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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정현수

전체 청구항 수 : 총 21 항

(54) 미디어 편집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미디어 편집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휴대단말 등의 커뮤니케이션 단말에 있어서, 메시지를 포함하는 미

디어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미디어 편집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발명의 미디어 편집장치에

서, 동화상 데이터 보존부(14)는 사용자가 녹화·녹음한 동화상 데이터를 보존하고, 영역추출부(17)는 당해 동화상 데이터

에서 사용자를 포함하는 영역을 추출하여, 정면판정부(18)는 추출된 영역 내의 사용자가 정면을 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음성검출부(19)는 동화상 데이터에 있어서 소정 레벨 이상의 음성신호의 유무를 검출하여, 프레임 선택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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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면판정부(18) 및 음성검출부(19)의 출력결과에 기초하여 개시 및 종료 프레임을 결정하고, 편집부(21)는 결정된 개시

및 종료 프레임에 기초하여 미디어를 클리핑하여 화상변환처리 등의 편집을 실행하며, 송신데이터 보존부(15)는 편집된

미디어를 송신 데이터로서 보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사체로서 촬영한 복수장의 화상으로 이루어진 화상계열을 포함하는 미디어를 편집하는 미디

어 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화상에서 사용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영역을 추출하는 영역추출스텝,

상기 영역추출스텝에서 추출된 영역에 포함되는 사용자가 미리 정해진 지정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지정

방향 얼굴배향 판정스텝,

상기 화상계열의 개시시점에서 종료시점 방향으로, 및 종료시점에서 개시시점 방향으로 향하고, 각각 최초에 상기 지정방

향 얼굴배향 판정스텝에서 사용자가 상기 지정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판정된 시점간에 대응하는 화상계열을 선택하는 프레

임 선택스텝, 및

상기 프레임 선택스텝에 의해 선택된 화상계열을 포함하는 미디어를 편집하는 편집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편집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지정방향 얼굴배향 판정스텝은 상기 영역추출스텝에서 추출된 영역에 포함되는 사용자가 정면을 향하고 있는지의 여

부를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편집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미디어에는 음성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미디어에 포함되는 음성을 검출하는 음성검출스텝을 더 포함하며,

상기 프레임 선택스텝은 상기 화상계열의 개시시점에서 종료시점 방향으로, 및 종료시점에서 개시시점 방향으로 향하고,

각각 최초에 상기 지정방향 얼굴배향 판정스텝에서 사용자가 상기 지정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판정된 시점간에 있어서, 또

한 각각 최초에 상기 음성검출 스텝에서 음성이 검출된 시점간의 쌍방에 대응하는 화상계열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미디어 편집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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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편집스텝은 상기 프레임 선택스텝에서 선택된 화상계열을 메타데이터 형식의 기술(記述)에 의해 특정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미디어 편집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스텝은 상기 프레임 선택스텝에서 선택된 화상계열을 상기 미디어로부터 클리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편집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스텝은 상기 프레임 선택스텝에서 선택된 화상계열에 있어서 최초의 화상을 초기표시용 화상으로서 선택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편집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스텝은 상기 영역추출스텝에서 추출된 영역의 위치 및 크기에 기초하여 상기 화상계열에서 대응하는 부분영역을

산출하고, 상기 부분영역을 이용하여 편집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편집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스텝은 상기 부분영역을 메타데이터형식의 기술에 의해 특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편집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스텝은 상기 영역추출스텝에 의해 추출된 영역에 대해 전혀 겹치지 않도록 또는 겹치는 영역이 보다 적어지도록

설정된 배치영역으로 상기 미디어에 포함되는 텍스트를 배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편집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역추출 스텝은 사용자의 얼굴을 포함하는 얼굴영역을 추출하고,

상기 편집스텝은 상기 영역추출스텝에서 추출된 얼굴영역에 대해 전혀 겹치지 않도록 또는 겹치는 영역이 보다 적어지도

록 설정된 말풍선영역(speech bubble)에 상기 미디어에 포함되는 텍스트를 배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편집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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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스텝은 하나 이상의 상기 화상에 대해 화상변환처리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편집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역추출스텝은 사용자의 얼굴을 포함하는 얼굴영역을 추출하고,

상기 편집스텝은 상기 영역추출스텝에서 추출된 얼굴영역에 기초하여 산출한 얼굴특징을 참조하여 복수의 캐릭터 화상 및

대응하는 얼굴특징을 축적하는 캐릭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된 하나 이상의 상기 캐릭터 화상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편집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스텝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문자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얼굴특징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편집

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스텝은 상기 영역추출스텝에서 추출된 얼굴영역에서 얼굴의 종횡비 또는 얼굴의 부위특징에 기초하여 상기 얼굴

특징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편집방법.

청구항 15.

사용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사체로서 촬영한 복수장의 화상으로 이루어진 화상계열을 포함하는 미디어를 편집하는 미디

어 편집장치에 있어서,

상기 화상에서 사용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영역을 추출하는 영역추출부,

상기 영역추출부에 의해 추출된 영역에 포함되는 사용자가 미리 정해진 지정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지

정방향 얼굴배향 판정부,

상기 화상계열의 개시시점에서 종료시점 방향으로, 및 종료시점에서 개시시점 방향으로 향하고, 각각 최초에 상기 지정방

향 얼굴배향 판정부에 의해 사용자가 상기 지정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판정된 시점간에 대응하는 화상계열을 선택하는 프

레임 선택부, 및

상기 프레임 선택부에 의해 선택된 화상계열을 포함하는 미디어를 편집하는 편집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

어 편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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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미디어에는 음성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미디어에 포함되는 음성을 검출하는 음성검출부를 더 구비하며,

상기 프레임 선택부는 상기 화상계열의 개시시점에서 종료시점 방향으로, 및 종료시점에서 개시시점 방향으로 향하고, 각

각 최초에 상기 지정방향 얼굴배향 판정부에 의해 사용자가 상기 지정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판정된 시점간에서, 또 각각

최초에 상기 음성검출부에 의해 음성이 검출된 시점간의 쌍방에 대응하는 화상계열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

어 편집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부는 상기 프레임 선택부에 의해 선택된 화상계열에 있어서 최초의 화상을 초기 표시용 화상으로서 선택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편집장치.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부는 상기 영역추출부에 의해 추출된 영역의 위치 및 크기에 기초하여 상기 화상계열에 의해 대응하는 부분영역

을 산출하고, 상기 부분영역을 이용하여 편집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편집장치.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부는 상기 영역추출부에 의해 추출된 영역에 대해 전혀 겹치지 않도록 또는 겹치는 영역이 보다 적어지도록 설정

된 배치영역에 상기 미디어에 포함되는 텍스트를 배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편집장치.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영역추출부는 사용자의 얼굴을 포함하는 얼굴영역을 추출하고, 상기 편집부는 상기 영역추출부에 의해 추출된 얼굴

영역에 기초하여 산출한 얼굴특징을 참조하여 복수의 캐릭터 화상 및 대응하는 얼굴특징을 축적하는 캐릭터 데이터베이스

에서 관련된 하나 이상의 상기 캐릭터 화상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편집장치.

청구항 21.

사용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사체로서 촬영한 복수장의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화상계열을 포함하는 미디어를 편집하는 미

디어 편집장치에서,

상기 화상에서 사용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영역을 추출하는 영역추출스텝,

등록특허 10-0656661

- 5 -



상기 영역추출스텝에서 추출된 영역에 포함되는 사용자가 미리 정해진 지정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지정

방향 얼굴배향 판정스텝,

상기 화상계열의 개시시점에서 종료시점 방향으로, 및 종료시점에서 개시시점방향으로 향하고, 각각 최초에 상기 지정방

향 얼굴배향 판정스텝에서 사용자가 상기 지정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판정된 시점간에 대응하는 화상계열을 선택하는 프레

임 선택스텝,

상기 프레임 선택스텝에 의해 선택된 화상계열을 포함하는 미디어를 편집하는 편집스텝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

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정지화상 또는 동화상을 포함하는 미디어의 편집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특정적으로는 텔레비전

전화, 텔레비전 회의, 비디오 메일, 비디오 채트, 도어폰(인터폰) 등, 적어도 화상을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는 경

우에 당해 화상을 포함하는 미디어를 편집하기 위한 미디어 편집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부터 회의, 강연, 취재, 인터뷰, 전화나 텔레비전 전화 등을 사용한 회화 등의 음성 및 영상, 텔레비전이나 감시 카메라

등에서의 영상 등을 디지털 디스크, 디지털 스틸카메라, 비디오 테이프, 반도체 메모리 등에 기록하고 재생하는 장치가 제

안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치는 기록해야 하는 정보의 요점만을 기록자가 필기하여 기록하는 방법에 비해 정보를 음성이나

영상의 형태로 빠트리지 않고 기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근래에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 근래 브로드 밴드 통신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에 수반하여 주로 개인이 텔레비전 전화, 도어폰, 또는 카메라 부착 휴

대단말 등의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음성이나 화상을 취급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는 장면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텍스트로 교환되고 있는 종래의 전자메일은 음성 및 동화상을 이용하는 비디오 메일 등으로 변용되어 가고 있다. 또, 텔레

비전 전화의 보급에 수반하여 음성에서의 자동응답기록(자동응답 전화기록)이 영상과 음성에서의 자동응답기록으로 변용

해 가는 등, 음성과 동화상을 동시에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는 장면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비디오 메일이나 동화상을 이용한 자동응답기록과 같이 메시지 등의 데이터를 일단 축적하여 미디어

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스텝을 거친다.

