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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송중에 가변할 수 있는 라인 속도 또는 초당 비트수의 전송율로 디지탈 비디오 세그먼트들을 다수의 전
송 채널을 따라서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각 전송 채널에 대해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
들은 기록 제어 블럭(WCB)으로 알려진 데이터 세그먼트들과 함께 데이터 버퍼에 저장된다.  각각의 WCB는 
그것이 연관된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의 포인터 및 바람직한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리키는 라인 속도 코
드를 포함한다.  WCB의 어드레스들은 각 전송 채널에 대해 확정되는 FIFO 버퍼에 저장된다.  WCB내의 부
호화된 정보가 속도 변경이 필요함을 나타내면 코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실시간 서브루틴은 각 WCB의 일
부를 형성하는 채널 제어 워드내에 비트들을 설정하여 DMA 프로세스를 중지하고 대응하는 비디오 세그먼
트가 전송될 때 인터럽트를 발생한다.  인터럽트 처리기는 새로운 라인 속도를 결정하고 가변 속도 클럭
을 설정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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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럭도

도 5는 도 3 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일부를 형성하는 실시간 서브루틴의 순서도

도 6은 도 3 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일부를 형성하는 인터럽트 처리기의 순서도

도 7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매체 스트리머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럭도

도 8은 도 7의 매체 스트리머의 통신노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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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압축된 비디오 정보를 전송하는 데이터 속도를 가변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특히 
비디오 이미지를 부드럽게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 속도를 가변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이
다.

동화상(motion picture) 및 다른 형태의 비디오의 재생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구식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
으며, 이와 같은 구식 기술의 기본적인 저장 매체로는 텔레비젼 신호를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하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저장 매체는 가정용의 VHS, VCR(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ideo Cassette 
Recoders)에서부터 텔레비젼 방송국 및 방송업자에 의해 사용되는 가격이 75,000 달러에서 150,000 달러
에 이르는 D1 VTR(비디오 테이프 레코더)의 장치에 사용된다.  방송업계에서는 이러한 값비싼 장치로 한 
번에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더욱이, 테이프를 로드(load) 또는 언로
드(unload)하는데 필요한 작업과, 테이프 운송장치, 테이프 헤드 및 테이프 자체의 누적된 손상 때문에 
테이프 처리 효율은 한정되어 있다.  특히,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는 동화상 및 다수의 다수의 광고 방
송과 같은 둘 이상의 프로그램 소스를 차례로 조합할 경우와 같이 테이프를 편집해야 할 때 사용하기 어
렵다.

비디오 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최종 사용자(end user)에게 전송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방송 기술에 
의한 방법(broadcast industry methods) 아니면 컴퓨터 기술에 의한 방법(computer industry methods)을 
사용한다.  방송 기술에 의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로 기록된 테이프의 형태로 데이터
를 저장한다.  컴퓨터 기술에 의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디스크 또는 테이프로 보강된 디스크에 압축된 디
지탈 포맷으로 기록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압축된 디지탈 포맷의 중요한 예로는 MPEG 비디오 압축 표준이 있으며, 이 MPEG 표준은 동화상 전문가 그
룹(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이 CD-ROM 디스크에 비디오 데이터를 기록하고 표준 텔레비젼 세트 또
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렇게 기록된 데이터를 재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압축
하지 않을 경우 디지탈 비디오는 엄청나게 큰 비디오 대역폭 및 저장 능력을 필요로 한다.  에이 피 프로
페셔널(AP  Professional)의  8  페이지에  잔  오저(Jan  Ozer)가  기술한  멀티미디어용  비디오  압축(Video 
Compression for Multimedia)을 예로 들면 압축하지 않은 전형적인 비디오 파일은 각 프레임당 76,800 픽
셀로 320×240 의 해상도를 갖는다.  따라서, 24 비트 칼러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각 프레임을 나타내려
면 약 230kB(킬로바이트) 또는 1.84Mb(메가비트)가 필요하다.  만약 텔레비젼 프레임을 전송하는 표준 속
도의 절반인 1초에 15 프레임의 속도로 이러한 비디오 데이터를 나타내려면 3.456MBs(초당 메가바이트) 
또는 27.7Mbs(초당 메가비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2배속 CD-ROM 드라이버는 필요한 대역폭의 1/10도 안
되는 약 300kBs 만을 전송한다.

