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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 및 시스템

요약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여 전송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방법은 송신 단말 장치와 수신 단말 장치를

구비하고 이들과 각각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연결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관리 서버를 구비한 멀티미디어 컨텐

츠 제작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현된다. 방법은 a) 멀티미디어 컨텐츠(이하, '컨텐츠'로 약칭) 구성 명령을 통신 망을 통

해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컨텐츠 구성 명령에 따라 컨텐츠를 생성하는 단계; 및 c) 단계 b)에 의해 생성된 상기 컨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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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화하여 부호화된 컨텐츠를 상기 통신 망을 통해 상기 수신 단말 장치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방법에 의하면, 송

신 측 및/또는 수신 측 단말 장치의 다양한 기종에 대응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파일을 제작, 편집, 전환, 전송, 수

신/재생하게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시스템을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의 전개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들이다.

도 4는 도 1에 도시된 송신 측 또는 수신 측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단말기의 일 예를 도시한 구성도이다.

도 5는 도 1에 도시된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컨텐츠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a 내지 도 11d는 도 1에 도시된 시스템 및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낸 페이지 뷰들의 예들이

다.

도 12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시스템을 나타낸 구성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 망을 통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작 전송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 유선 통신망 또는 IMT 2000과 같은 무선 통신망을 통한 통신 시스템에 기반 하여 멀티미디어 컨텐츠 서비

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IMT 2000 단말기를 통해 종래의 음성과 문자만을 주고 받는 단순

한 휴대폰에서 정지 영상 및/또는 동영상을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 MP3 파일과 같은 음악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

이 단말기에 추가되거나 외부 기기와 연결되어 구현됨으로써 이제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멀티미디어 컨텐츠 파일을 제작하

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 넘어 무선으로 송수신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

래 기술을 몇 가지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2001년 5월 7일에 공개되고 2001년 9월 25일에 등록된 대한 민국 등록 특허 제 10-031154 호(출원 번호 10-1999-

0043240)는 음성 및 화상 통화 시에 음악(뮤직 비디오), 특정 기업의 상품 등의 홍보 목적의 광고 문장, 이미지, 사운드 클

립, 그 외 정지 영상, 동영상 등의 광고 영상이나 음성 등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삽입하여 서비스함으로써 광고

주에게는 광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사용자에게는 통신 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소비자

간의 음성 및 화상 통화 시 미리 준비된 광고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고객이 독자적으로 멀티미디어 컨텐

츠를 제작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서로 통화중이 아닐 때에도 자유롭게 전송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7월 2일에 공개되고 2002년 12월 10일에 등록된 대한 민국 등록 특허 제 10-0365862 호(출원 번호 10-1999-

0055430)는 휴대용 이동 무선 단말기에서 착신이 있을 시 음악이나 멜로디가 발생하는 동안 그와 관련된 이미지를 표시

하여 뮤직 비디오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착신음 발생 시 미리 준비된 영상을 동시에 보여 줌으

로써 멀티미디어 기능을 구현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멀티미디어 파일을 독자적으로 제작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기

술을 개시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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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12일에 공개된 대한 민국 공개 특허 출원 특 2002-0059194 호(출원 번호 10-2001-0000186)는 사용자가

멀티미디어 컨텐츠 파일로서의 뮤직 비디오를 제작하는 장치를 기술하고 있다. 즉, 스토리 보드에 저장된 제작 설계 내용

에 따라 문자, 정지 영상 및/또는 동영상, 음악 파일 등을 결합하여 최종 뮤직 비디오 파일인 동영상 파일을 생성하는 장치

를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유무선 통신 망을 통해 소비자 상호간에 통신 단말기(IMT-2000 단말기, 무선 송수신 기

능이 내장된 PDA 또는 PC)를 통해 송수신할 수 있고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제작된 멀티미디어 동영상 파일을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소비자끼리 주고 받기 위해서는 송신측에서 서로 특

성이 다른 다양한 신호(문자, 영상, 음악 등)들을 효과적으로 압축 부호화하여 결합하여 전송하고, 수신측에서 이를 재생시

켜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동영상 파일을 압축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정보량이 많아서 소비자가

비싼 통신 요금을 부담하게 되며 통신 망에 로드(load)가 많이 걸리고, 특히 무선 통신 단말기에서 해당 동영상을 다운로드

해서 저장하고 재생함에 있어서는 수신측 단말기의 메모리 용량에 상당한 부담이 생기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PC나 이동 통신 단말기에 내장 또는 연결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기능을 통해 직접 멀티미디어 컨텐

츠 파일을 제작하여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다른 소비자에게 전송하고, 그 소비자가 수신측 단말기를 통해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 파일을 쉽게 수신, 재생하여 감상할 수 있게 하며, 송신측에서 정지 영상 파일 만을 가지고 멀티미디어 컨텐츠 파일

을 제작 전송하더라도 수신측에서는 동영상을 감상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서비스 방법 및 시

스템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사정을 감안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소비자가 직접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여 유무

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수신측 단말기에서 멀티미디어 컨텐츠 파일을 용이하게 수신 재생할 수 있게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

츠 제작 전송 방법 빛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송신측에서 정지 영상 파일 만을 가지고 멀티미디어 컨텐츠 파일을 제작 전송하더라도 수신측에

서 동영상 파일을 감상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송신측 및/또는 수신측 단말 장치의 다양한 기종에 대응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파일을

제작, 편집, 전환, 전송, 수신/재생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 관점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은 송신 단말 장치와 수신 단

말 장치를 구비하고 이들과 각각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연결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관리 서버를 구비한 멀티미

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현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에 있어서, a) 멀티미디어 컨텐츠

(이하, '컨텐츠'로 약칭) 구성 명령을 통신 망을 통해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컨텐츠 구성 명령에 따라 컨텐츠를 생성하는

단계; 및 c) 단계 b)에 의해 생성된 상기 컨텐츠를 부호화하여 부호화된 컨텐츠를 상기 통신 망을 통해 상기 수신 단말 장치

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2 관점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은 통신 망을 통해 상호 연결된 송신 단말 장치와 수신 단말

장치와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관리 서버를 구비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현되는 멀티미디

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에 있어서, a)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이하, '컨텐츠'로 약칭) 소스를 확보하는 단

계; b) 단계 a)에 의해 확보된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스 컨텐츠에 대한 지정 코드를 확정하는 단계; c) 상기 송신 단말

장치를 통해 컨텐츠의 제작 옵션을 확정하는 단계; d) 단계 c)에 의해 확정된 상기 제작 옵션에 대응하는 구성 제어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 e) 단계 b)에서 확정된 적어도 하나의 소스 컨텐츠에 대응하는 소스 컨텐츠 지정 코드 및 단계 d)에 의해

생성된 상기 구성 제어 코드를 결합하여 통합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 f) 상기 통합 코드에 따라 통합 컨텐츠를 생성하여 이

를 부호화하여 저장하는 단계; g) 수신 단말 장치의 수신/재생 성능(RSC) 등급을 확인하는 단계, 여기서 상기 수신 단말 장

치의 RSC 등급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상기 수신 단말 장치에 부여되며,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등급 분류 기준은 상기 수신 단말 장치의 수신 능력, 재생 능력, 및 수신 단말 장치의 요청 수준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하며;

