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G06F 3/14

(45) 공고일자   1999년07월15일

(11) 등록번호   10-0211056

(24) 등록일자   1999년04월29일
(21) 출원번호 10-1995-0055901 (65) 공개번호 특1997-0049394
(22) 출원일자 1995년12월23일 (43) 공개일자 1997년07월29일

(73) 특허권자 한국전기통신공사    이계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선종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72) 발명자 박종훈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두레아파트 101-806

최진상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동아아파트 10-1503

김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한울아파트 109-103

유경렬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세라믹아파트 107-1307

황대환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동산아파트 10-802
(74) 대리인 박해천

심사관 :    이정숙

(54) 다수개의 비디오에 대한 윈도우 제어방법

요약

본 발명은 비디오 윈도우 제어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비디오 윈도우 제어 장치는 비디오 입력 
제어신호와 비디오 출력 제어신호 및 비디오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비디오 흐름 제어수단; 상기 비디오 흐
름 제어수단에 의해 입력 비디오 신호들을 한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출력하는 다수의 비디오용 기억수단; 
상기 출력 비디오 신호들을 상기 비디오 흐름 제어수단에 의해 하나의 비디오 신호로 병합하는 비디오 병
합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비디오 윈도우 제어방법은 소정번째 비디오의 입력 비디오 크기 
배율(Wn)을 확인하는 제 1 단계; 윈도우 크기 조절용 제어신호에 따라 비디오용 기억수단에 입력되는 비
디오 신호를 서브 샘플링하는 제 2 단계; 현재 다수의 비디오 윈도우 제어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 3 단계; 및 소정번째 비디오 크기 배율의 변경여부에 따라 입력 비디오 크기 배율을 확인하거나 윈도
우 크기 조절용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윈도우의 크기 제
어 방법과, 소정번째 비디오의 출력 위치와 우선순위 및 입력 비디오 크기 배율(Wn)에 따라 윈도우 크기
를 확인하는 제 1 단계; 해당 비디오 윈도우의 화소출력 위치(X, Y)를 카운팅하여 현재 출력할 화소 위치
에 해당 비디오가 출력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제 2 단계; 상기 해당 비디오의 출력 여부에 따라 타 출
력 비디오와의 겹침과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소정 위치에 해당 비디오 화소값을 출력하거나 다수 비디오 
윈도우 제어인가 판단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다수 비디오 윈도우 제어 여부에 따라 해당 비디오의 위치
와 겹침 변경 및 마지막 화소인가를 확인하여 제 1 단계 또는 제 2 단계로 천이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윈도우의 위치 및 겹침 제어 방법이 있어 TV나 컴퓨터 모니터 상에 다수의 
비디오 윈도우를 생성하고, 이들의 크기 및 위치 그리고 겹침과 포함(Picture In Picture)등의 제어를 자
유자재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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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다수개의 비디오에 대한 윈도우 제어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비디오 겹침과 비디오 포함의 상태를 나타낸 예시도.

제2도는 본 발명이 적용된 비디오 입출력 시스템의 구성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윈도우 제어 장치의 블럭 구성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크기 조절 제어 흐름도.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위치/겹침 조절 제어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1 : 비디오 흐름 제어 장치                           32 : 비디오용 기억장치 

33 : 비디오 병합 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TV나 컴퓨터 모니터상에 다수의 비디오 윈도우를 생성하고, 이들의 크기 및 위치 그리고 겹침
과  포함(Picture  In  Picture)  등의  제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비디오  윈도우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1도는 비디오 겹침과 비디오 포함의 상태를 나타낸 예시도로서, 상기 비디오 겹침이란 하나의 TV 화면 
혹은 하나의 컴퓨터 모니터 윈도우상에서 다수의 비디오 화면이 나타날 때, 하나의 비디오 화면의 일부 
위에 다른 비디오 화면의 일부가 겹쳐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기 비디오 포함이란 하나의 TV 화면 혹은 하나의 컴퓨터 모니터 윈도우상에서 다수의 비디오 
화면이 나타날 때, 하나의 비디오 화면의 일부 위에 다른 비디오 화면의 전체가 포함되어 겹쳐지는 것을 
말한다.

