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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본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

하며, 생성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메타 데이터를 저장하고,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의

요청에 대응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서버; 및 상기 멀티미디어 데

이터 관리 서버와 연동하여 상기 다운로드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편집하고, 선택적으로 상기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

여, 상기 편집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상기 메타 데이터를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멀티

미디어 데이터 편집 서버를 포함하여, 분산 환경에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멀티미디어 데이터, 메타 데이터, MPEG-4, MPEG-7, XML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을 위한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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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을 위한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이미지 묘사의 일 예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을 위한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MPEG-7 멀티미디어 DS의 개괄도

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을 위한 시스템의 이용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구성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을 위한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이더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을 위한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클라이언트 서버

120 : 웹 서버

130 : 통신 네트워크

140 :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서버

150 : 멀티미디어 데이터 편집 서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수의 사용

자가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검색 및 편집을 수행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Multimedia Data)는 HDTV 방송의 시작과 함께 ADSL, VDSL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의 보급으로 고화질 VOD(Video Object Digital) 서비스의 확산, IMT 2000으로 대표되는 무선통신에서의 멀티미디

어 서비스의 보급확산, 디지털 캠코더, 카메라의 대중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에 밀접한 분야로 인식 되었다.

또한, 영상 및 음성 미디어 서비스가 증가하고, 일반 사용자에 의한 미디어 생산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 영상, 

음성, 이미지 등이 동시에 혼재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멀티 미디어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엔코딩, 디코딩 표준 으로는 MPEG-1(엠펙 1), MPEG-2, H.2

6x 계열, Microsoft WMV등이 있다.

모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표준인 MPEG-4에는 오디오, 비디오, 3차원 그래픽 압축 기술이 정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파일 포맷이 표준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ISO 파일 포맷(File Format)에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오프셋(offset)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프레임 

크기 및 청크 오프셋(chunk offset) 정보를 조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샘플이 M>0개가 존재하면 M 보다 적은 N 번째 

샘플의 위치를 파악하고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용한다.

첫째, 각 청크 런(chunk run) 내의 청크(chunk)들의 개수를 구한다.

둘째, 청크 런(chunk run)내의 모든 청크(chunk)들은 같은 수의 샘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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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n 번째의 청크(chunk)까지의 샘플의 개수는 m개의 청크로 구성되어 있는 i 번째 청크 런에 있는 j(0<=j<m) 

번째 청크까지의 샘플의 수는 ∑ i ∑ j ( R ij * S i ) 가 된다. 따라서 정확한 k 번째 샘플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첫번

째 청크 런에서부터 계산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게다가, 기존의 기술들은 모든 종류, 모든 포맷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루는데 제한적이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

이터를 포괄하고 편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였다. 동시에 TV, PC, PDA, 휴대폰 등 상이한 성능의 멀티미디어 

기기에 대응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작하고 서비스하기에도 부적합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사정을 감안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통신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이동 

단말기로 검색 및 편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MPEG-4, MPEG-7, 및 웹 기술인 XML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데이

터의 부분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1 관점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데

이터를 저장하며, 생성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메타 데이터를 저장하고,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

언트 서버의 요청에 대응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서버; 및 상기 멀

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서버와 연동하여 상기 다운로드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편집하고, 선택적으로 상기 메타 데이

터를 생성하여, 상기 편집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상기 메타 데이터를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편집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2 관점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 방법은, a) 멀티미디어 데

이터를 저장하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메타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b)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검색 요청 메

시지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검색 요청 메시지에 대응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하

여 출력하는 단계; 및 c) 상기 출력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편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분산 환경에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을 위한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을 위한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서버(110), 상

기 클라이언트 서버(110)와 통신 네트워크(130)로 연결되어 있는 웹 서버(120),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서버(140), 

및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서버(140)와 연동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편집 서버(150)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

다.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서버(140)는 프로토콜(141), XML 변환 템플릿 모듈(142), XML 스키마(146, XML Sc

hema), 버전 관리부(147), 및 데이터베이스(160, Database 이하 DB라 한다)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편집 서버(150)는 일종의 데이터 처리기로서, 데이터 인터페이스(151), 멀티미디어 데

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 모듈(153),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편집하기 위한 편집 모듈(155), 메타데이터 생성 

모듈(157),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 인코더(159)를 포함한다.