및 h) 상기 확인된 RSC 등급의 미리 정해진 전송 레벨 및 절차에 따라 부호화된 통합 컨텐츠의 해당 부분을 해당 수신 단

말 장치로 전송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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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2 관점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시스템은 송신 단말 장치와 수신 단말 장치와 각 단말 장치에 통

신 망을 통해 연결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관리 서버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작 전송 관리 서버가, 다수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이하, '컨텐츠'로 약칭) 소스들을 저장하기 위한 소스 컨텐츠 데이터베

이스; 상기 다수의 소스 컨텐츠들 각각에 대응하는 다수의 소스 컨텐츠 지정 코드를 저장하기 위한 소스 컨텐츠 지정 코드

데이터베이스; 컨텐츠 구성 명령에 따라 상기 소스 컨텐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소스 컨텐츠를 추출하여 결합함으로써

통합 컨텐츠를 생성하기 위한 컨텐츠 제작 전용 서버; 송신 단말 장치로부터의 컨텐츠 구성 명령을 통신 망을 통해 수신하

는 경우, 상기 수신된 컨텐츠 구성 명령을 상기 컨텐츠 제작 전용 서버에 제공하며, 상기 송신 단말 장치로부터의 소스 컨

텐츠를 상기 통신 망을 통해 수신하는 경우, 상기 수신된 소스 컨텐츠를 상기 소스 컨텐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수신된 소스 컨텐츠에 대응하는 소스 지정 코드를 생성하며, 상기 생성된 소스 지정 코드를 상기 소스 지정 코드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통합 컨텐츠를 부호화하여 부호화된 통합 컨텐츠(IMCF)를 생성하는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 및 상

기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의 제어 하에 상기 부호화된 통합 컨텐츠(IMCF)를 통신 망을 통해 수신 단말 장치에 제공하기 위

한 전송 전용 서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해 상

세히 설명한다.

<제 1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시스템을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시스템은 통신 망 예컨대, 인터넷, 이동 통신 망, PSTN등

에 연결된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에 의해 구현된다. 상기 멀티미디어 서비스 관리 제작 전송 장치

(200)는 통신 망 운영 사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다.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는 송신 측 단말 장치(100; 이하, 간단히 '송신 측'이라고도 함)로부터의 요

청(컨텐츠 구성 명령; IC)에 따라 통합 멀티미디어 컨텐츠 파일(IMCF; 이하, 간단히 '컨텐츠 파일'이라 함)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컨텐츠 파일(IMCF)을 수신 측 단말 장치(300; 이하 간단히 '수신 측'이라 함)에 제공한다. 상기 컨텐츠 파일(IMCF)

은 상기 송신 측(100)의 요청에 따라 문자 파일(TF)과 정지 영상 파일(DF) 그리고 오디오 또는 동영상 파일(MF)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에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는 통신 망을 통해 접속한 송신

측(100)으로부터의 컨텐츠 구성 명령(IC)을 수신하는 경우, 상기 컨텐츠 구성 명령(IC)에 따라 통합 멀티 미디어 컨텐츠 파

일(이하, 간단히 '컨텐츠 파일' 또는 '통합 컨테츠'라고 부르며 영어 약자로 IMCF를 사용함)을 생성한다. 그리고, 상기 생성

된 컨텐츠 파일(IMCF)을 상기 통신 망을 통해 상기 수신 측(300)에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송신 측(100) 및 상기 수신 측

(300) 각각은 이동 단말기, 휴대용 컴퓨터 예컨대, PDA 또는 노트북, 또는 개인 컴퓨터일 수 있다.

상기 컨텐츠 구성 명령(IC)은 상기 컨텐츠 파일(IMCF)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스 컨텐츠들(TF, DF 및 MF)을 지

정하기 위한 소스 지정 명령(TC, DC, 및 MC) 및 상기 소스 지정 명령(TC, DC, 및 MC)에 의해 지정된 소스 컨텐츠들(TF,

DF 및 MF)의 결합 속성을 지정하기 위한 속성 지정 명령(CC)으로서의 구성 제어 코드들을 포함한다. 상기 컨텐츠 구성 명

령(IC)은 코드화된 명령들의 모임인 일종의 통합 코드(IC)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컨텐츠 구성 명령(IC; 이하 '통합 코드'라

함)은 상기 문자 파일(TF)을 지정하는 문자 지정 코드(TC), 정지 영상 파일(DF)을 지정하는 정지 영상 지정 코드(DC), 또

는 오디오 또는 동영상 파일(MF)을 지정하는 오디오 또는 동영상 지정 코드(MC), 및 상기 소스 컨텐츠들 각각의 결합 속

성을 지정하기 위해, 상기 컨텐츠 파일(IMCF) 제작 옵션(MCMO) 또는 제어 명령에 대응하는 구성 제어(또는, 속성 지정)

코드(CC)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보다 용이한 이해를 위해 용어 사용에 있어서 "명령"과 "코드"를 구분

없이 사용한다.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는 본 서비스의 가입자 또는 고객의 정보를 저장한다. 예컨대, 상기 멀티미

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는 고객들 각각이 이전에 제작한 컨텐츠들에 대한 정보, 수신 측의 정보, 요금, 및 그

결제 내역을 저장한다.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는 제작된 컨텐츠 파일(IMCF)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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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는 상기 수신 측(300)의 등급(예컨대, 단말기 성능에 대한 등급)을 분류한

다. 상기 수신 측(300)의 등급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상기 수신 측(300)에 부여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등급 분류는 상기 수신 측(300)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수신 능력, 재생 능력, 및 수신 측의

요청 수준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한편,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상기 컨텐츠 파일(IMCF)을 생성하기

이전에 그에 대한 미리 보기 컨텐츠 파일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미리 보기 컨텐츠 파일을 상기 수신 측(300)에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미리 보기 컨텐츠 파일에 대한 상기 수신 측(300)의 응답에 따라 상기 컨텐츠 파일(IMCF)을 생성하

고 상기 컨텐츠 파일(IMCF) 전체 또는 소정 부분을 상기 수신 측(300)에 제공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본 발명에 따른 다

른 실시 예에서는,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는 컨텐츠 파일(IMCF)을 생성한 다음, 이에 대한 미리

보기 컨텐츠 파일을 생성하여, 상기 컨텐츠 파일(IMCF)을 통신 망을 통해 상기 수신 측(300)에 제공하기 이전에 상기 생성

된 미리 보기 컨텐츠 파일을 상기 수신 측(300)에 제공한다. 이어, 상기 수신 측(300)의 미리 보기 컨텐츠 파일에 대한 응

답에 따라 상기 컨텐츠 파일(IMCF)을 상기 수신 측(300)에 제공한다. 상기 미리 보기 컨텐츠 파일 및 상기 컨텐츠 파일

(IMCF)의 생성 또는 제공 순서에 의해 본 발명이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컨텐츠 파일(IMCF)은 송신 측(100)에 관한 송신 측 정보, 상기 컨텐츠 파일(IMCF)의 제목 및 그

설명, 및 메시지를 포함한다. 상기 송신 측 정보, 상기 컨텐츠 파일(IMCF)의 제목 및 그 설명, 및 메시지는 상기 송신 측

(100)에서 발생되거나 또는,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에서 송신 측(100)에 제공한 문자 정보 파일

을 상기 송신 측(100)에서 편집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상기 컨텐츠 파일(IMCF)의 제목 및 그 설명, 및 메

시지는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 그 자체 내에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 생성될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송 전용 서버(201), 통합 중

앙 제어/처리부(202), 컨텐츠 파일(IMCF) 제작 전용 서버(204), 소스 컨텐츠 데이터베이스(DB; 205), 고객 관련 정보 데

이터베이스(206), 구성 제어 코드(CC) 데이터베이스(207), 및 IMCF 데이터베이스(208)를 포함한다.

