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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객체 지향형 비디오 시스템

요약

    
비디오 패킷 스트림, 텍스트 패킷 스트림, 오디오 패킷 스트림, 뮤직 패킷 스트림 및/또는 그래픽 패킷 스트림으로서 각
각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텍스트, 오디오, 뮤직 및/또는 그래픽 요소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단계, 상기 패킷 
스트림을 자신의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하나의 독립한(self-contained) 객체로 결합하는 단계, 복수의 상기 객체를 데
이터 스트림에 놓는 단계 및 일련의 패킷에 초기 패킷으로서 포맷 정의를 포함하는 단일 독립 화면(scene)의 하나 이
상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그룹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객체 지향형 상호작용식 멀티미디어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인코더가 상기 파일을 파싱 및 디코딩하기 위한 플레이어 또는 디코더와 함께 제
공되는데, 상기 파일은 이동 전화 또는 PDA와 같은 휴대용 컴퓨터 장치로 무선으로 스트리밍된다. 객체 제어는 객체에 
대한 렌더링 및 상호작용식 제어를 제공하여서 사용자가 인터리브된 비디오 객체의 형태 및 콘텐츠를 딕테이팅하고 수
신된 객체를 제어하는 것과 같은 동적 매체 조합의 제어를 가능하게 해준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인코더, 객체 지향, 그룹화, 데이터 스트림, 패킷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비디오 인코딩 및 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원격 클라이언트 또는 독립하여 조작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 디코
딩될 수 있는 비디오 스트림으로 객체 지향형 제어를 인코딩함으로써 다이내믹 미디어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각각의 
객체에 대해 정의될 수 있는 상호작용식 행위 및 개개의 애니메이션을 허여하고, 비디오 화면에서 다수의 임의 형태의 
비디오 객체의 공존을 지원하는 특히 비디오 인코딩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이에 독점적인 것은 아니다. 클라이언트 시
스템은 저 전력, 상용의 CPU를 사용하는 착용가능 계산 장치, 휴대용 컴퓨터, 스마트 무선 전화기 및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등의 이동 컴퓨터 장치나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장치들은 인코딩된 비디오 
스트림의 무선 전송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
    

    배경기술

    
최근의 기술 향상으로 완벽한 무선 통신 기술을 포함하기 시작한 개인 이동 계산 장치가 도입되었다. 무선 이동 전화를 
전세계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많아졌으나 아직도 실질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잠재적인 새롭고 혁신적인 이동 
비디오 프로세스에 대한 저 전력 소모 또는 프레임 레이트(frame rate), 비디오 품질을 제공했던 비디오 기술책이 없
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동 장치의 제한된 처리 전력 때문에, 이동 비디오 회의, 울트라-씬(ultra-thin) 무선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계산, 무선 이동 방송 비디오, 이동 비디오 촉진(promotion) 또는 무선 비디오 감시 등의 개인 계
산 장치를 사용하는 프로세서에 대한 적절한 이동 비디오 해결책이 현재까지 없었다.
    

    
스마트 폰 및 PDA 등의 휴대용 장치에 비디오를 디스플레이하는 시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는 휴대용 장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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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제한된 디스플레이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비디오는 대체로 표시하기 위해 트루 컬러(16 또는 24비트) 디스
플레이 능력을 요구하는 연속적인 컬러 표시를 사용하여 인코딩되기 때문에 심각한 성능의 저하는 8비트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발생한다. 이것은 고정 컬러 맵을 사용하여 장치 상에 디스플레이하기에 적당한 8비트 포맷으로 비디오 이미
지를 변환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서 수행되는 양자화(quantization) 및 디더링(dithering) 때문이다. 이는 품질을 낮
추고 큰 처리비용(overhead)을 야기한다.
    

    
컴퓨터에 기초한 비디오 회의는 현재 네트워크 컴퓨터 통신 프로토콜 층 및 물리적 케이블 연결을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표준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또는 PC를 사용한다. 이것의 한 예는 TCP/IP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을 사
용하여 케이블의 끝에서 끝으로 물리적으로 연결된 인터넷을 통한 2대의 PC 간의 비디오 회의이다. 이러한 종류의 비
디오 회의는 인터넷에 물리적으로 연결되고, 또한 상당히 큰 컴퓨터에 기반한 비디오 모니터 장비를 사용한다. 이는 쌍
방이 동시에 적당한 위치에 있도록 참가자가 회의에서 특정 시간에 추가적으로 구속되는 고정된 위치간의 비디오 회의
를 제공한다.
    

    
개인 휴대용 컴퓨터 또는 스마트 폰에 대한 무선 텍스트 정보의 방송은 최근 새롭고 혁신적인 무선 기술 및 휴대용 계산 
장치에서 발전이 있을 법하게 되었다. 휴대용 계산 장치 및 무선 전화기는 사용자 장치에 텍스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광대역 네트워크에 무선 접속할 수 있다. 현재는 무선 휴대용 계산 장치로의 비디오의 실시간 전송은 없다. 비디오 내용
물에 대한 연결의 이러한 부족은 특히 광고할 목적으로 특정 사용자를 타겟으로 삼는 방송 시스템의 무능력을 생각할 
때 현존하는 시스템의 상업적 유용성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방송 매체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시장 쟁
점은 광고 문제를 어떻게 지원하는 가에 있다. 효과적인 광고는 특히 사용자 및 지리적인 위치에 목표를 맞춰야 한다. 
그러나 방송 기술은 본래 이 점에서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니치(niche) 광고주는 마지못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의 비디오 방송 시스템은 전송 중에 실시간으로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에 방송재를 삽입할 필요가 있는 상당한 처리 
요구사항 때문에 목표로 하는 광고를 끼워 넣을 수 없다. 전송 전에 비디오를 미리 합성하는 대안적 방법은 현 발명자에 
의해 인식되듯이 너무 지루해서 일반적으로 실행될 수 없다. 추가적으로, 광고가 비디오 스트림에 끼워 넣어지기만 하
면 사용자는 광고에 상호작용할 수 없어 광고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더 효과적인 광고가 상호작용식 기술을 통하여 실
행될 수 있음이 현저하게 인식되었다.
    

대부분의 비디오 인코더/디코더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내용물에 나쁜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비디오보다 인터넷에는 더 
많은 만화 및 애니메이션 내용물이 만들어진다. 비디오뿐만 아니라 그래픽 애니메이션 및 만화의 효과적인 인코딩을 가
능케 하는 코덱이 필요함이 인식되었다.

상업용 및 가정용 보안에 기반한 비디오 감시 시스템은 현재까지 전용 감시원의 풀-타임 주의를 요구하면서 중앙 위치
에서 달성된 비디오 모니터링을 가진 폐쇄 회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달성되었다. 다중 위치에 대한 비디오 모
니터링은 전용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를 사용하는 중앙 제어 센터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 보안 감시원은 순찰 중 모니터
링되는 위치로부터 비디오에 접근하지 못한다.

    
씬 클라이언트(thin client)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계산 장치는 서버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다수
의 소프트웨어 처리를 하며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서 최소의 소프트웨어 처리를 포함한다. 씬 클라이언트 계산 장
치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구성 및 정보의 집중으로 인하여 컴퓨터 관리의 비용을 줄여준다.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은 10 베이스 티 이더넷(10 base T Ethernet) 등의 표준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 LAN)을 통하여 서버 
컴퓨터로 물리적으로 연결된다.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은 최소의 동작 시스템을 구동하여, 클라이언트 비디오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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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장비 상의 정보 디스플레이 및 백엔드(backend) 서버 컴퓨터로의 통신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시스템은 
구속적이다. 현존하는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특정한 응용 또는 판매용 소프트웨어에 제한된다. 예컨대, 현재의 씬 클라
이언트는 동시에 디스플레이되는 비디오 및 스프레드시트 응용을 서비스할 수 없다.
    

시장에서 상품 판매를 직접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 대리인은 상품의 용도 및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 비디오 시연을 사용
할 수 있다. 현재, 이동 판매 대리인들에 대해서, 이것은 상품 시연에 대한 고객의 위치에서 얻어진, 장애가 되는 전용 
비디오 디스플레이 장비의 사용을 포함한다. 상품 및 시장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실시간 비디오를 제공하는 사용 
가능한 휴대용 이동 비디오 디스플레이는 없다.

    
비디오 팜플렛은 종종 마케팅 및 광고에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그 효과는 항상 비디오가 일반적으로 수동 매체이기 때
문에 제한된다. 만약 비디오 팜플렛이 상호작용식이라면 비디오 팜플렛의 효과가 극적으로 향상된다. 이러한 상호작용
이 본래의 코덱 내에서 제공될 수 있다면, 비디오에 기반한 e-상업용 응용(e-commerce application)에 문을 열 것
이다. 상호작용식 비디오의 종래의 정의는 정상적인 압축 비디오를 압축을 풀어 화면(viewing window)에 표시하고, 
비디오 위에 놓인 버튼 및 보이지 않는 " 핫 영역(hot region)" - 상기 핫 영역은 사용자가 마우스로 클릭하면 미리 정
의된 행위를 일으키는 하이퍼링크(hyperlink)를 일반적으로 나타냄 - 을 정의하는 메타데이터(metadata)를 해석할 
수 있는 플레이어(player)를 포함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접근에서, 비디오 내용물과 인가된 외부 제어 사이의 통합이 
없기 때문에, 비디오는 메타데이터로부터 분리된 실체(entity)로서 저장되고, 상호작용의 본질은 극히 제한적이다.
    

    
상호작용식 비디오를 제공하는 대안적인 방법은 다중 객체를 허용하는 MPEG4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128Mb 
램을 갖는 펜티엄Ⅲ 500MHz 컴퓨터 등의 요즘의 일반적인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구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
는 객체의 형태 정보가 추가적인 저장 비용(overhead)을 야기하는 객체의 컬러/밝기 정보로부터 분리되어 인코딩되고, 
가상 현실 생성 언어(virtual reality markup language; VRML)로부터 부분적으로 얻어진 화면 표시(BIFS) 및 파일 
포맷의 본질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디오 객체에 대해 각각의 비디오 프레임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는 3
개의 분리된 성분(밝기 정보, 모양/투과성 정보, BIFS)이 완전히 디코딩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객체가 디스플레이되
기 전에 서로 섞여야 한다. DCT에 기초한 비디오 코덱 자체는 이미 매우 계산적으로 강력하여, 추가적인 디코딩 요구
는 저장 비용 이외에도 상당한 처리비용을 야기한다.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에 무선 액세스 호환성을 제공하면 PDA로 시청각 내용물의 실시간 무선 스트림을 가능하
게 하여 전자 서적이 저장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많은 회사의 훈련 응용은 휴대 장치에 무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청각 정보를 필요로 한다. 시청각 훈련재의 본질은 상당한 양의 저장 내용물의 비 선형적 탐색을 제공하고, 상호작용
식임을 지시한다. 이는 그 기술분야의 현 상태에 제공될 수 없다.

<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바와 같은 결점을 극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특별한 DSP나 맞춤형 하드웨어의 
도움 없이도 일반 목적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일반 목적의 휴대용 장치 등의 낮은 처리 전력을 갖는 이동 장치에 비디
오를 디스플레이하고 비디오를 스트리밍하는 소프트웨어 플레이백(software playback)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무선으로 연결되는 이동 장치를 위한 복잡하지 않은 고성능 소프트웨어 비디오 코덱을 제공
하는 것이다. 무선 연결은 GSM, CDMA, GPRS, PHS, UMTS, IEEE 802.11 등의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회로 스위
칭 네트워크 또는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에서 CDMA, TDMA, FDMA 전송 모드로 동작하는 무선 네트워크의 형태로 제
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연속적인 컬러 표시를 사용하는 코덱을 사용할 때 8비트 컬러 디스플레이로 클라이언트 상의 
실시간 컬러 양자화에 대한 컬러 전양자화(prequantization) 데이터를 보내는 것(비 고정 3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맵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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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여분의 데이터 비용(overhead)이나 처리비용 없이 단일 화면에서 다수의 임의 형태의 비디
오 객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뮤직 및 애니메이션 그래픽을 하나의 비디오 화면에 이음매 없이 통
합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제어 정보를 직접 비디오 비트 스트림의 객체에 부착하여 화면상에 객체의 압축된 데이터의 
해석, 디지털권 관리 정보, 렌더링(rendering), 구성 및 상호작용식 행위를 정의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디스플레이되는 내용물의 구성, 제어 렌더링 및 비디오의 개개의 객체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개개의 비디오 객체의 렌더링 변수를 수정하고, 조건이 맞는 경우 비디오 객체에 할당된 특정 
조치를 취하는 능력 및 전체 시스템의 상태를 수정하고 비선형 비디오 탐색을 수행하는 능력을 처리하는 상호작용식 비
디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개개의 객체에 부착된 제어 정보를 통하여 달성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시스템이 어떤 경우에는 특정된 목적 화면으로 점프함으로써 하이퍼링크된 객체를 가진 직접
적인 사용자 상호작용에 반응할 수 있는 상호작용식 비선형 비디오 및 혼합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경우에, 비디
오의 주어진 부분을 통하여 얻어진 경로는 직접 관련된 객체가 아닌 다른 것과의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간접적으로 
결정된다. 예컨대, 시스템은 어떤 화면이 전에 표시되었는지 추적하여 자동으로 이러한 히스토리(history)에 기초하여 
디스플레이될 다음 화면을 결정한다.
    

상호작용식 추적 데이터는 내용물 서비스 중에 서버에 제공될 수 있다. 다운로드된 내용물에 대하여 상호작용식 추적 
데이터는 서버로 나중의 동기화를 위해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내용물 오프라인에 대한 회신 중 선택된 하이퍼링크 요
구 또는 추가적인 정보 요구는 다음 번 동기화에 달성(상호작용식 데이터 및 형태의 비동기 업로드)되도록 서버에 저장
되어 보내진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비디오 데이터가 국부 저장으로부터 오프라인되었는지 원격 서버로부터 스트림되었는지를 
객체 지향형 비디오에 동일한 상호작용식 제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배분 선택(distribution alternative) 
- 스트리밍(" 잡아당김" ), 스케줄(" 밀기" ), 다운로드 - 에서 상호작용식 비디오의 응용을 가능케 한다. 다운로드 또
는 스케줄 배분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로부터 상호작용 데이터 및 형태를 자동으로 비동기적으로 업로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화면의 오디오/비디오 객체의 렌더링 변수를 애니메이션화하는 것이다. 이는 위치, 크기, 방
향, 깊이, 투명성, 컬러 및 부피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사용자가 객체 위를 클릭하는 경우 애니메이션 경로를 활성화시
키는 것과 같이, 렌더링 변수에 대한 고정된 애니메이션 경로를 정의하고, 렌더링 변수를 수정하기 위하여 원격 서버로
부터 명령을 보내고, 사용자의 상호작용의 직접 또는 간접 결과로서 렌더링 변수를 변화시킴으로써 이것을 달성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사용자가 객체와 상호작용하는 경우 실행되는 개개의 오디오-비디오 객체에 행위를 정의하
는 것이다. 상기 행위는 애니메이션, 하이퍼링크, 시스템 상태/변수의 세팅 및 다이내믹 매체 구성의 제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조건적으로 객체에 즉각적인 애니메이션 또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시스
템 변수의 상태, 타이머 이벤트, 사용자 이벤트 및 객체 사이의 관계(예컨대, 중첩하고 있음), 조건이 맞을 때까지 이러
한 행위를 지연하는 능력 및 복잡한 조건 표현을 정의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하나의 객체와의 상호작용
은 그 자체보다는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의 객체로부터 다른 객체로의 제어를 재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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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사용자 선택을 등록하기 위해 비디오 메뉴 및 단순형을 생성하는 것이다. 상기 형태는 원격 
서버에 시스템이 온라인이면 동시에, 오프라인이면 비동기적으로 자동으로 업로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호작용식 비디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상호작용식 비디오는 개개의 객체 내용물의 재
생을 반복 실행하거나 객체 제어 정보를 반복 실행하거나 전 화면을 반복 실행하는 것과 같은 루프를 정의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멀티-채널 제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입자가 보여지는 내용물의 스트림을 단일 전송(패킷 
스위칭 접속) 세션으로부터 다중 전송(패킷 또는 회로 스위칭) 채널로 혹은 다중 전송 채널로부터 단일 전송 세션으로
와 같은 다른 채널로 바꿀 수 있다. 예컨대, 상호작용식 객체 행위는 회로 스위칭 연결의 단일 전송과 브로드캐스트 채
널 사이의 연결 모드와 변경 모드 양 모드를 지원하는 장치에서, 패킷 스위칭에서 회로 스위칭 연결로 변경함으로써 객
체와의 상호작용이 채널을 변경하는 것을 실행하는 채널 변경 특징을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역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다이내믹 매체 구성(" DMC" )을 통하여 내용물의 개성(content personalization)을 제공
하는 것이다. 상기 DMC는 디스플레이된 비디오 화면의 실제 내용물이 화면이 포함하는 임의 형태의 비디오/오디오 비
디오 객체의 어느 것도 삽입, 제거 또는 대체로써 또는 비디오 클립(clip)의 화면을 변화시킴으로써 역동적으로 변화하
도록 하는 프로세스이다.

일 실시예는 가입자들의 사용자 프로파일과 관련된 비디오 객체 성분을 포함하는 엔터테인먼트 비디오일 것이다. 예컨
대, 영화 화면에서 방은 테니스보다는 골프 스포츠 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다양한 대안적인 비디오 객체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정한 메시지가 있는 광고 매체에서 유용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호작용식 행위가 있건 없건 간에 타겟으로 하는 인-픽처(in-picture) 상호작용식 광고 
비디오 객체의 다이내믹 미디어 프로세스의 일 실시예로서 보여지는 화면으로의 배송 및 삽입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광고 객체를 그 날의 시간, 지리적 위치, 사용자 프로파일 등에 기초한 사용자를 타겟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
은 광고의 삭제를 포함하고, 광고 객체를 다른 객체로 즉시 대체하거나 보여지는 화면을 새로운 화면으로 대체하는 것
과 같은 DMC 동작을 실행하고, 오프라인 추적검사(follow-up) 행위에 대한 사용자를 등록하고 새로운 하이퍼링크 목
적물로 점프하거나 또는 현재 비디오 화면/세션의 말단에 연결되고, 광고 객체의 투명성을 변화시키거나 사라지게 하는 
상기 객체를 가지고 사용자 상호작용(예컨대 사용자 클릭)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직접적인 또는 지연된 상호작용식 반
응의 처리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광고 객체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추적은 이것이 실시간 스트림 시나리오에 
제공되는 경우 광고 효과의 타겟 목적이나 평가의 맞춤을 가능케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통화 중 또는 통화가 끝난 후에 후원하는 통화에 대한 스폰서의 비디오 광고를 자동으로 디스
플레이함으로써 광고를 통하여 무선 네트워크 또는 스마트 폰과 관련된 통화 비용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대안으로, 
사용자가 객체와 약간의 상호작용을 한다면 후원하는 통화 전, 중 또는 후에 상호작용식 비디오 객체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나리오로 사용하는 이동 장치에 대한 무선 
상호작용식 e-상업용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e-상업은 개개의 상품이 객체로서 만들어져 사용자는 상품들을 쇼핑 
바구니에 끌어다 놓는 것과 같은 상호작용을 하면 되는 직접적인 온라인 쇼핑 또는 비선형 검색을 가진 하이퍼링크 인
-픽처 광고나 상호작용식 비디오 팜플렛을 사용하는 마케팅/판매 촉진 목적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공중에게(또는 보조금이 있는 비용으로) 재료나 상품의 정보를 광고하거나 판매를 촉진하는 
상호작용식 비디오 팜플렛을 포함하는 다른 형태 요소를 갖는 메모리 장치, 메모리 스틱 또는 컴팩트 플래시와 같은 메
모리 장치를 자유롭게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이다. 메모리 장치는 비록 다른 형태의 메모리가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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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 읽기만 가능한 장치인 것이 바람직하다. 메모리 장치는 생산자에게 온라인 통신 또는 데이터를 메모리 카드
에 기록하여 어떤 집합 점에 축적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물리적인 메모리 카드
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동일 객체는 상기 장치가 데이터 및 수신량을 수신하도록 준비된다면 장치를 고려하여 검
색에 뒤따르는 장치에 정보를 밀어 넣음으로써 국부 무선 배분을 사용하여 완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다운로드 시에 사용자에게 상호작용식 비디오 팜플렛, 비디오 잡지 및 비디오(활동) 서적을 
보내어 그것들이 이후 형태(form)를 채우는 것 등을 포함하는 팜플렛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디오 팜
플렛에 존재하고 사용자, 사용자의 데이터/형태에 의해 작용하거나 상호작용된다면 이것들은 이 후 비동기적으로 클라
이언트가 다시 온라인이 될 때 초기 서버로 업로딩된다. 소망하는 업로딩은 자동으로 및/또는 비동기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팜플렛은 훈련/교육적인, 마케팅 또는 판매촉진을 위한 상품 정보 목적을 위한 비디오를 포함할 수 있고, 
집합된 사용자의 상호작용 정보는 더 많은 정보, 구매 주문 등의 요구, 시험, 조사일 수 있다. 상호작용식 비디오 팜플렛, 
비디오 잡지 및 비디오(활동) 서적은 인-픽처 광고 객체로 만들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객체에 기초한 상호작용식 비디오 구성을 사용하는 이동 장치에 대한 특정 비디오에 기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전자 인사 카드 및 메시지가 가입자 사이에서 생성되고 맞춰져서 발송될 수 있는, 무선으로 
연결된 이동 사용자에게 비디오 메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추가적인 정보나 e-상업용 거래에 대한 백 채널 상호작용식 사용자 요구를 갖는 쇼핑몰, 공
항 같은 다른 국부 환경 또는 스포츠 분야로서 국부적인 방송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호작용식 비디오 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 응용의 제어 및 음성 명령에 대한 방법을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무선 연결로 원격 계산 서버에 액세스하기 위한 무선 울트라-씬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는 것
이다. 원격 계산 서버는 개인이 소유한 컴퓨터일 수도 있고 응용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인-픽처 광고가 있건 없건 간에 저단 무선 장치(low-end wireless device)로 다수 당사자
간 비디오 회의를 포함하는 비디오 회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비디오 감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비디오 감시를 통하여 무선 비디오 감시 시스템은 비디
오 카메라, 비디오 저장 장치, 케이블 TV 및 방송 TV, 무선으로 연결된 PDA나 이동 전화로 원격 시청용 스트림 인터
넷 비디오로부터 신호를 입력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거리의 교통 카메라를 사용하여 교통 감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다.

< 발명의 개요>

시스템/코덱 특징

본 발명은 소망하는 소프트웨어로 저 전력 이동 장치에 비디오를 스트리밍하고/거나 상영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본 발
명은 컬러 맵핑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 쿼드트리(quadtree)에 기초한 코덱의 사용을 더 제공한다. 본 발명은 임의의 형
태 정의를 지원하고 하부 레벨 노드형(node type) 소거, FIFO를 사용하는 리프(leaf) 컬러 예고, 투명한 리프 표시를 
가진 쿼드트리에 기초한 코덱을 사용하여 더 제공한다.

본 발명은 비하부(non-bottom) 리프에 대한 n차의 내삽 및 하부 레벨 리프에 대한 0차 내삽을 가진 쿼드트리에 기초
한 코덱의 사용 및 임의의 형태 정의의 지원을 더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의 특징은 하나 이상의 다
음의 특징을 포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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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클라이언트 측에 컬러 양자화를 허여하기 위해 컬러 전양자화(prequantization) 정보를 보낸다.

3D 데이터 공간의 벡터 양자화에 대한 적응적인 코드북(codebook)으로의 맵핑을 나타내는 다이내믹 옥트리(octree) 
데이터 구조를 사용한다.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뮤직 및 애니메이션 그래픽을 무선 스트림 비디오 화면으로 이음매 없이 통합할 수 있다.

단일 화면으로 다수의 임의 형태의 비디오 객체를 지원한다. 이러한 특징은 여분의 데이터 비용 또는 처리비용 없이 예
컨대 밝기나 텍스트 정보로부터 분리된 추가적인 형태 정보를 인코딩함으로써 구현된다.

파일의 실체 계층구조, 객체 데이터 스트림, 렌더링, 정의 및 내용물 변수의 분리된 특정, 디렉토리, 화면 및 객체 기반 
제어 등의 기본 파일 포맷을 생성한다.

무선 스트림 비디오로 개개의 객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상호작용 행위, 렌더링 변수, 구성 등을 제어하기 위해 객체 제어 데이터를 비디오 비트 스트림의 객체에 부착할 수 있
다.

디지털권 관리 정보를 무선 스트림에 기초한 배분 및 다운로드 및 재생에 기초한 배분을 위해 비디오 또는 그래픽 애니
메이션 데이터 스트림에 끼워 넣을 수 있다.

종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 대신 비디오 객체 사용자 인터페이스(" VUI" )를 생성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에서 DMC 함수의 프로그램 제어 및 렌더링 변수와 같은 객체 제어를 정의하기 위해 XML에 
기초한 생성 언어(" IAVML" ) 또는 유사한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다.

상호작용 특징

본 발명은 데이터 내용물 또는 내용물의 렌더링을 수정하기 위해 스트림 서버로부터 객체 제어를 보내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 데이터 내용물 또는 내용물의 렌더링을 수정하기 위해 데이터 파일에 객체 제어를 끼워 넣는 것, 클라이언트가 
직접 또는 간접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객체 제어에 의해 정의된 행위를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사용자의 상호작용 및 애니메이션(셀프 액션)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을 더 제공한다.

본 발명은 실행 가능한 행동을 객체에 추가하는 능력을 더 제공한다. 상기 객체는 비디오 화면에 오디오/비디오 객체에 
대한 렌더링 변수의 애니메이션, 하이퍼링크, 시작 타이머, 음성 통화 작성, 다이내믹 매체 구성 행위, 시스템 상태 변경
(예컨대, 중지/재생), 사용자 변수 변경(예컨대, 부울 대수 플래그(boolean flag)를 세팅)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할 때(예컨대, 중지 버튼이 눌려지거나 키가 눌러지는 경우) 또는 시스템 이벤트
가 발생할 때(예컨대, 화면의 끝 도달) 사용자가 특히 객체와 상호작용할 때(예컨대, 객체를 클릭하거나 객체를 끄는 
경우) 객체의 행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행동 및 행위에 조건을 할당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을 더 제공한다. 상기 조건은 타이머 이벤트(예컨대, 타
이머 종료), 사용자 이벤트(예컨대, 키가 눌려진 경우), 시스템 이벤트(예컨대, 화면 2 재생), 상호작용 이벤트(예컨대, 
사용자가 객체를 클릭한 경우), 객체 사이의 관계(예컨대, 중첩), 사용자 변수(예컨대, 부울 대수 플래그 세팅), 및 시
스템 상태(예컨대, 재생 또는 중지, 스트림 또는 독자 재생)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AND-OR 평면 로직을 사용하여 행위를 취하기 전에 조건이 맞도록 기다렸다가 복잡한 조건 표현을 
형성하는 능력, 대기 행위를 제거하는 능력, 객체간의 제어 및 객체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재설정하는 능력,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재생되는 동안 다른 객체에 의해 대체되도록 하고, 현존하는 객체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새로운 객
체의 생성 또는 인스턴스 생성을 허여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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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객체 데이터(즉, 개개의 객체에 대한 프레임 시퀀스), 객체 제어(즉, 렌더링 변수) 및 전 화면(모든 객체 및 
제어에 대하여 프레임 시퀀스를 다시 시작한다)의 반복되는 재생을 정의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스트림 이동 비디오에서 사용자 제어 및 상호작용에 대한 메뉴 또는 사용자 피드백에 대한 형태를 생성
하는 능력 및 시스템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 다른 객체의 상부에 비디오 객체를 끌어오는 능력을 제공한다.

다이내믹 매체 구성

본 발명은 화면을 수정함으로써 전체 비디오의 구성 및 객체를 수정함으로써 전체 화면의 구성을 허여하는 능력을 제공
한다. 이것은 온라인 스트림, 비디오 오프라인 재생(독자적), 및 하이브리드(hybrid)의 경우에 실행될 수 있다. 개개의 
인-픽처 객체는 다른 객체에 의해 대체될 수 있고, 현 화면에 추가되고 현 화면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DMC는 고정, 적응, 사용자 조정을 포함하는 3 모드로 실행될 수 있다. DMC 지원을 위한 국부 객체 라이브러리는 DM
C에서 사용되는 객체를 저장하고, 스트림 서버로부터 관리(삽입, 갱신, 제거)될 수 있고, 서버에 의해 의심할 수 있는 
직접 재생을 위한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DMC 지원을 위한 국부 객체 라이브러리는 라이브
러리 객체, 비 지속 라이브러리 객체의 자동적 만료, 및 서버로부터 자동적인 객체 갱신에 대한 해석된 제어(versioni
ng control)를 갖는다. 또한, 본 발명은 라이브러리 객체에 대한 다중 레벨 액세스 제어를 포함하고 각각의 라이브러리 
객체에 대한 특정 ID를 지원하고, 각각의 라이브러리 객체의 상태 또는 히스토리를 갖고, 2명의 사용자간의 특정 미디
어 객체를 공유할 수 있다.
    

응용

    
본 발명은 무선 연결로 원격 계산 서버에 액세스하고, 사용자가 전자 인사 카드를 만들어 판매 촉진하여 이동 스마트 폰
에 보내는 것을 허여하고,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제어하기 위해 음성 명령의 처리를 사용하고, 비선형 검색을 사용하여 
훈련/교육 목적으로 서버로부터 상호작용식 스트림 무선 비디오의 사용하고, 만화/그래픽 애니메이션을 무선 장치, 무
선 스트림 상호작용식 비디오 e-상업용 응용에 스트림하고, 비디오 객체 및 스트림 비디오를 사용하여 목표로 한 인-
픽처 광고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라이브0(live) 교통 비디오의 스트림을 사용자에게 허여한다. 이것은 수많은 다른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사용자가 특별한 전화 번호를 누르고 교환원에 의해 처리되는 지역 내에 보고자 하는 교통 카메라의 
위치를 선택하거나 사용자가 특별한 전화 번호를 누르고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GPS 또는 셀 삼각측량으로부터 유도됨)
가 자동으로 보고자 하는 교통 카메라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대안이 사용자가 서
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전화를 거는 특별한 서비스를 등록하여 자동으로 스트림 비디오가 잠재적인 교통 혼잡을 가
진 도로를 보여준다. 등록하자마자 사용자는 이런 목적의 길을 지정하기로 결심하고, 길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
이다. 어느 경우에도 시스템은 사용자의 속도 및 위치를 추적하여 여행 방향 및 가고 있는 길을 결정하여 이후 어느 지
점이 혼잡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적인 길을 따라 모니터링된 교통 카메라의 목록을 찾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시스템은 자동차 운전자를 호출하여 교통 상황을 표시할 것이다. 고정된 사용자나 도보로 여행하는 사용자는 호출되지 
않는다. 대안적으로 혼잡을 나타내는 교통 카메라가 주어지면 상기 시스템은 그 길을 여행하고 있는 등록된 사용자의 
목록을 통하여 검색하여 경고할 것이다.
    

    
본 발명은 공짜로 또는 보조된 비용으로 컴팩트 플래시 메모리, 메모리 스틱 등의 메모리 장치를, 또는 광고 또는 판매 
촉진 재료 또는 상품 정보를 가진 상호작용식 비디오 팜플렛을 포함하는 디스크 같은 다른 형태 요소로 공중에게 더 제
공한다. 메모리 장치는 판독/기록 메모리와 같은 다른 형태의 메모리가 사용될 수 있지만 판독 전용 메모리(롬)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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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메모리 장치는 온라인 통신을 사용하여 또는 메모리 장치에 데이터를 기록하여 어떤 집합 점에 축적함으로
써 피드백 메커니즘을 생산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물리적인 메모리 카드 또는 다른 메모리 장치 없이도 이러한 동일 프로세스는 장치가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준비된다
면 관련 장치를 검색에 이어서 장치에 정보를 밀어 넣음으로써 국부 무선 배분을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만약 그렇다
면 상당한 양이 수신될 수 있다. 포함된 단계는 다음과 같다. a) 이동 장치가 국부 무선 네트워크(이는 IEEE 802.11 
또는 블루투스 등의 네트워크일 것임)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이동 장치는 캐리어 신호 및 서버 연결 요청을 감지한다. 
만약 받아들여지면, 클라이언트는 전송을 초기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들을 수 있는 경보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
용자에게 경고한다. b) 사용자가 이러한 연결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동 장치를 구성한다면 상기 연결은 요청이 거
절된 서버에서 이루어진다. c) 클라이언트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크기, 메모리 용량, CPU 속도, 장치 제조자/모델 및 
동작 시스템 등의 장치 능력을 나타내는 구성 정보를 서버에 보낸다. d) 상기 서버는 이 정보를 받고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기 위해 올바른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한다. 만약 적당한 것이 없다면 연결은 종료된다. e) 정보가 전송된 이후에 서
버는 연결을 닫고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에게 전송의 종료를 경고한다. f) 만약 전송이 완료되기 전에 손실 연결로 인하
여 전송이 부당하게 종료되었다면 클라이언트는 사용된 메모리를 소거하여 새로운 연결 요청에 대한 초기화를 다시 한
다.
    

< 발명의 진술>

    
본 발명에 따라 객체 지향형 상호작용식 멀티미디어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비디오 패킷 스트
림, 텍스트 패킷 스트림, 오디오 패킷 스트림, 뮤직 패킷 스트림 및/또는 그래픽 패킷 스트림으로서 각각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텍스트, 오디오, 뮤직 및/또는 그래픽 요소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단계, 상기 패킷 스트림을 자신의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하나의 독립한(self-contained) 객체로 결합하는 단계, 복수의 상기 객체를 데이터 스트림에 놓
는 단계 및 일련의 패킷에 초기 패킷으로서 포맷 정의를 포함하는 단일 독립 화면(scene)의 하나 이상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그룹화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비 고정 3차원 데이터 세트로부터 1차원으로 실시간에서 맵핑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상기 
데이터를 미리 계산하는 단계, 상기 맵핑을 인코딩하는 단계, 상기 인코딩된 맵핑을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맵핑을 상기 데이터에 적응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객체 지향형 상호작용식 비디오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된 비디오의 실제 내용물을 역동적으로 변화시
키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시스템은 비디오, 텍스트, 오디오, 뮤직 및/또는 그래픽 데이터 - 상기 객체 중 적어도 
하나는 데이터 스트림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스트림 중 적어도 하나는 화면을 포함하고, 상기 화면의 적어도 하나는 
파일을 포함함 - 를 포함하는 상호작용식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을 포함하는 다이내믹 미디어 구성 프로세스, 파일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한 디렉토리 데이터 구조, 객체의 올바른 결합이 서로 복합되도록 하는 선택 메커니즘, 디렉토리 정보를 
사용하고 상기 디렉토리 정보에 기초한 상기 객체의 위치를 인식하기 위한 데이터 스트림 관리자, 및 상기 화면에 상기 
객체 및 상기 비디오에 상기 화면을 사용자에 의해 보여지는 동안 실시간으로 삽입, 삭제 또는 대체하기 위한 제어 메커
니즘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객체 지향형 상호작용식 멀티미디어 파일을 제공한다. 본 파일은 하나 이상의 인접한 독립 화면의 결합, 
제1 패킷으로서 화면 포맷 정의를 포함하는 각각의 상기 화면, 상기 제1 패킷을 따르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스트림의 
일 그룹, 상기 제1 데이터 스트림의 객체 제어 정보에 의해 구체화되는 경우 다이내믹 미디어 구성 프로세스에 따라 선
택적으로 디코딩되고 디스플레이되는 객체를 포함하는 제1 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 분리된 각각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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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하나 이상의 단일 독립 객체를 포함하고 말단 스트림 마커(end stream marker)에 의해 구획된 각각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 - 상기 객체는 자기 제어 정보를 각각 포함하고 패킷 스트림을 결합함으로써 형성되고, 상기 패킷 스트림은 비
디오 패킷 스트림, 텍스트 패킷 스트림, 오디오 패킷 스트림, 뮤직 패킷 스트림 및 그래픽 패킷 스트림으로서 각각 비디
오, 텍스트, 오디오, 뮤직 또는 그래픽 요소의 적어도 하나 또는 결합을 포함하는 생(raw) 상호작용식 멀티미디어 데이
터를 인코딩함으로써 형성됨 - 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스트림 비디오 시스템에서 동작할 수 있는 저 전력 장치의 음성 명령 동작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상기 장치에 사용자의 음성을 캡처하는 단계, 상기 음성을 압축하는 단계, 상기 압축된 음성의 인코딩된 샘
플을 사용자 제어 패킷으로 삽입하는 단계, 상기 압축된 음성을 음성 명령 처리 가능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서버
는 자동으로 음성 인식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서버는 전사된 음성을 명령 세트로 맵핑하는 단계, 상기 시스템은 상기 
명령이 상기 사용자 또는 상기 서버에 의해 발생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단계, 상기 전사된 명령이 상기 서버로부터 나온 
것이면 상기 서버는 상기 명령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전사된 명령이 상기 사용자로부터 나온 것이면 상기 시스템은 상
기 명령을 상기 사용자 장치로 발송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가 상기 명령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이미지 처리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이미지의 컬러에 기초하여 컬러 맵을 작성하는 단계, 컬러 
맵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표시 모양을 결정하는 단계, 및 컬러 맵을 사용하여 표시된 이미지의 적어도 한 부분의 상대적
인 움직임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이미지의 인코딩된 표시 모양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컬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여러 비트를 분석하는 단계, 컬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비트의 번호가 제1 값을 넘는 경우 제1 플래그(flag) 값 및 
비트의 제1 소정의 번호를 사용하여 컬러를 표시하는 단계, 및 컬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비트의 번호가 제1 값을 
넘지 않는 경우 제2 플래그 값 및 비트의 제2 소정의 번호를 사용하여 컬러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이미지 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시스템은 이미지의 컬러에 기초하여 컬러 맵을 작성하기 위한 수
단, 컬러 맵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표시 모양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 및 컬러 맵을 사용하여 표시된 이미지의 적어도 일
부의 상대적 움직임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이미지의 인코딩된 표시 모양을 결정하기 위한 이미지 인코딩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시스템은 컬러
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비트의 번호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 컬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비트의 번호가 제1 값을 넘
는 경우 제1 플래그 값 및 비트의 제1 소정의 번호를 사용하여 컬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 및 컬러를 표시하기 위해 사
용된 비트의 번호가 제1 값을 넘지 않는 경우 제2 플래그 값 및 비트의 제2 소정의 번호를 사용하여 컬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객체 처리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스크립트 언어로 정보를 해석하는 단계, 복수의 객체를 포함하
는 복수의 데이터 소스를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그래픽, 애니메이션 및 오디오의 형태로 판독하는 단계, 제어 정보를 
스크립트 언어로 상기 정보에 기초한 복수의 객체에 부착하는 단계, 및 복수의 객체를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 및 
파일에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객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시스템은 스크립트 언어로 정보를 해석하기 위한 수단, 복수의 객체
를 포함하는 복수의 데이터 소스를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그래픽, 애니메이션 및 오디오의 형태로 판독하기 위한 수단, 
제어 정보를 스크립트 언어로 상기 정보에 기초한 복수의 객체에 부착하기 위한 수단, 및 복수의 객체를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 및 파일에 삽입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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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데이터에 기초한 서버에서 계산 동작을 수
행하는 단계, 계산 동작에 기초한 서버에서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서버로부터 이미지 정보를 무선 접속으로 상
기 데이터의 전송 없이도 클라이언트의 계산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클라이언트의 계산 장치에 의해 이미지 정보를 수
신하는 단계, 및 클라이언트의 계산 장치에 의해 이미지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시스템은 데이터에 기초한 서버에서 계산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계산 동작에 기초한 서버에서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 서버로부터 이미지 정보
를 무선 접속으로 상기 데이터의 전송 없이도 고개의 계산 장치로 전송하기 위한 수단, 클라이언트의 계산 장치에 의해 
이미지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 및 클라이언트의 계산 장치에 의해 이미지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수단을 포
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전자적 인사 카드를 전송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인사 카드의 특징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력
하는 단계, 인사 카드에 대응하는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제어 정보를 갖는 객체로서 이미지 정보를 인코딩하는 
단계, 무선 접속으로 상기 제어 정보를 갖는 객체를 전송하는 단계, 무선 휴대용 계산 장치에 의해 상기 제어 정보를 갖
는 객체를 수신하는 단계, 무선 휴대용 계산 장치에 의해 상기 제어 정보를 갖는 객체를 인사 카드 이미지로 디코딩하는 
단계, 및 휴대용 계산 장치에 디코딩된 인사 카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전자적 인사 카드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시스템은 인사 카드의 특징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수단, 인사 카드에 대응하는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 제어 정보를 갖는 객체로서 이미지 정보
를 인코딩하기 위한 수단, 무선 접속으로 상기 제어 정보를 갖는 객체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 무선 휴대용 계산 장치에 
의해 상기 제어 정보를 갖는 객체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 무선 휴대용 계산 장치에 의해 상기 제어 정보를 갖는 객체를 
인사 카드 이미지로 디코딩하기 위한 수단, 및 휴대용 계산 장치에 디코딩된 인사 카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계산 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계산 장치에 의해 오디오 신호를 입력하는 단계, 
상기 오디오 신호를 인코딩하는 단계, 상기 오디오 신호를 원격 계산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원격 계산 장치에서 상기 
오디오 신호를 해석하여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응하는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응하는 정보를 상
기 계산 장치에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응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계산 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을 포함한
다.

    
본 발명은 또한 계산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시스템은 계산 장치에 의해 오디오 신호를 입력하
기 위한 수단, 상기 오디오 신호를 인코딩하기 위한 수단, 상기 오디오 신호를 원격 계산 장치로 전송하기 위한 수단, 원
격 계산 장치에서 상기 오디오 신호를 해석하여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응하는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응하는 정보를 상기 계산 장치에 전송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응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계산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전송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시스템은 무선 휴대 장치로 광고를 디스플레이하기 위
한 수단, 무선 휴대 장치로부터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광고의 디스플레이로 인하여 전송된 정보와 관련된 
할인된 가격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비디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이벤트가 일어났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이벤
트에 반응하여 영역의 비디오로의 무선 전송에 의해 사용자로 전송할 영역의 비디오를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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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한 비디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시스템은 이벤트가 일어났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이벤트에 반응하여 영역의 비디오로의 무선 전송에 의해 사용자로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비디오 객체 모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분의 데이터 비용(overhead) 또는 처리비용의 필요 없이 임
의의 다중 모양의 비디오 객체를 지원 가능한 객체 지향형 멀티미디어 비디오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멀티미디어 내용물을, 내용물이 소망하는 시간 또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기로 되어 있고, 상
기 사용자에게 장치의 디스플레이 또는 다른 지시부를 통하여 전송의 완료를 알려주는 서버 개시 통신에 의해 무선 장
치로 전송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저장된 정보를 오프라인으로도 볼 수 있고 장치가 다음에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경우 특정 원격 서버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동으로 전송될 수 있는 사용자 입력 및 상호작용을 저장하는 상호작용식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비디오 인코딩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비디오 객체로서 객체 제어 데이터로 비디오 데이터를 인
코딩하는 단계, 및 각각 비디오 데이터 및 객체 제어 데이터를 가진 복수의 상기 비디오 객체를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
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비디오 인코딩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컬러의 감소된 표시 모양에 기초한 비디오 스트림에 컬러 
데이터를 양자화하는 방법, 상기 양자화된 컬러 및 투명 영역을 표시하는 인코딩된 비디오 프레임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인코딩된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인코딩된 오디오 데이터 및 객체 제어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비디오 인코딩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ⅰ) 비디오 데이터의 각각의 비디오 프레임에 대한 감소
된 컬러 세트를 선택하는 단계, (ⅱ) 프레임간 컬러를 조정하는 단계, (ⅲ) 움직임 보상을 수행하는 단계, (ⅳ) 지각 컬
러차 측정(perceptual color difference measure)에 기초한 프레임의 갱신 영역을 결정하는 단계, (ⅴ) 상기 프레임
에 대한 비디오 데이터를 단계 (ⅰ)에서 (ⅳ)에 기초한 비디오 객체로 인코딩하는 단계, 및 (ⅵ) 각각의 비디오 객체 
애니메이션에서 렌더링(rendering) 및 다이내믹 구성 제어를 포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무선 스트림 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시스템은 (ⅰ) 휴대용 모니터 장치 및 제1 
무선 통신 수단, (ⅱ) 압축된 디지털 비디오 및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저장하고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비디오의 라이브
러리로부터 보기 위해 디지털 비디오를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서버, (ⅲ) 서버로부터 휴대용 모니터 장치
로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제2 무선 통신 수단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인터페이스 모듈 - 상기 휴대용 
모니터 장치는 상기 전송 가능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전송 가능한 데이터를 비디오 이미지
를 디스플레이하는 비디오 이미지로 변환하고, 사용자가 서버와 통신하도록 하여 비디오를 상호작용식으로 검색하고 선
택하게 함 - 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비디오 및 애니메이션의 무선 스트림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 국부 서버로부터 나
중의 전송을 위해 광대역 네트워크에 걸쳐 원격 서버로부터 압축된 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저장
하는 방법, ⒝ 사용자가 비디오 데이터를 검색하고 선택하게 하여 상기 국부 서버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의 라이브러
리로부터 보도록 하는 방법, ⒞ 상기 데이터를 휴대용 모니터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및 ⒟ 휴대용 모니터 장치 상에 상
기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상기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상호작용식 비디오 팜플렛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ⅰ) 상기 팜플렛에 다양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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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정하고 각각의 화면에 발생하는 다양한 비디오 객체를 특정함으로써, (ⅱ) 각각의 화면에 대한 개개의 구성 및 미
리 설정된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화면 탐색 제어를 특정함으로써, (ⅲ) 미디어 객체의 렌더링 변수를 특정함으로써, (
ⅳ) 사용자 피드백을 모으기 위한 형태를 생성하기 위해 미디어 객체 상의 제어를 특정함으로써, (ⅴ) 압축된 미디어 
스트림 및 객체 제어 정보를 복합 데이터 스트림으로 통합함으로써 비디오 팜플렛을 작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이동 장치에 비디오 인사 카드를 생성하여 보내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 고객이 (ⅰ) 라이브
러리로부터 애니메이션이나 주형(template) 비디오 화면을 선택함으로써, (ⅱ) 상기 주형을 상기 화면에 배우(actor)
로서 삽입되도록 하기 위해 라이브러리로부터 비디오 객체를 선택하거나 사용자에게 공급된 텍스트나 오디오 객체를 
추가함으로써 주문을 받아들임으로써 비디오 인사 카드를 생성하도록 허여하는 단계, ⒝ 고객으로부터 (ⅰ) 상세한 식
별 정보, (ⅱ) 바람직한 배송 방법, (ⅲ) 상세한 지불 정보, (ⅳ) 의도된 수령인의 이동 장치 번호를 획득하는 단계, ⒞ 
대역폭이 사용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을 경우 피크 운송(peak transport)을 얻을 때까지 지명된 배송 방법에 따라 인
사 카드를 큐잉(queuing)하고, 인사 카드를 처리할 수 있고 또한 지명된 이동 장치에 발송할 수 있다면 수령인의 장치
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의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인코딩된 데이터를 디코딩하기 위한 비디오 디코딩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실시간으로 클라이언트에 기초한 컬러 축소가 가능하도록 컬러 양자화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어
지도록 허여하는 다이내믹 컬러 공간 인코딩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목적하는 사용자 및/또는 국부 비디오 광고를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무선이고, 원격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울트라-씬 클라이언트(ultrathin client)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
한다.

본 발명은 또한 멀티 비디오 회의를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다이내믹 미디어 구성을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사용자가 전자 인사 카드 및 엽서를 주문받아 만들어 이동 스마트 폰에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무선 스트림의 에러 정정을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 각각의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비디오 보안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상
호작용식 이동 비디오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제어하기 위한 음성 명령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객체 지향형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를 제어하기 위한 코드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바람직
하게는, 상기 코드는 XML에 기반한 IAVML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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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객체 지향형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럭도.

