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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 구성 방법과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
계 정보를 이용한 비디오 브라우징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비디오 스트림을 효율적으로 브라우징하기 위하여 비디오 스트림의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abstra
ct/detail relationships)를 기술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한 효율적인 비디오 브라우징(browsing)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비디오 스트림내 또는 비디오 스트림간에 존재하는 세그먼트 또는 사건구간, 씬(scene), 샷(shot) 등간
의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정의하고, 이를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내용기반 데이터 영역에 기술하는 방법과 이와 같은 방
법에서 제공하는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를 이용한 비디오 브라우징 방법을 제안하여, 의미 중심의 효율적
인 비디오 브라우징이 가능하며, 사용하기 쉽고, 원하는 부분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내에 원하는 세그먼트
들을 쉽게 브라우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비디오 브라우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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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세설명, 브라우징, 세그먼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비디오 스트림의 계층적 구분 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있어서, 뉴스 비디오에서의 요약/상세설명 관계 표현방법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있어서,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에 있어서, 하나의 세그먼트를 예로 하여, 그 세그먼트를 중심으로한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서브 그
래프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있어서,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정보를 이용한 비디오 브라우징 인터페이스의 실시예를 나타
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디오 스트림을 효율적으로 브라우징하기 위하여 비디오 스트림의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abstra
ct/detail relationships)를 기술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한 효율적인 비디오 브라우징(browsing)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비디오 기술의 발달과 이미지 또는 비디오 인식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용자들은 원하는 비디오나 비디오의 특
정 세그먼트를 검색하여 쉽게 접근하고 브라우징할 수도 있으며, 요약본만을 검색하므로써, 짧은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비디오의 전체내용을 이해할 수 도 있게 되었다.

전체 비디오를 요약하는 방법에는 장면을 대표할 수 있는 키프레임을 이용하여 이를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
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과 요약 스트림(하이라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키프레임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비디오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는 방법은 실제의 응용에서는 한계가 있다.

즉, 너무 적은 수의 키프레임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전체 비디오 스트림을 이해하기 매우 힘들며, 원하는 부분으로 이
동하기도 쉽지 않으며, 반면 너무 많은 수의 키프레임을 제공하게 되면 많은 수의 키프레임이 오히려 저장공간이나 사
용자의 브라우징 속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여러가지 다른 접근 방식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 예로 비디오 스트림을 계층적으로 분해(hierarchically deco
mpose)하여 이를 표현하는 방법과 장면(scene)간의 시간축위에서의 관계(temporal relationships among scenes)
를 기술하는 장면 전이 그래프(scene transition graph)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디오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
하여 쉽게 원하는 부분만을 브라우징 할 수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장면 변화그래프는 비디오에 존재하는 장면간의 시간적인 변화를 기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비디오 브라우징
의 방법을 제공할 수 있지만 표현하는 장면관계가 시간 정보라는 제한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미 중심의 비디오 브라우징에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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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의 키프레임을 이용한 방식등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브라우징 방법은 비디오 네비게이션(navigation)에 있어
서 키프레임이 대표하는 세그먼트로의 이동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세그먼트간 의미적인 관계를 이용한 효율적인 세그먼
트간 네비게이션을 제공할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에서는 비디오 스트림내 또는 비디오 스트림간에 존재하는 세그먼트 또는 사건구간, 씬(scene), 샷(shot) 
등간의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정의하고, 이를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내용기반 데이터 영역에 기술하는 방법과 이와 같
은 방법에서 제공하는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를 이용한 비디오 브라우징 방법을 제안하여, 의미 중심의 
효율적인 비디오 브라우징이 가능하며, 사용하기 쉽고, 원하는 부분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내에 원하는 세
그먼트들을 쉽게 브라우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비디오 브라우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먼저, 본 발명에 있어,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 구성 방법은,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헤더 부분이나 중간중간에 또는 멀티미디어 스트림과 연결된 별도의 저장구조로 이루어진 내용 
기반 데이터 영역에 세그먼트 지정정보와 지정되는 세그먼트간 관계기술정보를 포함하는 요약/상세설명 관계기술정보
를 기술하여, 스트림 정보를 구성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며,