상기 전송 전용 서버(201)는 상기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의 제어하에 컨텐츠 파일(IMCF)을 통신 망을 통해 수신 측

(300)에 제공한다.

소스 컨텐츠 DB(205)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것 뿐만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소스 컨텐츠들 예컨대, 외부의 상용 멀티미디

어 컨텐츠 서비스 제공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소스 컨텐츠들을 저장한다.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는 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제어한다. 상기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는 상기 송신 측(100)

으로부터 컨텐츠 구성 명령(IC)을 통신 망을 통해 수신하는 경우, 상기 수신된 컨텐츠 구성 명령(IC)을 상기 컨텐츠 제작 전

용 서버(204)에 제공한다. 또한, 상기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는 소스 컨텐츠를 확보한다 (도 2의 단계 S205 참조). 상

기 소스 컨텐츠는 소스 컨텐츠 DB(205)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거나, 또는 송신 측(100)에서 통신 망을 통해 제공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스 컨텐츠는 송신 측(100)에서 신규로 확보한 파일을,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의 통

합 중앙 제어/처리부(202)에 보내면,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는 해당 신규 파일(TF, DF, 또는 MF)을 소스 컨텐츠 DB

(205)에 저장하는 한편, 그에 대응하는 소스 지정 코드(TC, DC, 또는 MC)를 부여(즉, 확정)하고 (도 2의 단계 210), 구성

제어 코드 DB(207)에 소스 지정 코드(TC, DC, 또는 MC)를 저장함과 동시에 송신 측(100)에 소스 지정 코드(TC, DC, 또

는 MC)를 송신 측(100)에 전송하면 송신 측(100)의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IMCF 제작 전용 서버(204)는 다양한 제작 옵션(MCMO)에 해당되는 구성 제어 코드들(CC)을 그 내부의 메모리에 미리 저

장하고 있거나 또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관리 장치 서버(200)의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가 생성하거나 중앙 제어부

(170)에서 생성되어 제공 받은 것을 구성 제어 코드 DB(207)에 저장한 것을 제공 받는다 (도 2의 단계 230 참조). 본 발명

에 따른 컨텐츠 파일(IMCF)의 구성 예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도 5에 도시된 컨텐츠 파일(IMCF)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

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컨텐츠 프로그램의 제작은 본 명세서에서의 상세한 설명을 기초로 당업자라면 어렵

지 않게 구현할 수 있음이 당업자에게는 자명하므로, 본 상세한 설명에서는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제시는 생략한다.

중앙 제어부(170)가 TC, DC, MC, 및 CC를 결합하여 통합 코드(IC)를 생성하고 (도 2의 단계 S240 참조), 상기 생성된 통

합 코드(IC)를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에 전송한다 (도 2의 단계 250 참조). 그러면,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는 통

합 코드(IC)를 수신하여 IC에 포함된 TC, DC, 및 MC에 해당하는 소스 컨텐츠들(TF, DF, 및 MF) 각각을 소스 컨텐츠 DB

(205)로부터 불러와 이를 CC와 함께 IMCF 제작 전용 서버(204)에 제공하면, IMCF 제작 전용 서버(204)가 CC에 따라 해

당 소스 컨텐츠들을 결합하여 컨텐츠 파일(IMCF)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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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택적인 실시 예에서 상기 IMCF 제작 전용 서버(204)에 의해 생성된 컨텐츠 파일(IMCF)은 다시 상기 통합 중앙 제

어/처리부(202)에 의해 부호화됨으로써 부호화된 컨텐츠 파일(IMCF)로 변환되어 IMCF DB(208)에 저장될 수 있다 (도 2

의 단계 S280 참조). 또한, 실시 예에 따라서는 IMCF 제작 전용 서버(204)를 장치(200) 내에 별도로 두지 않고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가 상기 IMCF 제작 전용 서버(204)의 기능들 모두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고객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206)는 본 서비스의 가입자 또는 고객의 정보를 저장한다. 예컨대, 상기 고객 관련 정보 데이

터베이스(206)는 고객들에 대한 확인 정보(ID, 비밀번호, 전화 번호, 주소등)와, 각각이 이전에 제작한 컨텐츠 파일(IMCF)

들에 대한 정보, 수신 측의 정보, 요금, 및 그 결제 내역을 저장한다. IMCF 데이터베이스(208)는 IMCF 제작 전용 서버

(204)에 의해 제작된 컨텐츠 파일(IMCF)을 상기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의 제어 하에 저장한다.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는 수신 측 단말 장치(300)의 수신/재생 성능(RSC) 등급을 분류한다.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

(202)에 의한 수신 측(300)의 RSC 등급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상기 수신 측(300)에 부여된다. 상

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등급 분류는 상기 수신 측(300)의 수신 능력, 재생 능력, 및 수신 측(300)의 요청 수준중 적어도 하

나 이상을 구비한다.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는 상기 수신 측(300)의 등급을 확인 또는 분류하기 위해, 적절한 체크 신호를 송신 측(100)이

지정한 수신 측 단말 장치(300)와 주고 받아서 그 수신 측 단말 장치(300)에 대한 기종, 성능 관련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수신 측 단말 장치(300)의 RSC 등급을 확인한다 (도 2의 단계 S270 참조). 이 때, 해당 수신 측 단말 장치(300)에 대한 기

종, 성능 관련 정보가 고객 관련 정보 DB(206) 내에 미리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참조한다.

상기 수신 측 단말 장치(300)의 RSC 등급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등급이 있을 수 있다:

컨텐츠 파일(IMCF)의 수신/재생이 전부 가능한 등급;

B) 컨텐츠 파일(IMCF)중 <문자 정보 파일, 동영상 파일)>을 수신/재상할 수 있는 등급;

C) 컨텐츠 파일(IMCF)중 <문자 정보 파일, 오디오 파일> 만 수신/재생할 수 있는 등급;

D) 컨텐츠 파일(IMCF) 중 <문자 정보 파일> 만 수신/재상할 수 있는 등급. 및

E) 이른바 SMIL 규격을 지원하는 등급.

상기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는 상기 등급들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전송 레벨 및 절차에 따라 부호화된 IMCF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전송 전용 서버(201)을 통해 상기 수신 측(300)에 제공한다.

