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H04N 7/24 (2006.01)

     H04N 7/26 (2006.01)

     H04N 7/36 (2006.01)

     H04N 7/26 (2006.01)

     H04N 7/36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7-0064651

2007년06월21일

(21) 출원번호 10-2007-7009741

(22) 출원일자 2007년04월27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번역문 제출일자 2007년04월27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2005/036249 (87) 국제공개번호 WO 2006/042160

국제출원일자 2005년10월05일 국제공개일자 2006년04월20일

(30) 우선권주장 60/615,989 2004년10월05일 미국(US)

(71) 출원인 벡터맥스 코포레이션

미국, 뉴욕 11735, 파밍대일, 두본 코트 4

(72) 발명자 라치월스키, 존

미국, 뉴욕 11741, 홀브룩, 스프루스 드라이브 1720

위트, 데니엘

미국, 뉴욕 11934, 센터 모리치스, 헤더 드라이브 6

(74) 대리인 허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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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 스트림내에서 데이터를 식별하고 처리하는 시스템및 방법

(57) 요약

본 시스템은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 인코딩에 관한 것이다. 본 시스템은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과 관련된 속성을 결정하는

제1결정기와, 제1결정기로부터 속성을 받고 스트림 신택스를 식별하는 스트림헤더를 인코딩하는 인코더를 포함한다. 스

트림헤더는 마크업 언어로 인코딩된다. 멀티플렉서는 인코딩된 스트림 헤더와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결합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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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과 관련된 속성을 결정하는 제1결정기;

상기 제1결정기로부터 속성을 수신하여, 마크업 언어로 인코딩된, 스트림 신택스를 식별하는 스트림헤더를 인코딩하는 인

코더 ; 및

상기 인코딩된 스트림헤더와 상기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결합하는 멀티플렉서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데이터 스트림내의 프레임그룹과 관련된 속성을 결정하는 제2결정기를 더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더는, 데이터 스트림의 각 프레임그룹에 대한 프레임그룹 신택스를 식별하는 결정된 속성을 포함하는 세그먼트

헤더를 마크업 언어로 인코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마크업 언어는 XM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플렉서는 인코딩된 스트림헤더를 데이터스트림의 페이로드의 앞에 위치시키고, 상기 페이로드는 모든 프레임그

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플렉서는 데이터 스트림내의 인코딩된 세그먼트헤더를 각 프라임그룹의 앞에 위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

디오 데이터 스트림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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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스트림을 전송 가능한 패킷으로 분할하는 분할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헤더는 다수의 필드을 포함하고, 각 필드은 상기 결정된 스트림 속성 중 하나를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의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세그먼트헤더 각각은 다수의 필드를 포함하고, 각 필드는 상기 결정된 프레임그룹 속성 중 하나를 정의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10.

수신된 다수의 패킷을 컴파일하여 다수의 프레임을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형성하는 컴파일러;

데이터 스트림과 스트림헤더를 분석하여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과 데이터 스트림의 프레임의 속성을 식별하는 마크업 태그

의 존재를 결정하는 파서;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과 마크업 태그를 디코딩하는 디코더; 및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에서 식별된 속성에 응답하여 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의 디스플레이를 생성하는 디스플레이

생성기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마크업 언어는 XM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의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12.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과 관련된 속성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스트림 속성을 기반으로 스트림 신택스를 식별하는, 마크업 언어로 인코딩된 스트림헤더를 인코딩하는 단계;

및

상기 인코딩된 스트림헤더와 상기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 인코딩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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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데이터 스트림내의 각 프레임그룹과 관련된 속성을 결정하는 단계; 및

각 프레임그룹의 프레임그룹 신택스를 정의하는 세그먼트헤더를 인코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의

인코딩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마크업 언어는 XM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의 인코딩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명세서는 2004년 10월 5일 출원된 미국가출원 60/615,989의 정규 출원이다. 본 시스템은 비디오 데이터 인코딩에 관

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스트림내에서 데이터를 식별하고 처리하는 구성을 제공한다.