도 1을 참조하면,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서버(140)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메타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DB(160)가 구비되어 있다. 상기 DB(160)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DB(167), 속성 메타데이터 DB(161),

콘텐츠 메타데이터 DB(163), 및 스트림 메타데이터 DB(166) 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DB(167)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MPEG-4 포맷으로 저장된다.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DB(167)는 속성 메타 데이터 DB(161), 콘텐츠 메타 데이터 DB(163), 및 스트림 메타 데이

터 DB(165)와 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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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속성 메타 데이터 DB (161)에는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속성인 파일명, 제목, 제작자, 색인어, 요약, 제작일, 

수정일, 종류, 위치, 크기, 상영시간, 형식, 언어, 및 사용자 권리로 구성된 속성 메타 데이터가 저장된다. 속성 메타 데

이터는 MPEG-7 포맷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편집 서버(150)의 메타 데이터 생성 모듈(157)에서 형성된다.

상기 콘텐츠 메타 데이터 DB (163)에는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콘텐츠(Contents)를 분석한 콘텐츠 메타 데이터

가 저장된다. 콘텐츠 메타 데이터는 내용 기반 검색(Contents Based Indexing) 을 실행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데이

터 편집 서버(150)의 메타 데이터 생성 모듈(157)에서 형성된다. 즉,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하나의 장면(Scene Segm

ent, 이하 세그먼트 라 한다) 내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구성될 때, 각각의 장면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형성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MPEG-4 파일 포맷인 경우에 세그먼트에 대해 각각의 메타 데이터를 표현하고 이를 해당 세그

먼트에 연결하여 세그먼트의 내용을 기술한 다. 이 때, 각 세그먼트에 대한 메타 데이터 기술과 해당 세그먼트에 연결

하여 표현하기 위하여 MPEG-4 객체 기술자(Object Descriptor)를 사용한다. 이 때, XMT, MPEG-7, 및 MPEG-21

을 이용하여 기술할 수도 있으며, 윈도우 미디어 포맷(Windows Media Format)인 경우에는 WMV 메타 데이터로 기

술된다.

스트림 메타데이터 DB(165)에 저장된 스트림 메타 데이터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세그먼트(Segment)에 대한 디코

딩 시간(decoding time), 편집 시간(composition time), 크기, 파일에서의 위치, 기준 값, 생성 값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상기 생성 값에는 상기 비디오의 크기, 양자 값, 비트율, 오디오의 샘플링 비율, 비트율, 및 채널 수 등이 포

함된다.

상기 XML 변환 템플릿 모듈(142)은 통신 네트워크(130)로 연결된 클라이언트 서버(110)와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서버(140) 사이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 포맷을 제공한다.

XML 변환 템플릿 모듈(142, Transform Template Module)에는 XML 스타일 시트(Style Sheet)가 저장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본 발명에서 지원하는 포맷, 예컨대 MPEG-4, XMT,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SMIL(Sy

nchronized Multimedia Integration Language)이외에도, XML 서비스 사업자의 특성에 맞게 새로이 생성된 템플릿

도 상기 XML변환 템플릿 모듈(142)에 저장된다.

상기 템플릿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특징 리스트 및 모델(Model)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서버(110)에 MPEG-4를 실행할 수 있는 터미널이 존재 하는 경우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X

MT 포맷으로 전환한 후 이를 다시 MPEG-4 BIFS(Binary Format for Scenes)로 엔코딩하여 전송한다. 그러나 만약

클라이언트 서버(110)가 SMIL만을 지원한다면 SMIL로 변환(transform)을 수행하는 템플릿을 적용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환 후에 전송하게 된다. XML변환 템플릿 모듈(142)을 사용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데이터 포맷이 XML로 

작성될 수 있어야 하며 MPEG-4 XMT, SMIL, 및 Web3D 포맷은 지원된다. 따라서 기본으로 MPEG-4 XMT와 SMIL

변환 템플릿을 사용하고 기타 Web3D와 다른 템플릿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XML 스키마(146)는 본 발명에서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스키마(Schema)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본 시스템

에서는 MPEG-4 XML Schema, MPEG-7 및 MPEG-21 Schema등과 SMIL 및 SVG(Scalable Vector Graphics) 스

키마를 기본으로 지원하며 Web3D Schema 또한 지원하도록 한다.