잔 오저(Jan Ozer)가 또한 기술한 같은 문헌의 364-365 페이지 내용과 같이, 1991년에 MPEG 위원회는 현
재 MPEG-1으로 알려진 첫번째 MPEG 표준을 도입하였다.  MPEG-1은 1.5Mbs(초당 메가비트) 데이터 속도를 
가지며 1초에 30 프레임으로 325×240 픽셀의 표준 이미지 포맷(Standard Image Format; SIF)으로 구성되
는 비디오 표준이다.  1994년 봄에 채택된 MPEG-2 로 알려진 두번째 MPEG 표준은 4Mbs에서 16Mbs의 데이
터 속도로 1초에 60 프레임 재생을 규정한 방송표준이다.  MPEG-1 표준이 달리 사용될 경우에는 전송되는 
데이터 속도를, 예를 들어 1.544Mbs, 2.048Mbs 및 3.0Mbs로 변경할 수 있다.  낮은 데이터 속도는 데이터
를 전송하고 복호화하는 시스템이 보다 단순한 경우에 사용되며, 반면에 높은 데이터 속도는 보다 많은 
픽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보다 큰 디스플레이 영역, 보다 빠르고 보다 복잡한 움직임이 있는 동화상 시
퀀스에 관련있는 시스템과 보다 높은 품질의 화상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된다.

점차 중요해지는 MPEG 표준에 따라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응용은, 예를 들어 호텔 또는 주거지역
내의 가정으로 연장될 수 있는 케이블 텔레비젼 시스템(cable television system)으로 MPEG 포맷의 동화
상을 제공하는 비디오 서버(video server)로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다.  각 텔레비젼 세트는 
그것의 최상부에 배치될 수 있는 '셋톱 박스(set-top box)'를 통해 케이블 시스템에 연결된다.  각 셋톱 
박스는 MPEG 포맷으로 수신된 데이터를 북미(North America), 중미(Central America) 및 일본의 NTSC(미
국 텔레비젼 방식 위원회(National Television Standards Committee)) 포맷, 대부분의 유럽, 중동(Middle 
East), 아프리카 및 남미(South America)의 PAL(Phase Alternation Line) 포맷 또는 프랑스, 러시아 및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SECAM(Sequential Couleurs a Memoire) 포맷과 같이 표준 텔레비젼 세트에 의해 수
신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한다.

MPEG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한계는 그것을 발생 또는 '포획(capture)'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OS/2 Warp, Unleashed(Sams Publishing, pp. 752-753)에서 데이비드 모스코위츠(David 
Moskowitz) 및 데이비드 컬(David Kerr) 등에 따르면 MPEG 이미지를 포획하는 어댑터 하드웨어의 비용은 
10,000 내지 20,000 달러이며 서비스 업체(service shops)는 MPEG 데이터를 발생하는데 분당 통상 100 달
러를 청구한다.  MPEG 데이터를 발생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것은 MPEG 포맷을 사용하여 기록된 비디오 
세그먼트들이 편집과정에서 서로 쉽게 결합될 수 있는 반면에 일단 세그먼트가 발생되면 그 포맷은, 예를 
들어 다른 데이터 속도로 전송하기 위해 쉽게 변경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MPEG 포맷을 사용하
여 상이한 데이터 속도로 기록된 비디오 세그먼트들을 순차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발
생한다.  즉,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통신 카드는 여러 가지 데이터 속도로 MPEG 데이터를 전
송할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수신하는 셋톱 박스도 여러 가지 데이터 속도로 수신할 수 있지만 셋톱 박
스에 연결된 텔레비젼 모니터를 보는 사람에게 '이은 데가 없는(seamless)' 또는 부드러운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세그먼트들을 상이한 속도로 순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다수의 미국 특허는 순차적인 방식의 상이한 속도로 데이터를 부드럽게 표시하는 방법을 개시하지 않고서 
데이터 속도 변경을 다룬다.  특히, 부호화된 부드러운 비디오 신호를 예를 들어 NTSC 포맷에 따라 발생
시키는 방식에서 순차적인 상이한 속도로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의 패킷들을 표현하는 것의 문제점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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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오타니(Otani)의 미국 특허 제 5,367,522 호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데이터 
형태 매체 정보(data type media information)와는 다른 정보의 복합적인 조건들(complexed conditions)
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경되어 보다 더 부드러운 멀티미디어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멀티미디어 통신 장치
를 기술한다.  이러한 장치는 제어 데이터는 낮은 전송 속도로 전송하고 음성(voice) 및 이미지와 같은 
다른 매체 정보는 데이터 정보의 수신중에 고속으로 전송하도록 배치된다.  데이터 정보가 전송될 때 제 
1 선택 장치는 데이터 정보의 종류 및 데이터 정보와는 다른 매체 정보 형태의 복합적인 조건에 따라 데
이터 정보의 최적의 최대 전송 속도를 선택한다.  제 2 선택 장치는 데이터 정보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최적의 전송 속도를 선택한다.  더욱이, 맥스웰(Maxwell) 등의 미국 특허 제 4,924,456 호는 원격 모뎀
(remote modem)과의 연결 시퀀스동안의 저속(lower-speed)의 전이중 전송 동작(full-duplex operation)을 
수반하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procotol)과, 데이터 전송을 위해 고속(higher-speed)의 반이중 전송 동
작(half-duplex operation)으로 전환하는 자동 스위치(automatic switch)를 가지는 모뎀을 개시한다.  또
한, 모뎀 데이터 전송은 데이터 전송 요구에 따라 저속의 상호 작용 동작 및 고속 동작사이에 인식되지 
않는(transparent) 변경을 수반하며 전송 데이터 버퍼의 내용을 감시(monitoring)하고 모뎀 전송 장치로 
모드 제어 명령을 제공하는 프로세서가 동작을 제어한다.

