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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제적인 비용으로 멀티미디어 통신 단말기의 소비 전력을 줄이고, 또한 단말기 간의 필요 전송 용량을 적게 한다.

송신, 수신 단말기(100,5) 사이의 멀티미디어 통신 데이터를 중계하는 서버를 통해 미디어 정보를 전송/수신하는 배신 
시스템에 있어서, 영상 정보를 배신 서버(101)에 부속하는 음성/영상 합성 서버(103)에 미리 저장해 놓고, 통신 시에
는 저장하고 있는 영상 정보를 기초로, 수신 단말기(5)의 미디어 재생 능력에 따른 출력 영상 정보로 변환하여 수신 단
말기(5)에 상기 출력 영상 정보 정보를 송신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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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통신 단말기, 멀티 미디어 통신, 음성/영상 합성 서버, 재생 능력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멀티미디어 배신 시스템의 제1 실시 형태를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도 2는 도 1의 음성 영상 재생 능력 정보(2102)를 취득하는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3은 도 1의 단말기 DB 서버(107)에 있어서의 음성 영상 재생 능력 정보 관리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배신 서버에 회신하는 단말기 능력 송신 포맷과 음성 영상 재생 능력 정보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도 1의 배신 서버(101)에서의 음성 영상 재생 능력 정보의 음성 능력의 처리 흐름도.

도 6은 도 5의 방식 선택에 우선순위를 붙인 선택법에 의한 처리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배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멀티미디어 단말기의 구성도.

도 8은 도 7의 멀티미디어 단말기(1000)의 송신 기능만을 추출한 송신 단말기(100)의 구성도.

도 9는 도 8의 전송로(2)로 전송되는 신호를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도 8의 합성 음성/합성 영상 선택부(110)에 있어서의 음성/영상 선택의 화면도.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배신 서버의 일 실시 형태의 구성도.

도 12는 본 발명에 있어서의 음성/영상 합성 서버의 일 실시 형태의 구성도.

도 13은 도 12에 있어서의 음성/영상 합성의 설명도.

도 14는 도 12에 있어서의 음성/영상 합성의 설명도.

도 15는 본 발명에 의한 멀티미디어 배신 시스템의 제2 실시 형태의 구성도.

도 16은 도 15의 수신 단말기(150)의 일 실시 형태의 구성도.

도 17은 본 발명에 의한 멀티미디어 배신 시스템의 제3 실시 형태의 구성도.

도 18은 도 17의 송신 데이터의 모식도.

도 19는 도 17의 송신 단말기(200)의 구성도.

도 20은 도 17의 배신 서버(201)의 구성도.

도 21은 도 17의 음성/화상 합성 서버(204)의 구성도.

도 22는 본 발명에 의한 멀티미디어 배신 시스템의 제4 실시 형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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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은 도 22의 수신 단말기(250)의 구성도.

도 24는 본 발명에 의한 멀티미디어 배신 시스템의 제6 실시 형태의 구성도.

도 25는 도 24의 배신 서버(2200)의 구성도.

도 26은 도 24의 영상 변환 서버(2202)의 구성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송신 단말기

3 : 배신 서버

5 : 수신 단말기 1

100 : 송신 단말기

103 : 음성/영상 합성 서버

107 : 단말기 데이터베이스 서버

110 : 합성 음성/영상 선택부

125 : 영상 변환부

128 : 화상 데이터베이스

132 : 음소편 데이터베이스

134 : 음성 변환부

152 : 화상 데이터베이스 서버

155 : 음소편 데이터베이스 서버

161 : 음소편 메모리

180 : 화상 메모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미디어 배신(配信) 시스템 및 멀티미디어 변환 서버,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상 및 음성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를 송수신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휴대 멀티미디어 단말기 및 휴대 멀티미디어 단말기 사이의 통신 데이터를 중
계하는 멀티미디어 서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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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신호(동화상) 및 음성 혹은 음악 신호는 국제표준규격 IS0/IEC 14496(MPEG-4) 등을 이용함으로써 수십 kbi
t/초(이하 bps라 한다) 정도로 압축하여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시간의 영상/음성 신호를 MPEG-4를 이용해 압축
하여 얻어진 부호 데이터를 하나 혹은 영상, 음성의 두개의 파일로서 전자 메일 데이터(텍스트 정보)와 함께(맞춰서) 
송신할 수 있다.

종래의 멀티미디어 단말기에 의한 영상/음성 파일의 송수신은 송신 단말기에서 영상/음성 압축하여 전송로를 통해 배신 
서버(예를 들면 메일 서버)에 전송한다. 배신 서버는 수신한 데이터의 수신처에 해당하는 수신 단말기에 메일을 전송한
다. 또는 배신 서버는 수신 단말기가 배신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감시하고 접속된 것을 확인한 때에, 수신 단말기에 메
일이 도달하고 있다는 취지, 혹은 메일 자체를 수신 단말기에 전송한다.

    
상기 송신 단말기는 송신하여야 할 문자 입력 정보(예를 들면, 압하(押下)키 정보;key-down event information), 영
상 신호, 음성 신호를 입력하며, 문자 입력 정보는 편집 장치에서 해독되어 문자 코드로 되고 메모리에 텍스트 정보로서 
저장된다. 상기 영상 신호는 영상 부호로 변환되고 메모리에 저장된다. 상기 음성 신호는 음성 부호로 변환되고 메모리
에 저장된다. 송신 단말기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배신 서버를 호출하고 전송로를 확립한다. 그 다음,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텍스트 정보(메일의 수신처, 본문 등), 영상 부호, 음성 부호가 판독되어 확립된 전송로를 통해 서버에 송신된다.
    

    
상기 전송로 상에서의 송신 정보는 수신처, 텍스트 정보, 음성 정보, 영상 정보가 일정한 포맷으로 전송된다. 송신 단말
기로부터의 데이터(이하, 메일 데이터)를 수신한 배신 서버는 입력된 정보를 버퍼에 저장한다. 이 때, 필요에 따라 부과
금 제어부에서 배신 서버가 수신한 정보량에 따른 요금을 송신자에 대해 부과하기 위해 기록한다. 그 후, 버퍼에 저장된 
메일 데이터로부터 그 수신처를 해독하여 수신처에 해당하는 수신 단말기를 호출한다. 배신 서버와 수신 단말기와의 전
송로가 확립된 시점에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메일 정보(텍스트 정보, 음성 정보, 영상 정보)를 판독하여 수신 단말기에 
메일 데이터를 송신한다.
    

상기 수신 단말기는 배신 서버로부터의 호출을 받으면, 배신 서버와의 사이에 전송로를 확립하여 배신 서버로부터 전송
된 메일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한다. 수신 단말기의 사용자는 수신한 메일 정보를 선택하고 텍스트 표시 처리를 하여 표
시장치 상에 표시하여 읽는다. 또한 필요에 따라 영상 부호, 음성 부호를 판독하여 영상 신호, 음성 신호를 재생한다.

    
또한 상술한 멀티미디어 배신 시스템에서는 영상 정보 부호를 생성하기 위해 화상 입력 카메라 및 영상 인코더를 설치
할 필요가 있어 고비용이 되는데다가,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송신 단말기를 구동하는 전지의 수명이 짧아져, 
보다 대용량의 전지를 탑재하게 되어 단말기의 사이즈가 커져 휴대성이 손상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송신 단말기와 
수신 단말기의 사이에 동일한 영상 정보 부호처리 알고리즘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통신 상대 선택의 범위가 좁혀져버리
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종래예로서, 특개평6-162167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신 
단말기에서 수신 문자 정보에 맞춰 음성/화상을 합성하고 그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를 송신 단말기에서 지정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다른 종래예에서는 송신 단말기 및 배신 서버에서의 정보 처리량 및 전송 용량은 경감되지만, 수신 단말기에서 합
성 처리를 행하기 때문에 많은 처리 능력이 필요해져 비용이 비싸게 되는데다가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송신 
단말기를 구동하는 전지의 수명이 짧아져서 보다 대용량의 전지를 탑재함으로써 단말기의 사이즈가 커져 휴대성이 손
상되는 점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또한 송신 단말기에서 수신 단말기의 합성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를 사전에 알 필요가 
있어 합성 알고리즘의 지속성 및 확장성에 손상을 입히는 점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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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송신 단말기와 수신 단말기 사이에서 동일한 미디어 정보 부호처리 알고리즘이 다른 경우
에도 배신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배신 시스템 및 그것에 이용하는 서버를 구현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제1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송신 단말기 및 수신 단말기의 데이터 처리량을 경감하여 소비 전
력과 사용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배신 서버를 구현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송신/수신 단말기 사이의 멀티미디어 통신 데이터를 중계하는 서버를 통해 미디
어 정보(텍스트, 영상 및 음성 정보)를 전송/수신하는 배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서버에 상기 수신 단말기의 미디어 
재생 능력을 취득하는 수단과, 상기 송신 단말기로부터의 미디어 정보를 상기 취득한 미디어 재생 능력에 대응하는 출
력 미디어 정보로 변환하는 수단을 설치하여 구성한다. 이하 상기 구성의 서버를 멀티미디어 변환 서버라고 부른다.