상기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는 부호화된 컨텐츠 파일(IMCF)를 수신 측(300)에 전송하기 전에 미리 보기 컨텐츠 파일

(예: 도 5의 600) (예컨대, 문자 정보 파일 (도 5의 610) + 추가 파일의 수신 방법 선택 안내 데이터(도 5의 615))를 IMCF

제작 전용 서버(204)가 생성하게 하고, 그것을 부호화하여 부호화된 미리 보기 컨텐츠 파일을 생성하여 수신 측에 전송하

고, 수신 측(300)의 응답 예컨대, 서비스 요청에 따라 부호화된 컨텐츠 파일(IMCF)을 수신 측(300)에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송신 측 단말 장치(100) 또는 수신 측 단말 장치(300)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단말기(100, 300)의 세부 구성 예가 도 4

에 도시되어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단말 장치(100, 300)는 문자 파일(TF), 정지 영상 파일(DF), '오디오(음악) 또는 동 영상 파일'(MF), 및

제어 코드들(CC)을 저장하기 위한 다수의 저장부들(110, 103, 155, 180, 130)을 포함한다. 단말 장치(100, 300)는 상기

다수의 저장부들(110, 103, 155, 180, 130)에 저장된 파일들을 중앙 제어부(170)의 제어에 따라 디스플레이(120, 123)에

나타내거나 또는 스피커(157)를 통해 출력시킬 수 있다. 중앙 제어부(170)는 송수신부(140)를 통해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와 상호 작용할 수 있다.

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멀티 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의 전개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들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방법의 전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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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단계 S205에서, 상기 송신 측의 사용자가 자신의 단말 장치(예: 100)를 이용하여 통신 망을 통해 본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는 경우, 상기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는 컨텐츠 구성과 관련된 선택 및 안내 데이터를 송신 측(100)에 제

공하여, 사용자가 신규로 취득하여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로 전송하거나 또는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소스 컨텐츠를 선택함으로써 IMCF에 구비될 소스 컨텐츠를 확보하도록 한다

(S205).

예컨대, 문자 정보 파일(TF)에는 도 5에 도시된 예와 같이 송신자 정보와 제작할 IMCF의 제목이 필수적으로 구비되며, 선

택에 따라서는 IMCF에 대한 문자 메시지 내용(즉, 문자 설명 내용)이 더 구비될 수 있다. 사용자가 단말 장치(100)의 키 입

력부(160)를 통해 제목과 메시지 내용(문자 설명 내용)을 입력하고, 단말 장치(100) 내의 문자 데이터 저장부(110)에 저장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나, 실시 예에 따라서는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의 소스 컨텐츠 DB(205)에 미리

저장되어 있던 문자 정보 파일을 다운 로드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또는 편집하여 문자 파일 저장부(110)에 저장한 문자 정

보 파일일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사용자가 전송한 것을 수신 받아 문자 정보 파일 저장부(110)에 저장한 것일 수도 있다.

상기 디지털 정지 영상 파일(DF)은 도 7a에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보통 JPEG 파일이나 GIF 파일 또는 다른 방식으로

압축 부호화되어 저장되는 이미지 파일이다. 또 다른 실시 예로서, 상기 정지 영상 파일(DF)은 사용자가 보통 디지털 카메

라를 사용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예를 들면 사용자의 조작 신호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 제어부(105)의 제어 하에 CCD 디바

이스와 같은 디지털 영상 취득부(101)에 의해 취득 되어 정지 영상 저장부(103)에 저장되는 것이 보통이나, 실시 예에 따

라서는 송신 단말 장치(100) 내에는 단지 디지털 정지 영상 저장부(103)만 내장되어 있고 디지털 카메라 제어부(105)와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정지 영상 취득부(101)는 내장되지 않은 것일 수 있음에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 때는 멀티미

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의 소스 컨텐츠 DB(205) 내에 미리 저장되어 있던 정지 영상 파일이거나 또는 정지 영

상 파일을 다운 로드 받아서 그것을 편집하여 정지 영상 파일 저장부(103)에 저장한 정지 영상 파일일 수도 있다. 또한, 다

른 사용자로부터 수신 받아 정지 영상 파일 저장부(103)에 저장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정지 영상 파일(DF)을 확보하는

과정의 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정지 영상 파일(DF)이 송신 측 단말기(100)에 저장된 경우(즉, 예전에 저장되어 있거나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로부터 받아서 저장해 놓은 경우)를 설명한다. 송신 측(100)은 단말기(100)에 저장된 정지 영상 또는 동영

상 파일(DF, MF)을 송부하기 위해,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수의 정지 영상 또는 동영상 선택 항목들 중 하나를 선택

하면, 선택된 항목은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신 망을 통해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에 제공된다.

그러면,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는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은, 안내 메뉴를 제공하면서 사용자(100)가

선택한 위치에 수신한 정지 영상 파일(DF)을 저장하게 된다.

이어,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는 도 6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저장한 정지 영상 또는 동영상 파일

(DF, MF)의 화면 효과(Effect)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 효과 선택 페이지를 상기 송신 측(100)에 제공한다. 상기 송신 측

(100)의 사용자가 화면 효과 선택 페이지에 포함된 다수의 화면 효과 선택 항목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멀티미디어 제

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는 선택에 응답하여 도 6e에 도시된 바와 같은, 효과 내용 선택 페이지를 송신 측(100)에 제

공한다. 사용자가 효과 내용 선택 페이지에 포함된 다수의 효과 내용 선택 항목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된 항목을 저장

하고, 도 6f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정지 영상 또는 동영상 파일(DF, MF)의 확보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페이지를 송신 측

(100)에 제공하여 정지 영상 또는 동영상 파일(DF, MF)의 확보 과정을 완료한다.

도 7a 내지 도 7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즉석에서 촬영한 정지 영상 파일(DF)을 전송하는 경우, 상기 정지 영상 파일(DF)은

통신 망을 통해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에 전송되고, 상기 송신 측(100)의 사용자가 제목 및 저장

위치를 선택 또는 입력하면,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는 상기 사용자가 선택 또는 입력한 위치에 정

지 영상 파일(DF)을 저장하게 된다.

소스 컨텐츠 DB(205)에 저장된 컨텐츠들에서 소스를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는 도 8a 내지 도 8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

스 컨텐츠들에 대응하는 항목들을 선택함으로써, 정지 영상 파일(DF)을 확정할 수 있다. 유사하게, 공중에게 유료로 정지

영상 파일을 제공할 수 도 있다. 도 9a 내지 도 9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 측(100)의 사용자는 유료의 정지 영상 파일을

선택함으로써, 정지 영상 파일(DF)을 확보할 수 있다.

'오디오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MF)에 대해 설명하면, 오디오 파일은 사람의 목소리나 자연의 소리 인공 노래나 연주 등을

담은 것으로서 보통 MP3 파일 또는 웨이브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며, 동영상 파일은 보통 MPEG 방식으로 압축된 파

일이다. 오디오 파일은 보통 예를 들면 사용자의 조작 신호에 따라 송신 측(100)의 오디오 제어부(150)의 제어 하에 마이

크(153)를 통해 취득 되어 오디오 파일 저장부(155)에 저장되는 것이 보통이나, 실시 예에 따라서는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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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서버 장치(200) 내의 해당 저장 공간(예컨대, 소스 컨텐츠 DB(205)) 내에 미리 저장되어 있던 오디오 파일을 다운 로

드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또는 편집하여 오디오 파일 저장부(155)에 저장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사용자가 전송한

것을 수신 받아 오디오 파일 저장부(155)에 저장한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동영상은 오디오 파일이거나 또는 오디오 파일을 포함하는 동영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용되며, 이하의 본문 또