도 2는 도 1에 나타낸 실시예의 객체 지향형 데이터 시스템에 인터리빙(interleaving)된 3개의 메인 패킷 형태를 나타
내는 개략적인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의 객체 지향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내에서의 3개의 데이터 처리 단계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객체 지향형 데이터 파일 내에서의 객체 형태의 계층 구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파일 또는 스트림에서의 대표적인 패킷 순서를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객체 지향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구성 요소 사이의 정보 흐름의 설명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객체 지향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클라이언트의 주된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객체 지향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클라이언트의 기능적인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다중 객체 클라이언트 렌더링 처리(multi-object client rendering process)의 주된 단계를 
나타내는 순서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클라이언트 렌더링 엔진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블럭도.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클라이언트 대화형 엔진(client interaction engine)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블럭도.

도 12는 DMC 기능을 갖는 대화형 다중 객체형 비디오 화면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대화형 객체 지향형 비디오를 플레이함에 있어서의 주된 단계를 나타내는 순서
도.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대화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로컬 서버 구성 요소의 블럭도.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리모트 스트리밍 서버(remote streaming server)의 블럭도.

도 16은 본 발명에 따라 클라이언트에 의해 동적 매체 합성(dynamic media composition)을 실행하는 주된 단계를 
나타내는 순서도.

도 17은 본 발명에 따라 서버 클라이언트에 의해 동적 매체 합성을 실행하는 주된 단계를 나타내는 순서도.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객체 지향형 비디오 인코더의 블럭도.

도 19는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인코더에 의해 실행하는 주된 단계의 순서도.

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인코더의 입력 컬러 처리 구성 요소의 블럭도.

도 21은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인코더에서 사용된 영역 업데이트 선택 처리(region update selection process)의 구
성 요소의 블럭도.

도 22는 비디오 인코딩에서 사용된 3개의 고속 압축 방법의 설명도.

도 23은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인코더에서 사용된 트리 스플릿 방법(tree splitting method)의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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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는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압축 처리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인코딩하기 위하여 실행된 주된 단계의 순서도.

도 25는 본 발명에 따른 컬러 맵 업데이트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한 단계의 순서도.

도 26은 본 발명에 따른 통상적인 예측 프레임(predicted frame)에 대한 쿼드 트리 구조 데이터(quad tree structu
re data)를 인코딩하는 단계의 순서도.

도 27은 본 발명에 따른 쿼드 트리 데이터 구조에서의 리프 컬러(leaf color)를 인코딩하는 단계의 순서도.

도 28은 본 발명에 따라 비디오 인코더가 비디오 키 프레임을 압축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주된 단계의 순서도.

도 29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인코딩 방법을 사용하여 비디오 인코더로 비디오를 압축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주된 단계
의 순서도.

도 30은 본 발명에 따라 클라이언트에서 실시간으로 실시간 컬러(벡터) 양자화를 실행하기 위하여 사전 양자화 처리(
pre-quantization process)의 주된 단계의 순서도.

도 31은 본 발명에 따른 음성 명령 처리에서의 주된 단계의 순서도.

도 32는 본 발명에 따른 울트라-씬 계산형 클라이언트(ultra-thin computing client) 근거리 무선 통신망(Local A
rea wireless Network; LAN) 시스템의 블럭도.

도 33은 본 발명에 따른 울트라-씬 계산형 클라이언트 광역 무선 통신망(Wide Area wireless Network; WAN) 시
스템의 블럭도.

도 34는 본 발명에 따른 울트라-씬 계산형 클라이언트 리모트 LAN 서버 시스템의 블럭도.

도 35는 본 발명에 따른 3자간 무선 이미지 회의 시스템의 블럭도.

도 36은 본 발명에 따른 화면 속 객체의 사용자 광고(targeted in-pictured user advertising)를 갖는 대화형 " 주문
형 비디오(video on demand)" 의 일 실시예의 블럭도.

도 37은 대화형 화면 속 객체의 사용자 광고의 일 실시예를 전달하고 조작하는 처리의 주된 단계의 순서도.

도 38은 본 발명에 따른 대화형 비디오 팜플릿의 일 실시예를 플레이하고 조작하는 처리의 주된 단계의 순서도.

도 39는 본 발명에 따른 대화형 비디오 팟플릿의 일 실시예의 사용자 대화의 순서도.

도 40은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데이터의 푸시 또는 풀 기반 분배(push or pull based distribution)의 주된 단계의 
순서도.

도 41은 사용자 인증, 액세스 제어, 빌링, 사용 계량(usage metering)을 포함하는 리모트 서버 기반 디지털 권리 정보 
기능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대화형 "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의 블럭도.

도 42는 본 발명에 따라 플레이어 소프트웨어가 주문에 따라 스트리밍 무선 비디오를 플레이하는데 실행하는 처리의 
주된 단계의 순서도.

도 43은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안전/감시 시스템(video security/surveillance system)의 블럭도.

도 44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축하 카드 시스템 및 서비스의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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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5는 본 발명에 따라 이동 전화에 개인용 전자 비디오 축하 카드 또는 비디오 전자 우편을 생성 및 발송하는 주된 
단계의 순서도.

도 46은 MPEG4 표준에서 사용되는 중앙 집중형 파라메트릭 화면 설명(centralized parametric scene description)
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47은 본 발명에 따라 실시간 컬러 양자화를 위해 디코더에 컬러 양자화 데이터를 공급하는 주된 단계를 나타내는 블
럭도.

도 48은 본 발명에 따른 객체 라이브러리의 주된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49는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디코더의 주된 단계의 순서도.

도 50은 본 발명에 따른 쿼드 트리 인코딩 비디오 프레임을 디코딩하는 주된 단계의 순서도.

도 51은 본 발명에 따른 쿼드 트리의 리프 컬러(leaf color)를 디코딩하는 주된 단계의 순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용어의 해설]

비트 스트림(Bit Stream):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전송된 비트의 열을 말하며,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데이터 스트림(Data Stream): 하나 이상의 인터리빙된 패킷 스트림(interleaved Packet Stream).

동적 매체 합성(Dynamic Media Composition): 다중 매체 멀티미디어 표시의 합성을 실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것.

파일(File): 객체 지향형 멀티미디어 파일

화면 속 객체(In Picture Object): 화면 속의 중첩된 비디오 객체.

매체 객체(Media Object): 오디오, 비디오, 벡터 그래픽, 벡스트, 음악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인터리빙된 매체 형태
의 조합.

객체(Object): 오디오, 비디오, 벡터 그래픽, 텍스트, 음악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인터리빙된 메체 형태의 조합.

패킷 스트림(Packet Stream):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전송된 하나의 객체에 속하는 데이터 패킷의 열을 말하며, 메
모리 내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화면(Scene): 다중 객체 멀티미디어 표시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스트림의 캡슐화(encapsulation).

스트림(Stream): 객체 지향형 멀티미디어 파일 내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인터리빙된 패킷 스트림의 조합.

비디오 객체(Video Object): 오디오, 비디오, 벡터 그래픽, 텍스트, 음악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인터리빙된 매체 형
태의 조합.

[약자]

FIFO: First In First Out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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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VML: Interactive Audio Visual Mark-up Language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DMC: Dynamic Media Composition

IME: Interaction Management Engine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ASR: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PCMCIA: Personal Computer Memory Card International Association

[일반적인 시스템 아키텍처]

    
여기서 설명하는 처리와 알고리즘은 전자 상거래 등의 개선된 대화형 리치 미디어 애플리케이션(advanced interactiv
e rich media application)에 대한 기술 플랫폼(technology platform)을 형성하는 것이다. 상술한 방법의 큰 이점은 
필요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동 전화, PDA 등의 저전력 소비 장치 상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 4
2의 순서도와 그와 관련된 설명으로부터 명백히 이해할 수 있다. 특정한 비디오 코덱(codec)은 이 기술에 있어서 필수
적이며, 이는 저전력의, 이동 비디오 시스템에서의 개선된 객체 지향형 대화형 처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의 중요한 이점은 낮은 오버헤드(overhead)에 있다. 이러한 개선된 객체 지향형 대화형 처리
는 이전에는 무선 장치에서 가능했던 새로운 수준의 기능,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및 애플리케이션을 부여할 
수 있다.
    

    
MPEG1/2, H.263 플레이어 등의 대표적인 비디오 플레이어는 사용자에게 수동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위의 플레이어는 
단일의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판독하여, 수신 데이터 상으로 단일의 고정된 디코딩 변형을 수행함으로써 플레
이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기에서 설명한 객체 지향형 비디오 플레이어는 개선된 대화형 비디오 특성을 제공하고, 다
중 소스로부터의 다중 비디오 객체의 동적 합성을 허용하여 사용자가 경험하는 내용을 카스터마이징(customizing)한
다. 이 시스템은 다중의, 임의 형태의 비디오 객체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사용자 대화 또는 미리 설정된 세
팅에 기초하여 실시간으로 어떠한 객체가 어떤 순간에 공존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예컨대, 비디오 내의 화
면은 두 개의 다른 액터(actor)가 몇몇 사용자의 선호도(user preference) 또는 사용자 대화(user interaction)에 따
라 화면 내의 다른 것을 수행하도록 스트립트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객체 지향형 비디오 시스템은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코딩 페이즈(encoding 
phase), 플레이어 클라이언트, 서버를 포함하도록 개발되었다. 인코딩 페이즈는 원래의 멀티미디어 객체 데이터(51)
를 압축된 객체 데이터 파일(52)로 압축하는 인코더(50)를 포함한다. 서버 구성 요소는 정의(definition)와 함께 다수
의 인코딩 페이즈로부터 압축된 객체 데이터를 멀티플렉싱하여 주어진 스크립트에 따라서 데이터를 제어하고, 얻어진 
데이터 스트림을 플레이어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프로그래머블 동적 매체 합성 구성 요소(76)를 포함한다. 플레이어 
클라이언트는 객체 데이터 스트림을 분해하여 적절한 하드웨어 출력 장치(61)로 전송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객체로 렌더
링하는 디코딩 엔진(62)을 포함한다.
    

    
도 2를 참조하면, 디코딩 엔진(62)은 3개의 인터리빙된 데이터 스트림(즉, 압축된 데이터 패킷(64), 정의 패킷(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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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제어 패킷(68)) 상의 작업을 수행한다. 압축된 데이터 패킷(64)은 적용 가능한 인코더(디코더)(즉, " 코댁" )에 
의해 디코딩될 압축된 객체(예컨대,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한다. 비디오 데이터를 인코딩 및 디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는 후술하기로 한다. 정의 패킷(66)은 매체 포맷과, 압축된 데이터 패킷(64)을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다른 정보를 전달
한다. 객체 제어 패킷(68)은 객체 행동(behavior), 렌더링, 애니메이션, 대화 파라미터를 제어한다.
    

    
도 3은 객체 지향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에서의 데이터 처리의 3 단계를 설명하는 블럭도이다.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개별적인 변형이 객체 지향형 데이터에 적용되어 시스템 디스플레이(70)와 오디오 서브 시스템을 통하여 최종적인 
시청각 표시를 발생시킨다. " 동적 매체 합성(dynamic media composition; DMC)" 공정(76)" 은 데이터 스트림의 
실제 내용을 변형하여 디코딩 엔진(62)에 전송한다. 디코딩 엔진(62) 내에서, 통상적인 디코딩 공정(72)은 압축된 오
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추출하여, 개별적인 객체에 대한 파라미터를 렌더링하는 기하학적 변형(geometric transfo
rmation)(예컨대, 평행 이동(translation))을 포함하는 다른 변형이 적용되는 렌더링 엔진(74)에 전송한다. 각각의 
변형은 데이터 스트림에 삽입된 파라미터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제어된다.
    

최종적인 2개의 변형의 각각의 특징은 동적 매체 합성 공정(76)의 출력에 의존하며, 이는 디코딩 엔진(62)에 전달된 
데이터 스트림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적 매체 합성 공정(76)은 특정한 비디오 객체를 비트 스트림 내
로 삽입하여도 좋다. 이 경우, 디코딩될 비디오 데이터 외에, 데이터 비트 스트림이 디코딩 공정(72)과 렌더링 엔진(7
4)에 대한 구성 파라미터를 포함하여도 좋다.

객체 지향형 비트 스트림 데이터 포맷은 다른 종류의 매체 객체 사이의 심리스 통합(seamless integration)을 허용하
고, 이들 객체로 사용자 대화를 지원하고, 표시된 화면 내의 내용의 프로그래머블 제어를 가능하게 하여, 리모트 서버로
부터의 데이터를 스트리밍하거가 국소적으로 저장된 내용을 액세스한다.

    
도 4는 객체 지향형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내의 객체 형태의 계층 구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데이터 포맷
은 엔티티(entity)의 계층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객체 지향형 데이터 파일(80)은 하나 이상의 화면(81)을 포
함하는 하나 이상의 스트림(82)을 포함한다. 매체 객체(52)는 비디오(83), 오디오(84), 텍스트(85), 벡터 그래픽(G
RAF)(86), 음악(87) 등의 단일 매체 소자(89) 또는 이러한 소자(89)의 합성물일 수 있다. 상술한 매체 형태의 각각
의 복합된 것이 단일 화면 내에서 다른 매체 형태와 함께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각각의 객체(52)는 데이터 패킷 내에
서 캡슐화된 하나 이상의 프레임(88)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 초과의 매체 객체(52)가 화면(81) 내에 존재할 경우, 각
각에 대한 패킷이 인터리빙된다. 단일 매체 객체(52)는 가상적으로 의존성이 없는 완전히 독립적인 엔티티이다. 이것
은 하나 이상의 정의 패킷(66), 데이터 패킷(64) 및 동일한 매체 식별자 번호를 갖는 어떠한 제어 패킷(68)의 패킷 열
에 의해 정의된다. 데이터 파일 내의 모든 패킷은, 패킷이 패킷 내의 데이터 형태, 열 내의 패킷의 수, 패킷이 포함하는 
데이터의 양(크기)에 상승하는 객체를 특정하는 동일한 헤더 정도(베이스헤더(base header))를 갖는다. 파일 포맷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MPEG4 시스템과의 구별은 쉽게 이루어진다. 도 46을 참조하면, MPEG4는 객체의 속성(attribute)과 다른 정보를 포
함할 수 있는 노드의 계층 구조인 화면용 2진 포맷(Binary Format for Scenes(BIFS; 01a)의 형태로 중앙 집중형 파
라메트릭 화면 설명에 의존한다. BIFS(01a)는 매우 복잡한 가상 현실 마크업 언어(Virtual Reality Markup Langua
ge; VRML) 그래머(Grammer)로부터 직접 차용된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중앙 집중형 BIFS 구조(01a)는 실질상 화
면 자체로, 그것은 객체 지향형 비디오 내의 기초적인 구성 요소이며 객체 자체는 아니다. 비디오 객체 데이터는 화면 
내의 사용을 위해 특정될 수 있으나, 화면 자체를 정의하는데 기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예컨대 BIFS 구조(01a)가 
먼저 수정되어 비디오 데이터를 참조하지 않는 한은, 새로운 비디오 객체가 화면 내로 도입될 수는 없다. 또한 BIFS는 
어떠한 객체 데이터 스트림을 직접 참조하지는 않으며, 그 대신에 객체 디스크립터(01b)라고 하는 특별한 중개적인 독
립 장치가 BIFS(01a)의 노드 내의 어떠한 OBJ_ID와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데이터 스트림(01c) 간을 
맵핑(mapping)한다. 이들 3 개의 개별적인 엔티티(01a, 01b, 01c)의 MPEG 방식은 상호 의존적이므로, 객체 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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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파일로 복사된다면, 어떠한 상호작용과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다른 제어 정보도 잃어 버리게 된다. MPEG4는 
객체 중심적이므로, 그 데이터 패킷은 하나의 형태 및 패킷 크기 정보로 된 공통 헤더를 가지고 객체 식별자를 갖지 않
는 원자(atom)로서 칭해진다.
    

    
여기서 설명한 포맷은 더 간단하며, 이는 화면이 어떠한 것인지 정의하는 중심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화면
은 독립적이고 화면을 억제하는 객체에 의해 완전히 정의된다. 또한 각각의 객체는 독립적이고, 객체의 속성과 상호작
용을 특정하는 어떠한 제어 정보가 부착되어 있다. 새로운 객체는 단지 비트 스트림 내로 그 데이터를 삽입함으로써 화
면 내에 복사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모든 객체의 제어 정보를 그들의 압축 데이터뿐만 아니라 화면 내로 도입할 수 
있다. 매체 객체들 사이 또는 화면들 사이에는 가상적으로 어떠한 상호 의존성도 없다. 이러한 방식은 복잡한 BIFS 방
식과 관련된 저장 및 처리 오버헤드와 복잡성을 저감할 수 있다.
    

    
비디오 데이터의 다운로드 또는 플레이의 경우, 화면 내에 어떠한 액터가 출현할 것인가를 선택하기 위한 능력 등의 멀
티미디어 데이터의 대화형의 객체 지향형 조작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입력 데이터가 단일 " 액터" 객체를 갖는 단일 화
면을 포함하기 보다는, 사용자 입력에 기초하여 런-타임에 표시된 화면에 선택되거나 " 합성" 될 수 있는 각각의 화면 
내의 하나 이상의 대화형 객체 데이터 스트림을 포함하여야 한다. 화면의 합성은 런-타임 전에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객체 데이터를 화면 내로 인터리빙할 수는 없다.
    

    
도 5는 데이터 파일 내의 대표적인 패킷 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저장된 화면(81)은 다수의 개별적인 선택 가능한 스
트림(82)을 포함하고, 이들 각각은 도 3에서 나타낸 동적 매체 합성 공정(76)용 구성 요소인 " 액터" 객체(52)를 포함
한다. 화면(81) 내의 제1 스트림(82)만이 하나 이상의 (인터리빙된) 매체 객체(52)를 포함한다. 화면(81) 내의 제1 
스트림(82)은 화면 구조, 구성 객체 및 그들의 행동을 정의한다. 화면(81) 내의 부가적인 스트림(82)은 임의의 객체 
데이터 스트림(52)을 포함한다. 스트림의 디렉토리(59)는 각 화면(81)의 개시에 구비되어 각 개별적인 스트림(82)에
의 랜덤 액세스를 가능하게 한다.
    

비트 스트림은 개선된 대화형 비디오 능력과 동적 매체 합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3 개의 구현 레벨을 지원하여 다양
한 기능 레벨을 제공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수동 매체: 단일 매체, 비-대화형 플레이어

2. 대화형 매체: 단일 매체, 제한적인 대화형 플레이어

3. 객체 지향형 활성 매체: 다중 객체, 완전 대화형 플레이어

가장 단순한 구현은 단일 매체로 대화형이 아닌 수동적인 화면을 제공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통상적인 비디오나 오디오
의 플레이, 잠시 멈추기 및 재생 정지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 고전적인 매체 플레이어이다.

    
다음의 구현 레벨은 클릭-스루(click-through)를 할 수 있는 핫-리전(hot region)을 구비함으로써 수동 매체에 대
화형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한된 객체 제어 기능을 갖는 벡터 그래픽 객체를 생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
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글자 그대로 단일 객체 시스템이 아니며, 사용자에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메인 매체 
객체는 투명하게 보이며, 클릭 가능한 벡터 그래픽 객체는 다른 형태의 허용된 객체이다. 이런 방식에 의해, 비선형 네
비게이션 등의 단순한 대화형 경험(interactive experience)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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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구현 레벨은 다중 객체와, 애니메이션, 조건부 이벤트(conditional event) 등의 완전한 객체 제어 기능을 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아키텍처 내의 모든 구성 요소의 구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질상, 이
러한 레벨과 이전의 것과의 차이는 단지 표면적일 수도 있다.

    
도 6은 객체 지향형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구성 요소 사이의 정보 흐름(또는 비트 스트림)을 설명하
는 도면이다. 비트 스트림은 클라이언트 측과 서버 측 대화를 지원한다. 클라이언트 측 대화는 객체 제어 패킷(68)으로
서 나타낸, 사용자 경험의 수정을 일으키는 객체를 통해 유발될 수 있는 정의된 작용의 세트를 통해 지원된다. 서버 측 
대화 지원은 여기에서 사용자 제어 패킷(69)으로 나타낸 사용자 대화가 클라이언트(20)로부터 백 채널(back channe
l)을 통해 리모트 서버(21)로 중계되는 곳으로, 주로 동적 매체 합성의 형태로 온라인 사용자에게 서비스/내용 공급을 
중재한다. 따라서, 비트 스트림을 조작할 수 있는 대화형 매체 플레이어는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처를 갖는다. 클라이
언트(20)는 압축된 데이터 패킷(64), 정의 패킷(66) 및 서버(21)로부터 전달된 객체 제어 패킷(68)을 디코딩하는 책
임을 진다. 또한, 클라이언트(20)는 객체 동기화, 렌더링 변형을 적용하는 것, 최종 디스플레이 출력을 합성하는 것, 사
용자 입력을 관리하는 것, 및 사용자 제어를 서버(21)로 다시 전달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서버(21)는 정확한 소
스로부터의 부분 비트 스트림을 관리, 판독 및 분석하는 것, 클라이언트(20)로부터의 적절한 제어 명령으로 사용자 입
력에 기초하여 합성 비트 스트림을 구성하는 것, 및 디코딩 및 렌더링을 위해 클라이언트(20)로 비트 스트림을 전달하
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도 3의 구성 요소(76)로 나타낸 서버 측 동적 객체 합성(Dynamic Media Composition)은 
저장된 프로그램 스크립트 내의 사용자 대화 또는 미리 정해진 세팅에 기초하여, 매체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합성되도록 
할 수 있다.
    

    
매체 플레이어는 저장된 데이터를 국소적으로 재생할 때, 또는 데이터를 리모트 서버(21)로부터 스트리밍할 때 서버 
측 및 클라이언트 측 대화/기능 모두를 지원한다. DMC를 실행하고 소스를 관리하는 것은 서버 구성 요소(21)의 책임
이므로, 국소적 재생의 경우에는 서버가 클라이언트(20)와 나란히 배열되지만,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이격되어 위치된
다. 또한 혼합적인 조작도 지원되며, 이 경우 클라이언트(20)는 국소적이고 이격적으로 위치한 소스/서버(21)로부터 
데이터를 액세스한다.
    

[대화형 클라이언트]

    
도 7은 객체 지향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클라이언트(20)의 주된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객체 지향형 멀티
미디어 플레이어 클라이언트(20)는 서버(21)로부터 전송되어 도 3의 DMC 공정(76)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수신하
여 디코딩할 수 있다. 또한, 객체 지향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클라이언트(20)는 다수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디코딩 공정을 행할 수 있다. 디코딩 공정의 단계는 인코딩 공정에 비해 단순하며, " Palm Pilot IIIc" 또는 스마트 폰
(smart phone) 등의 저전력 이동 계산 장치 상에서 컴파일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완전하게 실행될 수 있다. 입력 데이
터 버퍼(30)는 완전한 패킷이 수신되거나 판독될 때까지는 서버(21)로부터의 유입하는 데이터를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그 후,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또는 해독 유닛(decryption unit; 34)을 통해 입력 데이터 스위치/디먹스(32)에 전달된
다. 입력 데이터 스위치/디먹스(32)는 데이터를 디코딩하는데 어떠한 서브 공정(33, 38, 40, 42)이 필요한지를 결정
하고, 서브 공정을 실행하는 패킷 형태에 따라서 정확한 구성 요소에 데이터를 전달한다. 개별적인 구성 요소(33, 38, 
42)는 각각 벡터 그래픽, 비디오, 오디오 디코딩을 실행한다. 디코더 내의 비디오 및 오디오 디코딩 모듈(38, 42)은 독
립적으로 그들에게 전송된 어떠한 데이터도 분해하여, 일시적인 버퍼 내로 예비적인 렌더링을 실행한다. 객체 관리 구
성 요소(40)는 비디오 센스를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객체 행동 및 렌더링 정보를 추출한다. 비디오 디스플레이 구성 요
소(44)는 벡터 그래픽 디코더(33), 비디오 디코더(38) 및 객체 관리 구성 요소(40)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시각적 객체를 렌더링한다. 오디오 재생 구성 요소(46)는 오디오 디코딩 및 객체 관리 구성 요소(40)로부터 수신된 데
이터에 기초하여 오디오를 생성한다. 사용자 입력/제어 구성 요소(48)는 명령을 생성하여 디스플레이 및 재생 구성 요
소(44, 46)에 의해 생성된 비디오 및 오디오를 제어한다. 또한, 사용자 제어 구성 요소(48)는 서버(21)에 제어 메시지
를 다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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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객체 지향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클라이언트(20)의 기능적인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블럭도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주 데이터 경로에 대한 임의의 객체 기억 장치(39)를 갖는 디코더(43)(도 7의 복수의 구성 요소(33, 38, 42)의 조
합)

2. 렌더링 엔진(74)(도 7의 구성 요소(44, 46)의 결합)

3. 대화 관리 엔진(41)(도 7의 구성 요소(40, 48)의 결합)

4. 객체 제어(40) 경로(도 7의 구성 요소(40)의 일부)

5. 입력 데이터 버퍼(30) 및 입력 데이터 스위치/디먹스(32)

6. 임의의 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엔진(45)

7. 지속적인 로컬 객체 라이브러리(75)

    
클라이언트 시스템(20)을 통한 데이터의 흐름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 압축된 객체 데이터(52)는 서버(21)로부터 
클라이언트 입력 버퍼(30)로 전달되고 때로는 지속적인 로컬 객체 라이브러리(75)로 전달된다. 입력 데이터 스위치/
디먹스(32)는 버퍼링된 압축 객체 데이터(52)를 압축된 데이터 패킷(64), 정의 패킷(66) 및 객체 제어 패킷(68)로 
분할한다. 압축된 데이터 패킷(64) 및 정의 패킷(66)은 개별적으로 패킷 헤더 내에서 식별된 바와 같은 패킷 형태에 
기초하여 적절한 디코더(43)로 라우팅된다. 객체 제어 패킷(68)은 디코딩될 객체 제어 구성 요소(40)로 전송된다. 이
와 달리, 만약 객체 제어 패킷이 수신되어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정보를 특정하면, 압축된 데이터 패킷(64), 정의 패킷
(66) 및 객체 제어 패킷(68)이 입력 데이터 스위치/디먹스(32)로부터 지속적인 로컬 기억 장치용 객체 라이브러리(7
5)로 라우팅될 수도 있다. 하나의 디코더(43)와 객체 기억 장치(39)는 각각의 매체 객체와 각각의 매체 형태에 대해 
존재한다. 따라서, 각각의 매체 형태에 대해 다른 디코더(43)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화면 내에 3 개의 비디오 객
체가 있다면 비디오 디코더(43)의 3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각각의 디코더(43)는 전송된 적절한 압축 데이터 패킷(64)
과 정의 패킷(66)을 수신하여 객체 데이터 기억 장치(39) 내로 디코딩된 데이터를 버퍼링한다. 각각의 기억 장치(39)
는 렌러링 엔진(74)과 관련한 각각의 매체 객체의 동기화를 관리할 책임이 있고, 만약 디코딩이 (비디오) 프레임 리프
레시 율(refresh rate)에 뒤지면, 디코더(43)는 적절하게 프레임을 줄이도록 명령을 받는다. 객체 기억 장치(39) 내
의 데이터는 렌더링 엔진(74)에 의해 판독되어 최종적으로 표시된 화면을 작성한다. 객체 데이터 기억 장치(39)에의 
판독 및 기록 액세스는 동기화됨으로써, 전체 객체 동기화 요건에 따라, 디코더(43)는 단지 저속으로 객체 데이터 기억 
장치(39)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이와 역으로 렌더링 엔진(74)은 고속으로 그 데이터를 렌더링할 수도 있다. 렌더링 
엔진(74)은 대화 관리 엔진(41)으로부터의 렌더링 정보에 기초하여, 객체 기억 장치(39)의 각각으로부터 데이터를 판
독하여, 최종 디스플레이 화면 및 음향 화면(acoustic scene) 모두를 작성한다. 이 처리의 결과는 디스플레이 장치(7
0) 상에 표시될 시스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73)에 전해지는 비트맵 열과, 시스템 오디오 장치(72)에 전달될 오
디오 샘플의 열이다.
    

    
클라이언트 시스템(20)으로부터의 제2 데이터 흐름은 사용자 이벤트(User Event; 47)의 형태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
페이스(73)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대화 관리 엔진(41)으로 진행하고, 거기에서 사용자 이벤트는 분리되고, 그 중 일
부는 렌더링 파라미터의 형태로 렌더링 엔진(74)으로 전달되고, 나머지는 사용자 제어 패킷(69)으로서 백 채널을 통
해서 서버(21)로 다시 전달되며, 서버(21)는 이를 사용하여 동적 매체 합성 엔진(76)을 제어한다. 사용자 이벤트가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에 전달되는지 여부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대화 관리 엔진(41)이 렌더링 엔진(74)으로 
하여금 히트 테스트(hit testing)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대화 관리 엔진(41)의 조작은 객체 제어 구성 요소(40)에 
의해 제어되며, 객체 제어 구성 요소(40)는 대화 관리 엔진(41)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73)로부터 사용자 이벤
트(47)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애니메이션과 대화 행동(interactive behavior)이 개별적인 매체 객체와 관련이 있
는가를 정의하는 명령(객체 제어 패킷(68))을 서버(21)로부터 수신한다. 대화 관리 엔진(41)은 렌더링 엔진(7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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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여 렌더링 변형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또한, 대화 관리 엔진(41)은 객체 라이브러리(75)를 제어하여 라이브러
리 객체를 입력 데이터 스위치/디먹스(32)로 라우팅할 책임이 있다.
    

    
렌더링 엔진(74)은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4 개의 주된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 비트맵 합성기(35)는 시각적 객체 
기억 장치 버퍼(53)로부터 비트맵을 판독하여 최종적인 디스플레이 화면 래스터(final display scene raster; 71)로 
합성한다. 벡터 그래픽 프리미티브 스캔 컨버터(vector graphic primitive scan converter; 36)는 벡터 그래픽 디코
더로부터의 벡터 그래픽 디스플레이 리스트(54)를 디스플레이 화면 래스터(71) 상에 렌더링한다. 오디오 믹서(37)는 
오디오 객체 기억 장치(55)를 판독하여 그 결과를 오디오 장치(72)로 전달하기 전에 오디오 데이터를 함께 혼합한다. 
여러 가지 객체 기억 장치 버퍼(53 ~ 55)가 판독되는 순서와 어떻게 그 내용이 디스플레이 화면 래스터(71)에 전송되
는지는 대화 관리 엔진(41)으로부터의 파라미터를 렌더링함으로써 결정된다. 가능한 변형으로는 Z 오더(order), 3D 
방위(orientation), 위치, 스케일, 투명도, 컬러, 체적을 들 수 있다. 렌더링 처리를 증강하기 위해서, 전체 디스플레이 
화면을 렌더링하지 않고, 그 일부만 렌더링할 수 있다. 렌더링 엔진의 제4 주 구성 요소는 히트 테스터(Hit Tester; 3
1)이며, 이것은 대화 관리 엔진(41)의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41c)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펜 이벤트(user 
pen event)를 위해 객체 히트 테스트를 수행한다.
    

    
디스플레이 화면은 사용자가 드래그 가능한 객체를 드래그하거나 클릭하여 버튼을 선택할 때와, 애니메이션을 업데이트
할 때, 동기화 정보에 따라 시각적 데이터가 서버(21)로부터 수신될 때마다 렌더링되어야 한다. 화면을 렌더링하기 위
해서, 화면이 오프스크린 버퍼(디스플레이 화면 레스터(71))로 합성되어 출력 장치(70)에 그려질 수 있다. 객체 렌더
링/비트맵 합성 처리는 도 9에 나타냈으며, 단계 s101에서 개시한다. 시각적 객체를 포함하는 각각의 매체 객체 기억 
장치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하는 리스트가 보유되고 있다. 리스트는 단계 s102에서 Z 오더에 따라 정렬된다. 그 후 단계 
s103에서, 비트맵 합성기가 가장 낮은 Z 오더를 갖는 매체 객체를 얻는다. 단계 s104에서 더 이상 합성할 객체가 없으
면, 비디오 객체 렌더링 처리가 단계 s118에서 종료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제1 객체의 경우에는 디코딩 비트맵이 단
계 s105에서 객체 버퍼로부터 판독된다. 만약 단계 s106에서 객체 렌더링 제어가 있으면, 단계 s107에서 스크린 위치, 
방위 및 스케일이 설정된다. 구체적으로, 객체 렌더링 제어는 적절한 2/3D 기하학적 변형을 정의하여 객체 화소가 맵핑
되는 좌표를 결정한다. 제1 화소는 단계 s108에서 객체 버퍼로부터 판독되고, 만약 단계 s109에서 더 많은 화소가 처
리된다면 단계 s110에서 객체 버퍼로부터 다음 화소를 판독한다. 객체 버퍼 내의 각각의 화소는 개별적으로 처리된다. 
만약 단계 s111에서 화소가 투명하다면(화소 값이 0xFE인 경우), 렌더링 처리는 화소를 무시하고 단계 s109로 복귀
하여 객체 버퍼 내의 다음 화소의 처리를 개시한다. 그렇지 않고 화소가 단계 s112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면(화소 값이 
0xFF인 경우), 배경 색 화소는 단계 s113에서 디스플레이 화면 래스터에 그려진다. 그러나, 만약 화소가 투명하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는다면, 단계 s114에서 알파 배합(alpha blending)이 가능하지 않게 되고, 단계 s115에서 디스플
레이 화면 래시터에 객체 컬러 화소가 그려진다. 알파 배합이 단계 s114에서 가능하게 되면, 알파 배합 합성 처리가 실
행되어 객체에 대한 투명도의 정의된 레벨을 설정하게 된다. 그러나, 비트맵에서의 모든 화소에 대한 혼합 요소를 개별
적으로 인코딩할 필요가 있는 종래의 알파 배합 처리와는 달리, 이러한 방식은 알파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실제 비트맵 표현에서의 투명 영역의 매립 표시(embedded indication)와 관련하여 전체 비트맵의 불투명도의 정도를 
지정하는 단일 알파 값을 사용한다. 따라서, 단계 s116에서 객체 화소 컬러를 배합하는 새로운 알파 값이 계산되며, 단
계 s117에서 디스플레이 화면 래스터에 그려질 수 있다. 이로써 각각의 개별적인 화소에 대한 처리를 종결하고, 단계 
s109로 복귀하도록 제어하여 객체 버퍼 내의 다음 화소의 처리를 개시한다. 만약 단계 s109에서 처리될 화소가 남아 
있지 않으면, 단계 s104로 복귀하여 다음 객체의 처리를 개시한다. 비트맵 합성기(35)는 각각의 매체 객체와 관련된 
Z 오더에 따른 순서로 각각의 비디오 객체 기억 장치를 판독하여 디스플레이 화면 래스터(71)로 복사한다. 만약 Z 오
더가 객체에 명백하게 할당되지 않으면, 객체에 대한 Z 오더 값은 객체 ID와 같이 동일하게 될 수 있다. 만약 두 객체가 
같은 Z 오더를 갖는다면, 그들은 객체 ID의 상승 순서로 그려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비트맵 합성기(35)는 비디오 프레임이 가질 수 있는 3 개의 영역 형태, 즉 렌더링될 컬러 화소, 투명
하게 만들어질 영역 및 변화하지 않고 남을 영역을 가질 수 있다. 컬러 화소는 디스플레이 화면 래시터(71)로 적절하게 

 - 23 -



공개특허 특2002-0064888

 
알파 배합되고, 변화하지 않은 화소는 무시되어 디스플레이 화면 래스터(71)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투명 화소는 대응
하는 배경 디스플레이 화면 화소가 리프레시되도록 한다. 이것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해당하는 객체의 화소
가 어떤 다른 객체를 중첩할 때 수행되며, 만약 화소가 화면 배경 위에 직접 그려진다면 그 화소는 화면 배경 컬러로 설
정될 필요가 있다.
    

만약 객체가 비트맵 대신에 디스플레이 리스트를 포함한다면, 기하학적 변형이 디스플레이 리스트 내의 좌표 각각에 적
용되고, 디스플레이 리스트 내에 특정된 그래픽 프리미티브의 주사 변환(scan conversion) 중에 알파 배합이 수행된
다.

    
도 10을 참조하면, 비트맵 합성기(35)는 다른 컬러 해상도로 디스플레이 주사 래스터를 지원하고, 다른 비트 깊이로 
비트맵을 관리한다. 만약 화면 래시터(71)가 15, 16 또는 24 비트의 깊이를 가지고, 비트맵이 컬러 맵핑된 8 비트 이
미지이면, 비트맵 합성기(35)는 비트맵으로부터 각각의 컬러 인덱스 값을 판독하고, 특정한 객체 기억 매체와 관련된 
컬러 맵 내의 컬러를 룩 업(look up)하여, 디스플레이 화면 래스터(71)에 정확한 포맷으로 컬러의 적색, 녹색 및 청색 
성분을 기록한다. 만약 비트맵이 연속적인 톤 이미지이면, 비트맵 합성기(35)는 단순히 디스플레이 화면 래스터(71) 
상의 정확한 위치로 각각의 화소의 컬러 값을 복사한다. 만약 디스플레이 화면 래스터(71)가 8 비트 깊이와 컬러 룩 업 
테이블을 갖는다면, 이 방식은 표시된 객체의 수에 의존한다. 만약 하나의 비디오 객체만 표시된다면, 컬러 맵이 직접 
디스플레이 화면 래시터(71)의 컬러 맵으로 복사된다. 만약 다중 비디오 객체가 존재한다면, 디스플레이 화면 래시터
(71)가 일반적인 컬러 맵으로 설정될 것이고, 디스플레이 화면 래스터(71)에 설정된 화소 값은 비트맵의 인덱스 값에 
의해 지시된 컬러와 가장 잘 부합하게 될 것이다.
    

    
렌더링 엔진(74)의 히트 테스터 구성 요소(31)는 사용자가 펜 이벤트 위치 좌표를 각각의 표시된 객체와 비교함으로
써 스크린 상에서 시각적인 객체를 선택했을 때 평가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 히트 테스트" 는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
이 대화 관리 엔진(41)의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41c)에 의해 요청되고, 비트맵 합성기(35)와 벡터 그래픽 프리미티브 
주사 컨버터(36) 구성 요소에 의해 제공된 객체 위치 및 변형 정보를 이용한다. 히트 테스터는 각각의 객체에 대한 펜 
이벤트 위치의 역 기하학적 변형을 적용하고, 얻어진 역 변형 좌표에서의 비트맵의 투명도를 평가한다. 평가가 참(tru
e)이면, 히트가 등록되고, 그 결과는 대화 관리 엔진(41)의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41c)로 복귀된다.
    

렌더링 엔진의 오디오 믹서 구성 요소(37)는 관련된 오디오 객체 기억 장치 내에 기억된 각각의 오디오 프레임을 라운
드 로빈 방식으로 판독하고, 교환 엔진에 의해 제공된 렌더링 파라미터(56)에 따라 오디오 데이터를 함께 혼합하여 합
성 프레임을 얻는다. 예컨대, 오디오 혼합용 렌더링 파라미터는 체적 제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오디오 혼합 구성 요소
(37)는 혼합된 오디오 데이터를 오디오 출력 장치(72)로 전달한다.

    
도 8의 객체 제어 구성 요소(40)는 기본적으로 스위치/디먹스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코딩된 객체 제어 패킷을 판독하고 
대화 관리 엔진(41)에 지시된 제어 명령을 발행하는 코덱이다. 제어 명령이 발행되어 개별적인 객체 또는 시스템 폭 속
성을 변화시킨다. 이 제어 명령은 광범위하며, 파라미터 렌더링, 애니메이션 경로의 정의, 조건부 이벤트 생성, 객체 라
이브러리(75)로부터의 객체 삽입을 포함한 객체 플레이 열의 제어, 타이머 설정, 시스템 상태 레지스터 설정 및 재설정 
등과, 사용자 활성 객체 행동(user-activated object behavior)을 포함한다.
    

    
대화 엔진(41)은 다수의 다른 공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도 13의 순서도는 대화형 객체 지향형 비디오를 플레이하는데 
대화형 클라이언트가 수행하는 주된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은 단계 s201에서 개시한다. 데이터 패킷과 제어 패킷
은 단계 s202에서 입력 데이터 소스, 즉 도 8의 객체 기억 장치(Object Store; 39) 또는 도 8의 객체 제어 구성 요소
(Object Control component; 40)로부터 판독된다. 만약 단계 s203에서 패킷이 데이터 패킷이면, 프레임은 단계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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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에서 디코딩되고 버퍼링된다. 그러나, 만약 패킷이 객체 제어 패킷이면, 대화 엔진(41)은 단계 s206에서 객체에 적
절한 조작을 행한다. 그 후 객체는 단계 s205에서 렌더링된다. 만약 단계 s207에서 객체와 대화 중인 사용자가 없고(
즉, 사용자가 객체에 대해 클릭하고 있지 않는 경우), 단계 s208에서 어떠한 객체도 대기 액션(waiting action)이 없
다면, 단계 s202로 복귀하고, 단계 s202에서 입력 데이터 소스로부터 새로운 패킷이 판독된다. 그러나, 단계 s208에서 
객체가 대기 액션을 하면, 단계 s210에서 객체 액션 상태가 테스트되며, 그 조건이 만족되면 단계 s201에서 그 액션을 
수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계 s202에서 입력 데이터 소스로부터 새로운 패킷이 판독된다.
    

    
대화 엔진(41)은 미리 정의된 활동을 갖지 않는다. 대화 관리 엔진(41)이 수행하는 모든 액션과 조건은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객체 제어 패킷(Object Control packet; 68)에 의해 정의된다. 대화 엔진(41)은 무조건적으로 미리 정의된 
액션을 즉시 수행(예컨대 화면 내의 최종 비디오 프레임이 도달될 때 화면의 개시로 바로 이동하는 것 등)할 수 있거나, 
어떤 시스템 상황이 만족될 때까지 실행을 지연(예컨대 타이머 이벤트 발생 등)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또는 시스템 상황
에 따라, 정의된 활동으로 사용자 입력에 응답(예컨대 객체를 클릭하거나 드래그하는 것 등)할 수 있다. 가능한 액션으
로는 속성 변화의 렌더링, 애니메이션, 루핑(looping) 및 비연속 플레이 열, 하이퍼링크로의 이동, 아마도 지속적인 로
컬 객체 라이브러리(75)로부터, 표시된 객체 스트림이 다른 객체로 대체되는 동적 매체 합성, 및 주어진 상황 또는 사
용자 이벤트가 참이 될 때 유발되는 다른 시스템 활동을 들 수 있다.
    

    
대화 관리 엔진(41)은 3 개의 주된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즉,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화 제어 구성 요소(41a), 
대기 액션 관리자(41d), 애니메이션 관리자(41b)가 그들이다. 애니메이션 관리자(41b)는 대화 제어 구성 요소(41a)
와 애니메이션 경로 내삽기/애니메이션 리스트(Animation Path Interpolator/Animation List; 41b)를 포함하며, 현
재 진행 중인 모든 애니메이션을 저장한다. 각각의 활성 애니메이션에 대해, 관리자는 객체 제어 로직(63)에 의해 특정
된 간격으로 렌더링 엔진(74)에 보내진 렌더링 파라미터(56)를 내삽한다. 애니메이션이 종료되면, 애니메이션 리스트
(41b)가 루핑 애니메이션으로 정의되지 않는 한은, 활성 애니메이션 리스트로부터 제거된다. 대기 액션 관리자(41d)
는 대화 제어 구성 요소(41d)와 대기 액션 리스트(41d)를 포함하며, 상황이 참이 되는 모든 객체 제어 액션을 저장한
다. 대화 제어 구성 요소(41a)는 정규적으로 대기 액션 관리자(41d)를 조사하여, 각각의 대기 액션과 관련된 상황을 
평가한다. 액션에 대한 상황이 만족되면, 대화 제어 구성 요소(41a)는 액션을 실행하여, 액션이 객체 활동으로서 정의
되지 않는 한 즉, 실행을 더 하기 위하여 대기 액션 리스트(41d)에 남지 않는 한은 대기 액션 리스트(41d)로부터 제거
된다. 상황 평가에 있어서는, 대화 관리 엔진(41)이 상황 평가기(41f)와, 상태 플래그 레지스터(state flags registe
r; 41e)를 사용한다. 상태 플래그 레지스터(41e)는 대화 제어 구성 요소(41a)에 의해 업데이트되고, 사용자 정의 시
스템 플래그 세트를 유지한다. 상황 평가기(41f)는 대화 제어 구성 요소(41a)에 의해 지시된 상황 평가를 수행하고, 
현재 시스템 상태를 객체를 기준으로 상태 플래그 레지스터(41e) 내의 시스템 플래그와 비교하며, 상황 평가기(41f)
가 대화 제어 구성 요소(41a)에 대해 상황이 참이라고 보고하면, 액션이 실행되어야 한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오프라
인(즉, 리모트 서버에 접속되지 않은 경우)이면, 대화 제어 구성 요소(41a)는 수행된 모든 대화 활동의 기록(사용자 
이벤트 등)을 유지한다. 이들은 임시적으로 히스토리/폼 기억 장치(history/form store; 41d)에 기억되고, 클라이언
트가 온라인하면 사용자 제어 패킷(69)을 사용하여 서버에 전송된다.
    

    
객체 제어 패킷(68)과 이에 따른 객체 제어 로직(63)은 사용자 정의 가능한 시스템 플래그의 수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들은 시스템으로 하여금 그 현재 상태의 메모리를 갖도록 하고, 상태 플래그 레지스터(41e)에 기억된다. 예컨대, 비디
오 중의 특정 화면 또는 프레임이 플레이 되거나, 사용자가 객체와 대화할 때, 이들 플래그 중 하나가 설정된다. 사용자 
대화는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41c)에 의해 모니터되고, 입력으로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73)로부터의 사용자 이
벤트(47)를 수신한다. 또한,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41c)는 렌더링 엔진(74)으로 하여금 렌더링 엔진의 히트 테스터(
31)를 사용하여 히트 테스트를 실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히트 테스트는 사용자 펜 클릭/텝(user pen c
lick/tap) 등의 사용자 펜 이벤트에 대해 요청된다.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41c)는 사용자 이벤트를 대화 제어 구성 요
소(41a)에 전달한다. 그 후, 이것은 어떠한 화면이 비선형적인 비디오 다음에 플레이될지 또는 화면 내에 어떠한 객체
가 렌더링될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전자 상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하나 이상의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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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객체를 쇼핑 바구니 객체 상으로 드래그할 수도 있다. 쇼핑 바구니가 플릭될 때, 비디오는 계산 화면으로 이동하
고, 거기서 쇼핑 바구니 상에 드래그된 모든 객체 리스트가 나타나며, 사용자가 그 항목을 확인하거나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개별적인 비디오 객체는 버튼으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구입 주문을 등록을 원하는지 취소를 원하는지
를 표시한다.
    

    
객체 제어 패킷(68)과, 이에 따른 객체 제어 로직(63)은 실행될 특정 액션에 대해 만족되는 특정한 상황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은 상황 평가기(41f)에 의해 평가된다. 상황은 시스템 상태, 로컬 및 스트리밍 재생, 시스템 이벤트, 특정
한 사용자의 객체와의 대화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기 플래그 설정을 가질 수 있으며, 상황이 만족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면, 만족될 때까지 대기한다. 대기 플래그는 종종 penUP 등의 사용자 이벤트를 대기하기 위하여 사용
된다. 대기 액션이 만족되면, 객체와 관련된 대기 액션(41d)으로부터 제거된다. 만약 객체 제어 패킷(68)의 활동 플래
그가 설정되면, 그 액션은 실행된 후에라도 대기 액션 리스트(41d) 내의 객체로서 잔류할 것이다.
    