그 때문에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변환 서버는 제1 단말기(송신 단말기)로부터 송신된 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 수
단, 수신한 상기 미디어 정보의 수신처를 취득하는 수단, 그 수신처인 제2 단말기(수신 단말기)의 미디어 재생 능력을 
취득하는 수단, 상기 미디어 정보를 상기 수신 단말기의 미디어 재생 능력에 따른 출력 미디어 정보로 변환하는 변환 수
단, 상기 수신 단말기에 대하여 상기 출력 미디어 정보를 송신하는 출력 수단을 설치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변환 서버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로서, 상기 수신 수단이 수신하는 미디어 정보는 문자 정보이고, 
상기 미디어 재생 능력은 포맷 정보이며 상기 변환 수단은 상기 문자 정보를 음성 신호로 변환하는 수단, 생성한 음성에 
대응한 영상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생성한 음성 신호를 제2 단말기가 수신 재생할 수 있는 포맷의 하나로 압축 부호화
하는 수단, 생성한 영상 신호를 제2 단말기가 수신 재생할 수 있는 포맷의 하나로 압축 부호화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
기 출력 수단은 상기 문자 정보에 압축한 상기 음성 부호와 압축한 상기 영상 부호를 부가하여 수신 단말기로 보내 송신
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본 발명에서 송신 단말기는 수신 단말기의 화상 합성 알고리즘의 미디어 재생 능력 등을 모르더라도 통신이 가능해진다. 
또한 텍스트 정보를 기초로 음성/영상 정보를 합성하여 생성함으로써 송신 단말기 및 수신 단말기의 처리량을 절감하고 
휴대 단말기의 소형화, 단말기 전지의 장기 수명화를 구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술 및 다른 특징 및 효과는 이하의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라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 또 이후의 설명에 있어
서 음성의 각 음에 대응하는 정보를 음소편 정보, 음소편을 조합한 일련의 정보를 음성 정보, 동화상을 구성하는 각 화
면을 화상 혹은 프레임, 화상 혹은 프레임을 조합한 일련의 정보를 영상 정보라고 부른다.

<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멀티미디어 배신 시스템의 제1 실시 형태를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이다. 본 실시 형태는 멀티미
디어 단말기에 의한 영상/음성 파일의 송수신이 가능하며, 또한 송신 단말기는 수신 단말기의 처리 능력을 모르는 상태
에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시스템은 송신 단말기(100)로부터 송신된 미디어 정보를 수신 단말기(5)에 배신하는 서버를 구비한 미디어 배신 
시스템으로서, 상기 서버가 단말기 데이터베이스 서버(107)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 단말기(5)의 미디어 재생 능력을 
취득하는 수단과, 상기 미디어 정보를 상기 취득한 미디어 재생 능력에 따른 출력 미디어 정보로 변환하는 음성/영상 합
성 서버(103)로 구성된다.

송신 단말기(100)는 배신 서버(101)에 대하여 전송로(2)를 통해 수신 단말기의 식별 정보(단말기 ID)(2101), 텍스
트 정보와 사전에 정해진 영상 및 음성 중의 각각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 신호만을 송신한다. 배신 서버(101)는 단말기 
데이터베이스 서버(107)에 대해 수신 단말기(5)의 식별 정보(2101)를 통지함으로써 송신처인 수신 단말기(5)의 처
리 능력을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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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데이터베이스 서버(107)는 수신 단말기(5)의 시청 가능한 음성 부호 포맷, 영상 부호 포맷, 화면 사이즈 등의 
음성 영상 재생 능력 정보(2102)를 배신 서버(101)에 통지하고, 배신 서버(101)는 음성 영상 재생 능력 정보(2102)
를 기초로 음성 및 영상 부호화 방식을 결정한다. 배신 서버(101)는 수신한 텍스트 정보(102)와, 영상 선택 신호(10
6), 음성 선택 신호(105), 음성 영상 부호화 방식(108)을 음성/영상 합성 서버(103)에 송신한다.

    
음성/영상 합성 서버(103)에서는 텍스트 정보(102)를 기초로 하여, 텍스트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한 음성 신호, 영상 
신호를 합성 및 부호화하여 얻어진 음성/영상 부호(104)를 배신 서버(101)에 돌려준다. 배신 서버(101)에서는 송신 
단말기(100)로부터 송신된 텍스트 정보와 음성/영상 합성 서버로부터 얻은 음성/영상 부호(104)를 전송로(4)를 통해 
수신 단말기(5)에 전송한다. 수신 단말기(5)는 수신한 신호를 해독하여 텍스트 정보, 영상 신호, 음성 신호를 각각 표
시, 재생한다.
    

    
도 2는 도 1의 음성 영상 재생 능력 정보(2102)를 취득하는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배신 서버(101)는 단말기 
DB 서버(107)에 대해 단말기 능력 조회 요구 신호와 단말기 능력 취득 요구를 송부한다. 단말기의 식별 정보(단말기 
ID)는 메일 어드레스, 전화 번호, 기기 번호, 기기형 번호 등이다. 배신 서버(101)는 단말기 능력 조회 요구 신호(210
1)가 접수되었다는 취지를 나타내는 양해 응답을 수신한 후 단말기 ID를 송신하고, 단말기 DB 서버(107)는 해당하는 
음성 영상 재생 능력 정보(2102)를 반송한다. 배신 서버(101)는 음성 영상 재생 능력 정보(2102)를 수신한 후, 종료 
요구를 통지하고 음성 영상 재생 능력 정보의 수신 처리를 종료한다.
    

도 3은 단말기 DB 서버(107)에 있어서의 음성 영상 재생 능력 정보 관리의 일례를 나타낸다. 단말기 DB 서버(107)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은 단말기 ID와 그 ID에 대응하는 음성 영상 재생 능력 정보를 세트로 하여 그 테이블을 갖는다. 
배신 서버(101)로부터 음성 영상 재생 능력 정보 취득의 요구가 오면, 이것에 부수하여 통지되는 단말기 ID를 이용하
여 도 3의 테이블을 검색하고, 얻어진 음성 영상 재생 능력 정보(2102)를 반송한다.

    
도 4는 배신 서버(101)로 회신하는 단말기 능력 송신 포맷과 음성 영상 재생 능력 정보(단말기 능력)를 나타낸다. 단
말기 능력 송신 포맷(5050)은 식별 필드, 단말기 ID 필드, 단말기 능력 필드, 검증 필드의 4 부분으로 구성된다. 식별 
필드는 이것에 잇따르는 데이터로서 단말기 능력이 송신되는 것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단말기 ID 필드는 배신 서버(1
01)로부터 요구된 단말기 ID를 반송한다. 배신 서버(101)에서 단말기 ID 필드의 정보와 요구한 단말기 ID를 비교함으
로써 수신한 데이터의 정당성을 확인한다. 단말기 능력 필드는 도 4에서 끌어낸 앞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음성, 영상 
각각에 관하여 단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이터(음성 영상 재생 능력 정보(5051))이다. 검증 필드는 식별 필드, 단말
기 ID 필드, 단말기 능력 필드의 데이터(비트, 바이트) 등에 전송 에러가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이며, 예를 들면 
패리티 또는 CRC 부호 등이 해당한다. 또한 나아가 오류 정정 부호(예를 들면 리드 솔로몬 부호, BCH 부호 등)를 이용
하여 경미한 전송 에러인 경우 수신 측에서 수정하는 기구를 설치하여도 좋다.
    