배경기술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은 재생 응용프로그램, 통상적으로 미디어 재생 응용프로그램 수신용으로 전송될 수 있는 암호

화된 비디오 데이터의 스트림이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의 전송에 앞서서, 데이터 스트림은 암호화된 비디오 데이터

프레임의 일부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수의 패킷으로 분할된다. 스트림 자체와 각 패킷은 수신되는 스트림 및/또

는 패킷에 대한 스트림 신택스를 수신 시스템에 제공하는 헤더를 포함한다. 현존하는 시스템은 이 정보를 텍스트와 이진

포맷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포맷으로 인코딩한다. 그러나, 이런 포맷들은 쉽게 업그레이드 될 수 없고, 인코딩 포맷의 스

트림을 디코딩할 수 있는 명령어를 구비한 하드코드화된 재생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스

트림을 디코딩하는데 사용되는 스트림의 대안물(proxy)은 임의의 변경된 스트림 신택스를 처리하기 위해 업데이트 되어

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기 때문에 스트림의 유연성이 감소한다.

마크업 언어는 널리 사용되는 언어인데, 이 언어는 데이터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논리적 구조나 의미론을 제공하고, 또 수

신된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고, 가공하고, 표시하는 방법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방법에 관한 명령어를 시스템에 제공한

다. 마크업 언어의 예들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 익스텐서블 마크업 언어(XML) 그리고 스탠다드 제네랄 마

크업 언어(SGML)등이 있다. 마크업 언어는 기록 또는 데이터파일의 구조 및 데이터 구성요소의 콘텐츠를 표시하기 위해

데이터 또는 디지털 데이터의 집합을 주해(annotate)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이 언어들은 쉽게 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언어들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스트림과 관련되어 있으며, 데이터 스트림과 일체화되도록 형성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시스템은 이러한 결점들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룬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비디오 데이터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결정기는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에 관련된 속성을 결정한다. 인코

더는 제1결정기로부터 속성을 수신받고, 스트림 신택스을 식별하는 스트림헤드를 인코딩하는데 스트림헤더는 마크업 언

어를 이용해서 인코딩된다. 멀티플렉서는 인코딩된 스트림헤더와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결합한다.

본 발명은 인코딩된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 및 프레임의 속성을

식별하는 마크업 태그의 존재를 결정하기 위해 파서는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 및 스트림헤더를 분석한다. 디코더는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과 마크업 태그를 디코딩한다. 디스플레이재생기는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의 식별된 속성에 대응하는 디코딩

된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의 디스플레이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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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자의 명령 또는 입력에 대응하여 미리 정해진 기능 예를 들면, 운영 시스템,

건강 관리 정보 시스템 또는 다른 정보 처리 시스템의 기능을 포함하는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컴퓨터 프로

그램이거나, 코드 또는 기계로 판독가능한 명령어를 포함하는 명령어 집합이다. 실행 가능한 처리 절차는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특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코드의 세그먼트(명령어를 판독할 수 있는 기계), 서브루틴 그리고 실행가능한 응용프로

그램의 부분이나 코드의 분명한 부분이고, 수신된 입력 파라미터에 대한 연산 수행(또는 수신된 입력 파라미터에 반응하

여)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 결과적인 출력 파라미터를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서는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 및/또는 기계로 판독이 가능한 명령어 집합이다. 처리 장치는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의 조합중 어느 하나

를 포함한다. 처리 장치는 실행가능한 절차 또는 정보 장치에 의해 사용될 정보를 조정,분석,수정,변환,전송하고 및/또는

정보를 출력 장치에 전송함으로써 정보를 처리한다. 처리장치는 예컨데 콘트롤러나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기능을 이용 또는

포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나 콘텐츠 스트림은 비디오 데이터나 오디오 데이터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임의의 인코딩되거나 인코딩되지 않은 데이터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은 응용프로그램

데이터의 작은 단위를 나타내고, 프레임그룹은 프레임의 집단을 지칭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다수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인코딩 방법을 이용하여 인코딩되고 압축될 수 있다. 인코딩 방법의 선택은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처리하는 응용프로그램에 따라 변화한다. 상기 시스템은 독점 인코딩 포맷을 사용하여 인코딩

되는 멀티미디어 테이터 스트림이고, 그에 따라 비디오 스트림은 각 프레임 그룹으로 분할되며, 이때 각 프레임 그룹은 다

수의 개별 비디오 프레임으로부터 형성된다. 프레임 그룹과 그 그룹을 형성하는 프레임의 구조는 사용되는 코딩 방법을 기

반으로 결정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스트림은 시스템 스트림으로 알려질 것이고, 도1은 예시적인 시스템 스

트림(20)을 도시한다.