선행 특허의 다른 예는 특히 신호가 전송되는 속도를 정합(match)시키기 위한 스위치 전송 인터페이스
(switching transmission interfaces) 또는 모뎀에 관련된다.  예를 들면, 리즈(Lese) 등의 미국 특허 제 
4,761,800  호는  터미널과  데이터  모듈(data  module)사이의  데이터를  접속시키는  비동기 인터페이스
(asynchronous interface)를 개시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전송되는 데이터의 속도가 결정되어야 할 
때마다 첫번째 수신된 문자의 시작 비트의 주기(period)를 측정하는 카운팅 회로(counting circuitry)를 
구성하여 전송되는 데이터의 속도를 결정한다.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새롭게 결정된 데이터 속도로 조절
되며 첫번째 문자의 나머지 비트들을 수신하고 새로운 속도로 다음 문자들의 비트들을 수신한다.  또한, 
우에노(Ueno) 등의 미국 특허 제 5,208,831 호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개시하며 이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 시스템은 그 안에 제공된 검출기 및 선택기를 사용하여 상이한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지는 각 
네트워크 스테이션(network stations)에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윌슨(Wilson) 등의 미국 특허 제 4,616,314 호는 자기 클럭킹 비동기 데이터(self-clocking asynchronous 
data)의 수신에 대해 기술하며 3개의 신호 라인을 가지는 버스에 연결된 마이크로컴퓨터(microcomputer)
를 포함하는 데이터 수신기를 개시한다.  이러한 신호 라인중 제 1 및 제 2 라인에 연결된 제 1 배타적 
논리합 게이트(exclusive-OR gate)는 데이터 블럭의 비트들을 검출한다.  인터럽트 제어 신호(interrupt 
control signal) 및 제 1 배타적 논리합 게이트의 출력은 제 2 배타적 논리합 게이트에 연결되며 제 2 배
타적 논리합 게이트는 데이터 비트에 응답하여 인터럽트되는 수신 마이크로컴퓨터의 인터럽트 입력에 연
결된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하고, 수신 마이크로컴퓨터는 다음에 데이터 비트들사이에서 유휴 상태(idle 
state)를 위한 인터럽트를 생성하는 인터럽트 제어 신호의 이진 상태(binary state)를 변경한다.  데이터 
비트들사이의 유휴 상태에 의해 인터럽트되는 경우에 수신 마이크로컴퓨터는 인터럽트 데이터 비트의 이
진 상태를 변경하며 제 3 데이터 라인으로 리턴 데이터 비트를 인가한다.  수신된 데이터 블럭은 어드레
스 및 데이터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베지(Baji) 등의 미국 특허 제 5,027,400 호는 프로그램 및 광고 방송 세그먼트들의 순차적인 전송에 대
해 기술하며 방송국 및 가입자 터미널들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양방향 방송 시스템을 개시한다.  비동기 
전송 모드(Asynchronous Transfer Mode;ATM)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송은 현재의 전화 네트워크로 혹은 케
이블 텔레비젼 시스템에서 발전된 세계적인 네트워크(world-wide  network)의 형태인 광대역(broadband) 
종합 서비스 디지탈 네트워크(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ISDN)를 통해 데이터를 교환한다.  
방송국은 동화상과 같은 프로그램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를 액세스하는 프로그
램 전송기와 광고 방송 내용을 전송하기 위해 광고 방송 데이터 베이스를 액세스하는 광고 방송 전송기를 
포함한다.  프로그램 및 광고 방송 전송기의 다른 동작은 주 제어 장치(main control unit)내에서 발전된 
세팅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어떤 조건하에서 가입자는 그가 선택하는 프로그램 재료에 관계없이 어느 
광고 방송을 볼 것인지 결정한다.  프로그램 정보는 광고 방송이 삽입될 수 있는 때를 가리키는 인덱스
(index)를 포함할 수 있다.  동화상 프로그램 정보와 정지 화상 광고(still picture commercial)의 조합
이 고려되지만 압축된 동화상 데이터 및 광고 방송 데이터를 상이한 데이터 속도로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한 양상에 따르면, 디지탈로 부호화된 전송 속도 정보를 포함하는 다수의 디지탈 비디오 데이
터 세그먼트들로 도착되는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은 전
송될 시퀀스를 반영하는 바람직한 시퀀스로 도착된다.  본 발명의 방법은 각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를 
데이터 버퍼에 저장하고, 각각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에 대응하는 다수의 데이터 구조(data structure)
를 구성하며 바람직한 시퀀스에 대응하는 순서로 각 데이터 구조로부터 정보를 판독하며, 전송 라인의 속
도 변경이 필요할 때 다음에 전송될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에 대응하는 특정 데이터 구조내의 라인 속도 
코드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비디오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조절하는 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변 속도 클럭
을 설정한다.   데이터 버퍼에 저장되는 각 데이터 구조는 데이터 구조에 대응하는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
트의 포인터와 부호화된 전송으로부터 얻은 라인 속도 코드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 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네트워크의 블럭도이다.  동화상은 컴퓨터 시스템(computing system)으로 구
성된 비디오 서버(12)로부터 다수의 텔레비젼 세트(10)로 각 텔레비젼 세트(10)에 연결된 셋톱 박스(14)
를 통해 배포된다.