    
도 4의 하부에 음성 영상 재생 능력 정보(5051)를 자세히 나타내고 있다. 음성 능력 정보, 영상 능력 정보와 함께 방식 
플래그와 능력 값의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방식 플래그는 후보로되는 복수의 방식, 옵션 등에 각각 플래그를 설
치하여 각각의 방식을 서포트(support)하고 있으면 TURE(참), 서포트하고 있지 않으면 FALSE(거짓)를 세트한다. 
도 4에서는 음성 부호화 방식으로서 A, B, C의 3 방식의 후보, 영상 부호화로서는 P, Q, R, S의 4 후보가 있으며, 도면
의 예에서는 음성은 방식 A만, 영상은 방식 Q 이외의 것을 서포트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1= TURE). 능력 값은 방
식 플래그에 나타나는 방식에 부수한 수치적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예를 들면 비트 레이트(도면의 " B-rate" ," B-
rate2" ), 음성 처리에 있어서의 음성 샘플링 레이트(도면의" S-rate" ), 영상 처리에 있어서의 최대 화상 사이즈(도
면의 " size" ), 프레임 레이트(도면의" F-rate" )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능력 값은 비트 레이트, 프레임 레이트 등과 
같이 수치로 나타내는 것, 샘플링 레이트와 같이 사전에 설정된 수치에 대하여 진위를 나타내는 값을 적는 것, 화상 사
이즈와 같이 복수의 스칼라 값의 조합에 의해 나타내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이들을 부호화하는 방법, 사전에 정해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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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값의 범위」안에서 선택하는 방법 등도 있다. 또한 방식 플래그, 능력 값과 함께「확장 플래그」를 설치하여 이 
플래그가 참일 때에는 새로운 필드가 추가되는 구조로 하는 것에 의해 장래의 방식 개수의 증가 등에도 호환성을 유지
하면서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음성, 영상의 능력 이외에도 텍스트나 그래픽스, 통신 방식, 고음질 오디오 등의 능력도 동
일한 기술 방법으로 기술할 수 있다.
    

    
도 5는 배신 서버(101)에 있어서, 음성 영상 재생 능력 정보(5051)의 처리 흐름도이다. 배신 서버(101)는 수신한 음
성 영상 재생 능력 정보(5051)를 해독하면서 우선, 판정부(5101)에서 방식 A가 서포트되어 있는지 여부, 즉 플래그가 
1인지 여부를 판정하여 방식 A가 서포트되고 있으면 관련된 능력 값, 즉 샘플링 레이트(5102), 비트 레이트(5103)를 
데이터로부터 취득, 설정하여 정상 종료한다. 방식 A가 서포트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방식 B, 방식 B가 서포트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방식 C를 조사한다. 어느 하나의 방식이 서포트되고 있으면 관련된 능력 값을 취득하고 정상 종료
한다.
    

    
도면에서는, 방식 B에서 샘플링 레이트, 비트 레이트는 고정이기 때문에 능력 값 취득불요이고, 방식 C는 비트 레이트
만 가변이기 때문에 능력 값을 취득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방식 A는 샘플링 레이트, 비트 레이트는 어느 것이나 선택 
가능을 가정). 방식 A, B, C 중 어느 것도 서포트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러로 하여, 해당 방식이 없다는 취지를 송신 단
말기(100)로 통지한다. 또 이상의 설명에서는 방식의 판정은 A-> B-> C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붙여 판단하고 
있지만, 이것을 가변으로 하거나 혹은 하드웨어의 가동 상황에 따라 가변으로 하여도 좋다.
    

    
도 6은 상기 방식 선택에 우선순위를 붙인 선택법에 의한 처리 흐름도이다. 본 도면에 있어서 우선, 배열 : 우선순위 테
이블[i]에 희망하는 선택 방식의 순서 i로 0에서부터 선택 방식을 식별하는 정보(예를 들면 방식 번호 등)를 기술해 둔
다. 이 때 전 선택 방식 개수를「후보수」로 한다. 우선, 변수 i를 이용하여 우선순위 테이블에 기재된 선택 방식 순으로
「선택 방식 후보」를 선택한다. 또한「선택 방식 후보」의 방식에 대응하는 「방식 플래그」를 수신한 배열 : 수신 방
식 플래그[ ]로부터 선택한다. 이「방식 플래그」가 1(참)인지 아닌지를 조사하여 참이면 이 때의「선택 방식 후보」
를「선택 방식」으로 채용하고 이하 선택 방식에 따른 능력 값을 설정하여 정상 종료한다. 한편 「방식 플래그」가 0(
거짓)인 때에는 변수 i를 증가시켜서 「후보수」와 비교하고, 아직 후보가 남아 있으면 다시 「선택 방식 후보」를 선
택하는 단계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다음의 우선순위의 방식의 검사를 행한다. 변수 i와「후보수」의 비교에 있어서, i가
「후보수」와 동일한 경우, 즉 0에서 「후보수-1」까지의「후보수」개의 후보를 검사하는 것이 끝나버린 경우에는 해
당 후보 없음으로 하여 에러 종료로 한다.
    

도 6의 방법에서는 검사 개시 전에 우선순위 테이블을 설정하면 좋기 때문에 수시로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우선순위 테이블에 있는 방식을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단말기가 그 방식을 서포트하고(수신 방식 플래그[ ]의 대응 플
래그가 참)있어도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배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송신 단말기(100) 및 수신 단말기(5)에 상당하는 멀티미디어 단말기(100
0)의 구성도이다.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송신 기능만을 추출한 단말기(100)와 수신 기능만을 추출한 단말기(5)
로 나눠 이하 설명한다.

    
도 8은 송신 단말기(100)의 구성도이고, 도 7의 멀티미디어 단말기(1000)의 송신 기능만을 추출한 것이다. 송신 단말
기(100)에서는 입력 장치(11)로부터 입력된 문자 입력 정보(12)는 편집 장치(13)로 해독되어 문자 코드(14)로 되고, 
텍스트 정보(수신처 정보, 텍스트 정보)로서 메모리(15)에 저장된다. 종합하면, 수신 측에 보내는 합성 영상 신호, 합
성 음성 신호의 종류를 선택하는 선택부(110)에 의해 음성 선택 신호(111), 영상 선택 신호(112)가 선택되어 메모리
(15)에 저장된다. 송신 시에는 통신 인터페이스(IF)(17)를 통해 배신 서버(101)와의 전송로(2)를 확립한 후, 도 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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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한 바와 같은 수신처 정보(50), 음성/영상 선택 정보(115), 텍스트 정보(51)를 배신 서버(101)로 송신한다.
    

    
도 10은 합성 음성/합성 영상 선택부(110)에 있어서의 음성/영상 선택을 위한 화면 예이다. 선택을 위한 정보는 멀티
미디어 단말기(1000)의 표시장치(66) 상에 표시되고, 표시되는 데이터는 음성 영상 합성 서버(103)에 의해 배신 서
버(101)를 경유하여 수신하고 있고, 메모리(15) 상에 저장되어 있다. 도 10은 3개의 얼굴 화상(1002, 1003, 1004)
으로부터 하나의 얼굴 화상을, 또한 3종의 음성(1008, 1009, 1010)에서 하나의 음성을 선택하는 화면이고, 얼굴 화상
은 각각 버튼(1005, 1006, 1007)으로, 음성은 각각 버튼(1011, 1012, 1013)으로 선택한다. 도면에서는 화상1(좌단) 
및 음성2(중앙)를 선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도 9의 선택 신호(115)로서 화상=1, 음성= 2를 나타내는 신
호가 전송된다.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멀티미디어 변환 서버를 구성하는 배신 서버의 일실시 형태의 구성도이다. 본 배신 서버(101)
가 종래 알려져 있는 배신 서버와 다른 점은 음성/영상 합성 서버(103)와 통신하기 위한 신호선(102, 105, 106, 104) 
및 단말기 데이터베이스 서버(107)와 통신하기 위한 신호선(108, 2101, 2102)이 부가되어 있는 점이다.

    
배신 서버(101)의 동작은 4개의 페이즈로 구성된다. 제1 페이즈는 송신 단말기(101)로부터의 데이터(이하 메일 데이
터)의 수신이며, 전송로(2)로부터 통신 IF(41)을 통해 입력된 정보(42)를 버퍼(45)에 저장한다. 이때, 필요에 따라 
부과금 제어부(43)에서 배신 서버가 수신한 정보량 및 음성/화상 합성 기능의 사용/불사용, 음성/화상을 합성하는 선택 
번호에 따른 요금을 송신자에게 대하여 부과하기 위해 기록한다. 예를 들면, 음성/화상 합성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요금(A)보다도 고액의 요금(B)이 정해지고, 차액(B-A)은 음성/화상 합성의 서버의 운영에 소
비된다. 또한, 어떤 특정한 화상을 선택한 경우에는 더욱 고액의 요금(C)이 부과되고, 차액(C-B)은 사용한 화상의 권
리소유자에게 전달된다.
    

