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특2002-0060964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7

H04N 5/76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2-0060964
2002년07월19일

(21) 출원번호 10-2002-7006025         
(22) 출원일자 2002년05월10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2년05월10일         
(86) 국제출원번호 PCT/EP2001/09974 (87) 국제공개번호 WO 2002/21843
(86) 국제출원출원일자 2001년08월27일 (87) 국제공개일자 2002년03월14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일본, 대한민국,
EP 유럽특허: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사이프러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랜드, 프
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터어키,

(30) 우선권주장 09/659,182 2000년09월11일 미국(US)

(71) 출원인 코닌클리케 필립스 일렉트로닉스 엔.브이.
네델란드왕국, 아인드호펜, 그로네보드스베그 1

(72) 발명자 코헨-소랄에릭
네덜란드,아아아인드호펜5656,홀스틀란6
스트루베휴고
네덜란드,아아아인드호펜5656,홀스틀란6
리미-수엔
네덜란드,아아아인드호펜5656,홀스틀란6

(74) 대리인 이병호

심사청구 : 없음

(54) 오디오/비디오 내용을 인덱스/요약하기 위한 시스템

요약

    
내용 자료의 제작 동안 사용가능한 " 배경 정보(background information)" 는 오디오/비디오 내용 자료의 소스에 선
택적인 억세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용 자료와 서로 관련된다. 이러한 제작 정보는 예를 들어, 내용 자료의 수집 동
안 사용되는 카메라 설정들을 포함한다. 다른 제작 정보는 사운드 제어들, 화면 식별기들, 소스 식별기들, 내용 자료를 
제작하는 스태프와 통신하는 명령들 등을 포함한다. 인덱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작 정보는 기호 표현들의 수
집을 제작하기 위해서 처리되고 필터링되며, 각각의 기호는 결정된 이벤트 또는 특성에 대응한다. 이러한 기호 제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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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선택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 자료에 한 세트의 주석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바람직하게 
정보를 인덱싱 및 요약하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내용 자료, 제작 정보, 인덱싱, 필터링

명세서

    기술분야

1.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고객 전자들의 분야에 관한 것이며, 특히, 선택 내용의 효율적인 검색 및 탐색을 위한 오디오/비디오 내용의 
인덱싱 및 요약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 종래 기술의 설명

    
MITRE Corporation의 BNE(Broadcast News Editor) 및 BNN(Broadcast News Navigator)(Bedford MA의 MI
TRE Corporation의 Andrew Merlino, Daryl Morey, 및 Mark Maybury의 1997년 ACM 멀티미디어 회의 진행에 
broadcast News Navigation using story segmentation의 381 내지 389페이지)에 의해 증명된 것으로서, 자동화 
스토리의 세그먼트 및 식별 분야에서 개선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BNE를 사용하여, 뉴스 방송들이 자동적으
로 개별 스토리 세그먼트들로 분리되고, 그 세그먼트과 관련된 클로즈드 캡션 텍스트(closed caption text)의 제 1 라
인은 각각의 스토리의 요약으로서 사용된다. 크로즈드 캡션 텍스트 또는 오디오로부터의 키워드들은 각각의 스토리의 
요약으로서 사용된다. BNN은 고객이 검색 용어(search words)들을 입력하도록 허용하고, BNN은 그 검색 용어들에 
부합하는 각각의 스토리 세그먼트에서의 키워드들의 수로 스토리 세그먼트들을 분류한다. 키워드들에 부합하는 발생(
occurrence )들의 주파수에 기초하여, 그 유저는 관심의 스토리들을 선택한다. 유사한 탐색 및 검색 기술들은 본 기술 
분야에서 평범하다. 예를 들어, 종래의 텍스트 검색 기술들은 텔레비전 가이드에 기초하여 컴퓨터에 적용될 수 있어서, 
사람들이 특정 제목, 특정 연기자, 특정 형태의 쇼들 등을 검색할 수 있었다.
    

이들 인덱싱 및 검색 기술들은 또한 오디오 및 비디오 CD들 및 DVD들과 같은 레코딩된 엔터테인먼트 자료를 위해 개
발되고 있다. 유저들은 예를 들어, " 독백(monologue), 존 스미스(John Smith)" 와 같은 연기자의 이름 및 장면의 특
성을 지정함으로써 특정 장면에 대해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응답하여, 그 검색 디바이스는 독백을 연기하는 존 스미스
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장면을 나타낼 것이다.