    
객체 제어 패킷(68)과 그에 따른 객체 제어 논리(63)는 액션이 다른 객체에 영향을 주도록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은 베이스 헤더 내에서 특정된 객체 상에서 만족되어야 하지만, 액션이 다른 객체 상에서 실행되지는 않는다. 객체 
제어 로직은 객체 라이브러리 제어(58)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객체 라이브러리(75)로 전달된다. 예컨대, 객체 
상의 사용자 클릭 이벤트가 히트 테스터(31)와 관련한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41c)에 의해 요구되어 평가되는 상황에
서, 객체 제어 로직(63)은 애니메이션과 함께 (하이퍼링크) 액션으로의 이동이 수행되도록 지정할 수 있으며, 시스템
은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이것이 참이 되기를 대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액션 또는 제어는 대기 액션 리스트(41d)에서 
실행될 때까지 대기할 것이고, 그 후 제거될 것이다. 이러한 제어는 예컨대 비디오에서의 액터가 신고 있는 한 켤레의 
운동화로 고려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가 그것을 클릭하면, 운동화는 스크린 주위로 이동하고 몇 초간 크기가 줌-
인되어, 사용자가 운동화에 대한 판매 정보 및 구입 기회나, 온라인 경매에서 운동화에 대한 입찰을 제공하는 화면으로 
향하게 된다.
    

    
도 12는 다중 객체 대화형 비디오 화면의 합성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최종 화면(90)은 배경 비디오 객체(91), 3자간 " 
채널 변화" 비디오 객체(92), 및 3 " 채널" 비디오 객체(93a, 93b, 93c)를 포함한다. 객체는 사용자 클릭 이벤트의 상
황과 함께, " 활동" , " 이동" , 및 " 다른" 특성으로 제어를 할당함으로써 " 채널 변화기(channel changer; 92)" 로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제어는 화면의 종료가 일어날 때까지 대기 액션 리스트(41d) 내에 기억되고, DMC는 클릭될 
때마다 화면(90)의 합성을 변화시키도록 할 것이다. 상술한 " 채널 변화(channel changing)" 객체는 다른 채널 상에 
나타나는 내용의 축소판(miniature version)을 표시할 것이다.
    

    
객체 제어 패킷(68), 따라서 객체 제어 로직(63)은 애니메이션 플래그 세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플래그 세트는 (move to와 같은) 단일 명령어보다는 복합 명령어가 뒤를 따를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애니메이션 플
래그가 설정되지 않는다면, 동작은 조건이 충족되자마자 실행된다. 어떠한 렌더링 변화가 종종 일어날 때마다, 표시되
는 화면은 업데이트 된다. 사용자 이벤트(47) 또는 객체 제어 회로(63)에 의해 구동되는 대부분의 렌더링 동작과 달리, 
애니메이션은 자체적으로 렌더링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이 업데이트 된 후에, 그리고 전체 애니메이션이 완
성된다면, 그것은 애니메이션 리스트(41b)로부터 삭제된다. 상기 애니메이션 경로 내삽(41b)은 두 제어 포인트 사이
에서, 상기 애니메이션이 보통으로 위치되었는지 결정한다. 상기 애니메이션이 상기 두 제어 포인트 사이에서 얼마나 
먼 비율로 진행되었는가(" tweening" 값)와 함께 이 정보는 적절한 렌더링 파라미터(56)를 내삽하는데 사용된다. 상
기 tween값은 분자 및 분모에 의한 비율로서 표현된다.
    

X = x[start] + (x[end] - x[start])*분자/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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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이 루프로 설정된다면, 애니메이션의 시작 시간은 애니메이션이 종료할 때, 현재의 시간으로 설정되고, 업데
이트 후에도 삭제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는 다음의 딸깍거림(clicking), 끔(dragging), 겹침(overlapping) 및 움직임(moving)과 같은 높은 레벨의 
사용자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객체는 펜이 객체 위에서 유지될 때 표시되는 것과 관련 있는 버튼 영상을 가질 수 있다. 
객체 위에 내려질 때, 펜이 몇몇의 특정 픽셀을 움직인다면, 객체는 끌려간다(드래깅이 객체 또는 화면에 의해 보호되
지 않는 한). 드래깅은 실제로 객체 또는 화면에 의한 보호 하에 있는 객체를 움직인다. 펜이 놓여졌을 때, 객체는 움직
임이 객체 또는 화면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위치로 이동된다. 움직임이 보호된다면, 드래깅된 객체는 펜이 
놓여졌을 때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간다. 드래깅은 사용자가 객체를 다른 객체의 위에 떨어뜨릴 수 있게 한다(예컨대 물
건을 쇼핑 바구니 위에 드래깅하는 것). 펜이 객체 위에 있는 동안 놓여진다면, 객체들은 이러한 객체들은 드래깅된 객
체들과 함께 겹치는 상태라고 알려진다.
    

객체들은 객체 제어 패킷(68)을 통한 투명성 또는 깊이에 있어서 클릭, 이동, 드래깅 또는 변화로부터 보호된다. 객체 
제어 패킷(68)에 있어서 보호 명령은 개개의 영역 또는 시스템 영역을 갖는다. 만약 시스템 영역을 갖는다면, 모든 객
체는 보호 명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시스템 영역 보호는 객체 영역 보호보다 우위에 선다.

    
jumpto 명령은 네 개의 변형을 갖는다. 하나는 하이퍼링크에 의해 특정된 분리된 파일 내에서 주어진 새로운 화면으로 
건너뛰도록 하며, 다른 것은 현재의 화면에서 현재 플레이중인 매체의 객체 스트림을 하이퍼링크에 의해 특정된 화면 
또는 분리된 파일로부터 다른 매체의 객체로 치환하도록 한다. 또한 나머지 두 변형은 같은 파일 내에서 새로운 화면으
로 건너뛰게 하거나 플레이중인 매체의 객체를 디렉토리 인덱스에 의해 특정된 같은 화면내의 다른 것으로 치환하게 한
다. 각 변형은 객체 매핑 없이 또는 객체 매핑과 함께 호출될 수 있다. 또한, jumpto 명령은 국부적으로 저장된 지속적
인 객체 라이브러리로부터 현재의 플레이중인 매체 객체 스트림을 매체의 객체로 치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상호작용 제어 기능들은 상호작용 관리자(41)에서 렌더링 엔진(74)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20)에 의해 다
루어지고, 몇몇 제어 사례는 낮은 레벨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서버(21)로 되돌려진다. 이는 객체 라이브러리(7
5)로부터 객체의 삽입을 지시하는 명령의 예외와 함께 하이퍼링크 및 동적인 화면 구성으로의 점핑과 같은 비선형의 항
해를 위한 명령들을 포함한다.

    
도 8의 객체 라이브러리(75)는 지속적이며, 로컬 매체 객체 라이브러리이다. 객체들은 이 라이브러리로부터 객체 라이
브러리 제어 패킷으로 알려진 특수 객체 제어 패킷(68)과 ObjLibrary 모드 비트 필드 세트를 갖는 화면 정의 패킷들(
Scene Definition packets, 66)을 통해 안에 삽입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객체 라이브러리 제어 패킷은 객체와 함게 
수행되는 동작을 정의하고, 객체 라이브러리의 삽입, 업데이트, 제거 및 조회(querying)를 포함한다. 입력 데이터 스위
치/디먹스(demux)(32)는 압축된 데이터 패킷(52)을 적절한 객체 라이브러리 동작(예를 들면 삽입 또는 업데이트)이 
정의되면 객체 라이브러리(75)에 직접 발송할 수 있다. 도 48의 블록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객체는 독자적인 스트
림으로서 객체 라이브러리 데이터 스토어(75g)에 저장되고, 상기 라이브러리는 어드레싱이 스트림 번호인 라이브러리 
ID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삽입된 객체를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라이브러리는 200개의 분리된 사용자 객
체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 객체 라이브러리는 특수화면 번호(예를 들면 250)를 사용하여 참조될 수 있다. 상기 라이브
러리는 또한 예를 들면 디폴트 버튼, 체크박스(checkbox), 폼(form) 등과 같은 55개의 시스템 객체를 지원한다. 상기 
라이브러리는 쓰레기 수집을 지원하고, 객체는 객체가 라이브러리로부터 제거되는 때인 어느 정도의 기간 후에 만료되
도록 설정될 수 있다. 각각의 객체 또는 스트림을 위하여 객체 라이브러리 제어 패킷에 포함된 정보는 라이브러리 ID(
75a), 버전 정보(75b), 객체 지속 정보(75c), 액세스 제한(75d), 특수 객체 식별 수단(75e) 및 다른 상태 정보(75f)
를 포함하는 스트림/객체를 위한 부가 정보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20)에 의해 저장된다. 객체 스트림은 부가적으로 
압축된 객체 데이터(52)를 포함한다. 객체 라이브러리(75)는 객체 제어 요소(40)에 의해 지시되는 것처럼 도 8의 상
호작용 관리 엔진(41)에 의해 조회될 수 있다. 이는 공급된 검색 키(search key)에 대한 짝을 찾기 위해 라이브러리(
75)속의 모든 객체를 위해 연속적으로 객체 식별 수단을 비교하고 판독하는 것에 의해 수행된다. 상기 라이브러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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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75i)는 상호작용 관리 엔진(41)으로 되돌아가고, 서버(21)에서 진행되거나 서버로 보내진다. 상기 객체 라이브
러리 관리 수단(75h)은 객체 라이브러리와의 모든 상호작용을 관리하는데 책임이 있다.
    

서버 소프트웨어

    
서버 시스템(21)의 목적은 (i)해독과 렌더링을 위해 클라이언트를 위한 정확한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하고, (ⅱ)상기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TDMA, FDMA 또는 CDMA 시스템을 포함하는 무선 채널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며, (ⅲ)
사용자 상호작용을 프로세싱한다. 데이터 스트림의 내용은 동적인 매체 구성 프로세스(76)와 비선형 매체 항해에 의해 
강요되는 비선형 액세스 요구들의 기능이다. 클라이언트(20)과 서버(21) 양쪽 다 DMC 프로세스(76)에 포함된다. 합
성 데이터 스트림을 위한 소스 데이터는 단일 소스 또는 다중 소스로부터 나올 수 있다. 단일 소스의 경구, 상기 소스는 
최종 데이터 스트림을 합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건부 데이터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소스는 다른 화
면의 라이브러리와 합성에 사용되는 다양한 매체 객체를 위한 다중 데이터 스트림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매체 객체는 
동시에 단일 화면으로 합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진보된 비연속적인 액세스 능력은 클라이언트(20)에게 보내기 위해 최
종 합성 데이터 스트림을 삽입하기 위해 각 매체 객체 흐름으로부터 적절한 데이터 요소들을 선택하기 위한 서버(21)
의 부분에 제공될 수 있다. 다중 소스 케이스에 있어서, 합성에 사용되는 각각의 다른 매체 객체는 개별적인 소스를 가
질 수 있다. 독립된 소스에 있어서 화면을 위한 요소 객체를 갖는 것은 관리할 소스들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소스
는 연속적으로 액세스를 요하기 때문에, 복합 액세스 요구의 서버(21)를 경감시킨다.
    

두 가지 경우의 소스가 지원된다. 다운로드와 기능의 동작을 위해, 복수의 데이터 파일보다는 패키지로 된 내용을 포함
하는 하나의 파일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성 프로세스에 있어서 더욱 큰 유연성을 허용하고 목표의 사용자 광
고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용자에게 맞추게 하기 때문에, 스트리밍 플레이를 위해, 소스들을 분리시키는 게 바람직하
다. 독립된 소스의 경우에 또한 모든 파일 액세스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서버 준비에 있어서 로드가 감소된다.

도 14는 국부적으로 저장된 파일을 플레이하는 상호작용식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로컬 서버 구성 요소의 블록도이다. 
도 1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독립형의 플레이어는 로컬 클라이언트 시스템(20)과 로컬 단일 소스 서버 시스템(23)을 
필요로 한다.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트리밍 플레이어는 로컬 클라이언트 시스템(20)과 원격 멀티 소스 서버(24)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플레이어는 또한 로컬 파일의 플레이와 내용의 스트리밍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 시스템(20)
은 또한 동시에 로컬 서버와 원격 서버 양쪽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상기 로컬 서버(23) 또는 상기 원격 서
버(24)는 서버(21)를 구성한다.

    
도 14에서 수동 매체 재생과 함께 가장 단순한 경우에 대해 언급하면, 로컬 서버(23)는 객체 지향형 데이터 파일(80)
을 열고, 연속적으로 그 내용을 판독하며, 데이터(64)를 클라이언트(20)에게 보낸다. 사용자 명령이 사용자 제어(68)
에서 수행되자마자, 상기 파일 판독 동작은 중단되고, 현재 위치로부터 계속되거나, 객체 지향형 데이터 파일(80)의 시
작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 서버(23)는 객체 지향형 데이터 파일(80)에 액세스하는 것과 이 액세스를 제어하는 것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은 멀티플렉서/데이터 소스 관리 수단(25) 및 동적 매체 합성 엔진(76)내에 일반화되어 
질 수 있다.
    

    
비디오와 동적 매체 합성(도 14)의 재생을 갖는 더욱 진보된 경우에 있어서, 멀티플렉싱된 매체의 내용은 객체 지향형 
데이터 파일(80)이 생성되었을 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단순히 연속적으로 하나의 소정의 스트림을 
멀티플렉싱된 객체와 함께 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로컬 객체 지향형 데이터 파일(80)은 접촉하여 저장되
는 각 화면을 위한 다중 스트림을 포함한다. 로컬 서버(23)는 램덤하게 화면 내의 각 스트림에 액세스하고, 렌더링을 
위해 클라이언트(20)에게 보내질 필요가 있는 객체들을 선택한다. 게다가, 지속적인 객체 라이브러리(75)는 클라이언

 - 28 -



공개특허 특2002-0064888

 
트(20)에 의해 유지되고, 온라인일 때 원격 서버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폼을 위한 체크박스 영상과 
같은 객체들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때 사용된다.
    

    
도 14의 데이터 소스 관리 수단/멀티플렉서(25)는 랜덤하게 객체 지향형 파일(80)에 액세스하고, 데이터를 판독하며, 
표시 화면을 합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일 내의 다양한 스트림으로부터 패킷들을 제어하고, 클라이언트(20)가 합성 화
면을 렌더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 패킷 스트림(64)을 함께 생성하기 위해 이들을 다중화(multiplex)한다. 스트림
은 스트림의 시작을 나타내는 패킷이 없을 때 순수하게 개념적이다. 그러나, 도 5에 도시된 것과 같이 스트림의 경계를 
구별하기 위해 스트림 패킷의 종단(end)이 있다. 일반적으로, 화면에서 제1 스트림은 화면 내의 객체의 묘사를 포함한
다. 화면 내의 객체 제어 패킷은 소스 데이터를 특별한 객체를 위해 다른 스트림으로 변경할 수 있다. 서버(23)는 로컬 
재생을 수행할 때 객체 지향형 데이터 파일(80)내로부터 동시에 하나 이상의 스트림을 판독할 필요가 있다. 독립한 스
레드(thread)를 생성하는 것 보다 스트림의 배열 또는 링크된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멀티플렉서/데이터 소스 관리 
수단(25)은 라운드 로빈 방식에서 각 스트림으로부터 하나의 패킷을 판독할 수 있다. 최소한, 각 스트림은 파일 및 참
조 객체의 리스트 내에 현재의 위치를 저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도 14의 동적 매체 합성 엔진(76)은 클라이언트(20)로부터 사용자 제어 정보(68)를 받자마자, 같
이 합성되는 객체의 정확한 조합을 선택하고, 멀티플렉서/데이터 소스 관리 수단(25)이 멀티플렉서/데이터 소스 관리 
수단(25)에 의해 동적 매체 합성 엔진(76)에 제공되는 디렉토리 정보에 기초하여 이들 객체들을 어디서 발견하는지 
알고 있음을 확신한다. 이는 합성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런타임 객체 식별 수단과 함께 스토리지 객
체 식별 수단을 매핑하기 위한 객체 매핑 기능을 또한 요한다.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은 파일(80)
에서 다중의 화면이 특별한 비디오 또는 오디오 객체를 나누길 원할 때이다. 파일은 다중 화면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 라이브러리 화면에 나누어진 내용을 저장함으로써 달성된다. 화면내의 객체들은 0-200의 범위의 객체 ID를 가지
며, 패킷을 정의하는 새로운 화면과 만날 때마다 그 화면은 객체가 없는 것으로 재설정된다. 각 패킷은 참조된 객체의 
객체 ID뿐만 아니라 패킷의 타입을 특정하는 기본 헤더를 포함한다. 254의 객체 ID는 255의 객체 ID가 파일을 나타내
는 동안 화면을 의미한다. 다중 화면이 객체 데이터 스트림을 나눌 때, 어떤 객체 ID가 다른 화면을 위해 이미 할당되었
는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화면에 이미 할당된 때 나누어진 객체 스트림에서 객체 ID를 미리 선택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한가지 방법은 파일 내에 특수한 ID를 갖는 것이지만, 이는 스토리지 공간을 증가시키고, 
부족한 객체 ID의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 상기 문제는 각 화면이 각자의 객체 ID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하나의 화
면으로부터의 패킷이 다른 화면으로 점프하라고 나타낼 때, 각 화면으로부터 ID사이를 객체 매핑하도록 조건으로서 지
정하는 것이다. 패킷이 새로운 화면으로부터 판독될 때, 매핑은 객체 ID를 전환하기 위해 사용된다.
    

    
객체 매핑 정보는 JUMPTO 명령으로서 같은 패킷 내에 존재하도록 기대된다. 이 정보가 이용 불가능하다면, 상기 명령
은 단순히 무시된다. 객체 매핑은 두 어레이를 사용하여 표현될 수 있다. 스트림에서 마주치는 소스 객체 ID를 위한 하
나와, 소스 객체 ID가 전환될 때 목적지 객체 ID를 위한 다른 하나이다. 만약 객체 매핑이 현재의 스트림에 존재한다면, 
새로운 매핑의 목적지 객체 ID는 현재의 스트림의 객체 매핑 어레이를 사용하여 전환된다. 객체 매핑이 패킷 내에 특정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스트림은 현재의 스트림(하나도 없을 수도 있음)의 객체 매핑을 물려받는다. 스트림 내의 모든 
객체 ID는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 헤더 ID, 다른 ID, 버튼 ID, 복사 프레임 ID 및 겹침 ID와 같은 파라미터들
은 모두 목적지 객체 ID로 전환될 수 있다.
    

    
원격 서버 시나리오에서,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따라서 데이터(64)
는 클라이언트로 흘러갈 수 있다. 매체 플레이어 클라이언트(20)는 서버(24)로부터 수신한 패킷을 해독하고 사용자 
동작(68)을 서버로 되돌려 보내도록 고안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 동작(객체를 클릭하는 것과 같은)에 대한 응
답과 패킷 스트림(64)이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지도록 변경하는 것은 원격 서버(24)의 책임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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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은 단일 멀티플렉싱된 스트림(하나 또는 그이상의 객체로 구성된)을 포함한다.
    

    
이 시나리오에 있어서, 서버(24)는 재생을 위하여 클라이언트에게 흘러가는 단일 멀티플렉싱된 패킷 스트림(64)(어떠
한 주어진 화면에 대해서도)을 구성하는 클라이언트 요구에 기초한 다중 객체 데이터 스트림을 멀티플렉싱하는 것에 의
해 실시간으로 화면을 구성한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매체 내용이 사용자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변경을 위해 재생하는 것
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비디오 객체는 동시에 플레이될 수 있다. 사용자가 클릭 또는 가볍게 두드릴 때, 다른 
비디오 객체가 바뀌지 않고 남아 있는 동안 다른 비디오 객체를 변경한다. 각 비디오는 다른 소스로부터 나올 수 있고, 
서버는 양쪽 소스를 열고, 비트 스트림을 삽입하고 적절한 제어 정보를 부가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새로운 합성 스트림
을 전달한다. 클라이언트에게 스트리밍을 하기 전에 적절하게 스트림을 변경하는 것은 서버의 책임이다.
    

    
도 15는 원격 스트리밍 서버(24)의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원격 서버(24)는 로컬 서버에 유사한 두 개의 주 
기능 구성 요소를 갖는다. 데이터 스트림 관리 수단(26)과 동적 매체 합성 엔진(76)이다. 그러나, 서버 인텔리전트 멀
티플렉서(27)는 다중 데이터 스트림 관리 수단(26) 예로부터 입력할 수 있고, 각각은 다중 입력을 갖는 단일 관리 수
단으로부터 대신에 동적 매체 합성 엔진(76)으로부터 단일 데이터 소스를 갖는다. 소스로부터 함께 멀티플렉싱되는 객
체 데이터 패킷과 함께, 인텔리전트 멀티플렉서(27)는 부가적인 제어 패킷을 합성 화면의 구성 요소 객체의 렌더링을 
제어하기 위해 패킷 스트림 내에 삽입한다. 상기 원격 데이터 스트림 관리 수단(26)은 또한 연속적인 액세스를 수행하
는 것보다 단순하다. 또한, 상기 원격 서버는 IAVML 스크립트(29)를 통하여 동적 매체 합성의 프로그램 가능한 제어
를 가능케 하는 XML 구문해석계(28)를 포함한다. 상기 원격 서버는 또한 더한 제어 및 동적 매체 합성 프로세스(76)
를 만들기 위해 서버 동작 데이터베이스(19)로부터 다수의 입력을 수신한다. 가능한 입력은 일(day)의 시각, 주(wee
k)의 일, 연(year)의 일, 클라이언트의 지리적 위치 및 성과 같은, 사용자의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러한 
입력들은 조건부 표현에서 변수로서 IAVML 스크립트에서 이용될 수 있다. 상기 원격 서버(24)는 또한 객체 선택과 데
이터 채집 등과 같은 나중의 추가적인 프로세스를 위해 서버 조작자의 데이터베이스(19)에 데이터를 되돌려주는 폼과 
같은 사용자 상호작용 정보를 통과시키는 책임이 있다.
    

    
도 15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DMC 엔진(76)은 3개의 입력을 수신하고, 3개의 출력을 제공한다. 입력은 스크립트를 기
초로 한 XML, 사용자 입력과 데이터 베이스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XML 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20)에게 스트리밍되
는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상술하는 것에 의해 DMC 엔진(76)의 동작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합성은 독립된 데이
터베이스로부터의 입력으로부터 또는 객체에 부착되어 있는 DMC 제어 동작을 갖는 현재 화면에서 객체와 함께 사용자
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가능한 입력에 의해 계획된다.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일의 시각/날짜, 클라이언트의 지리적 위치 
또는 사용자의 프로파일과 관계 있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스크립트는 이러한 입력들의 조합에 기초한 동적 합성 프
로세스를 지시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스트림 관리 수단에 연결을 열라고 지시하고 DMC 동작을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객체 데이터를 판독하는 것에 의해 DMC 프로세스에 의해 수행되며, 그것은 또한 인텔리전트 멀티플렉서에 화면에서 
객체의 삭제, 삽입 또는 치환에 효과적인 데이터 스트림 관리 수단과 DMC 엔진(76)으로부터 수신한 객체 패킷의 삽입
을 수정하도록 지시한다. 상기 DMC 엔진(76)은 또한 선택적으로 제어 정보를 발생시키고 스크립트에서 각각을 위한 
객체 제어 상술에 따라서 객체에 제어 정보를 부착하며, 이를 객체의 부분으로서 클라이언트(20)에게 스트리밍하기 위
한 인텔리전트 멀티플렉서에 제공한다. 따라서, 모든 프로세싱은 DMC 엔진(76)에 의해 수행되고, 어떠한 일도 어떤 
객체 제어 정보에 의해 제공되는 파라미터에 따는 자체 포함 객체(self-contained objects)를 렌더링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클라이언트(20)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다. DMC 프로세스(76)는 비디오의 화면과 화면에서 양쪽 객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와 대조를 이루는 프로세스는 MPEG4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프로세스이다. 이는 스
크립팅 언어(a scripting language)를 사용하지 않고 BIFS에 의존한다. 따라서, 화면의 어떠한 변경도 (ⅰ)BIFS,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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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기술어, (ⅲ)객체 형태 정보 및 (ⅳ)비디오 객체 데이터 패킷의 분리된 변경/삽입을 필요로 한다. 상기 BIFS는 특
수 BIFS-명령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MPEG4는 분리된 그러나 독립적
인, 화면을 정의하는 데이터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합성에 있어서 변화는 단순히 객체 데이터 패킷을 멀티플렉
싱하는 것(제어 정보의 유무에 상관없이)에 의해 성취될 수 없으며, 그러나 데이터 패킷과 형태 정보를 멀티플렉싱하고 
새로운 객체 기술어 패킷의 생성과 전송을 하는 BIFS의 원격 조종을 필요로 한다. 또한, 진보된 상호작용의 기능이 M
PEG4를 위해 요구된다면, 명백한 프로세싱 비용을 부과하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실행되기 위한 기록된 자바(java) 프
로그램이 BIFS에 보내진다.
    

    
동적 매체 합성(DMC)을 수행하는 로컬 클라이언트의 동작은 도 16에서 흐름도에 의해 설명된다. 단계 s301에서, 클
라이언트 DMC 프로세스는 시작하고 즉시 데이터 스트림 관리 수단에 객체 합성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며, 단계 s30
2에서 다중 객체 비디오 재생을 촉진시킨다. 상기 DMC는 사용자 명령 리스트와 비디오가 여전히 플레이 중(s303)이
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멀티미디어 객체의 유용성을 검사한다. 또한 더 이상 데이터가 없거나 사용자가 비디오 재생을 
중단하면, 클라이언트는 DMC 프로세스를 종료한다(s309). 단계 s303에서, 비디오 재생이 계속된다면, DMC 프로세
스는 사용자 명령 리스트와 어떤 초기화된 DMC 동작을 위한 객체 제어 데이터를 뒤질 것이다. 단계 s304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초기화된 동작이 없다면, 프로세스는 단계 s302로 달아가고 비디오는 재생을 계속한다. 그러나, DMC 동작
이 단계 s304에서 초기화되었다면, DMC 프로세스는 단계 s305에 도시한 것처럼 목표인 멀티미디어 객체의 위치를 검
사한다. 목포 객체가 국부적으로 저장되면, 로컬 서버 DMC 프로세스는 단계 s30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로컬 데이터 소
스 관리자에게 로컬 소스로부터 변경된 객체 스트림을 판독하도록 지시를 보내고, 그 프로세스는 단계 s304로 돌아가
서 초기화된 DMC 동작을 위해 검사한다. 목표 객체가 원격적으로 저장되면, 단계 s308에 도시한 것처럼, 로컬 DMC 
프로세스는 적절한 DMC 지시를 원격 서버에 보낸다. 또한, 상기 DMC 동작은 단계 s307에 도시한 것처럼 로컬 또는 
원격으로 소스가 되는 목표 객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절한 DMC 동작은 로컬 DMC 프로세스에 의해 실행된다(단계 
s306). 그리고, DMC 지시는 프로세싱을 위해 원격 서버에 보내진다(단계 s308). 이러한 토론으로부터 로컬 서버가 
혼성, 다중-객체 비디오 재생을 지원하는 것이 명백하고, 소스 데이터는 로컬하게 및 원격으로 둘 다에 기원을 두고 있
다.
    

    
동적 매체 합성 엔진(76)의 동작은 도 17의 흐름도에 의해 설명된다. 상기 DMC 프로세스는 단계 s401에서 시작하고, 
단계 s402에서 DMC 요청이 수신될 때까지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단계 s403, s404, s405에서 요청을 받자마자, DM
C 엔진(76)은 요청 유형을 조회한다. 단계 s403에서 요청이 객체 치환 동작으로 결정된다면, 두 개의 목표 객체가 존
재하는데, 능동 목표 객체와 스트림에 부가되는 새로운 목표 객체이다. 첫째로, 데이터 스트림 관리 수단이 단계 s406
에서, 멀티플렉싱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능동 목표 객체 패킷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스토리지로부터 능동 목표 
객체 스트림을 판독하는 것을 중단한다. 그 후에, 데이터 스트림 관리 수단은 단계 s408에서, 스토리지로부터 새로운 
목표 객체 스트림을 판독하고 이를 패킷들을 전송된 멀티플렉스 비트 스트림에 삽입하도록 지시한다. 상기 DMC 엔진
(76)은 단계 s402에서 대기 상태로 돌아간다. 단계 s403에서 요청이 객체 치환 요청이 아니고, 단계 s404에서 동작 
유형이 객체 삭제 동작이라면 하나의 목표 객체는 존재하고, 이는 능동 목표 객체이다. 상기 객체 삭제 동작은 단계 s4
07에서 진행되고, 데이터 스트림 관리 수단은 멀티플렉스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능동 목표 객체 패킷을 삭제하고, 스토
리지로부터 능동 목표 객체 스트림을 판독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상기 DMC 엔진(76)은 단계 s402에서 
대기 상태로 돌아간다. 단계 s404에서 요청된 동작이 객체 삭제 동작이 아니었다면, 단계 s405에서 동작이 객체 부가 
동작이라면, 하나의 객체가 존재하고, 이는 새로운 목표 객체이다. 상기 객체 부가 동작은 단계 s408에서 진행되고, 데
이터 스트림 관리 수단은 스토리지로부터 새로운 목표 객체 스트림을 판독하고 전송된 멀티플렉스 비트 스트림 속에 이 
패킷들을 삽입하라고 지시한다. DMC 엔진(76)은 단계 s402에서 대기 상태로 돌아간다.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DMC
동작이 객체 치환 동작(단계 s403에서) 또는 객체 삭제 동작(단계 s404에서) 또는 객체 부가 동작(단계 s405에서)이 
아니라면, DMC엔진(76)은 요청을 무시하고 단계 s402에서 대기 상태로 되돌아간다.
    

비디오 디코더(De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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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지 않은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 전송 및 조종하는 비효율적이므로, 컴퓨터 비디오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비디오 
데이터를 압축 포맷으로 인코딩한다. 이번 섹션에서는 비디오 데이터가 어떻게 효율적이고 압축된 폼으로 인코딩되는지
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섹션은 압축된 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 비디오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책임이 있는 비디오 디코더
에 대해 설명한다. 비디오 코덱(codec)은 임의의 형태의 비디오 객체를 지원한다. 그것은 3개의 정보 구성 요소를 사
용하는 각 비디오 프레임을 의미한다. 즉, 컬러 맵, 인코딩된 비트맵에 기초한 트리, 운동 벡터의 리스트이다. 상기 컬러 
맵은 프레임에서 사용되는 모든 색의 표이고, 각각의 빨강, 초록 및 파란색 구성 요소를 위해 할당된 8비트를 갖는 24
비트의 정도에서 명기된다. 이들 색깔들은 컬러 맵의 인덱스에 의해 참조된다. 상기 비트맵은 포함하는 것들의 수를 정
의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표시할 때 렌더링을 위해 프레임에서 픽셀의 색, 투명해지기 위한 프레임의 영역, 변경되지 
않는 프레임의 영역이다. 각각의 인코딩된 프레임에서 각 픽셀은 이들 기능 중 하나에 할당된다. 예를 들면, 8비트 컬러 
표시가 사용된다면, 컬러값 0xFF는 현재값에서 변하지 않는 화면 픽셀에 대응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할당되고, 컬러
값 0xFE는 투명한 객체를 위한 화면 픽셀에 대응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할당된다. 화면 픽셀의 최종 컬러는 투명임
을 나타내는 프레임 픽셀 컬러값을 인코딩하고, 배경 화면색과 어떤 기초를 이루는 비디오 객체에 의존한다. 상기 구체
적인 인코딩은 이하 설명하는 인코딩된 비디오 프레임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요소를 위해 사용된다.
    

    
컬러 테이블은 뒤따르는 테이블 엔트리의 숫자를 나타내는 비트 스트림에 정수값을 최초로 보내는 것에 의해 인코딩된
다. 보내지기 위한 각 테이블 엔트리는 최초의 보내진 인덱스에 의해 인코딩된다. 하나의 비트 플래그가 온이라면 색 구
성요소는 풀(full) 바이트로서 보내지고 플래그가 오프라면 상위의 니블(4비트)의 각각의 색 구성요소가 보내지고 하
위의 니블은 0으로 설정됨을 나타내는 각 색 구성요소에 대해 보내진다(Rf, Gf 및 Bf). 따라서, 테이블 엔트리는 보내
진 비트의 숫자를 나타내는(R(Rf?8:4)), G(Gf?8:4), B(Bf?8:4)), 괄호 안에 숫자 또는 C 언어 표현의 패턴으로 인코
딩된다.
    

상이 운동 벡터는 어레이로서 인코딩된다. 우선, 어레이내의 운동 벡터의 숫자는 매크로 블록의 크기에 의해 따르는 1
6비트 값으로 보내지고, 운동 벡터의 어레이로 보내진다. 어레이 내의 각 엔트리는 매크로 블록과 블록을 위한 운동 벡
터의 위치를 포함한다. 운동 벡터는 두 개의 사인된 니블로서 인코딩되며, 그들은 벡터의 수평 및 수직 요소이다.

    
실제의 비디오 프레임 데이터는 전위 트리 탐색 방법을 이용하여 인코딩된다. 트리에는 두 가지 타입의 리프가 있다. 투
명한 리프과 영역 색깔 리프가다. 상기 투명 이은 색깔 리프가 화면상의 영역이 리프에 의해 색이 열거되도록 하는 동안 
리프에 의해 지시된 화면 표시 영역이 변경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인코딩된 픽셀에 
할당될 수 있는 3개의 함수에 있어서, 투명한 리프는 0xFE의 값을 갖는 픽셀이 화면 영역이 일반 영역 컬러 리프으로
서 취급되는 동안 0xFE의 컬러 값에 대응한다. 인코더는 트리의 상단에서 시작하고, 각 노드는 노드가 리프 또는 부모
라면 나타내는 단일 비트를 저장한다. 리프가라면, 이 비트의 값은 ON으로 설정되고, 다른 단일 비트는 영역이 투명함
(OFF)라면 나타내기 위해 보내진다. 만약 리프의 색이 FIFO 버퍼에 인덱스로서 보내지거나 또는 컬러 맵에 실제 인덱
스로서 보내진다면 나타내기 위해 뒤따르는 1비트 플래그에 의해 ON으로 설정된다. 이 플래그가 OFF로 설정된다면, 
2비트 코드워드는 FIFO 버퍼 엔트리의 하나의 인덱스로서 보내진다. 플래그가 온이라면, 이는 리프 색이 FIFO내에서 
발견되지 않음을 나타내며, 실제 컬러 값은 보내지고 또한 FIFO내에 삽입되며, 존재하는 엔트리의 하나를 밀어낸다. 트
리 노드가 부모 노드였다면, 단일 OFF 비트는 저장되고, 4개의 자식 노드는 개별적으로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저장된
다. 인코더가 트리의 가장 낮은 레벨에 도달하면, 모든 노드는 리프 노드이고, 컬러 코드워드에 의해 최초의 투명 비트
를 저장하는 대신에 리프/부모 지시 비트는 사용되지 않는다. 비트들의 패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다음과 같
은 표현들이 사용된다. 노트 타입(N), 투명한(T), FIFO 예견된 컬러(P), 컬러 값(C), FIFO 인덱스(F)
    

 - 32 -



공개특허 특2002-0064888

 
    
도 49는 비디오 프레임 디코딩 프로세스의 일 실시예의 주요 단계들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비디오 프레임 디코딩 프
로세스는 압축된 비트 스트림과 함께 단계 s2201에서 시작한다. 압축된 비트 스트림 내의 다양한 정보 구성요소를 물
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이용되는 계층 식별 수단은 단계 s2202에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판독된다. 계층 식별 수단이 
운동 벡터 데이터 계층의 시작을 나타낸다면, 단계 s2203은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운동 벡터를 판독하고 디코딩하며 운
동 보정을 수행하기 위해 단계 s2204로 진행한다. 상기 운동 벡터는 벡터들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새로운 위치에 이전
에 버퍼링된 프레임으로부터 나타내어지는 매크로 블록을 복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운동 보정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다
음 계층 식별 수단은 단계 s2202에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판독된다. 계층 식별 수단은 쿼드(quad) 트리 데이터 계층
의 시작을 나타내면, 단계 s2205는 단계 s2206으로 진행하여, 리프 색 프로세스를 판독하는 것에 사용되는 FIFO 버퍼
를 초기화한다. 다음으로, 쿼드 트리의 깊이는 단계 s2207에서 압축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판독되고, 쿼드 트리 상한 
크기를 초기화하는데 이용된다. 압축된 비트맵 쿼드 트리 데이터는 단계 s2208에서 디코딩된다. 쿼드 트리 데이터가 
디코딩될 때, 프레임 내의 영역 값은 리프 값에 따라서 변경된다. 투명으로 설정되어 새로운 컬러로 덮어 쓰여질 수도 
있으며, 또는 바뀌지 않고 남을 수도 있다. 쿼드 트리 데이터가 디코딩될 때, 디코딩 프로세스는 단계 s2202에서 압축
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다음의 계층 식별 수단을 판독한다. 계층이 컬러 맵 데이터 계층의 시작을 나타낸다면 단계 s
2209는 압축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갱신되는 컬러의 숫자를 판독하기 위해 단계 s2210으로 진행된다. 단계 s2211에
서, 업데이트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컬러가 있다면, 최초의 컬러 맵 인덱스 값은 단계 s2212에서 압축된 비트 스트림
으로부터 판독되고, 컬러 구성요소 값은 단계 s2213에서 압축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판독된다. 각 컬러 갱신은 모든 
컬러의 갱신이 수행될 때까지, 단계 s2211, s2212, s2213을 통하여 교대로 판독되며, 압축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새
로운 계층 식별 수단을 판독하기 위해 단계 s2211에서 단계 s2202로 진행한다. 계층 식별 수단이 데이터 식별 수단의 
끝이면, 단계 s2214는 단계 s2215로 진행하고 비디오 프레임 디코딩 프로세스는 종료한다. 계층 식별 수단이 단계 s
2203, s2205, s2209 및 s2214를 통해 알려져 있지 않다면, 계층 식별 수단은 무시되고, 프로세스는 단계 s2202로 
돌아가서 다음의 계층 식별 수단을 판독한다.
    

    
도 50은 최저 레벨 노드형 제거를 갖는 쿼드 트리 디코더의 일 실시예의 주요 단계를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이 흐름도
는 각각의 트리 상한 프로세스에 대해 재귀적으로 호출하는 순환 방법을 실시한다. 단계 s2301에서 시작하는 쿼드 트
리 디코딩 프로세스는 디코딩되는 상한의 깊이와 위치를 인식하는 여러 메커니즘을 갖는다. 단계 s2302에서 상한이 최
저가 없다면, 노드 타입은 단계 s2307에서 압축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판독된다. 노드 타입이 단계 s2308에서 부모 
노드라면, 단계 s2309에서 제2 사분면(top left quadrant)를 위한 쿼드 트리 디코딩 프로세스에 4개의 순환 호출이 
이루어지고, 제1 사분면은 단계 s2310, 제3 사분면은 단계 s2311, 제4 사분면은 단계 s2312에서 연속적으로 되고, 
이 디코딩 프로세스의 반복은 단계 s2317에서 종료한다. 순환 호출에 있어서 각 사분면에 대한 특별한 차(order)는 임
의이며, 그러나 차는 인코더에 의해 수행되는 쿼드 트리 분해 프로세스와 같다. 노드 타입이 리프 노드라면, 단계 s23
08에서 s2313까지의 단계로부터 프로세스가 계속되며, 리프 유형 값은 압축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판독된다. 입 유
형 값이 단계 s2314에서 투명 리프를 나타낸다면, 디코딩 프로세스는 단계 s2317에서 종료한다. 리프가 투명하지 않
다면, 리프 컬러는 단계 s2315에서 압축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판독된다. 리프는 이 글에서 설명되는 FIFO 버퍼를 이
용하는 컬러 값 함수를 판독한다. 다음에 단계 2316에서, 이미지 사분면은 적절한 리프 컬러 값으로 설정되고, 이것은 
배경 객체 컬러 또는 리프 컬러가 된다. 이미지 업데이트가 완료된 후에, 쿼드 트리 디코드 함수는 단계 s2317에서 반
복을 종료한다. 쿼드 트리 디코드 함수에 대한 순환 호출은 최저 레벨 사분면이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 레벨에서는 
압축된 비트 스트림에서 부모/리프 노드 지시 수단을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이 레벨에서 각 노드는 리프가므로, 단계 
s2302는 단계 s2303으로 진행하고, 즉시 리프 유형 값을 판독한다. 리프가 단계 s2304에서 투명하지 않다면 리프 컬
러 값은 단계 s2305에서 압축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판독되고, 이미지 사분면 컬러는 단계 s2306에서 적절히 갱신된
다. 디코딩 프로세스의 반복은 단계 s2317에서 종료한다. 쿼드 트리 디코딩 프로세스의 순환 프로세스의 실행은 압축
된 비트 스트림 내의 모든 입 노드가 디코딩될 때까지 계속된다.
    

    
도 51은 단계 s2401에서 시작하는 쿼드 트리 입 컬러를 판독하는데 있어서 실행되는 단계들을 보여준다. 단일 플래그
는 단계 s2402에서 압축 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판독된다. 이 플래그는 리프 컬러가 FIFO 버퍼 또는 직접 비트 스트
림으로부터 판독되는 리프 컬러를 나타낸다. 단계 s2403에서, 리프 컬러가 FIFO로부터 판독되지 않는다면 단계 s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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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서 FIFO버퍼에 저장된다. FIFO내에 새롭게 판독된 컬러를 저장하면 FIFO내에 최근에 부가된 컬러를 밀어낸다. 판
독된 리프 컬러 함수는 FIFO에서 갱신한 후에 단계 s2408에서 종료한다. 리프 컬러가 이미 FIFO내에 저장되었다면, 
FIFO 인덱스 코드워드는 단계 s2406에서 압축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판독된다. 리프 컬러는 단계 s2407에서 최근에 
판독된 코드워드에 기초한 FIFO에 인덱싱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판독한 리프 컬러 프로세스는 단계 s2408에서 종
료한다.
    

비디오 인코더

이 점에 있어서, 토의는 이미 존재하는 비디오 객체의 조종과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전 섹션은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가 가공하지 않은 비디오 데이터로 어떻게 디코딩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섹
션에서는, 이 데이터가 생성되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한다. 이 시스템은 많은 다른 코덱을 지원하도록 고안된다. 두 개
의 그러한 코드가 여기서 설명되는데, MPEG 가족과 H.261과 H.263 및 그들의 후계자들을 또한 포함하는데 사용된다.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코더는 10개의 주 요소들을 포함한다. 구성 요소들은 소프트웨어에서 실행될 수 있으며, 
인코더의 속도를 높이고, 모든 요소들은 인코딩 프로세스의 단계들을 실행하기 위해 주문형 반도체(ASIC)에서 실행될 
수 있다. 오디오 코딩 요소(12)는 입력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한다. 오디오 코딩 요소(12)는 ITU specification G.72
3 또는 IMA ADPCM 코덱에 따른 부대역 인코딩(ADPCM)을 이용할 수 있다. 화면/객체 제어 데이터 요소(14)는 입
력 오디오와 각 입력 비디오 객체의 관계 및 행동을 결정하는 비디오에 관련있는 화면 애니메이션 및 프리젠테이션 파
라미터를 인코딩한다. 입력 컬러 프로세싱 요소(10)는 개별적인 입력 비디오 프레임을 수신 및 처리하고, 원하지 않고 
여분의 컬러를 삭제한다. 이는 또한 비디오 이미지로부터 원하지 않는 노이즈를 삭제한다. 선택적으로, 운동 보정은 기
초로서 이전에 프레임을 인코딩하는데 이용하는 입력 컬러 프로세서(10)의 출력에 대해 수행된다. 컬러 차이 관리 및 
동기 요소(16)는 입력 컬러 프로세서(10)의 출력을 수신하고, 기초로서 이전에 인코딩된 프레임인 선택적으로 운동 
보상을 이용하여 인코딩을 결정한다. 출력은 비디오 데이터를 압축하는 조합된 공간의/일시적인 코덱(18) 양쪽에 제공
되고, 또한 하나의 프레임 지연(24)후에 운동 보상 요소(11)를 프레임에 제공하는 역함수를 실행하는 디코더(20)에 
제공된다. 전송 버퍼(22)는 공간의/일시적인 코덱(18), 오디오 코덱(12) 및 제어 데이터 요소(14)의 출력을 수신한다. 
전송 버퍼(22)는 인코딩된 데이터와 제어 데이터율을 비율 정보의 피드백을 경유하여 조합된 공간의/일시적인 코덱(1
8)에 삽입하는 것에 의해, 인코더를 수납하는 비디오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관리한다. 요구된다면, 인코딩된 데이터는 
전송을 위한 암호화 요소(28)에 의해 암호화될 수 있다.
    

    
도 19의 흐름도는 인코더에 의해 실행되는 주 단계를 설명한다. 비디오 압축 프로세스는 단계 s501에서 시작하고, 프
레임 압축 루프(단계 s502에서 s521)에 들어가고, 단계 s502에서 입력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에 남아있는 비디오 데
이터 프레임이 없을 때, 단계 s522에서 종료한다. 가공하지 않은 비디오 프레임은 단계 s503에서 입력 데이터 스트림
으로부터 불려나온다. 이 점에서, 공간 필터링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간 필터링은 비트 레이트(bit rate) 또는 
발생되는 비디오의 총 비트를 낮추기 위해 수행되지만, 공간 필터링은 또한 충실도(fidelity)도 낮춘다. 공간 필터링이 
수행된다고 단계 s504에 의해 결정되면, 컬러 차이 프레임을 현재 입력 비디오 프레임과 이전 처리 또는 재구성된 비디
오 프레임 사이에서 단계 s505에서 계산된다. 움직임이 있는 곳에서 공간 필터링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프레임 
차이를 계산하는 단계는 어디에서 움직임이 있는지를 표시한다; 만약 차이가 없다면 움직임이 없는 것이고, 프레임 영
역내의 차이는 그 영역에 대한 움직임을 표시한다. 그 후에, 단계 s506에서 입력 비디오 스트림에 대하여 국부 공간 필
터링이 실행된다. 이 필터링은 프레임간에 변화가 있었던 영상 영역에 대해서만 필터링되도록 국부화 된다. 필요할 경
우, 공간 필터링은 또한 I 프레임에 대해서도 실행될 수 있다. 이것은 예컨대 역기울기 필터링(inverse gradient filte
ring), 메디안 필터링 및/또는 이들 두 형태의 필터의 조합을 포함하는 소정의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키 프
레임에 대해 공간 필터링을 실행하고 또한 단계 s505에서 프레임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차이 프레임을 계
산하는데 사용된 참조 프레임은 빈 프레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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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양자화는 단계 s507에서 실행되어,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컬러를 영상으로부터 제거한다. 컬러 양자화의 일
반적인 프로세스는 정지 영상과 관련해 공지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컬러 양자화의 예시 형태는 본 
명세서의 일부로서 참조되는 미국 특허 제5,432,893호 및 제4,654,720호에서 설명되고 이에 의해 참조되는 모든 기
술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특허에 의해 인용되고, 이들 특허에서 참조되는 모든 도큐먼트도 또한 
명세서의 일부로서 참조된다. 컬러 양자화 단계 s507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도 20의 소자 10a, 10b 및 10c를 참조
하여 설명된다. 만약 컬러 맵 업데이트가 이 프레임에 대해 실행되어야 한다면, 플로는 단계 s508로부터 단계 s509로 
진행된다. 최고 화질의 영상을 얻기 위해, 컬러 맵은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많은 양
의 정보가 전송되도록 하거나 너무 많은 처리를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컬러 맵을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하는 
대신에, 매 n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n은 2이상의 정수이며, 100보다 작은 것이 바람직
하며, 20보다 작은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 컬러 맵은 평균 매 n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될 수 있는데, 여기서 
n은 정수로 제한되지 않으며, 분수를 포함하는 1보다 크고 100, 보다 바람직하게는 20과 같은 지정된 수보다 적은 임
의의 값일 수 있다. 이러한 수들은 단지 예시일 뿐이고, 필요할 경우 컬러 맵은 필요에 따라 더 자주 혹은 덜 자주 업데
이트 될 수 있다.
    