제2 및 제3 페이즈는 음성/화상 합성의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음성/화상 합성의 기능을 사용하는지 여부
는, 도 9에 있어서의 선택 정보(115)가 존재하는지 여부, 혹은 선택 정보(115)의 내용이 유효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지, 또는「선택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정된다. 또한 항상 페이즈 2, 3이 존재하도록 단말기와 
서버의 사이에서 약정을 하여도 좋다. 또한 별도의 신호로 통지해도 좋다.

제2 페이즈에서 배신 서버(101)의 컨트롤부(2103)는 수신한 메일 데이터로부터 수신처 정보(2100)를 추출하여 단말
기 데이터베이스 서버(107)에 대하여 수신 단말기의 식별 정보(2101)를 송신하고, 수신 단말기(5)의 음성 영상 재생 
능력 정보(2102)를 얻는다. 컨트롤부(2103)는 수신 단말기(5)의 재생 능력에 따른 음성 부호화 방식 및 영상 부호화 
방식을 결정하여 음성 영상 부호화 방식(108)으로서 음성/영상 합성 서버(103)로 통지한다.

제3 페이즈에서 배신 서버(101)는 수신한 메일 데이터의 복사본을 음성/영상 합성 서버(103)에 신호선(102)을 통해 
송신한다. 음성/영상 서버(103)로 음성/영상을 합성한 결과의 부호는 신호선(104)을 통해 수신되어 버퍼(45)에 저장
된다.

    
제4 페이즈는 제3 페이즈(제3 페이즈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 페이즈)가 종료한 후의 임의의 시각에 개시된다. 
제4 페이즈에서 통신 제어부(47)는 버퍼에 저장된 메일 데이터(46)를 판독하여 그 수신처를 해독한다. 그리고 통신 
IF(49)에 지시하여 수신처에 해당하는 단말기, 즉 수신 단말기(5)를 호출한다. 수신 단말기(5)와의 전송로(5)가 확립
된 시점에 버퍼(45)에 저장되어 있는 메일 정보의 텍스트 정보 및 혹시 존재한다면 음성/영상 합성 부호를 판독하여 통
신 IF(49)와 전송로(4)를 통해 수신 단말기(5)에 메일 데이터를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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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도 6의 음성/영상 합성 서버(103)의 일실시 형태의 구성도이다. 도 12의 동작을 설명하기 전에 도 13 및 도 
14를 이용하여 음성/영상 합성의 원리를 설명한다. 도 13에 있어서「오네가이시마스.」라는 텍스트를 음성 및 영상으
로 변환하는 경우, 우선 텍스트를 해석하여 소리 정보「O NE GA I SHI MA SU」로 변환한다. 이 때, 각 음(音)의 계
속시간, 악센트의 위치 등을 결정한다. 변환한 각 음소편(예를 들면,「O」나「NE」)에 대응하는 음성 파형 데이터를 
순차 열거해가는 것에 의해 입력한 텍스트에 대응하는 음성을 합성한다.
    

한편, 화상 합성에서는 각 음소편의 종류에 대응하는 화상을 준비해 두고, 각 음소편의 계속시간만큼 대응하는 화상을 
표시한다. 화상의 종류로서는 예를 들면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7개의 프레임을 준비하여 음에 대응하는 화상을 표
시한다.

프레임(0)(도 14의 좌단) : 무성 구간 및, ん, ま 행, ば 행, ぱ 행의 전반

프레임(1) :　あ 단(あかさたなはまやらわがざだばぱ)의 음

프레임(2）: い 단의 음

프레임(3) : う 단의 음

프레임(4) : え 단의 음

프레임(5) :　お 단의 음

프레임(6)： 눈깜빡이용

상기음 정보「0 NE GA I SHI MA SU」의 경우 도 13에도 도시한 바와 같이 프레임 번호가 5-> 4-> 1-> 2-> 
2-> 0-> 1-> 3이 되도록 화상을 표시한다. 음성 개시 전, 종료 후, 및 도중의 무음 구간은 프레임(0)을 표시해 놓
고, 적절하게(예를 들면 2초 사이에 0.1초 정도의 비율로써) 프레임(6)을 삽입함으로써,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보여 
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도 12로 돌아가서 음성/영상 합성 서버(103)의 동작을 설명한다. 우선 음소편 데이터베이스(132)에는 각 음에 대응하
는 음소편의 파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선택하는 소리의 종류(105)와 음 데이터(133), 필요한 경우 발생음의 전후
의 음열, 악센트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일의적으로 파형 정보(134)를 추출한다. 또한 화상 데이터베이스(128)에는, 도 
14에 나타냈던 것 같은 복수의 프레임이 저장되어 있고, 선택하는 화상의 종류(106)와 음 정보로부터 얻어지는 선택 
프레임 번호(126)가 주어지면 일의적으로 프레임(127)이 얻어진다.
    

    
합성 시에는 텍스트 정보(102)가 음성 변환부(120)에 입력된다. 음성 변환부(120)에서는 텍스트 정보(102)가 음으
로 변환되어, 음 데이터와 각 음의 계속시간을 결정한다. 변환된 음 데이터(133)가 음성 데이터베이스(132)에 입력된
다. 음성 데이터베이스(132)에서는 배신 서버(101)로부터 지정되는 음성 선택 신호(105)와, 음 데이터(133)에 의해 
음성 파형 데이터(134)를 음성 변환부(120)에 출력한다. 음성 변환부(120)에서는 입력된 음성 파형 데이터를 상기 
계속시간만큼 음성 출력 파형 신호(121)에 출력한다. 출력된 파형 신호(121)를 그대로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을 행
하면 실제의 음(음성)이 되지만, 음성/영상 합성 서버(103)에 있어서는 디지털 신호대로 음성인코더(122)에 입력하여 
음성 영상 부호화 방식(108)이 나타내는 부호화 방식으로 압축하여 음성 부호 데이터(123)를 얻는다.
    

    
한편, 음성 변환부(120)는 음 데이터와 그 음의 계속시간 정보를 프레임 선택부(125)에 입력한다. 프레임 선택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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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서는 음 정보로부터 표시하는 프레임 번호(126)를 결정하여 화상 데이터베이스(128)에 입력한다. 화상 데이터베
이스(128)에서는 배신 서버(101)로부터 지정되는 화상 선택 신호(106)와, 프레임 번호(126)에 의해 표시 프레임 데
이터(127)를 출력한다. 프레임 선택부(125)는 화상 데이터베이스(128)에 의해 입력된 표시 프레임 데이터(127)를 
유지하고, 해당하는 음성 신호(121)와 동기화하도록, 지정된 계속시간 동안 프레임 데이터(129)를 출력한다. 프레임 
데이터(129)는 표시 포맷을 변환하여 텔레비전 등으로 보면 입이 움직이는 동화상으로서 보이지만, 음성/영상 합성 서
버(103)에 있어서는 디지털 신호대로 영상 인코더(130)에 입력하여 음성 영상 부호화 방식(108)이 나타내는 영상 부
호화 방식으로 압축하여 영상 부호 데이터(131)를 얻는다. 음성 부호 데이터(123)와 영상 부호 데이터(131)는 각각
이 동기하도록 다중부(135)로 하나의 신호에 다중화되어, 음성/영상 부호 데이터(104)로서 배신 서버(101)에 복귀된
다.
    

도 15는 본 발명에 의한 멀티미디어 배신 시스템의 제2 실시 형태의 구성도이다.

제1 실시 형태와 다른 점은 음성/영상 합성 처리를 수신 단말기에서 행하는 점, 즉 수신자가 합성하는 음성/영상을 선택
하는 점이다. 송신 단말기(157)는 도 8의 송신 단말기(100)와 거의 동일한 구성이지만, 합성 음성/합성 영상 선택부가 
없다. 즉, 텍스트 정보만을 송신하는 단말기이다. 송신된 텍스트 정보는 배신 서버(3)를 경유하여 수신 단말기(150)에 
도착한다.