프로토콜(141)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나타내며 클라이언트 서버(110)가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서버(140) 및 멀

티미디어 데이터 편집 서버(150)에 엑세스(Access) 가능하도록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FTP(File 

Transfer Protocol)를 지원하며, 또한 분산된 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제작 중인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버전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WebDAV라는 분산환경에서의 사용자 권한 및 버전 관리를 위

한 표준을 또한 지원한다.

버전 관리부(147)는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편집 서버(150)에서 편집, 수 정이 완료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버

전을 관리하며, 부가적으로 사용자 별로 데이터에 대한 사용 권한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한다.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서버(140)와 연동하는 데이터 편집 서버(150)에 내재해 있는 검색 모듈(153)은 상기 

클라이언트 서버(110)로 소정의 검색 툴(Tool) 예컨대, 키 워드(Key Word)를 입력할 수 있는 웹 페이지를 전송 한다.

상기 웹 페이지에 입력된 키 워드를 수신한 검색 모듈(153)은 상기 키 워드를 기초로 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서버(140)에 저장되어 있는 메타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색한다. 이 때, 저장부(160)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세그먼트에 대한 써치/조회/브라우즈(Browse)가 가능하며, 원하는 세그먼트 만을 다운로

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검색이 완료되어 상기 키 워드에 대응하는 메타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메타 데

이터에 대응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또는 그 세그먼트가 자동으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편집 서버(150)의 편집 모

듈(155)로 다운로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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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편집 모듈(155)은 수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또는 세그먼트에 영상, 이미지, 그래픽, 텍스트, 오디오 등을 부가/

교체/삭제함으로써 편집된다(도 2참조). 이 때 생성되는 파일은 MPEG-4 BIFS(Binary Format For Scene), W3C S

MIL, 또는 SVG로,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유기적으로 혼재된 상태의 멀티미디어이며, 이는 다시 MPEG-4 파일 형식

으로 데이터 인코더(159)에서 인코딩 된다.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인코더(159, Encoder)는 각종 미디어를 인코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압축 

포맷은 MPEG 압축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오디오는 MPEG AAC(Advanced Audio Coding/ Adaptive Arithmetic

Coding), MP3등으로 압축되며 비디오는 MPEG-2,4 압축 방식을 사용한다. 압축된 파일을 디스크, CD, 또는 DVD와

같은 저장 매체에 저장하거나 스트리밍을 위하여 MPEG-4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게 된다. 이 때 스트리밍을 위하여 R

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형태를 만들어 주며 상기 RTP 파일 포맷 내의 힌트 트랙(Hint Track)에 저장

하게 된다. MPEG-4 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박스로 구성이 되는데, 이에 대응하는 저장부(160)에 테이블(table)을 정

의하게 된다.

CREATE TABLE MP4FF

(

ID NUMBER,

FTYP FILETYPEBOX,

MOOV MOVIEBOX,

MDAT MEDIADATABOX

);

이 때 MOOV는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ID, FTYP, MDAT등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를 첨가 할 수 있다. FILETYPEBOX, MOVIEBOX, MEDIADATABOX등도 MPEG-4 파일 포맷의 각 박

스들에 대응하도록 테이블을 정의한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편집 서버(150)는 검색 모듈(153)을 통하여 원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색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체를 분석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트랙(Track)이나 멀티미디어의 세그먼

트 즉, 비디오의 경우 신 세그먼트(Scene Segment)을 일부만 검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모든 세그먼트에 대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내에서의 절대 위치를 계산하여 스트림 메

타데이터 DB(165)에 저장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응용 예에서는 각 세그먼트 마다 키 프레임(key frame)을 설정하여 상기 키 프레임에 대해서만 절대

값을 구하여 상기 스트림 메타데이터 DB(165)에 저장한다. 이 때 키 프레임인 샘플에 속하는 청트 런(chunk run)과 

상기 청크 런(chunk run) 내에 속하는 청크(chunk)의 인덱스를 저장한다. 그 결과, 키 프레임은 임의로 찾아 갈 수 있

지만 그 외 프레임의 경우에는 상기 키 프레임에서 시작하여 위치를 계산하면 된다.