(1) 우선, 녹화를 실행하는 기기의 녹화개시 버튼을 누른다.

(2)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녹화한다.

(3) 마지막으로 종료버튼을 누른다.

또, 본 발명의 각 실시형태에 있어서, 미디어는 정지화상이나 동화상 등으로 구성된 커뮤니메이션을 위한 메시지(또는 그

데이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또, 축적된 메시지를 통신회선을 통해 다른 곳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스텝을 거치는 것이 통상이다.

(4) 축적된 메시지의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송부할지를 결정하고, 그 부분만을 클리핑하여 송부한다.

또, 비디오 메일과 같이 메시지를 친구 등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스텝을 거치는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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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시지에 대해 배경무늬 등의 장식을 하거나 캐릭터 등의 그림을 첨부하거나 화상을 부분적으로 절취하는 등의 미디어

편집을 실행한다.

이상과 같은 스텝 중, 상기 (4)의 스텝에 있어서는 메시지의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실제로 송부할지(즉, 클리핑의 개시점 및

종료점)를 결정할 때에 사용자는 축적된 메시지를 재생하고 확인하면서 클리핑의 개시점 및 종료점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카메라부착 휴대단말이나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기한 바와 같은 미디어 편집작업을 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기 (3)의 스텝을 실행한 시점에서 다시 메시지를 재생하지 않고, 송부해야 할 구간을 결정하여 클리핑하는 방법

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일본 특개평 6-343146호 공보에는 메시지의 기록 중에 사용자 입력을 실행하고, 당

해 입력이 실행된 타이밍부터 일정시간만큼 신호를 재생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면, 기

록자가 실행하는 사용자 입력의 타이밍에 의해 결정되는 일정시간 내의 음성이나 화상밖의 메시지로서 재생할 수 없어 당

해 일정시간을 넘는 메시지는 전혀 재생할 수 없다. 또, 클리핑되는 구간은 사용자 입력의 타이밍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한 조작이 요구되고, 또한 조작 자체도 번거롭다.

따라서, 상기한 종래예와 같이 사용자 입력을 요구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미리 설정된 소정 조건에 합치하는 구간을 검출

하여 동화상을 클리핑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일본 특개평 9-294239호 공보에는 입력음성정보 또

는 화상정보 중, 미리 설정된 소정 조건에 합치하는 구간을 검출하여 클리핑하는 수법이 개시되어 있다. 그리고, 당해 소정

조건으로서는 소정 레벨 이상의 음성신호의 유무, 화상의 휘도변화나 색분포 변화 및 카메라(화상)의 움직임 등이 개시되

어 있다.

그러나, 대개 한 사람의 인물이 카메라에 대면하여 메시지를 녹화하는 통상의 비디오 메일이나 동화상을 이용한 자동응답

기록인 경우에는 상기한 종래예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음성신호의 유무를 조건으로 하여 동화상을 클리핑하는 것은 도어폰이나 텔레비전 전화에서의 자동응답기록에는 적

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누가 방문했는지(또는 누가 전화를 걸어왔는지)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도 음성 메시지가 전혀 녹음

되지 않은 경우에는 클리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화상의 휘도변화나 카메라(화상)의 움직임을 조건으로 하

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통상의 비디오 메일이나 동화상을 이용한 자동응답기록의 경우에는 화상의 휘도변화나

움직임이 적은 경우도 많아서 적절한 구간을 클리핑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 상기한 종래예에서는 미리 설정된 소정의 조건에 합치하는 구간을 전부 검출하여 클리핑하는데, 비디오 메일이나 동화

상을 이용한 자동응답기록의 경우에는 메시지 도중에서 복수회 클리핑되면 복수개의 메시지로 분해되어 버린다. 예를 들

면 음성신호의 유무를 조건으로 한 경우에 하나의 메시지 도중에서 잠시 침묵하고, 또한 메시지를 재개하면 메시지가 복수

개로 분해되어 버린다. 그러나, 메일이나 자동응답기록인 경우에는 이러한 것은 1건의 메시지로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 설령 이러한 복수개의 메시지를 결합한다고 해도, 하나의 메시지로서는 부자연스러운 끊김을 포함하는 것이 되

어 버린다.

또, 상기 스텝 (5)와 같이, 비디오 메일 등에서 장식을 하거나, 표시화면을 편집하는 경우, 당해 조작은 번잡한 것이 되는

것이 통상이다. 그 때문에, 현재는 비디오 메일에서의 장식이나 편집은 널리 실행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게임 센터 등에

서 볼 수 있는 오락용 자동사진 촬영장치와 같이, 오로지 정지화상에 대해 배경무늬 등의 장식을 실시하는 형태나, 텍스트

의 메일에 대해 정지화의 캐릭터 화상을 첨부하는 형태에 머무르고 있다. 또, 특히 시판 휴대전화단말을 이용하는 경우에

는 엄지손가락만으로 조작을 희망하기 때문에 장식이나 편집의 조작은 더욱 번잡한 것이 되기 쉽다. 그러나, 휴대단말 등

의 작은 표시화면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편집처리가 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단말에도 적합한 간단한 미디어 편집방법에는 종래의 예가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래서, 본 발명의 목적은 거의 한 사람의 인물이 카메라에 대면하여 녹화된 동화상을 포함하는 미디어를 적절하고 간단하

게 편집할 수 있는 미디어 편집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하에 서술한 바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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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사용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사체로 하여 촬영한 복수장의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화상계열을 포함하는 미디어

를 편집하는 미디어 편집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스텝을 포함한다. 영역추출스텝에서는 화상에서 사용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영역을 추출한다. 지정방향 얼굴배향 판정스텝에서는 영역추출 스텝에 있어서 추출된 영역에 포함되는

사용자가 미리 정해진 지정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프레임 선택스텝에서는 화상계열의 개시시점에서 종

료시점 방향으로, 및 종료시점에서 개시시점 방향을 향해 각각 최초에 지정방향 얼굴배향 판정스텝에 있어서 사용자가 지

정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판정된 시점간에 대응하는 화상계열을 선택한다. 편집스텝에서는 프레임선택 스텝에 의해 선택된

화상계열을 포함하는 미디어를 편집한다.

또, 지정방향 얼굴배향 판정스텝에서는 사용자가 정면을 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해도 좋다. 또, 미디어에는 음성이

포함되어 당해 미디어에 포함되는 음성을 검출하는 음성검출스텝을 또한 구비해도 좋다. 그리고, 프레임 선택스텝에서는

화상계열의 개시시점에서 종료시점 방향으로, 및 종료시점에서 개시시점 방향을 향해 각각 최초에 지정방향 얼굴배향 판

정스텝에 있어서 사용자가 지정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판정된 시점간에 있어서, 또한 각각 최초에 음성검출스텝에 있어서

음성이 검출된 시점간의 쌍방에 대응하는 화상계열을 선택해도 좋다.

또, 편집스텝에서는 프레임 선택스텝에서 선택된 화상계열을 메타데이터형식의 기술에 의해 특정해도 좋고, 미디어로부터

클리핑해도 좋으며, 선택된 화상계열에 있어서 최초의 화상을 초기 표시용 화상으로서 선택해도 좋다. 또, 편집스텝에서는

영역추출 스텝에 있어서 추출된 영역의 위치 및 크기에 기초하여 화상계열에 있어서 대응하는 부분 영역을 산출하고, 부분

영역을 이용하여 편집을 실행해도 좋고, 당해 부분영역을 메타데이터 형식의 기술에 의해 특정해도 좋다.

또, 편집스텝에서는 영역추출 스텝에 의해 추출된 영역이나 얼굴영역에 대해 전혀 겹치지 않거나 또는 겹치는 영역이 보다

적어지도록 설정된 배치영역이나 말풍선영역에 미디어에 포함되는 텍스트를 배치해도 좋다.

또, 편집스텝에서는 하나 이상의 화상에 대해 화상변환처리를 실행해도 좋고, 영역추출 스텝에 있어서 추출된 얼굴영역에

기초하여 산출한 얼굴특징을 참조하여 복수의 캐릭터 화상 및 대응하는 얼굴특징을 축적하는 캐릭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관

련된 하나 이상의 캐릭터 화상을 선택해도 좋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이점은 부수하는 도면과 함께 이하의 상세한 설명을 읽는 것에 의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각 실시형태의 기본적 구성)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각 실시형태에 대해 개설한다.

본 발명의 미디어 편집방법 및 그 장치는 텔레비전 전화, 휴대단말, 또는 도어폰과 같은 주로 개인 또는 가정 용도를 위한

화상통신단말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비디오 메일을 작성하고, 또는 방문자가 자동응답기록을 작성할 때에 사용 편이성이

좋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미디어 편집방법을 실현하는 화상통신을 실행하는 미디어 편집단말의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

다. 도 1에 있어서, 본 미디어 편집단말은 사용자에 대해 정보의 입출력을 실행하는 입력부(1), 화상입력부(2), 화상표시부

(3), 음입력부(4) 및 음출력부(5)와, 입출력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촬상제어부(6), 음입출력 제어부(7), 표시제어부(8), 통

신부(9), 기록부(10), 기록제어부(11), 신호처리부(12) 및 제어부(13)를 구비한다. 이러한 것은 시스템 버스나 외부버스 등

을 통해 상호 접속되어 있다. 또,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컴퓨터의 구성, 또는 그것에 유사한 구성이다.