각각의 셋톱 박스(14)로는, 예를 들어 워싱턴주 시애틀 소재의 스텔러 원사(Stellar One Corporation)가 
판매하는 스텔러 1000 대화형 디지탈 비디오 터미널(Stellar 1000 Interactive Digital Video Terminal)
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NTSC 또는 PAL 포맷으로 입력되는 MPEG 1, MPEG 1＋, 또는 MPEG 2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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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지고 동작하며, 이런 입력으로는 T1 1.544Mbs, E1 2.048Mbs또는 ADSL-3 6.4Mbs일 수 있다.

비디오 서버(12)는 프로세서(16), 직접 액세스 저장 장치(Direct Access Storage Device; DASD)(20, 21) 
및 시스템 버스(22)와 같은 다수의 통상적인 장치를 포함한다.  DASD(20, 21)는 하드파일(hard-file) 혹
는 플로피 디스켓 파일(folppy diskette file) 및 CD-ROM(컴팩트 디스크, 판독전용메모리)와 같은 자기 
메모리 장치(magnetic memory device)를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 버스(22)에는 또한 시스템 RAM(랜덤 액
세스  메모리)(24)과,  시스템  RAM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시스템  DMA(직접  메모리  액세스(Direct 
Memory Access)) 회로(25)가 연결된다.  본 발명의 동작에 필요한 데이터 속도를 이루기 위해서 시스템 
버스(22)는 바람직하게 IBM 마이크로채널 버스 또는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이다.

향상된 통신 특성을 제공하기 위해 통신 카드(communication card)(26)가 또한 시스템 버스(22)에 연결되
어 있다.  이러한 통신 카드(26)로는, 예를 들어 IBM ARTIC960(실시간 인터페이스 코프로세서(Real-Time 
Interface Coprocessor)) 어댑터 카드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런 어댑터 카드는 메모리 제어기(31)에 연
결된 코프로세서(28) 및 카드 RAM 메모리(30)를 가지며, 이 메모리 제어기(31)는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
(34)를 통해 시스템 버스(22)와 교대로 연결되는 CFE(공통 프론트 엔드(Common Front End)) 버스(32)에 
교대로 연결된다.  CFE 버스(32)는 또한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카드(application interface card)(4
0)내의 출력 DMA 회로(42)에 연결된다.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카드(40)는 통신 카드(26)에 도터카드(daughter card)로서 연결되며 그 종류에 
따라 4개(도시된 바와 같음), 8개 또는 16개의 출력 포트(46)를 포함하며 각 출력 포트는 출력 DMA 회로
(42)에서 연장된 AIB(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버스(Application Interface Bus))(47)를 통해 구동된다.  
각각의  출력  포트(46)는  출력  라인(48)에  연결된다.   가변  속도  클럭  회로(variable-speed  clock 
circuit)(48a)도 또한 각각의 출력 포트(46)에 연결된다.  각 클럭 회로(48a)는 코프로세서(28)에 의해 
액세스되는 드라이버 인에이블 레지스터(driver enable register)(도시안됨)에 연결된다.  이러한 드라이
버 인에이블 레지스터는 선택될 상이한 클럭 속도 수에 따라서 클럭 속도를 결정하기 위해 설정되는 1 또
는 2 비트를 포함한다.  출력 DMA 회로(42)는 연결된 클럭 회로(48a)에서 펄스(pulse)가 발생될 때 카드 
RAM 메모리(30)내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각 출력 포트(46)를 통해 구동한다.  출력 DMA 회로(42)는 
또한 각 출력 포트(48)를 통한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는 제어워드(control words)를 임시로 저장하는데 사
용되는 상주(resident) RAM 메모리(48b)를 포함한다.