    
수신 단말기(150)는 수신한 텍스트 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화상 데이터베이스 서버(152) 및 음소편 데이터베이스 서버
(155)에 접속하여, 각각에 대해 희망하는 화상 선택 신호(151), 음성 선택 신호(154)를 송신하여 해당하는 프레임 데
이터 세트(153) 및 음소편 파형 세트(156)를 얻는다. 프레임 데이터 세트는 예를 들면 도 14의 7개의 얼굴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레임 데이터의 집합이고, 이 프레임 데이터 세트 내의 화상을 음 정보에 맞춰 선택하여 출력하면 음성에 
동기한 영상을 합성할 수 있다. 음소편 파형 세트는 텍스트와 합쳐서 음성을 합성할 때의 각 음의 파형 데이터의 집합이
다. 수신 단말기(150)에서는 수신한 텍스트 정보(4)와 프레임 데이터 세트(153), 음소편 데이터 세트(156)를 이용하
여 음성/영상 합성을 하여 출력한다.
    

    
도 16은 도 15의 수신 단말기(150)의 일실시 형태의 구성도이다. 수신한 텍스트 정보(4)는 통신 IF(60)을 통해 메모
리(166)에 저장된다. 메일을 열람하기 전에 통신 IF(60)를 통해 프레임 데이터 세트(153) 및 음소편 파형 세트(156)
를 수신하여 각각 화상 메모리(180)와 음소편 메모리(161)에 저장한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텍스트 정보(4), 프레
임 데이터 세트(153), 음소편 데이터 세트(156)를 이용하여 음성/영상 합성을 행하지만 이 때의 처리는 도 12의 처리
와 거의 동일하다.
    

    
즉, 음성 변환부(120), 영상 변환부(125)가 필요한 데이터를 결정하여 데이터를 액세스한다. 데이터를 액세스 할 부분
은 도 12의 경우 음소편 데이터베이스(132) 혹은 화상 데이터베이스(128)이지만, 도 16에 있어서는 도 12의 음소편 
데이터베이스(132) 중에서 음성 선택 신호(105)에 의해 지정된 음소편 데이터 세트만이 음소편 메모리(161)에 저장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도 12의 화상 데이터베이스(128) 중에서 화상 선택 신호(106)에 의해 지정된 프레임 데이터 
세트만이 화상 메모리(180)에 저장되어 있다. 화상의 경우의 예를 이하에 든다.
    

화상 : 데이터베이스(128)

선택 신호 : 프레임 데이터

1 CHILD0 CHILD1 CHILD2 CHILD3 CHILD4 CHILD5 CHIL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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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N0 MAN1 MAN2 MAN3 MAN4 MAN5 MAN6

3 WOMAN0 WOMAN1 WOMAN2 WOMAN3 WOMAN4 WOMAN5 WOMAN6

화상 메모리(180)

CHILD0 CHILD1 CHILD2 CHILD3 CHILD4 CHILD5 CHILD6

화상 데이터베이스(128)에는 3 종류의 프레임 데이터 세트가 저장되어 있고, 화상 선택 신호(1O6)에 의해 선택된다. 
예를 들면 선택 신호= 1인 때에, CHILD0으로부터 CHILD6까지의 7 프레임으로 이루어지는 프레임 데이터 세트가 합
성에 사용된다.

한편, 화상 메모리(180)에서 이미 CHILD0로부터 CHILD6까지의 7 프레임으로 이루어지는 프레임 데이터 세트가 화
상 데이터베이스(152)로부터 다운로드 되어있다. 다운로드 시에는 예를 들면, 화상 데이터베이스 베이스(152)의 내용
이 화상 데이터베이스(129)와 동일한 것으로 하면, 선택 신호(151)로서 1을 지정한다.

이와 같이, 도 12와 같이 합성된 음성(121)은 스피커(78)로부터, 영상(129)은 표시장치(66)에 출력된다. 또한 사용
자의 선택에 의해 수신하여 메모리(166)에 저장되어 있는 텍스트 정보 자체를 텍스트 표시 처리부(64)에서 문자 코드 
데이터로부터 문자 비트맵에의 변환 등을 행한 후에 표시장치(66)에 출력할 수도 있다.

텍스트 정보의 표시는 텍스트 정보 단독으로도 영상 정보 상에 문자 비트맵을 오버레이해도 상관없고, 화면의 영역을 
분할하여 일부에 영상 정보, 다른 부분에 텍스트 정보를 표시해도 상관없다. 또한 텍스트 정보의 표시/비 표시 혹은 상
기한 표시 형태는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

    
상기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배신 시스템의 제2 실시 형태에서는 음성/영상 합성 서버가 불필요하게 되어 배신 서버(3)
도 텍스트 및 첨부 데이터를 배신하는 정도의 기능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구성이 용이하게 된다. 또한, 배신 서버로부터 
수신 단말기로의 트래픽(traffic)도 일반적으로는 제1 실시예에 비해 적어져서 낮은 통신 요금으로 통신이 가능하게 된
다. 한편, 수신 단말기(150)측은 음성/화상 합성 기능이 단말기 내에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장치 규모는 커지지만 이
하의 이점이 있다.
    

    
즉, 수신자가 자유로운 화상/음성을 선택 혹은 화상/음성에 의한 출력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복수의 음소편 데이터 세트 및 프레임 데이터 세트를 수신자가 다운로드해 놓고, 송신자 후보 리스트와 다운로드한 음
성/화상의 대응을 사전에 지정해 두는 것에 의해 특정한 송신자로부터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정한 음성/화상이 출력되
도록 한다. 또한 음소편 데이터 세트 및 프레임 데이터 세트의 데이터 포맷을 이용하면, 이용자 개인이 음소편 데이터 
세트 및 프레임 데이터 세트를 작성하고, 작성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음성/영상 합성을 행할 수 있다.
    

도 17은 본 발명에 의한 멀티미디어 배신 시스템의 제3 실시 형태의 구성도이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제1 실시 형태와 
동일한 기능의 서비스, 즉, 송신자가 합성하는 음성/화상의 종류를 선택하는 서비스를 구현한다.

    
도 17에 있어서 송신 단말기(200)는 텍스트 정보를 송신하기 전에 화상 데이터베이스(152) 및 음소편 데이터베이스
(155)에 접속하여 화상 선택 신호(151) 및 음성 선택 신호(154)를 각각 송신함으로써 프레임 데이터 세트(153) 및 
음소편 데이터 세트(156)를 다운로드해 둔다. 텍스트 정보 송신 시에는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먼저 다운로드한 
화상 정보(311)(프레임 데이터 세트)와 음소편 정보(312)(음소편 데이터 세트)를 텍스트 정보(51)에 부가하고, 또한 
이들 화상 정보(311), 음소편 정보(312)가 부가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식별 부호(310)를 부가한 정보를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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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 서버(201), 음성/영상 합성 서버(204)에서는 송신 단말기(200)로부터 송신된 텍스트 정보, 프레임 데이터 세트, 
음소편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고, 음성/영상 합성을 행한 후, 텍스트 정보와, 음성/영상 정보를 수신 단말기(5)로 송신한
다. 수신 단말기(5)는 도 1의 수신 단말기와 동일하다.

도 19는 도 17의 송신 단말기(200)의 일 구성예의 도면이다. 송신 단말기(200)는 도 8의 송신 단말기(100)의 합성 
음성/합성 영상 선택부(110)를 대신해서 음소편 메모리(202), 화상 메모리(204)가 놓여 있다.

    
사용자는 문자 입력 장치(11), 편집부(13)를 이용하여 생성한 텍스트 정보(14)를 메모리(15)에 저장한다. 텍스트 정
보(14)를 송신하기 전에 통신 IF(201)를 이용하여 음소편 데이터 세트(156) 및 프레임 데이터 세트(153)를 다운로
드하고, 각각 음소편 메모리(202) 및 화상 메모리(204)에 저장한다. 이들 다운로드된 정보는, 도 16의 음소편 메모리
(161) 혹은 화상 메모리(180)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텍스트 정보(16)의 송신 시에는 텍스트 정보(16)와 
음소편 데이터 세트(203) 및 프레임 데이터 세트(205)를 통신 IF(201)를 통해 전송로(2)에 출력한다.
    

도 20은 배신 서버(201)의 구성도이다. 배신 서버(201)의 구성 및 동작은 도 11의 배신 서버(101)와 거의 동일한 구
성 및 동작이지만, 다른 점은 음성/영상 합성 서버(204)에 출력하는 데이터가 배신 서버(101)의 경우에는 음성 선택 
정보(105)와 화상 선택 정보(106)가 전송되는 데 비하여, 배신 서버(201)에서는 음소편 데이터 세트(202), 프레임 
데이터 세트(203)가 전송되는 점이다.