입력부(1)는 키보드(텐 키 등을 포함)나 마우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가 미디어를 편집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

나 텍스트 형식의 문장 등을 입력한다.

화상입력부(2)는 CCD카메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적어도 1장 이상의 화상으로 구성되는 동화상을 입력한다. 또, 화상입

력부(2)는 기본적으로는 후술하는 음입력부(4)와 연동하여 동작하고, 전형적으로는 메시지를 녹화하는 사용자를 촬영한

동화상을 취득한다.

음입력부(4)는 마이크로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치외부의 음성을 입력하기 위해 이용된다. 또, 음입력부(4)는 기본적

으로 화상입력부(2)와 연동하여 동작하고, 전형적으로는 메시지를 녹음하는 사용자의 음성을 취득한다.

등록특허 10-0656661

- 8 -



화상표시부(3)는 액정 디스플레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가 기록한 동화상이나 문자, 타인으로부터 송신되어 온 동

화상이나 문자 및 조작상 필요한 각종 정보 등을 사용자에 대해 표시한다.

음출력부(5)는 스피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가 기록한 음성, 타인으로부터 송신되어 온 음성 및 조작상 필요한 경

고음이나 호출음 등을 사용자에 대해 출력한다.

촬상제어부(6)는 화상입력부(2)의 ON/OFF나 노출제어 등, 화상입력부(2)에 대한 각종 제어를 실행한다. 음입출력 제어부

(7)는 음입력부(4) 및 음출력부(5)의 ON/OFF 등의 각종 제어를 실행한다. 표시제어부(8)는 화상표시부(3)의 제어를 실행

한다.

통신부(9)는 공중전화회선이나 무선 등의 통신경로를 통해 상대의 정보처리장치와, 후술하는 실시형태에 있어서 작성된

각종 데이터의 송수신을 실행한다. 또, 통신부(9)가 이용하는 통신모드는 어떤 것이어도 좋고, 예를 들어 텔레비전 전화와

같은 동기형 통신이어도 좋고, 메일과 같은 비동기형 통신이어도 좋다.

기록부(10)는 메모리 및 하드디스크 등의 기록매체로 구성되어 있고, 적어도 화상입력부(2) 및 음입력부(4)에서 입력된 데

이터를 기록한다. 또, 기록부(10)는 CD-ROM이나 DVD 등의 기록매체와, 그 드라이브 장치를 포함해도 좋다. 기록제어부

(11)는 기록부(10)의 입출력제어를 실행한다.

신호처리부(12)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상입력부(2)에서 입력된 화상신호나 음입력부(4)에서

입력된 음성신호 및 기록부(10)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 적어도 후술하는 각 실시형태에 있어서 편집에서 필요한

각종 처리를 실행한다.

제어부(13)는 마이크로 컴퓨터 또는 CPU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여 각종 처리를 실행한다.

또, 본 미디어 편집단말은 상기한 모든 구성부가 하나의 케이스에 수납되는 일체형 장치여도 좋고, 각 구성부가 네트워크

나 신호선을 통해 데이터의 교환을 실행하는 분산형 장치여도 좋다. 예를 들면, 카메라부착 휴대전화단말은 모두 하나의

케이스에 수납되는 일체형의 장치이다. 또, 도어폰은 방문자와의 인터페이스를 꾀하기 위해 적어도 화상입력부(2), 음입력

부(4) 및 음출력부(5)가 도어의 바깥쪽 근변에 설치되어 있고, 그 이외의 구성부는 거실 등에 설치된 별도의 케이스에 수납

되기 때문에 분산형 장치이다. 또, 후술하는 바와 같은 캐릭터 데이터베이스를 외부에 갖는 분산형 장치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미디어 편집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송신용 데이터를 작성할 때의 절차 전체의 흐름에 대해 개설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미디어 편집을 실행할 때의 정보의 흐름과 처리의 절차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우선, 사용자는 상기한 도 1의 입력부(1)에 대해 화상 및 음성데이터의 취득을 개시하도록 코맨드를 입력한다. 그 후, 사용

자는 화상입력부(2) 및 음입력부(4)를 통해 메시지 등을 입력하고 동화상 데이터를 작성한다.

통상, 작성한 동화상 데이터에는 많은 경우, 최초와 최후의 구간에 사용자가 입력하고자 하는 정보와는 관계없는 구간이

포함된다. 그래서, 동화상 데이터의 최초 및 최후의 불필요한 구간을 없애는 클리핑처리를 실행한다. 상세하게는 후술한

다.

다음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상대에 대해 유용한 정보(예를 들면, 데이터의 작성일시나 작성자의 명칭) 등을 작성한 동화상

데이터와 함께 하나의 화면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처리를 실행한다. 예를 들면, 클리핑된 동화상 데이터에서 메시

지를 발하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특정 영역을 잘라내는 트리밍처리를 실행하고, 트리밍된 영역에 대해 또 소재 데이터로

서 작성된 텍스트나 캐릭터 화상 등을 배치한다. 또, 소재 데이터는 화상, 텍스트, 컴퓨터 그래픽 등, 동화상 데이터에 대해

부가되는 데이터 전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면, 소재 데이터는 미리 작성된 화상 패턴이어도 좋고, 문자나 기호

의 패턴이어도 좋다. 또, 당해 레이아웃 처리는 전형적으로는 MIME(Multipurpose Internet Message(Mail) Extensions),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MPEG-7 등 메타데이터형식을 이용하

여 기술된다. 이상과 같은 처리를 거쳐,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상대방에 대한 메시지로서 작성된 송신데이터가 완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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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상의 클리핑 처리 및 레이아웃 처리는 도 1에 있어서 신호처리부(12), 제어부(13), 기록제어부(11) 및 기록부(10)에

있어서 실행된다. 전형적으로는 이러한 처리는 컴퓨터가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에 의해 실현된다. 당해 프로그램은 도시되

지 않은 CD-ROM이나 반도체 메모리 카드 등의 컴퓨터가 판독가능한 기록매체에서 기록부(10) 등으로 입력되고, 또는 통

신회선을 통해 다운로드된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처리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방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면이

매우 많아지는 것은 상기한 바와 같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클리핑 처리에 있어서, 사용자는 동화상이나 음성을 체크

하면서 클리핑해야 하는 구간을 입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레이아웃 처리에 있어서, 사용자는 어떤 레이아웃으로 해야

할 지를 편집하기 위한 조작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레이아웃 처리에 있어서 트리밍에서는 동화상 데이터의 전체 프

레임에 걸쳐 잘라내야 하는 영역을 사용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되어 매우 번거롭다. 또, 소재 데이터를 부가하는 경우에

도 사용자는 동화상 데이터에 있어서 피사체의 위치나 크기 등을 확인하면서 어디에 부가해야 할지를 입력할 필요가 있다.

본 발명의 각 실시형태에 관련된 미디어 편집장치 및 방법은 신호처리부(12) 및 제어부(13)의 한쪽 또는 양쪽에 있어서, 후

술하는 영역추출처리, 정면판정처리, 음성검출처리 등 처리를 실행한다. 이 처리에 의해 클리핑 처리나 레이아웃처리의 전

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사용자가 번거롭다고 느끼는 처리(특히 클리핑 처리, 트리밍 처리, 소재배치에 관한 편집처리)를

자동화하는 세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휴대단말에서 비디오 메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메시지를 찍으면 곧 메일로 하고자 하는 니즈가 높다. 그와 같

은 경우에 세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곧 메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메시지의 최초와 최후가 미리 클리

핑되어 있고, 또 사용자가 중심으로 오도록 트리밍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 배경무늬나 말풍선이 배치되어 있고, 수신자에게

있어서도 보기 쉬운 레이아웃이 되도록 작성된 비디오 메일을 사용자는 간단한 조작(예를 들면 하나의 버튼 조작)으로 작

성할 수 있다. 또, 이상의 처리는 본 발명의 각 실시형태에 있어서 반드시 전부 포함될 필요는 없고, 용도에 따라 필요한 것

만을 조합하여 이용해도 좋다. 이하, 본 발명의 각 실시형태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술한다.

(제 1 실시형태)

제 1 실시형태에 관련된 미디어 편집장치는 상기한 도 2의 클리핑 처리를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다. 도 3은 제 1 실시형태에 관련된 미디어 편집장치에 있어서 기능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3에 있어서, 본 미디어

편집장치는 동화상 데이터 보존부(14)와, 송신 데이터 보존부(15)와, 영역 추출부(17)와, 정면판정부(18)와, 음성검출부

(19)와, 프레임 선택부(20)와, 편집부(21)를 구비한다. 이러한 구성부는 도 2의 클리핑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행한다.

동화상 데이터 보존부(14)는 도 1의 기록부(10)에 대응하고 있고, 사용자가 메시지로서 녹화·녹음한 동화상 데이터를 보존

한다. 영역추출부(17)는 보존된 동화상 데이터에서 피사체(사용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특정 영역을 추출한다.