는 청구항에서도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오디오가 없는 동영상 파일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말 장치(100)가 본 발명의 적용을 위해 상기 동영상 파일 저장부(180)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선택에

따라 포함될 수 있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본 발명에서는 동영상을 저장하거나 송수신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통

신 선로의 로드(load)가 걸리기 때문에 단말 장치(100) 내에 동영상 취득 디바이스가 구비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멀티미디어 컨텐츠 파일의 배경 컨텐츠 파일로서 동영상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오디오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하에서 상술한 IMCF(예에서는 동영상 파일로 표현되었슴)를 생성하는 과정의 일 예를 도 10a 내지 도 10k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송신 측(100)의 사용자가 동영상(MF) 만들기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 도 10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 측(100)

에 생성할 IMCF의 제목을 입력하는 창을 포함하는 제목 입력 페이지를 송신 측(100)에 제공한다. 사용자가 상기 제목 입

력 페이지에 제목을 입력하게 되는 경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는 메시지 입력 창을 갖는 도 10b에

도시된 바와 같은 동영상 메시지 입력 페이지를 상기 송신 측(100)에 제공한다. 사용자가 상기 동영상 메시지 입력 페이지

에 메시지를 입력하는 경우,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는 생성될 IMCF의 배경으로 사용될 음악 또

는 동영상을 검색할 수 있는 도 10c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배경 음악 검색 페이지를 상기 송신 측(100)에 제공한다. 송신 측

(100)의 사용자가 상기 배경 음악 검색 페이지에 자신이 원하는 음악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

버 장치(200)는 송신 측(100)에 도 10d에 도시된 바와 같은, 상기 키워드에 대응하는 음악들의 목록을 포함하는 음악 컨텐

츠 선택 페이지를 제공한다.

송신 측(100)의 사용자가 상기 음악 컨텐츠 선택 페이지의 음악 목록에서 음악을 선택하면,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

버 장치(200)는 상기 선택한 음악 파일을 저장하고, 도 10e에 도시된 바와 같은, 사용자가 영상 소스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영상 컨텐츠 선택 페이지를 송신 측(100)에 제공한다. 상기 영상 컨텐츠 선택 페이지를 통해 영상 소스 컨텐츠가

선택되면,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는 도 10f 내지 도 10i와 같은 동영상 생성 과정을 안내하는 데

이터들을 생성하여, 송신 측(100)에 제공한다. 그리고, 생성된 동영상을 도 10j 및 도 10k와 같이 송신 측(100)에 제공하여

송신 측(100)의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제어부(120)에 의해 재생된 동영상(MF)을 디스플레이 스크린(123)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어, 단계 S210에서,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 단계 S205에서 확보한 TF, DF, 및 MF 각각을 가리키는

지정 명령(또는 코드)인 TC, DC, 및 MC를 확정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이것은 해당 파일과 그에 대한 지정 코드가 이미 멀

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 내의 소스 컨텐츠 DB(205)와 구성 제어 코드 DB(207)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경

우에는 자동으로 획득되며, 사용자가 신규로 취득한 파일인 경우에는 사용자측 송신 단말 장치(100)에서 그것을 멀티미디

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에 보내면,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가 해당 신규 파일을 소스 컨텐츠 DB(205)에 저

장하고 또한 그에 대한 지정 코드를 부여하여 구성 제어 코드 DB(207)에 저장하는 동시에 사용자측 송신 단말 장치(100)

에 그 지정 코드를 보내어 사용자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한편, 소스 컨텐츠 DB(205)에는 사용자가 업로드

한 것 뿐 아니라, 미리 외부의 상용 멀티미디어 컨텐츠 서비스 제공 회사에 의해 제공 받은 것이 구비되어 있는 게 보통임

에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단계 S220에서,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는 단계 S210에서 지정한 TF, DF 또는 MF를 어떻게 결

합할 것인지에 대한 통합 멀티미디어 컨텐츠 파일(IMCF) 제작 옵션(MCMO)을 확정하는 과정을 수행한다(S220). 이것은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시스템의 설계 상 미리 준비되어 있는 옵션 메뉴 중 하나를 사용자가 선택함으로써 <제작 옵

션>이 자동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 사용자의 편집 입력에 의해 <제작 옵션>이 결정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작 옵션을 결정하는 작업은 예를 들면 단말기(100)의 디스플레이 제어부(120)의 제어 하에 디스플레이 스크린

(123)상에 디스플레이 되는 <제작 옵션> 관련 메뉴를 사용자가 키입력부(160)을 통해 선택함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 여

기서 디스플레이 제어부(120)에 의해 제어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123)은, 예를 들어 송신 단말 장치(100)가 휴대폰이나

PDA인 경우 LCD 창이고, PC나 디지털 TV인 경우 에는 CRT 모니터 또는 LCD 스크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한 제반 키 조작 메뉴를 디스플레이 하거나 통합 멀티미디어 컨텐츠 파일(IMCF)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제작 과정 및 완

료 시점에서 보여주는 화면 제공 등의 제반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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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100)의 중앙 제어부(170)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서비스 시스템에서 미리 약속된 규약이나 서비스 회사에 의해 제공

되는 제반 정보 및 미리 준비된 다양한 제작 옵션 정보를 그 내부의 해당 메모리(도시되지 않음)에 미리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어서 필요한 제어 동작을 적절히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기 <

제작 옵션>에는 <대표 화면 지정, 문자 정보 스크롤 속도(TLD)에 따른 동영상 또는 오디오 파일의 시간적 길이(ML) 조정,

ML과 TLD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이 구비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정지 영상 중에서 대표 화면(RP)을 하나 지정하게 한다.

2) 문자 정보를 수신측 단말 장치의 화면 상에서 스크롤하여 보여 주는 데 있어서 정해진 스크롤 속도에 따라 보여 줄 때

통합 멀티미디어 컨텐츠 파일(IMCF)의 동영상이나 오디오 파일의 (시간적) 길이가 문자 정보를 모두 스크롤하기에 짧은

경우는 동영상이나 오디오 파일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문자 정보가 모두 스크롤되도록 한다. 예컨대, 통합 멀티미디어 컨텐

츠 파일(IMCF)에 구비된 텍스트 파일(메시지)의 재생 (시간적) 길이를 TL이라 하고 선택한 음악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시간적) 길이를 ML, 정지영상 및 그 구성옵션의 재생 (시간적) 길이를 DL이라고 할 때, 이 세가지 (시간적) 길이 중 가장

큰 값의 길이만큼 재생되게 된다. TL이 부족한 경우 문자 스크롤 없이 마지막까지 진행하며 ML이 부족한 경우 음악 파일

이나 동영상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 재생하고 DL이 부족한 경우에도 정지영상 및 그 구성옵션의 재생을 처음부터 다

시 반복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진행한다.

3) 통합 멀티미디어 컨텐츠 파일(IMCF)의 제목을 수신측 단말 장치의 디스플레이 창의 소정 위치에 삽입하여 <OOO님으

로부터 귀하에게 ***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라는 문자가 보이도록 <최초 화면>을 구성하여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면 해당 문자 설명 내용을 제공한다.

4) 문자 설명 내용을 제공한 후, 추가 파일의 수신 방법 선택 안내 데이터(예: 미리보기, 다운로드등)를 제공하는 데, 이것

에는 '대표 이미지(정지 화면)와 약 3초간의 음악' 또는 '약 5초간의 동영상'과 같이 간단히 IMCF를 맛보기로 감상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구비될 수 있다.

