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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매체 부호화, 전송, 및 재생 프로세스들 및 구조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상이한 재생 속

도에 대응하는 상이한 오디오 채널들을 갖는 다중-채널 아키텍처를 채용한다. 다양한 오디오 채널들에서의 오디오 

프레임들은 모두 원본 프리젠테이션에서 동일 량의 시간에 대응하고 프리젠테이션에서의 동일 시간 간격에 대응하는

프레임들을 상이한 오디오 채널들에서 식별하는 프레임 인덱스들을 구비한다. 사용자는 프리젠테이션의 재생 속도에

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전이에 요구되는 프레임 및 신규 재생 속도에 대응하는 채널의 선택을 야기하는 재생 속도에서

의 실시간 변동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아키텍처는 추가로 동일한 재생 속도를 갖지만 네트워크상에서 이용가능한 

대역폭에 따라 사용되는 상이한 압축 방법을 갖는 상이한 오디오 채널들 및 오디오의 인덱스에 따라 디스플레이되는 

이미지 데이터와 같은 그래픽 데이터에 대한 채널을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프리젠테이션의 재생 속도 실시간 제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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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매체 프리젠테이션은 일반적으로 녹화 속도로 표시되어 비디오의 움직임 및 오디오 사운드가 자연스럽다. 그러

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훨씬 더 빠른 재생 속도, 예를 들어 보통 말하는 속도보다 3배 이상의 더 빠른 속도의 오

디오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보통 말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디오 정보를 수신하는 것은 프

리젠테이션의 사용자에게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게 한다.

단순히 오디오 신호의 재생 속도를 높이는 것, 예를 들어 디지털 오디오 신호로부터 재생되는 샘플들의 비율을 증가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재생 속도의 증가는 오디오의 피치(pitch)를 변경시키고 정보를 듣고 이해

하는데 더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디오 신호의 피치를 증가시키지 않고 오디오 정보의 정보 전송율을 증가

시키는 시간-스케일링된 오디오 기법들이 개발되었다.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에 대한 연속 가변 신호 처리 방식이 그 

전체가 본 명세서에 참조로써 통합되는 2000년 7월 26일에 출원된 'Continuously Variable Scale Modification of 

Digital Audio Signals'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09/626,046호에 개시된다.

예를 들어, 정보의 복잡함, 사용자가 듣기에 전념하려는 주의력의 양, 또는 오디오 품질에 따라 정보율을 변경하는 능

력이 사용자를 편리하게 할 것이다. 디지털 오디오 재생을 위한 오디오 정보율을 변경하는 일 기법은 송신기가 전송

하는 디지털 데이터율에 대응하여 변경하고 오디오의 피치를 유지하도록 요구되는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변환하는 수

신기에서의 프로세서 또는 변환기를 채용하는 것이다.

상기 기법은 전화망, 랜(LAN), 또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에서 구현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는 오디오 정보율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송신기로부터 사용자로의 전송의 데이터율을 변경하

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수신기에서 시간 스케일링에 대해 처리되지 않은 오디오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비효율

적이고 이용가능한 대역폭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데, 왜냐하면 피치 복원과 시간 스케일링의 처리는 많은 전송된 

데이터를 폐기하기 때문이다. 추가로, 이러한 기법은 수신기가 재생될 오디오의 피치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세서 또는

변환기를 구비할 것을 필요로 한다. 하드웨어 변환기는 수신기 시스템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대안으로, 소프트웨어 

변환기는 특히 프로세싱 파워 및/또는 배터리 파워가 제한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및

이동 전화에서 수신기의 이용가능한 프로세싱 파워 및/또는 배터리 파워의 상당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

비디오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다른 공통 문제는 네트워 크가 오디오-비디오 프리젠테이션을 요

구되는 속도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네트워크 대역폭의 부족은 오디오-비디오 프리젠테이션

에서의 간헐적인 중단을 야기한다. 프리젠테이션에서의 이러한 중단은 프리젠테이션이 수행되기 어렵게 한다. 대안

으로, 네트워크 프리젠테이션에서의 이미지들은 사용자가 사용자의 속도로 조종할 수 있는 슬라이스들 또는 링크된 

일련의 웹 페이지들로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지도, 시험, 또는 광고 방송과 같은 몇몇 네트워크 프리젠테이

션들에 있어서, 프리젠테이션의 영상 및 음성 부분들의 타이밍, 시퀀스 또는 동기는 프리젠테이션의 성공에 치명적일

수 있고, 프리젠테이션의 소스 또는 제작자는 프리젠테이션의 시퀀스 또는 동기의 제어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정돈되고 중단되지 않는 방식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할 수 있고, 사용자로 하여금 정보를 전송하는 네트워크의 능

력을 초과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특별한 하드웨어 또는 대량의 프로세싱 파워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정보율을 선택하

고 변경할 자유를 제공하는 프로세스 및 시스템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라, 전화망, 랜(LAN), 또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디지털 프리젠테이션의 

소스는 다중 채널들을 구비하는 데이터 구조에서 프리젠테이션을 미리 부호화한다. 각 채널은 프리젠테이션의 데이터

압축 및/또는 시간 스케일링에 따라 변하는 프리젠테이션 부분의 상이한 부호화를 포함한다.

일 특정 실시예에 있어서, 프리젠테이션의 오디오 부분은 채널의 데이터 압 축 및 시간 스케일링에 따라 몇몇 채널들

에서 상이하게 부호화된다. 각 부호화는 프리젠테이션을 오디오 프레임들의 프레임 인덱스 값들에 따라 알려진 타이

밍 관계를 갖는 오디오 프레임들로 분할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생 속도를 변경하는 경우, 데이터 스트림은 현재 채

널에서 신규 시간 스케일에 따른 채널로 스위칭하고 현재 프레임 인덱스에 따른 신규 채널로부터 프레임을 액세스한

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상 속도로 재생되는 경우, 각 프레임은 프리젠테이션의 고정 기간 시간에 대응한다. 따라서, 각

채널은 동일 수의 프레임들을 구비하고, 각 프레임에서의 정보는 프레임에 대한 프레임 인덱스가 식별하는 시간 간격

에 대응한다. 상기 송신기는 프리젠테이션의 재생을 위한 현재 시간 인덱스에 대응하고 재생 속도의 사용자 선택에 

대응하는 채널에 있는 프레임을 전송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라, 파일 구조의 2 이상의 채널들은 동일한 재생 속도에 대응하지만, 채널들에서의 데이터에

인가되는 각각의 압축 방법이 상이하다. 송신기 또는 수신기는 사용자가 선택한 재생 속도에 대응하고 데이터를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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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운반하는 네트워크에 이용가능한 전송 대역폭을 초과하지 않는 채널을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에 따라, 프리젠테이션은 북마크(bookmark)들을 포함하고 오디오 데이터와 관련된 채널들로

부터 개별적으로 부호화되는 이미지 데이터와 같은 관련 그래픽(graphics) 데이터를 포함한다. 각 북마크는 관련된 

범위의 프레임 인덱스들 또는 시간들을 갖는다. 디스플레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북마크와 관련된 

범위의 시작으로 이동하도록 허용하고, 상기 송신기는 적합 한 시간에, 전형적으로 다음 오디오 프레임의 시작에서 

사용(예를 들어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북마크 데이터(예를 들어 그래픽 데이터)를 전송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제작자(author)로 하여금 오디오 내용에 따라 동기화된 디스플레이되는 텍스트, 슬라이드들

, 또는 웹 페이지들과 같은 그래픽을 구비하는 프리젠테이션을 구성하도록 허용하는 제작 도구 또는 방법이다. 상기 

동기화는 오디오의 재생 속도에 무관하게 유지된다. 상기 제작 도구는 상업적인 또는 개인적인 메시징에 사용될 수 

있고 http와 같은 종래의 네트워크 파일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어떤 네트워크 서버로부터 사용되고 업로드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프리젠테이션을 사용하여, 프리젠테이션의 제작자 또는 소스는 이미지들의 시퀀스 및 오디오와 이미

지들의 동기화를 제어할 수 있다. 추가로, 상기 프리젠테이션은 종래의 스트리밍된 비디오에 대한 더 낮은 대역폭 대

안을 제공한다. 특히, 비디오 전송을 지원할 수 없는 저 대역폭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의 오디오 부분을 

지원할 수 있고 프리젠테이션의 키포인트를 나타내는 영상 빨리감기(cue)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이미지들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중-채널 매체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a, 도 2b, 도 2c, 도 2d 및 도 2e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중-채널 매체 파일, 다중-채널 매체 파일을 위한 

파일 헤더, 오디오 채널, 오디오 프레임, 및 데이터 채널의 구조를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프리젠테이션을 생성하는 생성 도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프리젠테이션을 액세스하고 재생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도시한

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재생 동작의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프리젠테이션 플레이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자립형 프리젠테이션 플레이어의 블록도이다.