컬러 맵을 업데이트 하고자 할 경우, 단계 s509가 실행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컬러 맵이 선택되고 이전 프레임의 컬러 
맵과 서로 관련시켜진다. 컬러 맵이 변하거나 업데이트 되는 경우, 이전 프레임의 컬러 맵과 유사한 현재 프레임에 대한 
컬러 맵을 유지하여 상이한 컬러 맵을 사용하는 프레임들 사이에 시각적인 불연속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단계 s508에서 어떠한 컬러 맵도 계류중이지 않다면(즉, 컬러 맵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다면), 이 프레임을 위
해서 이전 프레임의 컬러 맵이 선택되거나 사용된다. 단계 s510에서 양자화된 입력 영상 컬러들은 선택된 컬러 맵에 기
초해서 새로운 컬러로 재맵핑된다. 단계 s510은 도 20의 블록 10d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단계 s511에서 프레임 버퍼 
스와핑이 실행된다. 단계 s511에서의 프레임 버퍼 스와핑은 더 빠르고 보다 메모리 효율적인 인코딩을 가능하게 한다. 
프레임 버퍼 스와핑의 예시적인 실시예로서, 2개의 프레임 버퍼가 사용될 수 있다. 프레임이 처리된 경우, 이 프레임에 
대한 버퍼는 과거 프레임을 유지하도록 지명되며, 다른 버퍼에 수신된 새로운 프레임은 현재 프레임으로서 지명된다. 
이러한 프레임 버퍼의 스와핑은 효율적인 메모리 할당을 가능하게 한다.
    

    
참조 프레임 또는 키 프레임으로도 언급되는 키 참조 프레임은 참조로서의 역할을 한다. 만약 단계 s512가 이 프레임(
현재 프레임)이 키 프레임으로 인코딩되어야 한다든지 지명되도록 결정한다면, 비디오 압축 프로세스는 직접 s519로 
진행해서 그 프레임을 인코딩해서 전송한다. 비디오 프레임은 다음을 포함하는 다수의 이유들로 인해 키 프레임으로 인
코딩될 수 있다: (ⅰ) 그 프레임이 비디오 정의 패킷 다음에 오는 비디오 프레임의 시퀀스에서 최초의 프레임이다, (ⅱ) 
인코더가 비디오 내용에서 시각적인 화면 변화를 검출한다, 또는 (ⅲ) 사용자가 키 프레임이 비디오 패킷 스트림 내로 
삽입되도록 선택했다. 만약 프레임이 키 프레임이 아니라면, 비디오 압축 프로세스는 단계 s513에서 현재 컬러 맵으로 
인덱스 된 프레임과 이전에 구성된 컬러 맵으로 인덱스 된 프레임간의 차이 프레임을 계산한다. 차이 프레임, 이전에 구
성된 컬러 맵으로 인덱스 된 프레임 및 현재 컬러 맵으로 인덱스 된 프레임은 단계 s514에서 사용되어, 단계 s515에서 
이전 프레임을 재배열하는데 차례로 사용되는 움직임 벡터를 생성한다.
    

    
재배열된 이전 프레임 및 현재의 프레임은 이제 단계 s516에서 비교되어 조건부 보충 영상을 생성한다. 만약 블루 스크
린 투명성이 단계 s517에서 이네이블 되면, 단계 s518은 블루 스크린 문턱값 내에 해당하는 차이 프레임의 영역들을 
탈락시킨다. 차이 프레임은 이제 단계 s519에서 인코딩되어 전송된다. 단계 s519는 도 24를 참조하여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된다. 비트율 제어 파라미터는 단계 s520에서 인코딩된 비트 스트림의 크기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마지막
으로 인코딩된 프레임은 단계 s502에서 시작하는 다음 비디오 프레임의 인코딩에 사용하기 위해 단계 s521에서 재구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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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의 입력 컬러 처리 소자(10)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컬러의 감소를 수행한다. 동일한 결과가 다수의 상이한 
컬러 영역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해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컬러 감소를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컬러 영역은 중요
하지 않다.

    
통계적으로 덜 중요한 컬러의 감소는 상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벡터 양자화 기술을 사용해서 구현될 수 있으며, 또한 명
세서에 일부로서 참조되는 S.J.Wan, P.Prusinkiewicz, S.K.M.Wong의 " 프레임 버퍼 디스플레이를 위한 분산 기반 
컬러 영상 양자화(Variance-Based Color Image Quantization for Frame Buffer Display)" (Color Research an
d Application, Vol.15, No.1, Feb 1990)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인기(popularity), 메디안 컷(median cut), k-가
장 인접한 이웃(k-nearest neighbor) 및 분산 방법을 포함하는 다른 소정의 기술을 사용해서 구현될 수도 있다. 도 2
0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러한 방법들은 초기 균일 또는 비적응 양자화 단계 10s를 사용하여, 벡터 영역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벡터 양자화 알고리즘(10b)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양자화된 비디오 프레임들간에 가장 
큰 양의 시간 상관관계를 유지하도록 방법이 선택된다. 이 프로세스에 대한 입력은 후보 비디오 프레임이고, 프로세스
는 프레임 내 컬러의 통계적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진행된다. 10c에서, 영상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컬러가 선택된다. 
휴대용 처리 장치(hand-held processing devices)나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에 사용가
능한 기술에 대해서, 예컨대 동시에 256컬러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벡터 양자화 프로세스의 출
력은 크기로서 제한될 수 있는 전 프레임에 대한 대표색의 테이블이다(10c). 인기(popularity) 방법의 경우, 가장 빈
번한 N 개의 컬러가 선택된다. 마지막으로, 본래 프레임의 각 컬러는 대표 세트의 컬러 중 하나로 재맵핑된다(10d).
    

    
입력 컬러 처리 구성요소(10)의 컬러 관리 구성요소(10b, 10c 및 10d)는 비디오 내의 색 변화를 관리한다. 입력 컬러 
처리 구성요소(10)는 디스플레이되는 컬러의 세트를 포함하는 테이블을 생성한다. 프로세스가 프레임 기초 당에 대한 
적응형일 경우, 이 컬러의 세트는 시간에 따라서 동적으로 변한다. 이것은 비디오 프레임의 컬러 구성이 화질을 저하시
키지 않고도 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적당한 설계를 선택하여 컬러 맵의 적응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컬러 맵에 대
해 3가지 상이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정적인, 분할되고 부분적으로 정적인, 또는 완전 동적인 것이 그것이다. 고정
된 또는 정적인 컬러 맵의 경우, 국부적인 화질은 감소될 수 있으나, 프레임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 높은 
압축 이득을 가능하게 한다. 화면의 변화가 빈번한 비디오에 대해 고화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컬러 맵은 순간적으로 변
할 수 있어야 한다. 각 프레임에 대한 새로운 최적 컬러 맵을 선택하는 것은, 컬러 맵이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될 뿐 
아니라 영상 내의 다수의 픽셀이 매번 재맵핑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높은 대역폭을 요한다. 이러한 재맵핑은 또한 
컬러 맵 플래싱 문제도 일으킨다. 절충안은 연속한 프레임간에 단지 제한된 컬러 변화만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컬
러 맵을 정적인 및 동적인 섹션으로 나누거나, 프레임 당 변화 가능한 컬러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테이블의 동적인 섹션의 엔트리는 수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의의 소정의 색이 항상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후자의 경우, 어떠한 예약된 컬러도 없으며 어떠한 컬러도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이 어느 정도의 데이터 상관관
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화질 저하를 없애야 하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컬러 맵이 충분히 빠르게 적응할 수 없
을 수도 있다. 현행의 접근법은 프레임간 영상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화질을 절충한다.
    

이러한 동적인 컬러 맵 설계의 하나에 대해서, 동기화는 일시적인 상관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동기화 프
로세스는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1. 각 프레임으로부터 다음 프레임으로 넘겨지는 컬러가 시간을 통해 동일한 인덱스에 맵핑되는 것을 보장하는 단계. 
이것은 각 새로운 컬러 맵을 현재의 컬러 맵과 관련해 재분류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변화된 컬러 맵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체 설계. 컬러 플래싱의 양을 줄이기 위해, 가장 적당한 설계는 쓸
모 없게 된 컬러를 가장 유사한 새로운 대체 컬러로 대체하는 것이다.

3.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어떠한 컬러에 대한 메모리 내의 모든 현행의 참조는 현재 지원되는 컬러에 대한 
참조로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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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의 입력 컬러 처리부(10) 다음으로, 비디오 인코더의 다음 구성요소는 인덱싱된 컬러 프레임을 취해서 선택적으
로 움직임 보상(motion compensation)(11)을 실행한다. 만약 움직임 보상이 실행되지 않으면, 프레임 버퍼(24)로부
터의 이전 프레임은 움직임 보상 구성요소(11)에 의해 수정되지 않으며, 직접 컬러 차이 관리 및 동기화 구성요소(16)
로 보내진다. 바람직한 움직임 보상 방법은 비디오 프레임을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고, 보충되거나 업데이트 될 투명하
지 않은 픽셀의 수가 문턱값을 초과하는 비디오 스트림 내의 모든 블록을 결정함으로써 시작된다. 움직임 보상 프로세
스는 이에 의해 결정된 블록들에서 실행된다. 먼저, 영역이 이전 프레임으로부터 치환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영역의 
주변에서 탐색이 실시된다. 이를 위한 종래의 방법은 참조 영역과 후보 치환 영역간의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 e
rror) 또는 합 제곱 오차(sum square error) 메트릭(metric)을 계산하는 것이다. 도 2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
러한 프로세스는 철저한 탐색이나 2D 로그식(11a), 3 단계 또는 단순화된 공액 방향 탐색(11c)과 같은 다수의 현존하
는 탐색 기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탐색의 목적은 그 영역에 대한 치환 벡터를 찾는 것이며, 이
러한 벡터는 종종 움직임 벡터라고 불린다. 종래의 메트릭들은 인덱싱된/컬러 맵핑된 영상 표현에는 작용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이 연속하는 영상 표현이 제공하는 연속성 및 공간-시간적 상관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인덱싱된 표현의 
경우, 공간적 상관관계 및 프레임간 픽셀 컬러의 점진적이거나 연속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 오히려, 픽셀 컬러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컬러 인덱스가 새로운 컬러 맵 엔트리로 점프하기 때문에 변화는 불연속적이다. 따라서, 단일 인덱스/픽
셀 변화형 컬러는 MSE 또는 SSE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서, 이러한 메트릭들에 대한 의존성을 줄인다. 그러므로, 영
역 대치의 위치를 정하는 더 좋은 메트릭은 만약 그 영역이 투명하지 않다면 어디에서 현재 프레임 영역과 비교하여 이
전 프레임내의 상이한 픽셀의 수가 최소가 되는가하는 것이다. 일단 움직임 벡터가 발견되면, 움직임 벡터에 따라 이전 
프레임내의 본래 위치로부터 영역내의 픽셀의 값을 예상함으로써 그 영역은 움직임-보상된다. 만약 최소의 차이를 주
는 벡터가 치환이 없는 것에 해당된다면 움직임 벡터는 0일 수 있다. 각 치환된 블록에 대한 움직임 벡터는 블록의 상대
적 어드레스와 함께 출력 비트스트림으로 인코딩된다. 이 다음으로, 컬러 차이 관리 구성요소(16)는 움직임-보상된 이
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간의 지각 차이(perceptual difference)를 계산한다.
    

    
컬러 차이 관리 구성요소(16)는 현재와 선행 프레임간의 각 픽셀에서의 지각 컬러 차이를 계산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지각 컬러 차이는 지각 컬러 감소(perceptual color reduction)에 대해 설명된 것과 유사한 계산에 기초한다. 만약 컬
러가 소정의 양보다 많이 변하면 픽셀은 업데이트 된다. 컬러 차이 관리 구성요소(16)는 또한 영상 내의 모든 무효인 
컬러 맵 참조를 제거하고, 이들을 유효한 참조로 대체해서 조건 보충 영상을 생성할 책임도 있다. 무효인 컬러 맵 참조
는 컬러 맵에서 더 새로운 컬러가 예전의 컬러를 치환할 경우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비디오 인코딩 프로세스내
의 공간/시간 코딩 구성요소(18)로 보내진다. 이러한 정보는 프레임내의 어떠한 영역이 완전히 투명하고, 무엇이 보충
될 필요가 있으며, 컬러 맵의 어떤 컬러가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는 프레임내의 
모든 영역들은 픽셀의 값을 업데이트가 없음을 나타내도록 선택된 미리 지정된 값으로 설정함으로써 확인된다. 이러한 
값을 포함함으로써 임의 형태의 비디오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예측 오차(prediction error)가 축적되
지 않아서 화질이 저하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루프 필터가 사용된다. 이것은 프레임 보충 데이터가 현재 및 선
행 프레임 대신에 현재 프레임 및 축적된 선행 전송 데이터(디코딩된 영성의 현재 상태)로부터 결정되도록 한다. 도 2
1은 컬러 차이 관리 구성요소(16)에 대한 보다 상세한 도면을 제공한다. 현재 프레임 저장부(16a)는 입력 컬러 처리 
구성요소(10)의 결과 영상을 포함한다. 선행 프레임 저장부(16b)는 움직임 보상 구성요소(11)에 의해 움직임-보상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1 프레임 지연 구성요소(24)에 의해 버퍼링된 프레임을 포함한다. 컬러 차이 관리 구
성요소(16)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주요 구성요소로 나누어진다: 픽셀들간의 지각 컬러 차이 계산부(16c)와 뮤효인 컬
러 맵 참조 제거부(16d). 지각 컬러 차이는 어떤 픽셀이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문턱값(16d)과 
관련하여 평가되며, 결과 픽셀은 데이터 비율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필터링될 수 있다(16e). 최종 업데이트 영상
은 공간 필터(16e)의 출력 및 무효인 컬러 맵 참조(16f)로부터 형성되어 공간 인코더(18)로 보내진다.
    

    
이로 인해 지금 인코딩된 조건부 보상 프레임이 발생된다. 공간 인코더(18)는 각 프레임을 분할 기준에 따라 더 작은 
폴리곤으로 반복적으로 분할하기 위해 트리 분할 방법(tree splitting method)을 사용한다. 도 23에 보여지는 바와 같
이 쿼드트리 분할 방법(quad tree split method)(23d)이 사용되었다. 일 예, 영차 내삽(interpolation)의 예에서, 이
러한 방법은 균일 블록에 의해 영상(23a)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 값은 영상의 전체 평균값과 같다. 다른 예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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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2차 내삽이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영상의 어떤 위치에서, 이 대표값과 참값간의 차이가 어떤 허용오차 문턱값을 
초과하면, 그 블록은 반복적으로 2개 또는 4개의 부영역으로 균일하게 분할되며, 새로운 평균이 각 부영역에 대해 계산
된다. 무손실 영상 인코딩을 위한 어떠한 허용오차 문턱값도 없다. 트리 구조(23d, 23e, 23f)는 노드 및 포인터로 구성
되는데, 각 노드는 한 영역을 나타내며 존재할 수 있는 부영역을 나타내는 임의의 자식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한다. 
다음과 같은 2가지 형태의 노드가 있다: 리프(leaf)(23b) 및 리프가 없는(non-leaf)(23c) 노드. 리프 노드(23b)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노드를 말하며, 따라서 자식이 없고 대신에 그 포함 영역(implied region)에 대한 대표값을 포
함하고 있다. 리프가 없는 노드(23c)는 추가의 부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자식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하고 있으므
로, 대표값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들은 또한 부모 노드라고도 언급될 수 있다.
    

동적 비트맵 (컬러) 인코딩

    
단일 비디오 프레임의 실제의 인코딩된 표현은 비트맵, 컬러 맵, 움직임 벡터 및 비디오 향상 데이터(video enhancem
ent data)를 포함한다. 도 24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비디오 프레임 인코딩 프로세스는 단계 s601에서 시작한다. 만약 
(s602) 움직임 벡터가 움직임 보상 프로세스를 경유하여 생성되었다면, 움직임 벡터는 단계 s603에서 인코딩된다. 만
약 (s604) 컬러 맵이 선행 비디오 프레임이후로 변했다면, 새로운 컬러 맵 엔트리는 단계 s605에서 인코딩된다. 트리 
구조는 단계 s606에서 비트맵 프레임으로부터 생성되며, 단계 s607에서 인코딩된다. 만약 (s608) 비디오 향상 데이터
가 인코딩되어져야 한다면, 향상 데이터는 단계 s609에서 인코딩된다. 최종적으로, 비디오 프레임 인코딩 프로세스는 
단계 s610에서 끝난다.
    

    
실제의 쿼드트리 비디오 프레임 데이터(quadtree video frame data)는 지정된 트리 추적 방법(tree traversal met
hod)을 사용하여 인코딩된다. 트리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리프가 있을 수 있다: 투명한 리프 및 영역 컬러 
리프. 투명한 리프는 리프에 의해 표시되는 영역이 그 선행 값으로부터 변하지 않는다(이것들은 비디오 키 프레임에 존
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며, 컬러 리프는 영역 컬러를 포함한다. 도 26은 영차 내삽 및 바닥 레벨 노드형 제거를 
구비하는 통상의 예측 비디오 프레임에 대한 미리 지정된 트리 추적 인코딩 방법을 나타낸다.
    

    
도 26의 인코더는 단계 s801에서 시작하며, 처음에 쿼드트리 층 식별자를 단계 s802에서 인코딩된 비트 스트림에 추
가한다. 트리의 상부에서 시작하면 단계 s803에서 인코더는 초기 노드를 얻는다. 만약 단계 s804에서 노드가 부모 노
드라면, 인코더는 부모 노드 플래그(단일 ZERO 비트)를 단계 s805에서 그 비트 스트림에 추가한다. 그 후에, 다음 노
드가 단계 s806에서 트리로부터 꺼내지며(fetch), 인코딩 프로세스는 단계 s804로 돌아가서 트리의 다음 노드를 인코
딩한다. 만약 단계 s804에서 노드가 부모 노드가 아니라면, 즉 리프 노드라면, 인코더는 단계 s807에서 트리내의 노드 
레벨을 체크한다. 만약 단계 s807에서 노드가 트리의 바닥이 아니라면, 인코더는 리프 노드 플래그(단일 ONE 비트)를 
단계 s808에서 비트 스트림에 추가한다. 만약 단계 s809에서 리프 노드 영역이 투명하다면, 투명 리프 플래그(단일 Z
ERO 비트)가 단계 s810에서 비트 스트림에 추가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투명 리프 플래그(단일 ONE 비트)가 단계 
s811에서 비트 스트림에 추가된다.
    

    
그 후, 불투명 리프 컬러는 도 27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단계 s812에서 인코딩된다. 그러나, 만약 단계 s807에서 리프 
노드가 트리의 바닥 레벨이라면, 바닥 레벨 노드형 제거가 일어난다. 이는 모든 노드가 리프 노드이고, 리프/부모 표시 
비트가, 단계 s813에서 이러한 레벨에서 4개의 리프 각각이 투명(ZERO) 또는 불투명(ONE)한지를 나타내기 위해 4
개의 플래그가 비트 스트림에 추가되는 형태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 후에, 만약 단계 s814에서 좌상 리프가 
불투명하다면, 단계 s815에서 좌상 리프 컬러가 도 27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인코딩된다. 우상 노드에 대해 단계 s81
6과 s817, 좌하 노드에 대해 단계 s818과 s819 및 우좌 노드에 대해 단계 s820과 s82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단
계 s814 및 s815 각각은 이러한 제2 바닥 레벨에서 각 리프 노드에 대해 반복된다. 리프 노드가 인코딩된 후(단계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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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812, s820 또는 s821로부터), 인코더는 단계 s822에서 더 이상의 노드가 트리에 남아있는지를 체크한다. 트리
에 더 이상의 노드가 남아있지 않으면, 인코딩 프로세스는 단계 s823에서 종료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코딩 프로세
스는 단계 s806에서 계속되며, 여기서 다음 노드가 트리로부터 선택되어 전체 프로세서가 새로운 노드에 대해 단계 s
804부터 다시 시작된다.
    

    
비디오 키 프레임의 특수한 경우에(예측되지 않음), 이러한 프레임은 투명 리프를 가지지 않으며, 도 28에 보여지는 바
와 같이 다소 상이한 방법이 사용된다. 키 프레임 인코딩 프로세스는 단계 s1001에서 시작되며, 처음에 쿼드트리 층 식
별자를 단계 s1002에서 인코딩된 비트 스트림에 추가한다. 트리의 상부에서 시작하면 단계 s1003에서 인코더는 초기 
노드를 얻는다. 만약 단계 s1004에서 노드가 부모 노드라면, 인코더는 부모 노드 플래그(단일 ZERO 비트)를 단계 s1
005에서 그 비트 스트림에 추가한다. 그 후에, 다음 노드가 단계 s1006에서 트리로부터 꺼내지며, 인코딩 프로세스는 
단계 s1004로 돌아가서 트리의 다음 노드를 인코딩한다. 그러나, 만약 단계 s1004에서 노드가 부모 노드가 아니라면, 
즉 리프 노드라면, 인코더는 단계 s1007에서 트리내의 노드 레벨을 체크한다. 만약 단계 s1007에서 노드가 트리의 바
닥으로부터 한 레벨보다 크다면, 인코더는 리프 노드 플래그(단일 ONE 비트)를 단계 s1008에서 비트 스트림에 추가
한다. 그 후, 불투명 리프 컬러는 도 27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단계 s1009에서 인코딩된다. 그러나, 만약 단계 s1007
에서 리프 노드가 트리의 바닥으로부터 하나의 레벨이라면, 바닥 레벨 노드형 제거가 일어난다. 이는 모든 노드가 리프 
노드이고, 리프/부모 표시 비트가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계 s1010에서 좌상 리프 컬러가 도 27에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인코딩된다. 그 후에, 단계 s1011, s1012 및 s1013에서 우상 리프, 좌하 리프 및 우하 리프에 대해서
도 불투명 리프 컬러가 각각 유사하게 인코딩된다. 리프 노드가 인코딩된 후(단계 s1009 또는 s1013으로부터), 인코
더는 단계 s1014에서 더 이상의 노드가 트리에 남아있는지를 체크한다. 트리에 더 이상의 노드가 남아있지 않으면, 인
코딩 프로세스는 단계 s1015에서 종료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코딩 프로세스는 단계 s1006에서 계속되며, 여기서 
다음 노드가 트리로부터 선택되어 전체 프로세서가 새로운 노드에 대해 단계 s1004부터 다시 시작된다.
    

    
불투명 리프 컬러는 도 27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FIFO 버퍼를 사용하여 인코딩된다. 리프 컬러 인코딩 프로세스는 단
계 s901에서 시작된다. 인코딩되어야 할 컬러는 FIFO에서 이미 4개의 컬러와 비교되며, 만약 단계 s902에서 컬러가 
FIFO 버퍼에 있다고 결정되면, 단일 FIFO 룩업 플래그(lookup flag)(단일 ONE 비트)가 단계 s903에서 비트 스트림
에 추가되며, 이 플래그에 단계 s904에서 리프의 컬러를 FIFO 버퍼에 대한 인덱스로 나타내는 2비트 코드워드가 뒤를 
잇는다.
    

    
이 코드워드는 FIFO 버퍼내의 4개의 엔트리 중 하나를 지시한다. 예컨대, 인덱스 값 00, 01 및 10은 리프 컬러가 선행 
리프, 그전의 선행하는 상이한 리프 컬러 및 그 전의 선행하는 리프 컬러와 동일한 것을 각각 나타낸다. 그러나, 만약 단
계 s902에서 인코딩되어야 할 컬러가 FIFO에서 사용될 수 없다면, 전송 컬러 플래그(send color flag)(단일 ZERO 
비트)가 단계 s906에서 비트 스트림에 추가되며, 이 플래그에 단계 s906에서 리프의 실제의 컬러 값을 나타내는 N비
트 코드가 뒤를 잇는다. 추가로, 컬러는 FIFO에 더해지며, 현행의 엔트리 중 하나를 밀어낸다. 그 후, 컬러 리프 인코딩 
프로세스는 단계 s907에서 종료된다.
    

    
컬러 맵은 유사하게 압축된다. 표준 표현은 24비트가 뒤를 따르는 각 인덱스를 전송하는 것이다. 여기서 24비트는 빨
강 성분을 나타내는 8비트, 녹색 성분을 나타내는 8비트, 파랑 성분을 나타내는 8비트로 구성된다. 압축 포맷에서, 단
일 비트 플래그는 각 컬러 성분이 완전한 8비트 값으로 표현되는지 또는 단지 하위 4비트는 0으로 설정한 상위 니블(
nibble)로서 표현되는지를 나타낸다. 이 플래그의 뒤를 따라, 성분 값이 플래그에 따라 8 또는 4비트로 전송된다. 도 
25의 플로차트는 8-비트 컬러 맵 인덱스를 사용하는 컬러 맵 인코딩 방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 실시예에서, 한 
컬러의 모든 성분에 대한 컬러 성분의 해상도를 표현하는 단일 비트 플래그는 컬러 성분 그 자체보다 먼저 인코딩된다. 
컬러 맵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단계 s701에서 시작된다. 처음에 컬러 맵 층 식별자가 단계 s702에서 비트 스트림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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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며, 단계 703에서 컬러 업데이트의 수를 나타내는 코드워드가 뒤를 따른다. 단계 s704에서 프로세스는 추가적인 
업데이트에 대한 컬러 업데이트 리스트를 체크한다: 만약 더 이상의 컬러 업데이트가 인코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프로세스는 단계 s717에서 종료된다. 그러나, 만약 컬러가 여전히 인코딩되어야 한다면, 단계 s705에서 업데이트 되어
야 할 컬러 테이블 인덱스가 비트 스트림에 추가된다. 각 컬러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수의 성분(예컨대, 빨강, 녹색 및 
파랑)이 있으므로, 단계 s706은 각 성분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단계 s707, s708, s709 및 s710에 대한 루프 조건을 
형성한다. 각 성분은 단계 s707에서 데이터 버퍼로부터 판독된다. 그 후에, 만약 단계 s708에서 성분 하위 니블이 0이
라면 오프 플래그(단일 ZERO 비트)가 단계 s709에서 비트 스트림에 추가되며, 만약 하위 니블이 0이 아니라면 온 플
래그(단일 ONE 비트)가 단계 s710에서 비트 스트림에 추가된다. 프로세스는 어떠한 컬러 성분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
지 단계 s706으로 돌아감으로써 반복된다. 그 후에, 제1 성분은 단계 s711에서 데이터 버퍼로부터 다시 판독된다. 유
사하게 단계 s712는 각 성분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단계 s713, s714, s715 및 s716에 대한 루프 조건을 형성한다. 
그 후에, 만약 단계 s712에서 성분의 하위 니블이 0이라면 성분의 상위 니블이 단계 s713에서 비트 스트림에 추가된다. 
이에 대해, 만약 하위 니블이 0이 아니라면 성분의 8-비트 컬러 성분이 단계 s714에서 비트 스트림에 추가된다. 만약 
단계 s715에서 추가되어야 할 컬러 성분이 더 남아있다면, 다음 컬러 성분이 단계 s716에서 입력 데이터 스트림으로부
터 판독되며, 프로세스는 단계 s712로 돌아가서 이 성분을 처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 단계 s715에서 어떠한 
컬러 성분도 남아있지 않다면, 컬러 맵 인코딩 프로세스는 단계 s704로 돌아가서 남아있는 컬러 맵 업데이트를 처리한
다.
    

교대 인코딩 방법(Alternate Encoding Method)

    
교대 인코딩 방법에서, 프로세스는 도 29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도 18의 입력 컬러 처리 구성요소(10)가 컬러 감소를 
실행하지 않으며, 대신에 입력 컬러 공간이 필요할 경우 RGB 포맷으로부터 변환되는 YCbCr 포맷이라는 것을 보장한다
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1 프로세스와 매우 유사하다. 어떠한 컬러 양자화 또는 컬러 맵 관리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
서 도 19의 단계 s507부터 s510은 프레임이 YCbCr 컬러 공간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단일 컬러 공간 변환 단
계로 대체된다. 도 18의 움직임 보상 구성요소(11)는 Y 성분에 대해 " 전형적인" 움직임 보상을 실행하며, 움직임 벡
터를 저장한다. 다음으로, 조건부 보충 영상이 Y 성분으로부터의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여 Y, Cb, Cr 성분에 대해 프레
임간 코딩 프로세스(inter-frame coding process)로부터 생성된다. 그 다음으로, 3개의 차이 결과 영상은 Cb와 Cr 
비트맵을 각 방향으로 2의 인수로 다운-샘플링한 후에 독립적으로 압축된다. 비트맵 인코딩은 유사 반복 트리 분해법
(similar recursive tree decomposition)을 사용하나, 트리의 바닥이 아닌 각 리프에 대한 이번 경우에는 3가지 값이 
저장된다: 리프에 의해 표현되는 영역의 평균 비트맵 값 및 수평 및 수직 방향에 대한 기울기. 도 29의 플로차트는 단계 
s1101에서 시작되는 대체 비트맵 인코딩 프로세스를 도시한다. 단계 s1102에서 영상 성분(Y, Cb or Cr)이 인코딩을 
위해 선택되면, 단계 s1103에서 초기 트리 노드가 선택된다. 만약 단계 s1104에서 이 노드가 부모 노드라면, 부모 노
드 플래그(1 비트)가 비트 스트림에 추가된다. 그 후에, 다음 노드가 단계 s1106에서 트리로부터 선택되며, 대체 비트
맵 인코딩 프로세스는 단계 s1104로 돌아간다. 만약 단계 s1104에서 새로운 노드가 부모 노드가 아니라면, 단계 s11
07에서 트리내의 노드 깊이(node depth)가 결정된다. 만약 단계 s1107에서 노드가 트리의 바닥 레벨이 아니라면, 그 
노드는 단계 s1108에서 리프 노드 플래그(1 비트)가 비트 스트림에 추가되는 바닥이 아닌 리프 노드 인코딩 방법(no
n-bottom leaf node encode method)을 사용하여 인코딩된다. 그 후에, 만약 단계 s1109에서 리프가 투명하다면, 
투명 리프 플래그(1 비트)가 비트 스트림에 추가된다. 그러나, 만약 그 리프가 투명하지 않다면, 불투명 리프 플래그(
1 비트)가 비트 스트림에 추가되며, 그 후, 단계 s1112에서 리프 컬러 평균값이 인코딩된다. 평균은 플래그 및 2비트 
FIFO 인덱스 또는 8비트 평균 자체 중 하나를 전송함으로써 제1 방법과 마찬가지로 FIFO를 사용하여 인코딩된다. 만
약 단계 s1113에서 영역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 영역이 아니라면(임의 형태의 비디오 객체에서의 사용을 위한), 리
프의 수평 및 수직 기울기는 단계 s1114에서 인코딩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 영역은 평균에 대한 특수 값, 예컨대 
0xFF을 사용해서 인코딩된다. 기울기는 4비트 양자화된 값으로 전송된다. 그러나, 만약 단계 s1107에서 리프 노드가 
트리의 가장 바닥 레벨이라고 결정되면, 해당 노드는 어떠한 부모/리프 표시 플래그 없이 비트맵 값만 전송함으로써 선
행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코딩된다. 투명한 컬러 리프는 단일 비트 플래그를 사용하여 전과 마찬가지로 인코딩된다. 
임의 형태 비디오의 경우, 보이지 않는 배경 영역은 평균에 대한 특수 값, 예컨대 0xFF을 사용해서 인코딩되며, 이 경
우 기울기 값은 전송되지 않는다. 그 다음, 특히 단계 s1115에서 이러한 레벨에서 4개의 리프 각각이 투명 또는 불투명
한지를 나타내기 위해 4개의 플래그가 비트 스트림에 추가된다. 그 후에, 만약 단계 s1116에서 좌상 리프가 불투명하
다면, 단계 s1117에서 좌상 리프 컬러는 불투명 리프 컬러 인코딩에 대해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인코딩된다. 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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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에 대해 단계 s1118과 s1119, 좌하 노드에 대해 단계 s1120과 s1121 및 우좌 노드에 대해 단계 s1122와 s112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단계 s1116 및 s1117 각각은 이러한 바닥 레벨에서 각 리프 노드에 대해 반복된다. 리프 
노드 인코딩 완료되면, 인코딩 프로세스는 단계 s1124에서 더 이상의 노드가 트리에 남아있는지를 체크하고, 만약 트
리에 더 이상의 노드가 남아있지 않으면, 단계 s1125에서 종료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계 s806에서 다음 노드가 꺼
내지며, 프로세서는 단계 s1104에서 다시 시작된다. 이러한 경우에서의 재구성은 리프에 의해 식별되는 각 영역내의 
값을 1차, 2차 및 3차 내삽을 사용하여 내삽하고, 그 다음 Y, Cb 및 Cr 성분 각각에 대한 값을 결합하여 각 픽셀에 대
해 24비프 RGB 값을 재생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8비트 컬러 맵핑된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장치의 경우, 컬러의 양자화
는 디스플레이 전에 실행된다.
    

컬러 사전 양자화 데이터(Color Prequantization Data)의 인코딩

    
향상된 화질을 위해, 앞서 설명된 대체 인코딩 방법에서와 같이 1차 또는 2차 내삽 코딩이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평
균은 저장된 각 리프에 의해 표현되는 영역의 컬러뿐만 아니라, 각 리프에서의 컬러 기울기 정보이었다. 그 다음, 재구
성이 2차 또는 3차 내삽을 사용하여 실행되어, 연속 톤 영상을 재생성한다. 인덱싱된 컬러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장치에 
연속 컬러 영상을 디스플레이할 경우, 이것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경우, 실시간으로 출력을 8비트로 양자화해서 
그것을 인덱싱할 필요는 금지된다. 도 47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 경우 인코더(50)는 24-비트 컬러 데이터(02a)의 
벡터 양자화(02b)를 실행하여, 컬러 사전-양자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컬러 양자화 정보는 아래에서 설명될 것과 
같이 옥트리 압축법(octree compression)(02c)을 사용하여 인코딩될 수 있다. 이 압축된 컬러 사전-양자화 데이터
는 인코딩된 연속 톤 영상과 함께 전송되어, 비디오 디코더/재생기(38)가 미리-계산된 컬러 양자화 데이터를 인가하여 
실시간으로 선택적으로 8-비트 인덱싱된 컬러 비디오 표현(02e)을 생성함으로써 실시간 컬러 양자화(02d)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8-비트 장치에 디스플레이될 24비트 결과를 생성하는 재구성 필터링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술
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24비트 컬러 결과로부터 8비트 컬러 테이블로의 맵핑을 설명하는 적은 양의 정
보를 비디오 디코더(38)로 전송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도 30의 단계 s1201에서 시작되는 플로차트
에서 도시되며, 사전-양자화 프로세스에 포함된 주요 단계를 포함하여 고객 쪽에서 실시간 컬러 양자화를 실행할 수 있
다. 비디오내의 모든 프레임은 단계 s1202에서 조건부 블록에 의해 지시된바와 같이 순서적으로 처리된다. 만약 어떠
한 프레임도 남아있지 않다면, 사전-양자화 프로세스는 단계 s1210에서 종료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계 s1203에서 
다음 비디오 프레임이 입력 비디오 스트림으로부터 꺼내져서, 단계 s1204에서 벡터 사전-양자화 데이터가 인코딩된다. 
그 후에, 비인덱스 기반 컬러 비디오 프레임(non-index based color video frame)이 단계 s1205에서 인코딩/압축된
다. 압축/인코딩된 프레임 데이터는 단계 s1206에서 고객에게로 전송되며, 고객은 단계 s1207에서 완전-컬러 비디오 
프레임으로 차례로 디코딩한다. 벡터 사전-양자화 데이터는 이제 단계 s1208에서 벡터 사후-양자화를 위해 사용되며, 
최종적으로 고객은 단계 s1209에서 비디오 프레임을 렌더링한다. 프로세스는 단계 s1202로 돌아가서, 스트림내의 수
반되는 비디오 프레임을 처리한다. 벡터 사전-양자화 데이터는 32x64x32 크기의 3차원 배열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배열내의 셀은 각 r,g,b 좌표에 대한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전체 32x64x32 = 65,536 인덱스 값을 저장하
고 전송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어, 그 기술을 비현실적으로 만든다. 해법은 이 정보를 간결한 표현(compact represen
tation)으로 인코딩하는 것이다. 한가지 방법은, 단계 s1301에서 시작되는 도 30의 플로차트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 3차원 배열의 인덱스를 옥트리 표현을 사용하여 인코딩하는 것이다. 도 47의 인코더(50)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 단계 s1302에서, 3D 데이터 세트/비디오 프레임은 입력 소스로부터 판독되며, Fj(r,g,b)가 비디오 프레임내의 모
든 j 픽셀에 대해 RGB 컬러 공간내의 모든 고유 컬러를 표현하는 형태이다. 그 후에, 단계 s1303에서 N 코드북 벡터 
Vi가 3D 데이터 세트 Fj(r,g,b)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선택된다. 단계 s1304에서 3차원 배열 t[0..Rmax,0..Gm
ax,0..Bmax]가 생성된다. 배열 t내의 모든 셀에 대해, 가장 가까운 코드북 벡터 Vi가 단계 s1305에서 결정되며, 단계 
s1306에서 각 셀에 대한 가장 가까운 코드북 벡터는 배열 t에 저장된다. 만약 단계 s1307에서 선행 비디오 프레임이 
선행 데이터 배열 t가 존재하도록 인코딩되었다면, 단계 s1308은 현재 및 선행 t열간의 차이를 결정하며, 그 후에 단계 
s1309에서 업데이트 배열이 생성된다. 그 다음, 단계 s1309의 업데이트 배열 또는 전체 배열 t 중 하나가 단계 s131
0에서 손실 옥트리 방법을 사용하여 인코딩된다. 이 방법은 3D 배열(큐브)을 취하여, 쿼드트리 기반 표현과 유사한 방
식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분할한다. 벡터 코드북(Vi)/컬러 맵은 자유롭게 동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맵핑 정
보도 또한 업데이트되어 프레임간 컬러 맵내의 변화를 반영한다. 유사한 조건부 보충 방법이 제안되어, 불변 좌표 맵핑
(unchanged coordinate mapping)을 나타내기 위해 인덱스 값 255와 3D 맵핑 배열에 대한 업데이트 값을 나타내기 
위해 다른 값을 사용하여 이것을 실행한다. 공간 인코더와 같이, 프로세스는 미리 지정된 옥트리 트리 탐색 방법(oc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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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 tree traversal method)을 사용하여 컬러 테이블에 대한 컬러 공간 맵핑을 인코딩한다. 투명 리프는 리프에 의해 
표시되는 컬러 공간의 영역이 변하지 않으며, 인덱스 리프가 셀의 좌표에 의해 지정되는 컬러에 대한 컬러 테이블 인덱
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옥트리 인코더는 트리의 상부에서 시작하며, 각 노드에 대해 그 노드가 리프라면 단
일 ONE 비트를, 부모 노드라면 ZERO를 저장한다. 만약 리프이고 컬러 공간 영역이 변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단일 Z
ERO 비트가 저장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하는 컬러 맵 인덱스가 n비트 코드워드로 명백하게 인코딩된다. 만약 노
드가 부모 노드이고 ZERO 비트가 저장되었다면, 8개의 자식 노드 각각은 설명되는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저장된다. 인
코더가 트리내의 최하위 레벨에 도달하면, 모든 노드는 리프 노드이고 리프/부모 표시 비트는 사용되지 않으며 대신에 
컬러 인덱스 코드워드가 뒤를 따르는 불변 비트(unchanged bit)가 저장된다. 최종적으로, 단계 s1311에서 인코딩된 
옥트리는 사후 양자화 데이터에 대해 디코드로 전송되고, 단계 s1312에서 코드북 벡터 Vi/컬러 맵이 디코더로 전송되
며, 벡터 사전-양자화 프로세스를 단계 s1313에서 종료한다. 디코더는 단계 s1401에서 시작되는 도 30의 플로차트에
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역 프로세스(reverse process), 벡터 사후-양자화를 실행한다. 압축된 옥트리 데이터는 단계 
s1402에서 판독되며, 디코더는 2D 쿼드트리 디코딩 프로세스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단계 s1403에서 인코딩된 옥트리
로부터 3차원 배열을 재생성한다. 그 다음, 임의의 24비트 컬러 값에 대해, 단계 s1404에서 표현되는 바와 같이 3D 배
열에 저장된 인덱스 값을 단순히 검색함으로써 해당 컬러 인덱스가 결정될 수 있다. 벡터 사후-양자화 프로세스는 단계 
s1405에서 종료된다. 이 기술은 임의의 비고정 3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맵핑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고유의 
다차원 데이터 세트를 표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코드북을 선택하기 위해 벡터 양자화가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요
구조건이다. 프로세스의 어느 단계에서 벡터 양자화가 실행되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예컨대, 우리는 직접 24-비트 
데이터를 쿼드트리 인코딩한 후 벡터 양자화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한 것처럼 데이터를 먼저 벡터 양자화한 후 그 
결과를 쿼드트리 인코딩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의 커다란 장점은 이질 환경(heterogeous environment)에서 고객에게 
24-비트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24비트 데이터의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
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전-양자화 데이터를 수신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24-비트 소스 데이터의 실시간 고품질 양자
화를 얻을 수 있다.
    

도 18의 화면/객체 제어 데이터 구성요소(14)는 각 객체가 하나의 비주얼 데이터 스트림, 하나의 오디오 데이터 스트
림 및, 임의의 다른 데이터 스트림 중 하나와 연관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 구성요소는 또한 각 객체에 대한 다양한 
렌더링 및 표시 파라미터가 화면을 통해 시간을 따라 동적으로 수정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는 객체 투명도, 객
체 스케일, 객체 볼륨, 3D 공간내의 객체 위치 및 3D 공간내의 객체 방향성(회전성)의 정도가 포함된다.

    
압축된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는 이제 일련의 데이터 패킷으로서 전송되거나 차후의 전송을 위해 저장된다. 복수의 
상이한 패킷 형태가 있다. 각 패킷은 공통의 베이스 헤더 및 페이로드(payload)를 포함한다. 베이스 헤더는 패킷 형태, 
페이로드를 포함하는 패킷의 전체 크기, 그것과 관련된 객체 및 시퀀스 식별자를 식별한다. 다음 형태의 패킷들이 현재 
정의되어 있다: SCENEDEFN, VIDEODEFN, AUDIODEFN, TEXTDEFN, GRAFDEFN, VIDEODAT, VIDEOKEY, 
AUDIODAT, TEXTDAT, GRAFDAT, OBJCTRL, LINKCTRL, USERCTRL, METADATA, DIRECTORY, VIDEO
ENH, AUDIOENH, VIDEOEXTN, VIDEOTRP, STREAMEND, MUSICDEFN, FONTLIB, OBJLIBCTRL. 미리 설명
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형태의 패킷이 있다: 정의, 제어 및 데이터 패킷. 제어 패킷(CTRL)은 보여지는 
개별 객체 또는 전체화면에 대해 객체 제어 엔진, 대화형 객체 행동, 동적 매체 구성 파라미터 및 이들 중 하나의 실행 
또는 적용 조건에 의해 실행되어야 할 객체 렌더링 변환, 애니메이션 및 액션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다. 데이터 패킷은 
각 매체 객체를 구성하는 압축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포맷 정의 패킷(DEFN)은 각 코덱(codec)에 대한 구성 파라미터
를 가지고 있으며, 매체 객체에 대한 포맷과 관련 데이터 패킷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지를 모두 명기한다. 화면 정의 
패킷은 화면 포맷을 정의하며, 객체의 수를 명기하고 다른 화면 특성들을 정의한다. USERCTRL 패킷은 사용자 대화 
및 데이터를 백채널(backchannel)을 사용하여 원거리 서버에 전달하는데 사용되고, METADATA 패킷은 비디오에 대
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DIRECTORY 패킷은 비트 스트림에 대한 임의접근(random access)을 지원하기 위
한 정보를 포함한다. STREAMEND 패킷은 스트림 경계를 구분 짓는다.
    

액세스 제어 및 식별(Access Control and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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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지향 비디오 스트림의 또 다른 구성요소는 내용의 안전을 위해 비디오 스트림을 암호화/해독하기 위한 수단이다. 
해독을 실행하기 위한 키는 그것을 RSA 공용 키 스트림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전달
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안전 조치는 인코딩된 비디오 스트림 내에 보편적으로 고유의 브랜드/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
과 같은 적어도 4개의 주요 형태를 취한다:

a. 텔레비전 회의(videoconferencing) 응용에서, 단일 고유 식별자가 인코딩된 비디오 스트림의 모든 인스턴스(inst
ance)에 적용된다.

b. 각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에 다수의 비디오 객체를 가지는 주문형 비디오(video-on-demand; VOD) 방송에서, 각 
개별 비디오 객체는 특정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고유 식별자를 가진다.

c. 무선, 초박 고객 시스템(wireless, ultrathin client system)은 고유 식별자를 가지는데, 이 식별자는 이 소프트웨
어 인코더의 고유 인스턴스를 인코딩하고 식별하는 무선 초박 시스템 서버를 위해 사용되는 것과 같이 인코더 형태를 
식별한다.

d. 무선 울트라-씬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관련된 클라이언트 유저를 결정하기 위한 인터넷계 유저 프로파일을 매치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 디코더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유일한 식별기를 갖는다.

    
비디오 객체 및 데이터 스트림을 유일하게 식별하는 능력이 특히 유용하다. 비디오 회의 응용에서, 어드버타이징(adve
rtising) 내용이 나타나는 곳(VOD 당으로써 유일하게 인식되는)을 제외하고는, 전화회의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모
니터 하거나 로그할 실제적인 필요성은 없다. 클라이언트 측 디코더 소프트웨어 로그는 디코드된 비디오 스트림(식별기, 
지속)을 조사한다. 실시간 또는 연속된 동기화로, 이 데이터는 인터넷계 서버로 전송된다. 이 정보는 클라이언트 개인 
프로파일과 관련하여 시장 연구/통계뿐만 아니라 시장 레버뉴 스트림(marketing revenue stream)을 발생시키도록 
사용된다.
    

    
VOD에서, 디코더는 오직 보안 키에 의하여 이네이블될 때, 방송 스트림 또는 비디오를 디코드하도록 제한될 수 있다. 
이네이블링은, 허가된 지불을 통해 디코더를 이네이블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인터넷 인증/액세스/빌링 서비스 제공자에 
액세스할 때,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다면 실시간 또는 디바이스의 이전 동기 단계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지
불은 전에 조사된 비디오 스트림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비디오 회의에서의 어드버타이징 광고 비디오 스트림과 유사하
게, 디코더는 조사 지속과 함께 VOD 관련 인코드된 비디오 스트림을 로그한다. 이 정보는 시장 연구/피드백 및 지불 목
적을 위한 인터넷 서버로 도로 전송된다.
    

    
무선 울트라-씬 클라이언트(NetPC) 응용에서, 인터넷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계 컴퓨터 서버로부터의 비디오 스
트림의 실시간 인코딩, 송신 및 디코딩은 인코드된 비디오 스트림에 유일한 식별기를 추가함으로써 얻어진다. 클라이언
트 측 디코더는 비디오 스트림을 디코드하기 위하여 이네이블 된다. 클라이언트 측 디코더의 이네이블링은 VOD 응용에
서 허가된 지불 라인을 따르거나 비디오 스트림이 인코드된 무선 NetPC에 다양한 레벨의 액세스가 이네이블 되는 보안 
암호화 키 프로세스를 통해 일어난다. 컴퓨터 서버 인코딩 소프트웨어는 다중 액세스 레벨을 용이하게 한다. 최광역 형
태에서, 무선 인터넷 접속은 클라이언트 디코더 소프트웨어로부터 컴퓨터 서버까지 피드백 되는 디코더 검증(validati
on)을 통하여 클라이언트 접속을 모니터링 하는 매카니즘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컴퓨터 서버는 서버 응용 프로세스의 
클라이언트 사용 및 과금(charge)을 모니터 하며 또한, 마지막 클라이언트에게 스트림된 어드버타이징을 모니터 한다.
    

상호작용식 오디오 비쥬얼 마크업 언어(Interactive Audio Visual Markup Language (IAV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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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의 강력한 요소는 스크립팅(scripting)을 통해 오디오-비쥬얼 화면(scene) 구성을 제어하는 능력에 있다. 
스크립트에서, 구성 기능상의 유일한 제약은 스크립팅 언어의 한계에 의해 부과된다. 이 경우에 있어 사용되는 스크립
팅 언어는 XML 표준으로부터 파생된 IAVML이다. IAVML은 압축된 비트 스트림으로 인코드된 객체 제어 정보를 특
정하는 문자 그대로의 형태이다.

