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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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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화상검색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원 발명의 일예의 계통도.
제2도 - 제4도는 그 설명을 위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9 :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

11 :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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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하드디스크장치

23 : CRT 디스플레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원 발명은 화상검색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원 발명은 화상검색장치에 있어서, 예를 들면 축소화상을 검색키로함으로써, 목적하는 화면을 간단하
게 또한 확실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나 사무용 VTR 등의 비디오재생시스템에 있어서는 그 재생비디오신호의 1화면(1프
레임)마다 인덱스번호(어드레스신호)가 부가되어 있으므로, 이 인덱스번호를 그 재생시스템에 입력함으
로써, 대응한 화면을 호출할 수 있다.
문헌 : 일본국 특개소 61-99189호 공보
그러나, 상기 재생시스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키보드에서 인덱스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고 싶은 화면과, 그 인덱스번호와의 사이에는 의미적 관련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목적하는 화
면과, 그 인덱스번호를 기억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화면과 그 인덱스번호의 바코드를 인쇄해 두어 키입력의 수고가 생략된 시스템도 있으나, 이 경우
에는 인쇄물이 필요하다. 더욱이, 사용자가 희망하는 화면을 인덱스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원 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원 발명에서는 정지화(靜止畵)용 데이터를 기억하는 정지화용 메모리수단과, 동화(動畵)용
메모리수단으로부터의 화상데이터에 의한 동화의 화면으로부터 그중의 1화면을 선택하는 선택수단과, 이
선택수단에 의해 상기 동화의 화면을 선택할 때마다 그 선택된 화면의 화상데이터와, 이 화면에 대응한
인덱스데이터를 기억하는 인덱스용 메모리수단과, 하나의 화면내에 상기 동화용 메모리수단으로부터의
비디오신호에 의한 동화와, 상기 정지화메모리수단으로부터의 비디오신호에 의한 정지화를 동시에 표시
하는 표시제어수단과, 이 표시된 정지화를 지정하는 지정수단을 가지며, 이 지정수단에 의해 상기 하나
의 화면내에 표시된 정지화의 하나를 지정했을 때 이 지정된 정지화에 대응하는 인덱스데이터를 상기 인
덱스용 메모리수단으로부터 출력하고, 이 출력된 인덱스데이터를 상기 동화용 메모리수단에 공급해서 상
기 지정된 정지화에 대응하는 화상데이터를 상기 화상용 메모리수단으로부터 출력하도록 한 화상검색장
치로 하는 것이다.
희망하는 축소화상을 보고 이것을 지정하면 그 정식화면이 출력된다.
이하에 설명하는 예에 있어서는 비디오재생시스템에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의 경우를 나타내고, 주요한
조작을 마우스에 의해 행하도록 한 경우이다.
제1도에 있어서, (1)은 화상검색장치를 전체적으로 도시하고, (11)은 CPU, (12)는 각종 프로그램이 기입
되어 있는 ROM, (13)은 워크에리어용의 RAM을 표시하며, ROM(12)에는 예를 들면 제2도에 도시한 플로챠
트의 루틴(30)도 기입되어 있다.
그리고, 장치(1)에 있어서, (14)는 하드디스크장치, (15)는 하드디스크용 인터페이스, (16)은 마우스,
(17)은 마우스용 인터페이스이다.
이 경우, 하드디스크장치(14)에는 검색의 대상이 되는 레이저디스크(도시생략)마다, 예를 들면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데이터테이블TBLm 이 기억되어 있다(m은 1에서 장치(14)의 용량으로 결정되는 상한치
까지의 중에서 임의의 값으로 제m번째의 디스크에 대응한다. 이하 같음). 즉, 이 테이블TBLm 은 식별코
드DSKm 을 갖는 동시에, 화상데이터IMGn 과 인덱스코드 INXn와의 대응표를 갖는다(n은 1 이상의 정수.
이하 같음).