실시예

상이한 도면들에서 동일한 참조 기호들을 사용하는 것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항목들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라, 매체 부호화, 네트워크 전송, 및 재생 프로세스 및 구조는 상이한 재생 속도 또는 프리젠테

이션 부분의 시간 스케일에 대응하는 상이한 채널들을 갖는 다중-채널 아키텍처를 사용한다. 상기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부호화 과정은 프리젠테이션의 오디오 부분과 동일한 부분의 다중 부호화를 사용한다. 따라서, 비록 상이한 채

널들이 프리젠테이션의 동일 부분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상이한 채널들은 상이한 재생 속도들 또는 시간 스케일들을 

위해 상이한 부호 화를 갖는다.

프리젠테이션의 수신기 또는 사용자는 재생 속도 또는 시간 스케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 상기 시간 스케일

에 대응하는 채널의 사용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된 채널이 선택된 시간 스케일링에 대해 미리 부호화된 정보를 포함

하기 때문에, 상기 수신기는 요망되는 시간 스케일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프로세서나 복잡한 복호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추가로, 오디오 데이터를 미리 부호화하거나 시간 스케일링하는 것은 전송 전에 중복된 오디오 데이터를 제

거하기 때문에, 수신기가 시간 스케일링을 수행하는 시스템들에서와 같이 요구되는 네트워크 대역폭은 증가하지 않

는다. 따라서, 대역폭 요건들은 시간 스케일에 무관하게 일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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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채널은 프리젠테이션의 순서에 따라 인덱스되는 일련의 프레임들을 포함한다. 사용자가 하나의 채널에서 다른 하

나의 채널로 변경하는 경우, 신규 채널로부터의 프레임이 식별될 수 있고 프리젠테이션의 계속 중단되지 않는 재생이

요구될 때 전송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상이한 오디오 채널들에서의 대응하는 오디오 프레임들은 정상

속도로 재생되는 경우 프리젠테이션에서 동일 양의 시간에 대응하고, 프리젠테이션에서의 특정 시간 간격들에 대응

하는 프레임들을 식별하는 프레임 인덱스들을 갖는다. 사용자는 재생 속도를 변경할 수 있고 새로운 재생 속도에 대

응하는 채널로부터 프레임을 선택하고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사용자는 프리젠테이션의 재생 속도의 실시간 변환이 요

구되는 프레임을 수신한다.

상기 아키텍처는 추가로 텍스트, 이미지, HTML 기술(description), 및 링크 와 같은 그래픽 데이터 또는 네트워크에

서 이용가능한 정보를 위한 다른 식별자들을 위한 데이터 채널들을 제공할 수 있다. 송신기는 프리젠테이션에서의 특

정 북마크로 이동하라는 사용자의 요청 또는 프리젠테이션의 시간 인덱스에 따라 그래픽 데이터를 전송한다. 파일 헤

더는 북마크들을 기술하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아키텍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동일한 재생 속도로 그러나 상이한 압축 

방식으로 상이한 오디오 채널들을 더 제공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다중-채널 매체 파일(190)을 생성하는 과정(100)을 도시한다. 과정(100)은 어떠

한 형식일 수 있는 원본 오디오 데이터(110)를 가지고 시작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원본 오디오 데이터(110

)는 '.wav' 파일이고, 이것은 오디오 신호의 파형을 나타내는 일련의 디지털 샘플들이다.

원본 오디오 데이터(110)에 수행되는 오디오 시간-스케일링 과정(120)은 시간-스케일링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의 

다중 세트들(TSF1, TSF2, 및 TSF3)을 생성한다. 시간-스케이링된 오디오 데이터 세트들(TSF1, TSF2, 및 TSF3)은

재생되는 경우 원본 오디오의 피치(pitch)를 유지하도록 시간-스케일링되지만, 각 데이터 세트(TSF1, TSF2, 및 TS

F3)는 상이한 시간 스케일을 갖는다. 따라서, 각 세트의 재생은 상이한 양의 시간이 걸린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오디오 데이터 세트(TSF1)는 원본 오디오 데이터(110) 의 레코딩 속도로 재생되는 데이터에 대

응하고 원본 오디오 데이터(110)와 동일할 수 있다. 오디오 데이터 세트(TSF2 및 TSF3)는 각각 레코딩 속도의 2배 

및 3배로 재생되는 데이터에 대응한다. 전형적으로, 오디오 데이터 세트(TSF2 및 TSF3)는 고정 샘플링 비율로 재생

하기 위해 더 적은 오디오 샘플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오디오 데이터 세트(TSF2 및 TSF3)는 오디오 데이터 세트(TS

F1)보다 더 작을 것이다. 비록 도 1은 3개의 세트의 시간-스케일링된 데이터를 도시하지만, 오디오 시간-스케일링 

부호화(120)는 대응하는 재생 속도를 갖는 어떤 수의 시간-스케일링된 오디오 데이터 세트들을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개의 세트들은 1 및 4 사이의 레코딩 속도의 반정수(half-integer) 배수에 대응한다. 더 일반적으로, 프리젠테

이션의 제작자는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스케일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오디오 시간-스케일링 과정(120)은 솔라(SOLA)-기반 스케일링 과정과 같은 어떤 바람직한 시간-스케일링 기법일 

수 있고 시간 스케일 인자에 의존하여 각 시간-스케일링된 오디오 데이터 세트(TSF1, TSF2 또는 TSF3)에 대한 상

이한 시간 스케일링 기법을 포함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오디오 시간-스케일링 과정(120)은 입력 매개변수로서 시간

스케일 인자를 사용하고 생성된 각 데이터 세트에 대한 시간 스케일 인자를 변경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는 

참조로써 통합되는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09/626,046호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은 연속 가변 부호화 과정을 채용하지

만, 어떤 다른 시간 스케일링 과정이 사용될 수 있다.

오디오 시간 스케일링 과정(120) 이후에, 분할 과정(140)은 시간-스케일링된 오디오 데이터 세트들(TSF1, TSF2, 및

TSF3) 각각을 오디오 프레임들로 분할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각 오디오 프레임은 원본 오디오 

데이터(110)의 동일한 시간 간격(예를 들어 0.5초)에 대응한다. 따라서, 데이터 세트들(TSF1, TSF2, 및 TSF3) 각각

은 동일 수의 오디오 프레임들을 갖는다. 가장 큰 시간 스케일 인자를 갖는 시간-스케일링된 오디오 데이터 세트에서

의 오디오 프레임들은 가장 짧은 재생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일반적으로 더 작게 시간 스케일링되는 오디오 데이터 세

트들에 대한 프레임들보다 더 작다.

다른 대안적인 분할 과정들이 채용될 수 있다. 일 대안 실시예에 있어서, 분할 과정(140)은 시간-스케일링된 오디오 

데이터 세트들(TSF1, TSF2, 및 TSF3) 각각을 재생시에 동일한 지속시간을 갖는 오디오 프레임들로 분할한다. 이 실

시예에 있어서, 상이한 채널들에서의 오디오 프레임들은 대략 동일한 크기를 가질 것이지만, 상이한 채널들은 상이한

수의 프레임들을 포함할 것이다. 따라서, 재생 속도를 변경하는 경우 요구되는 상이한 프레임들에서의 대응하는 오디

오 정보를 식별하는 것은 상기 예시적인 실시예에서보다 이 실시예에서 더 복잡하다.