    
검색을 위한 자료를 분류하고 인덱싱할 때 우연히 만나게 되는 난점들 중 하나가 효율적인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관련 정보로 자료에 " 주석첨가할 (annotate)" 필요성이다. 수동 처리가 각각 레코딩될 인덱싱 정보를 추가하고 내용 
자료의 방송 설정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러한 처리는 희생이 많은 노력이고, 따라서 BNE와 같은 앞서 언급된 
자동화 인덱싱 시스템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종래에는, 바로 이전 프레임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프
레임들에 대해서 검색함으로써 자동화 인덱싱 시스템이 먼저 장면의 각각의 변화를 인식하거나 커팅(cut)한다. 그 후, 
그 프레임이 클로우즈-업(close-up)한 얼굴 샷을 포함하고, 그 프로그램의 문맥(context)이 " 뉴스 방송(news bro
adcast)" 이라면, 그 다음의 프레임들의 시퀀스는 " 뉴스캐스터(newscaster)" 클립으로서 식별될 수 있는 반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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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이 전체 그림 형상(full-figure shape)을 포함한다면, 그 다음의 프레임들의 화상은 " 야외 촬영(on-location)" 
클립으로서 식별될 수 있다. 앞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임의의 클로즈드 캡션 텍스트는 또한 장면들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데 사용된다. 비록, 이러한 기술들이 다소 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될지라도, 그들은 그 자료를 특징으로 하는 적절한 설정
의 인덱싱 파라미터들을 결정하기 위해 각 장면에서의 화상들 및 음성들과 같은 자료의 내용에 매우 의존한다.
    

    
MPEG-7 표준은 효과적인 인덱싱 및 검색 능력들에 대한 필요성을 어드레스하고, 한 세트의 기술 구성(description 
scheme)들 및 기술자(descriptor)들, 기술 정의 언어, 및 그 기술을 코딩하기 위한 구성을 표준화하도록 의도된 " 멀
티미디어 내용 기술 인터페이스(Multimedia Content Description Interface)" 를 요청한다. 특히, MPEG-7 표준은 
이전 및 이후 제작 스크립트(pre- and post-production script)들, 슈팅 동안 캡쳐되거나 주석첨가된 정보, 이후 제
작 편집 목록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비디오 제작 단계들에 비디오 스트림들 내의 기술 정보를 연관시키는 능력을 요청
한다. 그 비디오 자료의 제작 동안 이러한 정보를 추가시킴으로써 비디오 아카이브(video archive) 내의 자료의 이후
-제작 주석과 비교하여 그 주석들의 질 및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리라 예상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간단한 요약

본 발명의 목적은 오디오/비디오 내용 자료에 대한 시스템들을 인덱싱 및 요약하는 내용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내용 자료의 인덱싱 및 요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가적인 보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들 및 다른 목적들은 내용 자료의 제작동안 사용가능한 " 배경 정보(backgroud information)" 를 그 내용 
자료와 서로 관련시킴으로써 달성된다. 이러한 제작 정보는 예를 들어, 내용 자료의 수집 동안 사용되는 카메라 설정들
을 포함한다. 다른 제작 정보는 사운드 제어들, 장면 식별기들, 소스 식별기들, 내용 자료를 제작하는 스태프와 통신하
는 명령들 등을 포함한다. 감독으로부터 각각의 카메라 조작자(camera operator)로의 명령들은 예를 들어, 카메라들
로부터의 다음 영상들의 내용에 인사이트(insight)를 제공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자동화 카메라 시스템들로부터 
자동적으로 발생된 명령들 또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제작 정보는 사운드 제어들, 장면 식별기들, 소스 식
별기들 등을 포함한다. 인덱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작 정보는 제작 정보의 기호 표현들의 수집을 제작하기 위해 
처리되고 필터링되며, 각각의 기호는 결정된 이벤트 또는 특성에 대응한다. 이러한 기호 제작 정보는 바람직하게 능률
적이고 효율적인 선택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 자료에 주석들의 설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덱싱 및 요약 정보의 다
른 소스들과 결합된다. 본 명세서에 제시된 기술들은 또한 특히 화상회의 녹화(videoconference recording)의 키 세
그먼트들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화상 회의들의 내용 자료에 주석첨가하기 위해 아주 적절하다.
    

본 발명은 첨부 도면들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예의 방식으로 설명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오디오/비디오 정보를 모으기 위한 예시적인 제작 장면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제작 레코딩 시스템의 예시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인덱싱/요약 시스템의 예시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제작 레코더의 예시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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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도면들에서, 동일한 참조부호들은 유사하거나 대응하는 특징들 또는 기능들을 지시한다.

    
참조 및 이해의 용이함을 위해, 용어들 " 인덱싱(indexing)" 및 " 요약(summarizing)" 은 본 발명의 특정 응용들을 참
조하기 위해 본 명세서에 사용된다. 이러한 발명들은 내용 자료와 연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디바이스를 어
드레스하고, 그 정보가 사용되는 방법에 의해 제한되지는 않는다. 비록, 이러한 제공된 정보가 자료에 대한 검색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인덱스로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자료의 빠른 리뷰(review) 및 프리뷰(preview)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요(synopsis)로서 사용하기에 특히 매우 적절할 수 있으며,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는 이러한 특정 응용들에 제한되
지 않음을 인식할 것이다.
    