여기서, 식별코드DSKm 는 이 테이블TBLm 이 제m 번째의 레이저디스크의 것임을 표시하는 코드이다. 또
한, 화상데이터IMGn 은 검색시의 목표로 하는 화면(검색키)를 예를 들면 가로 160도트 × 세로 120라인
의 사이즈로 축소했을 때의 데이터이며, 코드INXn 은 그 화상데이터IMGn 로 된 레이저디스크의 원화면에
주어진 인덱스번호를 표시한다. 그리고, 이 화상데이터IMGn 와, 인덱스코드INXn 와의 짝이 검색시의 목
표가 되는 화면의 수(이 수가 값n 의 상한치)만이 레이저디스크마다 테이블TBLm 로서 기억되어 있다.
또한, 이때 하나의 화상데이터IMGn 는 데이터압축 등의 수법에 의해 50 K바이트정도로 되므로, 하드디스
크장치(14)의 용량을 100 M바이트로 하면, 2000매분의 화상데이터IMGn 를 기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1)은 화상표시용의 V-RAM, (22)는 CRT 콘트롤러, (23)은 화상표시용의 CRT디스플레이, (24)는
예를 들면 RS-232C 규격의 통신회로이다.
제4도는 디스플레이(23)에 표시되는 화면(표시화상) SCRN의 일예를 도시한다. 즉, 이 표시화면 SCRN은
예를 들면 가로 1020도트 × 세로 768라인의 표시능력을 가지며, 그중 예를 들면 가로 640도트 × 세로
480라인의 에리어가 주화면윈도우 MAIN로 되고, 나머지 에리어중 예를 들면 가로 160도트 × 세로 120라
인 × 6개의 에리어가 부화면 윈도우 SUB1 - SUB6가 된다. 그리고, 윈도우 MAIN에 본래의 화상(레이저디
스크의 원화면)이 표시되고, 윈도우 SUB1 - SUB6에 화상데이터IMGn 에 의한 축소화상이 표시되는 것이
다.
그리고, 화면 SCRN에는 화면처리용 아이콤 RGST, UP, DN, END 및 플레이어(9)의 조작용 아이콤 MODE 등
도 표시된다.
그리고, (9)는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를 표시한다. 이 플레이어(9)는 통신회로(24)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따라서 임의의 동작모드로 제어되는 동시에, 플레이어(9)로부터 통신회로(24)에 식별코드DSKm 등 각종
데이터신호를 공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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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플레이어(9)는 통신회로(24)로부터의 인덱스신호(어드레스신호)Si 에 따라서 대응하는 인덱스번
호의 화면의 비디오신호 Sy를 재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동시에, 이 플레이어(9)에 의해 재생된 비디
오신호 Sy는 콘트롤러(22)를 통해서 디스플레이(23)에 공급된다.
그리고, 화상의 등록 및 검색은 CPU(11)가 루틴(30)을 실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
즉, 마우스(16)에 의해 화면 SCRN의 아이콤 MODE중 재생용 아이콤을 지정(클릭)하면, CPU(11)의 처리는
루틴(30)의 스텝(31)으로부터 스타트하고, 스텝(32)에 있어서 통신회로(24)로부터 플레이어(9)에 제어신
호가 공급되어 플레이어(9)는 재생모드로 되어, 디스크의 재생이 개시된다. 그리고, 이 디스크의 재생비
디오신호Sy 가 플레이어(9)로부터 콘트롤러(22)를 통해서 디스플레이(23)에 공급된다. 또한, 이때 신호
Sy가 RAM(21)에 대해서 기입·독출되고, 신호Sy는 디스플레이(23)의 화면 SCRN의 주화면윈도우 MAIN에
표준화상으로서 표시된다.
이와 같이 해서, 이후 특정의 조작을 하지 않는한, 윈도우 MAIN가 플레이어(9)의 재생화면(일반적으로는
동화)이 표시된다.
또한, 이때 이 재생이 개시된 디스크로부터 그 디스크를 표시하는 식별코드DSKm가 출력되어 이 코드
DSKm가 플레이어(9)로부터 통신회로(24)에 공급된다.