    
도 21은 음성/영상 합성 서버(204)의 구성도이다. 음성/영상 합성 서버(204)의 구성 및 동작은 도 12의 음성/영상 합
성 서버(103)와 거의 동일하다. 다른 점은 음성/영상 합성 서버(103)에서는 음성 선택 신호(105)와 화상 선택 신호(
106)가 입력되어 각각 음소편 데이터베이스(132), 화상 데이터베이스(128)로부터 합성에 사용할 음소편 데이터 세트, 
프레임 데이터 세트가 선택되는 데 비하여, 음성/영상 합성 서버(204)의 경우에는 음소편 데이터 세트(202)와 프레임 
데이터 세트(210)가 입력되어 각각 음소편 메모리(132), 화상 메모리(220)에 저장되어 합성에 사용되는 점이다.
    

    
제3 실시 형태의 이점은 송신자가 음성/화상 데이터를 선택하는 자유도가 높아지는 점이다. 즉, 음소편/화상 데이터베
이스가 음성/영상 합성 서버에 포함되는 것 같은 형태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음성, 화상의 종류/요금 등이 음성/영상 
합성 서버의 운영자에 의해서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만, 제3 실시형태에서는 배신 서버의 운영자, 음성/영상 합성 서버
의 운영자 이외의 복수의 사람이 음소편/화상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장 경쟁 원리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음소편/화상의 종류가 증가하거나, 낮은 요금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자에 대한 특혜가 많
아진다.
    

또한 한번 다운로드한 음소편/프레임 데이터 세트를 송신 단말기에서 기억해 두는 것에 의해 항상 동일한 음성, 화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동일 데이터 포맷을 사용함으로써 예를 들면, 이용자 개인의 음성, 화상을 이용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된다.

도 22는 본 발명에 의한 멀티미디어 배신 시스템의 제4 실시 형태의 구성도이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제1, 제3 실시 형
태와 동일한 기능의 서비스, 즉, 송신자가 합성하는 음성, 화상의 종류를 선택하는 서비스를 구현한다.

    
송신 단말기(200)는 제3 실시 형태의 단말기와 동일한 것이며, 송신한 데이터도 도 18과 동일하다. 배신 서버(240)는 
수신한 데이터를 지정한 수신처에 전송하는 기능만을 갖는다. 소위 통상의 메일 서버이다. 여기서 제4 실시 형태가 다
른 실시예와 다른 점은, 전송로(4)로 송신되는 데이터가 도 18에 나타내는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 구조, 즉, 텍스트 
정보(51)에 식별 부호(310), 화상 정보(311)(프레임 데이터 세트)와 음소편 정보(312)가 부가된 구조인 점이다. 수
신 단말기(250)는 수신한 텍스트 정보(51)에 식별 부호(310), 화상 정보(311)(프레임 데이터 세트)와 음소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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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를 이용하여 음성/영상 합성 처리를 단말기 내에서 행한다.
    

    
도 23은 도 22의 수신 단말기(250)의 구성도이다. 수신 단말기(250)의 구조, 동작은 도 16의 수신 단말기(150)와 
유사하고, 다른 점은 수신 단말기(150)가 음소편 데이터 세트(160), 프레임 데이터 세트(162)를 각각 다른 논리 채널
로부터 사전에 다운로드하는 데 비하여, 수신 단말기(250)에서는 이들 음소편 데이터 세트(160), 프레임 데이터 세트
(162)가 수신 텍스트 데이터(165)에 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수신한 데이터를 메모리(166)에 일단 저장한 후에 음소
편 데이터 세트(160), 프레임 데이터 세트(162)를 메모리(166)로부터 추출하여 각각 음소편 메모리(161), 화상 메
모리(180)에 저장하는 점이다.
    

제4 실시 형태의 이점은 제2 실시 형태에 비해, 수신자가 사전에 음소편, 화상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수고가 불필요한 
점, 또한 제1 실시 형태 또는 제3 실시 형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송로(4) 상의 전송 데이터 량을 절감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멀티미디어 배신 시스템의 제5 실시 형태로서, 송신 단말기(100)로부터 음성 선택 신호, 화상 선택 신호를 부가
한 텍스트 정보를 수신하고, 배신 서버가 화상 데이터베이스(152)와 음소편 데이터베이스(155)로부터의 음소편 데이
터 세트, 프레임 데이터 세트를 다운로드하여 수신한 텍스트 정보에 이들 음소편 데이터 세트, 프레임 데이터 세트를 부
가해서 수신 단말기(250)에 송신하는 구성이다. 제5 실시 형태에서는 제1,3,4의 실시 형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
면서 시스템 전체의 트래픽을 최소로 할 수 있다.
    

    
도 24는 본 발명에 의한 멀티미디어 배신 시스템의 제6 실시 형태의 구성도이다. 본 실시 형태와 상술한 5개의 실시 형
태와 다른 점은 변환 처리의 내용이 텍스트로부터 음성/얼굴 화상이 아닌 미디어 정보인 점, 즉 영상 부호로부터 별도의 
방식 혹은 별도의 해상도(화상 사이즈)의 영상 부호에의 변환인 점이다. 송신 단말기(1)는 종래 알려져 있는 송신 단말
기와 마찬가지로 송신 단말기(1) 자체 안에서 촬영한 영상을 부호화하여 음성 등과 동시에 텍스트 정보에 첨부하여 신
호(2)로서 배신 서버(2200)에 송신한다. 배신 서버(2200)에서는 다른 실시 형태와 같이 단말기 데이터베이스 서버(
107)에 수신 단말기(5)의 재생 능력을 조회하여 혹시 수신한 신호(2)의 부호화 방식(예를 들면 영상 부호화 방식)이 
조회한 재생 가능한 방식 중에 없으면 영상 변환 서버(2202)에 영상 부호화 방식의 변환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신호(2) 중의 영상 부호의 부분을 추출하여 추출한 영상 부호(2201)와 그 부호화 방식(2204)을 출력하
고, 또한 수신 단말기(5)가 재생 가능한 부호화 방식과 영상 변환 서버(2202)의 처리 가능한 부호화 방식 중 공통인 
방식 중에서 선택한 방식(108)을 통지한다. 여기서 신호(2)의 영상 부호 방식(2204)은 신호(2) 중에 명시적으로 방
식명 등을 나타내도 좋고, 영상 첨부 파일명 등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시사해도 좋다.

영상 변환 서버(2202)에서는 영상 부호(2201)를 부호화 방식(108)으로서 나타내지는 방식으로 변환하여 변환 영상 
부호(2203)로서 출력한다. 배신 서버(2200)는 변환 영상 부호(2203)를 원래의 영상 부호(영상 부호(2201))에 해당
하는 부분으로 치환하여 신호(4)로서 수신 단말기(5)에 송신한다.

    
도 25는 도 24의 배신 서버(2200)의 구성도이다. 기본적인 구성, 동작은 도 11의 배신 서버(101)와 동일하지만, 입력 
신호(2)에 변환원이 되는 영상 부호가 포함되고 있는 점, 음성 영상 합성 서버(103)를 대신해서 영상 변환 서버(220
2)에 대해 영상 부호(2201)와 영상 부호 방식(2204)을 송신하여 변환된 영상 부호(2203)를 취득하는 점이 다르다. 
또한 영상 부호(2201)의 부호화 방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신한 정보(42)를 컨트롤부(2103)에 입력하여 컨트롤부(
2103)에서 그 부호화 방식을 해석하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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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은 도 24의 영상 변환 서버(2202)의 구성도이다. 입력된 영상 부호(2201)는 영상 디코더(2210)에 입력된다. 
영상 디코더(2210)는 복수의 부호화 방식을 전환하여 처리하는 기능을 갖고, 영상 부호 방식(2204)으로 나타내진 방
식으로 영상을 재생한다. 또, 영상 부호 방식(2204)을 대신해서 영상 부호(2201) 중에 기술된 부호화 방식 정보를 이
용하여도 좋다. 재생된 영상(2211)은 버퍼(2212)에 저장된 후, 판독되어 스케일링부(2214)에 입력된다. 스케일링부
(2214)에서는 화상 사이즈, 프레임 레이트, 인터레이스/프로그레시브 스캔 방식, 색 신호 밀도 등의 해상도를 변환한
다. 또한 화상 사이즈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스케일링부를 우회해도 좋다. 또한 사전에 스케일링부(2214)를 생략
하더라도 좋다. 변환된 영상은 스위치(2216)로 선택된 소정의 인코더(2218)에 공급된다. 인코더(2218)는 영상 부호
화 방식(108)으로 선택된다. 인코드된 부호는 스위치(2219)를 통해 변환 영상 부호(2203)로서 출력된다.
    