종래의 비디오 윈도우 제어 장치들은 분리된 화면만을 2개 보여주거나, 비디오 화면 하나에 조그만 비디
오 화면이 1개 혹은 다수개 나타나도록 하는 포함 효과(Picture In Picture)만을 생성할 수 있었을 뿐이
고, 비디오 겹침 효과를 생성하는 장치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포함 효과를 내는 장치들은 비디오 윈도우의 크기를 몇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위치는 한정된 
위치만을 움직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비디오 윈도우들의 크기, 위치의 조정은 물론이고, 비디오 윈도우들의 분리, 겹침, 포
함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제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디오 제어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비디오 윈도우 제어방법은, 입력되는 다수의 비디오들을 각각 저장
하기 위한 다수개의 기억수단과, 상기 기억수단들을 제어하여 입력되는 비디오의 저장 및 저장된 비디오
의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한 장치에 적용되는 비디오 윈도우 제어방법에 있어서, 비디오의 크
기 배율에 따라 입력되는 비디오의 윈도의 크기를 조절하여 각각 저장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에서 저
장된 비디오를 출력함에 있어, 출력될 비디오의 화면내에서의 출력 위치가 출력될 다른 비디오의 출력 위
치와 겹쳐지는 경우에는 겹쳐지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가 높은 비디오만이 출력되고, 겹쳐지지 않
는 영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비디오가 출력되도록 하는 제2단계; 및 상기 제2단계 수행 후, 계속적으로 다
수 비디오에 대한 윈도우 제어가 수행되면 임의의 비디오에 대한 위치 혹은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상
기 변경된 비디오에 대해 상기 제2단계를 반복하는 제3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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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2도는 본 발명이 적용된 비디오 입출력 시스템의 구성도로서, 비디오 입력 및 처리 장치(21)는 카메라
의 입력을 받아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하는 비디오 입력 장치 혹은 비디오 압축/복원을 
위한 코덱 장치 혹은 비디오를 조작하는 처리장치 등을 말한다.

비디오 출력 장치(22)는 상기 디지털 영상을 TV나 컴퓨터 모니터 상에 나타내기 위한 비디오의 최종 출력 
장치를 말한다.

여기서, 본 발명의 비디오 윈도우 제어 장치는 비디오 입력 및 처리 장치(21)로부터 다수의 비디오 신호
들을 받아 이들을 본 발명의 제어 방식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로 제어하여 하나의 비디오 신호로 
바꾼 후, 비디오 출력 장치(22)를 통해 디스플레이 되도록 한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윈도우 제어 장치의 블럭 구성도로서, 도면에서 31은 비디오 흐름 제어 
장치, 32는 비디오용 기억장치 #1∼#N, 33은 비디오 병합 장치를 각각 나타낸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디오 흐름 제어 장치(31)는 본 발명의 주 제어 장치로서, 비디오들의 입력 제
어에 의한 크기 조절, 비디오 출력 제어에 의한 비디오의 위치, 겹침, 포함 효과 조절등을 담당한다. 즉, 
비디오용 기억장치(32)로 입력되는 입력 비디오 신호들을 제어하기 위해 비디오 입력제어신호를 각 비디
오용 기억장치(32)로 출력하고, 상기 비디오용 기억장치(32)로부터 비디오 병합 장치(33)로 출력되는 출
력용 비디오들을 제어하기 위해 비디오 출력제어신호를 각 비디오용 기억장치(32)로 출력한다.

또한, 상기 비디오 흐름 제어 장치(31)는 비디오 병합 장치(3)로 전달되는 출력 비디오 신호들을 하나의 
비디오 신호로 병합하기 위해 필요한 비디오 선택신호(비디오 위치, 겹침, 크기에 따르는 비디오 선택용 
신호)를 비디오 병합 장치(33)로 출력한다.

상기 비디오 병합 장치(33)는 비디오 흐름 제어 장치(31)의 제어를 받아 각 비디오용 기억장치(32)로부터 
전달되는 출력 비디오 신호들을 하나의 비디오 신호로 병합하여 외부의 비디오 출력 장치(22)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신호 다중화기(Multiplexor)를 사용할 수도 있고, 비디오용 기억장치(32)의 출력 신
호들이 각각 트리 상태(Tri-State)인 경우에는 별도의 장치 없이 신호선들을 접속시켜 구현할 수도 있다.

비디오용 기억장치(32)는 비디오 흐름 제어 장치(31)의 제어를 받아 입력되는 비디오들의 크기 조절을 위
해 비디오들을 한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출력되는 비디오들의 위치 및 겹침, 포함등의 효과를 내기 위해 
한정적으로 출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비디오용 기억장치(32)는 순차적 입력과 순차적 출력(FIFO 
: First In First Out)을 하는 장치가 바람직하고, 입출력 신호는 다루는 비디오의 비트수만큼 되어야 한
다.