하기 표 1은 디코딩 타임(Decoding Time, 압축된 미디어를 복호하는 시간), 편집 타임(Composition Time, 복호된 

결과를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시간), 그리고 청크 오프셋(Chunk Offset)이 ISO 파일 포맷에 기록되는 방식을 보여주

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ISO 파일 포맷에 저장되는 값들은 대코드 델타(Decode Delta, 샘플과 현재 샘플의 디코딩 

시간과의 차이)와 편집 오프셋(Composition Offset, 디코딩 시간과 실제 터미널에 뿌리는 시간과의 차이)을 기록한다

.

[표 1]

I3 B1 B2 P6 B4 B5 I9 B7 B8 P12 B10 B11

DT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CT 30 10 20 60 40 50 90 70 80 120 100 110

대코드 델타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편집 오프셋 30 0 0 30 0 0 30 0 0 30 0 0



공개특허 10-2005-0006565

- 6 -

또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편집 서버(150)에 내장되어 있는 메타데이터 생성 모듈(157)은 MPEG-4 포맷으로 멀티미

디어 데이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추출되는 콘텐츠 메타 데이터 및 스트림 메타 데이터를 MPEG-7 포맷으로 생성한

다. 이 때, 상기 콘텐츠 메타 데이터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제목, 제작자, 장르, 키워드, 설명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하며, 상기 스트림 메타 데이터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내의 특징에 해당하는 메타 데이터를 생성한다. 도 3은 MPEG-

7 포맷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기술 구조(Description Schemes)의 개괄 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을 위한 시스템의 이용 예를 설명하기 위한 구성도 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을 위한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우선, 멀티미디어 데이터(410)를 데이터베이스(460)에 저장하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410)의 특징을 파악하여 

추출(420)한 뒤, 추출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특징에 대응하는 AV(Audiovisual) 기술자(Description)를 지정(430)

하여 데이터베이스(460)에 저장한다. (S510).

이 때, 상기 데이터베이스(460)와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된 클라이언트 서버(440)가 써 치(Search), 조회(Query), 또

는 웹 쇼핑(Web Shopping/ Browse)을 통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460)로 자료를 요청한다(S520).

상기 단계 S520의 요청에 따라 속성 메타 데이터, 콘텐츠 메타 데이터, 및 스트림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

터베이스(460)로부터 검색한다(S530).

독출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그의 세그먼트를 엔코딩(Encoding)되어 전송 매체(470)를 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서

버(440)로 전송된다. 상기 클라이언트 서버(440)에서는 전송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그 세그먼트를 편집하여 상기 

전송 매체(470)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460)에 저장한다(S540).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이더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을 위한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속성 데이터를 함께 저장한다(S610).

속성 데이터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제목, 제작자, 제작일, 종류, 크기 등을 포함하며 이를 기본으로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속성 메타 데이터를 생성한다.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메타 데이터를

생성한다(S620).

콘텐츠 메타 데이터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세그먼트로 분리한 후 각 세그먼트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생성된다. 예

를 들면, 제1 세그먼트는 움직임이 많은 장면들로 구성되고, 제2 세그먼트는 정적인 장면들로 구성될 수 있다. 콘텐츠

메타 데이터를 생성할 때 각 세그먼트 중 중심 장면을 선정하여 키 프레임(Key Frame)으로 설정한다.

클라이언트 서버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검색 요청이 수신되면 검색어를 입력 또는 선택할 수 있는 웹 페이

지를 전송한다(S630, S640).

상기 웹 페이지에 검색어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형성되어 있으며, 부가적으로 트리(Tree) 구조의 메타 데이

터가 디스플레이 되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형성된다. 상기 메타 데이터에는 속성 메타 데이터, 콘텐츠 메타 데

이터, 및 스트림 메타 데이터가 포함된다.

상기 웹 페이지를 통하여 입력 또는 선택된 검색어를 수신하면, 상기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한다(S650, S660).

상기 검색어에 대응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또는 그 세그먼트를 독출하여 클라이언트 서버로 전송하면 사용자는 상

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또는 그 세그먼트를 편집한다(S670).