제6 실시 형태(도 24 내지 도 26)에서는 미디어 정보로서 영상(동화상)으로부터 별도의 방식/별도의 해상도의 영상으
로의 변환을 예로서 나타내었다.

    
본 실시 형태에서의 배신 서버(2200)와 단말기 데이터 베이스 서버(10) 및 영상 변환 서버(2202)는 멀티미디어 변환 
서버를 구성하고, 제1 단말기(1)로부터 제2 단말기(5)로 보내진 영상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41)과, 제2 단말기(5)가 
수신 재생할 수 있는 영상 부호 포맷 정보(또는 화면 사이즈 정보)를 입수하는 수단(107, 2103, 2201, 2203)과, 상
기 수신한 영상 정보의 영상 부호 포맷(또는 화면 사이즈 정보)를 제2 단말기(5)가 수신 재생할 수 있는 영상 부호 포
맷 정보(또는 화면 사이즈 정보)와 비교하는 수단(2103 중에 포함됨)과, 상기 비교한 결과 일치하는 수신한 영상 정보
를 제2 단말기가 수신 재생할 수 있는 영상 부호 포맷(또는 화면 사이즈)이 없으면 제2 단말기(5)가 수신 재생할 수 있
는 영상 부호 포맷(또는 화면 사이즈)의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입력한 영상 정보를 선택한 영상 부호 포맷(또는 화면 
사이즈)로 변환하는 수단(2202)과 상기 변환한 영상 정보를 제2 단말기에 송신하는 수단(49)을 포함한다.
    

또한, 본 실시예는 이하와 같이 변경해도 좋다. 별도의 해상도/동 방식의 영상, 동 해상도/별도의 방식의 영상, 별도의 
비트 레이트의 영상, 영상으로부터 영상의 일부 프레임(정지 화상). 또한 미디어 정보로서 음성/음향 신호도 동일한 구
성에 의해 별도의 방식, 별도의 샘플링 레이트, 별도의 대역, 별도의 비트 레이트로의 변환이 가능하다.

변환 전의 미디어 정보(입력 미디어 정보)와 변환 뒤의 미디어 정보(출력 미디어 정보)의 조합에 의해, 다른 변환 요금
을 송신자 혹은 수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기와 같은 예이다. 예로서는 「-> 」의 좌측이 입력 미디어 
정보, 우측이 출력 미디어 정보,「:」의 뒤가 요금 체계이다.

예1

고해상도 동화상-> 저해상도 동화상 : 출력 동화상 1초에 대해 10엔

예2

동화상-> 복수의 정지 화상 : 정지 화상 1매에 대해 1엔

예3

부호화된 음성 신호-> 별도의 방식으로 부호화된 음성 신호 : 초수에 관계없이 1회 100엔

예4

텍스트 정보-> 부호화된 음성 + 얼굴 화상 동화상 : 변환 기본 요금(100)엔 + 텍스트 정보의 1 문자 1엔

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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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구비 동화면-> 별도의 음성 구비 동화면 :　해상도 변환 1회 100엔, 프레임 레이트 변환 1회 20엔, 비트 레이트 
변환 1회 30엔, 음성 부호화 방식 변환 1회 100엔

상기 예1에서는 예를 들면, 도 26의 스케일링부(2214)가 기능할 때마다 변환초 수를 계측하여, 계측한 초수에 따라서 
요금을 계산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

    
예2에서는 정지 화상의 인코드 횟수 즉 출력 매수를 계측함으로써, 또한 예3에서는 음성 부호 변환 처리의 기동 횟수를 
계측함으로써 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예4에서는 일련의 변환 처리를 개시한 시점에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그 후 1 문
자씩 변환할 때마다 추가요금을 기본요금에 가산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 예5에서는, 각 변환부의 동작/비 동작에 따
라서 부과 요금을 가산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들의 처리를 요구하는 커맨드를 해석하는 시점에 해당 요금을 계산하여 
부과할 수도 있다. 또, 이들 요금 계산은 배신 서버(2201) 내에서 계산하여 부과해도 좋고, 영상 변환 서버(2202) 내
에서 계산하여, 계산 결과를 배신 서버(2201)에 통지하여 배신 서버로서 부과해도 좋다.
    

이들 요금 체계 중, 변환처의 방식에 의해 요금이 변하는 것은 변환전의 방식이 확정된 시점 즉, 수신 단말기의 미디어 
처리 능력을 판명한 시점에 요금을 계산하여 송신 단말기에 대해 계산한 요금을 제시하고, 송신 단말기측이 요금을 확
인하여 양해 지시를 발행함으로써 비로소 변환 요금의 부과 및 변환 동작의 실행을 행할 수도 있다.

    
변환전의 방식에 의해 복수의 후보가 있는 경우, 앞의 실시예에서는 변환 서버가 소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의 후
보로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복수 후보의 요금이 다른 경우, 이들 복수의 후보와 각각의 변환 요금을 송신 
단말기에 통지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일정 시간 선택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정해진 순서
으로써 결정되는 후보를 서버 측에서 선택하여 실행하는 변형예나, 송신 단말기가 사전에 후보 선택 순서를 정하고 설
정해 두는 방법, 송신 단말기가 미디어 정보 송신하는 데 부수하여 희망 후보 혹은 후보 선택 순서를 지시하는 방법 등
의 변형예도 본 발명에 포함된다. 또, 후보 선택 순서의 예로서는, 요금이 가장 싼 것을 지시하는 방법, 변환 뒤의 파라
미터(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비트 레이트 등)의 한도를 나타내어 이들의 한도 내에 포함되는 것을 임의 선택하는 방법, 
변환 뒤의 파라미터의 희망 값을 나타내어 그것에 가장 가까운 성능의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 형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하
의 형태도 본 발명에 포함된다.

제1 내지 제5 실시 형태에 있어서 음소편 데이터 세트의 음소편 파형 데이터 및 프레임 데이터 세트의 화상 데이터는 
예를 들면, MPEG-4 등의 압축 부호화법을 이용하여 압축한 형으로 전송을 행하여도 좋다. 이 경우, 전송 데이터 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트래픽 량의 절감이나, 사용자의 통신 요금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제1 내지 제5 실시 형태에서는 텍스트를 전송하면 텍스트의 내용에 대응하는 음성과 영상을 출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
였지만, 출력은 음성만, 혹은 영상만이더라도 상관없다. 배신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음성만, 혹은 영상만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의 처리부, 서버 등은 불필요해진다.

    
제1 내지 제6 실시 형태에서 부과는 배신 서버에서 송신하는 데이터에 대해 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데이터 량에 따른 
부과라도 좋고, 송신 단말기와 배신 서버와의 접속 시간에 따른 부과라도 좋다. 또한, 배신 서버와 수신 단말기 사이의 
통신도 데이터 량에 따른 부과이든, 수신 단말기와 배신 서버와의 접속 시간에 따른 부과이든 상관없다. 또한, 수신 단
말기와 배신 서버 사이의 통신 요금을 송신 단말기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음성 합성의 유무, 혹은 영상 합성의 유
무에 의해 추가의 요금을 덧붙여 부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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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 실시 형태에서는 수신 단말기는 배신 서버로부터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송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설명하였지만, 
수신 단말기에서 배신 서버에 대하여 접속을 행하고, 수신 단말기에 대한 데이터의 유무를 배신 서버에 대하여 조회하
여, 해당 데이터가 있는 경우 데이터를 수신 단말기 내에 전송하는 것도 본 발명에 포함된다.

도 15, 17의 경우, 화상 데이터베이스 서버, 음소편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부터의 데이터 세트의 다운로드에 대하여 부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 제4, 제5 실시 형태의 경우, 수신 단말기에서 다운로드한 음소편 데이터 세트 및 프레임 데이터 세트를, 송신자를 
식별하는 부호와 관련지어 보존하고, 이후 동일한 송신자로부터의 데이터에 대해 보존하고 있는 데이터 세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제1 내지 제6 실시 형태의 어느 경우도 송신 단말기와 배신 서버, 배신 서버와 수신 단말기의 사이는 유선 전송이라도, 
무선 전송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회선 교환이든 패킷 교환이든 상관없다. 또한, 제1, 3의 실시 형태에 있어서 배신 서
버와 음성/영상 합성 서버 사이는 유선, 무선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회선 교환, 패킷 교환 어느 것이라도 상관
없다. 배신 서버와 음성/영상 합성 서버는 동일한 장치여도 상관없다.