각 시스템 스트림(20)은 스트림헤더(22)와 다수의 프레임그룹(26,28)을 포함한다. 스트림헤더(22)는 XML과 같은 마크업

언어를 이용하여 인코딩된다. 상기 스트림헤더(22)는 임베드된 데이터 스트림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스트림 속성을 기

술하는 마크업 언어로 인코딩된 문서이다. 상기 스트림헤더(22)에 기술된 각각의 스트림 속성은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를

식별하는 마크업 언어 태그에 의해 표시되며, 각각의 속성을 나타내는 데이터 처리에 관한 명령어를 제공한다. 이런 스트

림 속성은 집합적으로 미디어 재생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판독이 가능하고 상기 미디어 재생 응용프로그램에 수신된 스트

림 데이터를 처리하는 법에 관한 명령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스트림 신택스를 정의한다. 예를 들면, 상기 스트림헤더는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적당한 디코더를 초기화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적절한 명령어가 없거나 또

는 데이터 스트림이 미디어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판독이 불가능한 헤더를 포함하고 있다면, 미디어 재생 응용프로그램은

작동되지 않고, 데이터 스트림은 디코딩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디어 재생 응용프로그램에는 각각의 마크업 언어

태그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관한 명령어의 집합이 제공되어야 한다.

스트림 속성 데이터를 인코딩하기 위해 마크업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유용하다. 마크업 언어는 그것이 나타내는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특징과 기능을 통합할 수 있도록 쉽게 확장이 가능하다. 임의의 원하는 스트림 속성도 스트림헤더(22)내에서

인코딩될 수 있다. 이것은 데이터 스트림 포맷의 장래 확장과 전개(deployment)를 돕는다. 또한, XML로 된 스트림 신택스

을 제공하는 시스템 스트림은, 미디어 재생 응용프로그램이 알려진 태그로 표현된 정보는 수신하여 디코딩하고, 알려지지

않은 태그로 표현된 정보는 무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그 정보와 함께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명령 정보의 디코딩을

시도하면 미디어 재생 응용프로그램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스트림 속성은 높이, 너비, 비트 전송율, 프레임 전송률, 스

트림 크기 그리고 스트림 주기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실시예

도1의 데이터 스트림은 제1프레임그룹(26)과 제2프레임그룹(28) 2개의 프레임그룹을 포함한다. 각 프레임그룹(26,28)은

각각 다수의 개별 프레임을 포함한다. 제1프레임그룹(26)은 3개의 프레임(26A,26B,26C)을 포함하고, 제2프레임그룹(28)

은 2개의 프레임(28A,28B)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보여지는 스트림은 단지 설명을 위한 목적에 불과할 뿐, 데이터 스

트림(20)은 데이터 스트림(20)을 인코딩하는데 사용하는 코딩에 따라 결정되는 임의의 개수의 개별적 프레임으로 형성된

임의의 개수의 프레임그룹을 포함할 수 있다. 각 프레임그룹은 그와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프레임그룹 속성을 가진다. 시

스템 스트림(20)은 다수의 세그멘트헤더(24)를 제공하고 각 세그먼트헤더(24)는 각 프레임그룹의 첫번째 개별 프레임 바

로 앞에 위치한다. 스트림헤더(22)와 유사하게, 세그먼트헤더(24)는 적어도 하나의 스트림 속성에 대응하는 정보를 포함

하는 마크업 언어로 인코딩된 문서이다. 프레임그룹 속성은 프레임그룹의 유형, 즉 키(I)프레임그룹이나 델타(P)프레임그

룹, 그룹 길이, 그룹 순서 번호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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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헤더(22)와 세그멘트헤더(24)는 속성 정보를 나타낸다. 이 헤더들(22,24)은 패킷이나 데이터그램의 프레이밍과 시

퀀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패킷 또는 데이터그램 헤더와 동등하지 않다. 대조적으로, 스트림헤더(22)와 패킷헤더(24)

는 패킷이나 데이터그램과 별개인 데이터 시스템(20)에 임베드되고, 미디어 재생 응용프로그램에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

고 사용하는 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데이터스트림과 프레임그룹의 속성은 프레임 데이터와 함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된다. XML 인코더

는 속성을 분석하고 속성에서의 변화를 검출한다. 속성의 변화를 탐지하면 인코더는 스트림헤더(22) 또는 세그먼트헤더

(24)를 인코딩하고, 관련 있는 변화가 탐지되는 때에 마크업 언어 태그를 삽입한다. 일부의 스트림 속성은 연산자에 의해

서 간접적으로 특정된다. 예를 들면, 연산자가 비디오는 320×240 픽셀로 인코딩된다고 특정하면, 이 파라미터는 스트림

헤더로 인코딩될 것이다. 스트림 신택스로의 어떤 업그레이드도 헤더내의 새로운 태그로 나타날 것이다.