    
도 1은 오디오/비디오 정보를 모으기 위한 예시적인 제작 장면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그 장면은 연기자(performer)들
(130, 131) 및 대상(object)들(140)뿐만 아니라, 카메라 조작자들(120, 121)의 동작(action)을 지시하는 감독(11
0)을 포함한다. 예시적인 장면은 지시된 장면을 나타낸다.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에게 명백하듯이, 본 발명은 또한 뉴스 
또는 스포츠 중계(event)의 레코딩과 같은 지시되지 않은 장면에 적용가능하다. 생방송 스포츠 중계에서, 예를 들어, 
제작 감독은 카메라가 현재 액션에 의존하는 " 온라인(on-line)" 카메라임을 연속적으로 결정하고, " 온라인" 카메라
로서의 잠재적인 선택에 대한 특정 장면들을 캡쳐하기 위해서 " 오프라인(off-line)" 카메라들을 명령하거나, 또는 " 
인스턴트 리플레이(instant replay)" 에 대한 잠재적인 사용을 명령한다. 뉴스 방송에서, 제작 감독은 또한 전송을 위
한 소스 자료의 유사한 선택을 수행한다. 화상 회의에서, 양측의 참가자들은 통상적으로 화상 회의 활동들에 조화되어 
있는 카메라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상상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도 1의 감독(110)은 " 카메라 1은 Joe(130)가 군중 속으로 달려들어갈 때 따라가라. 카메
라 2는 Jim(131)을 따라가라. 당신 둘 모두는 그들이 서류가방들을 교환하는 시야 내에 서류 가방들이 있는 지를 확인
하라." 와 같은 지시들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발명은 그 장면들에 대응하는 제작 정보의 부분을 형성하는 그러한 " 배
후 장면(behind-the-scene)" 명령들이 장면들의 화상들을 해석하기 위한 정보의 실질적인 양을 전달한다. 예를 들어, 
상기의 3개의 지령 문장들은 오로지 화상 내용에 기초하여 추론하기 어려운 도 1의 장면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도 1의 장면과 연관된 어떠한 대화도 없는 경우, 클로즈드-캡션 텍스트의 사용은 이러한 의미를 식별할 시 최소한의 조
력을 제공할 것이다. MPEG-7에 대해 상기 인용된 발표된 스크립트들, 개요들, 및 장면 편집 목록들은 적절하게 설명
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지만, 그 발표된 정보는 그들이 실제로 제작 사이트에서 발생한 때와 같이 그 이벤트들을 반영하
지 않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상기의 3개의 예시적인 문장들은 Joe와 Jim이 그 장면 안에 있고, 이것이 서류 가방들이 
교환되는 장면이라는 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이러한 제작 정보는 또한 정보의 다른 소스들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화상 처리 시스템이 아마도 " 그룹" 장면으로서 이
러한 장면을 식별할 것이며, 그 예시적인 문장들이 군중은 단순히 " 배경" 임을 강조하는데 반하여, 그 그룹 내의 Joe 
또는 Jim을 식별할 수도 있고, 식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같은 방법으로, 그 장면 내의 자동차들(140)의 존재는 또한 
제작 지령들 내에 그들에 대한 참조가 없는 것에 기초하여, 중요하지 않은 배경 정보로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제작 정보
는 다음 화상들의 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인덱싱 또는 요약 정보의 다른 소스들에 의한 효율
적인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신호들을 제공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제작 레코딩 시스템(200)의 예시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한다. 제작 레코더(210)는 다양
한 소스들(220, 230, 240)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다음 처리를 위해 효율적인 형식으로 제작 정보를 캡쳐하는 제작 
정보의 데이터베이스(215)를 제작한다. 제작 정보의 1차 소스는 발성 입력(vocal input)(220)이다. 다양한 발성 소
스들(220)이 통상적으로 제작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뉴스 방송에서, 그 제작 부스(production booth)는 발성 
정보의 소스를 제공하고; 현장 리포트(on-site report)는 현장 카메라 조작자에게 지령을 제공할 수 있고; 방송 전달 
이전에, 뉴스 진행자는 스튜디오 뉴스캐스터들 또는 현장 리포터 등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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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레코더(210)은 이러한 정보의 소스들 각각을 처리하고, 적절한 정보를 추출하고, 검색 처리에서 다음 사용을 위
한 적절한 정보를 레코딩하도록 구성된다. 분석의 복잡성에 따라서, 이러한 처리는 레코딩되고 있는 영상들, 또는 이후 
처리 태스크로서 실시간으로 수행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작 레코더(210)는 또한 처리 및 본석의 다음의 
선택가능한 정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스들(220 내지 240)로부터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레코딩한다. 예를 들어, 제
작 정보의 실시간 분석은 감독과 연관된 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 발성 정보와 같은 제작 정보의 '1차' 소스를 사용하고, 
제작 정보의 다른 소스들은 보다 상세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차후 시간에 요구되는 바와 같이 처리된다.
    