    
IAVML은 HTML에 어떤 면에서는 유사하나, 오디오/비디오 같은 객체 지향형 멀티미디어의 시공적인(spatio-temp
oral) 스페이스와 함께 사용되도록 명확하게 설계되었다. IAVML은 계층(hierarchies)을 포함하여, 이러한 스페이스
의 논리 및 배치 구조를 정의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링킹(linking), 어드레싱 및 메타데이타를 정의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다섯 가지 기본 형태의 마크업 태그(markup tag)에 기술적이고 참고적인 정보 등을 제공하게 함
으로써 얻어진다. 이들은 시스템 태그, 구조 정의 태그, 프레젠테이션 태그, 및 링크와 내용이다. HTML과 같이, IAVM
L은 경우에 민감하지 않고, 각 태그는 주석 텍스트 부분을 동봉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방 및 밀폐 형태에 나타난다. 예를 
들면:
    

< TAG> some text in here< /TAG>

오디오-비쥬얼 스페이스의 구조적 정의는 구조적 태그를 사용하고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 SCENE>

비디오 화면을 정의한다

< STREAMEND>

화면 내의 스트림을 구별한다

< OBJECT>

객체 인스턴스를 정의한다

< VIDEODAT>

비디오 객체 데이타를 정의한다

< AUDIODAT>

오디오 객체 데이타를 정의한다

< TEXTDAT>

텍스트 객체 데이타를 정의한다

< GRAFDAT>

벡타 객체 데이타를 정의한다

< VIDEODEFN>

비디오 데이터 포맷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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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DEFN>

오디오 데이터 포맷을 정의한다

< METADATA>

주어진 객체에 대한 메타데이타를 정의한다

< DIRECTORY>

디렉토리 객체를 정의한다

< OBJCONTROL>

객체 제어 데이터를 정의한다

< FRAME>

비디오 프레임을 정의한다.

디렉토리 및 메타데이타 태그와 함께 이러한 태그에 의해 정의되는 구조는 객체 지향형 비디오 비트스트림의 자유로운 
액세스 및 브라우징(browsing)을 가능하게 한다.

오디오-비쥬얼 객체의 배치 정의는 객체 제어계 배치 태그(파라미터가 되게 함)를 사용하여 어떤 주어진 화면 내의 객
체의 시공적인 위치를 정의하거나 아래의 것을 포함하게 한다.

< SCALE>

비쥬얼 객체의 스케일

< VOLUME>

오디오 데이터의 부피

< ROTATION>

3차원 스페이스에서 객체의 방향

< POSITION>

3차원 스페이스에서 객체의 위치

< TRANSPARENT>

비쥬얼 객체의 투과성

< DEPTH>

객체 Z 차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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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화면에서의 객체의 개시 시간

< PATH>

개시로부터 종료 시간까지의 애니메이션 경로

< SCENE>

비디오 화면을 정의한다

< STREAMEND>

화면 내의 스트림을 구별한다

< OBJECT>

객체 인스턴스를 정의한다

< VIDEODAT>

비디오 객체 데이타를 정의한다

< AUDIODAT>

오디오 객체 데이타를 정의한다

< TEXTDAT>

텍스트 객체 데이타를 정의한다

< GRAFDAT>

벡타 객체 데이타를 정의한다

< VIDEODEFN>

비디오 데이터 포맷을 정의한다

< AUDIODEFN>

오디오 데이터 포맷을 정의한다

< METADATA>

주어진 객체에 대한 메타데이타를 정의한다

<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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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토리 객체를 정의한다

< OBJCONTROL>

객체 제어 데이터를 정의한다

< FRAME>

비디오 프레임을 정의한다

< SCENE>

비디오 화면을 정의한다

< STREAMEND>

화면 내의 스트림을 구별한다

< OBJECT>

객체 인스턴스를 정의한다

< VIDEODAT>

비디오 객체 데이타를 정의한다

< AUDIODAT>

오디오 객체 데이타를 정의한다

< TEXTDAT>

텍스트 객체 데이타를 정의한다

< GRAFDAT>

벡타 객체 데이타를 정의한다

< VIDEODEFN>

비디오 데이터 포맷을 정의한다

< AUDIODEFN>

오디오 데이터 포맷을 정의한다

< METADATA>

주어진 객체에 대한 메타데이타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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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ORY>

디렉토리 객체를 정의한다

< OBJCONTROL>

객체 제어 데이터를 정의한다

< FRAME>

비디오 프레임을 정의한다

< SCENE>

비디오 화면을 정의한다

< STREAMEND>

화면 내의 스트림을 구별한다

< OBJECT>

객체 인스턴스를 정의한다

< VIDEODAT>

비디오 객체 데이타를 정의한다

< AUDIODAT>

오디오 객체 데이타를 정의한다

< TEXTDAT>

텍스트 객체 데이타를 정의한다

< GRAFDAT>

벡타 객체 데이타를 정의한다

< VIDEODEFN>

비디오 데이터 포맷을 정의한다

< AUDIODEFN>

오디오 데이터 포맷을 정의한다

<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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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객체에 대한 메타데이타를 정의한다

< DIRECTORY>

디렉토리 객체를 정의한다

< OBJCONTROL>

객체 제어 데이터를 정의한다

< FRAME>

비디오 프레임을 정의한다

오디오-비디오 객체의 프레젠테이션 정의는 프레젠테이션 태그를 사용하여 객체의 프레젠테이션을 정의하거나 아래의 
것을 포함하게 한다.

< SCENESIZE>

화면 공간 크기

< BACKCOLOR>

화면 백그라운드 칼라

< FORECOLR>

화면 포그라운드 칼라

< VIDRATE>

비디오 프레임 속도

< VIDSIZE>

비디오 프레임의 크기

< AUDRATE>

오디오 샘플 속도

< AUDBPS>

비트의 오디오 샘플 크기

< TXTFONT>

사용되는 텍스크 폰트 형태

< TXT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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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텍스크 폰트 크기

< TXTSTYLE>

텍스트 스타일(볼드, 언더라인, 이탤릭)

객체거동 및 작동 태그는 객체 제어를 캡슐화(encapsulate) 하거나 아래의 형태를 포함한다.

< JUMPTO>

현재 화면 또는 객체를 대체한다

< HYPERLINK>

하이퍼링크 타겟을 세트한다

< OTHER>

다른 객체에 대한 제어를 리타겟 한다

< PROJECT>

유저 상호작용을 제한한다

< LOOPCTRL>

객체 제어를 루프(loop) 한다

< ENDLOOP>

루프 제어를 브레이크 한다

< BUTTON>

버튼 작동을 정의한다

< CLEARWAITING>

대기 작동을 끝낸다

< PAUSEPLAY>

비디오를 플레이하거나 포즈한다

< SNDMUTE>

사운드 온/오프 제어한다

< SET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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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플래그(flag)를 세트 또는 리세트 한다

< SETTIMER>

타이머 값을 세트하고 카운팅을 개시한다

< SENDFORM>

시스템 플래그를 도로 서버로 보낸다

< CHANNEL>

조사된 채널을 변화시킨다.

파일 내의 하이퍼링크 레퍼런스는 정의된 작동을 호출하는 객체가 클릭되도록 한다.

    
단순한 비디오 메뉴는 OTHER 파리미터로 정의되는 BUTTON, OTHER 및 JUMPTO 태그를 가지는 다중 매체 객체를 
사용하여 생성될 수 있어 현재 화면 및 새로은 화면을 가리키는 JUMPTO 파라미터를 가리킨다. 지속적인 메뉴는 백그
라운드 비디오 객체를 가리키는 OTHER 파라미터 및 대체 비디오 객체를 가리키는 JUMPTO 파라미터를 정의함으로
써 생성될 수 있다. 아래에서 정의되는 다양한 조건들은 별개의 옵션을 불가능하게 또는 가능하게 하는 것에 의해 이러
한 메뉴를 커스터마이즈(customize)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유저 선택을 등록하기 위한 간단한 형태는 2 프레임 비디오 객체로부터 생성된 많은 체크박스를 가지는 화면을 이용함
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각 체크박스 객체에서, JUMPTO 및 SETFLAG 태그가 정의된다. JUMPTO 태그는 객체가 선
택되는지 또는 선택되지 않는지를 가리키는 객체를 위해 어떠한 프레임 이미지가 나타나는지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된
다. 그리고 지적된 시스템 플래그는 선택 상태를 등록한다. BUTTON 및 SENDFORM으로 정의된 매체 객체는 저장 또
는 프로세셍을 위해 선택이 서버로 되돌아 가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방송 또는 멀티캐스트 중인 다중 채널이 될 수 있는 경우에, CHANNEL 태그는 유니캐스트(unicast) 모드 동작 및 방
송 또는 멀티캐스트 모드 사이의 전이가 가능하게 한다.

조건들은 클라이언트에서 수행되기 전에 거동 및 작동(객체 제어)에 적용될 수 있다. 이들은 각각의 < IF> 또는 < S
WITCH> 태그 사용에 의한 조건 표현을 생성함으로써 IAVML에 적용된다. 클라이언트 조건은 아래의 형태를 포함한
다.

< PLAYING>

현재 비디오 플레이 중

< PAUSED>

현재 비디오 포즈 중

< STREAM>

리모트 서버로부터 스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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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ED>

로컬 저장으로부터 플레잉

< BUFFERED>

객체 프레임 # 버퍼됨

< OVERLAP>

어떤 객체로 드래그(drag)될 필요가 있음

< EVENT>

어떤 유저 이벤트가 일어날 필요가 있는가

< WAIT>

참이 되는 조건을 위해 기다리는가

< USERFLAG>

주어진 유저 플래그는 세트되었나

< TIMEUP>

타이머는 끝났는가

< AND>

표현 발생을 위해 사용됨

< OR>

표현 발생을 위해 사용됨

리모트 서버에서 동적 매체 구성 프로세스를 제어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한다.

IAVML 파일은 대개 하나 또는 더 많은 화면 및 하나의 스크립트를 가질 것이다. 각 화면은 아래의 방법으로 결정된 공
간 크기, 디폴트 백그라운드 칼라 및 옵션의 백그라운드 객체를 가지도록 정의된다:

< SCENE = " sceneone" >

< SCENESIZE SX = '320" , SY=" 240" >

< BACKCOLR =" #RRGGBB" >

< VIDEODAT SRC = " URL" >

< AUDIODAT SRC = "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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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DAT> this is some text string< /a>

< / SCENE>

이와 달리, 백그라운드 객체는 이전에 정의될 수 있었고 그 때 단지 화면 내에서 선언된다:

< OBJECT = " backgrnd" >

< VIDEODAT SRC = " URL" >

< FORMDATA>

유저가 형태 데이터에 되돌아 옴

< USERCTRL>

유저 상호작용 이벤트가 일어남

< TIMEODAY>

주어진 시간인가

< DAYOFWEEK>

무슨 요일인가

< DAYOFYEAR>

특별한 날인가

< LOCATION>

클라이언트는 지정학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 USERTYPE>

유저 인구의 클래스

< USERAGE>

유저는 몇 살인가(범위)

< USERSEX>

유저의 성은 무엇인가(남성/여성)

< LANGUAGE>

바람직한 언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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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

유저 프로파일 데이터의 기타 다른 서브클래스

< WAITEND>

현재 스트림의 종료를 기다림

< AND>

표현 발생을 위해 사용됨

< OR>

표현 발생을 위해 사용됨

< AUDIODAT SRC = " URL" >

< TEXTDAT> this is some text string< /a>

< SCALE = " 2" >

< ROTATION = " 90" >

< POSITION= XPOS =" 50" YPOS=" 100" >

< /OBJECT>

< SCENE>

< SCENESIZE SX = " 320" , SY=" 240" >

< BACKCOLR =" #RRGGBB" >

< OBJECT = " backgrnd" >

< /SCENE>

화면은 어떤 수의 포그라운드 객체를 포함할 수 있다:

< SCENE>

< SCENESIZE SX = " 320" , SY=" 240" >

< FORECOLR =" #RRGGBB" >

< OBJECT = " foregnd_object1" , PATH=" somepath" >

< OBJECT = " foregnd_object2" , PATH=" someotherp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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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 = " foregnd_object3" , PATH=" anypath" >

< /SCENE>

경로는 화면 내의 각각의 애니메이트된 객체를 위해 정의된다.

< PATH = somepath>

< TIME START=" 0" , END=" 100" >

< POSITION TIME=START, XPOS=" 0" , YPOS=" 100" >

< POSITION TIME=END, XPOS=" 0" , YPOS=" 100" >

< INTERPOLATION=LINEAR>

< /PATH>

    
IAVML을 사용하여, 내용 생성기는 객체 지향형 비디오를 위한 애니메이션 스크립트를 문자 그대로 생성할 수 있고 동
적 매체 구성과 렌더링 파라미터를 조건부로 정의한다. IAVML 파일 생성 후에, 리모트 서버 소프트웨어는 IAVML 스
크립트를 프로세스 하여 매체 플레이어에 전달되는 합성 비디오 스트림으로 삽입되는 객체 제어 패킷(packet)을 생성
한다. 서버는 또한 IAVML 스크립트를 내부적으로 사용하여 유저 제어 패킷을 통해 클라이언트로부터 되돌아 오는 유
저 상호작용에 의해 조정되는 동적 매체 구성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알아낸다.
    

스트리밍 오류 정정 프로토콜(Streaming Error Correction Protocol)

무선 스트리밍의 경우에, 적합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비디오 데이터가 무선 링크를 건너서 리모트 모니터로 신뢰성 있
게 송신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들은 TCP 같은 접속 지향형 또는 UDP 같은 비접속형이 될 수 있다. 프
로토콜의 본질은 사용되는 무선 네트워크의 본질, 대역폭 및 채널 특성에 의존할 것이다. 프로토콜은 다음의 기능을 수
행한다: 오류 제어, 흐름 제어, 패킷화(packetisation), 접속 확립 및 링크 관리.

데이터 네트워크로의 사용을 위해 설계된 이러한 목적의 현존하는 많은 프로토콜이 있다. 그러나, 비디오의 경우, 오염
된 데이터의 재전송이 송신된 데이터의 수신과 프로세싱 상의 비디오의 본질에 의해 부과된 실시간 제약으로 인해 부적
합하기 때문에 오류의 처리가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의 오류 제어 체계가 제공된다:

(1) 비디오 데이터의 프레임은 개별적으로 수신기로 보내지며, 각각은 체크 섬 또는 주기적인 중복성(redundancy) 체
크로 수신기가 프레임이 오류를 포함한다면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부가한다.

(2a) 아무 오류가 없다면, 프레임은 정상적으로 프로세스 된다.

(2b) 프레임이 오류 상태에 있다면, 그 프레임은 폐기된다. 그라고 상태 메시지는 오류 상태에 있는 비디오 프레임의 
수를 가리키는 송신기로 보내진다.

(3) 이러한 오류 메시지를 수신할 때, 비디오 송신기는 모든 예상되는 프레임을 보내는 것을 중지한다. 대신에, 즉시, 
수신기로 그 다음의 사용 가능한 키 프레임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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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키 프레임을 보낸 후에, 송신기는 또 다른 오류 상태 메시지가 수신될 때까지 정상적인 프레임간에 코드된 비디오 
프레임을 다시 보내기 시작한다.

    
키 프레임은 오직 인트라-프레임(intra-frame) 코드되나 인터-프레임(inter-frame) 코드되지 않는 비디오 프레임
이다. 인터-프레임 코딩은 예측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곳에 있으며 이후에 선행되는 모든 비디오 프레임과 마지막 키 프
레임을 포함하는 것에 의존하는 이러한 프레임을 제작한다. 키 프레임은 제1 프레임으로써 보내지고 오류가 나타날 때
마다 보내진다. 제1 프레임은 인터-프레임을 위해 사용되는 이전의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키 프레임이 되는 것이 필요
하다.
    

보이스 명령 프로세스(Voice Command Process)

    
무선 디바이스는 작기 때문에, 디바이스 동작과 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해 수동으로 텍스트 명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렵다. 보이스 명령은 디바이스의 핸즈-프리 동작을 얻기 위한 가능한 수단으로써 제안되어 왔다. 이는 많은 무선 디
바이스가 매우 낮은 프로세싱 퍼워, 일반적인 자동 언어 인식(ASR)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밑도는 파워를 가진다
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의 해결책은, 어떤 경우에도 서버는 모든 유저 명령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디바이스
상의 유저 언어를 포획하고, 이를 압축하며 이를 ASR 및 도 3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실행을 위해 서버로 보내는 것이
다. 이는, 대부분의 프로세싱 리소스들이 스트리밍 오디오/비디오 내용을 디코딩하고 렌더링하는 데에 바쳐질 것 같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이런 복잡한 프로세싱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이 프로세스는 도 31의 흐름도에 
의해 도시되며 s1501 단계에서 시작한다. 이 프로세스는 유저가 s1502 단계에서 디바이스 마이크로폰으로 명령을 말
할 때 시작된다. s1503 단계에서 보이스 명령이 불가능하면, 보이스 명령은 무시되고 프로세스는 s1517 단계에서 종
료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스 명령 언어는 포획되고 s1504 단계에서 압축되며, 인코드된 샘플은 s1505 단계에서 U
SERCTRL 패킷으로 삽입되며 s1506 단계에서 보이스 명령 서버로 보내진다. 보이스 명령 서버는 그 때 s1507 단계에
서 자동 언어 인식을 수행하며 s1508 단계에서 전사(transcribe)된 언어를 명령 세트로 맵(map) 한다. 전사된 명령
이 s1509 단계에서 미리 정의되지 않는다면, 전사된 테스트 스트링은 s1510 단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지고 클라이
언트는 적절한 텍스트 필드에 텍스트 스트링을 삽입한다. 전사된 명령이 미리 정의된다면(단계 s1509), 명령 형태(서
버 또는 클라이언트)는 s1512 단계에서 체크된다. 명령이 서버 명령이라면, 그 것은 s1513 단계에서 서버로 전송되고 
그 서버는 s1514 단계에서 명령을 수행한다. 명령이 클라이언트 명령인 경우, 명령은 클라이언트 디비이스, s1515 단
계로 되돌아 오고, 클라이언트는 보이스 명령 프로세스가 s1517 단계에서 끝날 때, 명령, s1516을 수행한다.
    

응용(Applications)

울트라-씬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및 컴퓨트 서버(Ultrathin Client Process and Compute Servers)

    
어떤 다른 종류의 퍼스날 모바일 컴퓨팅 디바이스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리모트 컴퓨터 제어를 위한 수단으로써 울트라
-씬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가상 컴퓨팅 네트워크가 생성된다. 이 새로운 응용에서, 유저의 컴퓨팅 디바이스는 어떠한 
데이터 프로세싱도 수행하지 않으나, 가상 컴퓨팅 네트워크 내로 유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모든 데이터 프로세싱
은 네트워크 내에 위치한 컴퓨트 서버에 의해 수행된다. 대부분, 터미널은 실제 유저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를 포함하
여 모든 출력 데이터를 디코딩하고 모든 입력 데이터를 인코딩하는데 제한된다. 아키텍처적으로 (architecturally), 들
어오는 데이터 및 나가는 데이터 스트림은 유저 터미널 내에서 완전히 무관하다. 출력 또는 디스플레이된 데이터의 제
어는 입력 데이터가 처리되는 컴퓨트 서버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GUI)는 두 개의 분리된 
데이터 스트림으로 분해된다: 입력 및 출력 디스플레이 요소로 이는 비디오이다. 입력 스트림은 ASCII 캐릭터 및 마우
스의 조합 또는 펜 이벤트일 수 있는 명령 시퀀스이다. 큰 한도로써, 디스플레이 데이터의 디코딩 및 렌더링은 이러한 
터미널의 주 기능을 포함하고, 복잡한 GUI 디스플레이는 렌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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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2는 무선 LAN 환경에서 동작하는 울트라-씬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도시한다. 이 시스템은 CDMA, GSM, PHS를 
또는 기타 다른 네트워크를 걸치는 것과 같은 무선 WAN 환경 내에서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다. 무선 LAN 환경 시스
템에서는, 실내 300m에서 실외 1km까지의 범위가 일반적이다. 울트라-씬 클라이언트는 퍼스날 디지털 어시스턴트 또
는 무선 네트워크 카드를 가지는 팜탑 컴퓨터 및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이다. 무선 네트워크 카드는 PCMCIA 슬롯, 
소혀의 플래시 포트 또는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 퍼스날 디지털 어시스탄드와 인터페이스 한다. 컴퓨트 서버는 인터넷 
또는 무선 LAN 성능을 가지는 로컬 영역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GUI를 실행하는 어떠한 컴퓨터일 수 있다. 컴퓨트 서버 
시스템은, 프로그램 출력 비디오 컨버터(11002)로 판독되고 인코드되어, 오디오 및 GUI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프로
그램 출력과 같이 클라이언트 응답(11007)에 의해 제어되는 실행 GUI 프로그램(11001)을 포함할 수 있다. 리모트 제
어 시스템(11012)으로 GUI 디스플레이의 전달은 GUI 디스플레이를 컨버트하기 위해 OO 비디오 코딩(11004)을 사
용하는 11002 내의 제1 비디오 인코딩에 의해 얻어지고, GUI 스크린 판독(11003) 및 인코딩을 위해 이전에 기술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압축된 비디오로 오디오 판독(11014)을 통해서 포획된 어떤 오디오를 통하여 포획될 수 있고 울
트라-씬 클라이언트에 전송된다. GUI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NT의 CopyScreenToDIB()와 같은 많
은 동작 시스템에서 표준 기능인 GUI 스크린 판독(11003)을 이용하여 포획될 수 있다. 울트라-씬 클라이언트는 Tx
/Rx 버퍼(11008 및 11010)을 통한 압축된 비디오를 수신하고 OO 비디오 디코딩(11011)을 통한 디코딩 후에 GUI 
디스플레이 및 입력(11009)을 사용하여 유저 디스플레이를 적절하게 렌더한다. 어떠한 유저 제어 데이터도 컴퓨트 서
버로 도로 송신되고, 여기서 울트라-씬 클라이언트-투-GUI 제어 해석(11006)에 의해 해석되고, 프로그래머틱-GU
I 제어 수행(11005)을 통한 GUI 프로그램(11001) 수행을 제어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행하
고, 끝내며, 동작 시스템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 및 실행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떠한 다른 기능도 포함한다. MS 윈도우즈 
NT의 경우에, 이 제어는 다양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Hooks/JournalPlaybackFunc()이 사용될 수 있다.
    

    
더 긴 영역의 응용에서, 도 33의 WAN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 컴퓨트 서버는 CDMA, PHS, GSM에 걸친 신
호 전송 또는 유사한 셀룰러 폰 네트워크를 위하여 표준 전화 인터페이스, 송신(11116)에 직접 접속된다. 이러한 경우
의 울트라-씬 클라이언트는 폰, 핸드세트 및 모뎀(11115)에 접속되는 모뎀을 가지는 퍼스날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포
함한다. 기타 다른 모든 면은 도 32에 기술된 것들에 대해 WAN 시스템 구성에서 유사하다.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에서, 
PDA 및 폰은 단일 디바이스로 집적된다. 이러한 울트라-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한 예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는 CDM
A, PHS 또는 GSM과 같은 표준 모바일 텔리포니(telephony) 네트워크의 영역 내의 어떠한 위치로부터 컴퓨트 서버에 
완전히 액세스한다. 이 시스템의 케이블된 버전은 모바일 폰을 불필요하게 만들도록 사용될 수 있어, 울트라-씬 컴퓨팅 
디바이스가 모뎀을 통해 표준 케이블된 전화 네트워크에 직접 접속되게 한다.
    

컴퓨트 서버는 또한 멀리 위치하고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11215)을 통해 도 34에 도시된 바와 같은 로컬 무선 송신기
/수신기(11216)에 접속될 수 있다. 이 울트라-씬 클라이언트 응용은 특히 다가오는 인터넷계 가상 컴퓨팅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리치 오디오-비쥬얼 유저 인터페이스(Rich Audio-Visual User Interfaces)

어떠한 객체 제어 데이터도 비트 스트림으로 삽입되지 않는 울트라-씬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는 디스플레이로 단일 
비디오 개체를 렌더링 하는 것과 다른 어떠한 프로세스도 수행할 수 없으며 프로세싱을 위하여 서버로 모든 유저 상호
작용이 되돌아온다. 이런 접근이 멀리서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액세스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지만, 국소적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DMC 및 상호작용 엔진의 객체계 성능이 주어진 때에, 이 전체적인 시스템 및 그의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은 리치 오디
오-비쥬얼 유저 인터페이스의 코어로써 사용하는 데에 특히 적합하다. 대부분의 정적 아이콘과 사각형의 윈도우 개념
에 기초한 전형적인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와는 달리, 현 시스템은 다중 비디오를 사용하는 리치 유저 인터페이스 
및 각각의 로컬 디바이스 또는 리모트 프로그램 실행을 용아하게 하기 위해 상호작용될 수 있는 기타 다른 매체 개체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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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무선 비디오 회의 프로세스(Multipart Wireless VideoConferencing Process)

    
도 35는 두 개 또는 더 많은 무선 클라이언트 텔리포니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다자간 무선 비디오 회의 시스템을 도시한
다. 이러한 응용에서, 둘 또는 더 많은 참가자들이 그 들 중에 많은 비디오 통신을 셋업할 수 있다. 어떠한 집중된 제어 
메카니즘도 없으며, 각 참가자는 다자간 회의에서 어떠한 링크를 활성화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 
A, B, C 구성되는 3자 회의에서, 링크는 AB, BC 및 AC(3 링크) 사이에 형성될 수 있으며, 또는 이와 달리, AC는 없이 
AB 및 BC(2 링크) 사이에 형성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 어떠한 집중된 네트워크 제어도 요구되지 않고 각 링크는 
별개로 관리되기 때문에, 각 유저는 별개의 참가자에게 원하는 만큼의 동시에 일어나는 많은 링크를 셋업할 수 있다. 각
각의 새로운 비디오 회의 링크를 위해 들어오는 비디오 데이터는 이러한 들어오는 비디오 데이터와 관련된 링크에 접속
된 각 무선 디바이스의 객체 지향형 비디오 디코더로 제공되는 새로운 비디오 객체 스트림을 형성한다. 이 응용에서, 객
체 비디오 디코더(객체 지향형 비디오 디코딩(11011))는, 디스플레이 되는 많은 비디오 객체에 기초하여, 각 비디오 
객체가 배치 규칙에 따라 렌더되는 프레젠테이션 모드에서 작동된다. 비디오 객체 중의 하나는 현재 활성됨으로써 식별
될 수 있으며, 이는 기타 다른 객체보다 더 큰 크기로 렌더될 수 있다. 어떤 객체가 현재 활성되어 있는가의 선택은 대
부분 음향 에너지(소리의 세기/시간)를 가지는 비디오 개체에 근거한 자동 수단이나 유저에 의한 수동 수단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 텔리포니 디바이스(11313, 11311, 11310, 11302)는 퍼스날 디지털 어시스턴트, 포켓용 
퍼스날 컴퓨터, 퍼스날 컴퓨팅 디바이스(노트북 및 데스크탑 PC 같은) 및 무선 폰 핸드세트를 포함한다. 클라이언트 텔
리포니 디바이스는 신호 수신 및 송신을 위하여 무선 네트워크 카드(11306) 및 안테나(11308)를 포함할 수 있다. 무
선 네트워크 카드는 PCMCIA 슬롯, 소형의 플래시 포트 또는 기타 다른 접속 인터페이스를 통해 클라이언트 텔리포니 
디바이스에 인터페이스 한다. 무선 폰 핸드세트는 PDA 무선 접속(11312)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링크는 LAN/인트
라넷/인터넷에 걸쳐 확립될 수 있다. 각 클라이언트 텔리포니 디바이스(예를 들어, 11302)는 디지털 비디오 포획을 위
한 비디오 카메라(113078)와 오디오 포획을 위한 하나 또는 더 많은 마이크로폰을 포함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텔리포
니 디바이스는 이전에 기술된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포획된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를 입축하기 위해 비디오 인코더(OO 
비디오 인코딩 11305)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신호들은 하나 또는 더 많은 다른 클라이언트 텔리포니 디바이스로 송신
된다.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는 디지털 비디오만 포획하고 이를 압축과 송신을 위한 클라이언트 텔리포니 디바이스로 전
달할 수 있거나, 또한, VLSI 하드웨어 칩(ASIC)을 이용하여 비디오 자체를 압축하고 송신을 위해 텔리포니 디바이스
에 코드된 비디오를 전달할 수 있다. 특정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텔리포니 디바이스는 압축된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이전에 기술된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유저 디스플레이 및 스피커 출력에 적절하게 렌더한
다. 또한, 본 실시예는 이전에 기술된 상호작용식 객체 조작의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직접 비디오 조작 혹은 클라이언트 
텔리포니 디바이스상의 어드버타이징을 포함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동일한 비디오 회의에 참가하는 기타 다른 클라
이언트 텔리포니 디바이스에 위에서와 같은 동일한 수단을 통해 반영될 수 있다(GUI 디스플레이상에 복제됨). 본 실시
예는 기타 다른 클라이언트 텔리포니 디바이스의 리모트 제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클라이언트 텔리포니 디바이스 사
이의 유저 제어 데이터 송신을 포함할 수 있다. 어떠한 유저 제어 데이터도 적절한 클라이언트 텔리포니 디바이스에 도
로 송신된다. 여기서 이 데이터는 해석되고 로컬 비디오 이미지 및 기타 다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능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울트라-씬 클라이언트 시스템 응용의 경우에서와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가 있다.
    

상호작용식 애니메이션 또는 타겟트 인픽쳐 유저 어드버타이징을 가지는 비디오 온 디맨드(Interactive Animation o
r Video On Demand with Targeted Inpicture User Advertising)

    
도 36은 타겟트 유저 비디오 어드버타이징을 가지는 상호작용식 비디오 온 디맨드의 블록도이다. 이 시스템에서, 서비
스 제공자(예를 들어, 라이브 뉴스, 비디오 온 디맨드(VOD) 제공자 등)는 개별적인 가입자에게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
을 유니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 한다. 비디오 어드버타이징은 개별적으로 출처가 명시된 다중 비디오 객체를 포함할 수 
있다. 비디오 디코더의 한 예에서, 작은 비디오 어드버타이즈먼트 객체(11414)는 어떤 시간에 조사된 화면으로 렌더되
는 디코더(11404)에 전달되는 비디오 스트림에 동적으로 합성된다. 이 비디오 어드버타이징 객체는 라이브러리(114
06)의 디바이스상에 저장된 미리 다운로드된 어드버타이징 또는 비디오 객체 오버레이(11408)를 사용한 동적 매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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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가능한 온라인 비디오 서버(예를 들어, 비디오 온 디맨드 서버(11407))를 통한 리모트 저장(11412)으로부터 스
트림되는 어드버타이징으로부터 변화될 수 있다. 이 비디오 어드버타이징 객체는 클라이언트 주인의(가입자의) 프로파
일 정보상에 기초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11402)에 특정적으로 타겟될 수 있다. 가입자 프로파일 정보는 온라인 서버 
라이브러리(11413) 내에 또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상에 국소적으로와 같은 다중 위치에 저장되는 요소를 가질 수 있
다. 타겟된 비디오계 어드버타이징에서, 비디오 스트림 및 이의 조사를 위한 피드백 및 제어 매카니즘이 사용된다. 서비
스 제공자 또는 또 다른 자는 압축된 비디오 스트림(11412)을 저장하는 비디오 서버를 유지라고 동작할 수 있다. 가입
자가 비디오 서버로부터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제공자의 송신 시스템은 어떤 프로모션 또는 어드버타이징 데이터를 가
입자 나이, 성 지리학적 위치, 구독 히스토리, 개인적인 선호, 구매 히스토리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가입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11413)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로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자동으로 선택한다. 단일 비디오 객체
로 저장될 수 있는 어드버타이징 데이터는 요청되는 비디오 데이터와 같이 송신 데이터 스트림으로 삽입되고 유저로 보
내질 수 있다. 분리된 비디오 객체(들)로써, 유저는 그 것의 프레젠테이션/디스플레이 성질을 조정함으로써 어드버타이
징 비디오 객체(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다. 또한, 유저는 객체상에서 클리킹 또는 드래깅 등에 의해 어드버타이징 비디
오 객체(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다. 객체상에서 유저가 서비스 제공자 또는 어드버타이징 객체 제공자에 의해 결정된 
것과 같이 어드버타이징 비디오 객체와 관련된 어떤 기능의 활성화를 원하는 것을 가리키는 비디오 서버로 메시지를 도
로 보낸다. 이 기능은 단순히 어드버타이저에 비디오/폰 콜을 위치시켜 어드버타이저로부터 더 많은 정보 요청을 부과
하고, 판매 쿠폰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근접계 트랜잭션(proximity based transaction)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제어
를 시작할 수 있다. 어드버타이징에 부가하여, 움직이는 작은 아이콘 이미지로써 어드버타이즈 될 수 있는 기타 다른 사
용 가능한 채널과 같은 추가의 비디오 제공의 향상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러한 아이콘상의 유저 클릭킹 작동은 가입자에게 보내지는 주 비디오 데이터를 변화시키고 추가 데이터를 보내도록 
제공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다중 비디오 객체 데이터 스트림은 비디오 객체 오버레이(11408)에 의해 각 클라이언
트에 송신되는 최종 합성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에 결합될 수 있다. 결합된 분리된 비디오 객체 스트림 각각은 기타 다른 
비디오 서버, 웹 카메라(11410) 또는 이전에 기술된 것(비디오 코딩, 11411)과 같은 실시간 또는 미리 프로세스된 인
코딩을 통한 컴퓨트 서버와 같은 서로 다른 리모트 소스로부터 비디오 프로모션 선택(11409)에 의해 인터넷에서 검색
될 수 있다. 또 다시, 울트라-씬 클라이언트 및 비디오 회의의 다른 시스템 응용의 경우에서와 같이. 다양한 바람직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사용될 수 있다.
    

인-픽쳐 어드버타이징의 한 실시예에서, 비디오 어드버타이즈먼트 객체는 유저에 의해 선택될 때, 아래의 것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는 도 37에 도시된 바와 같은 버튼과 같이 동작하도록 프로그램 될 수 있다:

어드버타이즈 되는 결과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은 화면으로 점프함으로써 조사되는 비디오 화면을 즉
시 변화시키고 또는 온라인 이-카머스 이네이블드 스토어(online e-commerce enabled store)로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 비디오 채널" 을 변화시키도록 사용될 수 있다.

비디오 어드버타이징 객체를, 어드버타이즈된 결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또 다른 것으로 객체를 대체함으로
써, 부제목 같은 스트리밍 텍스트 정보로 즉시 변화시킨다. 이는 디스플레이된 화면 내에서 어떤 다른 비디오 객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디오 어드버타이징 객체를 제거하고 유저가 어드버타이즈먼트를 선택한 것을 가리키는 시스템 플래그를 세트한다. 현
재의 비디오는 정상적으로 종료를 통해 플레이되고, 지적된 어드버타이즈먼트 타겟으로 점프한다.

    이메일을 통해 또는 추가 스트리밍 비디오 대상 등으로서, 미래의 비동시성 속보 정보에 대해 제공되는 제품 이익을 
등록하는 서버로 메시지를 다시 전송하라.

    비디오 광고 대상이 브랜드 목적으로만 사용될 때, 상기 대상을 클릭하면 그 불투명함을 토글하거 그것을 반투명하
게 만들 수 있거나, 또는 3D에서의 회전 또는 원형 경로에서 이동하는 것과 같은 미리 지정된 애니메이션을 행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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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광로 대상을 사용하는 다른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동 스마트 폰의 사용자에 대한 패킷 요금 청구 또는 전화 요금 
청구를 서브사이다이즈(subsidise)하는 것이다.

    무조건으로 후원되는 전화 통화 동안 또는 상기 전화의 ㄲ트마렵에 스폰서의 비디오 광고 대상을 자동으로 표시하기.

    ,사용자가 상기 대상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행한다면, 전화 제공 후원 동안 또는 그 이후 전에 상호작용하는 비디오 
대상을 표시하기.

    
도 37은 인-픽쳐(in-picture) 광고 시스템의 일실시예를 도시한다. 인-픽쳐 광고 기간이 시작되면(인스트림 광고 시
작 S160), 오디오-비쥬얼 스트림에 대한 요청(서버 S1602로부터 AV 데이터 스트림 요청)이 클라이언트 장치(클라
이언트)에서 서버 처리로 전소오딘다. 서버 처리(서버)는 클라이언트 장치상에서는 로컬일 수 있고, 온라인 서버상에서
는 원격일 수 있다.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서버는 상기 요청 데이터를 상기 클라이언트로 스트리밍하는 것을(S1603) 
시작한다. 데이터 스트리밍이 클라이언트에 의해 수신되는 동안,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돌려주고, 받고, 사용자 상호작
용으로 응답하는 처리를 행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상기 수신된 데이터가 현재의 AV 스트리밍의 끝부분이 도달했
음을 가리키는지(S1604)를 알 수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고, 계류중인 스트리밍될 다른 대기 행렬에 넣어진 AV 데
이터 스트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S1605), 현재의 스트림의 완료가 이제 끝나서 인-픽쳐 광고 기간이 끝날 수 있다. 
대기 행렬에 넣어진 AV 데이터 스트림이 존재하면, 상기 서버는 새로운 AV 데이터 스트림을 스트리밍을 개시한다(다
시 S1603). 스트리밍 처리에서, 상기 AV 스트림의 끝부분과 같은 데이터 스트림은이 도달하지 않고(S1604-NO), 현
재의 광고 대상이 스트리밍되지 않으면, 서버는 위치, 사용자, 프로파일 등을 포함하는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AV 스트림
에서 새로운 광고 대상(들)을 선택할 수 있고(S1608) 삽입할 수 있다(S1609). 서버가 AV 데이터 스트림을 스트리밍
하는 처리에 있고, 광고 대상이 선택되어서 AV 스트림으로 삽입되면, 클라이언트는 상술된 바와 같이 비트 스트림을 디
코딩하고 상기 대상을 되돌려보낸다(S1610). AV 데이터 스트림이 계속될 수 있는 반면, 인-픽쳐 광고 스트림은 클라
이언트 상호작용, 서버 개입 또는 광고 스트림의 종료를 포함하는 여러 이유로 인해 종료할 수 있다(S1611). 인-픽쳐 
광고 스트림이 종료하면(S1611-YES), 새로운 인-픽쳐 광고의 재선택이 S1608을 통해 발생할 수 있따. AV 데이터 
스트림 및 인-픽쳐 광고 스트림이 계속되면(S1611-NO), 클라이언트는 광고 대상과의 임의의 상호작용을 캡쳐한다. 
사용자가 대상을 클릭하면(S1612-YES),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통지를 전송한다(S1613). 서버의 동적 미디어 구성 
프로그램 스크립트는 액션이 응답에 의하여 어떻게 취해질 것인지를 정의한다. 이것들은 액션 없음, 지연됨(연기됨) 또
는 즉시 액션을 포함한다(S1614). 액션 없음의 경우(S1614-NONE), 서버는 미래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속행 액
션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등록할 수 있고(S1619), 이것은 유사한 광고 또는 속행 광고를 타겟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의 갱신을 포함할 수 있다. 지연된 액션(S1614-POSTPONED)의 경우, 책임질 액션이 S1
619에 대하여 책임질 시마다의 속행에 대한 등록(S1619)을 포함할 수 있거나 현재의 AV 데이터 스트림의 끝부분을 
계류하여 스트리밍하기 위해 새로운 AV 데이터를 대기 행렬에 넣을 수 있다(S1618). 서버가 클라이언트 장치일 때의 
상황에서, 다음으로 장치가 온라인 서버와 접속될 때 대기 행렬에 넣어져서 다운로딩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의 AV 
스트림이 완료될 때, 원격 온라인 서버를 가지고, 대기 행렬에 넣어진 스트림이 재생될 수 있다(S1605-YES). 즉시 액
션의 경우(S1614-IMMEDIATE), 복수의 액션이 현재의 광고 대상에 대한 애니메이션의 변화(S1615-ANIM) 및 현
재의 AV 데이터 스트림의 대체(S1617)를 포함한 광고 대상에 첨부되는 제어 정보에 기초하여 행해질 수 있다. 애니메
이션 요청 변화(S1615-ANIM)는 전이 혹은 회전, 및 투명도 등과 같은 대상에 대한 변화를 제공하는 것(S1620)으로 
결과된다. 이것은 다음의 속행에 대하여 등록될 것이다(S1619). 광고 대상 변화 요청의 경우(S1615-ADVERT), 새
로운 광고 대상이 이전과 같이 선택될 수 있다(S1618).
    

    
다른 실시예에서, 이러한 비디오 시스템의 동적 미디어 구성 특성이 뷰어가 그들 컨텐츠를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게 하
도록 사용될 수 있다. 그 예로서, 사용자가 줄거리에서 주요 캐릭터가 되도록 복수의 캐릭터들 중 하나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애니메이션화된 카툰과 같은 경우에, 뷰어는 남성 혹은 여성 캐릭터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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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저장된 사용자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될 수 있거나, 혹은 온라인 다중참가 엔터테인먼트에서와 같이 설정된 공유의 
캐릭터로부터 적극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남성 캐릭터를 선택함으로써, 남성 캐릭터의 청각/시각적 미디어 객체를 비
트 스트림으로 구성될 수 있게 하여, 여성 캐릭터의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단지 고정된 플롯에 대한 주요 
캐릭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다음 표시로 점프하는 장면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줄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관찰하는 동
안 선택을 행함으로써, 플롯 그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 복수의 다른 장면들이 임의의 주어진 포인트에서 이용가능하다. 
이전 선택과 같은 여러 메커니즘, 비디오가 있는 줄거리내의 위치, 및 선택된 비디오 객체에 의해 선택이 행해진다.
    

    
서비스 제공자는 비디오 자료에 사용자 인증 및 액세스 제어를 제공하여, 컨텐츠 소모를 측정할 수 있고, 사용을 광고할 
수 있다. 도 41은 서비스로의 액세싱이 제공(예를 들어, 컨텐츠 서비스)되기 전에, 관련 인증/액세스 제공자(11507)로 
모든 사용자가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일실시예를 도시한다. 인증/액세스 서비스는 각 사용자(11506)에 대한 '고유 
식별자' 및 '액세스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온라인(예를 들어, 서비스로의 첫번째 액세스)하는 로컬 저
장에 대한 클라이언트 장치(11502)로, 고유 식별자가 자동 전달될 수 있다. 비디오 컨텐츠 제공자(11511)를 통해 사
용자에 의한 저장된 비디오 컨텐츠(11510)로의 모든 후속 요청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사용자 식별자에 가지고 제어
될 수 있다. 일 사용예로서, 사용자는 그들 고유 식별자의 인증에 의해 사용자에 대한 컨텐츠로의 액세싱을 가능하게 하
는 정규 응모 수수료로 계산될 수 있다. 또다른 방법으로, 관찰 당 지불 계산 정보(11508)는 사용을 통해 모아질 수 있
다. 측정과 같은 사용에 대한 정보는 컨텐츠 제공자(11511에 의해 기록되거나, 하나 이상의 계산 서비스 제공자(115
09) 및 액세스 브로커/측정 제공자(11507)로 공급될 수 있다. 무선 액세스가 여러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는 이전 시스
템 실시예에서, 도 41은 무선 WAN 액세스를 배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LAN/인트라넷 또는 인터넷 접속(11513)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로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로컬 무선 전송기(11513)로의, Tx/Rx 버퍼(11505)를 통해 클라이언트 
장치(11502)에 대한 일순간의 액세스를 도시한다. 클라이언트 장치는 컨텐츠로의 액세스 권한을 얻기 위해 실시간으
로 액세스 브로커/측정(11507)과 라인연결되어 있다. 인코딩된 비트 스트림이 상술된 바와 같이 11504에 의해 디코
딩될 수 있고, 상술된 바와 같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클라이언트 상호작용으로 스크린하도록 제공된다(11503). 액세스 
제어 및/또는 계산 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증진 목적으로 제3부로 판매되거나 라이센스될 수 있는 사용자의 사용 프로파
일을 유지할 수 있다. 계산 및 사용 제어를 실현하기 위해, 적합한 암호화 방법이 상술된 바와 같이, 전개될 수 있다. 이
와 더불어, 인코딩된 비디오를 고유하게 브랜딩/식별하기 위한 처리가 상술된 바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비디오 광고 팜플렛

    
상호작용하는 비디오 파일은 장치로 스트리밍되기보다는 다운로딩되어서, 도 3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임의의 순간에 오
프라인 혹은 온라인으로 보여질 수 있다. 다운로딩된 비디오 파일은 상술된 온라인 스트리밍 처리에 의해 제공된 모든 
상호작용 및 동적 미디어 구성 특성을 보전한다. 비디오 팜플렛은 메뉴 및 광고 대상과, 심지어 사용자 선택 및 피드백
을 등록하는 보통의 폼을 포함할 수 있다. 유일한 차이점으로는 비디오 팜플렛이 관찰된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비디오 
대상에 첨부된 하이퍼링크가 장치에 위치되지 않은 새로운 타겟을 지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이
언트 장치는 장치상에서 데이터로부터 서비스받을 수 없는 모든 사용자 선택을 저장하고, 이것을 상기 장치가 PC와 함
께 온라인되거나 동기된 다음 타임에 적합한 원격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송된 사용자 선택은 다른 
정보를 제공, 요청된 장면을 다운로딩하거나 혹은 요청된 URL로 링크하는 것과 같이 여러 액션이 행해질 수 있게 할 
수 있다. 상호작용하는 비디오 팜플렛은 상호작용 광고 팜플렛, 통합 트레이닝 컨텐츠 상호작용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많은 컨텐츠 타입 및 상품 및 서비스의 상호 작호적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 38은 상호작용 비디오 팜플렛(IVB)의 하나의 가능한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 예에서, IVB(SKY 파일) 데이터 파일
은 요청시(서버로부터의 얻은) 혹은 스케쥴될 때(서버로부터 강요된) 클라이언트 장치로 다운로딩될 수 있다(S1701). 
컴팩트 플래쉬 혹은 메모리 스틱과 같은 미디어 저장 기술상에서 기여하거나 혹은 데스크탑 PC와 동기를 이루어 무선
으로 다운로딩이 발생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플레이어는 (상술된 바와 같이)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할 것이고, IVB
로부터 제1 장면을 보낼 것이다(S1703). 플레이어가 IVB의 후부에 도달하면(S1705-YES), IVB는 종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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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708). 플레이어가 IVB의 후부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것은 장면을 되돌려주고 모든 무제한 대상 제어 액션을 실행한
다(S1706). 사용자는 대상 제어에 의해 정의되는 바와 같이 대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대상과 상호작용하
지 않으면(S1707-NO), 플레이어는 상기 데이터 파일로부터 판독을 계속한다(S1704). 사용자가 장면내의 대상과 상
호작용하고(S1717-YES), 상기 대상 제어 액션이 폼 동작을 따르기로 하였다면(S1709-YES), 사용자가 온라인일 
때(S1712-YES) 폼 데이터는 온라인 서버로 전송될 수 있고(S1711), 그렇지 않고 오프라인이면(S1712-NO), 장치
가 백 오프라인일 때 폼 데이터는 차후 업로딩을 위해 저장될 수 있다(S1715). 대상의 제어 액션이 점프투 행동(S17
13-YES)이고 제어가 새로운 장면으로 특정되면, 플레이어튼 데이터 파일에서 새로운 장면의 위치를 탐색하고(S171
0), 그곳에서 데이터 판독을 계속한다. 상기 제어가 다른 대상으로의 점프를 특정하면(S1714-OBJECT), 이것은 데이
터 파일에 저장된 바와 같은 장면내의 올바른 데이터 스트림을 액세싱함으로써(S1717), 타겟이 대체되거나 되돌려질 
수 있게 할 수 있다. 상기 대상의 제어 액션이 상기 대상의 애니메이션 파라미터를 변화하도록 하였다면(S1716-YES), 
상기 대상의 애니메이션 파라미터는 상기 대상 제어에 의해 특정된 파라미터에 따라 갱신되거나 액션화될 수 있다(S1
718). 대상의 제어 액션이 상기 대상상의 어떠한 다른 동작을 행하도록 하였고, 상기 제어에 의해 특정된 모든 조건들
이 충족되었다면(S1720-YES), 상기 제어 동작이 행해진다(S1721). 선택된 대상이 제어 동작을 갖지 않았다면(S1
719-NO 혹은 S1720-N0), 플레이어는 판독 및 제공 동작을 계속할 수 있다. 이들 경우에서, 액션 요청이 로깅될 수 
있고, 온라인이면 서버로 직접 전달되거나 오프라인이면 서버로 후에 업로딩디기 위해 통지가 저장될 수 있다.
    