세그먼트 지정정보는 세그먼트의 위치를 알려주는 구간정보를 포함하며, 관계기술정보에는 지정되는 세그먼트간의 요
약/상세설명 관계를 기술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에 실시된 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의 예로써,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정보를 블록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정보는 관계지어지는 원본 세그먼트 지정정보와, 대상 세그먼
트 지정정보로 구분되어지며, 이와 같이 지정된 원본 세그먼트와 대상 세그먼트와의 관계를 기술하는 관계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세그먼트 지정정보인 원본 세그먼트와 대상 세그먼트는 각각의 위치를 구분하기 위한 구간정보와 세그먼트가 속한 스
트림을 지정하기 위한 스트림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세그먼트의 요약/상세설명 관계정보를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내용기반 데이터 영역에 
포함하여 구성하여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효율적인 브라우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첨부된 도면 등을 참조하여 그 구성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비디오를 분석하거나 쉽게 브라우징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 1에서와 같은 방식의 계층적 분해 방식을 사용
하는 바,

개별 비디오 스트림은 복수개의 씬(Scene)으로 나뉘어지고, 또한 하나의 씬은 여러개의 샷(Shot)으로 나뉘어진다.

씬은 대개 논리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는 장면을 의미하며, 샷은 대개 카메라가 연속적으로 촬영한 구간을 의미한다.

또한, 샷은 복수개의 연속적인 프레임들이 나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기한 비디오, 씬, 샷은, 시작위치/종료위치 또
는 시작위치/길이와 같은 구간정보로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오디오 정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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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프레임은 절대위치로 표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비디오 스트림의 세그먼트는 시간축위에서 연속적인 하나 이상의 프레임들을 배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비디오 스트림의 세그먼트가 구간으로 표현될때에는 오디오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세그먼트는 씬, 샷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이러한 세그먼트는 사건 구간을 표현할 수도 있다.

여기서, 도 1에서의 'A'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 분할)이라고 하고, 'B'방향으로 진행하
는 것을 클러스터링(clustering; 결합)이라고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세그먼트간의 요약/상세설명 관계(abstract/detail relationship)를 표현하기 위하여 뉴스 비디오에 
존재하는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일반적인 뉴스에는 주요 뉴스 아이템을 요약하기 위한 주요 뉴스 요약 부분(헤드라인 뉴스, 서머리 뉴스)이 포함된다.

이러한 주요 뉴스 요약 부분은 뉴스의 시작위치에 존재할 수도 있으며, 뉴스의 마지막에도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
한 요약 뉴스 이외에 실제 뉴스 아이템을 아이템별로 설명하는 상세뉴스 설명 부분이 있다.

요약 뉴스와 상세 뉴스는 하나의 비디오 스트림으로 존재할 수도 있으며, 별도의 스트림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요약 뉴스를 헤드라인 뉴스라 하면, 헤드라인 뉴스에서는 상세 뉴스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여러개의 뉴스 아이템중에서 
중요한 몇몇 뉴스아이템에 대한 요약을 하게 되며, 헤드라인 뉴스가 종료되면 실제 개별 뉴스 아이템들이 위치하게 된
다.

또한, 실제 뉴스 아이템은 대부분 각각 진행자(anchor; 앵커)의 뉴스 아이템 설명이 있은 후 기자가 취재를 해온 장면
(에피소드 씬, 리포터 씬)들이 위치하는 전형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

즉,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헤드라인 뉴스와 상세 뉴스 설명구간사이에는 요약과 상세설명관계 링크가 존재하며, 상
세 뉴스 설명구간내의 각 뉴스 아이템내에서도 앵커 설명구간과 상세 뉴스 아이템 설명구간사이에 요약과 상세설명관
계 링크가 존재하는 것이다.

전체 뉴스에서 소개하는 뉴스 아이템의 갯수를 n이라 하고, 헤드라인 뉴스에서 소개하는 뉴스 아이템이 m개라 하면 n
??m 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헤드라인 뉴스를 m개의 뉴스 아이템에 대한 개별 요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헤드라인 뉴스 부분과 상세 뉴스 설명 부분은 대부분 자동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방식을 이용하여 검출할 수도 있으며 
수작업에 의할 수도 있다.