    
발성 명령들에 부가하여, 바람직한 실시예의 제작 레코딩 시스템(200)은 별도의 카메라들과 연관된 파라미터들에 대응
하는 입력(230)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카메라의 줌(zoom) 설정은 장면의 특성을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좁은 
각도, 높은 줌 설정은 통상적으로 개인 또는 이벤트로 지시된 초점, 또는 개인 또는 이벤트에 강조의 변화를 지시하는 
줌 설정의 변화를 강조한다. 넓은 각도 또는 낮은 줌 설정은 통상적으로 " 배경" 또는 " 감정 설정" 장면과 연관된다. 낮
은 줌 설정으로 캡쳐되는 한 시리즈의 화상들의 식별은 예를 들어, 보다 높은 줌 설정 화상들에 " 앞으로 건너뛰기(sk
ip-ahead)" 위한 화상 기초 분류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는, 학습 시스템(learning system)에서, 각각의 새로
운 장면이 줌 설정에 관계없이 평가될 수 있으며, 화상 처리기가 특정 줌 설정으로 거의 또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를 찾는다면, '앞으로 건너뛰기'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비디오 캡쳐 기술들, 특히 동일한 제작에서의 일관성을 가정
하면, '앞으로 건너 뛰기'에 대한 결정은 점점더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화상 기초 분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
시킨다. 동일한 방법으로, 방위 또는 방위의 변화율은 또한 장면을 특징으로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에서, 엔드-라인-러쉬(end-line-rush) 또는 스트라이크 아웃(strike-out)이 아마 카메라 방위의 변화를 포함하지 
않을 것인데 반해, 킥-오프(kick-off), 포워드 패스(forward-pass) 또는 홈런(home-run)의 캡쳐는 카메라 방위의 
상대적으로 신속한 변화를 포함할 것이다.
    

    
레코딩 동안, 사운드 붐(boom)들의 위치와 같은 제작 정보의 다른 소스들(240) 및 그 장면의 '포커스'를 확인하는 다
른 수단이 또한 레코딩된 내용 자료의 인덱싱 또는 요약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같은 방법으로, 내용 자료의 '소
스'는 그 장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스 방송에서, " 파일 푸티지(file footage)" 로부터 오는 장
면의 식별은 그 장면의 처리를 최소화하거나, 이전 처리 및 이러한 푸티지의 특징에 링크를 제공하는 것 중 하나에 사용
될 수 있다. 제작 태스크들이 컴퓨터 자원들을 통해 점점더 자동화가 되거나 적어도 관리될 때, 그 제작 정보의 소스는 
상당하게 됨을 주목하라. 예를 들어, 뉴스 방송 동안 소스들의 시퀀싱 및 선택이 컴퓨터를 통해 제어될 것이 기대될 수 
있다. 각각의 제작에 대한 이러한 정보의 캡쳐는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 인덱싱 및 요약 도구들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증
가시킨다.
    

    
제작 정보의 소스들(220 내지 240)의 선택이 임의적이고, 전통적인 제작 기술들에 맞출 필요는 없음을 주목하라. 예를 
들어, Mi-Suen Lee가 2000년 3월 21일에 출원한 시리얼 넘버 제09/532,820호, 대리인 문서번호 US000063의 미
국 특허 출원 " HANDS-FREE HOME VIDEO PRODUCTION CAMCORDER" 은 흥미로울 것 같은 장면들을 캡쳐하
기 위해 카메라 필드의 시야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기술 및 디바이스를 기재하고 있으며, 본 명세서에서 참조된다. 그 
조정은 예를 들어, 기술들, 사운드 위치 및 포커싱 등을 트래킹할 목적에 기초하고, 노련한 카메라 조작자의 동작들에 
필적하는 지식-기초 시스템 기술(knowledge-based system technique)들을 통합한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것으로
서, 그 결과 자동적으로 발생된 카메라 설정들은 제작 정보의 임의의 다른 소스들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고, 앞서 기재된 
재생 레코더(210)에 카메라 입력(230)을 제공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동 계류 중인 Eric Cohen-Solal 및 Mi-Suen 
Lee가 2000년 1월 20일에 출원한 시리얼 넘버 제09/488,028호, 대리인 문서번호 US000015의 미국 특허 출원 " M
ULTIMODAL VIDEO TARGET ACQUISITION AND RE-DIRECTION SYSTEM AND METHOD" 는 제스츄어(g
esture)들 및 키워드(key word)들에 기초하여 카메라 필드의 시야를 조정하는 기술 및 디바이스를 개시하고 있으며, 
본 명세서에서 참조된다. 유사하게, 공동 계류 중인 Hugo Strubbe 및 Mi-Suen Lee가 2000년 4월 13일에 출원한 시
리얼 넘버 제09/548,734호, 대리인 문서번호 US000103의 미국 특허 출원 " METHOD AND APPARATUS FO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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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KING MOVING OBJECTS USING COMBINED VIDEO AND AUDIO INFORMATION IN VIDEO CONFEREN
CING AND OTHER APPLICATION" 는 레코딩되고 있는 비디오 및 오디오 내용의 분석에 기초하여, 카메라 필드의 
시야를 조정하는 기술 및 디바이스를 기재하고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바와 같이, 결과적인 카메라 설정들 및 이러한 
설정들을 야기하는데 사용되는 제스츄어들, 음성 및 움직임들, 또는 제스츄어들, 음성 또는 움직임들의 분석은 제작 정
보 데이터베이스(215) 제작시에 사용하기 위한 제작 레코더(210)에 제공될 수 있다.
    