카드 RAM 메모리(30)는 비디오 및 제어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버퍼(49)와, 출
력 포트(46)와 연관된 각 채널을 위해 사용되는 FIFO 버퍼(50) 및 포인터 버퍼(50a)를 포함한다.  데이터 
버퍼(49)는 통신 카드(26)로 전송되는 데이터 속도를 출력 포트(46)로부터 데이터가 전송되는 속도로 변
경할 수 있을 만큼의 버퍼링 능력(buffering capability)을 갖는다.  데이터 버퍼(49)로부터 데이터가 판
독될 때 메모리 제어기(31)는 메모리(30)가 완전히 비어 필요할 때 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데이터를 메모리(30)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카드 RAM 메모리(30) 용량을 
초과하여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데이터를 메모리에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 1에 도시된 시스템의 동작중에 동화상 및 광고 방송(commercials)과 같은 프로그램의 순차적 
세그먼트(segments)로 구성되는 데이터가 DASD 장치(20, 21)로부터 판독되어 4개의 출력 라인(48)에 순차
적으로 출력된다.  각각의 셋톱 박스(14)는 이러한 각 출력 라인(48)에 채널 선택 스위치(51)를 통해 교
대로 연결되며, 그 결과 각 가입자(subscriber)는 언제든지 출력 라인(48)중의 어느 한 라인을 따라서 구
동된 정보로부터 텔레비젼 화상을 볼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도 1 에 도시된 4개의 출력 포트(46)
만을 가지는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카드는 각 가입자에게 채널선택 기회를 더 넓혀주는 8개 또는 16개
의 출력 포트를 가지는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카드로 대체될 수 있다.  더욱이, 두 개 이상의 통신 카
드(26)를 컴퓨터 시스템(12)내의 시스템 버스(22)와 연결된 슬롯(slots)에 설치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수
용한계는 시스템 버스(22)의 수용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도 2는 본 발명이 사용되는 다른 네트워크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컴퓨터 장치(12)는 비디오 서버로 사용
되며 도 1에 기술된 것과 동일하다.  각각의 출력 라인(48)은 셋톱 박스(14)에 연결되며, 셋톱 박스(14)
는 다음으로 텔레비젼 세트(10)에 연결된다.  즉, 각 셋톱 박스(14)는 비디오 서버(12)의 각 출력 포트
(46)(도 1)에 유선으로 연결된다.  제어 박스(52)는 각 텔레비젼 세트(10)에 결합되며 비디오 서버(12)로 
입력을 제공한다.  각 제어 박스(52)의 출력은 선택된 프로그램이 특정 출력 라인(48)을 통해 제공되도록 
채널 선택 데이터를 제공하며 비디오 정보 표현의 시작, 중지 및 되돌리기(reversing)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제어를 제공한다.  하나의 통신 카드(16)(도 1)에 출력 라인(48)은 16개까지 제공될 수 있고 
이런 통신 카드가 하나 이상 비디오 서버(12)에 포함될 수 있다.

도 3 은 코프로세서(28)(도 1)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54)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럭도이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54)은 출력 포트(46)(도 1)를 통한 비디오 데이터의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55)를 포함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55)는 실행시간에 수행되는 실행
시간 서브루틴(run-time subroutine)(56)과, 인터럽트가 처리될 때 수행되는 인터럽트 처리기(interrupt 
handler)(58)를 포함한다.

도 4는 다수의 기록 제어 블럭(Write Control Blocks; WCB)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WCB(60)은 하나
의 출력 포트(46)(도 1)를 통해 비디오 데이터의 출력을 제어하는 예로 사용되며 동화상의 첫번째 부분다
음에 상이한 데이터 속도의 광고 방송이 뒤따르고 그 다음에 다시 동화상의 두번째 부분이 뒤따르는 것에 
관련된 특정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데이터 버퍼(49)로의 비디오 데이터 및 관련된 제어 정보의 일반적인 흐름은 도 1 및 도 4 를 참조하여 
기술될 것이다.  각각의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는, 예를 들어 MPEG-1 포맷을 사용하여 압축된 방식으로 
기록된다.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는 전형적으로 64K 바이트보다 1바이트 작은 크기를 가지므로 64K 바
이트를 전부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제거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데이터가 전송될 채널 또는 
출력 포트(46), 데이터가 전송될 라인 속도(line speed) 및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 자체의 길이를 식별
하는 제어 정보를 포함한다.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는 프로세서(16)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
램을 통해 시스템 RAM 메모리(24)에서 판독될 수 있는 형태로 DASD장치(20, 21)중의 어느하나 또는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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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장된다.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로부터 각 출력 채널(즉, 각 출력 포트(46)를 통한 전송)로 지정된 
데이터는 시스템 프로세서(16)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제어하에 시스템 버스(22)를 통해 올바른 순
서로 통신 카드(26)로 전송된다.