분할 과정(140) 이후에, 오디오 데이터 압축 과정(150)은 각 프레임을 개별적으로 압축하고, 오디오 데이터 압축 과

정(150)의 결과인 압축된 오디오 프레임들은 압축된 오디오 파일들(160)로서 집합적으로 지칭되는, 압축된 오디오 

파일들(TSF1-C1, TSF2-C1, TSF3-C1, TSF1-C2, TSF2-C2, 및 TSF3-C2)로 모여진다. 압축된 오디오 파일들(T

SF1-C1, TSF2-C1, 및 TSF3-C1) 모두는 제1 압축 방법에 대응하고 시간-스케일링된 오디오 데이터 세트들(TS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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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F2, 및 TSF3)에 각각 대응한다. 압축된 오디오 파일들(TSF1-C2, TSF2-C2, 및 TSF3-C2) 모두는 제2 압축 방

법 에 대응하고 시간-스케일링된 오디오 데이터 세트들(TSF1, TSF2, 및 TSF3)에 각각 대응한다.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의 태양에 따라, 오디오 데이터 압축 과정(150)은 시간-스케일링된 오디오 데이터의 각 프레임

에 대해 2개의 상이한 데이터 압축 방법들 또는 인자들을 사용한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 있어서, 오디오 데이터 압축

과정(150)은 시간-스케일링된 오디오 데이터의 각 프레임에 대한 어떤 수의 데이터 압축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적합한 오디오 데이터 압축 방법들이 이용가능하고 종래 기술에 공지되어 있다. 적합한 오디오 압축 방법들의

예들은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의 DSP 그룹에서의 트루스피치(Truespeech)와 같은 특정 구현들 및 MPEG 표준에 

정의된 압축 과정들 및 이산 코사인 변환(DCT) 방법들을 포함한다. 다른 대안으로서, 오디오 시간-스케일링(120), 

프레이밍(140), 및 압축(150)을 비교적 작은 오디오 프레임들의 효율적인 압축으로 적합화된 단일 조합 절차로 통합

되는 과정이 개발될 수 있다.

압축된 오디오 파일들(TSF1-C1, TSF2-C1, TSF3-C1, TSF1-C2, TSF2-C2, 및 TSF3-C2) 각각은 다중-채널 매

체 파일(190)에서의 상이한 오디오 채널에 대응한다. 다중-채널 매체 파일(190)은 추가로 북마크(bookmark)들(180

)과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다중-채널 매체 파일(190)의 생성 동안 제작자 입력(Author input, 170)은 다중-채널 매체 파일(190)에 포함되어 있

는 북마크들을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각 북마크는 관련된 시간 또는 프레임 인덱스 범위, 식별 데이터, 및 프리젠테이

션 데 이터를 포함한다. 프리젠테이션 데이터의 유형의 예들은 텍스트(182), 이미지들(184), 포함된 HTML 문서(186

), 및 웹 페이지들로의 링크들(188)을 나타내는 데이터 또는 시간 또는 프레임 인덱스의 관련 범위에 대응하는 시간 

간격 동안 상기 프리젠테이션의 부분으로서 디스플레이되는 네트워크에서 이용가능한 다른 정보를 포함하지만 그것

에 제한되지 않는다. 상기 식별 데이터는 사용자가 점프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에서의 위치들로서 다양한 북마크들

을 식별하거나 구별한다.

제작자 입력(170)은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서 다중-채널 매체 파일(190)의 생성을 위해 요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중-채널 파일(190)은 하나 이상의 음성 우편 메시지들을 나타내는 원본 오디오 데이터(110)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북마크들은 메시지들을 네비게이션하기 위해 생성될 수 있지만, 이러한 메시지들은 일반적으로 관련된 이미

지들, HTML 페이지들, 또는 웹 페이지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음성 우편 시스템은 사용자가 메시지들의 재생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음성 우편에 대한 다중-채널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전화망에서의 

다중-채널 파일의 사용은 이동 전화와 같은 수신기가 재생 속도를 변경하는데 프로세싱 또는 배터리 파워를 소비할 

필요가 없게 한다.

도 2a, 도 2b, 도 2c, 도 2d 및 도 2e는 다중-채널 매체 파일(190)에 적합한 형식을 도시하고 이하 추가로 설명된다. 

설명되는 형식들은 단지 예들이고 데이터 구조들의 크기, 순서 및 내용에 있어서 폭넓게 변동된다.

가장 넓은 개요에 있어서,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중-채널 매체 파일(190)은 파일 헤더(210), N개의 오디오 채

널들(220-1 내지 220-N), 및 M개의 데이터 채널들(230-1 내지 230-M)을 포함한다. 파일 헤더(210)는 파일을 식

별하고 채널들(220-1 내지 220-N 및 230-1 내지 230-M)내의 오디오 프레임들 및 데이터 프레임들의 표를 포함한

다. 오디오 채널들(220-1 내지 220N)은 다양한 시간 스케일들 및 압축 방법들에 대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고, 데

이터 채널들(230-1 내지 230-M)은 디스플레이를 위해 포함된 데이터 및 북마크 정보를 포함한다.

도 2b는 파일 헤더(210)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파일 헤더(210)는 전체로서 파일의 특성들 및 다

중-채널 매체 파일(190)을 식별하는 파일 정보(212)를 포함한다. 특히, 파일 헤더(210)는 오디오 및 데이터 채널들(2

20-1 내지 220-N 및 230-1 내지 230-M)의 수, 오프셋 및 크기를 나타내는 채널 정보, 및 범용 파일 ID, 파일 태그, 

파일 크기, 및 파일 상태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파일 헤더(210)의 범용 ID는 다중-채널 파일(190)의 내용들을 나타내고 그것에 의존한다. 상기 범용 ID는 다중-채널

매체 파일(190)의 내용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64-바이트 범용 ID를 생성하는 일 방법은 다중-채널 파일(190)의 6

4-바이트 부분들에 대해 일련의 XOR 연산들을 수행한다. 프리젠테이션의 사용자는 하나의 세션 동안 상기 프리젠테

이션을 시작하고 상기 세션을 중단하며 나중에 상기 세션의 사용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경우 상기 범용 파일 ID

가 유용하다. 후술되는 바와 같이, 다중-채널 매체 파일(190)은 하나 이상의 원격 서버에 저장될 수 있고, 상기 서버

의 운용자는 프리젠테이션의 이름을 이동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래의 또는 다른 서버에서 제2 세션을 시작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비록 프리젠테이션이 세션들간에 이동

되거나 다시 명명된다 하더라도 상기 프리젠 테이션은 이전에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버상의 파일

로부터 범용 ID 헤더는 사용자의 시스템에서 캐시된 범용 ID에 비교될 수 있다. 범용 ID는 대안으로 서버에 올바른 프

리젠테이션을 위치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 다음, 사용자의 시스템이 제1 세션동안 캐시할 수 있는 오디오 프레임

들 및 다른 정보는 제2 세션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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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헤더(210)는 또한 다중-채널 파일(190)에서의 모든 프레임들의 리스트 또는 표를 포함한다. 예시된 예에 있어

서, 파일 헤더(210)는 각 프레임에 대한 채널 인덱스(213), 프레임 인덱스(214), 프레임 유형(215), 오프셋(216), 프

레임 크기(217), 및 상태 필드(218)를 포함한다. 채널 인덱스(213) 및 프레임 인덱스(214)는 프레임의 채널 및 디스

플레이 시간을 식별한다. 프레임 유형은 프레임의 유형, 예를 들어 오디오 프레임들에 대한 데이터 또는 오디오, 압축 

방법 및 시간 스케일을 나타낸다. 오프셋(216)은 다중-채널 매체 파일(190)의 시작으로부터 관련된 프레임의 시작까

지의 오프셋을 나타낸다. 프레임 크기(217)는 상기 오프셋에서 프레임의 크기를 나타낸다.

후술되는 바와 같이, 사용자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서버로부터 사용자의 시스템으로 파일 헤더(210)를 로딩한다. 사용

자 시스템은 서버로부터 특정 프레임들을 요청하는 경우 오프셋들(216) 및 크기들(217)을 사용할 수 있고 어느 프레

임들이 사용자의 시스템에 버퍼링되고 캐시되어 있는지를 추적하는데 상태 필드들(218)을 사용할 수 있다.