정면판정부(18)는 영역추출부(17)에 의해 추출된 영역 내의 사용자가 정면을 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한다. 음성검출

부(19)는 동화상 데이터의 각 프레임에 있어서 소정 레벨 이상의 음성신호의 유무를 검출한다. 프레임 선택부(20)는 정면

판정부(18) 및 음성검출부(19)의 출력결과에 기초하여 개시 및 종료 프레임을 결정한다. 편집부(21)는 프레임 선택부(20)

에 의해 결정된 개시 및 종료 프레임에 기초하여 미디어를 클리핑하고, 당해 미디어에 대해 화상변환처리 등의 편집을 실

행한다. 송신데이터 보존부(15)는 도 1의 기록부(10)에 대응하고 있고, 편집된 미디어를 송신데이터로서 보존한다. 보존된

데이터는 적절히 송신된다.

다음에 이러한 구성부의 동작을 설명한다. 도 4는 어느 동화상 데이터를 클리핑하는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

에 있어서, 클리핑 처리는 동화상 데이터 보존부(14)에 보존된 동화상 데이터에 대해 실행된다. 동화상 데이터에는 사용자

가 녹음한 메시지를 포함하는 음성데이터와, 그것에 동기하여 녹화된 화상데이터가 포함된다. 또, 화상 데이터와 음성데이

터는 조합되어 하나의 데이터로서 구성되어도 좋고, 화상데이터와, 음성데이터와, 그러한 동기관계가 기술된 데이터에 의

해 따로 구성되어도 좋다. 도 4에 나타낸 데이터예는 도어폰 등에서 취득된 메시지의 전형적인 예이고, 도 4 중의 A~H의

8개 장면(시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은 이하의 사정을 발생하고 있다.

A. 데이터 취득개시

B. 제 1 메시지 개시

C. 제 1 메시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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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다음 메시지까지의 고려중인 구간

E. 제 2 메시지 개시

F. 음성의 정지(한숨돌림 등)

G. 제 2 메시지 종료

H. 데이터 취득종료

또, 도면 중의 그래프는 경과시간을 횡축에, 입력된 음성레벨을 종축에 취하고, A~H는 소정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

그래프의 위에 부가된 그림은 음성과 동시에 촬상된 거의 동시각의 화상데이터의 1씬이고, 예를 들어 도어폰으로 메시지

를 내보내고 나서 가 버리기 까지의 사용자를 촬상한 화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도 4를 참조하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작성된 동화상 데이터에는 대부분의 경우, 최초와 최후의 부분에 사용자가 입력

하고자 하는 정보와는 관계없는 구간이 포함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는 메시지를 이야기

하기 시작하기 까지의 사이와,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의 사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포함하는 동화상 데

이터의 특색에 착안하여 본 미디어 편집장치는 화상 데이터와 음성데이터에 대해 이하와 같은 수법에 의해 클리핑해야 하

는 구간을 자동적으로 결정한다.

우선, 클리핑 개시시점을 검출하는 수법에 대해 설명한다. 개시시점을 검출하는 경우, 우선 개시부터 종료방향(즉, 도 4의

A에서 보아 H방향)에 걸쳐 차례로 영역추출부(17)는 화상 데이터의 각 프레임에 대해 피사체(사용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영역을 검출한다.

또, 종래부터 피사체 영역을 추출하려면 여러 수법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일본 특개평 5-91407호 공보에는 동화상의 인

접하는 프레임간의 영상신호의 상대비교에 의해 움직임의 양이 작은 영상부분을 배경부분으로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을 피

사체 영역으로 하여 추출하는 수법이 개시되어 있다. 또, 일본 특개평 5-161131호 공보에는 미리 배경만인 화상을 유지해

두고, 배경만인 화상과 동화상의 각 프레임과의 차를 각 화소마다 연산하여 차가 작은 영역을 배경영역으로 하고, 차가 큰

영역을 피사체 영역으로 하여 추출하는 수법이 개시되어 있다. 또, 주목영역이 피사체의 머리부나 얼굴영역인 경우에는 예

를 들면 화상중의 타원영역을 검출하는 것에 의해 머리부를 검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법에 대해서는 다니우치 등에 의

한 「시점고정형 팬·틸트·줌 카메라를 이용한 적응적 보이기 방식 모델에 기초한 인물 머리부의 검출·추적」(MIRU2000

화상의 인식·이해 심포지움 강연논문집Ⅰ pp.9-14)에 개시되어 있다. 또, 그 이외에도 색정보에 의해 얼굴을 검출하는 수

법, 눈이나 입 등의 얼굴 일부분에 착안하는 수법, 템플릿 매칭에 기초한 수법 등, 주지한 바와 같은 수법이 존재한다. 본 영

역 추출부(17)는 이상과 같은 종래의 수법을 적용하면 피사체 영역을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다.

다음에 영역추출부(17)가 추출한 영역에 대해 정면판정부(18)는 당해 영역에 존재하는 사용자가 정면을 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한다. 또, 종래부터 인물의 정면을 검출하려면 여러 수법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정면화상만을 템플릿으로서

준비해 두고, 템플릿 매칭에 의해 정면인지 여부를 검출할 수 있다. 또, 바바 등에 의한 「Head Classifier: 인물얼굴화상

의 실시간 분류」(제 7 회 화상 센싱 심포지움 강연논문집 PP. 411-416)에는 통계적 특징인식수법의 하나인 SVM

(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화상 중의 얼굴 방향을 식별하는 수법이 개시되어 있다. 정면판정부(18)는 이상과

같은 종래의 수법을 적용하면, 인물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또, 이상의 수법을 적용하면, 정면

판정부(18)를 대신하여 지정방향 얼굴배향 판정부를 설치하고, 화상영역 내의 사용자가 미리 지정된 소정의 방향(예를 들

면 정면에 대해 오른쪽으로 45도 경사진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경사

방향을 향하고 있는 사용자의 얼굴 등을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아름답게 보이는 얼굴의 각도 화상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

게 된다.

한편, 음성검출부(19)는 소정 레벨 이상의 음성신호의 유무를 조건으로 하여 음성의 유무를 검출한다. 예를 들어 당해 소

정 레벨은 주위 잡음 레벨과 입력음성의 평균레벨과의 비교에서 결정된다. 또, 공지된 음성인식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인

간의 음성 유무를 검출해도 좋다.

프레임 선택부(20)는 정면판정부(18) 및 음성검출부(19)의 판정결과를 참조하여 개시시점에서 종료시점 방향으로 각 프

레임을 체크하고, 최초에 조건을 만족한 시점의 프레임을 개시 프레임으로 한다. 또, 종료시점에서 개시시점 방향으로 각

프레임을 체크하고, 마찬가지로 최초에 조건을 만족한 시점의 프레임을 종료프레임으로 한다. 정면판정부(18)의 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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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도 4에 나타낸 화상 중의 사용자가 최초에 정면을 향한 시각은 B의 시점이고, 최후에 정면을 향한 시각은 G의

시점이다. 또, 음성검출부(19)의 판정결과에 의하면, 최초에 입력음성 레벨이 소정값 이상이 된 시각은 B의 시점이고, 최

후의 시각은 G의 시점이다. 따라서, 프레임 선택부(20)는 모두 조건을 만족하는 프레임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 개시 프레임

을 B시점의 프레임으로 하고, 종료프레임을 G시점의 프레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미디어 편집장치는 개시시점에서 종료시점 방향으로, 또 종료시점에서 개시시점 방향으로 각각 스캔하여

최초에 조건을 만족하는 시점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 D시점 부근에 존재하는 다음 메시지까지의 건너는 구간을 커트하지

않고 메시지 전체를 클리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비디오 메일 등과 같이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1건으로

합쳐서 송신하는 용도에 적합하다.

또, 본 미디어 편집장치는 화상 중의 피사체의 정면판정 및 음성검출의 쌍방을 실행하는 것에 의해 메시지로서 녹화된 부

분을 확실하게 클리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정면을 향한채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메시지를 이야기하기 시작

한 시점부터 확실하게 클리핑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미디어 편집장치에 있어서, 음성검출을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사용자가 메시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때에는 단말(의 카메라)에 정면으로 마주보아 실행하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에, 정

면판정이 특히 유효하다. 또, 사용자가 메시지를 말풍선화하기 전의 고려도중에 생각지 못하고 발성해 버리는 경우에는 음

성검출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음성검출부(19)를 생략해도 본 미디어 편집장치는 상기한 것과 거의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

다음에 편집부(21)는 프레임 선택부(20)에 의해 판정된 개시 및 종료 프레임에 기초하여 미디어(동화상 데이터)를 클리핑

한다. 여기에서 편집부(21)는 클리핑된 구간 이외의 구간을 완전히 삭제한 동화상 데이터를 작성해도 좋고, 동화상 데이터

를 삭제하지 않고, 클리핑 구간을 인덱스로서 가진 메타데이터를 작성해도 좋다.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클리핑

되지 않은 부분에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데이터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다. 이하, 메타데이터 형식으로서 MPEG-7형식을 이용한 경우를 예로 하여 설명한다.