코프로세서(28)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54)은 비디오 데이터 구조(data structure)를 카드 
RAM 메모리(30)의 데이터 버퍼 부분(49)에 저장하며 각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에 대해 WCB(60)와 같은 
WCB를 발생한다.  각각의 WCB는 WCB와 연관된 비디오 데이터의 특정 세그먼트로 무엇이 행해져야 할지를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다수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다중채널(multiple 
channel)은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채널이 산재된(interspersed) 채로 동시에 사용
되지만 각 세그먼트가 지정될 채널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각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와 연관된 제
어 정보를 갖는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54)이 각각의 WCB를 발생하는 경우 그것은 비디오 데이터 세
그먼트가 전송된 특정 채널을 확인하여 이 채널을 식별하는 'devhandle' (장치 처리)라 불리는 변수를 발
생한다.

본 발명은 상이한 라인 속도(데이터 속도)로 비디오 세그먼트들을 순차적으로 전송하게 하는 특정 프로세
서를 제공한다.  따라서, 각 WCB의 데이터는 WCB와 연관된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가 전송될 라인 속도를 
식별하는 변수 'bitratetrans'를 포함한다.  비디오 전송의 시작에서의 첫번째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 
또는 속도 변경후의 첫번째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와 연관된 WCB는 원하는 라인 속도에 따라 결정된 영
이 아닌 값의 'bitratetrans' 변수를 갖는다.  다른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과 연관된 WCB은 라인 속도
가 변경되지 않아야 함을 나타내도록 영의 값을 가지는 'bitratetrans' 변수를 갖는다.

통신 카드(40)에서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이 도착하는 순서와 각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에 연관된 출
력 채널을 알면 코프로세서(28)에서 실행되고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을 수신하여 데이터 버퍼(49)내에 
저장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54)으로 각 출력 채널을 통해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WCB 및 비
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이 어떻게 정렬되어야 하는지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이러한 메모리
는 비디오 전송과정에서 버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54)의 제어하에서 각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의 데이터가 데이터 버퍼(49)내에 따로 저장될 때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에 대응
하는 WCB는 데이터 버퍼(49)의 다른 부분에 기록되어 저장된다.  또한, 각 WCB가 저장되는 어드레스는 카
드 RAM 메모리(30)의 또 다른 부분을 형성하는 어드레스 FIFO 버퍼(50)에 기록된다.  이러한 어드레스들
은 대응하는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이 수신되는 순서로 저장되며, 이후 검색(retrieve)된다.  또한, 
WCB에 대응하는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가 저장되는 관련 어드레스는 'writebuffer(기록버퍼)' 포인터의 
형태로 WCB 데이터에 기록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의 FIFO 버퍼(50)에는 FIFO 버퍼(50)와 관련된 출
력 포트(46)를 통해 전송될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과 관련된 WCB의 어드레스들이 채워지며, 이런 어드
레스들은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의 순서와 동일하게 정렬된다.

또한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은 길이가 변할 수 있으므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54)은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에 연관된 WCB의 데이터내에 'length' 변수의 형태로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의 일부로서 저장된 
제어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각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의 길이를 기록한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WCB
은 64K-1 바이트와 같이 출력 DMA 회로(42)에 의해 전송될 수 있는 최대 길이와 동일한 길이를 가진다.

WCB(60)와 같은 데이터 구조의 상세한 내용 및 그 사용에 대해서는 도 1,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기술
될 것이다.  DMA 회로(42)의 기능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다수의 채널들 사이에서 나누어지며 각 채
널은 출력 포트(46)중의 어느 하나를 통해 데이터를 구동한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카드
(40)의 종류에 따라 4개, 8개 또는 16개의 채널이 있을 수 있다.  각 채널은 32비트 채널 제어 레지스터
(Channel  Control  Register;  CCR)를  포함하는 관련  레지스터(59)와  DMA  회로(42)의  내부  메모리 구조
(48b)에 의해 제어된다.  하나의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를 채널로 전송하기 위해 출력 DMA 회로(42)를 
프로그램하는 과정에서 채널 색인 블럭(Channel Descriptor Block; CDB)이 발생되어 그 채널과 관련된 레
지스터(59)에 기록된다.  WCB(60)의 예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WCB는 데이터 버퍼(49)내에 저장된 
관련 비디오 데이터의 어드레스를 제공하는 포인터(62), 비디오 데이터가 출력으로서 제공될 라인 속도를 
나타내는 라인 속도 코드(64) 및 CDB(66)를 포함한다.  각 CDB(66)는 출력 DMA 회로(42)가 수행할 특정 
동작을 나타내는 채널 제어 워드(Channel Control Word; CCW)(68)를 포함한다.