5) 다운로드 메뉴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면 정지 영상을 하나씩 순서대로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한다(예컨대,

사진 개수가 3개 이하 일 때는 하나 당 최대 30 초간 보여 주고 순차적으로 다시 보여주는 식으로 한다).

6) 상기 정지 영상의 미리 정해진 디스플레이 방식은, 미리 지정된 효과(Effect)로서 예를 들면, 기존 화면의 왼쪽 구석으

로부터 중앙부로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빙글빙글 돌며 등장하는 것 또는 직전 화면을 서서히 밀어 내면서 등장하는 것을

적용한다.

7) 한편, 문자 설명 내용은 각 정지 영상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고 시나 기타 글일 수도 있으며,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정

지 영상과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여 또는 정지 영상(의 일부 또는 전부) 위에 해당 설명 내용을 삽입하여 보여 준다.

이상의 <제작 옵션>의 설명을 토대로 시스템의 하드 웨어 상의 조건 또는 서비스 규약에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당업자

라면 본 명세서의 설명을 바탕으로 충분히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바, <제작 옵션>의 다른 구성 예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

지 않겠다.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상술한 제작 옵션에 따라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통합 멀티미디어 컨텐츠 파일(IMCF)이 제작된다.

단계 S230에서는, 제작 옵션(MCMO)에 대응되는 구성 제어 코드(CC)가 생성된다(S230). 구성 제어 코드(CC)는 단말 장

치(100)의 상기 중앙 제어부(170)에 의해 사용자의 옵션 선택에 따라 생성되어 구성 제어 코드 저장부(130)에 저장되어

있다가 멀티미디어 서비스 관리 장치 서버(200)의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에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중앙 제어

부(150)는 다양한 제작 옵션에 해당되는 CC를 미리 저장하고 있거나 또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관리 장치 서버(200)의 통합

중앙 제어부(202)로부터 제공 받아서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 생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당업자라면 어렵지 않

게 구현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5의 도면 부호 630으로 표시된 제어 코드(CC)에는 통합 멀티미디어 컨텐츠 파일(IMCF)의 기본 구성 제어 코드에 더하

여 섹션별 제어 코드가 구비되는데, 섹션이란 정지 영상 하나를 제공하는 길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그 섹션 마다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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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인 구성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도 6에서는 A~F로서 섹션별 제어 코드를 예시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함으로써 송

신 측에서 정지 영상 파일 만을 가지고 멀티미디어 컨텐츠 파일을 제작 전송하더라도 수신자측에서는 동영상을 감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계 S240에서, 상기 중앙 제어부(150) 또는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는 상기 TC, DC, MC, CC를 결합하여 통합 코드

(IC)를 생성한다.

단계 S250에서, 예를 들면, 중앙 제어부(150)는 통합 코드(IC)를 송수신부(140), 통신 망(190)을 통해 상기 멀티미디어 서

비스 관리 장치 서버(200)의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에 제공한다(S250). 만일, 다른 실시 예에서, 통합 코드(IC)가 멀

티미디어 서비스 관리 장치 서버(200)의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에서 생성된다면, 단계 S250는 생략될 수 있음을 당

업자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 S260에서,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 내의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가 상기 통합 코드(IC)를 수

신하여, TC, DC, MC에 해당하는 (소스 컨텐츠 DB(205)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TF, DF, MF를 각각 불러와 이를 CC와 함

께 IMCF 제작 전용 서버(204)에 제공하면, IMCF 제작 전용 서버(204)가 CC에 따라 TF, DF, MF를 결합하여 컨텐츠 파일

(IMCF)를 생성하고, 이것을 다시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가 받아서 부호화하여 부호화된 컨텐츠 파일(IMCF)을 생성

하여 IMCF DB(208)에 저장할 수 있다.

단계 S270에서, 상기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가 적절한 체크 신호를 송신 측(100)에서 지정한 수신 측(300)의 수신측

단말기(300)와 통신하여 상기 수신측 단말기(300)에 대한 기종, 성능 관련 정보를 참조하여 수신 단말 장치(300)의 멀티

미디어 수신/재생 성능(RSC) 등급을 확인한다(S270). 이 때, 해당 수신 측 단말 장치(300)에 대해 기종, 성능 관련 정보가

고객 관련 정보 DB(206) 내에(또는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 내에) 미리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참조한다.

단계 S280에서, 확인된 RSC 등급의 미리 정해진 전송 레벨 및 절차에 따라 부호화된 IMCF의 소정 부분(전부 또는 일부)

이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 내의 통합 중앙 처리/제어부(202)(또는 전송 전용 서버(201)가 있는 경우에

는 전송 전용 서버(201))에 의해 해당 수신측 단말 장치(300)로 전송된다. 예를 들면, 여기서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내의 통합 중앙 제어 처리/제어부(202))가 미리 상기 RSC 등급 (예: 4-5)의 A~E)에 해당하는 각각의 <부

호화된 IMCF의 소정 부분> 그리고 '미리보기 컨텐츠 파일'로서의 '문자 정보 파일 + 추가 파일의 수신 방법 선택 안내 데

이터'에 해당하는 <부호화된 IMCF의 소정부분>을 미리 저장(예를 들어 IMCF 제작 전용 서버(204) 내에)하여 두고, 미리

보기 컨텐츠 파일에 해당하는 <부호화 된 IMFC의 소정 부분>을 송신 측(300)의 RSC 등급에 관계없이 전송하고, 송신측

단말 장치의 등급(또는 송신측 단말 장치로부터의 서비스 요청 레벨)에 따라 해당하는 <부호화된 IMCF의 소정 부분>을

제공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상술한 단계 S205 내지 단계 S260에 의해 생성/저장된 IMCF 또는 <부호화된 IMCF의 소정 부분>을 전송하는 과정의 일

예를 첨부된 도 11a 내지 도 11d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사용자가 제작하여 사전에 준비된 컨텐츠 파일(IMCF)을 전송하기

위해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에 접속하는 경우,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

는 해당 송신 측(100)에 도 11a에 도시된 바와 같은, IMCF의 일종인 포토 동영상을 선택하기 위한 페이지를 송신 측(100)

에 제공한다. 송신 측(100)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상기 동영상 선택 페이지에 포함된 동영상 리스트 즉, 단계 S205 내지 단

계 S270에 의해 확보한 IMCF들에 대응하는 항목들을 갖는 상기 동영상 선택 페이지에서 자신이 원하는 소스 컨텐츠의 항

목을 선택하게 되면, 상기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는 상기 선택된 IMCF들을 그

내부의 메모리에 일시 저장하고, 상기 송신 측(100)에 도 11b에 도시된 바와 같은, 메시지 입력 창을 갖는 메시지 입력 페

이지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송신 측(100)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상기 메시지 입력 창에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하는 경우,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는 상기 메시지를 저장하는 한편, 상기 송신 측(100)에 본 메시지를 수신할 수신 측(300)의

주소 예컨대, 유무선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IP 주소를 입력하는 주소 입력 창을 갖는 주소 입력 페이지를 상기 송신

측(100)에 제공한다. 상기 송신 측(100)에서 상기 수신 측(300)의 주소를 입력하면,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는 상기 선택된 IMCF 및 상기 입력된 메시지를 기초로 전송할 컨텐츠 파일(IMCF)를 생성하여 상기 주소로 전송

한다.

