를 수신하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응답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수단과,

클라이언트가 표시창에 현재 표시된 표시 이미지(Level=r, 1 ≤r ≤N-1)의 특정 영역을 확대 요청 영역으로 지정하

여 그 영역의 확대 표시를 위한 확대 이미지(Level=r+1)의 전송을 요청하면, 이 요청을 수신하여 확대 요청 영역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적어도 하나의 조각 이미지 파일(Level=r+1)을 선정하고, 선정된 조각 이미지 파일이 

상기 기록저장장치로부터 상기 통신수단을 통하여 클라이언트 측으로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측에서 전송

된 조각 이미지 파일을 조합하여 표시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 전송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전송 제어수단은,

확대 이미지(Level=r', 2≤r'≤N)를 열람하고 있는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표시창에 현재 표시된 영역을 이동시키도

록 이동 표시 영역을 지시하여 이동 표시를 요청하면,

이 요청 신호를 기초로 이동 표시 영역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조각 이미지 파일(Level=r')중 기열람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조각 이미지 파일이 상기 기록저장장치로부터 상기 통신수단을 통하여 클라이언트

측으로 추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미 전송된 조각 이미지 파일와 추가로 전송된 조각 이미지 

파일을 조합하여 이동 표시 영역의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장

치.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축소 생성된 축소 이미지 파일을 분할함으로써 생성되는 조각 이미지 파일은, 모든 레벨에서 동일한 크기로 생

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장치.

청구항 9.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원본 이미지 파일 및 축소 이미지 파일(Level=1~N)은 각각 사용자가 열람하였을 때 순차적으로 대체 표

시되어 3차원 오브젝트 영상을 형성하는 일군의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확대 이미

지 제공 장치.

청구항 10.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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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지털 원본 이미지 파일(Level=N)은 파노라마 촬영에 의해 얻어지는 다수의 이미지 파일을 조각 이미지로 분

할한 후 모자이크 조합하여 얻어지며, 상기 디지털 원본 이미지 및 축소 이미지 파일(Level=1~N)은 3차원 파노라마 

영상을 형성하는 다수의 조각 이미지 파일의 조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 장치.

청구항 11.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확대 이미지를 제공하는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장치에 있

어서,

모자이크 조합되어 전체 표시 영상을 형성하는 해상도가 높은 조각 이미지 파일들과, 이 이미지 파일들로부터 생성되

며 역시 모자이크 조합되어 전체 표시 영상을 형성하는 해상도가 낮은 조각 이미지 파일들과, 이들 조각 이미지 파일

들 각각의 축소레벨정보와 조각 이미지들 사이의 위치정보를 기록 저장하는 기록저장수단과;

클라이언트 측의 사용자로부터 표시 이미지 중 특정 영역을 지정한 확대 요청 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특정 영역의 이

미지 확대 표시에 필요한 해상도가 높은 조각 이미지 파일들을 상기 기록저장수단으로부터 읽어 내어 클라이언트 측

으로 제공함으로써, 확대 이미지가 구성되도록 하는 이미지 전송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장치.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전송 제어수단은,

사용자로부터 표시창에 표시된 현재의 이미지에 대해서 표시된 영역을 이동시키도록 하는 이동 표시 요청이 있으면,

새롭게 표시될 화면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조각 이미지들 중 기열람된 조각 이미지 파일을 제외한 조각 이미지 파일을

상기 기록저장수단으로부터 읽어내어 클라이언트 측으로 추가 전송함으로써, 이미 전송된 조각 이미지 파일과 추가

로 전송된 조각 이미지 파일이 조합되어 이동 표시 영역의 이미지가 구성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확

대 이미지 제공장치.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제11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조각 이미지 파일들은 행과 열의 수가 동일한 개수로 조합되어 하나의 표시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장치.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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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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