    
화상 회의 동안의 카메라 설정들은 유사하게 화상 회의 세션의 특징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개선된 화상 회
의 시스템들은 앞서 기재된 자동화 및 반자동화 카메라 제어 특징들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며, 심지어는 비교적 간단
한 시스템들은 화상 회의의 참가자들이 그들의 위치에서 또는 먼 위치에서 카메라 필드의 시야를 조정하도록 한다. 또
는, 카메라 조작자가 화상 회의의 중앙 위치, 또는 키 스피커(key speaker)r의 위치 등에 제공될 수 있다. 연장된 지속 
시간 동안 아마도 줌(zoom) 시에 약간의 변동들을 갖는 고정 카메라 위치가 특히, 각각의 화상 회의 위치로부터의 오
디오 내용와 상호 연관될 때 키노트 어드레스(keynote address)를 지시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적인 카메라의 
앞뒤 회전이 키 회의 기간(key discussion period)을 지시할 수 있다. 앞서 명시된 바와 같이, 내용 자료를 갖는 이러
한 제작 정보의 조합은 내용 자료로부터 쉽게 명백해 질 수 없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그리하여, 각각의 화상 회의에 
대한 요약들을 제공하는 질 및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단 복수의 스피커들 각각에 대응하는 카메라 설
정이 결정되기만 하면(또는 명백하게 제공되기만 하면), 화상들에 대응하는 카메라 설정이 문자 식별 처리에 제공되는 
문자들의 선택들을 이전 필터링하는데 사용될 경우, 화상들에서의 문자 식별이 상당히 간단해진다. 유사하게, 스피커 
식별 처리는 각각의 오디오 트랙에 대응하는 카메라 설정들을 제공함으로써 유사하게 개선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오디오 트랙이 현재의 카메라에 대응하는 필드의 시야에서 식별된 참가자를 부합시키지 않는다는 신속한 결정이 현재
의 스피커를 검색하기 위해 현재의 카메라 설정들을 변경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그리고 다른 공동성 효과(syn
ergetic effect)들은 본 발명의 사용이 일반화(commonplace)될 때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명백해 질 것이다.
    