그러면, 이 코드 DSKm 가 스텝(33)에 있어서 수신되어 해독되고, 다음에 스텝(34)에 있어서 코드 DSKm에
해당하는 테이블TBLm 이 하드디스크장치(14)에 있는지의 여부가 체크된다.
그리고, 테이블TBLm이 있을 때에는 처리는 스텝(34)으로부터 스텝(35)으로 진행되고, 이 스텝(35)에 있
어서 해당되는 테이블 TBLm 이 하드디스크장치(14)로부터 콘트롤러(15)를 통해서 RAM(13)에 전송되고,
이어서 처리는 스텝(36)으로 진행하고, 이 스텝(36)에 있어서 RAM(13)의 테이블 TBLm의 화상데이터 IMGn
중 최초의 6개의 데이터IMG1-IMG6가 출력되어 RAM(21)에 전송되고, 윈도우 SUB1 - SUB6에 데이터IMG1IMG6 에 의한 축소화상이 각각 표시된다. 이어서, 처리는 스텝(41)으로 진행한다.
또한, 스텝(34)에 있어서, 코드DSKm 에 해당하는 테이블TBLm 이 하드디스크장치(14)에 없을 때에는 처리
는 스텝(34)으로부터 스텝(37)으로 진행하고, 이 스텝(37)에 있어서 RAM(13)에 테이블TBLm 이 새로 준비
되고, 계속해서 처리는 스텝(41)으로 진행한다. 또한, 이때 스텝(36)과 같은 처리가 행해지지 않으므로,
윈도우 SUB1 - SUB6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스텝(41)에 있어서는 마우스(16)의 출력이 체크되고, 그 출력이 없을 때에는 처리는 스텝(41)으
로 복귀하고, 따라서 스텝(41)에 있어서 마우스(16)의 입력대기가 된다.
그리고, 마우스(16)로부터 출력이 있으면 처리는 스텝(41)으로부터 스텝(42)으로 진행하고, 이 스텝(42)
에 있어서 마우스(16)의 출력이 화면 SCRN의 아이콤 RGST, UP, ON, END, MODE 또는 부화면윈도우 SUB1 SUB6중 어느 것을 지정하고 있었는지가 체크되고, 아이콤 MODE 시에는 처리는 스텝(42)으로부터
스텝(43)으로 진행되고, 이 스텝(43)에 있어서 통신회로(24)로부터 플레이어(9)에 제어신호가 공급되고,
플레이어(9)는 마우스(16)에서 지정한 아이콤 MODE에 대응한 동작모드로 되고, 예를 들면 한 화면 이송,
포즈, 급송 등의 상태가 된다. 그리고, 처리는 계속되어 스텝(41)으로 복귀한다.
따라서, 마우스(16)에 의해 아이콤 MODE을 지정하면, 플레이어(9)를 임의의 동작모드로 할 수 있으며,
화면 SCRN의 윈도우 MAIN에 임의의 재생화면을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스텝(42)에 있어서 스텝(41)에 있어서의 마우스(16)의 지정이 윈도우 SUB1 - SUB6중의 하나인 때
에는 처리는 스텝(42)으로부터 스텝(51)으로 진행하고, 이 스텝(51)에 있어서 마우스(16)가 지정한 윈도
우에 있어서의 화상데이터IMGn가 어느 것이었는지가 판별되고, 다음에 스텝(52)에 있어서 그 판별된 화
상데이터IMGn 가 테이블TBLm 에 의해 인덱스코드 INXn로 변환된다.
계속해서, 스텝(53)에 있어서, 변환된 인덱스코드INXn 가 통신회로(24)를 통해서 플레이어(9)로 보내진
다. 이 결과, 플레이어(9)에 있어서는 이송되어 온 코드INXn 에 따라서 이 코드INXn 가 표시하는 인덱스
번호의 화면이 검색되고, 그 화면이 발견되면 그 화면으로부터 재생모드가 된다.