메타데이터를 기술하는 형식으로서 다양한 표준규격, 또 독자규격이 존재하는데 최신 표준규격으로서는 예를 들면

MPEG-7규격이 있다. MPEG-7은 Multimedia Content Description Interface(ISO/IEC 15938)라 불리는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ISO/IEC JTC1/SC29/WG11)이 제정한 MPEG-1, MPEG-2, MPEG-4에 이어지는 4번

째 표준규격이다. 이 표준규격은 멀티미디어 정보의 내용을 기술하기 위한 틀짜기를 규정하고 있고, 디지털 라이브러리의

검색이나 편집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에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격이다. 또, MPEG-7은 영상·음성을 중심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정보의 내용을 기술하기 위한 기술자(Descriptor)의 표준적인 집합을 규정한다. 이 기술(Description)이 컨텐

츠에 대해 부여되는 것에 의해 멀티미디어 정보의 내용에 기초하여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본 규격의 실제 기술정

의언어는 XMLSchema언어에 대해 필요한 확장을 실시한 것이 되고 있다. 단, 이 확장에 대해서도 필요한 확장을 실시한

것이 되고 있다. 단, 이 확장에 대해서도 XMLSchema언어의 문법과 호환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MPEG-7에 있어서, 컨텐츠의 특징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기본요소를 조합하면 좋다.

(1) 기술자(Descriptor: D라고 생략하여 부른다)

기술자는 멀티미디어·컨텐츠에 있어서, 어느 단일 특징을 기술하기 위한 기본툴이다. MPEG-7에 있어서는 기술자의 표기

방법(Syntax) 및 의미(Semantics)가 규정되어 있다.

(2) 기술 스킴(Description Schema: DS라고 생략하여 부른다)

기술 스킴은 복수의 기술 툴간의 구조나, 의미적 관계를 규정한 틀짜기이다. MPEG-7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기술스킴의

표기방법(Syntax) 및 의미(Semantics)가 규정되어 있다. 또, 기술 스킴을 구성하는 기술툴로서는 기술자 이외의 다른 기

술스킴 자체도 포함된다.

(3) 기술정의언어(Description Definition Language)

기술정의언어는 기술자 및 기술스킴의 표기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언어이다. MPEG-7에 있어서는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 의해 표준화된 스키마 언어인 「XML Schema」를 베이스로 멀티미디어·컨텐츠의 특징기술시에 필요하

게 되는 각종 데이터형 등을 추가하는 것에 의해 기술정의언어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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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스킴(DS)의 예로서는 동화상 데이터의 어느 부분으로의 포인터인 「VideoSegmentDs」나, 화상 내의 영역에 대해

기술하는 「StillRegionDS」 등이 있다. 또, 기술자(D)의 예로서는 미디어의 포맷을 기술하는 「MediaFormat」 등이 있

다. 또, MPEG-7에 있어서는 표준으로 정의된 기술자 및 기술스킴 이외에 신규 기술자 및 기술스킴을 정의하고 또는 확장

하기 위한 언어(Description Definition Language)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미디어편집장치에 있어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언어에 기초하여 메타데이터를 기술하려면 MPEG-7형식의 기술이 된다.

도 5는 도 4의 인덱스 정보를 MPEG-7 규격에 기초하여 기술한 메타데이터를 예시한 도면이다. 도 5에 있어서, 본 메타데

이터는 도 4의 B 및 G의 시점에 대해 「VideoSegmentDS」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대상이 되는 화상 프레임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실제 화상프레임과의 관련은 「MediaTime」의 「MediaTimePoint」에 있어서 실행되고 대응하는

VideoSegment의 시각이 기술된다. 예를 들면,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은 「T13:20:01:1F15」라는 기술은 「13시 20분

01초의 제 1 프레임째(단 1초당 15프레임으로 0프레임부터 14프레임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메타데이터의 기술에 의해 동화상중의 특정 구간만을 선택하는 재생제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 이상의 기술은 어디까지나 일례로서 기술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즉, 컨텐츠와 관련된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상의 다른 것에 모든 형식의 메타데이터로 기술되어 있어도 좋다. 또, 메타데이터의 기술은 도면에 나타내어 설

명하는 편의상, 특히 텍스트 포맷으로 나타내 있는데 당해 포맷에는 제한이 없고 예를 들어 바이너리 포맷이어도 좋다.

이상과 같이, 동화상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클리핑 구간을 인덱스로서 갖는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클리핑된

구간 이외의 구간을 완전히 삭제한 동화상 데이터를 작성하는 경우에 비해 자동클리핑 후의 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메타데이터만을 재편집하면 좋아 자유로운 편집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이상에 있어서는 자동 클리핑을 하기 위해 프레임 선택부(20)가 출력하는 개시 및 종료 프레임을 이용했는데, 프

레임 선택부(20)가 출력하는 개시 프레임은 편집된 미디어를 수신하는 쪽의 단말화면에 최초에 표시하는 화상으로서 정의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미디어 편집장치의 클리핑 수법은 더욱 유용하다. 즉, 수신중의 동화상 또는 보존된 동화상을 사

용자에 대해 최초에 우선 정지화(예를 들어 프리뷰화면이나 섬네일화면 등)로 나타내는 경우를 상정한다. 또, 이 때에 이용

되는 화상을 초기 표시용 화상으로 정의한다. 이 때에 수신단말의 화면에는 동화상의 최초 프레임 화상, 예를 들면 도 4에

있어서 A점의 화상이 표시된다. 그러나, A점의 화상은 송신원의 사용자가 옆을 향해 찍고, 프리뷰나 섬네일 등의 초기표시

용 화상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도 5와 같이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시 프레임을 상기 초기표시용 화상으로

서 정의한다. 이것에 의해 본 미디어 편집장치는 수신단말에 대해 새롭게 초기표시용 정지화를 송신하지 않고 초기 표시용

화상으로서 적합한 정면을 향한 사용자를 찍은 B점의 프레임 화상을 최초에 표시할 수 있다. 또, 새롭게 초기 표시용 정지

화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영역추출부(17) 및 정면판정부(18)를 이용하여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을 향해 스캔을 실행하고

B점을 검출한다. 이 B점을 초기 표시용 화상으로서 송신하면, 수신자로부터는 정면을 향한 사용자의 화상이 보이게 된다.

또, 편집부(21)는 당해 초기 표시용 화상 또는 동화상 그 자체에 대해 화상변환처리, 예를 들면 해상도의 변환처리를 실행

해도 좋다. 그렇게 하면, 수신단말측의 해상도에 맞춰 최적 표시를 실행할 수 있고, 해상도를 내리는 경우에는 송신시의 정

보량도 적게 할 수 있다. 또, 화상변환처리로서 2값화 처리나 그레이화 처리와 같은 표현변환처리를 실행해도 좋다. 그렇

게 하면, 수신단말측의 표시색에 맞춰 표시를 실행할 수 있다.

이상의 점에서 본 미디어 편집장치에 의하면, 사용자가 정면을 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상대를 향한 메시지

부분을 확실하게 자동적으로 클리핑할 수 있어 수신자는 필요한 부분만을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초기 표시용

화상으로서도 적합한 화상을 용이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제 2 실시형태)

제 2 실시형태에 관련된 미디어 편집장치는 상기한 트리밍처리를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것에 의해 수신단말의 화면이 작은

경우에도 보기 쉬운 레이아웃을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우선,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상정되는 장면에 대해 설명한다. 통상, 비디오 메일 등에 의해 상대에게 미디어를 송신하는 경

우, 당해 미디어에는 대응하는 동화상 데이터만이 아니라, 동화상의 송신자의 정보나 건명 그 이외의 정보가 포함되는 것

이 통상이다. 도 6은 그와 같은 비디오 메일을 수신한 단말의 화면표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

시화면(100) 상에는 상대로부터의 동화상 화면(104)만이 아니라, 송신자명, 수신처, 건명 등을 포함하는 헤더화면(101)과

텍스트에 의한 문장화면(102)과, 적당한 장식 등이 레이아웃된 장식화면(103)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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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도 6과 같은 화면을 휴대단말과 같은 좁은 표시화면에서 재생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축소하여 표시하는 것이 일

반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좁은 표시화면 내에서 더욱 전체를 축소한 표시를 실행하면, 텍스트가 보이기 어려워지

거나, 동화상 데이터의 상대 얼굴이 작아지는 문제점이 생긴다.

또, 메시지로서 입력되는 동화상 데이터는 카메라와 피사체와의 위치관계를 사용자가 그다지 신경쓰지 않아도 되도록, 통

상은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취득하는 일이 많다. 그 때문에 도 6의 동화상 화면(104)과 같이 사용자의 화상 이외의 배경

영역이 많이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전체를 축소한 표시를 실행하면, 더욱 상대 얼굴이 작아 보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생

긴다.

그래서, 본 실시형태에 관련된 미디어 편집장치는 사용자를 포함하는 부분 영역만을 표시화면에 표시하는 레이아웃 처리

를 실행하기 위해 적어도 이하와 같은 구성부를 구비한다. 또, 제 1 실시형태에 있어서 상기한 클리핑 처리를 실행하는 경

우에는 대응하는 도 3의 구성부를 추가하면 좋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한다.

도 7은 제 2 실시형태에 관련된 미디어 편집장치에 있어서 기능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7에 있어서 본 미디어 편집

장치는 동화상 데이터 보존부(14)와, 송신데이터 보존부(15)와, 영역추출부(17)와, 레이아웃 작성부(22)와, 소재 데이터

보존부(23)를 구비한다. 이러한 구성부는 도 2에 있어서 상기한 레이아웃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행한다.