헤드라인 뉴스에 뉴스 아이템 A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상세 뉴스 설명부분에 뉴스 아이템 A에 대한 설명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헤드라인 뉴스의 뉴스 아이템 A에 대한 설명구간과 상세 뉴스 설명부분의 뉴스 아이템 A에 대한 설명 구
간에는 요약/상세설명 관계가 존재하므로 두 세그먼트간에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도 2의 상단에서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또한, 자동 비디오 세그멘테이션방식을 이용하거나 수작업을 이용하면 상세 뉴스 설명 부분에 있어서, 진행자(앵커)가 
다음에 설명될 뉴스 아이템 요약하는 구간과 실제 취재되거나 분석된 화면을 보여주는 상세설명 부분을 나눌 수가 있다.

진행자가 다음에 설명될 뉴스 아이템 요약하는 구간과 실제 취재되거나 분석된 화면을 보여주는 상세설명 구간에는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역시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를 도 2의 하단부에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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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본 발명에서는 도 3에서와 같은 구조를 갖는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를 멀티미
디어 스트림 정보로서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한 것으로,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갖는 각각의 세그먼트가 동일한 스트림에 존재할 수도 있으며, 각기 다른 별도의 스트림으로 존
재할 수도 있으므로, 세그먼트 지정정보(locator)를 사용한다.

세그먼트 지정정보는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갖는 두 세그먼트가 각기 다른 스트림에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스트림이 어
떤 스트림인지를 지정하기 위한 스트림 지정저오와 스트림내에서 세그먼트의 구간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구간지정정보
를 갖는다.

동일한 스트림내의 세그먼트간 관계들만을 표현하기 위하여서는 원본 또는 대상 세그먼트 지정정보에서 스트림 지정정
보를 빼고 구간지정정보만을 가질 수도 있다.

여기서, 구간지정정보는 구간의 최초 위치와 종료 위치를 설명하거나 최초 위치와 길이정보를 가지고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가 원본 스트림을 기준으로 기술될 경우에는 원본 세그먼트 지정정보에서 스트림 
지정정보가 생략될 수 있다.

또한,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서는 원본 세그먼트의 구간지정정보와 대상 세그먼트의 구간
지정정보, 관계기술정보가 필요하다.

만약 요약/상세설명 관계정보가 대칭적(Symmetric)일 경우만 허용하는 구조에서는 원본 세그먼트에대한 상세 또는 
요약 관계정보만을 기술한다든지 하는 규약을 추가하므로써, 관계기술정보는 생략될 수도 있다.

이에 반하여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를 허용하는 구조에서는 관계기술정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내용기반 데이터 영역에 기술될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에 따르면, 비디오 스트림의 세그먼트, 이벤트 구간, 씬, 샷간의 요약/상세설명 그래프를 도 4에서와 같이 구성할 
수 있는 바, 도 4는 세그먼트 A를 중심으로 요약/상세설명 그래프의 일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스트림내에서의 세그먼트들의 구간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한 그래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래프이다.

또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래프에서 원하는 세그먼트 중심의 링크 정보들로 부터 서브 그래프(sub-graph)를 
구성하므로써, 원하는 부분만을 자세하게 요약하여 볼 수 있는 브라우징 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는 뉴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비디오(드라마, 다큐멘터리, 스포츠,....)등에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그래프를 이용하여 쉽게 원하는 부분만을 상세하게 브라우징 할 수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4에서, 비디오 A는 정글의 생태에 대한 다큐멘터리 비디오이고, 비디오 B는 사자의 습성에 대한 교육용 
비디오라 할 때, 비디오 A의 사자가 사냥하는 부분이 있으며 비디오 B에 사자의 사냥 행태에 대한 상세한 부분이 있으
면, 비디오 A의 사자가 사냥하는 세그먼트로 부터 비디오 B의 사자의 사냥행태에 관한 세그먼트로의 상세설명 링크를 
추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정보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만을 자세하게 
요약하여 볼 수 있는 브라우징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본 발명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를 이용한 비디오 브라우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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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디스플레이 뷰와 키프레임 또는 키영역 뷰를 포함하는 비디오 브라우징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상기한 세그먼트
간 요약/상세설명 관계정보를 이용하여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표시하는 영역을 갖는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
하고,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표시하는 영역을 이용하여 비디오 브라우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도 5는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이용한 비디오 브라우징 인터페이스의 일례
를 나타낸 것으로,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크게 비디오 디스플레이 뷰, 키프레임/키영역 뷰, 요약/상세설명 그래프 뷰의 3부분으로 나뉘어진다.