또한, 비디오용 기억장치(32)는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야 하며(Dual Port), 입력과 출력의 
제어가 입출력 클럭과는 별도로 임의로 가능해야 하고, 일정주기로 리셋을 해주기 위한 통로가 있어야 한
다.

이러한 비디오용 기억장치(32)는 일반적인 램(RAM)과 버퍼에 부가 회로가 추가되는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고, FIFO 기억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필드(Field) 메모리를 사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구현이 가
능하다.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윈도우 제어 방법은 비디오 화면 크기 제어, 비디오 위치제어, 비디오 겹침 및 포
함 제어가 포함되는데, 비디오 화면의 크기는 비디오용 기억장치(32)의 입력시 혹은 출력시에 행해질 수 
있다.

입력시 제어하는 경우에는 입력되는 비디오 신호의 동기 비디오 클럭을 유효제어신호(Enable Signal)에 
의해 마스킹하여 비디오용 기억장치에 기억시키면 된다. 이때, 사용하는 유효제어 신호는 동기 비디오 클
럭과 비디오 수평 동기 신호를 원하는 비디오 크기만큼 분주하여 사용하면 된다.

출력시 제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출력시에는 타 제어 신호들이 포함되므로 입
력시 행함이 바람직하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크기 조절 제어 흐름도로서, 여러개의 비디오 윈도우중에서 하나의 윈도
우 제어 동작만을 설명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디오 윈도우에 대해서도 동일한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들 여러개의 비디오 윈도우 제어 동작은 각 비디오용 기억장치별로 수행된다.

비디오 크기 조절은 각 비디오용 기억장치에 입력되는 비디오 신호를 저장할 때, 비디오 흐름 제어장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비디오 흐름제어장치는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면, 임의의 n번째 비디오의 입력 비디오 크기 배율(Wn)
을 확인하는데(401), 상기 입력 비디오 크기 배율(Wn)은 외부에서 입력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크기 배율
은 1/2, 1/4, 1/8 등과 같이 원래의 비디오 크기의 배율을 나타낸다.

상기 입력 비디오 크기 배율(Wn)에 따라 비디오 흐름제어장치는 윈도우 크기 조절용 제어 신호(SWn)를 생
성하는데(402), 이 윈도우 크기 조절용 제어신호(SWn)는 입력되는 비디오 신호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여 비
디오용  기억장치에  저장하기  위한  인에이블(Enable)  신호이며,  그  제한방법은  단순히 서브샘플링
(Subsampling)하는 방법이나, 이를 보간(Interpolation)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비디오 흐름제어장치는 이렇게 생성된 윈도우 크기 조절용 제어신호(SWn)에 따라 비디오용기억장치(32)로 
입력되는 비디오 신호를 서브샘플링(Subsampling)하여 저장시킨 다음(403), 현재 다수 비디오 윈도우 제
어를 실시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404).

현재 다수 비디오 윈도우 제어를 실시하고 있으면 임의의 n번째 비디오의 크기 배율이 주 시스템에 의해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한다(405).

상기 확인 결과, 임의의 n번째 비디오의 크기 배율이 변경되었으면, 상기 n번째 비디오의 입력 비디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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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배율을 확인하는 단계(401)로 천이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n번째 비디오의 입력 비디오 크기 배율
(Wn)에 따라 윈도우 크기 조절용 제어신호(SWn)를 생성하는 단계(402)로 천이하여 같은 크기 비율로 제어
를 계속한다.

한편, 다수 비디오 윈도우 제어가 수행되지 않으면(404) 입력되는 비디오 신호의 크기를 제어하면서 저장
하는 과정을 종료한다.

그리고, 비디오 위치 제어 방식은 각 비디오에 대하여 비디오가 위치할 시작 좌표와 끝좌표 혹은 크기를 
주어 윈도우내에 비디오가 자리할 위치값의 범위를 정하여 둔뒤, 비디오 출력용의 비디오 클럭에 맞추어 
비디오용 기억장치(32)에 저장된 비디오 신호들을 실제 원하는 위치가 될 때 잡아내는 방식을 취한다. 
즉, 본 발명의 장치 내부에서 비디오 출력용의 비디오 클럭에 맞추어 카운터를 동작시키며, 그 카운터는 
각 비디오들이 위치를 잡고 들어갈 기준이 된다.

즉, 비디오 흐름제어장치는 카운터 값이 그 비디오가 자리할 위치값 범위내에 있으면 특정 비디오용 기억
장치로부터 비디오 데이타를 읽어 출력한다. 그 카운터 값은 비디오 수직 동기 신호가 나타날 때마다 한
번씩 리셋된다. 