또, 본 미디어 편집장치는 제 1 실시형태에 관련된 미디어 편집장치와 공통 구성 및 동작을 갖기 때문에, 공통하는 구성부

에 대해서는 동일 부호를 붙여 설명을 생략한다. 단,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음성 데이터가 특별히 필요없는 것에서 동화

상 데이터 보존부(14)는 제 1 실시형태와 같은 동화상 데이터를 보존해도 좋고, 또 음성이 포함되지 않은 화상 데이터를 보

존해도 좋다.

도 7에 있어서, 소재 데이터 보존부(23)는 도 1의 기록부(10)에 대응하고 있고,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은 텍스트나, 장식용

화상 데이터 등의 소재 데이터를 보존한다. 레이아웃 작성부(22)는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소재 데이터 보존부(23)에서 소

재 데이터를 적절히 판독하고, 트리밍 처리를 실행하는 레이아웃 처리를 실행한다. 상세하게는 후술한다.

도 8은 트리밍 처리예와 표시화면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에 있어서, 도면의 상부에는 도 6에 있어서 상기한 상대로부

터의 동화상 화면(104)이 나타나 있다. 당해 화상은 상기한 이유에 의해 사용자의 영역 이외의 배경영역이 많이 포함된 화

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하와 같이 사용자 영역에 대해서만 트리밍을 실행하고 레이아웃을 작성한다.

우선, 영역추출부(17)는 동화상 데이터 보존부(14)에 보존된 동화상의 각 프레임 화상에서 사용자의 일부(예를 들어 얼굴

부분)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영역을 추출한다. 이와 같은 영역추출부(17)의 동작에 대해서는 상기한 수법에 의해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또, 당해 추출영역은 어떤 형상이어도 좋다.

다음에 레이아웃 작성부(22)는 영역추출부(17)가 추출하는 영역에 기초하여 동화상 데이터 중의 표시하도록 하는 부분영

역을 산출한다. 도 8에 있어서, 부분영역은 동화상 화면(104) 내의 굵은 사각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 레이아웃 작성부(22)는 이 부분 영역에 대응하는 화상과, 미리 사용자가 설정한 소재 데이터(텍스트나 화상 등)를 조합

하도록 하여 레이아웃을 작성한다. 도 8에 있어서, 작성된 표시화면(200)에는 부분영역에 대응하는 동화상 화상(204) 이

외에 도 6과 마찬가지로 헤더화면(201)과, 문장화면(202)과, 장식화면(203)이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레이아웃을 결정

할 때에 자동적으로 동화상 데이터가 작은 부분영역의 화상이 되는 것에 의해 작은 표시화면에 있어서도 보기 쉬운 표시가

가능해진다.

여기에서, 레이아웃 작성부(22)는 동화상 데이터와 소재 데이터의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

이다. 따라서, 레이아웃 작성부(22)가 설정한 부분 영역에 대해서도 같은 메타데이터 형식인 편이 다루기 쉽고 형편이 좋

다.

도 9는 그와 같은 부분 영역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기술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의 기술은 제 1 실시형태와 같이

MPEG-7 형식에 의해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제 1 실시형태에 있어서 상기한 「VideoSegmentDS」를 각 프레임에

적용하고 각 프레임 각각에 있어서 부분영역을 「StillRegionDS」를 이용하여 설정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그 경우, 영역지

정정보에 대해서는 「ContourShape」를 이용하여 부분영역인 장방형 형상(도면 중에서는 정점수는 4) 및 장방형 좌표

(도시되어 있지 않음)를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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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메타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화상 데이터에서 부분영역을 잘라내어 새로운 동화상 데이터를 작성하는 경

우와 같이 동화상 데이터의 용량이 작아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수신단말의 사용자는 부분영역과 전체 영역을 기호에 따

라 전환하여 표시하거나, 다른 부분영역을 표시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여 수신하는 단말의 화면 크기나 수신자의 기

호 등에 맞춰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다. 더욱이, 이 경우에 있어서도 레이아웃 작성부(22)가 설정한 부

분영역이 초기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메시지의 송신자를 포함하는 영역이 최초에 표시되기 때문에 형편이 좋다.

또, MPEG-7에 의하면, 도 9와 같이 매 프레임마다 「StillRegionDS」를 설정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영역

의 정보「MovingRegionDS」나, 음과 통합한 영역정보「AudioVisualRegionDS」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포

함하는 기본정의로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일부를 나타내는 「SegmentDS」라는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에 기초한 DS이

면 도 9에 나타낸 기술과 동등한 기술을 보다 적은 양의 기술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형태의 미디어 편집장치는 부분적인 표시영역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부착 휴대단말과 같이

표시화면이 작은 경우에 있어서도 피사체만의 영역을 보기 쉬운 형태로 화면 내에 표시할 수 있다. 또, 메타데이터의 기술

에 따라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카메라부착 휴대단말이나 PC단말과 같이 표시화면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도 수신자가 최적 형태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제 3 실시형태)

제 3 실시형태에 관련된 미디어 편집장치는 제 2 실시형태의 트리밍 처리와는 달리 동화상의 표시영역이 될수록 많아지도

록 하면서 또 필요한 텍스트 표시도 실행되는 레이아웃을 작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우선,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상정되는 장면에 대해 설명한다. 예를 들면 상기한 도 6의 표시화면(100)을 될수록 동화상 화

면(104)의 부분이 커지도록 트리밍하여 작은 화면(예를 들면 휴대전화의 표시화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한다. 여

기에서 당해 작은 화면 상에 최저한의 정보로서 「건명」과 「본문」과 동화상을 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은

화면에는 동화상의 전체 영역을 표시하는 것밖에 할 수 없고, 동화상과는 별도로 건명과 본문을 표시하는 스페이스는 생기

지 않는다. 도 10은 이와 같이 동화상의 부분밖에 표시할 수 없는 화면표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그래서, 본 미디어 편집장치는 제 2 실시형태에 관련된 미디어 편집장치와 같은 구성이면서 영역추출부(17) 및 레이아웃

작성부(22)의 동작에 대해 변경을 부가하고 상기 텍스트 정보를 표시한다. 즉, 영역추출부(17)가 검출한 사용자를 포함하

는 화상영역에 대해 레이아웃 작성부(22)는 「건명」이나 「본문」 등의 텍스트 정보가 겹치지 않도록, 또는 적어도 겹치

는 정도가 작아지도록 배치를 실행한다. 이하, 당해 동작에 대해 상술한다.

우선, 영역추출부(17)는 동화상 데이터에서 사용자를 포함하는 화상영역을 검출하고, 당해 영역의 위치 및 크기를 산출한

다. 다음에 레이아웃 작성부(22)는 영역추출부(17)가 산출한 당해 영역의 위치 및 크기와, 소재 데이터 보존부(23)에 보존

된 「건명」이나 「본문」 등의 소재 데이터를 수취한다. 또, 레이아웃 작성부(22)는 상기한 화상영역에 겹치지 않는(또는

겹치는 정도가 작은) 영역에 대해 소재 데이터를 배치하는 영역을 설정한다. 도 11은 사용자를 포함하는 화상영역에 겹치

지 않는 영역에 대해 건명을 배치한 표시예이다. 도 11에 예시된 바와 같이, 텍스트의 건명은 사용자 머리 위의 스페이스에

배치되어 겹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동화상의 표시영역이 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텍스트 표시도 실행되는 레이아웃을

작성할 수 있다.

또, 레이아웃 작성부(22)는 소재 데이터를 배치하는 영역을 임의의 형상으로서 설정해도 좋다. 이것을 말풍선영역이라 정

의한다. 전형적으로는 말풍선영역에는 틀이 붙여져 배경색(예를 들어 백색)을 갖는다. 레이아웃 작성부(22)는 이 말풍선영

역 내에 소재 데이터의 내용인 본문을 입력한다. 도 12는 사용자를 포함하는 화상영역에 겹치는 정도가 작은 영역에 대해

본문을 배치한 표시예이다. 도 12에 예시된 바와 같이, 텍스트의 본문은 사용자의 좌측 스페이스에 배치되어 거의 겹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동화상의 표시영역이 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텍스트 표시도 실행되는 레이아웃을 작성할 수 있다.

또, 도 12에 나타낸 말풍선영역의 형상에는 만화 등으로 사용되도록 사용자의 입 부근에 예각의 돌기부분을 갖는다. 이 돌

기부분의 위치는 화상인식처리에 의해 산출된다. 구체적으로는 영역 추출부(17)는 사용자를 포함하는 영역에 있어서 입

영역을 추출하고, 그 위치를 산출한다. 레이아웃 작성부(22)는 산출된 당해 위치(또는 그 부근의 적절한 위치)에 상기한 돌

기부분을 배치하여 텍스트의 문자수 등을 참조하면서 상기한 화상영역에 겹치지 않는(또는 겹치는 정도가 작은) 영역에 대

해 말풍선영역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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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레이아웃된 화면은 수신자 단말의 최초 화상(상기한 초기 표시용 화상)으로서 화면 상에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즉, 수신자가 수신한 메일을 연 때에 최초에 도 11이나 도 12와 같은 화면을 표시한다. 그리고, 수신자는 건명이나 본문

의 내용만을 확인한다. 여기에서 본문의 내용이 1페이지로 다 담을 수 없는 경우 등은 예를 들면 스크롤 처리 등을 실행한

다. 이와 같이 수신자는 최초 표시화면에 있어서만 본문 등의 확인을 실행하고, 동화상 재생중은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론 동화상 재생중에도 본문이나 건명 등이 수퍼 임포즈된 형태로 재생되어 실제 동화상 메시지를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

도록 구성해도 좋다.