[표 1]

CDB의 구조

struct cdb｛

RIC_ULONGdmabytecount;/*bytes transfered*/

RIC_ULONGop1readdata; /*AIB bus data read*/

RIC_ULONGop2readdata; /*AIB bus data read*/

RIC_ULONGaibopaddr;   /*AIB address     */

RIC_ULONGop1writedata;/*AIB bus data    */

RIC_ULONGop2writedata;/*AIB bus data    */

RIC_ULONGmemptr;      /*pointer to memory*/

RIC_ULONGdmaiolen;    /*byte to transfer*/

RIC_ULONGchainpointer;/*chain of CDBs */

RIC_ULONGchannelctrl;/*channel control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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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TABLE 1)은 각 CDB의 구조를 정의한 것으로, 'RIC' 는 파라미터가 ARTIC 인터페이스 코프로세서를 
위해 정의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변수 'dmabytecount' 는 출력 DMA 회로(42)에 의해 이전 CDB로 전송된 
바이트  수를  제공한다.   변수  'op1readdata',  'op2readdata',  'albopaddr',  'op1writedata'  및 

'op2writedata'는 데이터 전송동작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CDB(66)내 정보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영으
로 채워진다.  변수 'memptr'는 도 4 에 포인터(62)로 도시되어 있으며 현재 CDB(66)에 관련된 데이터 버
퍼(49)내의 비디오 데이터를 가리킨다.  변수 'dmaiolen' 은 전송될 버퍼내의 바이트 수를 나타낸다.  변
수 'chainpointer'는 데이터 버퍼(49)내의 다음 CDB를 가리킨다.  변수 'channelctrl'는 도 4에 CCW로 도
시되어 있으며 출력 DMA 회로(42)가 수행하는 동작을 나타낸다.

[표 2]

WCB의 구조

struct rcss_i_write

RIC_ULONGcmd;/*function code   */

RIC_PROCESSIDprocessid;  /*calling process id   */

RIC_ULONGdevhandle;   /*device handle        */

RIC_ULONGretcode;     /*return code     */

RIC_ULONGreqint; /*interrupt requested  */

struct rcss_i_writewrite *nextptr;/*pointer to next element */

         /*on queue */

RIC_ULONGwritestatus;  /*status bits      */

RIC_ULONGwritecount;  /*number of characters */

/*written*/

unsigned char*writebuffer;/*addr of appl output */

/*buffer*/

RIC_ULONGlength;     /*time to complete write*/

unsigned chartypewrite;   /*type of write           */

unsigned chartypepost;    /*used to notify processor*/

unsigned charbitratetrans; /*bits/sec to transmit    */

unsigned charreserved1[9] /*reserved for future     */

struct cdb   cdb;          /*write channel descriptor*/

/*block*/

struct cdb   dummycdb;    /*dummy block*/

struct rcss_i_write*cnextptr;/*ptr to next elem on */

  /*complete Q */

unsigned charioproc; /*used by iscs            */

표  2는  각  WCB(60)의  구조를  정의한  것으로,  'cmd'  변수는  수행될  동작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능코드
(function code)를 제공한다.  이러한 동작의 예로는 오픈(open), 클로즈(colse), 셧다운(shutdown) 및 
리셋(reset)이 있다.  변수 'processid' 는 포트 사용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드라이버
를 호출하는 과정을 식별한다.  변수 'devhandle'는 WCB에 연관된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가 전송될 채널
(또는 출력 포트(46))을 식별한다.  불법 동작(illegal operation)이 요구되는 경우에 드라이버가 변수 

'retcode'를 채운다.  변수 'reqint'는 인터럽트가 요구됨을 나타낸다.  포인터 '
*
nextptr'는 WCB사이를 

연결하는  다음  WCB를  가리킨다.   언더런(underrun)과  같은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  드라이버가  변수 
'writestatus'를  채운다.  드라이버는 또한 기록된 문자의 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변수 'writecount' 
를 채운다.  포인터 'writebuffer'는 데이터 버퍼(49)내의 이러한 특정 WCB에 연관된 비디오 데이터를 가
리킨다.  변수 'length'는 기록하는 문자의 수를 나타낸다.  변수 'typewrite' 및 'typepost'는 사용되지 
않는다.

변수 'bitratetrans'는 도 4의 라인 속도 코드(64)로 표시되어 있으며, WCB에 연관된 비디오 데이터가 전
송되는 속도를 나타낸다.  비디오 데이터는 라인 속도 코드값이 1이면 1.544Mbs로, 라인 속도 코드값이 2
이면 2.048Mbs로, 라인 속도 코드값이 3이면 3.088Mbs로 전송될 것이며, 라인 속도 코드값이 영일 경우엔 
이전 WCB의 속도로 전송될 것이다.  따라서, 영이 아닌 라인 속도 코드는 전형적으로 라인 속도가 변경될 
경우에만 제공된다.