또한, 비디오 겹침 및 포함 효과 제어 방식은 각 비디오에 우선 순위를 미리 정해두는 것에 의해 쉽게 구
현될 수 있다. 이 경우는 비디오 위치 제어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즉 위치값의 범위내에 드는 
비디오가 두개 이상인 경우이다.

이 경우, 여러개의 비디오를 동시에 내보내는 경우에는 서로 겹쳐져서 화면을 알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므
로, 미리 정해둔 우선 순위에 의해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비디오에 해당되는 비디오만이 출력되도록 비
디오 병합 장치(33) 혹은 비디오용 기억장치(32)를 제어한다.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른 저장된 비디오의 출력 과정을 제5도를 참조하여 살펴본다.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위치/겹침 조절 제어 흐름도로서, 제4도와 마찬가지로 임의의 한개의 기
억장치에 저장된 비디오에 대해서만 그 제어 동작을 설명하며, 이러한 제어동작은 모든 비디오들의 출력
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제5도의 저장된 비디오의 출력 과정은 제4도의 비디오의 입력과정
과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먼저, 비디오 흐름제어장치는 임의의 n번째 출력 비디오에 대한 컴퓨터 모니터나 TV화면내에서의 출력 위
치(Xn, Yn)와 우선순위(Pn)을 확인한다(501). 여기서, 출력 위치(Xn, Yn)는 해당 비디오의 화면내 X좌표
의 Y좌표로서, 출력 위치는 비디오의 시작 위치라 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Pn)는 다수의 비디오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 비디오가 가장 위에 나타나 실제 모니터상에 보이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그리고, 상기 제4도에서 결정되는 임의의 n번째 비디오의 입력 비디오 크기 배율(Wn)에 따라 해당 비디오 
윈도우의 크기(SXn, SYn)를 확인하는데(502), 상기 해당 비디오 윈도우의 크기(SXn, SYn)는 비디오 윈도
우의 실제 가로 및 세로 윈도우 크기를 말한다. 

그리고, 해당 비디오 윈도우의 실제 화면에 대한 화소 출력 위치(X,Y)를 임의의 값 즉, X=0, Y=0로 초기
화하고(503),  화면내의  화소  출력  위치(X,Y)를  '1'씩  증가시킨다(504).  이는  X,  Y  위치를 카운팅
(Counting) 한다는 의미이며, 이 카운팅(Counting) 작업은 X측 카운팅(Counting)이 실제 화면의 X 해상도
까지 이루어지면, 비로소 Y가 1씩 증가되며, 이 작업은 Y가 화면의 Y 해상도 값에 이를때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화소의 현재 위치 X, Y값을 각각 증가시켜 가면서 현재 출력할 화소 위치에 해당 비디오가 출력되
어야 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505), 이는 현재 화소의 위치 X(혹은 Y) 값이 비디오의 시작위치 Xn
(혹은 Yn)보다는 크고, 상기 비디오의 시작 위치 Xn(혹은 Yn)에 윈도우의 크기 SXn(혹은 SYn)을 더한 값 
즉, Xn + SXn(혹은 Yn + SYn) 값보다는 작은 범위내에 있을 때, 저장된 비디오가 출력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본 발명에서는 비디오를 화면내에 출력하기 위한 화소의 시작위치를 임의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설정된 시작위치로부터 윈도우의 크기를 갖도록 디스플레이 된다. 505 단계에서 해당 비디
오가 출력되어야 하면 해당 비디오가 다른 비디오들과 겹쳐지는가를 확인한다(506).

상기 확인 결과, 해당 비디오가 다른 비디오들과 겹쳐지지 않으면 화면내의 해당되는 X, Y 위치에 해당 
비디오의 화소값을 출력한다(508). 상기 확인 결과(506), 해당 비디오가 다른 비디오들과 겹쳐지는 경우
에는 우선 순위를 착안하여(507) 해당 비디오의 우선 순위가 겹쳐지는 다른 비디오들에 비해 우선 순위가 
높으면 우선 순위가 높은 비디오의 화소를 출력하고(508), 우선 순위가 높지 않다면 겹쳐지는 부분에 대
한 화소 위치에 대해서는 비디오를 출력하지 않는다. 즉, 화면내의 출력 위치가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는 우선 순위가 높은 비디오만이 출력되고, 겹쳐지지 않는 부분은 각각의 비디오들이 출력된다. 