도2는 예시적인 스트림헤더(22)이다. 각 스트림헤더(22)와 세그먼트헤더(24)의 포맷은 동일하고, 헤더와 관련된 데이터

스트림이나 프레임그룹을 기술하기 위한 각 헤더(22,24)내에서 설명될 속성의 수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스트림헤더(22)

는 헤더로서 인코딩되는 문서를 식별하는 마크업 언어 태그를 포함하는 오프닝 필드(12)를 포함한다. 스트림헤더(22)는

헤더가 위치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기술하는 속성에 대응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속성 필드(14)를 더 포함한다. 제

1 속성 필드(14A)는 첫번째 속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제1 마크업 언어 태그를 포함한다. 제2 속성 필드(14B),

제3 속성 필드(14C) 그리고 제4 속성 필드(14D) 각각은 도1에 도시한 바와 같은 데이터스트림(20)의 추가적인 속성을 나

타내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마크업 언어 태그를 포함한다. 스트림헤더(22)는 헤더(22)가 종료되고 더 이상 추가적인 정보

가 없음을 표현하는 마크업 언어가 포함된 클로즈 필드(16)를 포함한다.

도3은 본 시스템의 인코더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미리 정해진 코딩 방법을 이용하여 인코딩된 비디오 데이터 소스(30)

가 제공된다. 인코딩된 비디오 데이터가 제1결정기(34)와 제2결정기(36) 그리고 멀리플렉서(42) 각각에 제공된다. 제1결

정기(34)는 인코딩된 데이터 스트림을 조사하고,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과 관련된 속성을 결정하며, 결정된 속성을 제1헤

더 인코더(38)에 제공한다. 제1헤더 인코더(38)는 마크업 언어를 이용하여 결정된 스트림 속성에 대응하는 스트림 신택스

을 설명하는 스트림 헤더를 인코딩한다. 제2결정기(36)는 데이터 스트림을 형성하는 프레임그룹을 분석하고, 데이터 스트

림내에서 각 프레임그룹과 관련된 속성을 결정한다. 결정된 프레임그룹의 속성은 마크업 언어를 이용하여 결정된 스트림

속성에 응답하여 스트림 그룹 신택스를 설명하는 프레임그룹 헤더를 인코딩하는 제2헤더 인코더(40)에 제공된다. 제1헤

더 인코더(38)와 제2헤더 인코더(40)는 헤더들과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결합하는 멀티플렉서(42)에 인코딩된 스트림과

프레임그룹 헤더를 제공한다. 멀티플렉스된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은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 가능한 패킷으로 분할하는 분

할기(44)로 제공된다. 전송가능한 패킷은 패킷을 브로드캐스트하는 브로드캐스터(46)에 제공된다.

도4는 본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인코딩 동작을 설명하는 순서도이다.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이 결정기에 제공된다(S400)

. 결정기에서는 제공된 데이터 스트림을 나타내는 속성들이 결정된다(S402). 인코더는 결정된 스트림 속성에 응답하여 스

트림 헤더를 인코딩한다(S404). 단계 S404는 XML과 같은 마크업 언어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단계 S404에서의 인코딩된

스트림헤더는 다수의 속성 필드을 포함하는데, 그 속성 필드의 수는 단계 S402에서 결정된 스트림 속성의 수와 직접적으

로 관련되어 있다. 비디오 스트림으로부터 데이터 스트림내의 프레임그룹의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추가적인 결정이 행

해진다. 만약 존재하지 않으면, 후술하는 단계 S412의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만약 프레임 내에 프레임그룹이 존재하면,

제2결정기는 스트림내의 각 프레임과 관련된 속성을 결정한다(S408). 단계 S408에서의 결정에 대응하여, 프레임그룹의

각각에 대한 세그먼트헤더가 인코딩된다(S410). 스트림헤더와 유사하게 세그먼트헤더도 다수의 속성 필드을 포함하는데,

그 속성 필드의 수는 단계 S408에서 결정된 프레임그룹의 속성의 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

은 다음에 설명할 도5와 도6에 도시된 미디어 재생 응용프로그램이 수신할 수 있도록 처리 및 전송될 스트림헤더와 세그

먼트헤더 각각과 결합된다(S412). 단계 S412의 동안에는, 스트림헤더는 어떠한 프레임헤더보다 앞에서 삽입되고, 세그먼

트헤더는 세그먼트헤더와 관련된 각각의 프레임그룹 바로 앞에서 삽입된다.