비디오 디스플레이 뷰는 일반적인 비디오 플레이어에 있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뷰와 동일한 기능으로 동영상을 디스플
레이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키프레임/키영역 뷰는 비디오를 요약하기 위하여 키프레임이나 키영역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전체 
비디오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는 뷰(view)이다.

요약/상세설명 그래프 뷰는 선택된 비디오 세그먼트를 중심으로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텍스트를 이용하거
나 그래픽 요소를 이용하여 도시하고 여기서 특정부분을 선택하므로써, 원하는 위치로 쉽게 이동하여 효율적인 비디오 
브라우징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비디오 브라우징 인터페이스에서 키프레임/키영역 뷰는 다른 비디오 브라우징 인터페이스에도 
존재하는 부분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이용한 브라우징이 가능한 기능적인 추가가 있으
며 요약/상세설명 그래프뷰는 상기한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를 도식화하여 보다 쉬운 비디오 네비게이션
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사용자는 제어기능을 이용하여 비디오를 브라우징할 수 있으며, 키프레임/키영역 뷰에서 특정한 이미지(프레임 또는 영
역)를 선택하므로써,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할 수 있다.

종래의 방식에서는 해당 키프레임이나 키영역이 대표하는 세그먼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였으나, 본 
발명에서는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를 이용하여 키프레임이나 키영역을 선택한 경우 다음의 세가지 방식
으로 비디오 네비게이션을 제공하게 된다.

종래의 방식과 동일하게 키프레임이나 키영역이 대표하는 세그먼트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과, 키프레임이나 키영역이 
대표하는 세그먼트에 대한 상세설명 구간으로 또는 키프레임이나 키영역이 대표하는 세그먼트에 대한 요약 구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사용자가 키프레임/키영역 뷰의 일정한 영역을 선택할 경우 이에 상기한 바와 같이 경로 선택을 묻게 되며, 이에 사
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키프레임이나 키영역을 선택하고 나서 어떠한 이동을 할 지를 선택하면 쉽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키프레임/키영역 뷰는 프레임들의 1차원 나열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으며, 트리구조나 그래프 구조로도 표현할 수 있다.

요약/상세설명 그래프 뷰는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표시하고, 사용자 입력에 따라 액션을 취하는 
부분이다.

요약/상세설명 그래프 뷰는 현재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세그먼트를 중심으로 또는 디스플레이 뷰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세그먼트를 중심으로 하여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노드(node)와 링크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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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드는 세그먼트를 의미하며, 키프레임이나 키영역 또는 텍스트등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하고, 링크는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표시한다.

사용자는 노드 또는 링크를 선택하므로써, 해당 세그먼트로 쉽게 네비게이션을 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요약/상세설명 그래프 뷰에서 노드나 링크를 선택하므로써, 원하는 비디오 시퀀스를 만들어 
브라우징 할 수도 있으며, 원하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연속적인 재생을 요구할 수 있다.

요약/상세설명 그래프 뷰는 일반적으로 그래프 형태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필요에 따라서 1차원 뷰나 
트리형태의 구조로 디스플레이 될 수도 있다.