도 2c는 오디오 채널(220)을 위한 형식을 도시한다. 오디오 채널(220)은 채 널 헤더(222) 및 K 압축된 오디오 프레임

들(224-1 내지 224-K)을 포함한다. 채널 헤더(222)는 예를 들어, 채널 태그, 채널 오프셋, 채널 크기 및 상태 필드를

포함하는 전체로서 채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채널 태그는 채널의 시간 스케일 및 압축 방법을 식별할 수 있다. 

채널 오프셋은 다중-채널 파일(190)로부터 채널의 시작까지의 오프셋을 나타내고 채널 크기는 상기 오프셋에서 시작

하는 채널의 크기를 나타낸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모든 오디오 채널들(220-1 내지 220-N)은 K 오디오 프레임들(224-1 내지 224-K)을 

구비하지만, 상기 프레임들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프레임과 관련된 시간 스케일, 프레임에 적용되는 압축 방법, 및 압

축 방법이 특정 프레임들에서의 데이터에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에 따라 변동된다. 도 2d는 오디오 프레임(224)을 위

한 전형적인 형식을 도시한다. 오디오 프레임(224)은 프레임 헤더(226) 및 프레임 데이터(228)를 포함한다. 프레임 

헤더(226)는 프레임 인덱스, 프레임 오프셋, 프레임 크기, 및 프레임 상태와 같은 프레임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한다. 프레임 데이터(228)는 원본 오디오로부터 생성되는 실제 시간-스케일링되고 압축된 데이터이다.

데이터 채널들(230-1 내지 230-M)은 북마크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위한 것이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각 데이

터 채널(230-1 내지 230-M)은 특정 북마크에 대응한다. 대안으로, 단일 데이터 채널은 북마크들과 관련된 모든 데

이터를 포함할 수 있고 이때 M은 1과 같다. 다중-채널 매체 파일(190)의 다른 대안적인 실시예는 각 유형의 북마크에

대해 하나의 데이터 채널을 구비한다. 예를 들어 4개의 데이터 채널들은 텍스트, 이미지들, HTML 페이지 기술들, 및 

링크들에 각각 관련된다.

도 2e는 다중-채널 매체 파일(190)에서의 데이터 채널(230)을 위한 적합한 형식을 도시한다. 데이터 채널(230)은 데

이터 헤더(232) 및 관련된 데이터(234)를 포함한다. 데이터 헤더(232)는 일반적으로 오프셋, 크기, 및 태그 정보와 같

은 채널 정보를 포함한다. 데이터 헤더(232)는 추가로 상기 북마크에 대응하는 시간 또는 한 세트의 오디오 프레임들

을 나타내는 소정 범위의 시간들 또는 시작 프레임 인덱스 및 정지 프레임 인덱스를 식별할 수 있다.

도 3은 상술된 바와 같은 다중-채널 매체 파일(190)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제작 도구(authoring tool)의 사용자 인

터페이스(300)를 도시한다. 상기 제작 도구는 프리젠테이션을 생성하는 경우 원본 오디오 데이터(110)에 영상 정보

의 추가 및 북마크들의 생성을 위한 입력(170)을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적합한 영상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오디오가 

정상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경우 프리젠테이션의 이해를 크게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상 정보

는 프리젠테이션의 오디오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추가로, 그래픽을 오디오에 접속하는 것은

정렬된 방식으로 그래픽의 프리젠테이션을 허용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300)는 오디오 윈도우(310), 영상 디스플레이 윈도우(320), 슬라이드 바(330), 마크 리스트(340),

마크 데이터 윈도우(350), 마크 유형 리스트(360), 및 제어들(370)을 포함한다.

오디오 윈도우(310)는 소정 범위의 시간 동안 원본 오디오 데이터(110)의 모 두 또는 부분을 나타내는 파(wave)를 

디스플레이한다. 제작자가 프리젠테이션을 검토하는 경우, 오디오 윈도우(310)는 원본 오디오(110)에 관한 시간 인

덱스를 나타낸다. 제작자는 원본 오디오 데이터(110)의 시작에 관하여 어떤 시간 또는 어떤 범위의 시간을 선택하기 

위한 마우스 또는 다른 장치를 사용한다. 영상 디스플레이 윈도우(320)는 원본 오디오(110)의 현재 선택된 시간 인덱

스와 관련된 이미지들 또는 다른 영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슬라이드 바(330) 및 마크 리스트(340)는 각각 섬네일

(thumbnail) 슬라이드들 및 북마크 이름들을 포함한다. 제작자는 마크 리스트(340)에서 대응하는 북마크를 선택하거

나 슬라이드 바(330)에서 대응하는 슬라이드를 선택함으로써 수정을 위해 특정 북마크를 선택하거나 북마크와 관련

된 시간 인덱스로 프리젠테이션에서 간단히 점프할 수 있다.

북마크를 추가하기 위하여, 제작자는 북마크에 대한 시작 시간을 선택하는데 오디오 윈도우(310), 슬라이드 바(330),

또는 마크 리스트(340)를 이용하고, 북마크에 대한 유형을 선택하는데 마크 유형 리스트(360)를 이용하며, 선택된 시

간에서 선택된 유형의 북마크를 추가하는 과정을 시작하는데 제어들(370)을 이용한다. 북마크 추가에 대한 상세는 일

반적으로 북마크와 관련된 정보의 유형에 의존할 것이다. 예시 목적으로, 북마크와 관련된 내장된 이미지의 추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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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되지만, 북마크와 관련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들은 내장된 이미지들에 제한되지 않는다.

내장된 이미지 추가는 제작자로 하여금 이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 또는 파일을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이미지 데이터

는 어떤 형식을 가질 수 있지만 바람직하기로는 저대역폭 통신 링크를 통한 전송에 적합하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내

장된 이 미지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Microsoft PowerPoint)를 이용하여 생성된 것과 같은 슬라이드들이다

. 제작 도구는 다중-채널 매체 파일(190)의 데이터 채널에서의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하고 저장한다.

제작자는 마크 리스트(340)에 나타나는 이름을 상기 북마크에 제공하고 북마크 및 이미지 데이터와 관련된 오디오 

프레임 인덱스 값들(즉, 시작 및 종료 시간)의 범위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이 재생되는 경우, 영

상 디스플레이 윈도우(320)는 북마크와 관련된 범위에서의 프레임 인덱스를 갖는 어떤 오디오 프레임의 재생 동안 북

마크와 관련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한다.

제작 도구는 북마크와 관련된 이미지에 기초하여 섬네일 이미지를 슬라이드 바(330)에 추가한다. 제작자가 다중-채

널 파일을 제작하는 경우, 북마크의 이름, 오디오 인덱스 범위, 및 섬네일 데이터가 저장되고, 예를 들어 파일 헤더(21

0) 또는 데이터 채널 헤더(232)에서 다중-채널 매체 파일(190)의 특정 형식에 의존하는 위치에서 다중-채널 매체 파

일(190)에서의 데이터를 식별한다. 후술되는 바와 같이,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사용자 시스템의 초기화는 사용자가 프

리젠테이션의 북마크 위치로 점프하는 경우 사용하기 위하여 마크 리스트 및 슬라이드 바의 액세스 및 디스플레이를 

포함할 수 있다.

텍스트, HTML 페이지, 또는 네트워크 데이터(예를 들어, 웹 페이지)로의 링크와 같은 다른 유형의 그래픽 데이터와 

관련되는 북마크들은 내장된 이미지 데이터와 관련된 북마크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된다. 다양한 유형의 그래픽 

데이터를 위해, 마크 데이터 윈도우(350)는 영상 디스플레이 윈도우(320)에서의 데이터 표현과는 다른 형태로 그래

픽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크 데이터 원도우(350)는 텍스트, HTML 코드, 또는 링크를 포함할 

수 있고, 반면 영상 디스플레이 윈도우(320)는 텍스트, HTML 페이지, 또는 웹 페이지의 각각의 외관을 나타낸다.