도5는 다수의 패킷(48)을 수신하는 미디어 재생 응용프로그램(50)의 블록도이다. 미디어 재생 응용프로그램(50)은 수신기

(52), 파서(54), 제1디코더(56), 제2디코더(58), 태그표(55) 및 디스플레이발생기(60)를 포함한다. 수신기(52)는 도3에서

도시된 브로드캐스터에 의해 브로드캐스터된 패킷 소스(48)를 수신한다. 컴파일러(53)는 수신된 패킷을 컴파일하여 다수

의 프레임을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형성한다. 전송계층은 디코딩에 앞서서, 스트림헤더와 세그먼트헤더를 별개의 헤

더로 취급한다. 파서(54)는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을 파싱하고, 스트림헤더와 세그멘트헤더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분석한

다. 이러한 분석은 스트림 속성과 프레임그룹 속성을 식별하는 마크업 태그의 존재를 결정한다. 각 태그의 값은 태그표

(55)에 저장된다. 태그표(55)에서의 값은 디코더(56,58)로 제공된다. 디코더는 디코더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을 시작하도

록 명령어가 태그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헤더내의 태그를 리뷰하고, 표의 엔트리를 조사한다. 스트림내

에 있는 데이터스트림이나 프레임그룹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속성을 결정한 후에, 제1디코더(56)와 제2디코더(58)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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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모두는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의 디코딩을 개시한다. 디코딩된 스트림은 미디어 재생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스트림을 출력하는 디스플레이를 생성하는 디스플레이생성기(60)에 제공된다. 디스플레이생성기(60)는 파서(54)와 통신

할 수 있으며, 스트림헤더나 세그먼트헤더 내의 각각의 마크업 태그에 관련된 데이터에 응답하여 동작할 수도 있다.

도6은 도5에 도시된 미디어 재생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순서도이다. 미디어 재생 응용프로그램은 수

신기를 통해 인코딩된 데이터 스트림을 형성하는 다수의 패킷을 수신한다(S600). 데이터 스트림은 파싱되고 스트림헤더

와 세그먼트헤더 각각이 분석된다(S602). 파서는 전체 데이터 스트림의 속성을 식별하는 마크업 태그가 존재하는지를 결

정하고(S604), 발견된 마크업 태그에 응답하여 어떻게 데이터 스트림을 디코딩될 것인지에 대한 각각의 구성요소에 명령

어를 제공한다(S606). 데이터 스트림이 프레임그룹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S608).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절

차는 후술하는 단계 S614를 계속한다. 만약 포함되어 있다면, 파서는 각 프레임그룹과 관련된 속성을 나타내는 마크업 태

그에 대한 세그먼트헤더를 분석한다. 발견된 마크업 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 스트림의 프레임그룹을 디코딩하는 구성요소

에 세그먼트헤더로부터 명령어가 제공된다(S610). 스트림과 각 프레임그룹의 디코딩에 응답하여, 디코딩된 스트림이 미

디어 재생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를 생성하는 디스플레이생성기에 제공된다.

스트림 버젼 포맷으로의 업그레이드는 명백하고 쉽게 달성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수의 미디어 재생 응용프로그램으로의

새로운 스트림 디토딩 구성요소들의 주요 전개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미디어 재생 응용프로그램은 익숙한 마크업

신호 태그를 단지 분석하고 이용할 것이므로, 마크업 언어는 현존하는 미디어 재생기가 새로운 스트림 버젼을 디코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주석달기, 동기화된 미디어 사건 데이터 또는 어떠한 다른 속성과 같은 추가적인 유형의 데이터라도 이전에 배치

했던 구성요소를 그대로 사용하여 스트림 신택스에 선택적으로 추가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다수의 형태를 가지는 헤더를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나타낸 도면.

도2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인코딩된 헤더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3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데이터 스트림 인코더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4는 본 발명에 따라 인코더의 동작을 설명하는 순서도.

도5는 본 발명에 원리에 따라 미디어 재생 응용프로그램의 블록도.

도6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미디어 재생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설명하는 순서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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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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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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