사용자는 요약/상세설명 그래프 뷰에 디스플레이 될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 전체 비디오에 대한 요약/상세설명 그래
프 뷰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현재 선택된 세그먼트에 관련된 세그먼트들만을 디스플레이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으며, 
선택된 세그먼트로 부터 몇스텝까지의 링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이용하면 도 5에서와 같은 인터페이스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비디오를 브라우징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비디오에 대한 내용기반 데이터 영역에 기술할 수 있는 비디오에 존재하는 세그
먼트들 간의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정의하고, 이를 기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료 구조를 제안하며, 이를 이용한 효율적
인 비디오 브라우징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본 발명은 기존의 키프레임이나 키영역을 이용한 비디오 네비게이션 보다 훨씬 더 강력한 네비게이션을 지
원하게 되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브라우징 할 지 요약하여 브라우징 할지 사용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스트림내에서의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스트림내에 
존재하는 세그먼트들간의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기술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사용자에게 요약/상세설명 관계가 있는 별
도의 스트림에 존재하는 세그먼트들간의 효율적인 네비게이션 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뉴스뿐만아니라 드라마, 다큐멘터리, 스포츠, 쇼프로 등 거의 모든 비디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적인 자료 구조를 제공하므로써, 각각의 콘텐트에 알맞은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내용기반 데이터 영역에, 세그먼트 지정정보와 지정되는 세그먼트간 관계기술정보를 포함하는 요
약/상세설명 관계기술정보를 기술하여, 스트림 정보를 구성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세그먼트
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 구성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요약/상세설명 관계기술정보의 세그먼트 지정정보는 원본 세그먼트 지정정보와 대상 세그먼트 지정정
보를 포함하며, 관계기술정보는 원본 세그먼트와 대상 세그먼트의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기술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
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 구성 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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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또는 2항에 있어서, 세그먼트 지정정보는 구간정보로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세그
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 구성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세그먼트 지정정보는 스트림 정보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 구성 방법.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구간정보는 세그먼트의 시작위치와 종료위치로 기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세
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 구성 방법.

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구간정보는 세그먼트의 시작위치와 길이정보로 기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세
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 구성 방법.

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 스트림 정보는 스트림의 상대/절대위치 정보로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 구성 방법.

청구항 8.

제 4항에 있어서, 스트림 정보는 스트림에 대한 고유 식별자(ID) 정보로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 구성 방법.

청구항 9.

제 4항에 있어서, 원본 세그먼트가 속한 스트림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원본 세그먼트 지정정보에서 스트림 정보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 구성 방법.

청구항 10.

비디오 디스플레이 뷰와 키프레임 또는 키영역 뷰를 포함하는 비디오 브라우징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제 1항 내지 제 9항의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정보를 이용하여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
명 관계를 표시하는 영역을 갖는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고,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표시하는 영역을 이용하
여 비디오 브라우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
를 이용한 비디오 브라우징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키프레임 또는 키영역 뷰의 일정 표시영역을 선택한 경우, 선택영역의 해당 프레임 또는 선택 
영역이 대표하는 세그먼트로 이동할 것인지, 해당 세그먼트의 요약 세그먼트로 이동할 것인지, 상세설명 세그먼트로 이
동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스트
림의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를 이용한 비디오 브라우징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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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표시하는 영역은 그래프 뷰로 나타내며, 요약/상세설명 그래프 뷰는 키
프레임이나 키영역으로 세그먼트가 표시되는 노드와 각 노드의 관계를 나타내는 링크로 표시되며, 링크는 요약관계인지, 
상세설명 관계인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
명 관계 정보를 이용한 비디오 브라우징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요약/상세설명 그래프 뷰의 각 노드는 텍스트로 표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
의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를 이용한 비디오 브라우징 방법.

청구항 14.

제 12항 내지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요약/상세설명 그래프 뷰의 각 노드를 선택하면 해당 세그먼트로 이동되어지도
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를 이용한 비디오 브라우징 방법.

청구항 15.

제 10항 내지 제 13항에 있어서, 요약/상세설명 관계를 나타내는 영역은 현재 재생중인 세그먼트를 중심으로 하여 세
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정보를 표시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를 이용한 비디오 브라우징 방법.

청구항 16.

제 10항 내지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요약/상세설명 그래프 뷰는 복수개의 노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된 하
나이상의 노드에 해당되는 세그먼트들을 자동으로 연결하여 표시(재생)하여 줄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
디어 스트림의 세그먼트간 요약/상세설명 관계 정보를 이용한 비디오 브라우징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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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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