    
도 39는 광고 및 구매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상호 비디오 팜플렛의 일실시예를 도시한다. 도시된 예는 온라인 구매 및 
컨텐츠 관찰 선택을 위한 폼을 포함한다. IVB가 선택되고, 재생이 개시된다(S1801). 도시된 바와 같이 다중 대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서두 장면이 재생될 수 있다(S1803, 비디오 대상 A, 비디오 대상 B, 비디오 대상 C). 모든 비디오 대
상은 그들의 첨부된 제어 데이터에 의해 정해지는 여러 제공 파라미터 애니메이션을 가질 수 있고, 예를 들어, A, B, 및 
C는 주 관찰 대상이 제공을 시작한 후(S1804), 오른편으로부터 이동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임의의 대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대상 제어 액션을 개시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사용자는 " 점프투" 하이퍼링크, 제어 파라미터에 의해 지시
된 바와 같이 현재 장면을 정지하고 새로운 장면을 시작하는 제어 동작(S1806, S1807)을 가질 수 있는 B를 클릭할 수 
있다(S1805). 이것은 여러 동작을 포함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주요 장면으로 리턴(S1809, S1810)하도록 사용자가 
선택(S1808)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 제어에 대한 메뉴 대상을 얻을 수 있다. 사용자는 임의의 대상, 예를 들어, 다른 특
정 장면으로 점프하는 행동(S1812, S1813)을 갖는 A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S1811). 도시된 예에서, 사용자는 다시 
메뉴 옵션을 선택하여(S1814), 주요 장면으로 리턴한다(S1815, S1816). 다른 사용자 상호작용은 적합한 사용자 플
래그 변수의 상태를 설정함으로써, 중첩 대상 B 및 쇼핑 바구니 상의 조건이었던 다른 대상 제어의 실행이 구매 요청을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예에서 쇼핑 바구니이 가득차있다고 도시되는 동작 미디어 구성에 기초하여 대상 애니메이
션 혹은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S1819, S1820). 사용자는 요청된 구매를 나타낼 수 있는 트랜잭션 및 정보 장면의 체
크 아웃으로의 점프투 행동을 가질 수 있는(S1822, S1823) 쇼핑 바구니 대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S1821). 이러한 
장면에 도시된 대상은 사용자 플래그 변수 값에 기초하여 동적 미디어 구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사용자는 장면에서
의 선택되거나 혹은 비선택된 대상을 동적 미디어 구성 처리가 도시할 수 있게 하는 대상 제어 파라미터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사용자 플래그를 변형함으로써, 그들 구매 요청 상태 온/오프를 변화시키도록 상기 대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
다. 사용자는 또 다른 대안으로, 트랜잭션을 넘기는 주요 장면 혹은 한 장면가 같은 타겟으로서의 적합한 장면을 갖는 
점프투 새로운 장면 제어 행동을 가질 수 있는 구매 혹은 리턴 동작과의 상호작용을 선택할 수 있다.
    

커미트된 처리(transaction)는, 고객 장치가 오프라인이면, 서버에 나중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고객 장치에 저장될 수 
있고, 또는 고객 장치가 온라인이면, 구매/신용 인증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서버에 업로드될 수 있다. 구매 대상을 선택
하는 것은 확인 씬(S1827, S1828)으로 점프될 수 있고, 처리는 처리가 완료(S1824)된 후에 재생되는 어떤 잔여 비
디오와 함께 서버(S1826)를 통해 보내질 수 있다.

배치 모델 및 DMC 동작

    
고객 장치에 비트스트림을 전달하기 위한 수많은 분배 메카니즘은 다음을 포함한다: 고객 장치와 동시에 데스크탑 PC
에 다운로드, 장치 및 컴팩트 매체 저장 장치에 무선 온라인 접속. 내용 전달은 고객 장치 또는 네트워크에 의해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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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분배 메카니즘 및 전달 초기화의 결합은 많은 전달 모델을 제공한다. 이러한 하나의 고객 초기화 전달 모델
은 낮은 대역폭 및 낮은 레이턴시(예를 들어, 무선 WAN 접속)를 가지는 채널을 제공하는 요구 스트림으로 불리는 하
나의 실시예에서의 온-디멘드(on-demand) 스트리밍이다. 내용 전달의 제2 모델은 온라인 무선 접속을 통해 고객 초
기화 전달이고, 이 내용은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재생전에 전체적으로 빠르게 다운로드될 수 있고, 
일 실시예는, 내용이 즉시 전달되고,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높은 대역폭 및 높은 레이턴시 채널을 제공한다. 제3 전달 모
델은 낮은 대역폭과 높은 레이턴시를 제공하는 일 실시예에서의 네트워크 초기화 전달이고, 고객 장치가 항상 온라인일 
수 있기 때문에, 장치는 " 항상 온" 으로 불려진다. 이 모델에서, 비디오 내용은 밤새 또는 다른 오프-피크(off-peak) 
기간동안 장치로 떨어질 수 있고, 이후에 보기 위해서 메모리에 버퍼된다. 이 모델에서, 시스템의 동작은, 사용자가 내
용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내용의 전달을 위한 요구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위의 제2 모델(고객 초기화 온-디멘드 다
운로드)과는 다르다. 이 요구는 서버에 의해서 고객 장체에 자동적으로 네트워크 초기화 전달을 스케줄하는데 사용된다. 
내용의 전달을 위한 적절한 시간은 네트워크 활용의 오프-피크 기간과 같이 발생하고, 서버는 고객 장치와의 접속을 셋
업하고, 전송 파라미터를 결정하고, 고객에게 데이터의 전송을 처리한다. 선택적으로, 서버는 할당된(예를 들어, 일정 
비율 접속) 것으로부터 네트워크에서 남겨진 소정의 사용가능한 잔여 대역폭을 사용해서 때때로 적은 양의 데이터를 보
낼 수 있다. 사용자는 요구된 데이터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지표를 통해서 시그널링에 의해 사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된
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용자는 준비되었을 때 요구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재생기는 푸쉬 또는 풀(push or pull) 전달 모델 둘 다를 처리할 수 있다. 시스템 동작의 일 실시예는 도 40에 도시된
다. 무선 스트리밍 세션(session)은 고객 장치(S1903-풀) 또는 네트워크(S1903-푸쉬)에 의해 개시될 수 있다. 고
객 초기화 스트리밍 세션에서, 고객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길(S1904)을 통해 스트림을 초기화할 수 있다: URL 엔터링, 
상호작용 대상으로부터의 하이퍼링크 또는 무선 서비스 제공자의 전화 번호 다이얼링. 접속 요구는 고객으로부터 원거
리 서버(S1906)로 보내질 수 있다. 서버는 데이터를 고객 장치(S1910)에 스트림할 수 있는 PULL 접속(S1908)을 
설정하고 시작할 수 있다. 스트리밍 동안에, 고객은 사용자 입력을 상술한 대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비트스트림을 디코
드하고 랜더링한다. 더 많은 데이터가 스트림됨(S1912-YES)에 따라, 서버는 디코딩 및 렌더링을 위해서 새로운 데이
터를 고객에게 계속 스트림하고, 이 처리는 상술된 바와 같이 상호작용과 DMC 기능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림에 
더이상의 데이터가 없을 때(S1912-NO), 사용자는 고객 장치로부터 호출을 종료(S1915-PULL)할 수 있지만, 사용
자는 언제나 호출을 종료할 수 있다. 호출의 종료는 무선 스트리밍 세션을 닫을 것이고, 만약 데이터가 스트리밍을 끝낸 
후에 사용자가 호출을 종료하지 않으면, 고객 장치는 유휴 상태로 들어가지만, 온라인에 남아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 초
기화 무선 스트리밍 세션(S1903-PUSH)의 경우, 서버는 고객 장치를 호출할 것이다(S1902). 고객 장치는 고객 설정 
PUSH 접속(S1907)과 함께 자동적으로 호출에 응답(S1905)할 것이다. 설정 처리는 고객 장치의 능력 또는 구성 또는 
사용자 특정 데이터에 관해서 서버와 고객 사이의 협상을 포함한다. 그리고, 서버는 고객에게 데이터를 스트림할 수 있
음(S1909)과 함께, 고객이 다음에 보기 위해서 수신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S1911).
    

    
더 많은 데이터가 스트림될(S1912-YES) 필요가 있는 반면에, 이 처리는 매우 긴 시간 주기(낮은 대역폭 트리클 스트
림)동안 또는 더 짧은 시간 주기(더 높은 대역폭 다운로드)동안 계속될 수 있다. 전체 데이터 스트림 또는 소정의 스크
립트된 위치가 스트림내에 도달했을 때(S1912-NO), 이 PUSH 접속(S1915-PUSH)고객 장치는 내용이 재생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모든 요구 내용을 스트리밍한 후에, 서버는 호출 또는 호출 장치로의 접속
을 종료하고(S1917), 무선 스트리밍 세션을 끝내게 된다(S1918). 또 다른 실시예에서, PUSH 및 PULL 접속 사이의 
하이브리드 동작은, 수신된 무선 고객 장치가 상술된 바와 같이 PULL 접속을 개시하기 위해 서브스크라이버(subscri
ber)에 의해 상호작용할 수 있을 때, 무선 고객 장치로의 네트워크 초기화 메시지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으로, PULL 접속은 적절한 하이퍼링크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네트워크에 의해 계획된 전달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이 세 분배 모델은 동작의 유니케스트(unicast) 모드에 적절하다. 상술된 요구 모델에서 첫번째에서는, 원격 스트리밍 
서버는 실시간으로 무제한 동적 매체 합성을 수행하고, 사용자 상호작용을 조정하고, 대상 제어 동작 등을 실행하는 반
면에, 다른 두 모델에서는, 지역 고객이 사용자가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용자 상호작용을 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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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DMC를 수행할 수 있다. 어떤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 및 서버에 전송될 형식 데이터는, 오프라인이 불확정 시
간에서 전송된 데이터상에서 연속적 처리가 착수되고, 고객이 온라인 또는 불확정 시간에 있으면, 즉각적으로 서버에 
전달될 수 있다.
    

    
도 42는, 무선 스트리밍 재생/고객이 본 발명에 따른 요구 스트리밍 무선 비디오의 재생을 처리하는 주요 단계의 일 실
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고객 활용은 단계 s2001에서 시작되고, 단계 s2002에서 사용자가 원격 서버의 URL 또
는 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대기한다. 사용자가 원격 서버 URL 또는 전화 번호를 입력할 때, 소프트웨어는 단계 s2
003에서 무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접속을 시작한다(이미 접속되지 않았다면). 접속이 고객을 설정한 후에, 소프트웨
어는 단계 s2004에서 서버로부터 스트림되는 데이터를 요구한다. 그리고, 고객은, s2005에서 소프트웨어가 무선 네트
워크와 원격 서버로 호출 단선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단계 s2007로 진행할 때, 사용자가 단선을 요구할 때까지, 요구 
스트리밍 비디오의 처리를 계속한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는 어떤 자원도 제거하고, 이는 단계 s2009에서 할당되고, 
고객 활용은 단계 s2011에서 끝난다. 사용자가 종료될 호출을 요구할 때까지, 단계 s2005는 수신된 네트워크 데이터
를 체크하는 단계 s2006으로 진행한다. 수신된 데이터가 없으면, 소프트웨어는 단계 s2005로 돌아간다. 그러나, 데이
터가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되면, 진입 데이터는 전체 패킷이 수신될 때까지, 단계 s2008에서 버퍼된다. 완전 패킷이 수
신될 때, 단계 s2010는 데이터 패킷의 에러, 시퀀스 정보 및 동기성 정보를 체크한다. 단계 s2012에서 데이터 패킷이 
에러를 포함하거나, 시퀀스 밖에 있으면, 상태 메시지는, 사용자 호출 단선 요구를 체크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단계 s20
05로 돌아가면서, 이 단계 s2013을 지시하는 원격 서버로 보내진다. 그러나, 패킷이 에러없이 수신되면, 단계 s2012
는 단계 s2014로 진행하고, 데이터 패킷이 단계 s2014에서 소프트웨어 디코더로 지나가고, 디코드된다. 디코드된 프
레임은 단계 s2016에서 표시하기 위해, 단계 s2015에서 메모리내에서 버퍼된다. 결국, 활용은 사용자 호출 단선 요구
를 체크하기 위해 단계 s2005로 돌아가고, 무선 스트리밍 재생 활용은 계속된다.
    

    
유니케스트와 다르게, 다른 동작 모드는 멀티케스트 및 브로드케스트를 포함한다. 멀티케스트 및 브로드케스트의 경우
에, 시스템/사용자 상호작용 및 DMC 성능은 억제될 수 있고, 유니케스트 모델과 다른 방식으로 동작할 것이다. 무선 환
경에서, 멀티케스트 및 브로드케스트 데이터는 분리 채널에서 전송되는 것과 유사하다. 스위치드 채널 회로인 대신에, 
패킷 네트워크와 같이 완전히 논리적 채널은 아닌 것이 있다. 단일 전송은 다중 고객으로 하나의 서버로부터 보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는 분리 개인 유니케스트 '백 채널(back channel)' 접속을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
서 사용하면서 서버에 돌아갈 것이다. 멀티케스트 및 브로드케스트의 구별은, 멀티케스트 데이터는 라디오 셀의 범위와 
같은 소정의 지리적인 경계내에서만 방송된다는 것이다. 고객 장치로의 데이터 전달의 브로드케스트 모델의 일 실시예
에서, 데이터는 수신될 고객 장치에 대해서 특정의 무선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방송하는 네트워크내에서 모든 라디오 
셀로 보내질 수 있다.
    

    
브로드케스트 채널 모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의 한 예는 서비스 디렉토리를 포함하는 씬(scene)의 사이클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씬은 다른 선택된 브로드케스트 채널에 상응해서 하이퍼링크된 비디오 대상의 세트를 포함하도록 
분류되어야만하고, 이에 따라 대상을 선택하는 사용자가 관련 채널을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씬은 요구된 비디오 
서비스에 알맞는 하이퍼링크된 비디오 대상의 세트를 포함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용자는 비디오 대상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유니케스트 채널을 생성하고, 브로드케스트로부터 유니케스트로 전환할 것이다. 유사하게, 요구된 유니케스트 
채널에서 하이퍼링크된 대상은 특정 브로드케스트 채널로부터 고객으로에 의해 유니케스트 채널로 수신되는 비트 스트
림을 바꿀 수 있다.
    

    
멀티 또는 브로드케스트 채널이 서버로부터 모든 고객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DMC는 그 능력에
서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 씬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브로드케스트 모델에서의 채널에 대한 DMC의 제어는 개
별 사용자로 향하지 않고, 이 경우에 개별 사용자 상호작용이 방송되는 비트 스트림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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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브로드케스트는 실시간 스트리밍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뷰잉과 함께 동일한 접근이 지역 고객 DMC에 대
해 가능하다는 것이 다르고, 각 씬은 다중 대상 스트림을 포함할 수 있고, 제어로의 점프가 실행될 수 있다. 그러나, 브
로드케스트 모델에서, 사용자는 씬과 함께 상호작용으부터 완전하게 억제될 수 없고, 에니메이션 등의 활성화와 같은 
표시 파리미터를 변경하는데 여전히 자유롭고, 비디오 대상과 함께 결합된 어떤 하이퍼링크들을 활성화함으로써 점프하
기 위해서, 새로운 유니케스트 또는 브로드케스트 채널을 선택하는데 자유롭다.
    

    
DMC가 상업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한 방법에서, 브로드케스트에서 사용자 경험은 채널을 최근에 보는 다른 사용자
의 분포를 모니터하고, 평균 사용자 프로파일에 기초해서 표시된 씬을 정의함으로써 유출 비트 스트림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진내 광고 대상의 선택은 뷰어가 주로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기초한다. DMC가 상업화하는데 사용
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서, 브로드케스트 상황에서의 사용자 경험은, 현재 뷰어의 분포와 관계없이 다중 매체 대상으
로 구성 비트 스트림을 보내는 것이다. 이 경우에 고객은 최종 씬을 생성하기 위해서 고객에 따라서 사용자 프로파일에 
기초해서 대상들 중에서 선택한다. 예를 들어, 다수의 언어에서 다중의 부제들은 브로드케스팅의 씬을 정의하면서 비트 
스트림으로 삽입될 수 있다. 그리고, 고객은 비트 스트림내의 대상 제어 데이터 브로드케스트에서의 특정 조건에 기초
해서 표시할 수 있는 언어 부제를 선택할 수 있다.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

    
도 43은 다음과 같은 많은 다른 실시간 환경에서 모니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가족 자산 및 가족, 상업적 특성 및 스탭, 교통, 육아, 날씨 및 특정 흥미 분야. 이 예에서, 비디오 카메라 장
치(11604)는 비디오 포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포착된 비디오는, 상술된 바와 같이 가게(11606) 또는 제어를 사용
해서 서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스트림된 가게(11607)로부터 추가의 비디오 대상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11
602내에서 상술된 바와 같이 인코드될 수 있다. 모니터링 장치(11602)는 카메라의 일부(ASIC 실행에서와 같이), 고
객 장치의 일부(예를 들어, 카메라 및 ASIC를 갖는 PDA), 카메라로부터의 분리(예를 들어, 분리 모니터링 인코딩 장
치), 또는 비디오 포착으로부터 원격(예를 들어, 라이브 비디오 공급을 하는 서버 인코딩 처리)이 될 수 있다. 인코드된 
비트 스트림은 고객 장치(11603)로 계획된 시간에서 스트림되거나 다운로드될 수 있고, 비트 스트림은 상술한 바와 같
이 디코드될 수 있고(11609), 표시될 수 있다(11608). 무선 LAN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짧은 범위로 원격 비디오를 
무선 휴대용 장치로 전송하는 것에 추가로, 모니터링 장치(11602)는 또한 다음과 같은 표준 무선 네트워크 하부 기반
을 사용해서 먼 거리를 통해 원격 비디오를 전송할 수 있다: PHS, GSM, 또는 다른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TDMA, 
FDMA, 또는 CDMA 전송을 통해 사용하는 전화 인터페이스. 다른 접근 네트워크 구조들도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모니
터링 시스템은 동작 검출 경보, 자동 감지 및 경보상의 다이얼, 비디오 세그먼트의 기록 및 회복, 다중 카메라 입력 사이
의 선택 및 전환, 사용자 활동을 위한 원격 장소에서 다중 디지털 및 아날로그 출력의 제공과 같은 지능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의 활용은 가정 안전, 아동 모니터링, 및 교통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마직막의 라이브 트래픽 비디오는 사
용자에게 스트림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a. 사용자는 특정 전화 번호를 돌리고, 오퍼레이터/교환에 의해 조정되는 영역내에서 보기 위해서 교통 카메라 위치를 
선택한다.

b. 사용자는 특정 전화 번호를 돌리고, 사용자의 지역적 위치(예들 들어 GPS 또는 GSM 셀 삼각 측량으로부터 얻어진)
는 가능한 첨부 교통 정보와 함께, 교통 카메라 위치의 선택에 자동적으로 제공되는데 사용된다. 이 방법에서, 사용자는 
선택적으로 그 또는 그녀의 목적지를 특정할 수 있고, 이것이 제공되면, 교통 카메라를 선택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도
록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c. 유저는, 서비스 공급자가 유저 및 가능한 교통 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자동차 운전 루트를 보여주는, 자동차 통행량 
비디오를 자동적으로 호출하게 되는 특정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시, 유저는 GPS 시스템 또는 셀 3각 측량(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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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 triangulation)으로부터의 위치 지정 정보와 결합하여 사용자 루트를 예측하게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기억된, 이러
한 목적을 위한 하나 이상의 예정된 루트들을 지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시스템은 유저 속도와 위치를 추척하고, 여행 
방향과 루트를, 가능한 루트들을 따라 교통 감시 카메라의 리스트를 검색하여 어떤 현장이 혼잡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결정한다. 움직이지 않거나 도보 속도로 이동중인 유저들은 호출되지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 교통 카메라가 정
체를 나타내면, 시스템이 이러한 루트에서 이동 중인 등록된 유저들의 리스트를 검색하여 그들에게 알람을 보낼 수 있
다.
    

전자 인사 카드 서비스

    
도 44는 스마트 이동 전화(11702 및 11712)용으로 무선으로 PDA와 접속된 전자 인사 카드 서비스의 일실시예의 블
록도이다. 이 시스템에서, 초보 유저는 인터넷에 접속된 퍼스널 컴퓨터(11707)를 이용하는 인터넷(11708)과, 무선 
스마트 전화(11706) 및 PDA와의 무선 접속을 이용하는 무선 전화 네트워크(11703) 중 어느 하나로부터 인사 카드 
서버(11710)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인사 카드 서버(11710)는 유저가 서버 상에 기억된 템플리트 라이브러리(11711)
로부터 선택된 인사 카드 템플리트에 고객으로 등록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템플리트는 생일 
소망, 우편엽서, 행운 소망 등과 같은 다수의 테마들을 포함한 짧은 비디오 또는 애니메이션일 수 있다. 커스토미세이션
(customisation)은 비디오와 애니메이션 템플리트에 텍스트 및/또는 오디오를 삽입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커스토
미세이션 후, 유저는 트랜잭션에 대한 요금을 지불할 수 있고 개인의 무선 전화 번호에 전자 인사 카드를 포워드(forw
ard)할 수 있다. 전자 인사는 스트리밍(streaming) 서버(11712)에 기억되어 전달된다. 최종적으로, 인사 카드는 무
선 전화 네트워크(11704)를 통해 출퇴근 이외의 기간(off-peak period) 동안 스트리밍 매체 서버(11705)로부터, 
희망하는 유저(11705)의 휴대 장치(11712)로 포워드된다. 우편엽서의 경우에, 특별한 템플리트 비디오가, 소정 지역 
내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전송되기만 하는 각각의 지리 위치 정보 내에서 무선 전화 네트워크용으로 생성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유저는 원격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공급자에게로 짧은 비디오를 업로드(upload)하고 그 
다음 이 비디오를 압축하여 저장하고 목적지 전화 번호에 최종 포워드하게 한다. 도 45는 유저가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인사 카드를 발생하여 송신하게 하는 주요 단계들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플로우챠트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처리는 
단계 s2101에서 시작되는데, 이 단계에서 유저가 인터넷이나 무선 전화 네트워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공급자
(ASP)에 접속된다. 단계 s2102에서, 유저가 자신의 비디오 컨텐츠를 사용하길 원한다면, 유저는 복수의 소스들 중의 
임의의 소스로부터 실황중인 비디오를 포착하여 비디오 컨텐츠를 얻을 수 있다. 단계 s2103에서 이 비디오 컨텐츠는 
파일 내에 기억되고, 단계 s2105에서 사용자에 의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공급자로 업로드되어 인사 카드 서버에 의해 
기억된다. 유저가 그들 자신의 비디오 컨텐츠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면, 단계 s2102는 단계 s2104로 진행하여 유저
가 ASP에 의해 유지되는 템플리트 라이브러리로부터 인사 카드/이메일 템플리트를 선택한다. 단계 s2106에서 유저는 
비디오 인사 카드/이메일을 주문받도록 선택하고, 이에 의해서 단계 s2107애서 유저는 템플리트 라이브러리로부터 하
나 이상의 비디오 객체들을 선택하며, 단계 s2108에서 선택된 객체들은 이미 선택된 비디오 데이터 안에 삽입된다. 유
저가 전자 인사 카드/이메일을 주문받도록 완료될 때, 유저는 단계 s2109에서 목적지 전화 번호/어드레스를 입력한다. 
이어서 ASP는 단계 s2110에서 데이터 스트림을 압축하고 그것을 스트리밍 매체 서버로 포워드하기 위해 기억한다. 이
제 프로세스가 단계 s21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완료된다.
    

무선 로컬 루트 스트리밍 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시스템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로컬 서버 상에 기억된 통합 오디오-비디오 트레이닝 재료에 무선 액세스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
는 자국 환경에서 뮤직 비디오와 같은 오디오-비디오 엔터테인먼트에 무선 액세스하기 위한 것이다. 무선 스트리밍에
서 당면한 한가지 문제점은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들의 좁은 대역폭 용량 및 그와 관련된 고가의 비용 문제이다. 고품질 
비디오의 스트리밍은, 무선 네트워크에 대해 요구되는 높은 링크 대역폭을 이용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트리밍에 대한 
다른 해결책은 비디오가 로컬 무선 서버에 대한 전형적인 광대역 네트워크 접속에 대해 보여지도록 스풀되게 할 수 있
고, 일단 이것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수신되면, 고용량 로컬 루프 또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에 걸쳐 클라이언트 장치
로의 데이터의 무선 스트리밍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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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본 어플리케이션의 일실시예는 뮤직 비디오의 로컬 무선 스트리밍이다. 유저는 무선 자국 네트워크에 부착된 
로컬 컴퓨터 상으로 인터넷으로부터 뮤직 비디오를 다운로드한다. 이러한 뮤직 비디오는 또한 무선 접속을 갖는 클라이
언트 디바이스 (예를 들면, PDA 또는 휴대용 컴퓨팅 장치)로 스트림될 수 있다. 로컬 컴퓨터 서버 상에서 동작하는 소
프트웨어 관리 시스템은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고, 클라이언트 디바이스/PDA로부터의 클라이언트 유저 커맨드에 
응답하여 스트리밍 프로세스를 제어한다.
    

    
서버측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에 대한 4개의 주요 구성 요소: 브라우징 구조 생성 구성 요소; 유저 인터페이스 구성 요
소; 스트리밍 제어 구성 요소; 및 네트워크 프로토콜 구성 요소가 있다. 브라우징 구조 생성 구성 요소는, 비디오들이 
국부적으로 기억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를 생성한다. 일 실시예에서, 유저는 서버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는 복수의 녹음 테이프 리스트(playlist)를 생성할 수 있다. 이 녹음 테이프 리스트는 클라이언트 플레
이어로의 전송을 위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에 의해 포맷된다. 대안으로, 유저는 계층적인 파일 디렉토리 구
조로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브라우징 구조 구성 요소는 디렉토리 구조의 자동적인 조정에 의해서 브라우징 
데이터 구조를 생성한다. 유저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는 클라이언트로 송신하기 위한 브라우징 데이터를 포맷하고 스트
리밍 제어 구성 요소로 중계되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커맨드를 수신한다. 유저 재생 제어들은 플레이 개시, 일시정지(pa
use) 멈춤, 루프 등과 같은 " 표준화된" 기능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는 브라우
징 데이터를 HTML으로 포맷하지만, 유저 재생은 고객 포맷으로 제어된다, 이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 유저 인터페이
스는 2개의 개별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데, HTML 브라우저가 브라우징 기능을 제어하는 반면, 재생 제어 기능들은 비
디오 디코더/플레이어에 의해 조정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 기능들의 분리가 없고, 비디오 
디코더/플레이어는 유저 인터페이스들 모두를 스스로 기능적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유저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는 브
라우징 데이터를 비디오 디코더/플레이어에 의해 직접 알게되는 고객 포맷으로 포맷된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트레이닝 또는 오락 목적을 위해, 자국 또는 기억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예를 
들면, 기술자는 분리된 룸에서 작업 영역으로부터 컴퓨터 콘솔로 이동하지 않고 불완전한 디바이스를 수리하거나 조정
하는 방법에 대한 고품질의 시청각적 트레이닝 재료들을 얻기 위한 구성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백 채널(back channel)
은 사용자가 라이브러리로부터의 보기를 원하는 시청각 비디오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선택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 장점은 비디오 모니터가 휴대가능하므로 유저가 사무실 또는 집 주변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은 상술한 바와 같이 대화식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다중 비디오 객체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는 전자 북 및 무선 셀룰라 네트워크 상에서의 스트리밍에 대한 종래의 공지된 기술들에 대하여 상당한 개선을 이룬 것
이 당연하다.
    

객체 지향 데이터 포맷

객체 지향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은 다음의 목적을 충족시키도록 설계된다.

·속도 - 파일이 고속화되도록 설계됨

·단순성 - 포맷은 고속 분석(persing)과 휴대가 용이하도록 간단함. 또한, 구조화가 파일들을 함께 간단하게 수행될 
수 있음.

·확장성 - 포맷은 구 플레이어와의 후진 호환성(backward)을 유지하면서 플레이어가 전개됨에 따라 새로운 패킷 타
입이 규정되도록 테드된 포맷임.

·유연성 - 데이터 랜더링 규정, 데이터율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전체 유연성을 허가, 및 진행중인 코덱 미드스트림
(midstream)으로부터의 데이터 분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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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일들은 빅-엔디언(big-endian) 바이트 순서로 기억된다. 다음의 데이터 타입이 사용됨.

[표 1]
타입 정의
BYTE 8비트, 부호없는 char
WORD 16비트, 부호없는 short
DWARD 32비트, 부호없는 long
BYTE[] 스트링, 바이트[0]은 254 이상(255 예약) 길이 지정
IPOINT 12비트 부호없음, 12비트 부호없음(x,y)
DPOINT 8비트 부호없는 char, 8비트 부호없는 char, (dx,dy)

    
파일 스트림은 데이터 패킷들 또는 데이터 블록들로 나뉘어진다. 각 패킷은 Quicktime으로 원자들의 컨셉과 유사한 컨
테이너 내에서 캡슐화되지만 계층적이지는 않다. 컨테이너는 페이로드 타입 및 몇몇 보조적인 패킷 제어 정보와 데이터 
페이로드의 사이즈를 지정하는 BaseHeader 레코드를 포함한다. 페이로드 타입은 스트림 내의 다양한 종류의 패킷들을 
정의한다. 이러한 룰의 한 예외는 종단 네트워크 링크 관리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SystemControl 패킷이다. 이들 패
킷들은 페이로드없이 BaseHeader를 포함한다. 이 경우 페이로드 사이즈 필드는 재해석된다. 회로 교환 네트워크 상에
서의 스트리밍의 경우에, 예비된 부가적인 네트워크 컨테이너는 동기화와 검사 합을 재공함으로써 에러 회복력을 달성
하는데 사용된다.
    

    
비트 스트림 내에서는 4개의 주요 패킷 타입: 다양한 타입들 중 데이터 패킷, 정의 패킷, 제어 패킷 및 메타데이터가 있
다. 정의 패킷은 데이터 패킷들을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매체 포맷 및 코덱 정보를 수송하는데 사용된다. 데이터 패킷들
은 선택된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디코드될 압축된 데이터를 수송한다. 여기서 정의 패킷은 각각의 제공된 데이터 타입의 
임의의 데이터 패킷들에 우선한다. 랜더링 및 애니메이션 파라미터들을 정의하는 제어 패킷들은 정의 이후에 그러나 데
이터 패킷 이전에 발생한다.
    

개념적으로, 객체 지향 데이터는 데이터 중 3개의 메인 인터리브 스트림들: 정의, 데이터, 제어 스트림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 볼 수 있다. 메타데이터는 선택가능한 4개의 스트림이다. 이들 3개의 메인 스트림은 뷰어로 제공되는 최종 시청각 
경험을 발생하기 위해 상호작용한다.

    
모든 파일들은 임의의 오디오나 비디오 스트림들 또는 객체들이 랜더링하는 AV 장면 공간을 정의하는 SceneDefiniti
on 블록에 의해 개시된다. Metadata 및 디렉토리 패킷들은 데이터 패킷들의 브라우징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및 정의 
패킷들에 의해 포함된 데이터에 관한 부가 정보를 포함한다. 만일 임의의 Metadata 패킷들이 존재하면, 이들은 Scen
eDefinition 패킷 이후에 바로 나타난다. 만일 Metadata 패킷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Metadata 패킷 또는 SceneDefi
nition 디렉토리 패킷에 이어서 디렉토리 패킷이 후속된다.
    

파일 포맷은 다양한 매체 타입의 통합화(integration)가 원격지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스트림할 때 또는 국부적으로 기
억된 컨텐츠에 액세스할 때 모두, 객체 지향 상호작용을 지원하도록 허가한다. 결국, 다중 액세스가 정의될 수 있고 각
각은 200개 이상의 분리 매체 객체를 동시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객체들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또는 벡터 그래
프와 같은 단일 매체 타입일 수 있고, 또는 이들 매체 타입들의 결합으로부터 생성된 구성들일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일 구조는 계층적인 엔터티를 제공하는데, 파일은 하나 이상의 장면들을 포함할 수 있고, 
각 장면은 하나 이상의 객체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 객체들은 하나 이상의 프레임들(frames)을 포함할 수 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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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각각의 장면은 복수의 개별적인 인터리브된 데이터 스트림들을 포함하고, 각각의 객체들을 위한 데이터 스트
림은 각각이 복수의 프레임들을 포함한다. 각각의 스트림은 하나 이상의 정의 패킷들로 이루어지고, 이어서 모두 동일
한 object_id 번호에 관계하는 데이터 및 제어 패킷들이 이어진다.
    

스트림 구문론

유효 패킷 타입

Baseheader는 페이로드에 따라 총 255개 이상의 상이한 패킷 타입들을 허용한다. 이 섹션은 다음의 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유효 패킷 타입들을 위한 패킷 포맷을 정의한다.

[표 2]
값 데이터타입 페이로드 코멘트
0 SCENEDEFN SceneDefinition 장면 공간 특성 정의
1 VIDEODEFN VideoDefinition 비디오 포맷/코덱 특성 정의
2 AUDIODEFN AudioDefinition 오디오 포맷/코덱 특성 정의
3 TEXTDEFN TextDefinition 텍스트 포맷/코덱 특성 정의
4 GRAFDEFN GrafDefinition 벡터 그래프 포맷/코덱 특성 정의
5 VIDEOKEY VideoKey 비디오 키 프레임 데이터
6 VIDEODAT VideoData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
7 AUDIODAT AudeoData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
8 TEXTDAT TextData 텍스트 데이터
9 GRAFDAT GrafData 벡터 그래픽 데이터
10 MUSICDAT MusicData 뮤직 스코어 데이터
11 OBJCTRL ObjectControl 객체 애니메이션/랜더링 특성 정의
12 LINKCTRL - 종단간 링크 관리를 스트림하기 위

해 사용됨.
13 USERCTRL UserContol 유저 시스템 상호작용을 위한 백 채

널
14 METADATA MetaData AV 장면을 위한 메타데이터 포함
15 DIRECTORY Directory 데이터 또는 시스템 객테의 디렉토

리
16 VIDEOENH _ RESERVED - 비디오 강조 데이터
17 AUDIOENH _ RESERVED - 오디오 강조 데이터
18 VIDEOEXTN _ 에러 정정용 리던던트 I 프레임들
19 VIDEOTERP VideoData 폐기가능한 보간된 비디오 파일들

[표 3]
20 STREAMEND - 스트림의 종료와 새로운 스트림의 

시작을 표시한다
21 MUSICDEFN Music Defin 음악 포맷을 정의한다
22 FONTLIB FontLibDefn 폰트 라이브러리 데이터
23 OBJLIBCTRL ObjectLibCntrol 객체/폰트 라이브러리 제어
255 - - 유지됨

베이스헤더

짧은 베이스헤더는 65536 바이트보다 짧은 패킷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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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디스크립션 타입 코멘트
Type BYTE 페이로드 패킷 타입 [0]은, 정의, 데이터 또

는 제어 패킷일 수 있음
Obj_id BYTE 객체 스트림 ID - 이것은 어떤 객체에 속하

는 것인가
Seq_no WORD 프레임 시퀀스 번호, 각 객체에 대한 개별 시

퀀스
Length WORD 후속 프레임의 바이트 크기{0은 스트림의 종

료를 의미함}

긴 베이스헤더는 64K로부터 0xFFFFFFFF 바이트까지의 패킷을 지원한다.

[표 5]
디스크립션 타입 코멘트
Type BYTE 페이로드 패킷 타입 [0]은, 정의, 데이터 또

는 제어 패킷일 수 있음
Obj_id BYTE 객체 스트림 ID - 이것은 어떤 객체에 속하

는 것인가
Seq_no WORD 프레임 시퀀스 번호, 각 객체에 대한 개별 시

퀀스
Flag WORD 0xFFFF
Length DWORD 후속 프레임의 바이트 크기

시스템 베이스헤더는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링크 관리를 위한 것이다.

[표 6]
디스크립션 타입 코멘트
Type BYTE 데이터타입 = SYSCTRL
Obj_id BYTE 객체 스트림 ID - 이것은 어떤 객체에 속하

는 것인가
Seq_no WORD 프레임 시퀀스 번호, 각 객체에 대한 개별 시

퀀스
Status WORD 스테이터스타입 {ACK, NAK, CONNECT, 

DISCONNECT, IDLE} + 객체 타입

총 크기는 6 또는 10 바이트이다

신 정의

 - 70 -



공개특허 특2002-0064888

 
[표 7]
디스크립션 타입 코멘트
Magic BYTE[4] ASKY = 0x41534B59(포맷 유효화를 위해 

사용됨)
Version BYTE 버전 0x00- 현재
Compatible BYTE 버전 0x00- 현재 - 플레이가능한 최소 포맷
Width WORD 신간격 폭 (0 = 특정않됨)
Height WORD 신간격 높이 (0 = 특정않됨)
BackFill WORD 유지됨 - 장면 스타일/컬러
NumObjs BYTE 이 장면 내에 객체 수가 얼마인가
Mode BYTE 프레임 플레이아웃 모드 비트필드

총 크기는 14 바이트이다

메타데이터

[표 8]
디스크립션 타입 코멘트
NumItem WORD 파일/장면 내의 장면/프레임 수 (0 = 특정않

됨)
SceneSize DWORD (0 = 특정않됨)을 포함하는 파일/신/객체의 

바이트 크기
SceneTime WORD 초 단위의 파일/신/객체의 플레잉 시간 (0 = 

특정 않됨)
BitRate WORD 킬로비트/초 단위의 이 파일/신/객체의 비트 

레이트
MetaMask DWORD 어떠한 선택적인 32개 메타 데이터 태그가 후

속하는가를 특정하는 비트 필드
Title BYTE[] 비디오 파일/신의 제목 - 어떤 것을 선호하던

지, 바이트 [0] = 길이
Creator BYTE[] 누가 이것을 생성하였는가, 바이트[0] = 길

이
Date BYTE[8] ASCII 내의 생성 날짜 => DDMMYYYY
Copyright BYTE[]     
Rating BYTE X,XX,xxx 등
EncoderID BYTE[] -
- BYTE -

디렉토리

이것은 타입 WORD 또는 DWORD의 어레이이다. 크기는 베이스헤더 패킷 내의 길이 필드에 의해 주어진다.

비디오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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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디스크립션 타입 코멘트
Codec BYTE 비디오 코덱 타입 {RAW, QTREE};
Frate BYTE 1/5 초 단위의 프레임 레이트 {0 = 정지/일

시정지 비디오 플레이}
Width WORD 비디오 프레임의 폭
Height WORD 비디오 프레임의 높이
Time DWORD 신의 시작으로부터 50ms 해상도 단위의 시간 

스탬프 (0 = 특정않됨)

총 크기는 10 바이트

오디오정의

[표 10]
디스크립션 타입 코멘트
Codec BYTE 오디오 코덱 타입 {RAW, G723,, ADPCM}
Format BYTE 비트 7-4 단위의 오디오 포맷, 비트 3-0 단

위의 샘플 레이트
Fsize WORD 프레임 당 샘플
Time DWORD 신의 시작으로부터 50ms 해상도 단위의 시간 

스탬프 (0 = 특정않됨)

총 크기는 8 바이트이다

텍스트정의

[표 11]
디스크립션 타입 코멘트
Type BYTE 하이 니블 내의 로우 니블 {TEXT, HTML 

등} 압축의 타입
Fontinfo BYTE 로우 니블 내의 폰트 크기, 하이 니블 내의 폰

트 스타일
Colour WORD 폰트 컬러
BackFill WORD 백그라운드 컬러
Bounds WORD 텍스트 바운더리 박스(프레임) 하이바이트 X, 

로우 바이트 Y
Xpos WORD 정의되었으면 객체 오리진에 상대적이고 다른 

경우 0,0,에 상대적인 Xpos
Ypos WORD 정의되었으면 객체 오리진에 상대적이고 다른 

경우 0,0,에 상대적인 Xpos
Time DWORD 신의 시작으로부터 50ms 해상도 단위의 시간 

스탬프

총 크기는 16 바이트이다

그래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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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디스크립션 타입 코멘트
Xpos WORD 정의되었으면 객체 오리진에 상대적이고 다른 

경우 0,0,에 상대적인 Xpos
Ypos WORD 정의되었으면 객체 오리진에 상대적이고 다른 

경우 0,0,에 상대적인 Xpos
FrameRate WORD 8.8 fps 내의 프레임 지연
FrameSize WORD twips 내의RESERVED 프레임 크기 (1/20 

pel)- 적합한 장면 공간에 스케일링하기 위
해 사용됨

Time DWORD 신의 시작으로부터 50ms 해상도 단위의 시간 
스탬프

총 크기는 12 바이트

비디오키, 비디오데이터, 오디오데이터,텍스트데이터,그래프데이터및 음악 데이터

[표 13]
디스크립션 타입 코멘트
페이로드 - 압축된 데이터

스트림엔드

[표 14]
디스크립션 타입 코멘트
StreamObjs BYTE 후속 프레임 내에 얼마나 많은 객체들이 인터

리브되었나
StreamMode BYTE RESERVED
StreamSize DWORD 바이트 내의 후속 프레임의 크기

총 크기는 6 바이트

사용자제어

 - 73 -



공개특허 특2002-0064888

 
[표 15]
디스크립션 타입 코멘트
Event BYTE 사용자 데이터 타입 등 PENDOWN, KEYEV

ENT,PLAYCTRL
Key BYTE 파라미터 1= 키코드값/시작/정지/일시정지
HiWord WORD 파라미터 2= X 위치
LoWord WORD 파라미터 3= Y 위치
Time WORD 시간스탬프 = 활성화된 객체의 시퀀스 수
Data BYTE[]* 폼 필드 데이터의 선택 필드

총 크기는 8+바이트

객체제어

[표 16]
디스크립션 타입 코멘트
ControlMask BYTE 공통 객체 제어를 정의하는 비트 필드
ControlObject BYTE (선택)당해 객체의 ID
Timer     (선택) 톱 니블=타이머 번호, 버텀 12=100

ms 스텝
ActionMask WORD/BYTE 잔류 페이로드 내에 정의된 비트 필드 액션
Params ... 액션 비트 필드에의해 정의된 액션을 위한 파

라미터

ObjLibCt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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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디스크립션 타입 코멘트
Action BYTE 이 객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1. INSERT

- LibID 위치에 오버라이트하지 않음2. UP
DATE-LibID 위치로 오버라이트함 3. PUR
GE - 제거함4. QUERY - Unique_ID 객체
에 대한 LibID/Version을 복귀시킴

LibID BYRE 라이브러리 내의 객체의 인덱스/수
Version BYTE 이 객체의 버전 번호
Persist/Expire BYTE 이것이 개비지 콜렉트 되었는가 주위에 부착

되었나, 0=세션 후에 제거, 1-254 = 만료 
이전의 날, 255= persist

Access BYTE 액세스 제어 함수상위 4 비트: 이 객체를 누가 
오버라이트 또는 제거할 수 있는가,1. 임의의 
세션(LibID에 의한)2. 시스템 퍼지/리셋3. 객
체에 대한 고유 ID/libID를 인식함에 의해4. 
never/RESERVED비트 3: 사용자가 이 객체
를 다른 전송할 수 있는가, 빔(1=YES)비트 
2: 사용자가 라이브러리로부터 이를 직접 플
레이할 수 있는가 (Yes=1/No)비트 1: RES
ERVED비트 0: RESERVED

UniqueID BYTE[] 이 객체에 대한 고유 ID/라벨
State DWORD???? 어디에서 그것을 얻었는가/어떻게, 다수의 홉, 

피딩 시간 else it dies 1. 홉 카운트2. 소스
(SkyMail, SkyFile, Skyserver)3. 활성화부
터의 시간4. # 활성화

Semantics

베이스헤더

이는 스트림 내의 모든 정보 패킷에 대한 콘테이너이다.

Type-BYTE

디스크립션- 위에 정의된 바와 같은 패킷 내의 페이로드 타입을 특정한다

유효값: 이뉴머레이트된 0-255, 아래의 페이로드 타입을 볼 것

Obj_id- 바이트

디스크립션 - 객체 ID - 영역을 정의 - 이 패킷이 어떤 객체에 속하는가.

또한 뷰어를 향해 증가하는 255의 스텝 내의 Z 차수를 정의한다.

4개의 다른 미디어 타입까지 동일한 obi_id를 공유할 수 있다.

유효값: 0 - SceneDefinition 내에 정의된 NumObjs(max 200)

201-253: 시스템 사용을 위해 보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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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객체 라이브러리

251: RESERVED

252: 스트림의 디렉토리

253: 장면의 디렉토리

254: 당해 장면

255: 당해 파일

Seq_no - WORD

디스크립션 - 프레임 시퀀스 수, 객체 내의 각 미디어 타입에 대한 개별 시퀀스. 시퀀스 수는 각 새로운 SceneDefini
tion 패킷 후에 재시작됨

유효값: 0-0xFFFF

플래그(선택)-WORD

디스크립션 - 긴 베이스헤더 패킷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됨

유효값: 0xFFFF

길이 - WORD/DWORD

바이트 내의 페이로드 길이를 표시하는데 사용됨,(플래그 세트 패킷 크기 = 길이 + 0xFFFF).

유효값: 0x0001 - 0xFFF, 플래그가 EndofFile/스트림에 대해 0x00000001 - 0xFFFFFFFF () 0-RESERVED 로 
설정되면

Status - WORD

엔드-투-엔드 링크 관리에 대해 SysControl DataType flag와 함께 사용됨

유효값: 이뉴머레이트된 0-6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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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값 타입 코멘트
0 ACK 주어진 obj_id 및 seq_no를 가진 애크놀로지 

패킷
1 NAK 주어진 obj_id 및 seq_no를 가진 패킷 상의 

플래그 에러
2 CONNECT 클라이언트/서버 접속을 설정
3 DISCONNEC 클라이언트/서버 접속을 해제
4 IDLE 링크가 아이들 상태
5-65535 - RESERVED

신정의

이것은 비디오 및 오디오 객체가 플레이될 AV 장면 공간의 속성을 정의한다

Majic-BYTE[4]

디스크립션- 포맷 유효화에 사용됨

유효값: ASKY= 0x41534B59

버전-BYTE

디스크립션- 스트림 포맷 유효화를 위해 사용됨

유효 범위: 0-255 (현재 =0)

호환성-BYTE

설명 - 이 포맷을 읽을 수 있는 최소한의 플레이어

유효 범위: 0-Version

폭-WORD

설명 - 픽셀의 장면공간(SceneSpace) 폭

유효 범위: 0x000-0xFFFF

높이-WORD

설명 - 픽셀의 장면공간 높이

유효범위: 0x0000-0xFFFF

BackFill-(지정)WORD

설명-배경 장면 채우기(비트맵, 단색, 기울기)

유효 범위:0x1000-0xFFFF 15비트 포맷의 단색으로서 최하위 BYTE는 벡터 객체의 객체 id를 정의하고 최상위 BY
TE(0-15)는 기울기 채우기 스타일 표의 인덱스로서, 이 벡터 객체 정의는 데이터 제어 패킷 이전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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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Objs-BYTE

설명-이 장면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 객체가 있는가

유효범위: 0-200(시스템 객체를 위해 201-255 지정)

Mode-BYTE

설명-프레임 플레이아웃 모드 비트필드

Bit: [7] 플레이 상태 - 정지 = 1. 플레이 = 0 //연속 플레이 또는 단계식

Bit: [6] 지정 확대 - prefer = 1. normal =0 // 확대 재생

Bit: [5] 지정 - 데이터 저장 - live = 1. sotred = 0 //스트리밍 되는가?

Bit: [4] 지정 스트리밍 -reliable =1, best try =0 // 스트리밍이 신뢰할 만한가?