    
내용 자료를 갖는 제작 정보의 동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간 참조번호(201)가 레코딩된 제작 정보(215)와 연관된
다.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명백해 질 것처럼, 카메라 설정들(240)과 같은 몇몇 제작 정보가 내용 자료의 장면들
과 제시간에 일치할 것이다. 발성 지령들(220)과 같은 다른 정보가 통상적으로 그들이 적용한 장면들에 앞선다. 지식
에 기초하고 발견적인 기술들은 특정 지령들(220)과 내용 자료 간의 상관 관계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카
메라 설정들(230)의 중요한 조정에 앞서는 지령(220) 또는 장면들 내의 '컷(cut)'의 발생이 다음의 클립에 대한 정보
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제작 레코더(210) 또는 내용 자료에 대한 다른 입력들에 어떠한 
중요한 변화도 없는 경우, 그 지령들은 아마도 현재의 클립에 적절할 것이다. 원인과 결과 관계들을 결정하기 위한 다른 
기술들이 본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이다. 다른 장면 식별 및 동기 입력(202)이 또한 특히, 지시된 장면들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그 장면(예를 들어, " Rocky Ⅸ, Scene 32, Take 3" )의 명백한 식별이 사용가능하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인덱싱/요약 시스템(300)의 예시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인덱서
/요약기(indexer/summarizer)(310)이 바람직하게 내용 정보의 특성, 또는 인덱싱, 또는 요약을 용이하게 하는 다양
한 정보(215, 320 내지 323)에 억세스한다. 클로즈드 캡션 정보(320)는 일반적으로 앞서 기재된 바와 같이, BNE 및 
BNN 시스템들에서와 같이 내용 자료를 특징으로 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에 따라서, 제작 정보는 이러한 분류 처리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개성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의 장면은 클로즈드 캡션 자료에 포함되는 대화를 포
함할 수 있으나, 이러한 대화는 단지 서류 가방들의 교환으로부터의 전환으로서 제공될 수 있거나, 단지 그 교환이 일어
나는 동안의 주입기 자료(filler material)로서 제공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의 인덱서/요약기(310)는 예를 들
어, 화상 정보(321)과 연관된 대응하는 중요성-가중-인자(significance-weighting-factor)를 증가시키는 동안, 클
로즈드-캡션 정보 (320)와 연관된 중요성-가중-인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도 1의 장면과 연관된 제작 정보(215)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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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료에서의 화상 정보(321)는 각 화상의 시각적 특성들에 기초하는 내용 자료를 분류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도 1의 장면은 간단한 패턴 및 문맥 인식 기술들에 기초하여 " 집 밖(outdoor), 그룹, 자동차들, 보행자들(pedestria
n)" 로서 특징될 수 있다. 그 시스템의 능력들에 따라서, 인덱서/요약기(310)는 또한 그 장면 내에 하나 이상의 배우들 
및 여배우들의 인식을 포함할 수 있다. 공동 계류 중인 Nevenka Dimitrova 및 Lalitha Agnihotri가 1999년 12월 1
일에 출원한 시리얼 넘버 제9/452,581호, 대리인 문서번호 PHA 23,846의 미국 특허 출원 " PROGRAM CLASSIFI
CATION USING OBJECT TRACKING" 는 한 프레임 내의 얼굴 화상들 및 텍스트 화상들의 존재를 검출하고, 비디오 
세그먼트의 복수의 프레임들을 통해 각 화상의 경로 또는 궤도(trajectory)를 결정하는 내용 기초의 분류 시스템을 개
시하고 있다. 얼굴 궤도와 텍스트 궤도 정보의 조합은 비디오 시퀀스의 각각의 세그먼트를 분류하는데 사용된다. 도 1
의 예에서, 제작 정보(215)는 예를 들어, 지령 문장들에서 " Joe" 와 " Jim" 의 참조들에 기초하여 이러한 대상 트래킹
을 용이하게 한다. 같은 방법으로, 그 대상 트래킹은 " Joe" 와 " Jim" 이 각각의 장면 내에 있는 지의 여부에 의존하여, 
현재 또는 다음 장면에 대한 지령 문장들을 연관시킴으로써 내용 자료에 대한 지령들의 동기를 용이하게 한다. 장면들 
또는 클립들의 특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작 정보를 화상 정보와 조합시키는 이들 및 다른 기술들이 이러한 기재를 
고려하여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명백해질 것이다. 앞서 언급한 MPEG-7 표준의 결과는 이러한 정보의 크로스
-플랫폼 (cross-platform)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요구되는 문장론(syntax)뿐만 아니라, 오디오/비디오 내용 
자료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인덱싱 및 요약에 대한 유용한 의미론적 기술자(semantic desciptor)들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맥 정보(322)는 또한 인덱서/요약기(310)에 의해 제공되는 내용 자료의 특성을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어, 장면의 
문맥이 스포츠 중계일 경우, 제작 정보(215) 또는 클로즈드-캡션 정보(320)에 포함된 용어론(terminology)적인 해
석은 변경될 수 있고; 그 화상들 내에 묘사된 개인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 아닌,클로즈드-캡션 정보가 그 방송캐스터(
broadcaster)에 대응할 가능성(likelihood)에 기초하여, 그 클로즈드-캡션 정보(320)와 화상 정보(321) 간의 상관 
관계가 변경될 수 있는 등이다.
    

    
인덱서/요약기(310)가 유저의 홈에 있는 경우, 또는 특정 유저에 대해 커스터마이징된(customized) 경우, 유저 정보
(323)는 또한 내용 자료의 특성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공동 계류 중인 Jan H. Elenbaas, Tomas McGe
e, Nevenka Dimitrova, 및 Mark Simpson이 1998년 12월 23일에 출원한 시리얼 넘버 제09/220,277호, 대리인 문
서번호 PHA 23,590의 미국 특허 출원 " PERSONALIZED NEWS RETRIEVAL SYSTEM" 는 유저의 선호도들 또는 
시청 습관들에 기초한 정보의 분류 및 검색 을 커스터마이징하기 위한 기술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명세서에서 참조
된다. 본 출원의 문맥에서, 유저의 선호도 및/또는 습관들을 인식하는 것은 인덱서/요약기(310)의 특정 관점들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제공함으로써 제작 정보(215) 및 다른 정보(320 내지 322)의 처리를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어, 유저는 
연기자(performer)의 이름에 기초한 정보를 좀처럼 검색하지 않는다면, 그 인덱서/요약기(310)은 각 장면 또는 클립
에 나타난 연기자들의 포괄적인 인덱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수의 정보 소스들(215, 320 내지 322)을 사용하여 각 연기
자를 트래킹하기 위해 부가적인 시간과 자원들을 소비한다. 인덱서/요약기(310)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
한 이들 및 다른 기술들이 본 명세서를 고려하여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명백해 질 것이다.
    