따라서, 윈도우 SUB1 - SUB6에 표시된 축소화상을 마우스(16)에 의해 선택하면, 그 축소화상을 검색키로
서 레이저디스크에 대해 화면의 검색이 행해지며, 그 화면이 발견되면 이후 그 화면으로부터 레이저디스
크의 재생신호 Sy 가 주화면 윈도우 MAIN에 화상으로서 표시된다.
또한, CPU(11)의 처리는 스텝(53)으로부터 스텝(41)으로 복귀되고, 다음의 지시대기가 된다.
또한, 스텝(42)에 있어서, 스텝(41)에 있어서의 마우스(16)의 지정이 아이콤 UP 또는 DN인 때에는 처리
는 스텝(42)으로부터 스텝(61)으로 진행되고, 이 스텝(61)에 있어서 마우스(16)의 지정이 아이콤 UP이
면, RAM(13)으로부터 화상데이터IMG1-IMG6 에 이어지는 다음 6개의 화상데이터IMG7-IMG12 가 출력되어
RAM(27)에 전송되고, 윈도우 SUB1 - SUB6 에 그 데이터 IMG7-IMG12 에 의한 축소화상이 각각 표시되는
것과 같이 마우스(16)가 지정한 아이콤 UP 또는 DN에 대응해서, 현재 윈도우 SUB1 - SUB6에 표시되어 있
는 축소화상의 화상데이터에 이어지는 화상데이터가 RAM(13)으로부터 6개씩(6개가 안되었을 때는 그 수
만큼) 차례로 출력되어 RAM(21)에 전송되고, 현재 윈도우 SUB1 - SUB6에 표시되어 있는 축소화상에 이어
지는 축소화상이 윈도우 SUB1 - SUB6에 표시된다. 그리고, 처리는 스텝(41)으로 복귀한다.
따라서, 마우스(16)에서 아이콤 UP 또는 DN을 지정할 때마다, 윈도우 SUB1 - SUB6에 표시되는 검색키용
축소화상이 테이블TBLm 의 화상데이터IMGn 에 따라 차례로 갱신된다.
그리고, 이때 윈도우 SUB1 - SUB6에 표시된 축소화상을 마우스(16)에 의해 선택하면, 레이저디스크에 대
해서 화면의 검색이 행해지고, 주화면윈도우 MAIN에는 마우스(16)에서 지정한 축소화상의 화면으로부터
표시가 행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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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스텝(42)에 있어서, 스텝(41)에 있어서의 마우스(16)의 지정이 아이콤 RGST인 때에는 처리는 스
텝(42)으로부터 스텝(71)으로 진행되고, 이 스텝(71)에 있어서 이 시점에 있어서의 재생신호 Sy의 1화면
분의 화상데이터와, 이 화면의 인덱스번호의 코드가 RAM(21), (13)에 입력되고, 다음에 스텝(72)에 있어
서 그 입력된 1화면분의 화상데이터로부터 축소화면의 화상데이터 IMGn가 새로 형성된다.
이어서, 스텝(73)에 있어서, 그 새로 형성된 화상데이터 IMGn와, 스텝(71)에서 입력된 인덱스번호를 표
시하는 인덱스코드 INXn가 RAM(13)의 테이블 TBLm에 추가되고, 그후 처리는 스텝(41)으로 복귀한다.
따라서, 아이콤 RGST을 마우스(16)에서 지정할 때마다, 그 시점에 주화면윈도우 MAIN에 표시되어 있는
화상을 축소한 화상데이터 IMGn와, 그 화면을 표시하는 인덱스코드INXn 가 테이블TBLm 에 추가등록된다.
그리고, 스텝(42)에 있어서, 스텝(41)에 있어서의 마우스(16)의 지정이 아이콤 END시에는 처리는
스텝(42)으로부터 스텝(81)으로 진행하고, 이 스텝(81)에 있어서 RAM(13)의 테이블TBLm 이 하드디스크장
치(14)에 공급되어 하드디스크장치(14)내의 테이블TBLm은 갱신되고, 다음에 스텝(82)에 있어서 이
루틴(30)을 종료한다.