제작자가 북마크 및 관련 정보의 추가를 완료한 후에, 상기 제작자는 예를 들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다중-채널 

파일(190)을 생성하기 위하여 제어들(370)을 사용한다. 제작자는 다중-채널 파일에서 오디오에 이용가능한 하나 이

상의 시간-스케일들을 선택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프리젠테이션을 보기 위한 시스템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400)를 도시한다. 사용

자 인터페이스(400)는 디스플레이 윈도우(420), 슬라이드 바(430), 마크 리스트(440), 소스 리스트(450), 및 제어 바

(470)를 포함한다. 소스 윈도우(450)는 사용자의 선택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현재 선택된 프리

젠테이션을 나타낸다.

제어 바(470)는 프리젠테이션의 일반 제어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수 

있고, 프리젠테이션의 속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으며, 정상 속도, 고속 순방향 또는 고속 역방향(즉, 고정 시간 앞이

나 뒤로 점프)으로 스위칭할 수 있고, 프리젠테이션의 모두 또는 일부의 자동 반복을 활성화할 수 있다.

슬라이드 바(430) 및 마크 리스트(440)는 북마크를 식별하고 사용자가 프리젠테이션에서 북마크로 점프하도록 허용

한다.

디스플레이 윈도우(420)는 오디오와 동기화된 텍스트, 이미지, HTML 페이지 또는 웹 페이지와 같은 영상 내용을 위

한 것이다. 적합하게 선택된 영상 내용에 있어서, 프리젠테이션의 사용자는 비록 오디오가 고속으로 재생중이라 하더

라도 오디오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도 5는 도 4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프리젠테이션 플레이어를 구현하는 예시적인 과정(500)의 흐름도이다.

과정(500)은 컴퓨팅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에서 구현될 수 있다. 단계 510에서, 과정(500)은 도 4의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선택이 있거나 어떠한 이벤트도 없을 수 있는 이벤트를 입수한다.

결정 단계(520)는 사용자가 신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는지를 결정한다. 신규 프리젠테이션은 헤더 정보가 캐시되

지 않은 프리젠테이션이다. 사용자가 신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한 경우, 과정(500)은 단계 522에서 프리젠테이션의 

소스에 접속하고 파일 헤더 정보를 요청한다. 소스는 전형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속된 서버와 같은 장치일 것이다.

상기 소스가 요청된 헤더 정보를 리턴하는 경우, 단계 524는 프리젠테이션의 프레임들을 요청하고 버퍼링하는 것과 

같은 동작의 제어를 위해 요청되는 경우 헤더 정보를 로딩한다. 특히, 단계 526은 다른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프레임

들 및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재생 버퍼를 리셋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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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26이 재생 버퍼를 리셋한 이후에, 단계 550은 재생 버퍼를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단계 550은 사용자가 프레임

인덱스 또는 재생 속도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순차적으로 재생되는 일련의 오디오 프레임들을 식별하고, 연속된 오디

오 프레임들 중 어느 것이 프레임 캐시에서 이용가능한지를 결정하며, 상기 프레임 캐시에는 없는 연속된 오디오 프

레임들을 위한 요청을 소스에 전송함으로써 재생 버퍼를 유지한다.

본 발명의 인터넷 실시예에 있어서, 과정(500)은 서버로부터 특정 프레임들 또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공지된 htt

p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따라서, 서버는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안 실시예는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통신하기 위한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채용함으로써 더 

좋은 수행을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가 소스로부터 오디오 프레임을 수신하는 경우, 과정(500)은 오디오 프레임을 버퍼링하거나 캐시하지만 프레

임이 연속으로 재생되는 경우 재생 버퍼에 오디오 프레임을 단지 대기(queue)시킨다. 재생될 오디오 프레임이 재생 

버퍼에 대기하는 경우, 단계 560는 재생 버퍼에서의 프레임으로부터 압축해제된 데이터 스트림을 사용하여 오디오 

출력을 유지한다. 오디오 스트림이 한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스위칭하는 경우 요구되는 오디오 프레임을 이용

할 수 없다면 과정(500)은 프리젠테이션을 중단한다.

단계 570은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유지한다. 애플리케이션(500)은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헤더에 표시된 위치로부터 

그래픽 데이터를 요청한다. 특히, 그래픽 데이터가 다중-채널 파일에 포함된 텍스트, 이미지 또는 html 페이지를 나타

내는 경우, 과정(500)은 소스로부터 그래픽 데이터를 요청하고 그 형식에 따라 상기 그래 픽 데이터를 해석한다. 그래

픽 데이터가 다중-채널 파일에서 링크에 의해 식별되는 웹 페이지와 같은 네트워크 데이터인 경우, 과정(500)은 디스

플레이를 위해 네트워크 데이터를 검색하도록 상기 링크를 액세스한다. 네트워크 조건들 또는 다른 문제들이 그래픽 

데이터가 필요할 때 이용가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과정(500)은 프리젠테이션의 오디오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한

다. 이것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높은 경우 프리젠테이션의 완전한 중단을 피한다.

단계 580에 있어서, 과정(500)은 이용가능한 대역폭 또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양을 결정한다. 네트워크 트래픽 또는 

대역폭은 소스가 어떤 요청된 정보 또는 프레임 버퍼들의 상태를 제공하는 속도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네트워크 트

래픽이 너무 높아서 프리젠테이션의 원활한 재생에 필요한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과정(500)은 단계 

584에서 더 작은 대역폭(즉, 더 많은 데이터 압축을 채용)을 요구하지만 여전히 사용자가 선택한 오디오 재생 속도를 

제공하는 채널을 선택하기 위하여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채널 인덱스를 변경하도록 결정한다. 네트워크 트래픽이 낮은

경우, 단계 584는 더 작은 데이터 압축을 사용하고 선택된 오디오 재생 속도에서 더 좋은 사운드 품질을 제공하는 채

널을 선택하기 위하여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채널 인덱스를 변경할 수 있다.

결정 단계(530)는 이벤트가 프리젠테이션의 시간 스케일의 사용자 변경이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500)

은 단계 530에서 단계 532로 이동하여, 채널 인덱스를 선택된 시간 스케일에 대응하는 값으로 변경한다. 이전에 결정

된 네트워크 트래픽 양은 이용가능한 네트워크 대역폭 및 선택된 시간 스케일에 대해 최선 의 오디오 품질을 제공하

는 채널을 선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단계 532가 채널 인덱스를 변경한 후에, 단계 526은 재생 버퍼를 리셋하고, 현재 오디오 프레임을 제외하고 재생 버

퍼에 있는 모든 오디오 프레임들을 삭제한다. 재생 버퍼를 리셋한 후에, 과정(500)은 단계 550, 560, 및 570에서 상

술된 바와 같이 재생 버퍼, 오디오 출력, 및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유지한다.

단계 560에서 오디오 스트림을 유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오디오 프레임은 데이터가 소모될 때까지 오디오 출력

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제공한다. 따라서, 오디오 출력은 현재 오디오 프레임으로부터의 데이터가 소모될 때까지 이전

속도로 계속한다. 이 점에 있어서, 다음 프레임 인덱스에 대응하지만 신규 채널 인덱스에 대응하는 오디오 채널로부터

오는 오디오 프레임이 이용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프리젠테이션의 재생은 단일 프레임의 지속시간보다 더 작은, 예를

들어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0.5초보다 더 작은 신규 재생 속도로 스위칭한다. 추가로, 신규 채널의 다음 프레임 인덱스

에서의 프레임의 내용은 구(old) 재생 속도에 대응하는 프레임을 바로 뒤따르는 오디오 데이터에 대응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재생 속도에서 원활한 실시간 전이를 인식한다.

다음 프레임 인덱스에 대응하는 프레임이 필요할 때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과정(500)은 사용자가 소스로부터 요청

된 데이터를 수신할 때까지 재생을 중단하고 단계 550은 재생 버퍼에 데이터 프레임을 대기시킨다. 본 발명의 대안적

인 실시예는 단계 526에서 상기 프레임들을 삭제하는 것 대신에, 구 재생 속도로 재생 버퍼에 대기된 연속 오디오 프

레임들을 보유하고 사용한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500)이 시간에 맞게 요구된 프레임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구 오

디오 프레임들이 재생되어 프리젠테이션을 중단시키지 않을 수 있다. 구 속도의 이러한 연속은 응답하지 않은 과정의

출현을 바람직하지 않게 제공하고 도 5의 실시예에 의해 회피된다.