    
인덱서/요약기(310)는 통상적으로 내용 자료(350)의 주석첨가된 버전으로서 내용 자료에 첨부된 정보를 제공한다. 예
를 들어, DVD 제공자는 DVD 상에 내용 자료의 각 장면과 연관된 인덱싱 또는 요약 정보를 포함하는 DVD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300)을 사용할 것이다. 대응하는 DVD 플레이어는 포함된 인덱싱 또는 요약 정보에 기초하여 내용 자료의 
특정 장면들에 대한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된다. 대안으로, 인덱싱/요약 시스템(300)은 내용 자료의 제공자에 독립적
일 수 있고, 내용 자료에 관계없는 부속물(adjunct)로서 인덱싱 또는 요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벤더(v
endor)가 인터넷 사이트 상의 인덱싱 및 요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유저가 웹-TV 디바이스, 또는 퍼스널 컴퓨터(
PC)와 같은 인터넷 억세스 디바이스를 통해 앞서 말한 검색을 달성하도록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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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제작 레코더(210)의 예시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작 레코더
(210)는 다양한 소스들로부터의 제작 관련 입력들(201 내지 240)을 처리하기 위한 음성 인식기(420), 시야 처리기(
field of view processor)(430), 및 장면 동기기(410)를 포함한다. 음성 인식기(420)는 말해진 사운드들로부터 인
식된 용어들로의 번역을 제공하며, 발성 입력들(220)을 처리하는데 사용된다. 시야 처리기(430)는 각 카메라(230)의 
현재의 시야를 특징으로 하기 위해 카메라 설정들의 해석을 제공한다. 장면 동기기(410)는 제작 정보 및 내용 자료 간
의 동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동기 입력들(201, 202)을 처리한다. 다른 처리기들(440)은 요구되는 바와 같이 제작 
정보의 다른 소스들(240)로부터의 입력을 처리하기 위해 제공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기호 인코더(450)는 인덱서/요약(310)(도 3)에 의한 다음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징적 
형태로 제작 정보(215)를 인코딩한다. 제작 레코더(210)는 이러한 기호 인코딩을 용이하게 하는 기호 라이브러리(sy
mbol library)(460)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기호 라이브러리(460)는 기호 인코더(450)가 음
성 인식기(420)에 의해 제공된 용어들을 인코딩하기 위해 사용하는 키워드들에 대한 기호들을 포함한다. 같은 방법으
로, 그 기호 라이브러리는 시야 처리기(420)에 의해 제공된 카메라 특성들의 인코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정 카메
라 설정들 또는 설정들의 조합들에 대응하는 심볼들을 포함한다. 다양한 기술들이 효율적인 기호 라이브러리(460)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공동 계류 중인 Keith Mathias, J. David Schaffer 및 Murali Mani가 1999년 6월 2
9일에 출원한 시리얼 넘버 제09/343,649호, 대리인 문서번호 PHA 23,696의 미국 특허 출원 " IMAGE CLASSIFIC
ATION USING EVOLVED PARAMETERS" 는 유전, 진화, 화상들을 분류하는데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의 사용을 개시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은 단지 본 발명의 원리들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본 명세서에 명백하게 기재되거나 도시되지 않
았을지라도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이 본 발명의 원리들을 구체화하고, 그러므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 내에 있는 다
양한 장치들을 고안할 수 있을 것임이 이해될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록, 내용 정보의 다른 형태들의 분류 및 인덱싱이 또
한 제작 정보의 포함에 의해 용이하게 될 지라도, 비디오 내용 정보가 본 발명의 응용을 나타내기 위한 모범(paradigm)
으로서 사용되었다. 사운드 스튜디오에서의 지령들 및 설비 설정들은 예를 들어, 오디오 내용 자료를 인덱싱하고 요약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유사하게, 인덱싱 및 검색을 위한 사용에 부가하여, 주석첨가된 오디오/비디오 내용(350), 특
히 감독의 발성 명령들에 포함된 제작 정보(215)는 유저에게는 직접적인 흥미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매체에 대한 마케팅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들 및 다른 시스템 구성들 및 최적화 특징들은 본 명세서를 고려하여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명백할 것이며, 다음 청구항들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용 자료에 관련된 보조(ancillary)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내용 자료의 제작에 관련된 소스 정보(220 내지 240)를 수집하는 단계, 및

상기 보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소스 정보(220 내지 240)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소스 정보(220 내지 240)는 상기 내용 자료의 제작 동안 내려진 하나 이상의 지령들(directives)(220)과,

상기 내용 자료의 제작 동안 사용된 하나 이상의 설비 아이템들과 연관되는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들(230, 240) 중 적
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보조 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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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정보(220 내지 240)를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하나 이상의 지령들(220)에 대응하는 발성 입력(vocal input)과 연관된 용어들을 인식하는 단계,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설비 아이템들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카메라(230)와 연관된 시야 설정(field of view setting)
을 인식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보조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정보(220 내지 240)를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보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정보(320 내지 323)를 처리하는 단계를 또한 포함하고,

상기 다른 정보(320 내지 323)는,

상기 내용 자료와 연관된 클로즈드-캡션 정보(closed-caption information)(320)와,

상기 내용 자료와 연관된 화상 정보(321)와,

상기 내용 자료와 연관된 오디오 정보와,

상기 내용 자료와 연관된 문맥 정보(context information)(322), 및

상기 내용 자료의 유저와 연관된 유저 정보(323)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보조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정보(220 내지 240)의 처리는 상기 내용 자료를 요약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보조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내용 자료는 화상 회의의 장면들에 대응하는, 보조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내용 자료(350)의 특정 세그먼트들에 대한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기 보조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내용 자
료와 상기 보조 정보를 동기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보조 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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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자료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호 형태로 상기 소스 정보(220 내지 240)와 연관된 제작 정보(215)
를 분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보조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정보는 MPEG-7 명세와 일치하여 제공되는, 보조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9.