이하, 도 3을 참조하여 상기 수신 측(300)의 미리 보기 컨텐츠 파일 수신에 따른 응답 및 이에 따른 본 시스템의 컨텐츠 파

일(IMCF)의 전송 과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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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291에서, 상기 수신 측(300)은 통신 망을 통해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로부터의 상기 미리

보기 컨텐츠 파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부호화하여 만든 <부호화된 IMCF의 소정 부분>을 수신하는 경우, 단계 S292에서,

상기 수신 측(300)은 상기 수신된 '부호화된 IMCF의 소정부분'을 복호화하여 재생하게 된다.

단계 S293에서, 상기 수신 측(300)의 사용자가 컨텐츠 파일(IMCF) 전체를 다운 받기를 원하는가를 판단하는 작업이 이뤄

진다. 이것은 수신 측(300)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기 수신 측(300)으로부터 발생되는 선택 신호를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가 수신함으로써 수행된다.

단계 S293에서 수신 측(300)의 응답이 "NO"인 경우 과정은 종료되고, 응답이 "YES"이면 과정은 단계 S294로 진행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의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가 상기 수신 측(300)으로부터 컨텐츠 파

일(IMCF) 전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수신하게 된다.

단계 S295에서, 상기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서버 장치(200)의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202)(또는 전송 전용 서버

(201)가 있는 경우에는 전송 전용 서버(201)에 의해)가 통신 망을 통해 상기 수신 측(300)에 전체 IMCF를 부호화한 데이

터를 제공한다.

그러면, 상기 수신 측(300)은 상기 수신한 전체 IMCF를 부호화한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수신 측(300)의 해당 출력 장치(도

시되지 않음)들을 통해 해당 컨텐츠 파일(IMCF)을 재생하여 디스플레이하게 된다. 이로써 과정이 종료된다.

실시 예에 따라서는 상기 미리 보기 컨텐츠 파일은 문자 정보 파일 (예: 도 5의 610) 및 일부의 동영상 정보로 구성된 것일

수도 있고 단지 문자 정보만으로 구성된 것 일수도 있으며, 또는 문자 정보 파일 및 대표 화면으로 사용되는 정지 영상 파

일로 구성된 것일 수 있다.

상기 수신 측의 단말 장치(300)는 바람직하게는 송신 측의 단말 장치(100)와 동일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실시 예에

따라서는 상술한 등급들에 해당하는 다양한 단말 장치들 중의 하나 일 수 있다.

<제 2 실시예>

이하에서는 도 12를 참조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서비스 시스템을 설명한다.

도 12에 도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서비스 시스템(이하 제 2 시스템으로 약칭)과

도 1 및 도 4에 도시된 <실시예 1>에 따른 시스템(이하 제 1 시스템으로 약칭)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도 12에 도시된 부분들 중 도 1 및 도 4와 동일한 용어가 사용된 부분들은 그 구조와 기능이 서로 같으므로 그 설명을 생략

한다.

도 12에서 참조 번호 701과 711은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서비스가 지원되는 이동 통신 단말 장치이고, 참조 번호

731은 PC이며, 도 4와 달리 도 12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관리 장치 서버(750)는 웹 서버(751)와 MPEG 동영상 파일 컨버

팅 서버(757), MPEG 동영상 파일 DB(758)를 더 포함하고 있다.

상기 제 2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이동 통신 단말 장치(701)에서 문자 정보 파일, 디지털 정지 영상 파일, 오디오 또는 동영

상 파일을 확보하여 소스 컨텐츠 DB(754)에 저장되도록 무선 통신망을 통해 업로드한 후,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PC(예

를 들어 PC(731))를 통하여 멀티미디어 제작 전송 관리 장치 서버(750)의 웹 서버(751)에 접속하여 <제 2 시스템>이 제

공하는 편집 메뉴를 이용하여 필요한 편집이나 데이터 (추가, 변경)입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소스 컨텐츠 DB

(754)에는 외부의 상용 멀티미디어 제작 전문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멀티미디어 소스 컨텐츠들이 구비되어 사용자의 선택

에 따라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되는 것이 보통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이동 통신 단말 장치(701)의 사용자(이하 송신자로 약칭)가 수신 단말 장치로서 지정한 상대방 (이하 수

신자로 약칭)의 이동 통신 단말 장치(711)가 동영상 재생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종일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예를 들

면, 멀티미디어 서비스 관리 장치 서버(750)의 MPEG 동영상 파일 컨버팅 서버(757)가 컨텐츠 파일(IMCF)를 MPEG 방식

(예를 들어 MPEG-4 방식)으로 변환(컨버팅)하여 MPEG 동영상 파일을 생성하여 MPEG 동영상 파일 DB(758)에 저장하

고, 해당 MPEG 동영상 파일을 수신자측 단말 창치(711)로 전송하도록 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0605528

- 11 -



이외에도 도 7에 도시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서비스 중이던 멀티미디어 컨텐츠 서비스와 연동될 수 있도록 상기 MPEG4

동영상 파일 컨버팅 서버(757)의 구성을 개량하거나 또는 상기 MPEG 동영상 파일 컨버팅 서버(757)와 별도로 구성된 다

른 데이터 베이스(예들 들면, 당업자가 사용하는 용어로서의 이른바 동영상 메일 DB, 라이브 스크린 DB, 동영상 갤러리

DB)와 연동하여 좀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SML 멀티 미디어 서비스와도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컨버팅 서

버도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제 2 시스템은 송신측 및/또는 수신측 단말 장치의 다양한 기종에 대응하여 다양한 포맷의 멀티미디어 컨텐

츠 파일을 제작, 편집, 변환, 전송, 수신/재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가 송신 측 단말 장치와 멀티미디어 서비스 관리 서버 장치를 통해 직접 멀티

컨텐츠 파일을 제작하여 유무선 통신 망을 통해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하고 그 사용자가 수신측 단말 장치를 통해 해당 멀

티미디어 컨텐츠를 자신의 단말기 성능에 맞추어 이를 수신, 재생하여 감상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송신측에서 지극히 간단

한 형태의 메시지(문자 파일)만을 가지고 멀티미디어 컨텐츠 파일을 직접 제작 전송할 수 있게 하며, 수신 측에서는 해당

내용이 동영상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또한, 송신 측 및/또는

수신 측 단말 장치의 다양한 기종에 대응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파일을 제작, 편집, 전환, 전송, 수신/재생하게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본 발명에 의하면, 소비자가 직접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여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 및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을 상기 실시 예에 의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의 특허청구범

위에서 청구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

구든지 다양한 변경 실시가 가능한 범위까지 본 발명의 기술적 정신이 있다고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송신 단말 장치와 수신 단말 장치를 구비하고 이들과 각각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연결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관리 서버를 구비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현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송신 단말 장치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이하, '컨텐츠'로 약칭) 구성 명령을 통신 망을 통해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관리 서버에서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관리 서버가 상기 컨텐츠 구성 명령에 따라 컨텐츠를 생성하는 단계; 및

c)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관리 서버가 단계 b)에 의해 생성된 상기 컨텐츠를 부호화하여 부호화된 컨텐츠를