제1 내지 제5 실시 형태의 어느 경우도 합성 음성의 선택과, 합성 영상의 선택은 독립적으로 행하는 예를 나타내었지만, 
음성과 영상을 세트로 선택하는 경우도 본 발명에 포함된다. 이 경우, 배신 서버와 음성/영상 합성 서버의 사이의 선택 
신호는 1계통으로 끝나고, 또한 도 15, 도 17의 화상 데이터베이스 서버, 음소편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하나의 서버로 
통일될 수 있다.

도 12, 도 21에 있어서 인코드된 음성과 인코드된 화상은 다중화하여 출력하고 있지만, 이들은 독립한 두개의 데이터
로서 다중시키지 않고서 출력해도 상관없다. 이 때, 각각의 데이터에 재생 시각 정보(타임스탬프, 프레임 번호 등)를 부
가함으로써 재생 시에 음성과 영상의 동기를 용이하게 취할 수 있다.

도 13, 도 14에 있어서 음소편의 종류와 그 계속시간에 의해서 얼굴 화상을 선택하여 제시하는 예를 이용하였지만, 이
하의 변형예에 있어서도 유사한 효과가 얻어진다. 도 14의 얼굴 화상의 수는 7 종류로 예를 나타내었지만, 그 이상의 
수의 화상을 이용해도 좋으며, 이 경우에는 보다 자연스럽거나 혹은 많은 표정을 제시할 수가 있어, 자연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음소편과 얼굴 화상과의 대응은 반드시 시키지 않더라도 유사한 효과가 얻어진다. 예를 들면 음성 출력 구간과 특정한 
얼굴 화상의 대응, 음성 미출력 구간과 특정한 얼굴 화상을 대응시킨 경우도 유사한 효과가 얻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음
성 출력 구간은 도 14의 얼굴 화상(0)과 얼굴 화상(1)을 적당한 간격으로 교대로 선택하는 예이다. 이 때, 음성 미출력 
구간(무음 구간)에서는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얼굴 화상(0)과 얼굴 화상(6)을 적당한 간격으로 제시하는 것에 의
해 눈을 깜빡이는 것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 변형예에서는 얼굴 화상의 수는 도 14의 얼굴 화상
(0, 1, 6)의 3 종류로 끝내기 때문에 화상 메모리의 기억 용량, 프레임 데이터 세트의 전송 시간, 화상 데이터베이스 서
버의 규모 등을 삭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음소편과 얼굴 화상이 대응하지 않은 다른 변형예로서, 음성 출력 구간에는 임의로 화상을 제시하여 음성 미출력 구간
(무음 구간)에서는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얼굴 화상(0)과 얼굴 화상(6)을 적당한 간격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는 본래의 화상 시퀀스로부터 임의로 혹은 일정 간격으로 프레임을 샘플링하고, 샘플링한 프레임을 프레임 데
이터 세트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 데이터 세트를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상기 모든 실시예, 변형예에 있어서의 처리는, 소프트웨어 처리, 하드웨어 처리 혹은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혼재 처리
의 어느 것이라도 좋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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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텍스트 정보를 기초로 음성, 영상 정보를 합성하여 생성함으로써 송신 단말기의 처리
량을 절감하고 단말기의 소형화, 단말기 전지의 장기수명화를 실현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단말기에서 송신된 미디어 정보를 제2 단말기에 배신하는 서버를 구비하는 미디어 배신(配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서버가 상기 제2 단말기의 미디어 재생 능력을 취득하는 수단과,

상기 미디어 정보를 상기 취득한 미디어 재생 능력에 따른 출력 미디어 정보로 변환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미디어 배신 
시스템.

청구항 2.

멀티미디어 변환 서버에 있어서,

제1 단말기에서 송신된 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과,

수신한 상기 미디어 정보의 수신처를 취득하는 수단과,

상기 수신처인 제2 단말기의 미디어 재생 능력을 취득하는 수단과,

상기 미디어 정보를 상기 제2 단말기의 미디어 재생 능력에 따른 출력 미디어 정보로 변환하는 수단, 및

상기 제2 단말기에 대하여 상기 출력 미디어 정보를 송신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변환 서버.

청구항 3.

멀티미디어 변환 서버에 있어서,

제1 단말기에서 제2 단말기에 보낸(addressed) 문자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문자 정보를 음성 신호로 변환하는 음성 신호 변환 수단과,

상기 음성 신호에 대응한 영상 신호를 생성하는 영상 신호 생성 수단과,

상기 음성 신호를 제2 단말기가 수신 재생할 수 있는 포맷의 하나로 압축 부호화하는 음성 신호 압축 수단과,

상기 영상 신호를 제2 단말기가 수신 재생할 수 있는 포맷의 하나로 압축 부호화하는 영상 신호 압축 수단, 및

상기 문자 정보에 압축한 음성 부호와 압축한 영상 부호를 부가하여 상기 제2 단말기에 송신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변환 서버.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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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단말기가 수신 재생할 수 있는 포맷의 정보를 입수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음성 신호 압축 수단 및 영상 신호 압축 수단이 상기 음성 포맷의 정보를 이용하여 압축을 행하도록 구성된 멀티미
디어 변환 서버.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기에 대해 복수의 변환할 음성의 종류와 복수의 생성할 영상의 종류를 제시하여, 이들 음성 및 영상 중 각
각 1 종류를 선택하도록 지시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음성 신호 변환 수단은 상기 선택한 음성 선택 정보와 영상 선택 정보를 문자 정보에 첨부된 수신 신호의 선택된 
음성 선택 정보의 내용에 따른 음성 신호로 변환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영상 신호 생성 수단이 상기 선택된 영상 신호를 합성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변환 서버.

청구항 6.

제5항 기재의 멀티미디어 변환 서버와 통신을 행하는 멀티미디어 단말기에 있어서,

문자를 입력 편집하는 수단과,

상기 변환하는 음성의 종류를 제시하여 선택된 음성 선택 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영상의 종류를 제시하여 선택된 영상 선택 정보를 생성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입력한 문자 정보와 합성 음성선택 정보 및 합성 영상 선택 정보를 송신하는 멀티미디어 단말기.

청구항 7.

멀티미디어 변환 서버에 있어서,

제1 단말기에서 제2 단말기에 보낸 영상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제2 단말기가 수신 재생할 수 있는 영상 부호 포맷 정보를 입수하는 수단과,

상기 수신한 영상 정보의 영상 부호 포맷을 상기 제2 단말기가 수신 재생할 수 있는 영상 부호 포맷과 비교하는 수단과,

상기 비교한 결과 일치하는 수신한 영상 정보를 제2 단말기가 수신 재생할 수 있는 영상 부호 포맷이 없는 경우 제2 단
말기가 수신 재생할 수 있는 영상 부호 포맷의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입력한 영상 정보를 선택한 영상 부호 포맷으로 
변환하는 수단, 및

상기 변환한 영상 정보를 제2 단말기에 송신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변환 서버.

청구항 8.

멀티미디어 변환 서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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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단말기에서 제2 단말기에 보낸 영상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제2 단말기가 수신 재생할 수 있는 화면 사이즈 정보를 입수하는 수단과,

수신한 영상 정보의 화면 사이즈를 제2 단말기가 수신 재생할 수 있는 화면 사이즈 정보와 비교하는 수단과,

비교한 결과 수신한 영상 정보의 화면 사이즈가 상기 제2 단말기가 수신 재생할 수 있는 화면 사이즈보다 큰 경우 입력
한 영상 정보를 제2 단말기가 수신 재생할 수 있는 화면 사이즈로 변환하는 수단과,

변환한 영상 정보를 제2 단말기로 보내 송신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변환 서버.

청구항 9.

제1항 기재의 배신 시스템에서, 입력 미디어 정보의 종류와 출력 미디어 정보의 종류의 조합에 의해 정해지는 변환 요
금을 송신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변환 서비스.

청구항 10.

제3항 기재의 멀티미디어 변환 서버를 사용하여, 수신한 문자 정보로부터 음성 정보 혹은 영상 정보의 변환을 행한 경
우, 변환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요금을 송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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