또, 표시된 텍스트의 내용은 건명이나 본문에는 한정하지 않는다. 또, 우선 최초에 도 11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고, 다음에

수신자의 조작에 의해 도 12와 같은 화면이 차례로 표시되어도 좋고, 이러한 것이 동시에 합성표시되어도 좋다. 이와 같이

사용자를 포함하는 화상영역에 겹치지 않는(또는 겹치는 정도가 작은) 영역에 대해 배치하면 어떤 구성이어도 좋다.

이상과 같이, 본 미디어 편집장치는 동화상과 텍스트가 혼재한 표시화면에 있어서도 수신자가 혼동하지 않고, 또 보기 쉽

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작성할 수 있다. 또, 말풍선형식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마치 텍스트의 내용을 화상중

의 사용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화면이 되어 통신상대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다.

다음에 레이아웃 작성부(22)는 이상의 레이아웃 처리, 즉 동화상에 대해 텍스트를 입력하는 처리를 실행하기 위해 제 1 및

제 2 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3은 그와 같은 레이아웃 처리에 관한 메타데이터의 기술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3의 기술은 제 1 및 제 2 실시형태

와 같이, MPEG-7형식에 의해 기술되고, 「MediaDuration」의 값, 즉 미디어의 소정 포인트로 표시되는 길이에 따라

「Text」태그로 둘러싸인 문면이 수퍼 임포즈의 형식으로 표시된다. 이와 같이 메타데이터에 의해 기술되면, 실제로 텍스

트를 동화상에 메우는 처리를 실행하지 않고 텍스틀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제 4 실시형태)

제 4 실시형태에 관련된 미디어 편집장치는 영역추출부(17)에 의해 얼굴영역을 추출하고 당해 얼굴영역에 대응하는 캐릭

터 화상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 사용자가 즐겁게 표현할 수 있도록 메시지 표현의 다양성을 증대시켜 커뮤니케이션의 원활

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우선,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상정되는 장면에 대해 설명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화상을 이용한 메일은 장식을 부가하는 것

에 의해 즐거움이 향상된 메일을 작성할 수 있다. 특히, 게임 센터에 있어서 자동사진 촬영장치와 같이 본인의 화상에 대해

만화나 3D그래픽 등으로 구성된 캐릭터를 부가하는 것은 특히 즐거움이나 친근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도 14는

그와 같이 캐릭터가 부가된 비디오 메일의 수신단말에 있어서 표시화면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시화면(400) 상에는 송신자명, 수신처, 건명 등을 포함하는 헤더화면(401)과, 텍스트에 의한 문장화면(402)과, 상대로

부터의 동화상 화면(404)에 부가하여 또한 캐릭터 화면(403)이 나타나 있다. 이상과 같이 비디오 메일의 수신화면을 구성

하면, 수신자는 당해 메일에 대해 친근감을 늘린다고 할 수 있다.

또, 사용자는 이와 같은 캐릭터를 선택할 때에 동화상의 화상이나 내용과 관계없는 캐릭터를 부가하는 것보다도 화상에 관

계된 캐릭터를 선택하고자 하는 요구를 갖는 일이 많다. 본 실시형태에 관련된 미디어 편집장치는 표시화면의 화상이 얼굴

화상인 경우에 레이아웃 처리에 있어서 당해 얼굴화상에 대응한 캐릭터를 선택하는 것이다. 또, 이하에는 이상과 같이 캐

릭터를 붙인 메일을 「캐릭터메일」로 부른다.

도 15는 제 4 실시형태에 관련된 미디어 편집장치의 기능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15에 있어서, 본 미디어 편집장치

는 동화상 데이터 보존부(14)와, 송신데이터 보존부(15)와, 영역추출부(17)와, 정면판정부(18)와, 편집부(26)와, 캐릭터

선택부(24)와, 캐릭터 데이터베이스(25)를 구비한다. 이러한 구성부는 도 2에 있어서 상기한 레이아웃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행한다.

또, 본 미디어 편집장치는 제 1 실시형태에 관련된 미디어 편집장치와 공통 구성 및 동작을 갖기 때문에, 공통하는 구성부

에 대해서는 동일부호를 붙여 설명을 생략한다. 단,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음성데이터가 특별히 필요없는 점에서 동화상

데이터 보존부(14)는 제 1 실시형태와 같은 동화상 데이터를 보존해도 좋고, 또 음성이 포함되지 않는 화상데이터를 보존

해도 좋다. 또, 제 1 실시형태에 있어서 상기한 클리핑처리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대응하는 도 3의 구성부를 추가하면 좋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한다. 또, 정면판정부(18)는 지정방향 얼굴배향 판정부여도 좋은 것은 상기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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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본 미디어 편집장치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영역추출부(17) 및 정면판정부(18)는 제 1 실시형태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동작하고, 동화상 중의 화상이 사용자의 정면화상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편집부(26)에 입력한다. 편집부(26)는 정

면화상으로 판정된 화상을 캐릭터 선택부(24)에 입력한다. 캐릭터 선택부(24)는 당해 화상에 기초하여 각종 캐릭터를 데

이터베이스화하여 보존하는 캐릭터 데이터베이스(25)에서 하나 또는 복수의 후보 캐릭터를 선택하고, 선택된 캐릭터에 대

응하는 캐릭터 ID를 편집부(26)에 입력한다.

여기에서 캐릭터 선택부(24)는 캐릭터 데이터베이스(25)에 보존되어 있는 수많은 캐릭터로부터 캐릭터 후보를 선택한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상기한 정면화상 중의 얼굴에 있어서 얼굴 특징을 추출하고, 캐릭터 데이터베이스(25)에 보존되

어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캐릭터를 선택한다.

즉, 캐릭터 데이터베이스(25)에는 2차원 캐릭터 화상 데이터나 컴퓨터 그래픽 수법을 이용하여 작성되는 3차원 캐릭터의

구성 데이터 등의 캐릭터 화상과, 당해 캐릭터에 대응하는 얼굴특징과, 대응하는 캐릭터 ID가 미리 캐릭터 정보로서 등록

되어 있다. 캐릭터 선택부(24)는 편집부(26)에서 입력된 정면화상 중의 얼굴에 있어서 얼굴특징을 참조하여 당해 얼굴특

징에 일치하는지 또는 유사한 얼굴특징을 갖는 하나 이상의 캐릭터 화상을 캐릭터 데이터베이스(25)에서 선택한다. 또, 상

기한 얼굴특징으로서는 얼굴사이즈, 얼굴의 종횡비, 얼굴 부위특징 등의 특징량을 생각할 수 있다. 또, 얼굴 부위특징으로

서는 예를 들어 눈코입 사이즈, 눈코입 위치관계, 머리카락의 양이나 색 등의 특징량을 생각할 수 있다. 또, 안경의 유무 등

도 얼굴특징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또, 얼굴특징량에 대해 상술한다. 도 16은 두발의 특징을 이용한 얼굴특징량에 대해 예시적으로 설명한 도면이다. 도 16에

는 6명의 다른 사용자의 촬영화상과, 대응하는 화상처리결과와, 대응하는 특징량과, 대응하는 특징표현이 나타나 있다.

또, 촬영화상은 사진화상과 같지만, 도면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 초상화로서 그려져 있다. 또, 얼굴 특징으로서는 특징량

및 특징표현이 예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한쪽만이어도 좋고, 다른 값 또는 표현이 이용되어도 좋다.

도 16에 있어서, 처리결과는 두발이 검은 것을 전제로 하여 촬영화상의 검은 영역을 추출하는 처리를 실행한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물론, 두발이 검은색 이외의 색이어도 두발색과 같은 색의 영역을 추출하는 것에 의해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

다. 또, 특징량으로서는 정규화 면적 및 정규화 주위길이의 2가지가 예시되어 있다. 정규화 면적이란 두발의 면적을 얼굴

면적으로 정규화한 값이다. 정규화 주위길이란 두발 주위길이를 얼굴의 주위길이로 정규화한 값이다. 또, 특징표현예로서

는 머리가락의 양 및 머리형태의 2가지가 예시되어 있다. 머리카락의 양이란 일반적인 머리카락의 양의 평균값과 비교하

여 분류한 카테고리 표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상기한 정규화 면적을 이용하여 평균값보다도 작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의

양이 적다고 표현되고, 평균값보다도 큰 경우에는 머리카락의 양이 많다고 표현된다. 마찬가지로, 머리형태란 일반적인 머

리형태와 비교하여 분류한 카테고리 표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상기한 정규화 주위길이를 이용하여 평균값보다도 작은 경

우에는 머리형태가 짧은 머리로 표현되고, 평균값보다도 큰 경우에는 머리형태가 긴 머리로 표현된다. 이와 같이 하여 추

출된 얼굴 특징량 또는 그 특징표현을 이용하면, 유사한 하나 이상의 캐릭터 화상을 캐릭터 데이터베이스(25)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얼굴 특징량의 추출수법으로서는 종래부터 여러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야마구치 등에 의한 「얼

굴방향이나 표정의 변화에 로버스트(robust)한 얼굴 인식시스템 "Smartface"」(전자정보통신학회 논문지 Vol. J84-D-

Ⅱ, No.6)에는 부분공간법을 이용하여 얼굴영역을 검출하고, 분리도 필터에 의해 눈·코·입 등의 얼굴부품을 검출하는 수법

이 개시되어 있다. 본 미디어 편집장치는 각종 주지 기술의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용이하게 얼굴특징량을 추

출할 수 있다.