이와 같은 동작에 의해 다수 비디오의 겹침 현상을 제어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저장된 비디오들을 출력한 다음, 현재 다수 비디오 윈도우 제어를 계속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509).

확인 결과(509), 현재 다수 비디오 윈도우 제어를 계속하고 있지 않으면 저장된 비디오를 출력하는 과정
을 종료하고, 다수 비디오 윈도우 제어가 계속되고 있으면 해당 비디오의 위치나 겹침, 우선순위에 대해 
변경되었는지 확인한다(510).

510 단계에서 변경되었으면 해당되는 비디오의 시작위치(Xn, Yn) 및 우선순위(Pn)를 확인하는 단계(503)
를 반복하고, 변경되지 않았으면 현재의 화소 위치 X, Y가 화면의 마지막 화소인지를 확인한다(511). 여
기서, 마지막 화소란 컴퓨터 모니터나 TV 화면에 표시되는 전체 비디오 해상도에서 마지막 위치, 즉 최하
단 최우측 화소를 의미한다.

확인 결과(511), 마지막 화소이면 화면 출력 위치 X 및 Y를 초기화하며(503), 그렇지 않으면 상기 화면내 
화소 출력위치(X, Y)를 확인하는 단계(504)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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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다수의 비디오 윈도우를 TV 화면이나 컴퓨터의 모니터 윈도우 상에 한꺼번
에 모두 나타내고, 위치 및 크기, 그리고 겹침 효과 및 포함 효과를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어, 멀티미
디어 시대에 여러가지 미디어들이 혼재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되는 다수의 비디오들을 각각 저장하기 위한 다수개의 기억수단과, 상기 기억수단들을 제어하여 입력
되는 비디오의 저장 및 저장된 비디오의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한 장치에 적용되는 비디오 윈
도우 제어방법에 있어서, 비디오의 크기 배율에 따라 입력되는 비디오의 윈도의 크기를 조절하여 각각 저
장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에서 저장된 비디오를 출력함에 있어, 출력될 비디오의 화면내에서의 출력 
위치가 출력될 다른 비디오의 출력 위치와 겹쳐지는 경우에는 겹쳐지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가 높
은 비디오만이 출력되도록 하고, 겹쳐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비디오가 출력되도록 하는 제2단
계; 및 상기 제2단계 수행 후, 임의의 비디오에 대한 위치 혹은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상기 변경된 
비디오에 대해 상기 제2단계를 반복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는 비디오 윈도우 제어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는, 입력되는 비디오의 크기 배율에 따라 입력되는 비디오 신호를 서브샘플
링에 의해 그 크기를 조절하여 저장하는 제4단계; 및 현재 입력되는 비디오의 크기 배율이 변경되면 상기 
변경된 비디오의 크기 배율에 따라 상기 제4단계를 반복하는 제5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
오 윈도우 제어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는, 입력되는 비디오의 크기 배율에 따라 입력되는 비디오 신호를 보간에 
의해 그 크기를 조절하여 저장하는 제4단계; 및 현재 입력되는 비디오의 크기 배율이 변경되면 상기 변경
된 비디오의 크기 배율에 따라 상기 제4단계를 반복하는 제5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윈
도우 제어방법.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출력될 비디오의 시작위치 및 우선 순위와 비
디오의 크기 배율에 따른 윈도우 크기를 확인하는 제6단계; 화면내에서의 화소의 현재 출력위치를 초기화
한 다음에, 화소의 출력 위치를 증가 시켜가면서 각 비디오의 출력 여부를 확인하는 제7단계; 상기 제7단
계에서 임의의 비디오가 출력될 위치에 해당되면 상기 출력될 비디오의 화면내 영역과 겹치는 영역에 출
력되는 비디오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제8단계; 상기 제8단계에서 겹치는 영역에 출력되는 비디오가 존재
하면 겹치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가 높은 비디오만이 출력되도록 하고, 겹쳐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
서는 각각의 비디오의 해당 출력 위치에 출력되도록 하는 제9단계; 및 상기 제9단계 수행 후, 임의의 비
디오에 대한 위치 혹은 우선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상기 변경된 위치 혹은 우선순위에 따라 상기 제6단계 
이하를 반복하는 제10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윈도우 제어방법.

5. 제3항에 있어서, 현재의 화소 출력위치가 화면의 마지막 화소에 다다르면 상기 현재의 화소 출력위치
를 초기화한 다음에, 화소의 출력 위치를 증가시켜 가면서 각 비디오의 출력 여부를 확인하는 상기 제7단
계 이하를 반복하는 제11단계를 더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윈도우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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