신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거나 속도를 변경하는 것 대신에, 사용자가 북마크 또는 슬라이드 또는 고속 순방향 또는

고속 역방향을 선택하는 경우, 결정 단계(540)는 애플리케이션(540)이 현재 프레임 인덱스를 변경하는 과정(542)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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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하게 한다. 현재 프레임 인덱스에 대한 신규 값은 사용자의 행동에 의존한다. 사용자가 고속 순방향 또는 고속

역방향을 선택한 경우, 현재 프레임 인덱스는 고정 양만큼 증가되거나 감소된다. 사용자가 북마크 또는 슬라이드를 

선택한 경우, 현재 프레임 인덱스는 선택된 북마크 또는 슬라이드와 관련된 시작 인덱스 값으로 변경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시작 인덱스 값은 상기 단계(524)에서 다중-채널 파일에 대한 헤더로부터 로딩된 데이터 중에 있다

.

현재 프레임 인덱스에서의 변경 이후에, 과정(544)은 현재 프레임 인덱스의 신규 값을 반영하도록 재생 버퍼의 큐(qu

eue)를 이동한다. 프레임 인덱스 변경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신규 프레임 인덱스 값을 가지고 시작하는 연속 오디

오 프레임들 중 몇몇은 이미 재생 버퍼에 대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시프트 과정(544)은 재생 버퍼에 대한 리

셋 과정(526)과 동일하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프리젠테이션 플레이어(600)에 대한 다중-스레드(multi-threaded) 아키텍처

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프리젠테이션 플레 이어(600)는 프로그램 관리(610)의 제어를 받는 오디오 재생 스레드(62

0), 오디오 로딩 및 캐싱 스레드(630, audio loading and caching thread), 그래픽 데이터 로딩 스레드(640), 및 디스

플레이 스레드(650)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프리젠테이션 플레이어(600)는 전화망에 접속된 셀룰러 전화 또는 인

터넷 또는 랜(LAN)에 접속된 개인용 컴퓨터 또는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와 같은 

네트워크 접속을 갖는 컴퓨팅 시스템에서 실행된다.

활성화되는 경우, 오디오 재생 스레드(620)는 프리젠테이션의 오디오 부분을 위한 사운드 신호를 생성하는데 재생 버

퍼(625)로부터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오디오 재생 버퍼(625)는 압축 형태로 오디오 프레임들을 

포함하고, 오디오 재생 스레드(620)는 상기 오디오 프레임들을 압축 해제한다. 대안으로, 재생 버퍼(625)는 압축 해

제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한다.

오디오 로딩 및 캐싱 스레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660)를 통해 프리젠테이션의 소스와 통신하고 오디오 재생 버퍼

(625)를 채운다. 추가로, 오디오 로딩 및 캐싱 스레드(630)는 오디오 프레임들을 컴퓨팅 시스템의 활동 메모리로 프

리로드한다. 하드 디스크 또는 다른 메모리 장치로 오디오 프레임들의 캐싱을 제어한다. 스레드(630)는 프리젠테이션

을 구성하는 오디오 프레임들의 상태를 추적하는데 프레임 상태 표(632)를 사용하고 상술된 바와 같이 초기에 다중-

채널 파일의 헤더로부터 프레임 상태 표(632)를 구성할 수 있다. 스레드(630)는 예를 들어 오디오 프레임이 활동 메

모리에 로딩되어 있는지, 디스크에 지역적으로 로딩되어 캐싱되어 있는지 로딩되어 있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각 오디

오 프레임 변경들의 상태에 따라 프 레임 상태 표(632)를 변경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오디오 로딩 및 캐싱 스레드(630)는 현재 선택된 시간 스케일에 대응하는 일련

의 오디오 프레임들을 프리-로드한다. 특히, 스레드(630)는 프리젠테이션의 시작에서의 일련의 오디오 프레임들 및 

프리젠테이션의 북마크들의 시작 프레임 인덱스 값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다른 연속 프레임들을 프리-로드한다. 따라

서, 사용자가 북마크에 대응하는 프리젠테이션에서의 위치로 점프하는 경우, 프리젠테이션 플레이어(600)는 네트워

크 인터페이스(660)를 통해 오디오 프레임들을 로딩하는데 지연없이 북마크 위치로 재빨리 이동할 수 있다.

사용자가 프리젠테이션의 시간 스케일을 변경하는 경우, 오디오 재생 버퍼(625)는 리셋되고, 오디오 로딩 및 캐싱 스

레드(630)는 신규 시간 스케일에 대응하는 신규 채널로부터 프레임들을 로딩하기 시작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

서, 프로그램 관리(610)는 오디오 재생 버퍼(625)가 사용자가 선택한 데이터 양, 예를 들어 2.5초의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할 때까지 오디오 재생 스레드(620)를 활성화하지 않는다. 오디오 프레임들의 네트워크 전송이 불규칙한 경우, 

지연 활성화는 오디오 재생 스레드(610)를 반복해서 정지시킬 필요가 없게 한다. 일반적으로, 오디오 로딩 및 캐싱 스

레드(630)는 재생 버퍼(625)가 비어 있거나 거의 비게 되는 경우 높은 압축률을 갖는 오디오 채널을 선택하고 재생 

버퍼(625)가 적합한 양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더 좋은 오디오 품질을 제공하는 채널로 스위칭할 수 있다.

그래픽 데이터 로딩 스레드(640) 및 디스플레이 스레드(650)는 각각 그래픽 데이터를 로드하고 그래픽 이미지를 디

스플레이한다. 그래픽 데이터 로딩 스레드(640)는 그래픽 데이터를 데이터 버퍼(642)에 로딩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스레드(650)를 위해 디스플레이 데이터(644)를 준비할 수 있다. 특히, 그래픽 데이터가 웹 페이지와 같은 네트워크 

데이터로의 링크인 경우, 그래픽 데이터 로딩 스레드(64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660)를 통해 프리젠테이션의 소스

로부터 링크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 데이터(644)를 획득하기 위하여 상기 링크에 관련된 데이터를 액세스한다. 대안

으로, 그래픽 데이터 로딩 스레드(640)는 디스플레이 데이터(644)로서 프리젠테이션의 소스로부터 내장된 이미지 데

이터를 직접 사용한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라, 프리젠테이션의 재생은 오디오에 따라 조정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관리(610)는 오디오 로

딩 및 캐싱 스레드(630)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몇몇 실시예들에 있어서, 오디오 로딩 및 캐싱 스

레드(630)는 그래픽 데이터를 위해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하기 위하여 높은 압축을 갖는 오디오 채널을 선택할 수 있

다. 특히, 스레드(630)는 오디오 재생 스레드(620)가 시작 프레임 인덱스에 도달하는 경우 스레드(640)가 디스플레이

를 위해 신규 그래픽 데이터를 로딩하기 위한 대역폭을 제공하기 위하여 북마크에 대한 시작 프레임 인덱스에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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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달하기 전 어느 때에 더 높은 압축 오디오 채널로 변경할 수 있다.