이와 같이, 본원 발명에 의하면, 레이저디스크마다 축소화상의 화상데이터IMGn와, 인덱스코드INXn와의
테이블TBLn 을 설치하고, 목적하는 화면의 검색시에는 그 축소화상을 검색키로 지정하면, 그 축소화상이
인덱스코드 INXn로 변환되고, 이 코드 INXn에 의해 검색이 행해지므로, 목적하는 화면을 용이하게 검색
할 수 있으며, 목적하는 화면과, 그 인덱스번호를 기억해 둘 필요가 없다.
또한, 바코드식의 것과 같이 인쇄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더욱이 사용자가 희망하는 화면만을 인덱스화
할 수 있다.
또한, 윈도우 SUB1 - SUB6의 축소화상을 선택할 뿐이므로, 오조작이 적다. 또한, 윈도우 SUB1 - SUB6의
수보다 많은 화상데이터IMGn을 서포트하고 있으므로, 검색키가 되는 축소화면의 수에 제한이 없다.
또한, 상기에 있어서, 스텝(43)에 상당하는 플레이어(9)의 조작은 플레이어본체의 조작키에 의해 또는
리모콘에 의해 행할 수도 있다. 또한, 화상데이터IMGn 를 삭제할 때도 검색시와 같이 윈도우 SUB1 SUB6에 표시된 축소화상을 마우스(16)에 의해 지정하면 해당하는 화상데이터IMGn 와, 그 인덱스코드
INXn가 테이블 TBLm 에서 삭제되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윈도우 SUB1 - SUB6를 마우스(16)에 의해 지정함으로써, 검색용 축소화상을 등록할 때, 그
위치(테이블TBLm 내에 있어서의 순번)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도 된다.
또한, 하드디스크장치(14) 및 마우스(16)대신 또는 이들 외에 광자기디스크장치 및 키보드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본원 발명에 의하면, 레이저디스크마다 축소화상의 화상데이터 IMGn와, 인덱스코드 INXn와의 테이블TBLm
을 설치하고, 목적하는 화면의 검색시에는 그 축소화상을 검색키로 지정하면, 그 축소화상이
인덱스코드INXn 로 변환되고, 이 코드 INXn 에 의해 검색이 행해지므로, 목적하는 화면을 용이하게 검색
할 수 있으며, 목적하는 화면과, 그 인덱스번호를 기억해 둘 필요가 없다.
또한, 바코드식과 같이 인쇄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더욱이 사용자가 희망하는 화면만을 인덱스화할 수
있다.
그리고, 윈도우 SUB1 - SUB6의 축소화상을 선택할 뿐이므로, 오조작이 적다. 또한, 윈도우 SUB1 - SUB6
의 수보다 많은 화상데이터IMGn 를 서포트하고 있으므로, 검색키가 되는 축소화면의 수에 제한이 없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지화용 데이터를 기억하는 정지화용 메모리수단과, 동화용 메모리수단으로부터의 화상데이터에 의한
동화의 화면으로부터 그중의 1화면을 선택하는 선택수단과, 이 선택수단에 의해 상기 동화의 화면을 선
택할 때마다 그 선택된 화면의 화상데이터와, 이 화면에 대응한 인덱스데이터를 기억하는 인덱스용 메모
리수단과, 하나의 화면내에 상기 동화용 메모리수단으로부터의 비디오신호에 의한 동화와, 상기 정지화
메모리수단으로부터의 비디오신호에 의한 정지화를 동시에 표시하는 표시제어수단과, 이 표시된 정지화
를 지정하는 지정수단을 가지며, 이 지정수단에 의해 상기 하나의 화면내에 표시된 정지화의 하나를 지
정했을 때, 이 지정된 정지화에 대응하는 인덱스데이터를 상기 인덱스용 메모리수단으로부터 출력하고,
이 출력된 인덱스데이터를 상기 동화용 메모리수단에 공급해서 상기 지정된 정지화에 대응하는 화상데이
터를 상기 화상용 메모리수단으로부터 출력하도록 한 화상검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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