Bit: [3] 지정 데이터 소스 - video = 1. thinclient = 0 // 오리지네이팅 소스

Bit: [2] 지정 Interaction - allow =1, disallow =0

Bit: [1] 지정

Bit: [0] Library Scene - 라이브러리 장면인가 1 = yes, 0 =no

메타데이타

이는 전체 파일, 장면 또는 개별 AV 객체와 관련된 메타데이타를 규정한다. 파일이 연관될 수 있으므로, 파일 범위와 
관련된 메타블럭이 규정하는 최근 장면 이후의 것이 유효한지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파일 크기와 메타데이
타 패킷내의 장면크기 필드를 비교하면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베이스헤더(baseHeader)내의 OBJ_ID 필드는 메타데이타 패킷의 범위를 정의한다. 이 범위는 전체 파일(255), 단일 
장면(254), 또는 개별 비디오 객체(0-200) 일 수 있다. 메타데이타 패킷이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이들은 장면정
의 패킷 직후의 무리(pack?) 단위로 발생할 수 있다.

NumItem - WORD

설명 - 파일/장면 단위의 장면/프레임 수로서,

장면 범위 NumItem은 obj_id = 0의 프레임 수를 포함함.

유효 범위: 0 - 65535 (0=특정되지 않음)

장면크기 - DWORD

설명 - 파일/장면/객체를 포함하는 것 중에서 자기를 포함하는 바이트 단위의 크기

유효 범위: 0x0000 - 0xFFFFFFFF (0=특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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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시간 - WORD

설명 - 파일/장면/객체의 초 단위의 재생 시간

유효 범위: 0x0000 - 0xFFFF (0=특정되지 않음)

BitRate - WORD

설명 - 이 파일/장면/객체의 kbit/sec 단위의 비트 레이트

유효범위: 0x0000 - 0xFFFF (0=특정되지 않음)

MetaMask - (지정)DWORD

설명 - 순서대로 어떤 32 메타 데이터 필드가 오는가를 규정하는 비트 필드

비트 값[31]: 제목

비트 값[30]: 제조자

비트 값[29]: 제조일

비트 값[28]: 저작권

비트 값[27]: 등급

비트 값[26]: 인코더 ID

비트 값[26-27]: 지정

제목 -(최적)BYTE[]

설명- 최대 254 문자의 문자열

제조자 - (최적)BYTE[]

설명- 최대 254 문자의 문자열

제조일 - (최적)BYTE[8]

설명 - ASCII 형식의 제조 날짜 => DDMMYYYY

저작권 - (최적)BYTE[]

설명 - 최대 254 문자의 문자열

등급 - (최적)BYTE

설명 - 0-255까지의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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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토리

여기서는 전체 파일 또는 장면에 대한 디렉토리 정보를 규정한다. 파일이 연결될 수 있으므로, 파일 범위를 갖는 메타데
이타 블록이 규정된 최근 장면 이후가 유효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파일 크기와 메타데이타 패킷내의 
장면크기 필드를 비교하여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베이스헤더내의 OBJ_ID는 디렉토리 패킷의 범위를 정의한다. OBJ_ID 필드의 값이 200 미만인 경우 디렉토리는 비디
오 데이터 객체내의 키프레임에 대한 순서 번호(WORD)의 리스트이다. 또는 디렉토리는 시스템 객체의 위치 테이블이
다. 이러한 경우 테이블에 기입된 내용은 (장면 및 디렉토리의 디렉토리에 대한)파일 또는 (다른 시스템 객체에 대한) 
장면의 시작으로부터의 바이트(DWORD) 단위의 상대적 오프셋이다. 테이블 내용의 수 및 테이블의 크기는 베이스헤더 
패킷내의 LENGTH 필드로부터 연산될 수 있다.
    

메타데이타 패킷과 유사하게 디렉토리 패킷이 파일내에 존재하는 경우, 장면정의 또는 메타데이타 패킷 직후의 무리(p
ack ?)단위로 발생할 수 있다.

비디오정의

코덱 - BYTE

설명 - 압축 유형

유효 값: 0-255

[표 19]
값 코덱 설명
0 RAW 비압축, 제1 바이트는 칼라 깊이를 정의함
1 QTREE 디폴트 비디오 코덱
2-255 - 지정

Frate - BYTE

설명 - 1/5 sec의 프레임 재생 속도 (즉, 최대 = 1fps, min = 0.2 fps)

유효 값: 1 - 255, 재생/중지된 경우 재생 시작

0 - 재생 중지

폭 - WORD

디스크립션 - 비디오 프레임에서의 픽셀이 얼마나 넓은가

유효 값 : 0-65535

높이 - WORD

디스크립션 - 비디오 프레임에서의 픽셀이 얼마나 넓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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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값 : 0-65535

타임 - WORD

디스크립션 - 장면의 개시(0=미지정)로부터 50ms 해상도에서의 타임 스탬프

유효 값 : 1 - oxFFFFFFFF(0=미지정)

AudioDefinition

코덱 - BYTE

디스크립션 - 압축 타입

유효 값 : 하나씩 열거 1 (0=미지정)

[표 20]
값 코덱 코멘트
0 WAV 비압축
1 G723 디폴트 비디오 코덱
2 IMA 인터액티브 멀티미디어 어소쉐이션 ADPCM
3-255 - RESERVED

포맷 - BYTE

설명 - 이러한 BYTE는 독립적으로 규정된 2개의 개별 필드로 분할된다. 최고 4 비트는 오디오 포맷(포맷> > 4)을 
규정하는 한편 최하 4 비트는 샘플 레이트(포맷& 0x0F)를 규정한다.

Low 4 비트, 값 : 하나씩 열거 0-15, 샘플링 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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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값 샘플 레이트 코멘트
0 0 0 - 플레이 중단
1 5.5kHz 5.5kHz의 매우 낮은 레이트로 샘플링, 정지

되면 플레이 시작
2 8kHz 표준 8000Hz로 샘플링, 정지되면 플레이 시

작
3 11kHz 표준 8000Hz로 샘플링, 정지되면 플레이 시

작
4 16kHz 2x 8000Hz로 샘플링, 정지되면 플레이 시작
5 22kHz 표준 22050Hz로 샘플링, 정지되면 플레이 시

작
6 32kHz 표준 8000Hz로 샘플링, 정지되면 플레이 시

작
7 44kHz 표준 44100Hz로 샘플링, 정지되면 플레이 시

작
8-15     RESERVED

비트 4-5, 값 : 하나씩 열거 0-3, 포맷

[표 22]
값 포맷 코멘트
0 MONO8 모노포닉, 샘플당 8비트
1 MONO16 모노포닉, 샘플당 16 비트
3 STEREO8 스테레오포닉, 샘플당 8비트
4 STEREO16 스테레오포닉, 샘플당 16비트

High 2 비트(6-7), 값 : 하나씩 열거 0-3, 스페셜

[표 23]
코덱 코멘트
WAV RESERVED(사용되지 않음)
G.723 RESERVED(사용되지 않음)
IMA 샘플당 비트들(값 + 2)

Fsize - WORD

설명 - 프레임당 샘플

유효 값 : 0 - 65535

타임 - WORD

설명 - 장면의 개시(0=미지정)로부터 50ms 해상도에서의 타임 스탬프

유효 값 : 1 - oxFFFFFFFF(0=미지정)

Text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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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록 방향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LRTB, 또는 RLTB 또는 TBRL 또는 TBLR일 수 있다. 이는 텍스트 
바디의 특정 문자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방향을 가리키도록 행해질 수 있고 있고, 예를 들어 이러한 임무에 대해 DC1-
DC4(ASCII 디바이스 제어 코드 17-20)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비트맵 폰트를 통해 개시시 다운로드된 폰트 
테이블을 갖출 필요가 있다. 플레이어가 실행하는 플랫폼에 따라 렌더(renderer)는 비트맵 폰트를 무시하거나 텍스트
를 렌더링하기 위한 비트맵 폰트를 사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비트맵 폰트 테이블이 없거나 그것이 플레이어에 의해 
무시된다면, 렌더링 시스템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출력 기능을 자동적으로 사용하여 텍스트를 렌더링할 것이다.
    

타입 - BYTE

디스크립션 - 로우 니블(타입 & ox0F)에서 어떤 텍스트 데이타가 번역되는지 규정하고 하이 니블(타입> > 4)에서 
압축 방법을 규정

Low 4 비트, 값 : 하나씩 열거 0-15, 타입-번역

[표 24]
값 유형 코멘트
0 PLAIN Plain text - 해석하지 않음
1 TABLE RESERVED - 테이블 데이터
2 FORM Form / 사용자 입력용 Text Field
3 WML RESERVED WAP - WML
4 HTML RESERVED HTML
5-15 - RESERVED

High 4 비트, 값 : 하나씩 열거 0-15, 압축 방법

[표 25]
값 코덱 코멘트
0 NONE 비압축 8비트 ASCII 코드
1 TEXT7 RESERVED - 7 비트 문자 코드
2 HUFF4 RESERVED - 4 비트 허프만 코드화된 ASC

II
3 HUFF8 RESERVED - 8 비트 허프만 코드화된 ASC

II
4 LZW RESERVED - Lepel-Zev-Welsh 코드화된 

ASCII
5 ARITH RESERVED - 산술 코드화된 ASCII
6-15 - RESERVED

FontInfo - BYTE

설명 - 하이 니블(FontInfo > > 4)에서의 로우 니블(FontInfo & ox0F) 스타일의 사이즈. 이러한 필드는 타입이 W
ML 또는 HTML일 때 무시된다.

로우 4 비트 값 : 0-15 FontSize

하이 4 비트 값 : 하나씩 열거 0-15, Font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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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 WORD

디스크립션 - Textface 컬러

유효 값 : 0x0000-0xEFFF, 15 비트 RGB에서의 컬러(R5, G5, B5)

0x8000-0x80FF, VideoData LUT (0x80FF = transparent)로의 인덱스로서의 컬러

0x8100 - 0xFFFF RESERVED

BackFill - WORD

디스크립션 - 배경 컬러

유효 값 : 0x0000-0xEFFF, 15 비트 RGB에서의 컬러(R5, G5, B5)

0x8000-0x80FF, VideoData LUT (0x80FF = transparent)로의 인덱스로서의 컬러

0x8100 - 0xFFFF RESERVED

바운드 : WORD

설명 - 문자 단위의 Text 경계 박스(프레임), LoByte(Bounds & 0x0F

)에서의 폭 및 HiByte(바운드> > 4)에서의 높이. 텍스트는 폭을 사용하여 랩되거나 높이의 사용으로 클립될 것이다.

유효 값: 폭 = 1-255, 높이 = 1-255,

폭 = 0 - 랩핑(wrapping)이 행해지지 않음,

높이 = 0- 클립핑(clipping)이 행해지지 않음

Xpos -WORD

Description - pos relative to object origin if defined else relative 0,0 otherwise

Valid Value : 0x0000-0xFFFF

Ypos -WORD

Description - pos relative to object origin if defined relative 0,0 otherwise

Valid Value : OxOOOO-OxFFFF

    
주석 : 0x80F0 내지 Ox80FF 범위의 칼라는, 240가지의 칼라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비디오 데이터 LUT로의 유효 칼
라 인덱스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표로서 해석된다. 이 칼라들은 표에 따라 특정한 디바이스/OS 시스템 
칼라로 가능한 최상의 것으로서 맵핑되어야 한다. 표준 팜 OS UI에서는, 8개의 칼라만이 사용되고, 이들중 몇몇은 다
른 플랫폼과 유사하나 동일하지는 않고, 이는 에스테릭스로 표시된다. 없어진 8개의 칼라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설정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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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fDefinition

이 패킷은 기본 애니메이션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실제 그래픽 객체 정의는 GrafData 패킷 내에 포함되어 있고, 애니메
이션 제어는 objControl 패킷 내에 포함되어 있다.

Xpos-WORD

Description - Xpos relative to object origin if defined relative 0,0 otherwise

Valid Value:

Ypos-WORD

Description -Xpos relative to object origin if defined relative to 0,0 otherwise

Valid Value:

FrameRate -WORD

Description -Frame delay in 8,8 fps

Valid Values:

FrameSize -WORD

Description -Frame size in twips(1/20 pel) - used for scaling to fit scene space

Valid Values:

FrameCount -WORD

Description -How many frames in this animation

Valid Values:

Time - DWORD

Description - Time stamp in 50ms resolution from start of scene

Valid Values:

VideoKey, VideoData, VideoTrp and AudioData

이 패킷들은 코덱 특정 압축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버퍼 크기는 VideoDefn 및 AudioDefn 패킷 내의 정보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TypeTag 이외에, VideoKey 패킷은 
VideoData 패킷과 유사한데, 투명 영역을 엔코딩할 능력면에서만 다르다. VideoKey 프레임은 투명 영역을 갖지 않는

 - 85 -



공개특허 특2002-0064888

 
다. 타입 정의의 식별은 파일 어구 해부 레벨(file parsing level)에서 키프레임이 보이도록 만들어 브라우징을 용이하
게 한다. VideoKey 패킷은 VideoData 패킷 시퀀스의 정수 성분이고, 이들은 전형적으로 동일한 패킷 시퀀스의 일부로
서 삽입되어 있다. VidepTrp 패킷은 비디오 스트림에는 주요하지 않은 프레임을 표시하므로, 이들은 Sky 디코딩 엔진
에 의해 폐기될 수도 있다.
    

TextData

TextData 패킷은 랜더링될 텍스트를 위한 아스키 문자 코드를 포함한다. Serif 시스템 폰트가 사용 가능한 것이라도 
해도,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는 이 폰트들을 랜더링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비례 폰트가 랜더링할 추가의 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Serif 폰트가 사용된다.

특정한 Serif 시스템 폰트 스타일이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가장 근접하게 일치하는 이용 가능한 폰트를 사용해야 
한다.

명백한 텍스트는 어떠한 해석없이 바로 랜더링된다. LF(새로운 라인) 문자 및 스페이스를 제외한 화이트 스페이스 문
자 및 이하에 설명하는 표 및 형식을 위한 다른 특수한 코드들은 총체적으로 무시되고 스킵된다. 모든 텍스트는 씬 경계
에서 클립핑된다.

바운드 박스는 텍스트 랩핑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정의한다. 텍스트는 높이를 초가하는 경우 폭을 이용하여 랩핑되고 
클립핑된다. 바운드 폭이 0이면, 랩핑이 발생하지 않는다. 높이가 0이면, 클립핑이 발생하지 않는다.

표 데이터는 행의 끝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LF와 열 브레이크를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CR 문자를 제외하고는 명백한 
텍스트(Plain text)와 유사하게 다뤄진다.

WML 및 HTML은 각각의 규격에 따라서 해석되고, 이 포맷에서 특정된 폰트 스타일은 무시된다. 이미지는 WML 및 
HTML에서 지원되지 않는다.

스트리밍 텍스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관련 객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새로운 TextData 패킷이 송출된다.

또한, 정규의 텍스트 애니메이션에서도, TextData의 랜더링이 ObjectControl 패킷을 이용하여 정의될 수 있다.

GrafData

    
이 패킷은 그래픽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모든 그래픽 형태와 스타일 정의를 포함한다. 이는 매우 단순한 애니메이션 
데이터이다. 각 형태는 경로, 특정한 속성 및 묘화 스타일에 의해 정의된다. 한 그래픽 객체는 임의의 하나의 GraphDa
ta 패킷 내의 경로 어레이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그래픽 객체의 애니메이션은 다음 프레임의 개개의 형태 기록 어레이 
엔트리를 클리어하거나 교체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고, 어레이로의 새로운 기록의 추가 역시 CLEAR 및 SKIP 경로 타
입을 이용하여 행해질 수 있다.
    

GraphData 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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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Description 타입 Comment
NumShapes 바이트 후속되는 형태 기록의 수
Primitives SHAPERecord[] 형태 정의의 어레이

ShapeRecord

[표 27]
Description Type Comment
Path BYTE 형태의 경로 설정 + DELETE 동작
Style BYTE 경로가 어떻게 해석되고 랜더링되는지를 정의
Offset IPOINT     
Vertics DPOINT[] 패쓰 로우 니블에 제공된 어레이 길이
FillColour WORD[] 필 스타일 및 # 버틱에 의존한 엔트리의 수
LineColour WORD 스타일 필트에 의해 결정된 선택적 필드

Path-BYTE

Description - 하이 니블 내의 형태 경로 및 로우 내블 내의 # 버틱스(vertices) 설정

하위 4 비트값 : 0-15 : 폴리 경로의 버틱스의 수

상위 4 비트값 : ENUMERATED: 0-15는 경로 형태를 정의함

[표 28]
값 패스 코멘트
0 CLEAR 어레이로부터 SHAPERECORD 정의를 삭제
1 SKIP 어레이내의 SHAPERECORD를 스킵
2 RECT 디스크립션 - 상부좌측 코너, 하부 우측 코너

유효값 :(0..4096, 0..4096),[0..255, 0..2
55]...

3 POLY 디스크립션 - # points, initial xy value, 
array of relative pt coords 유효값 : 0..2
55, (0..4096, 0..4096), [0..255, 0..255
]...

4 ELLIPSE 디스크립션 - centre coord, major axis r
adius, minoraxis radius유효값 : (0..4096, 
0..4096), 0..255, 0..255

5-15     RESERVED

스타일 - BYTE

디스크립션 - 경로 해석 방법을 정의함

하위 4 비트값: 0 - 15 라인 두께

상위 4 비트: BITFIELD: 경로 렌더링 파라미터. 디폴트는 모양을 전혀 드로잉하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핫 영
역으로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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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4]: CLOSED - 비트가 설정되면, 경로가 폐쇄됨

Bit [5]: FILLFLAT - 디폴트가 기입되지 않음 - 모두 기입되면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음

BIT [6]: FILLSHAPE - 디폴트가 기입되지 않음 - 모두 기입되면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음

BIT [7]: LINECOLOR - 디폴트는 아웃라인되지 않음

사용자 제어(UserControl)

    
이들은 사용자-시스템 및 사용자-객체 인터액션 이벤트를 제어하는데 이용된다. 이들은 서버측 제어를 실행시키기 위
해 서버로 사용자 인터액션을 다시 리턴하기 위한 백 채널로서 이용된다. 하지만, 파일이 스트리밍되지 않는다면, 이들 
사용자 인터액션은 클라이언트에 의해 국부적으로 처리된다. 다수의 액션는 각 패킷에서 사용자-객체 제어를 위해 정
의될 수 있다. 다음의 액션은 이 버전에서 정의된다. 서버가 어떤 액션이 유효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액션이 발생하였
음을 서버에게 통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용자-객체 인터액션은 특정될 필요는 없다.
    

[표 29]
사용자 시스템 인터랙션 사용자 객체 인터랙션
펜(Pen) 이벤트(up, down, move, dblclick) Set 2D position, visibility(self, other)
키보드 이벤트 플레이/일시정지 시스템 제어
플레이 제어(플레이, 일시정지, 프레임 어드밴스, 정지) 하이퍼링크 - Goto # (신, 프레임, 라벨, URL)
리턴 형식 데이터 하이퍼링크- Goto next/prev, (신, 프레임)
    하이퍼링크 - 객체 교환(self, other)
    하이퍼링크 - 정의된 서버

    
사용자-객체 인터액션은 사용자에 의해 클릭될 경우에 각 객체에 대해 정의되는 액션에 따라 결정된다. 플레이어는 객
체 제어(ObjectControl) 메시지의 미디어를 통해 이들 액션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처리를 위해 온라인 
서버에 포워딩된다. 사용자-객체 인터액션의 경우, 관련 객체의 ID(identification)는 베이스헤더(BaseHeader) obj
_id 필드에서 표시된다. 이는 OBJCTRL 및 FORMDATA 이벤트 타입에 적용된다. 사용자-시스템 인터액션의 경우, 
obj_id 필드의 값은 255이다. 사용자 제어(UserControl) 패킷에서의 이벤트 타입은 키 해석, HiWord 및 LoWord 데
이터 필드의 해석을 특정한다.
    

이벤트 - BYTE

설명 - 사용자 이벤트 타입

유효값: 열거된 0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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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값 이벤트 유형 코멘트
0 PENDOWN 사용자는 펜을 터치 스크린상에 둠
1 PENUP 사용자는 펜을 터치 스크린에서 집어듬
2 PENMOVE 사용자는 펜을 터치 스크린을 가로질러 드래

그함
3 PENDBLCLK 사용자는 펜으로 터치 스크린을 더블 클림함
4 KEYDOWN 사용자는 키를 누름
5 KEYUP 사용자는 키를 누름
6 PLAYCTRL 사용자는 플레이/일시정지/정지 제어 버튼을 

활성화시킴
7 OBJCTRL 사용자는 AV 객체를 클릭/활성화함
8 FORMDATA 사용자는 형식 데이터를 반환
9-255 - RESERVED

키, HiWord 및 LoWord - BYTE, WORD, WORD

설명 - 서로 다른 타입에 대한 파라미터 데이터

유효값: 이들 필드의 해석은 다음과 같음

[표 31]
이벤트 키 HiWord LoWord
PENDOWN 키가 억제될 경우의 키 코드 X 위치 Y 위치
PENUP 키가 억제될 경우의 키 코드 X 위치 Y 위치
PENMOVE 키가 억제될 경우의 키 코드 X 위치 Y 위치
PENDBLCLK 키가 억제될 경우의 키 코드 X 위치 Y 위치
KEYDOWN 키 코드 유니코드 키코드 제2 키를 내려둠
KEYUP 키 코드 유니코드 키코드 제2 키를 내려둠
PLAYCTRL Stop=0, Start=1, pause=2 예약됨 예약됨
OBJCTRL 펜 이벤트 ID 키가 억제될 경우의 키 코드 예약됨
FORMDATA 예약됨 데이터 필드의 길이 예약됨

타임 - WORD

설명 - 사용자 이벤트의 타임 = 활성화된 객체의 시퀀스 번호

유효값: 0-0xFFFF

데이터 - (RESERVED - OPTIONAL)

설명 - 형태 객체로부터 텍스트열

유효값: 길이에서 0...65535 바이트

주: PLAYCTRL 이벤트의 경우에, 플레이가 이미 일시중지될 때의 반복 중지는 서버로부터의 프레임 사전 응답(fram
e advance response)을 불러일으킨다. 정지는 플레이를 파일/스트림의 개시로 재설정하게 한다.

객체 제어(Object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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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제어(ObjectControl) 패킷은 객체-장면 및 시스템-장면 인터액션을 정의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이들은 특히 객
체 렌더링 방법 및 장면 플레이-아웃 방법을 정의한다. 신규 OBJCTRL 패킷은 개별 객체 레이아웃을 조정(coordinat
e)하기 위해 각 프레임에 이용된다. 다수의 액션은 각 패킷에서 객체를 위해 정의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액션은 이러
한 버전에서 정의된다.

[표 32]
객체 시스템 액션 시스템 장면 액션
2D/3D 위치를 설정 Goto #(장면, 프레임, 라벨, URL)
3D 회전을 설정 Goto next, previous, (장면, 프레임)
스케일/사이즈 팩터를 설정 플레이/일시정지
가시성을 설정 Mute audio
라벨/타이틀(툴 팁에 사용됨)을 설정 IF(장면, 프레임, 객체)THEN DO (액션)
배경색(nil = 투명)을 설정     
tweening 값(애니매이션용)을 설정     
시작/ 종료/기간/반복(루프)     
암시     

제어 마스크(ControlMask) - BYTE

설명 - 비트 필드 - 제어 마스크는 객체 레벨 및 시스템 레벨 동작에 공통적인 제어를 정의한다. 영향을 받는 객체의 
객체 id를 표시하는 선택적인 파라미터는 제어 마스크(ControlMask)에 이어진다. 특정된 객체 ID가 영향을 받지 않으
면, 영향을 받은 id는 베이스 헤더의 객체 id이다. 제어 마스크(ControlMask) 다음의 액션 마스크(ActionMask)의 타
입(객체 또는 시스템 범위)이 영향을 받은 객체 id에 의해 결정된다.

Bit: [7] CONDITION - 이들 액션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

Bit: [6] BACKCOLR - 객체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설정함

Bit: [5] PROJECT - 장면 객체의 사용자 변형(user modification)을 제한함

Bit: [4] JUMPO - 객체에 대한 소스 스트림을 다른 것으로 교체함

Bit: [3] HYPERLINK - 하이퍼링크 타깃을 설정함

Bit: [2] OTHER - 영향을 받는 객체의 객체 id는 다음과 같음(225=시스템)

Bit: [1] SETTIMER - 타이머를 설정하고 카운팅을 다운시킴

Bit: [0] EXTEND - 추후 확장용 RESERVED

제어 객체(ControlObject) - BYTE(선택)

설명: 영향을 받은 객체 ID는 제어 마스크(ControlMask)의 비트 2가 설정될 경우에 포함됨

유효값: 0 - 255

타이머 - WORD(선택)

설명: 톱 니블(top nibble)=타이머 번호, 버텀 12 비트(bottom 12 bits)=타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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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 니블, 유효값: 객체를 위한 0-15 타이머 번호

버텀 12 비트 유효 범위: 100ms 스텝에서 0-4096 타임 설정

액션 마스크(ActionMask)[OBJECT 범위] - WORD

설명 - 비트 필드 - 이는 기록으로 특정되는 액션 대상과 수반하는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이들은 객체 범위를 위한 버
전과 시스템 범위를 위한 버전의 2 버전이 존재한다. 이 필드는 미디어 객체에 적용되는 액션을 정의한다.

유효값: 객체의 경우, 액션 마스크(ActionMask)에서 16 비트의 각 비트는 취해지는 액션을 식별한다. 비트가 설정되
면, 추가 관련 파라미터값이 이 필드를 수반한다.

Bit: [15] BEHAVIOR - 이러한 액션 및 조건은 액션이 실행된 이후에도 객체와 함께 잔류한다는 것을 표시함

Bit: [14] ANIMATE - 경로를 정의하는 다수의 제어 포인트가 따름

Bit: [13] MOVETO - 스크린 위치 설정

Bit: [12] ZORDER - 깊이 설정

Bit: [11] ROTATE - 3D 회전

Bit: [10] ALPHA - 투명성

Bit: [9] SCALE - 스케일/사이즈

Bit: [8] VOLUME - 소리 설정

Bit: [7] FORECOLR - 포그라운드 컬러 설정/변경

Bit: [6] CTRLLOOP - 다음 # 액션 반복(다른 ENDLOOP가 설정될 경우)

Bit: [5] ENDLOOP - 제어/에니메이션을 루핑할 경우에, 이를 브레이킹함

Bit: [4] BUTTON - 버튼용 펜다운(penDown) 이미지를 정의

Bit: [3] COPYFRAME - 객체로부터의 프레임을 이 객체(체크박스)내에 복사

Bit: [2] CLEAR_WAITING_ACTIONS - 대기 액션 클리어

Bit: [1] OBJECT_MAPPING - 스트림간 객체 매핑 특정

Bit: [0] ACTIONEXTEND - 확장된 액션 마스크 수반

액션 확장[OBJECT 범위] - WORD

설명 - 비트 필드 - RESERVED

·액션 마스크[SYSTEM 범위] -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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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비트 필드 - 이는 기록에서 특정된 액션 및 수반하는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객체에 대한 버전과 시스템에 대한 
버전의 두가지 버전이 있다. 이 필드는 넓은 범위의 장면을 갖는 액션을 정의한다.

유효값 : 시스템에 대한 액션 마스크내의 각각의 16비트는 취해지는 액션을 식별한다. 비트가 설정되면 부가적으로 관
련된 파라미터값이 이 필드를 따른다.

비트 : [7] PAUSEPLAY - 무한정 플레이를 일시중지

비트 : [6] SNDMUTE - 묵음을 사운딩할 경우 사운드를 묵음화함

비트 : [5] SETFLAG - 사용자 할당가능 시스템 플래그값을 설정

비트 : [4] MAKECALL - 물리적 채널을 변화/개방

비트 : [3] SENDDTMF - 음성 콜 상에 DTMF를 송신

비트 : [2-0] - RESERVED

·파라미터 - BYTE 어레이

설명 - 바이트 어레이. 전술한 비트 필드에서 정의된 대부분의 액션은 부가적인 파라미터를 이용한다. 설정되는 비트 
필드에 의해 표시되는 바와 같이 이용되는 이들 파라미터는 톱(15) 내지 버텀(0)의 비트 필드와 동일한 순서 및 마스
크, 액션 마스크, [객체/시스템] 마스크의 순서로 특정된다(둘간에 이미 특정되어 있는 영향을 받은 객체 id를 제외함). 
이들 파라미터는 선택 필드를 포함될 수 있고, 이들은 하기의 표에서 옐로우 행과 같이 나타난다.

CONDITION(상태) 비트 - 함께 연결된 하나 이상의 상태의 기록으로 구성되고, 각 기록은 선택 프레임 번호 필드를 
가질 수 있다. 각 기록 내에서의 이들 상태는 논리적으로 논리곱(AND)된다. 보다 유연한 부가적인 기록은 논리적인 O
R 상태를 생성하기 위해 비트 0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부가적으로, 분명한 정의 기록은 각 객체에 대한 다수의 
상태 제어 경로를 생성하는 임의의 하나의 객체를 위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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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Param 유형 코멘트
스테이트 워드 이러한 액션, 비트-필드(논리적으로 ANDe

d)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비트:[15]플레이
//지속적 플레이.비트:[14]일시정지//플레이 
일시정지.비트:[13]스트림//원격 서버로부터 
스트리밍.비트:[12]저장//로컬 스토리지로부
터 플레이.비트:[11]버퍼됨//객체 프레임#으
로부터 버퍼되는가?(기억되면 트루).비트:[1
0]오버랩//어느 객체를 드롭 온 할 필요가 있
는가?.비트:[9]이벤트//어느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할 필요가 있는가?.비트:[8]대기//트루가 
되는 조건까지 대기.비트:[7]사용자 플레그/
/후속 사용자 플레그를 테스트.비트:[6]Tim
eUp//시간 만료.비트:[5-1] RESERVED.비
트:[0]OrState//후속 OrState 조건 레코드

프레임 워드 (선택적)비트 11 조건에 대한 프레임 넘버
객체 BYTE (선택적)비트 10 조건에 대한 객체ID, 비가

시 객체가 사용될 수 있음
이벤트 워드 고 BYTE: 사용자제어 패킷으로부터의 이벤

트 필드저 BYTE: 사용자제어 패킷으로부터
의 키 필드

사용자 DWOR 고 워드 : 검사될 플래그를 지시하는 마스크
플래그 D 저 워드 : 사용자 플래그의 값을 지시하는 마

스크(설정 또는 비설정)
TimeUpp BYTE 고 니블 : RESERVED저 니블 : 타이머 id 넘

버(0-15)
state 워드 이전 스태이트 필드로서 동일한 비트 필드, 그

러나 논리적으로 그것과 ORed
... 워드 ...

에니메이트(ANIMATE) 비트 설정 - 에니메이트 비트가 설정될 경우에, 에니메이션 파라미터는 에니메이션의 횟수 
및 해석을 특정하는 것을 수반한다. 에니메이트 비트는 이 제어에서 존재하는 MOVETO, ZORDER, ROTATE, ALPH
A, SCALE 및 VOLUME 파라미터의 수에 영향을 준다. 다수의 값은 각 파라미터에 대해서 발생하고, 각 제어 포인트에 
대해 하나의 값이 존재한다.

[표 34]
Param 유형 코멘트
AnimCtr BYTE 고 니블: 제어점의 수 -1저 니블 : 패스 제어.

비트[3]: 루핑 애니매이션.비트[2]: RESER
VED.비트[1..0]:enum, 패스유형 - { 0: 선
형, 1: 쿼드러틱, 2: 큐빅}

시작시간 워드 50m 초 단계 내에 장면 시작 또는 조건으로
부터 애니매이션 시간 시작

기간 워드[] 50m 초 증가내의 기간 동안 어레이, 길이= 
제어 점

MOVETO 비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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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Param 유형 코멘트
Xpos 워드 X 위치를 상대적 현 위치로 이동
Ypos 워드 y 위치를 상대적 현 위치로 이동

ZORDER 비트 설정

[표 36]
Param 유형 코멘트
Depth 워드 관찰자로부터 깊이 증가, 0,256,512,768등 

보존

ROTATE 비트 설정

[표 37]
Param 유형 코멘트
Xrot BYTE X axis rotation, absolute in degree *255

/360
Yrot BYTE Y axis rotation, absolute in degree *255

/360
Zrot BYTE Z axis rotation, absolute in degree *255

/360

ALPHA 비트 설정

[표 38]
Param 유형 코멘트
alpha BYTE 투명도 0= 투명, 255 = 완전 불투명

SCALE 비트 설정

[표 39]
Param 유형 코멘트
스케일 워드 8.8 고정 int 형식으로 사이즈/스케일

VOLUME 비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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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Param 유형 코멘트
vol BYTE 사운드 볼륨 0= 소프트테스트, 255=라우디

스트

BACKCOLR 비트 설정

[표 41]
Param 유형 코멘트
fillcolr 워드 신 디피니션 배경색과 동일색(닐 = 투명)

PROTECT 비트 설정

[표 42]
Param 유형 코멘트
프로텍트 BYTE 신 객체 비트 필드의 제한 사용자 변경 = 불

가능.비트:[7]이동//이동 객체 금지.비트:[6
]알파//알파값 변경 금지.비트:[5]깊이//깊이
값 변경 금지.비트:[4]클릭//활동을 통해 클
릭 디스에이블.비트:[3]드래그//객체의 드래
크를 디스에이블.비트:[2..0]//RESERVED

CTRLLOOP 비트 설정

[표 43]
Param 유형 코멘트
반복 BYTE 이 객체에 대한 다음 # 액션을 반복 - 루프

를 중지시키는 객체를 클릭

SETFLAG 비트 설정

[표 44]
Param 유형 코멘트
플래그 BYTE Top 니블 = 플래그 넘버, bottom nibble if 

true set flag else reset flag,

HYPERLINK 비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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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Param 유형 코멘트
hLink BYTE[] sets hyperlink target URL for click thro

ugh

JUMPTO 비트 설정

[표 46]
Param 유형 코멘트
신 BYTE Goto scene # if value = 0xFF goto hyp

erlink(250=library)
스트림 BYTE [선택적]Stream# if value = 0 then read 

optional id
객체 BYTE [선택적]object id#

BUTTON 비트 설정

[표 47]
Param 유형 코멘트
신 BYTE scene #(250 = library)
스트림 BYTE 스트림# if value =0 then read optional o

bject id
객체 BYTE [선택적] 객체 id#

ｏ COPYFRAME 비트 세트

[표 48]
Param 유형 코멘트
객체 BYTE 이 id 로 객체로부터 프레임이 복사됨

ｏ OBJECTMAPPING 비트 세트 - 객체가 다른 스트림으로 점프하면, 그 스트림은 현재의 장면(scene)에 대해 다른 
객체 ids 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객체 매핑은 JUMPTO 명령을 포함하는 동일한 패킷에서 특정된다.

[표 49]
Param 유형 코멘트
객체 BYTE 매핑될 객체의 수
Mapping 워드[] 워드의 어레이, 길이= 객체고 바이트 : 점프

할 스트림내에서 사용되는 id저 바이트 : 새로
운 객체 id가 매핑될 현재 장면의 객체 id

ｏ MAKECALL 비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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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
Param 유형 코멘트
채널 DWORD 새로운 채널의 전화 번호

ｏ SENDDTMF 비트 세트

[표 51]
Param 유형 코멘트
DTMF BYTE[] 채널상으로 송신될 DTMF 스트링

[주]

ㆍ PAUSEPLAY 및 SNDMUTE 동작들은 이진 플래그인데 이들에 대한 파라미터는 없다.

ㆍ 버튼 상태들은, 초기에 트랜스패런트로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엑스트라 이미지 객체를 가짐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사용자가 버튼 객체를 클릭 다운하면, 이것은 버트 거동 필드를 이용하여 가시화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팬을 올려지는 
때에 원상태로 돌아가는 비가시화 객체로 대체된다.

ObjLibControl

    
ObjLibCtrl 패킷은 플레이어가 유지하는 영구 로컬 객체 라이브러리를 제어하는데 이용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로컬 
객체 라이브러리는 자원을 저장하도록 고려될 수도 있다. 총 200개의 사용자 객체와 55개의 시스템 객체가 각각의 라
이브러리내에 저장될 수 있다. 재생 동안에, 객체 라이브러리는 이 장면에 대해 object_id = 50 으로 이용하여 직접 어
드레스될 수 있다. 객체 라이브러리는 매우 강력하고 프론트 라이브러리와 달리 영구 및 자동 가비지(garbarge) 콜렉
션 모두를 지원한다.
    

    
객체들은 Mode 비트 필드에 설정된 ObjLibrary 비트 [bit 0] 를 가지고 있는 ObjLibCtrl 패킷들과 SceneDefin 패킷
들의 조합을 통하여 객체 라이브러리내로 삽입된다. 이 비트를 SceneDefin 패킷내에 설정하다는 것은 플레이어에게 
따라오는 데이터가 직접 플레이되지 않고 개기체 라이브러를 파풀레이트하는데 이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의 
객체 데이터는 정의 패킷과 데이터 패킷으로 여전히 구성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패킷화되지 않는다. 차이점은, 
그 장면내의 객체 데이터로써 하고자 하는 것을 플레이어에게 지시하는 각각의 객체에 대한 연계된 ObjLibCtrl이 이제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ObjLibCtrl 패킷은 베이스 헤더 내에 동일한 obj_id를 가진 객체에 대한 관리 정보를 포함한다. 
ObjLibCtrl 패킷의 특별한 경우는, 베이스 헤더내에의 obj_id를 250에 설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플레이어에의 관리 코
멘드를 라이브러리 시스템에게 전달하는데에 이용된다.
    

    
여기에 개시된 본 발명은, 컴퓨터 기술분야에서 숙련된 자에게 분명하게 될 정도로 개시되어 있는 본 명세서의 교시에 
따라 프로그램된 종래기술의 범용디지털 컴퓨터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적절
한 소프트웨어 코딩은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에서 숙련된 자에게 분명하게 될 정도로 개시되어 있는 본 명세서의 개시의 
교시에 기초하여 숙련된 프로그래머에 의해 즉시 준비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애플리케이션 특정 집적 회로를 준비함으
로써 또는 종래의 컴포넌트 회로의 적절한 네트워크를 상호접속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
된 자에게 분명할 것이다. 본발명은 여기에 개시된 인코딩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포함할 뿐만아니라 어떤 인코딩 특정 
단계들을 제외하며서 반대 순서의 인코딩으로 인코더에 의해 생성된 인코딩된 비트 스트림 또는 파일을 디코딩하는 동
작을 함으로써 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은 주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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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발명의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컴퓨터 또는 컴퓨터화된 장치를 프로그램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
램 제품 또는 제조의 아티클(article)을 포함한다. 이 저장 매체는 플로피 디스크, 광학적 디스크, CD-ROM, 자기광학 
디스크, ROM, RAM, EPROM, EEPROM, 자기 또는 광학 카드, 또는 전자적 명령을 저장하는데 적절한 어떤 타입의 
매체를 포함하며, 또한 이들로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본 발명은, 또한 발명의 인코딩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또는 신호를 포함한다. 이러한 데이터 또는 신호는, 전자기파의 형태이거나 또한 적절한 저장 매체내에 저장될 수도 있
다.
    

많은 변경은, 여기에 개기된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도 당해기술분야의 숙련자에 의해 분명할 것이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객체 지향 상호작용식 멀티미디어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비디오 패킷 스트림, 텍스트 패킷 스트림, 오디오 패킷 스트림, 뮤직 패킷 스트림 및/또는 그래픽 패킷 스트림으로서 각
각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텍스트, 오디오, 뮤직 및/또는 그래픽 요소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단계;

상기 패킷 스트림을 자신의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하나의 독립한(self-contained) 객체로 결합하는 단계;

복수의 상기 객체를 데이터 스트림에 놓는 단계; 및

일련의 패킷에 초기 패킷으로서 포맷 정의를 포함하는 단일 독립 장면(scene)의 하나 이상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그
룹화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면들 중 하나 이상을 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단일 장면이 객체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주문형 압축해제 변환(customisable decompression transforms)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타가 상기 
객체 안에 포함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비디오 비트 스트림 내로 인터리빙되는 객체에 객체 제어 데이타가 첨부되고, 상기 객체 제어 데이타
는 압축 데이타의 대화 거동, 렌더링 파라미터, 구성 및 번역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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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계층 디렉토리 구조를 포함하되, 장면 정보를 포함하는 제1 레벨 디렉토리 데이타가 상기 제1 장면에 
포함되고, 스트림 정보를 포함하는 제2 레벨 디렉토리 데이타가 상기 장면들 중 하나 이상에 포함되며, 인트라프레임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제3 레벨 디렉토리 데이타가 상기 데이타 스트림에 포함되는 방법.

청구항 7.

객체 지향 대화형 멀티미디어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비디오 및 오디오 요소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데이타를 각각 비디오 패킷 스트림 및 오디오 패킷 스트림으로 인코
딩하는 단계;

상기 패킷 스트림을 단일 일체형 객체로 결합하는 단계;

상기 객체를 데이타 스트림에 배치하는 단계;

상기 스트림을, 포맷 정의를 포함하는 단일 연속 일체형 장면 내에 배치하는 단계; 및

복수의 상기 장면을 조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데이타는 객체 제어 패킷 안에 내장되는 메시지의 형태를 가지며, 비디오 및 그래픽 객체를 
렌더링하기 위한 파라미터, 상기 객체의 대화 거동을 정의하기 위한 파라미터, 상기 객체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생성하
기 위한 파라미터, 상기 객체에 대한 애니메이션 경로를 정의하기 위한 파라미터, 다이나믹 미디어 구성 파라미터를 정
의하기 위한 파라미터, 사용자 변수에 값을 할당하기 위한 파라미터, 객체와의 대화 결과 및 다른 제어를 하나의 객체에
서 다른 객체로 리다이렉팅 또는 리타겟팅하기 위한 파라미터, 보이스 콜과 시작 및 정지 타이머를 포함하는 실행가능 
거동을 객체에 첨부하기 위한 파라미터, 및 제어 동작의 실행을 위한 조건을 정의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렌더링 파라미터는 객체 투명도, 스케일, 볼륨, 위치, z-순서, 배경색 및 회전을 나타내고, 상기 
애니메이션 경로는 상기 렌더링 파라미터들 중 어느 하나에 영향을 미치고, 상기 하이퍼링크는 다른 비디오 파일, 파일 
내의 개별 장면, 및 한 장면 내의 다른 객체 스트림을 타겟으로 하는 비선형 비디오 및 링크를 지원하며, 상기 대화 거
동 데이타는 재생 및 루프 재생의 중지, 사용자 정보의 서버로의 반환, 객체 애니메이션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메뉴 
정의, 및 사용자 선택을 등록할 수 있는 단순 형식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렌더링 동작 또는 객체 거동의 조건부 실행이 제공되고, 조건은 타이머 이벤트, 사용자 이벤트, 시스템 
이벤트, 대화 이벤트, 객체들 간의 관계, 사용자 변수, 및 재생, 중지, 스트리밍 또는 독립 재생과 같은 시스템 상태의 
형태를 취하는 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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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정 3차원 데이터 세트로부터 1차원으로 실시간으로 맵핑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를 미리 계산하는 단계;

상기 맵핑을 인코딩하는 단계;

상기 인코딩된 맵핑을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맵핑을 상기 데이터에 적응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세트는 칼라 비디오 프레임을 포함하고, 상기 프리 컴퓨팅은 벡터 양자화 프로세스를 포
함하며,

맵핑 프로세스에서 각 셀에 대한 최근접 코드북 벡터를 결정하는 단계;

옥트리 표현을 사용하여 상기 인코딩을 실시하는 단계;

상기 인코딩된 옥트리를 디코더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디코더에서 상기 데이타 세트에 맵핑을 적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비디오, 텍스트, 오디오, 음악 및/또는 그래픽 데이타를 포함하는 단일 객체들을 포함하며, 상기 객체 중 적어도 하는 데
이타 스트림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타 스트림 중 적어도 하나는 장면을 포함하고, 상기 장면 중 적어도 하나는 파일을 
포함하며, 디렉토리 데이타 및 메타데이타가 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형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

청구항 14.

객체 지향형 상호작용식 비디오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된 비디오의 실제 내용물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시스템에 있
어서,

비디오, 텍스트, 오디오, 뮤직 및/또는 그래픽 데이터 - 상기 객체 중 적어도 하나는 데이터 스트림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스트림 중 적어도 하나는 화면을 포함하고, 상기 화면의 적어도 하나는 파일을 포함함 - 를 포함하는 상호작용
식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을 포함하는 다이내믹 미디어 구성 프로세스;

파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디렉토리 데이터 구조;

객체의 올바른 결합이 서로 복합되도록 하는 선택 메커니즘;

디렉토리 정보를 사용하고 상기 디렉토리 정보에 기초한 상기 객체의 위치를 인식하기 위한 데이터 스트림 관리자; 및

상기 화면에 상기 객체 및 상기 비디오에 상기 화면을 사용자에 의해 보여지는 동안 실시간으로 삽입, 삭제 또는 대체하
기 위한 제어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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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원격 서버 비순차 액세스 기능, 각 객체 스트림으로부터 적당한 데이타 성분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메카니즘, 상기 데이타 성분을 최종 합성 데이타 스트림에 배치하기 위한 인터리빙 메카니즘, 및 상기 최종 합성 스트림
을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기 위한 무선 전송 메카니즘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원격 서버로부터 상기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라이브러리 관리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포함
하는 원격 서버 비순차 액세스 기능을 포함하며, 상기 서버는 상기 라이브러리에 질의하고 이에 포함된 특정 객체에 대
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라이브러리의 내용을 삽입, 갱신 또는 삭제할 수 있고, 상기 다이나믹 미디어 구성 엔진은 필
요에 따라 상기 라이브러리 및 원격 서버로부터 동시에 객체 데이타 스트림을 소싱할 수 있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오프라인 재생 모드를 제공하는 로컬 서버;

로컬 파일에 적당한 데이타 성분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메카니즘;

개별 소스로부터 적당한 데이타 성분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메카니즘;

내부에 연속적으로 저장된 각 장면에 대한 다중 스트림을 포함하는 로컬 데이타 파일;

상기 장면 내의 각 스트림을 임의로 액세스하기 위한 상기 로컬 서버용 액세스 메카니즘;

렌더링을 위해 상기 객체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 메카니즘;

상기 원격 서버로부터 관리될 수 있는 다이나믹 미디어 구성에 사용되는 지속형 객체 라이브러리 -상기 객체는 풀 디
지탈 권리 관리 정보와 함께 상기 라이브러리에 저장될 수 있음-;

상기 원격 서버로부터 전달되는 라이브러리 관리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입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상
기 서버는 상기 라이브러리에 질의하고 이에 포함된 특정 객체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라이브러리의 내용을 삽입, 
갱신 또는 삭제할 수 있음-; 및

상기 라이브러리 및 원격 서버로부터 동시에 객체 데이타 스트림을 소싱할 수 있는 상기 다이나믹 미디어 구성 엔진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각 스트림은 스트림 경계를 정의하기 위한 스트림 패킷의 단부를 포함하고, 상기 장면 내의 상
기 제1 스트림은 상기 장면 내의 상기 객체의 명세를 포함하고, 상기 장면 내의 객체 제어 패킷은 특정 객체에 대한 소
스 데이타를 다른 스트림으로 변경하는 대화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로컬 재생을 실시할 때 상기 파일 내로부터 동시에 둘 이상의 스트림을 판독하기 위한 상기 서버 내의 판독 메카니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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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의 어레이 또는 링크된 리스트를 관리하기 위한 메카니즘 -데이타 스트림 관리기는 순환 방식으로 각 패킷으로
부터 하나의 패킷을 판독할 수 있음-, 상기 파일에 현재 위치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메카니즘, 및 참조 객체의 리스트
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메카니즘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데이타가 미디어 플레이어 클라이언트로 스트림되고, 상기 클라이언트는 원격 서버로부터 수신한 패
킷을 디코딩하여 사용자 조작을 상기 서버로 역전송할 수 있고, 상기 서버는 클릭킹과 같은 사용자 조작에 응답하여 상
기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되는 상기 데이타를 수정하며, 상기 장면은 하나 이상의 객체로 구성된 단일 다중화 스트림을 
포함하고, 상기 서버는 임의의 주어진 장면에 대한 단일 다중화 스트림을 구성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기초하여 
다중 객체 데이타 스트림을 다중화하여 재생을 위해 상기 클라이언에게 무선 스트리밍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장면들을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
    

청구항 20.