내용 자료에 관련된 보조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내용 자료의 제작 동안 사용된 하나 이상의 카메라 설정들과 연관되는 카메라 파라미터들(230)을 수집하는 단계, 
및

상기 카메라 파라미터들(230)에 기초하여, 상기 보조 정보를 제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조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보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정보(320 내지 323)를 처리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며,

상기 다른 정보(320 내지 323)는,

상기 내용 자료와 연관된 클로즈드-캡션 정보(320)와,

상기 내용 자료와 연관된 화상 정보(321)와,

상기 내용 자료와 연관된 오디오 정보와,

상기 내용 자료와 연관된 문맥 정보(322), 및

상기 내용 자료의 유저와 연관된 유저 정보(323)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보조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1.

레코딩 시스템(210)에 있어서,

내용 자료의 제작과 연관된 소스 정보(220 내지 240)와,

상기 내용 자료와 연관된 동기 데이터(201, 202)를 입력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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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 자료로의 선택적인 억세스를 용이하게 하는 제작 정보(215)를 제작하는, 인코더(450)을 포함하는, 레코딩 
시스템(210).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정보(220 내지 240)는

상기 내용 자료의 제작과 연관된 지령들(220), 및

상기 내용 자료의 제작에 사용되는 설비와 연관된 설정들(230 내지 240)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레코딩 시스템(
210).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더(450)는

상기 내용 자료의 제작과 연관된 발성 소스 정보(220)을 처리하는 음성 인식 시스템(420), 및

상기 내용 자료의 상기 제작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카메라와 연관된 파라미터들(230)을 처리하는 시야 처리기(430)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레코딩 시스템(210).

청구항 14.

정보 처리 시스템(300)에 있어서,

내용 자료의 제작에 관련되는 제작 정보(215)의 소스와,

제작 정보(215)의 소스에 사용가능하게 결합되어, 상기 내용 자료에 관련된 보조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처리기
(310)를 포함하고,

상기 제작 정보(215)는

상기 내용 자료의 제작 동안 내려진 하나 이상의 지령들(220) 및

상기 내용 자료의 제작 동안 사용된 하나 이상의 설비 아이템들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들(230, 240) 중 적어
도 하나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300).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 정보(215)의 소스는

상기 하나 이상의 지령들(220)에 대응하는 발성 입력과 연관된 용어들을 인식하도록 구성되는 음성 인식 시스템(420)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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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나 이상의 설비 아이템들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카메라와 연관된 파라미터들(230)을 처리하는 시야 처리기
(430)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300).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다른 정보(320 내지 323) 중 적어도 하나의 소스를 더 포함하고,

상기 다른 정보(320 내지 323)은

상기 내용 자료와 연관된 클로즈드-캡션 정보(320)와,

상기 내용 자료와 연관된 화상 정보(321)와,

상기 내용 자료와 연관된 문맥 정보(322) 및

상기 내용 자료의 유저와 연관된 유저 정보(323)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처리기(310)는 다른 정보(320 내지 323) 중 적어도 하나의 소스에 사용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다른 정보(32
0 내지 323)에 또한 기초하여 상기 보조 정보를 제공하도록 더 구성되어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300).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정보와 내용 자료 간의 상관 관계(correlation)을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동기기(synchronizer)(410)를 더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300).

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정보는 상기 내용 자료와 연관된 문자들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300).

청구항 19.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정보는 MPEG-7 명세에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 처리 시스템(300).

청구항 20.

정보 처리 시스템(300)에 있어서,

내용 자료의 제작에 관련된 제작 정보(215)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과,

상기 입력에 사용가능하게 결합되어, 상기 내용 자료에 관련된 보조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처리기(310)를 포함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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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작 정보(215)는 상기 내용 자료의 제작 동안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카메라들과 연관되는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
들(230)을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300).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다른 정보의 적어도 하나의 소스(320 내지 323)를 포함하고,

상기 다른 정보(320 내지 323)는

상기 내용 자료와 연관된 클로즈드-캡션 정보(320)와,

상기 내용 자료와 연관된 화상 정보(321)와,

상기 내용 자료와 연관된 문맥 정보(322), 및

상기 내용 자료의 유저와 연관된 유저 정보(323)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처리기(310)는 다른 정보(320 내지 323) 중 적어도 하나의 소스에 사용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다른 정보(32
0 내지 323)에 또한 기초하여 상기 보조 정보를 제공하도록 더 구성되어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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