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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Type: X-MHEG-sync; notation="textual notation"

     {:scene
           0
          :SceneCS 300 400
          :Items (
               {:bitmap
                    1001
                    :OrigContent
                         :ContentRef "picture.jpg"
                    :OrigBoxSize 80 70
                    :OrigPosition 200 100
                }
               {:text
                    1002
                    :OrigContent
                         :ContentRef "message.txt"
                    :OrigBoxSize 50 50
                    :OrigPosition 50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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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Type: X-MHEG-sync; notation="textual notation"

     {:scene
           0
          :SceneCS 300 400
          :OnStartUp (
               :SetTimer (3001 2001 10000 False)
               :Activate (1001)
               :Activate (1003)
          )
          :Items (
               {:link
                    3001
                    :EventSource 0
                    :EventType TimerFired
                    :EventData 2001
                    :LinkEffect (
                         :Deactivate (1001)
                         :Activate (1002)
                    )
               }
               {:bitmap
                    1001
                    :OrigContent
                         :ContentRef "picture1.jpg"
                    :OrigBoxSize 80 70
                    :OrigPosition 200 100
               }
               {:bitmap
                    1002
                    :OrigContent
                         :ContentRef "picture2.jpg"
                    :OrigBoxSize 80 70
                    :OrigPosition 200 100
               }
               {:text
                    1003
                    :OrigContent
                         :ContentRef "message.txt"
                    :OrigBoxSize 50 50
                    :OrigPosition 50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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