제14항에 있어서, 다수의 비디오 객체를 동시에 재생하기 위한 재생 메카니즘을 포함하고, 상기 비디오 객체 각각은 다
른 소스로부터 생성될 수 있고, 상기 서버는 상기 소스 각각을 개봉하고, 비트 스트림을 인터리빙하고, 적당한 제어 정
보를 추가하고, 새로운 합성 스트림을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청구항 21.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파일에 임의로 액세스하고, 재생 장면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상기 스트림으로부터 정확한 
데이타 및 제어 패킷을 판독할 수 있는 데이타 소스 관리기를 포함하고, 단일 입력의 다중 소스 관리기 사례로부터, 그
리고 상기 다이나믹 미디어 구성 엔진으로부터 입력을 수신할 수 있는 서버 다중화기를 포함하며, 상기 다중화기는 상
기 소스로부터의 객체 데이타 패킷들을 함께 다중화하고, 합성 장면에서의 구성 객체들의 렌더링을 제어하기 위해 부가 
제어 패킷을 상기 데이타 스트림에 삽입할 수 있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14항에 있어서, IAVML 스크립팅을 통해 상기 다이나믹 미디어 구성의 프로그래머블 제어를 행할 수 있는 XML 파
서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3.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서버는 서버 조작자로부터 다수의 입력을 받아들여 상기 다이나믹 미디어 구성 프로세스를 
제어하고 주문화할 수 있으며, 상기 입력은 사용자 프로필, 데모그래픽, 지리적 위치, 또는 시각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4.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서버는 서버 조작자로부터 다수의 입력을 받아들여 상기 다이나믹 미디어 구성 프로세스를 
제어하고 주문화할 수 있으며, 상기 입력은 어떤 광고가 사용자에게 성공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같은 사용자 대화의 로
그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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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지향형 상호작용식 멀티미디어 파일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인접한 독립 화면의 결합;

제1 패킷으로서 화면 포맷 정의를 포함하는 각각의 상기 화면과, 상기 제1 패킷을 따르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스트림의 
일 그룹;

상기 제1 데이터 스트림의 객체 제어 정보에 의해 구체화되는 경우 다이내믹 미디어 구성 프로세스에 따라 선택적으로 
디코딩되고 디스플레이되는 객체를 포함하는 제1 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 분리된 각각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 및

    
하나 이상의 단일 독립 객체를 포함하고 말단 스트림 마커(end stream marker)에 의해 구획된 각각의 상기 데이터 스
트림 - 상기 객체는 자기 제어 정보를 각각 포함하고 패킷 스트림을 결합함으로써 형성되고, 상기 패킷 스트림은 비디
오 패킷 스트림, 텍스트 패킷 스트림, 오디오 패킷 스트림, 뮤직 패킷 스트림 및 그래픽 패킷 스트림으로서 각각 비디오, 
텍스트, 오디오, 뮤직 또는 그래픽 요소의 적어도 하나 또는 결합을 포함하는 생(raw) 상호작용식 멀티미디어 데이터
를 인코딩함으로써 형성됨 -
    

을 포함하는 객체 지향형 상호작용식 멀티미디어 파일.

청구항 26.

제25항에 따른 대화형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을 포함하는 객체 지향 대화형 비디오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비디오 장면을 보는 동안, 표시되는 비디오 장면의 실제 내용이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상기 다이나믹 미디어 구성 프로세스를 행하고, 상기 장면의 임의 형상 비주얼/오디오 비디오 객체 중 임의의 객체
를 삽입, 교체 또는 추가하기 위한 서버 소프트웨어; 및

인-픽쳐 객체를 다른 객체로 교체하여 현재 장면에 대해 인-픽쳐 객체를 추가 또는 삭제함으로써 고정되고 적응되거
나 또는 사용자에 의해 조정된 모드로 상기 프로세스를 행하는 제어 메카니즘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장면 내에 주문형 압축해제 변환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타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파일.

청구항 28.

제25항에 따른 대화형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을 포함하는 객체 지향 대화형 비디오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스를 지원할 로컬 객체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어 메카니즘 -상기 라이브러리는 상기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객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어 메카니즘은 스트리밍 서버로부터 상기 라이브러리의 
관리를 행할 수 있고, 상기 라이브러리 객체에 대한 버젼 제어를 제공하고 비지속형 라이브러리 객체의 자동 소멸을 가
능하게 함-; 및

상기 서버로부터 자동으로 객체를 갱신하고, 상기 라이브러리 객체에 대한 다중 레벨 액세스 제어를 제공하며, 상기 라
이브러리 객체 각각에 대한 고유의 식별자, 이력 및 상태를 지원하기 위한 제어 메카니즘

을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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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25항에 따른 대화형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을 포함하는 객체 지향 대화형 비디오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다이나믹 미디어 구성 프로세스를 즉시 행함으로써 한 세션에서 상기 객체에 대한 사용자 클릭에 응답하기 위한 
제어 메카니즘; 및

오프라인 추적 동작을 위한 사용자를 등록하고 상기 세션의 종료시에 새로운 하이퍼링크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제어 
메카니즘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0.

제25항에 따른 개체 지향형 파일 포맷에서 파일 데이타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무선망을 통해 장면이 단 하나의 스트림을 포함하고, 상기 다이나믹 미디어 구성 엔진은 다른 스트림으로부터의 객체를 
적당한 속도로 상기 제1 스트림으로 인터리빙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25항에 따른 개체 지향형 파일 포맷에서 파일 데이타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무선망을 통해 장면이 단 하나의 스트림을 포함하고, 상기 다이나믹 미디어 구성 엔진은 다른 스트림으로부터의 객체를 
적당한 속도로 상기 제1 스트림으로 인터리빙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라이브 비디오 내용을 스트리밍하며, 상기 다른 스트림은 실시간으로 인코딩되는 스트림
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라이브 비디오 내용을 스트리밍하는 단계을 포함하되, 이 단계는

상기 사용자가 원격 서버에 접속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가 조작자/교환에 의해 처리되는 영역에서의 관측을 위해 카메라 위치를 선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31항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라이브 비디오 내용을 스트리밍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이 단계는

상기 사용자가 원격 서버에 접속하는 단계; 및

지구 측위 시스템 또는 셀 삼각 측량에 의해 도출되는 상기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의 목적지 선
택을 지원하기 위해 관측을 위한 카메라 위치의 선택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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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31항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라이브 트래픽 비디오 내용을 스트리밍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이 단계는

서비스 제공자가 상기 사용자를 호출하고, 잠재적인 문제 영역을 가질 수 있는 모터리스트의 루트를 나타내는 비디오를 
자동으로 스트리밍하는 특별 서비스에 상기 사용자가 등록하는 단계;

등록과 동시에 상기 사용자가 당해 목적을 위해 루트를 지정하기 위해 선택하고 상기 루트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계; 및

상기 시스템이 추적되고 있는 여행 및 루트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의 속도 및 위치를 추적하는 단계 -상
기 시스템은 어느 사이트가 문제 영역인지,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 루트를 따라 모니터되는 
트래픽 카메라의 리스트를 검색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트래픽 정보 및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비디오를 보여
주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26항에 따른 광고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다이나믹 미디어 구성 프로세스는 가입자 프로필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가입
자 자신의 프로필 정보에 기초하여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37.

스트림 비디오 시스템에서 동작할 수 있는 저 전력 장치의 음성 명령 동작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장치에 사용자의 음성을 캡처하는 단계;

상기 음성을 압축하는 단계;

상기 압축된 음성의 인코딩된 샘플을 사용자 제어 패킷으로 삽입하는 단계;

상기 압축된 음성을 음성 명령 처리 가능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서버는 자동으로 음성 인식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서버는 전사된 음성을 명령 세트로 맵핑하는 단계;

상기 시스템은 상기 명령이 상기 사용자 또는 상기 서버에 의해 발생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단계;

상기 전사된 명령이 상기 서버로부터 나온 것이면 상기 서버는 상기 명령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전사된 명령이 상기 사용자로부터 나온 것이면 상기 시스템은 상기 명령을 상기 사용자 장치로 발송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가 상기 명령을 실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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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복사된 명령이 미리 정의된 것인지를 결정하고,

상기 복사된 명령이 미리 정의된 것이 아닌 경우, 상기 시스템은 상기 복사된 텍스트 스트링을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
며,

상기 사용자는 상기 텍스트 스트링을 적당한 텍스트 필드에 삽입하는 방법.

청구항 39.

이미지 처리 방법에 있어서,

이미지의 컬러에 기초하여 컬러 맵을 작성하는 단계;

컬러 맵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표시 모양을 결정하는 단계; 및

컬러 맵을 사용하여 표시된 이미지의 적어도 한 부분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이미지 처리 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의 표시를 인코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이미지 처리 방법.

청구항 41.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상대 운동을 인코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이미지 처리 방법.

청구항 42.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와 상대 운동의 표시를 인코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이미지 처리 방법.

청구항 43.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 단계는 상기 컬러 맵을 생성하기 위해 컬러 양자화를 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미지 처리 
방법.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 단계는 근사 프레임의 사전에 결정된 컬러 맵에 기초하여 컬러 맵을 작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이미지 처리 방법.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작성 단계는 현재 프레임으로 이월되는 근사 프레임으로부터의 픽셀 컬러들이 상기 컬러 맵의 
동일한 지표로 맵핑되도록 사전에 결정된 컬러 맵에 기초하여 컬러 맵을 재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미지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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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6.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작성 단계는 사전에 결정된 컬러 맵에 상기 컬러 맵을 상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미지 처리 
방법.

청구항 47.

제39항에 있어서, 상관 운동을 결정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이미지의 적어도 한 섹션에 대한 운동 벡터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이미지 처리 방법.

청구항 48.

이미지 표시를 인코딩하기 위한 4중 트리(quadtree)를 작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미지 처리 방법.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 단계는 투명한 리프 표시를 갖는 4중 트리를 작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미지 처리 방
법.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 단계는 임의 형상의 객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투명한 리프 표시를 갖는 4중 트리
를 작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미지 처리 방법.

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 단계는 저면 레벨 노드형 소거를 갖는 4중 트리를 작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미지 처
리 방법.

청구항 52.

이미지의 인코딩된 표시 모양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컬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여러 비트를 분석하는 단계;

컬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비트의 번호가 제1 값을 넘는 경우 제1 플래그(flag) 값 및 비트의 제1 소정의 번호를 사
용하여 컬러를 표시하는 단계; 및

컬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비트의 번호가 제1 값을 넘지 않는 경우 제2 플래그 값 및 비트의 제2 소정의 번호를 사
용하여 컬러를 표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플래그값을 사용하는 컬러를 나타내는 단계는 제1 사전설정된 8 비트수를 사용하여 컬러를 
나타내는 단계를 포함하고,

제2 플래그 값을 사용하는 컬러를 나타내는 단계는 제2 사전설정된 4 비트수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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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4.

이미지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이미지의 컬러에 기초하여 컬러 맵을 작성하기 위한 수단;

컬러 맵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표시 모양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 및

컬러 맵을 사용하여 표시된 이미지의 적어도 일부의 상대적 움직임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이미지 처리 시스템.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표시를 인코딩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이미지 처리 시스템.

청구항 56.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상관 운동을 인코딩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이미지 처리 시스템.

청구항 57.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과 상기 상관 운동의 표시를 인코딩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이미지 처리 시스템.

청구항 58.

제54항에 있어서, 생성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컬러 맵을 생성하도록 컬러 양자화를 행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이미
지 처리 시스템.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생성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근사 프레임의 사전결정된 컬러 맵에 기초하여 컬러 맵을 작성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이미지 처리 시스템.

청구항 60.

제59항에 있어서, 작성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현재 프레임으로 이월되는 근사 프레임으로부터의 픽셀 컬러들이 상기 컬
러 맵의 동일한 지표로 맵핑되도록 사전에 결정된 컬러 맵에 기초하여 컬러 맵을 재구성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이미지 
처리 시스템.

청구항 61.

제59항에 있어서, 작성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사전에 결정된 컬러 맵에 상기 컬러 맵을 상관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이
미지 처리 시스템.

청구항 62.

제54항에 있어서, 상관 운동을 결정하는 상기 수단은 상기 이미지의 적어도 한 섹션에 대한 운동 벡터를 결정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이미지 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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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3.

이미지 표시를 인코딩하기 위한 쿼드트리(quadtree)를 작성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이미지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64.

제63항에 있어서, 인코딩을 위한 상기 수단은 투명한 리프 표시를 갖는 쿼드트리를 작성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이미지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65.

제64항에 있어서, 인코딩을 위한 상기 수단은 임의 형상의 객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투명한 리프 표시를 갖는 4
중 트리를 작성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이미지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66.

제65항에 있어서, 인코딩을 위한 상기 수단은 저면 레벨 노드형 소거를 갖는 4중 트리를 작성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이
미지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67.

이미지의 인코딩된 표시 모양을 결정하기 위한 이미지 인코딩 시스템에 있어서,

컬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비트의 번호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

컬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비트의 번호가 제1 값을 넘는 경우 제1 플래그 값 및 비트의 제1 소정의 번호를 사용하여 
컬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 및

컬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비트의 번호가 제1 값을 넘지 않는 경우 제2 플래그 값 및 비트의 제2 소정의 번호를 사
용하여 컬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이미지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68.

제6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플래그값을 사용하는 컬러를 나타내는 수단은 제1 사전설정된 8 비트수를 사용하여 컬러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제2 플래그를 사용하는 컬러를 나타내는 단계는 제2 사전설정된 4 비트수를 사용하여 컬러를 나타내는 단계를 포
함하는 이미지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69.

객체 처리 방법에 있어서,

스크립트 언어로 정보를 해석하는 단계;

복수의 객체를 포함하는 복수의 데이터 소스를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그래픽, 애니메이션 및 오디오의 형태로 판독하
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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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정보를 스크립트 언어로 상기 정보에 기초한 복수의 객체에 부착하는 단계; 및

복수의 객체를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 및 파일에 삽입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70.

제69항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어태치 단계는 스크립트 언어의 정보와 사용자로부터의 정보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71.

제69항에 있어서, 프로파일 정보, 인구 통계 정보, 지리학 정보, 및 일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선택된 제어 정보
를 입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어태치 단계가 스크립트 언어의 정보와 제어 정보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72.

제71항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어태치 단계는 스크립트 언어, 제어 정보 및 사용자로부터의 정보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73.

제7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로부터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는 디스플레이의 객체를 도식적으로 지적하고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74.

제69항에 있어서, 데이터 스트림과 파일 중 적어도 하나로 객체를 삽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75.

제74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 단계는 데이터 스트림과 파일 중 적어도 하나에

광고를 삽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76.

제75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를 다른 객체로 대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77.

제74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 단계는 데이터 스트림과 파일 중 적어도 하나에 그래픽 문자를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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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항에 있어서, 그래픽 문자를 삽입하는 상기 단계는 사용자의 지정학적 위치에 기초하여 상기 그래픽 문자를 삽입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79.

제69항에 있어서, 다수의 객체 중 하나를 다른 객체로 대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80.

제79항에 있어서, 다수의 객체 중 하나를 대체하는 상기 단계는 관찰된 장면인 상기 다수의 객체 중 하나를 새로운 장
면으로 대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81.

제69항에 있어서, 다수의 데이터 소스를 판독하는 상기 단계는 훈련 비디오인 다수의 데이터 소스 중 적어도 하나를 판
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82.

제69항에 있어서, 다수의 데이터 소스를 판독하는 상기 단계는 교육 비디오인 다수의 데이터 소스 중 적어도 하나를 판
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83.

제69항에 있어서, 다수의 데이터 소스를 판독하는 상기 단계는 홍보 비디오인 다수의 데이터 소스 중 적어도 하나를 판
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84.

제69항에 있어서, 다수의 데이터 소스를 판독하는 상기 단계는 오락 비디오인 다수의 데이터 소스 중 적어도 하나를 판
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85.

제69항에 있어서, 다수의 데이터 소스를 판독하는 상기 단계는 감시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취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객
체 처리 방법.

청구항 86.

제74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 단계는 자동 운행을 관찰하기 위한 카메라로부터의 영상을 데이터 스트림과 파일 중 적어
도 하나에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87.

제74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 단계는 인사장을 데이터 스트림과 파일 중 적어도 하나에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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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 단계는 컴퓨터 재생된 이미지를 원격 컴퓨터 장치의 모니터에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89.

제69항에 있어서, 데이터 스트림과 파일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
의 데이터 스트림과 파일은 상호작용식 비디오 브로셔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90.

제69항에 있어서, 상호작용식 폼을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과 파일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와,

사용자가 상기 폼을 전자적으로 기재하는 단계와,

사용자가 상기 폼을 기재할 때 등록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91.

제90항에 있어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92.

제69항에 있어서, 제어 정보를 어태치하는 상기 단계는 상호작용 형태를 나타내는 제어 정보를 어태치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93.

제69항에 있어서, 제어 정보를 어태치하는 상기 단계는 렌더링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를 어태치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94.

제69항에 있어서, 제어 정보를 어태치하는 상기 단계는 합성 정보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를 어태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95.

제69항에 있어서, 제어 정보를 어태치하는 상기 단계는 압축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제어 정보를 어태치
하는 단계를 단계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96.

제69항에 있어서, 제어 정보를 어태치하는 상기 단계는 실행가능한 기능을 어태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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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항에 있어서, 실행가능한 기능을 어태치하는 상기 단계는 애니메이션용으로 사용된 렌더링 파라미터를 어태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98.

제96항에 있어서, 실행가능한 기능을 어태치하는 상기 단계는 하이퍼링크를 어태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
법.

청구항 99.

제96항에 있어서, 실행가능한 기능을 어태치하는 상기 단계는 타이머를 부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100.

제96항에 있어서, 실행가능한 기능을 어태치하는 상기 단계는 타이머를 부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101.

제96항에 있어서, 실행가능한 기능을 어태치하는 단계는 일시정지 및 재생 기능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102.

제96항에 있어서, 실행가능한 기능을 어태치하는 단계는 사용자 변수를 변경할 수 있는 정보를 부착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객체 처리 방법.

청구항 103.

객체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스크립트 언어로 정보를 해석하기 위한 수단;

복수의 객체를 포함하는 복수의 데이터 소스를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그래픽, 애니메이션 및 오디오의 형태로 판독하
기 위한 수단;

제어 정보를 스크립트 언어로 상기 정보에 기초한 복수의 객체에 부착하기 위한 수단; 및

복수의 객체를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 및 파일에 삽입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객체 처리 시스템.

청구항 104.

제103항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의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고,

어태치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스크립트 언어의 정보 및 사용자로부터의 정보에 기초하여 동작하는 객체 처리 시스템.

청구항 105.

제103항에 있어서, 프로파일 정보, 인구 통계 정보, 지리학 정보, 및 일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선택된 제어 정보
를 입력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고,

 - 113 -



공개특허 특2002-0064888

 
상기 어태치 수단은 스크립트 언어의 정보와 제어 정보에 기초하여 동작하는 객체 처리 시스템.

청구항 106.

제105항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의 정보를 입력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어태치 수단은 스크립트 언어, 제어 정보 및 사용자로부터의 정보에 기초하여 동작하는 객체 처리 시스템.

청구항 107.

제106항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의 정보를 입력하는 상기 수단은 디스플레이의 객체를 도식적으로 지적하고 선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객체 처리 시스템.

청구항 108.

제103항에 있어서, 데이터 스트림과 파일 중 적어도 하나로 객체를 삽입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객체 처리 시스템.

청구항 109.

제108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 수단은 데이터 스트림과 파일 중 적어도 하나에 광고를 삽입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객
체 처리 시스템.

청구항 110.

제108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를 다른 객체로 대체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객체 처리 시스템.

청구항 111.

제108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 수단은 데이터 스트림과 파일 중 적어도 하나에 그래픽 문자를 삽입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객체 처리 시스템.

청구항 112.

제111항에 있어서, 그래픽 문자를 삽입하는 상기 수단은 사용자의 지정학적 위치에 기초하여 상기 그래픽 문자를 삽입
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객체 처리 시스템.

청구항 113.

제103항에 있어서, 다수의 객체 중 하나를 다른 객체로 대체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객체 처리 시스템.

청구항 114.

제113항에 있어서, 다수의 객체 중 하나를 대체하는 상기 수단은 관찰된 장면인 상기 다수의 객체 중 하나를 새로운 장
면으로 대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객체 처리 시스템.

청구항 115.

제103항에 있어서, 다수의 데이터 소스를 판독하는 상기 수단은 훈련 비디오인 다수의 데이터 소스 중 적어도 하나를 
판독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객체 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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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6.

제103항에 있어서, 다수의 데이터 소스를 판독하는 상기 수단은 홍보 비디오인 다수의 데이터 소스 중 적어도 하나를 
판독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객체 처리 시스템.

청구항 117.

제103항에 있어서, 복수의 데이터원을 판독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엔터테인먼트 비디오인 복수의 데이터원 중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원을 판독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18.

제103항에 있어서, 복수의 데이터원을 판독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교육용 비디오인 복수의 데이터원 중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원을 판독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19.

제103항에 있어서, 복수의 데이터원을 판독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감시 카메라로부터 비디오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20.

제107항에 있어서, 삽입을 위한 상기 수단은 자동차 사고를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로부터의 비디오를 상기 데이터 스트
림과 파일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삽입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21.

제107항에 있어서, 삽입을 위한 상기 수단은 인사 카드(greeting card)에 대한 정보를 상기 데이터 스트림과 파일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삽입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22.

제107항에 있어서, 삽입을 위한 상기 수단은 원격 계산 장치(remote computing device)의 모니터의 컴퓨터 생성 이
미지를 삽입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23.

제103항에 있어서, 데이터 스트림과 파일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되, 상기 데이
터 스트림과 파일 중 적어도 하나는 대화형 비디오 브로셔(brochure)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24.

제103항에 있어서, 데이터 스트림 및 대화형 폼(interactive form)을 포함하는 파일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자에게 공
급하기 위한 수단과;

사용자가 상기 폼을 전자적으로 채우기 위한 수단; 및

상기 폼을 채울 때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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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5.

제124항에 있어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26.

제103항에 있어서, 제어 정보를 첨부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상호작용식 행동(interaction behaviour)을 나타내는 제
어 정보를 첨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27.

제103항에 있어서, 제어 정보를 첨부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렌더링 파라미터(rendering parameters)를 포함하는 제
어 정보를 첨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28.

제103항에 있어서, 제어 정보를 첨부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복합 정보(composition information)를 포함하는 제어 정
보를 첨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29.

제103항에 있어서, 제어 정보를 첨부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압축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나타내는 제어 정보를 
첨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30.

제103항에 있어서, 제어 정보를 첨부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실행 가능한 거동을 첨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31.

제130항에 있어서, 실행 가능한 행동을 첨부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애니메이션에 이용되는 렌더링 파라미터(renderi
ng parameters)를 첨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32.

제130항에 있어서, 실행 가능한 행동을 첨부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하이퍼링크를 첨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
템.

청구항 133.

제130항에 있어서, 실행 가능한 행동을 첨부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타이머를 첨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34.

제130항에 있어서, 실행 가능한 행동을 첨부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음성 호출을 가능하게 하는 거동을 첨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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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항에 있어서, 실행 가능한 행동을 첨부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중지 및 재생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시스템 상
태를 첨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36.

제130항에 있어서, 실행 가능한 행동을 첨부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사용자 변수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를 첨부
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37.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를 토대로 서버에서의 계산 동작(computing operation)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 동작을 토대로 서버에서의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무선 접속을 통해, 상기 데이터 전송없이 상기 서버로부터의 이미지 정보를 클라이언트 계산 장치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클라이언트 계산 장치로 상기 이미지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클라이언트 계산 장치로 상기 이미지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8.

제137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계산 장치의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상기 무선 접속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계산 장치로부터의 상기 입력 정보를 상기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서버에서의 상기 입력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

상기 입력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서버에서의 이미지 정보를 변경하는 단계;

상기 무선 접속을 통해, 변경된 상기 이미지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변경된 상기 이미지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 계산 장치로 수신하는 단계; 및

변경된 상기 이미지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 계산 장치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9.

제137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에서의 이미지 정보를 캡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전송 단계는 캡쳐된 이미지 정
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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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상기 이미지 정보를 제어 정보가 첨부되는 비디오 객체로서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1.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를 토대로 서버에서의 계산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상기 계산 동작을 토대로 서버에서의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

무선 접속을 통해, 상기 데이터 전송없이 상기 서버로부터의 이미지 정보를 클라이언트 계산 장치에 전송하기 위한 수
단;

상기 클라이언트 계산 장치로 상기 이미지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클라이언트 계산 장치로 상기 이미지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42.

제141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계산 장치의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수단;

상기 무선 접속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계산 장치로부터의 상기 입력 정보를 상기 서버에 전송하기 위한 수단;

상기 서버에서의 상기 입력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

상기 입력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서버에서의 상기 이미지 정보를 변경하기 위한 수단;

상기 무선 접속을 통해, 변경된 상기 이미지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

변경된 상기 이미지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 계산 장치로 수신하기 위한 수단; 및

변경된 상기 이미지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 계산 장치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43.

제14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에서의 이미지 정보를 캡쳐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전송 수단은 캡쳐된 상기 
이미지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44.

제139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수단은 상기 이미지 정보를 제어 정보가 첨부되는 비디오 객체로서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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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5.

전자 인사 카드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인사 카드의 특징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상기 인사 카드에 대응하는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이미지 정보를 제어 정보를 갖는 객체로서 인코딩하는 단계;

상기 제어 정보를 갖는 상기 객체를 무선 접속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어 정보를 갖는 상기 객체를 무선 휴대용 계산 장치로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어 정보를 갖는 객체를 상기 무선 휴대용 계산 장치에 의한 인사 카드 형태로 디코딩하는 단계; 및

디코딩된 상기 인사 카드 이미지를 상기 휴대용 계산 장치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6.

    
제145항에 있어서,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는 하나의 이미지와 일련의 이미지 중 적어도 하나를 통상 이미지 정보
(custom image information)로서 캡쳐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인코딩 단계는 상기 통상 이미지를 제어 정보를 
갖는 객체로서 인코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디코딩 단계는 인코드된 상기 객체를 상기 이미지 정보를 이용하
여 디코드하는 단계와 인코드된 상기 객체를 상기 통상 이미지 정보를 이용하여 디코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디
스플레이 단계는 이미지 정보와 상기 통상 이미지 정보를 상기 인사카드로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7.

전자 인사 카드를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인사 카드의 특징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수단;

상기 인사 카드에 대응하는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

상기 이미지 정보를 제어 정보를 갖는 객체로서 인코딩하기 위한 수단;

상기 제어 정보를 갖는 객체를 무선 접속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수단;

무선 휴대용 계산 장치에 의한 제어 정보를 갖는 상기 객체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

상기 제어 정보를 갖는 상기 객체를 상기 무선 휴대용 계산 장치에 의한 인사 카드 내로 디코딩하기 위한 수단; 및

디코딩된 상기 인사 카드 이미지를 상기 휴대용 계산 장치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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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8.

    
제147항에 있어서,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하나의 이미지와 일련의 이미지 중 적어도 하나를 통상 
이미지 정보로서 캡쳐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인코딩 수단은 상기 통상 이미지를 제어 정보를 갖는 객체로서 인코
딩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디코딩 수단은 인코드된 상기 객체를 상기 이미지 정보를 이용하여 디코드하고 
인코드된 상기 객체를 상기 통상 이미지 정보를 이용하여 디코드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은 이미지 
정보와 상기 통상 이미지 정보를 인사 카드로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49.

계산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계산 장치에 의해 오디오 신호를 입력하는 단계;

상기 오디오 신호를 인코딩하는 단계;

상기 오디오 신호를 원격 계산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원격 계산 장치에서의 오디오 신호를 해석하고,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응하는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응하는 상기 정보를 상기 계산 장치에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응하는 상기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계산 장치를 제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0.

제14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단계는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응하는 상기 정보에 대응하는 컴퓨터 명령을 이용하여 상기 
계산 장치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1.

제14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단계는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응하는 상기 정보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계산 
장치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2.

제149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를 해석하는 단계는 음성 인식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3.

계산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계산 장치에 의해 오디오 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수단;

상기 오디오 신호를 인코딩하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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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오디오 신호를 원격 계산 장치로 전송하기 위한 수단;

상기 원격 계산 장치에서의 상기 오디오 신호를 해석하고,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응하는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응하는 상기 정보를 상기 계산 장치에 전송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응하는 상기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계산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54.

제15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응하는 상기 정보에 대응하는 컴퓨터 명령을 이용하여 상기 
계산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55.

제15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응하는 상기 정보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계산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56.

제153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를 해석하는 수단은 음성 인식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57.

전송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광고를 무선 휴대용 장치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무선 휴대용 장치로부터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광고의 디스플레이로 인해 전송된 정보와 관련된 디스카운트 가격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8.

제157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단계는 상기 전송 단계 전에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159.

제157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단계는 상기 전송 단계 동안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160.

제157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단계는 상기 전송 단계 이후에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161.

제157항에 있어서, 디스카운트된 가격을 수신하는 상기 단계는 전송된 정보와 관련된 전체 가격의 디스카운트를 수신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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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2.

제157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단계는 대화형 객체로서 객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사
용자에 의해 상기 객체와 상호작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사용자에 의한 대화형 거동에 응답하여 비디오를 디스플레
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3.

전송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광고를 무선 휴대용 장치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무선 휴대용 장치로부터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광고의 디스플레이로 인해 전송된 정보와 연관된 디스카운트 가격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64.

제163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정보의 전송에 앞서 동작하는 시스템.

청구항 165.

제163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정보를 전송하는 동안 동작하는 시스템.

청구항 166.

제163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수단은 정보의 전송 이후에 동작하는 시스템.

청구항 167.

제163항에 있어서, 디스카운트된 가격을 수신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전송된 정보와 관련된 전체 비용의 디스카운트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68.

제163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은 객체를 대화형 객체로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시스
템은 사용자에 의한 객체와 상호작용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며, 사용자에 의한 대화형 거동에 응답하여 비디오를 디스플
레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69.

비디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이벤트가 발생되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이벤트에 응답하여 영역의 비디오를 무선 전송에 의해 사용자에게 전송하여 영역의 비디오를 획득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방법.

청구항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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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단계는 사용자에 의한 위치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전송 단계는 상기 위치에 
대응하는 영역의 비디오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1.

제17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단계는 트래픽 비디오에 대응하는 전화 번호를 다이얼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2.

제169항에 있어서, 글로벌 위치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기 영역의 판정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3.

제169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에 의해 이용된 셀 사이트에 기초하여 상기 영역의 판정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4.

제169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단계는 소정의 루트에 트래픽 문제가 존재하는 지를 판정하고, 비디오를 획득하는 단계는 
상기 소정의 루트에 대응하는 비디오를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5.

제174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사용자가 소정의 속도 이상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비디오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6.

비디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영역의 비디오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과;

이벤트에 응답하여 영역의 비디오를 무선 전송에 의해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77.

제176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수단은 사용자가 위치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전송 수단은 상기 
위치에 대응하는 영역의 비디오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78.

제177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수단은 트래픽 비디오에 대응하는 전화 번호를 다이얼링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
템.

청구항 179.

제176항에 있어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 system)을 이용하여 상기 영역의 판정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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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0.

제176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에 의해 이용되는 셀 사이트에 기초하여 상기 영역의 판정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81.

제176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수단은 소정의 루트에 교통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판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비디오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은 상기 소정의 루트에 대응하는 비디오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82.

제18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수단은 상기 사용자가 소정의 속도를 초과하여 이동할 때만 상기 사용자에게 상기 비디오
를 송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83.

비디오 객체 모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분의 데이터 비용(overhead) 또는 처리비용의 필요 없이 임의의 다중 모양
의 비디오 객체를 지원 가능한 객체 지향형 멀티미디어 비디오 시스템.

청구항 184.

제183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객체들은 그들 고유의 부착된 제어 정보를 갖는 시스템.

청구항 185.

제183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객체들은 원격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스트리밍되는 시스템.

청구항 186.

제183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객체 형상은 상기 이미지들을 대표하여 고유하게 인코딩되는 시스템.

청구항 187.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를 부착하는 단계는 제어의 실행을 위한 조건들을 부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8.

제71항에 있어서, 사용자 플래그 또는 변수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부착 단계는 상기 스크립
트 언어로 된 정보, 상기 제어 정보, 및 상기 사용자 플래그로부터의 정보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189.

멀티미디어 내용물을, 내용물이 소망하는 시간 또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기로 되어 있고, 상기 사용자에게 
장치의 디스플레이 또는 다른 지시부를 통하여 전송의 완료를 알려주는 서버 개시 통신에 의해 무선 장치로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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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는 콘텐트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특정 콘텐트의 배급(delivery) 요청을 등록하고, 상기 
요청은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네트워크 개시 배급(network initiated delivery)을 자동적으로 스케줄링하는 데 이
용되는 방법.

청구항 191.

저장된 정보를 오프라인으로도 볼 수 있고 장치가 다음에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경우 특정 원격 서버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동으로 전송될 수 있는 사용자 입력 및 상호작용을 저장하는 상호작용식 시스템.

청구항 192.

제19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된 정보는 비선형적으로 내비게이트될 수 있는 객체 지향 멀티미디어 데이터인 상호작용
식 시스템.

청구항 193.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데이터 소스를 판독하는 단계는 마케팅, 판촉, 상품 정보, 엔터테인먼트 비디오의 형태
를 취하는 복수의 데이터 소스 중 적어도 하나를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4.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 단계는 플래그가 참(true)으로 정의되면 FIFO 버퍼 내로의 인덱스로서 표현되고 상기 
플래그가 거짓(false)이면 상기 컬러 값으로서 표현되는 리프 노드(leaf node) 값들을 갖도록 상기 쿼드트리(quadtr
ee)를 작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5.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 수단은 플래그가 참으로 정의되면 FIFO 버퍼 내로의 인덱스로서 표현되고 상기 플래그
가 거짓이면 상기 컬러 값으로서 표현되는 리프 노드 값들을 갖도록 상기 쿼드트리를 작성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96.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 단계는 상기 평균 더하기 수평 및 수직 경사도(mean plus horizontal and vertical gr
adients)로서 표현되는 리프 노드 값들을 갖도록 상기 쿼드트리를 작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7.

제196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 단계는 플래그가 참으로 정의되면 FIFO 버퍼 내로의 인덱스로서 표현되고 상기 플래
그가 거짓이면 상기 컬러 값으로서 표현되는 리프 노드 평균값들을 갖도록 상기 쿼드트리를 작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8.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 수단은 상기 평균 더하기 수평 및 수직 경사도로서 표현되는 리프 노드 값들을 갖도록 
상기 쿼드트리를 작성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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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 수단은 플래그가 참으로 정의되면 FIFO 버퍼 내로의 인덱스로서 표현되고 상기 플래
그가 거짓이면 상기 컬러 값으로서 표현되는 리프 노드 평균값들을 갖도록 상기 쿼드트리를 작성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
하는 시스템.

청구항 200.

    
제14항에 있어서, 동적 매체 합성(dynamic media composition)에 이용되는 휴대용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상의 영구 
객체 라이브러리(persistent object library) -상기 라이브러리는 상기 원격 서버로부터 관리 가능함- 와, 상기 원격 
서버로부터 전달된 라이브러리 관리 명령을 실행하도록 클라이언트가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상기 서버는 상기 
라이브러리를 조회하고 거기에 내장된 특정 객체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라이브러리의 콘텐츠를 삽입하거나, 갱
신하거나, 삭제함- 를 포함하고, 상기 동적 매체 합성 엔진은 필요할 경우 상기 라이브러리와 원격 서버 양쪽 모두로부
터 동시에 객체 데이터 스트림을 소싱(sourcing)할 수 있고, 상기 영구 객체 라이브러리는 만료 날짜, 액세스 허가, 고
유 식별자, 메타데이터 및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객체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시스템은 만기가 된 객체에 대한 자동 불
용 정보 수집(garbage collection), 액세스 제어, 라이브러리 검색, 및 각종 다른 라이브러리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시
스템.
    

청구항 201.

비디오 인코딩 방법에 있어서,

비디오 객체로서 객체 제어 데이터로 비디오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단계; 및

각각 비디오 데이터 및 객체 제어 데이터를 가진 복수의 상기 비디오 객체를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02.

제201항에 있어서, 씬(scene)을 나타내고 각각의 비디오 객체를 갖는 복수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포함하는 씬 패킷
(scene packet)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03.

제202항에 있어서, 각각의 데이터 스트림 및 사용자 제어 데이터를 갖는 복수의 상기 씬 패킷을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
터 파일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04.

제201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데이터는 비디오 프레임, 오디오 프레임, 텍스트 및/또는 그래픽을 나타내는 비디오 인
코딩 방법.

청구항 205.

제201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객체는 상기 인코딩된 비디오 데이터의 데이터 패킷들을 갖는 패킷 및 상기 비디오 객
체에 대한 상기 객체 제어 데이터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객체 제어 패킷을 포함하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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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데이터 파일, 상기 씬 패킷 및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각각의 디렉토리 데이터를 포함하
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07.

제201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제어 데이터는 사용자에 의해 씬 내의 상기 객체의 상호작용식 제어를 허용하도록 상기 
비디오 객체를 정의하는 파라미터들을 나타내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08.

제201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 단계는 상기 비디오 객체의 형상을 나타내는 형상 데이터를 갖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휘도 및 컬러 정보를 인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09.

제201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제어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객체에 대한 형상, 렌더링, 애니메이션 및 상호작용 파라미터
들을 정의하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10.

비디오 인코딩 방법에 있어서,

컬러의 감소된 표시 모양에 기초한 비디오 스트림에 컬러 데이터를 양자화하는 방법;

상기 양자화된 컬러 및 투명 영역을 표시하는 인코딩된 비디오 프레임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인코딩된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인코딩된 오디오 데이터 및 객체 제어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11.

제210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의 비디오 프레임에서의 컬러 변화를 나타내는 모션 벡터들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
하고, 상기 인코딩된 비디오 프레임 데이터는 상기 모션 벡터들을 나타내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12.

제211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된 비디오 데이터와 함께 송신하기 위한 인코딩된 텍스트 객체 및 벡터 그래픽 객체 및 음악 객체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단계; 및

개별화 가능한 압축 변환(customisable decompression transformations)을 구성하기 위한 인코딩된 데이터를 발생
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1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객체와의 사용자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에 대해 상기 씬 패킷들을 동적
으로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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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제어 데이터는 (i) 비디오 객체들을 렌더링하고, (ii) 상기 객체들의 상호작용식 행동(inte
ractive behaviour)을 정의하고, (iii) 상기 객체들로 및 그로부터의 하이퍼링크들을 생성하고, (iv) 상기 객체들에 대
한 애니메이션 경로를 정의하고, (v) 동적 매체 합성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vi) 사용자 변수들에 값을 할당하고, 및/또
는 (vii) 제어 작용의 실행을 위한 조건을 정의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을 나타내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15.

제210항 또는 제211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제어 데이터는 비디오 프레임의 객체들을 렌더링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을 
나타내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16.

제210항 또는 제211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들은 투명도(transparency), 스케일, 용량(volume), 위치 및 회전을 
나타내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17.

제210항 또는 제211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된 비디오, 오디오 및 제어 데이터는 각각의 디코딩을 위한 각각의 패킷
으로서 송신되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18.

비디오 인코딩 방법에 있어서,

(ⅰ) 비디오 데이터의 각각의 비디오 프레임에 대한 감소된 컬러 세트를 선택하는 단계;

(ⅱ) 프레임간 컬러를 조정하는 단계;

(ⅲ) 움직임 보상을 수행하는 단계;

(ⅳ) 지각 컬러차 측정(perceptual color difference measure)에 기초한 프레임의 갱신 영역을 결정하는 단계;

(ⅴ) 상기 프레임에 대한 비디오 데이터를 단계 (ⅰ)에서 (ⅳ)에 기초한 비디오 객체로 인코딩하는 단계; 및

(ⅵ) 각각의 비디오 객체 애니메이션에서 렌더링(rendering) 및 다이내믹 구성 제어를 포함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19.

선행 항들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에 따라 인코딩된 비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하기 위한 비디오 디코딩 방법.

청구항 220.

제219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를 파싱(parsing)하여 객체 제어 패킷들을 객체 관리 프로세스에 분배하고 인
코딩된 비디오 패킷들을 비디오 디코더에 분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디오 디코딩 방법.

청구항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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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항에 있어서, 상기 렌더링 파라미터들은 객체 투명도, 스케일, 용량, 위치 및 회전을 나타내는 비디오 인코딩 방
법.

청구항 222.

제214항에 있어서, 상기 애니메이션 경로는 상기 렌더링 파라미터들을 조정하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23.

제214항에 있어서, 상기 하이퍼링크들은 각각의 비디오 파일, 씬 패킷 및 객체들에 대한 링크들을 나타내는 비디오 인
코딩 방법.

청구항 224.

제214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작용식 행동 데이터는 상기 객체들의 재생(play), 및 사용자 데이터의 복귀(return)에 대
한 제어를 제공하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25.

제220항에 있어서, 수신 및 렌더링된 비디오 객체들에 대한 상기 객체 제어 패킷들에 기초하여 사용자에 대해 비디오 
객체 제어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26.

제219항의 비디오 디코딩 방법의 단계들을 실행하기 위한 구성 요소들을 갖는 비디오 디코더.

청구항 227.

제226항의 비디오 디코더를 갖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228.

제22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이동 전화 또는 PDA와 같이 휴대용 및 핸드헬드형(portable and handheld)인 컴퓨
터 장치.

청구항 229.

제1항의 비디오 인코딩 방법을 실행하고, 부가 컬러 양자화 정보를 부가하여 사용자에게 송신하여 상기 사용자가 실시
간 컬러 저감(colour reduction)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동적 컬러 공간 인코딩 방법(dynamic colo
ur space encoding method).

청구항 230.

제201항에 있어서, 목표 사용자의 부가 및/또는 상기 비디오 객체에 의한 지역 비디오 광고를 포함하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31.

제219항의 비디오 디코딩 방법을 실행하고, 상기 비디오 객체들을 포함하는 원격 서버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된 초박형
(ultra-thin) 클라이언트를 갖는 컴퓨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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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2.

제201항의 비디오 인코딩 방법을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다중이미지 회의(multivideo conferencing) 방법.

청구항 233.

제201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객체들에 포함될 사용자 선택을 위한 비디오 메뉴 및 양식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
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34.

제201항의 비디오 인코딩 방법을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동 전화에의 송신을 위한 전자 카드를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235.

제201항 내지 제218항 중 어느 한 항의 비디오 인코딩 방법의 단계들을 실행하기 위한 구성 요소들을 갖는 비디오 인
코더.

청구항 236.

제235항의 비디오 인코더를 포함하는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video on demand system).

청구항 237.

제235항의 비디오 인코더를 포함하는 비디오 보안 시스템.

청구항 238.

제226항의 비디오 디코더를 포함하는 상호작용식 이동 비디오 시스템.

청구항 239.

제219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객체들에 기초하여 생성된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도록 사용자로부터의 음성 명령
(voice commands)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디오 디코딩 방법.

청구항 240.

제219항의 비디오 디코딩 방법을 실행하고, 상기 비디오 객체들에 대한 제어를 포함하는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발생시
키고, 상기 제어의 적용에 응답하여 상기 디스플레이를 조정하기 위한 코드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억 매체 
상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241.

제240항에 있어서, IAVML 명령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242.

무선 스트리미 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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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휴대용 모니터 장치 및 제1 무선 통신 수단;

(ⅱ) 압축된 디지털 비디오 및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저장하고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비디오의 라이브러리로부터 보기 
위해 디지털 비디오를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서버; 및

(ⅲ) 서버로부터 휴대용 모니터 장치로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제2 무선 통신 수단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의 인터페이스 모듈 - 상기 휴대용 모니터 장치는 상기 전송 가능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전
송 가능한 데이터를 비디오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비디오 이미지로 변환하고, 사용자가 서버와 통신하도록 하여 비
디오를 상호작용식으로 검색하고 선택하게 함 -

을 포함하는 무선 스트리밍 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시스템.

청구항 243.

제242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무선 장치는 핸드헬드형 처리 장치인 무선 스트리밍 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시스템.

청구항 244.

비디오 및 애니메이션의 무선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 국부 서버로부터 나중의 전송을 위해 광대역 네트워크에 걸쳐 원격 서버로부터 압축된 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데이터
를 다운로드하고 저장하는 단계;

⒝ 사용자가 비디오 데이터를 검색하고 선택하게 하여 상기 국부 서버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의 라이브러리로부터 보
도록 하는 단계;

⒞ 상기 데이터를 휴대용 모니터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및

⒟ 휴대용 모니터 장치 상에 상기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상기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245.

상호작용식 비디오 팜플렛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ⅰ) 상기 팜플렛에 다양한 화면을 특정하고 각각의 화면에 발생하는 다양한 비디오 객체를 특정함으로써, (ⅱ) 각
각의 화면에 대한 개개의 구성 및 미리 설정된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화면 탐색 제어를 특정함으로써, (ⅲ) 미디어 객체
의 렌더링 변수를 특정함으로써, (ⅳ) 사용자 피드백을 모으기 위한 형태를 생성하기 위해 미디어 객체 상의 제어를 특
정함으로써, (ⅴ) 압축된 미디어 스트림 및 객체 제어 정보를 복합 데이터 스트림으로 통합함으로써 비디오 팜플렛을 
작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46.

제245항에 있어서,

(a) 상기 합성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고 상기 객체 제어 정보를 해석하여 각각의 씬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b)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여 팜플렛(brochure)을 통한 내비게이션, 애니메이션 등의 활성화, 등록(registering) 및 
사용자 선택 및 다른 사용자 입력과 같은 임의의 관련 객체 제어를 실행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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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게 될 때 비디오 팜플렛 네트워크 서버의 제공자에게 추후 업로드(uploading)하기 위해 상
기 사용자 선택 및 사용자 입력을 저장하는 단계; 및

(d) 원격 네트워크 서버에서, 상호작용식 비디오 팜플렛으로부터 사용자 선택의 업로드를 수신하고 상기 정보를 처리
하여 그것을 고객(customer)/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47.

이동 장치에 비디오 인사 카드를 생성하여 보내는 방법에 있어서,

⒜ 고객이 (ⅰ) 라이브러리로부터 애니메이션이나 주형(template) 비디오 화면을 선택함으로써, (ⅱ) 상기 주형을 상
기 화면에 배우(actor)로서 삽입되도록 하기 위해 라이브러리로부터 비디오 객체를 선택하거나 사용자에게 공급된 텍
스트나 오디오 객체를 추가함으로써 주문을 받아들임으로써 비디오 인사 카드를 생성하도록 허여하는 단계;

⒝ 고객으로부터 (ⅰ) 상세한 식별 정보, (ⅱ) 바람직한 배송 방법, (ⅲ) 상세한 지불 정보, (ⅳ) 의도된 수령인의 이동 
장치 번호를 획득하는 단계;

⒞ 대역폭이 사용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을 경우 피크 운송(peak transport)을 얻을 때까지 지명된 배송 방법에 따라 
인사 카드를 큐잉(queuing)하고, 인사 카드를 처리할 수 있고 또한 지명된 이동 장치에 발송할 수 있다면 수령인의 장
치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의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48.

제201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제어 데이터는 사용자가 상기 비디오 객체에 대응하는 임의 형상 비디오를 렌더링할 수 
있게 하는 형상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49.

제201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제어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객체에 대한 대응하는 제어를 호출해야 할 때(when to invo
ke)를 결정하는 조건 데이터를 포함하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50.

제201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제어 데이터는 또 다른 비디오 객체에 작용하기 위한 제어를 나타내는 비디오 인코딩 방
법.

청구항 251.

제201항에 있어서, 이벤트 또는 사용자 상호작용(events or user interactions)에 응답하여 설정된 플래그들에 기초
하여 상기 비디오 객체들의 동적 매체 합성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52.

제20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방송 및/또는 멀티캐스팅(broadcasting and/or multicasting)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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