상기 개시된 프리젠테이션 플레이어들 및 제작 도구들은 특별한 하드웨어, 대량의 이용가능한 프로세싱 파워 또는 고

-대역폭 네트워크 접속을 구비하지 않고 프리젠테이션의 재생 속도 또는 시간 스케일을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변경하

도록 허용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프리젠테이션들은 재생 속도 변경 능력이 있는 다양한 사업적

인, 상업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콘텍스트들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상기 시스템들은 또한 재생 속도 변경이 관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용하다. 특히, 상술된 바와 같이, 제작 도구의 몇몇 실시예들은 http 프로토콜과 같은 인식 프로토콜

을 구현하는 어떤 서버에 액세스하는데 적합한 프리젠테이션을 생성한다. 따라서, 비록 임시(casual) 제작자라도 오

디오 메시지를 레코드할 수 있고 오디오 메시지에 이미지를 동기화하는데 제작 도구를 사용하여, 가족 또는 친구들을

위한 개인 프리젠테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 상기 프리젠테이션의 수신자는 특별한 하드웨어 또는 고-대역폭 네트워크

접속을 갖지 않고도 상기 프리젠테이션을 재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태양들은 또한 네트워크 접속이 관련되지 않고 프로세싱 파워 또는 배터리 파워가 제한될 수 있는 자립형 

시스템에 채용될 수 있다. 도 7은 프리젠테이션의 재생 속도 또는 시간 스케일에 대한 실시간 제어를 사용자에게 제공

하는 자립형 시스템(700)을 도시한다. 자립형 시스템(700)은 PDA 또는 휴대용 컴퓨터 또는 특별히 설계된 프리젠테

이션 플레이어와 같은 휴대용 장치일 수 있다. 시스템(700)은 데이터 저장부(710), 선택 로직(720), 오디오 복호기(7

30), 및 비디오 복호기(740)를 포함한다.

데이터 저장부(710)는 상술된 바와 같은 프리젠테이션을 나타내는 다중-채널 파일(715)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매체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PDA에 있어서, 데이 터 저장부(710)는 플래시(Flash) 디스크 또는 다른 유사한 장치일 수 있

다. 대안으로, 데이터 저장부(710)는 디스크 플레이어 및 CD-ROM 또는 다른 유사한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자립형 

시스템(700)에 있어서, 데이터 저장부(710)는 네트워크 접속이 요구되지 않는 오디오 데이터 및 어떤 그래픽 데이터

를 제공한다.

오디오 복호기(730)는 데이터 저장부(710)로부터 오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고 상기 오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증

폭기 및 스피커 시스템(735)를 통해 재생될 수 있는 오디오 신호로 변환한다. 필요한 프로세싱 파워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다중-채널 파일(715)은 압축되지 않은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고, 오디오 복호기(730)는 종래의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이다. 대안으로, 오디오 복호기(730)는 시스템(700)이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중-채널 

파일(715)을 위해 설계된 경우 데이터를 압축 해제할 수 있다. 유사하게, 데이터 저장부(710)는 다중-채널 파일(715)

로부터 디스플레이(745)에 필요한 그래픽 데이터를 변환하는 옵션의 비디오 복호기(740)로 어떤 그래픽 데이터를 제

공한다.

선택 로직(720)은 데이터 저장부(710)가 오디오 복호기(730) 및 비디오 복호기(740)에 제공하는 데이터 스트림들을 

선택한다. 선택 로직(720)은 시스템(700)의 제어에 사용되는 버튼들, 스위치들, 또는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들

을 포함한다. 사용자가 재생 속도를 변경하는 경우, 선택 로직(720)은 데이터 저장부(710)로 하여금 신규 재생 속도

에 대응하는 다중-채널 파일(715)에서의 채널로 스위칭하게 한다. 사용자가 북마크를 선택하는 경우, 선택 로직(720

)은 데이터 저장부(710)로 하여금 상기 북마크에 대응하는 프레임 인덱스로 점프하게 하고 신규 시간 인덱스 로부터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들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 선택 로직(720)은 거의 또는 전혀 프로세싱 파워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시간 스케일 또는 북마크의 선택이 데이터 저장부(710)가 다중-채널 파일(715)로부터 오디오

및 그래픽 데이터 스트림들을 읽는데 사용하는 매개변수들(예를 들어 채널 또는 프레임 인덱스)의 변경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립형 시스템(700)은 다중-채널 파일(715)의 오디오 채널들이 이미 시간-스케일링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

문에 어떤 시간 스케일링을 위한 프로세싱 파워를 소모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립형 시스템(700)은 매우 작은 배터리 

또는 프로세싱 파워를 소모하고 사용자가 시간-스케일에서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시간-스케일링된 프리젠테이션을 

여전히 제공할 수 있다. 특별히 설계된 프리젠테이션 플레이어에 있어서, 자립형 시스템(700)은 시스템(700)이 상당

한 프로세싱 하드웨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비용 장치가 될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설명되었다 하더라도, 상기 설명은 단지 본 발명의 애플리케이션의 예이고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개시된 실시예들의 특징들의 다양한 적응들 및 조합들은 다음의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되

는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상이한 재생 속도에 대응하는 상이한 오디오 채널들을 갖

는 다중-채널 아키텍처를 채용하는 매체 부호화, 전송, 및 재생 프로세스들 및 구조들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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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리젠테이션을 나타내는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구조는:

제1 시간 스케일 인자에 의한 시간 스케일링 이후의 상기 프리젠테이션의 오디오 부분을 나타내는 제1 오디오 채널; 

및

상기 제1 시간 스케일 인자와는 상이한 제2 시간 스케일 인자에 의한 시간 스케일링 이후의 상기 오디오 부분을 나타

내는 제2 오디오 채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오디오 채널은 복수의 프레임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2 오디오 채널은 상기 제1 오디오 채널의 복수의 프레임들과 일대일 대응하는 복수의 프레임들을 포함하며,

상기 제1 및 제2 오디오 채널들의 대응하는 프레임들은 동일 시간 간격의 프리젠테이션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오디오 채널의 각 프레임은 제1 압축 방법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압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구조는 상기 제1 시간 스케일 인자에 의한 시간 스케일링 이후의 오디오 프리젠테이션

을 나타내는 제3 오디오 채널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3 오디오 채널의 각 프레임은 제2 압축 방법을 이용하여 개별적

으로 압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구조는 상기 오디오 프리젠테이션과 관련되는 그래픽을 식별하는 데이터 채널을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오디오 채널은 복수의 프레임들을 포함하고, 각 프레임은 상기 프레임이 나타내는 오디오 부분의 시간 간격

을 식별하는 인덱스 값을 구비하며;

상기 제2 오디오 채널은 복수의 프레임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2 채널의 각 프레임은 상기 프레임이 나타내는 오디오 

부분의 시간 간격을 식별하는 인덱스 값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 채널들에서의 각 프레임은 개별적으로 압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구조는 복수의 북마크(bookmark)들에 대응하는 데이터 채널을 더 포함하고, 각 북마크

는 인덱스 값을 구비하며 그래픽을 식별하 고, 상기 인덱스 값은 상기 제1 또는 제2 오디오 채널의 프레임들의 재생에

관한 그래픽의 디스플레이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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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구조가 저장되는 데이터 저장부;

상기 데이터 저장부로부터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도록 접속되어, 인식가능한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상기 데이터 스

트림을 변환하는 복호기; 및

상기 데이터 저장부에 연결되어, 상기 제1 오디오 채널 및 상기 제2 오디오 채널을 포함하는 한 세트의 채널들 중에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위한 소스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로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배터리 파워로 움직이는 자립형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오디오 프리젠테이션을 나타내는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구조는 시간 스케일링 이후의 상기 오디오 프리젠테이션을 나타내는 복수의 오디오 채널들을 포함하고,

각 오디오 채널은 대응하는 시간 스케일 인자를 구비하고 복수의 오디오 프레임들을 포함하며,

각 오디오 프레임은 동일한 채널의 다른 오디오 프레임들로부터 상기 오디오 프레임을 고유하게 구별하고 상기 오디

오 프레임을 다른 오디오 채널들의 특정 오디오 프레임들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식별하는 프레임 인덱스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이한 채널들에 있고 동일한 프레임 인덱스를 구비하는 오디오 프레임들은 상기 오디오 프리젠테

이션의 동일 부분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오디오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데이터에 복수의 시간 스케일링 과정들을 수행하여 복수의 시간-스케일링된 오디오 데이터 세트들을 생

성하는 단계로서, 각 시간-스케일링된 오디오 데이터 세트는 상이한 시간 스케일 인자를 구비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의 시간 스케일링 과정들에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오디오 채널들을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를 생성하는 단계

로서, 각 오디오 채널의 내용은 상기 오디오 데이터의 대응하는 시간 스케일링 과정을 수행한 결과로 생성된 상기 시

간-스케일링 오디오 데이터 세트로부터 유도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구조를 생성하는 단계는:

각 시간-스케일링된 오디오 데이터 세트를 복수의 프레임들로 분할하는 단계;

각 프레임을 개별적으로 압축하여 압축된 프레임들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압축된 프레임들을 상기 복수의 오디오 채널들에 모으는 단계로서, 각 오디오 채널은 상기 상이한 시간 스케일 

인자들 중에서 대응하는 인자를 구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분할의 결과로 생성된 모든 프레임들은 상기 오디오 데이터에서의 동일한 양의 시간에 대응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각 프레임을 개별적으로 압축하는 단계는 복수의 상이한 압축 방법들을 적용하여 각 프레임으로부

터 복수의 압축된 프레임들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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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된 프레임들을 모으는 단계는 각 오디오 채널에서 상기 오디오 채널의 모든 압축된 프레

임들이 동일한 시간 스케일 및 압축 방법을 갖도록 오디오 채널들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프리젠테이션을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프레임을 소스로부터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플레이어로 로딩(loading)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1 프레임은 제1 시

간-스케일링 인자에 의한 스케일링 이후의 상기 프리젠테이션의 제1 부분을 나타내고, 상기 제1 오디오 프레임은 상

기 제1 오디오 프레임을 상기 제1 시간 스케일링 인자에 의해 스케일링된 것으로 식별하는 제1 채널 인덱스 값을 구

비하는 단계;

상기 제1 오디오 프레임으로부터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프리젠테이션의 제1 부분을 재생하는 단계;

상기 제1 시간 스케일링 인자로부터 제2 시간 스케일링 인자로 재생을 변경하기 위한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소스로부터 제2 프레임을 상기 제2 시간-스케일링 인자에 의해 스케일링된 것으로 식별하는 제2 채널 인덱스 

값을 구비하는 제2 오디오 프레임을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프레임 이후에 상기 제2 프레임을 재생하여 상기 프리젠테이션의 시간-스케일에서의 실시간 변경을 제공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프레임은 상기 제1 오디오 프레임이 나타내는 상기 프리젠테이션의 제1 부분을 식별하는

제1 프레임 인덱스 값을 구비하고, 상기 제2 프레임은 상기 제1 오디오 프레임이 나타내는 상기 프리젠테이션의 제2 

부분을 식별하는 제2 인덱스 값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인덱스 값은 상기 제1 시간 인덱스 값을 바로 뒤따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프레임들의 채널 인덱스 값들은 상기 프레임들에 대한 각각의 압축 방법들을 더 나타내고,

상기 방법은:

상기 네트워크에서 이용가능한 대역폭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시간 스케일링 인자를 식별하는 복수의 채널 인덱스 값들로부터 상기 제2 채널 인덱스 값을 선택하는 단계

로서, 상기 제2 채널 인덱스는 상기 이용가능한 대역폭에서 가장 높은 오디오 품질을 제공하는 압축 방법을 나타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프레임들의 채널 인덱스 값들은 상기 프레임들에 대한 각각의 압축 방법들을 더 나타내고,

상기 방법은:

상기 네트워크에서 이용가능한 대역폭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제2 시간 스케일링 인자를 식별하는 복수의 채널 인덱스 값들로부터 제3 채널 인덱스 값을 선택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3 채널 인덱스는 상기 이용가능한 대역폭에서 가장 높은 오디오 품질을 제공하는 압축 방법을 나타내는 단계;

상기 소스로부터 제3 오디오 프레임을 상기 제2 시간-스케일링 인자에 의해 시간-스케일링된 것으로 식별하는 제3 

채널 인덱스 값을 구비하는 제3 오디오 프레임을 요청하는 단계; 및



공개특허 10-2004-0005919

- 14 -

상기 제2 프레임 이후에 상기 제3 프레임을 재생하여 상기 프리젠테이션의 시간-스케일에서의 실시간 변경을 제공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오디오 프리젠테이션을 나타내는 다중-채널 데이터 구조를 구비하는 소스에 접속되는 수신기

에서 상기 오디오 프리젠테이션을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에서 이용가능한 대역폭을 결정하는 단계;

요망되는 시간-스케일링 인자에 의한 시간-스케일링 이후의 상기 오디오 프리젠테이션을 나타내는 복수의 채널들로

부터 상기 다중-채널 데이터 구조의 제1 채널을 선택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1 채널은 상기 이용가능한 대역폭에서 가

장 높은 오디오 품질을 제공하는 압축 방법을 이용하여 압축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단계;

상기 제1 채널로부터 제1 프레임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프레임을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프레임을 수신한 이후에 상기 네트워크에서 이용가능한 대역폭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요망되는 시간-스케일링 인자에 의한 시간-스케일링 이후의 상기 오디오 프리젠테이션을 나타내는 복수의 채

널들로부터 상기 다중-채널 데이터 구조의 제2 채널을 선택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2 채널은 상기 제1 프레임을 수신

한 이후에 이용가능한 대역폭에서 가장 높은 오디오 품질을 제공하는 제2 압축 방법을 이용하여 압축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단계;

상기 제2 채널로부터 제2 프레임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프레임을 재생한 이후에 상기 제2 프레임을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웹 페이지들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련의 웹 페이지들을 프리젠테이션의 오디오 부분을 나타내는 오디오 데이터의 각각의 인덱스 값들에 할당하는 단

계;

상기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오디오를 재생하는 단계; 및

상기 재생에 응답하여 상기 오디오 데이터에서 상기 웹 페이지에 할당된 인덱스 값에 도달하는 각 웹 페이지를 디스

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일련의 웹 페이지들을 할당하는 단계는: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일련의 프레임들로 분할하는 단계;

상이한 인덱스 값을 상기 프레임들 각각에 할당하는 단계; 및

각 웹 페이지를 상기 프레임의 인덱스 값에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웹 페이지는 상기 프레임이 재생되는 동

안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일련의 웹 페이지들을 할당하는 단계는 데이터 구조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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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구조는:

함께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구성하는 오디오 프레임들을 포함하는 오디오 채널; 및

각 웹 페이지에 대해 상기 웹 페이지에 상기 웹 페이지에 대응하는 오디오 프레임을 식별하는 프레임 인덱스 값 및 상

기 웹 페이지로의 링크를 포함하는 데이터 채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일련의 웹 페이지들을 각각의 인덱스 값들에 할당하는 단계는 각 웹 페이지를 시작 인덱스 값 

및 종료 인덱스 값에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웹 페이지는 상기 시작 인덱스 값 및 상기 종료 인덱스 값간의 

인 덱스 값들을 구비하는 프레임들의 재생 동안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컴퓨팅 시스템에서 재생하기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제작(authoring)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간 인덱스 값들을 상기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오디오 데이터에 할당하는 단계;

소정 범위의 시간 인덱스 값들을 상기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그래픽 데이터에 의해 표현되는 각 이미지에 할당하는 단

계; 및

상기 오디오 데이터 및 상기 그래픽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을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파일은 상기 이미지

에 할당된 범위의 시간 인덱스 값들을 할당한 오디오 데이터의 재생 동안 발생하는 각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나타내

는 형식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데이터는 네트워크에서 이용가능한 데이터를 식별하는 링크를 포함하고, 상기 링크에 

관련된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는 상기 링크가 식별하는 데이터의 검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는 웹 페이지를 식별하고, 상기 링크와 관련된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는 상기 웹 페이지의 

디스플레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데이터는 상기 파일에 내장된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

는 것은 상기 이미지 데이터가 나타내는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부분에 시간 인덱스 값들을 할당하는 단계는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복수의 프레임들로 분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각 프레임은 상기 프레임들의 재생 순서에 따른 시간 인덱스 값을 구비하며;

상기 파일을 구성하는 단계는 상기 프레임들을 오디오 채널에 모으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데이터를 데이터 채널에 모으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30항에 있어서, 소정 범위의 시간 인덱스 값들을 상기 이미지들에 할당하는 단계는:

상기 오디오 데이터의 시간 범위를 나타내는 단계;

상기 시간 범위에서의 한 포인트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포인트에 할당되는 이미지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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