편집이 완료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또는 그 세그먼트는 전송가능 하도록 MPEG 4 포맷으로 압축되며, 압축과정에서 

속성 메타 데이터, 콘텐츠 메타 데이터, 및 스트림 메타 데이터가 업 데이트 되며,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S

680).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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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의 데이터 관리 및 편집을 위한 시스템에 의하면, 멀티미디

어에 대한 목록과 색인을 생성함으로써 차후의 검색의 편이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요구 시 멀티미디어 전체 뿐만 아니

라 부분의 검색과 추출도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멀티미디어의 전체에 대해서 절대값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키 프레임 또는 중요한 프레임에 대해서만 절대값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샘플을 데이터베이스에 기

록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얻을 수가 있다.

부언하면, 멀티미디어 샘플의 절대값을 계산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 로써, 원하는 샘플의 중심어 또는 인덱스(i

ndex)가 주어지면 그 샘플 의 오프셋을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고 바로 구할 수가 있다.

게다가, MPEG-1, MPEG-2, MPEG-4, MPEG-7, MPEG-21을 통합하여 사용하는데 있어,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통

합하는데는 MPEG-4 기술을 적용하고, 각 멀티미디어의 세부 묘사에는 MPEG-7을 사용함으로써, 멀티미디어의 사

용 권리 관리 및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어 멀티미디어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하나의 실시예에 지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의 구성요

소의 많은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함을 물론이며, 본 발명이 실시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메타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b)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검색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검색 요청 메시지

에 대응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하여 출력하는 단계; 및

c) 상기 출력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편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

집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d)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또는 상기 편집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따른 메타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단계 d)는

d-1)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콘텐츠를 분석한 분석 결과에 따라 콘텐츠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및

d-2) 스트리밍으로 전송되는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세그먼트의 크기, 위치, 및 시간 정보에 대한 스트림 메타데

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메타 데이터는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에 기반한 메타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 방법

.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d-2) 단계에서

상기 세그먼트의 위치를 절대값으로 생성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d-2)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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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상기 세그먼트에서 소정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상기 소정의 프레임의 절대 값을 생성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 방법.

청구항 6.
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속성 데이터로부터 속성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ⅱ)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에 기반한 콘텐츠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ⅲ)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세그먼트의 크기, 위치, 및 시간 정보에 대한 스트림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ⅳ) 상기 생성된 속성 메타 데이터, 콘텐츠 메타 데이터, 또는 스트림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

체 또는 세그먼트를 독출하여 편집하는 단계; 및

ⅴ) 상기 편집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콘텐츠 메타 데이터 및 상기 스트림 메타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 메타 데이터, 상기 콘텐츠 메타 데이터, 및 상기 스트림 메타 데이터는 XML 포맷으로 생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관리 및 편집 방법.

청구항 8.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며, 생성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메타 데이터를 저장하고,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

어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의 요청에 대응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서버; 및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서버와 연동하여 상기 다운로드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편집하고, 선택적으로 상기 메

타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편집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상기 메타 데이터를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편집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및 편집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서버는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된 콘텐츠 메타 데이터, 및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세그먼트에 대

한 정보를 포함하는 스트림 메타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수단;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또는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세그먼트를 상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서버로 전송하기 위하여 소정의 포맷으로 변환하는 변환 템플릿; 및

상기 저장 수단으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버전을 관리하기 위한 버전 관리부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및 편집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세그먼트에 대한 정보는 크기, 절대적 위치, 및 각 세그먼트의 작동 시간 중 적어도 하나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의 데이터 관리 및 편집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템플릿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엠펙-4 XMT 및 W3C SMIL 포맷들과 웹3D 포맷간의 자동 전환이 가능한 XML 스타일 

시트를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의 데이터 관리 및 편집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편집 서버는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압축 과정에서 생성되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메타 데이터 

및 세그먼트의 크기, 위치 및 시간 정보에 대한 스트림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는 메타 데이터 생성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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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클라이언트 서버로 제공된 검색 툴에 의한 검색 요청에 따라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서버와 연동하여 멀

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하는 검색 모듈;

상기 검색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편집하기 위한 편집 모듈; 및

상기 편집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엔코딩하기 위한 엔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의 데이터 관

리 및 편집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메타데이터 생성 모듈은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제목, 제작자, 색인어, 요약, 제작일, 수정일, 종류, 위치, 크기, 형식, 언어, 및 사용자 

권리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속성 메타 데이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에 기반한 콘텐츠 메타 데이터, 및

상기 세그먼트의 크기, 작동 시간, 위치, 기준치, 및 생성 값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스트림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의 데이터 관리 및 편집을 위한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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