또, 추출된 얼굴특징량을 참조하여 캐릭터 데이터베이스(25)에 등록된 각 캐릭터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특징

표현을 이용해도 좋고, 등록된 얼굴특징량과의 상관값을 계산해도 좋다. 여기에서는 후보로 하는 것에 어울리는 것으로서

설정된 추출임계값을 계산된 상관값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캐릭터를 후보로서 추출한다. 캐릭터 선택부(24)는 추출된

후보 캐릭터에 대응하는 캐릭터 ID를 편집부(26)에 통지한다.

편집부(26)는 통지된 캐릭터 ID에 기초하여 후보가 된 캐릭터 화상을 사용자에게 표시한다. 도 17은 사용하는 캐릭터를 선

택하는 편집화면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 17에 있어서, 3개의 후보 캐릭터가 표시되어 있고, 화살표는 사용자가 선택하려고

하는 캐릭터를 나타낸 커서이다. 물론, 커서를 이용하지 않고 선택하려고 하는 캐릭터의 화상을 반전시키거나, 주위 틀을

두껍게 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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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과 같은 편집화면을 기초로 사용자는 사용하는 캐릭터를 선택한다. 편집부(26)는 선택된 캐릭터 ID를 기술한 메타데

이터를 작성하는 미디어 편집을 실행하여 송신 데이터를 작성한다. 물론, 캐릭터 화상 자체를 송신 데이터에 짜넣어도 좋

다. 이렇게 하여 작성된 송신 데이터는 송신 데이터 보존부(15)에 보존하여 적절한 타이밍으로 수신자 앞으로 송신된다.

도 18은 상기한 바와 같이 하여 작성된 송신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 수신단말 화면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 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신단말 화면의 왼쪽 밑에는 송신자인 사용자가 선택한 캐릭터가 표시되고, 오른쪽 밑에는 동화상 메

시지가 표시된다.

도 19는 상기 송신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 수신단말 화면의 별도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9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수신단말 화면의 아래쪽에는 송신자인 사용자가 선택한 캐릭터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화면 메시지가 재

생될 때에는 당해 캐릭터는 표시되지 않고, 그 표시위치에 동화상을 표시해도 좋다. 이와 같은 레이아웃은 편집부(26)에

의해 작성되어도 좋고, 수신측에서 설정되어도 좋다.

또, 후보가 되는 캐릭터는 하나여도 좋고, 그 경우 후보선택을 실행하지 않고 보다 간이하게 메일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

또, 편집부(26)는 캐릭터 선택부(24)에 대해 사용자가 입력한 특징량을 나타내는 문자열(상기한 특징표현 등)을 통지해도

좋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머리카락의 양이 많고 짧은 머리이다」라는 문자열을 입력한다. 그렇게 하면 캐릭터 선택부

(24)는 캐릭터 데이터베이스(25)에 보존되어 있는 도 16에 나타낸 바와 같은 특징표현과 조합하여 후보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자열에 의해 특징량을 나타내는 것에 의해 본 미디어 편집장치는 사용자가 의도하는 캐릭터에 더 가

까운 후보 캐릭터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미디어 편집장치는 모든 구성부가 하나의 케이스체에 담도록 하는 일체형의 장치뿐만 아니라, 각

구성부가 네트워크나 통신선을 통해 데이터의 교환을 실행하는 분산형 장치여도 좋다. 따라서, 예를 들면 캐릭터 선택부

(24) 및 캐릭터 데이터베이스(25)가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 가능한 본 미디어 편집장치와는 별도의 장소에 존재하고 있

는 형태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도 20은 이와 같은 분산형 미디어 편집장치 내지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20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분산형 미디어 편집장치는 제 1 내지 제 3 실시형태에 관련된 미디어 편집장치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캐릭터메일 편집단말(501)과, 캐릭터메일 편집단말(501)과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캐릭터 선택부

(724)와, 캐릭터 데이터베이스(725)를 포함하고, 이러한 것은 네트워크(600)를 통해 상호 접속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분산

형 미디어 편집장치도 상기한 일체형 미디어 편집장치와 같은 구성을 갖고 동작을 실행하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도 20의 분산형 미디어 편집장치는 캐릭터 선택부(724) 및 캐릭터 데이터베이스(725)를 캐릭터메일 편집단말

(501) 이외의 단말, 예를 들면 메일을 수신하는 캐릭터메일 수신단말(502)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수신시에 있어서 캐릭

터메일에 포함되는 캐릭터 ID를 수신한 캐릭터메일 수신단말(502)은 캐릭터 데이터베이스(725)에서 캐릭터 화상을 수취

하는 것만으로 좋기 때문에, 단말 자체에 많은 데이터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또, 캐릭터메일 수신단말(502)이 회신시에 미

디어 편집장치로서 동작하는 경우에도 캐릭터 선택부(724) 및 캐릭터 데이터베이스(725)를 공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산형 미디어 편집장치는 캐릭터 선택부(724) 및 캐릭터 데이터베이스(725)를 복수의 사용자에 의해 함께 이

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단말은 이러한 구성부를 내장할 필요가 없고, 또 대개의 캐릭터를 보존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미디어 편집장치에 의하면, 사용자는 촬영된 동화상에서 추출된 정면화상을 이용하여 많은 등록 캐릭터로

부터 후보를 줄여내어 기호에 맞는 캐릭터를 용이하게 선택하여 캐릭터메일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이와 같

은 캐릭터메일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통신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현시점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최적 실시예로 생각되는 것에 관련하여 설명했는데, 본 발명은 개시된 실시예

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첨부한 청구항의 범위에 포함되는 다양한 변형예나 상당하는 구조를 포함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고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거의 한 사람의 인물이 카메라에 대면하여 녹화된 동화상을 포함하는 미디어를 적절하고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미디어 편집방법과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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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미디어 편집방법을 실현하는 화상통신을 실행할 수 있는 미디어 편집단말의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낸 블

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미디어 편집을 실행할 때의 정보 흐름과 처리 순서를 나타낸 블록도,

도 3은 제 1 실시형태에 관련된 미디어 편집장치에 있어서 기능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4는 어느 동화상 데이터를 클리핑하는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는 도 4의 인덱스 정보를 MPEG-7 규격에 기초하여 기술한 메타데이터를 예시한 도면,

도 6은 동화상 데이터, 송신자의 정보, 건명(件名) 기타의 정보가 포함되는 비디오 메일을 수신한 단말의 화면표시예를 나

타낸 도면,

도 7은 제 2 실시형태에 관련된 미디어 편집장치에 있어서 기능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8은 트리밍 처리예와 표시화면예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부분영역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기술예를 나타낸 도면,

도 10은 동화상과는 별도로 건명과 본문을 표시하는 스페이스가 생기지 않는 화면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1은 사용자를 포함하는 화상영역에 겹치지 않는 영역에 대해 건명을 배치한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2는 사용자를 포함하는 화상영역에 겹치는 정도가 작은 영역에 대해 본문을 배치한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3은 동화상에 대해 텍스트를 입력하는 레이아웃 처리에 관한 메타데이터의 기술예를 나타낸 도면,

도 14는 캐릭터가 부가된 비디오 메일의 수신단말에 있어서 표시화면예를 나타낸 도면,

도 15는 제 4 실시형태에 관련된 미디어 편집장치의 기능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16은 두발의 특징을 이용한 얼굴특징량에 대해 예시적으로 설명한 도면,

도 17은 사용하는 캐릭터를 선택하는 편집화면을 예시한 도면,

도 18은 캐릭터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 수신단말 화면을 예시한 도면,

도 19는 캐릭터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 수신단말 화면의 다른 예를 예시한 도면 및

도 20은 분산형 미디어 편집장치 내지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화상입력부 3: 화상표시부

4: 음입력부 5: 음출력부

6: 촬상제어부 7: 음입출력 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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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시제어부 9: 통신부

10: 기록부 11: 기록제어부

12: 신호처리부 13: 제어부

14: 동화상 데이터 보존부 15: 송신 데이터 보존부

17: 영역 추출부 18: 정면판정부

19: 음성검출부 20: 프레임 선택부

21: 편집부 22: 레이아웃 작성부

23: 소재 데이터 보존부 24: 캐릭터 선택부

25: 캐릭터 데이터베이스 26: 편집부

100, 200, 400: 표시화면 101, 201, 401: 헤더화면

102, 202, 402: 문장화면 103, 203: 장식화면

104, 204, 404: 동화상화면 403: 캐릭터 화면

501: 캐릭터메일 편집단말 502: 캐릭터메일 수신단말

600: 네트워크 724: 캐릭터 선택부

725: 캐릭터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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