상기 통신 망을 통해 상기 수신 단말 장치에 제공하는 단계;

d)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관리 서버가 상기 단계 b)에 의해 생성된 컨텐츠를 기초로 미리 보기 컨텐츠를 생성

및 부호화하는 단계;

e)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관리 서버가 상기 단계 c) 이행 이전에 상기 단계 d)에 의해 생성된 상기 부호화된 미

리 보기 컨텐츠를 상기 수신 단말 장치에 제공하는 단계; 및

f)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관리 서버가 상기 수신 단말 장치의 등급에 따라 상기 부호화된 미리 보기 컨텐츠의

해당 부분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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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 단말 장치의 등급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상기 수신 단말 장치에 부여되며,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등급 분류 기준은 상기 수신 단말 장치의 수신 능력, 재생 능력, 및 수신 측의 요청 수준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하

며,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관리 서버는 상기 미리 보기 컨텐츠에 대한 상기 수신 단말 장치로부터의 응답에 따라

상기 단계 c)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구성 명령은 상기 컨텐츠를 구성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스 컨텐츠를 지정하기 위한 소

스 지정 명령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구성 명령은 상기 컨텐츠를 구성하는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스 컨텐츠 결합 속성을 지

정하기 위한 속성 지정 명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스 컨텐츠는 문자 정보 파일, 정지 영상 파일, 오디오 또는 동영상 파일을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는 송신 측 정보, 상기 컨텐츠의 제목 및 그 설명, 및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측 정보, 상기 컨텐츠의 제목 및 그 설명, 및 메시지는 상기 송신 측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

청구항 9.

송신 단말 장치와 수신 단말 장치를 구비하고 이들과 각각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연결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관리 서버를 구비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현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에 있어

서,

a)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이하, '컨텐츠'로 약칭) 소스를 확보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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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단계 a)에 의해 확보된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스 컨텐츠에 대한 지정 코드를 확정하는 단계;

c) 상기 송신 단말 장치를 통해 컨텐츠의 제작 옵션을 확정하는 단계;

d) 단계 c)에 의해 확정된 상기 제작 옵션에 대응하는 구성 제어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

e) 단계 b)에서 확정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스 컨텐츠에 대응하는 소스 컨텐츠 지정 코드 및 단계 d)에 의해 생성된 상기

구성 제어 코드를 결합하여 통합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

f) 상기 통합 코드에 따라 통합 컨텐츠를 생성하여 이를 부호화하여 저장하는 단계;

g) 수신 단말 장치의 수신/재생 성능(RSC) 등급을 확인하는 단계, 여기서 상기 수신 단말 장치의 RSC 등급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상기 수신 단말 장치에 부여되며,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등급 분류 기준은 상기 수신 단

말 장치의 수신 능력, 재생 능력, 및 수신 단말 장치의 요청 수준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하며; 및

h) 상기 확인된 RSC 등급의 미리 정해진 전송 레벨 및 절차에 따라 부호화된 통합 컨텐츠의 해당 부분을 해당 수신 단말

장치로 전송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단말 장치의 등급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상기 수신 단말 장치에 부여되

며,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등급 분류 기준은 상기 수신 단말 장치의 수신 능력, 재생 능력, 및 수신 측의 요청 수준 중 하

나 이상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이

i) 상기 단계 f)에 의해 생성된 컨텐츠를 기초로 미리 보기 컨텐츠를 생성, 부호화하는 단계;

j) 상기 단계 h) 이행 이전에 상기 단계 i)에 의해 생성된 상기 부호화된 미리 보기 컨텐츠를 상기 수신 단말 장치에 제공하

는 단계; 및

k) 상기 수신 단말 장치의 등급에 따라 상기 부호화된 컨텐츠의 해당 부분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을 멀

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스 컨텐츠는 문자 정보 파일, 정지 영상 파일, 오디오 또는 동영상 파일 중 한

가지 이상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보기 컨텐츠 파일은 문자 정보 파일, 상기 문자 정보 파일 및 일부의 동영상 정보, 또는 문자

정보 파일 및 대표 화면으로 사용되는 정지 영상 파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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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l) 상기 부호화된 통합 컨텐츠 파일 중 미리 보기 컨텐츠 파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수신 단말 장치에서 수신 및 재생하는 단

계;

m) 상기 수신 단말 장치에서 상기 통합 컨텐츠 파일(IMCF) 전체를 다운 받기를 원하는지를 상기 수신 단말 장치로부터 발

생되는 선택 신호를 기초로 판단하는 단계; 및

n) 단계 m)에서의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수신 단말 장치에 상기 통합 컨텐츠 파일(IMCF) 전체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방법.

청구항 15.

송신 단말 장치와 수신 단말 장치와 각 단말 장치에 통신 망을 통해 연결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관리 서버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작 전송 관리 서버가,

다수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이하, '컨텐츠'로 약칭) 소스들을 저장하기 위한 소스 컨텐츠 데이터베이스;

상기 다수의 소스 컨텐츠들 각각에 대응하는 다수의 소스 컨텐츠 지정 코드를 저장하기 위한 소스 컨텐츠 지정 코드 데이

터베이스;

컨텐츠 구성 명령에 따라 상기 소스 컨텐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소스 컨텐츠를 추출하여 결합함으로써 통합 컨텐츠를

생성하기 위한 컨텐츠 제작 전용 서버;

송신 단말 장치로부터의 컨텐츠 구성 명령을 통신 망을 통해 수신하는 경우, 상기 수신된 컨텐츠 구성 명령을 상기 컨텐츠

제작 전용 서버에 제공하며, 상기 송신 단말 장치로부터의 소스 컨텐츠를 상기 통신 망을 통해 수신하는 경우, 상기 수신된

소스 컨텐츠를 상기 소스 컨텐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수신된 소스 컨텐츠에 대응하는 소스 지정 코드를 생성하

며, 상기 생성된 소스 지정 코드를 상기 소스 지정 코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통합 컨텐츠를 부호화하여 부호화

된 통합 컨텐츠(IMCF)를 생성하는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 및

상기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의 제어 하에 상기 부호화된 통합 컨텐츠(IMCF)를 통신 망을 통해 수신 단말 장치에 제공하기

위한 전송 전용 서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구성 명령은 상기 컨텐츠를 구성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스 컨텐츠를 지정하기 위한 소

스 지정 명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시스템.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상기 수신 단말 장치에 등급

을 부여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등급 분류 기준은 상기 수신 단말 장치의 수신 능력, 재생 능력, 및 수신 측의 요청 수준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시스템.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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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제작 전용 서버는 상기 생성된 통합 컨텐츠를 기초로 소정의 미리 보기 컨텐츠를 생성하

며, 상기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는 미리 보기 컨텐츠를 부호화하여 부호화된 미리 보기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전송 전용

서버는 상기 통합 중앙 제어/처리부의 제어하에 상기 부호화된 미리 보기 컨텐츠를 통신 망을 통해 상기 수신 단말 장치에

제공하며, 상기 수신 단말 장치의 등급에 따라 상기 부호화된 미리 보기 컨텐츠의 해당 부분을 상기 수신 단말 장치에 전송

하는 것을 특징을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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