변수  'reserved1[9]'는  사용되지  않는다.   변수  'cdb'는  CDB가  기록될  것임을  나타낸다.   변수 
'dummycdb'는 다음 CDB의 포인터 'nextptr'가 기록되지 않았을 경우 출력 DMA 회로(42)를 중지시키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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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dummy) cdb이다.  이러한 'dummycdb' 특성은 어떤 에러 조건하에서, 그리고 비디오 프로그램의 끝에서 
사용된다.  변수 'ioproc'는 사용되지 않는다.

도 4의 예에서, 첫번째 동화상 세그먼트는 데이터 버퍼(49)내의 첫번째 동화상 데이터의 포인터(62)를 포
함하는 첫번째 WCB(60)에 대응한다.  이 WCB(60)의 라인 속도 코드(64) 값은 1이므로 1.544Mbs의 라인 속
도가 사용될 것이다.  이 WCB(60)의 CCW(68)는 인터럽트가 발생되어 출력 DMA 회로(42)가 동작중이면 그 
동작을 중지시켜 프로세스가 초기화될 수 있도록 설정된다.  이러한 동화상 세그먼트로부터의 데이터 전
송은 다수의 WCB(70)를 가지고 계속되며, WCB(70) 각각은 동화상 데이터의 포인터(72)와 라인 속도 코드
(74)를 가지며, 여기서 라인 속도 코드(74) 값은 라인 속도가 변경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영이며 따라서 
CCW(76)는 인터럽트를 요구하지 않도록 설정된다.

이러한 첫번째 동화상 세그먼트에 이어서 보다 높은 라인 속도 또는 데이터 속도를 가지는 광고 방송 세
그먼트가 나타난다.  이러한 광고 방송 세그먼트의 시작은 이 광고 방송 세그먼트를 위한 첫번째 비디오 
데이터의 포인터(80)를  포함하는 WCB(78)가  나타낸다.   라인  속도  코드(82)가  2이면  비디오  데이터는 
2.048 Mbs 의 속도로 전송될 것이다.  CCW(84)는 요구된 대로 라인 속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인터럽트를 
요구하여 출력 DMA 회로(42)를 중지시키도록 설정된다.  이러한 광고 방송 세그먼트로부터의 데이터 전송
은 다수의 WCB(86)를 가지고 계속되며, WCB(86) 각각은 광고 방송 데이터의 포인터(88)와 라인 속도 코드
(90)를 가지며, 여기서 라인 속도 코드(90) 값은 라인 속도가 변경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영이며 따라서 
CCW(92)는 인터럽트를 요구하지 않도록 설정된다.

이러한 광고 방송 세그먼트에 이어서, 두번째 동화상 세그먼트는 이 두번째 세그먼트에서 첫번째 비디오 
데이터의 포인터(94)를 가지는 WCB(93)에 의해 시작된다.  라인 속도 코드(96) 값이 1이므로 라인 속도는 
다시 1.544Mbs가 된다.  라인 속도가 변경되므로 CCW(98)는 인터럽트를 요구하여 출력 DMA 회로(42)를 중
지시키도록 설정된다.  이러한 동화상 세그먼트로부터의 데이터 전송은 다수의 WCB(100)를 가지고 계속되
며, WCB(100) 각각은 동화상에서 다음 데이터의 포인터(102)와 라인 속도 코드(104)를 가지며, 여기서 라
인 속도 코드(104) 값은 라인 속도가 변경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영이며 따라서 CCW(106)는 인터럽트를 요
구하지 않도록 설정된다.

도 5는 코프로세서(28)(도  1)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54)(도  3)내의 실행 시간 서브루틴
(56)의 순서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1, 도 3 및 도 5를 참조하면, 실행시간 서브루틴(56)상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54)의 일
부는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시간동안에 각 FIFO 버퍼(50)로부터 어드레스들을 판독한다.  이러한 실행시간
이 시작될 때 실행 시간 서브루틴(56)은 시작 블럭(110)에서 시작되고 임의의 FIFO 버퍼(50)로부터 어드
레스가 수신되기를 기다린다.  블럭(112)에서 어드레스가 수신된 후, 서브루틴(56)은 블럭(114)에서 수신
된 어드레스로 WCB 데이터를 판독한다.  다음에 판단 블럭(116)에서 판독된 이 데이터를 조사하여 인터럽
트가 요구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플래그 비트가 설정되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플래그 비트
는 표 2의 'reqint' 변수를 나타낸다.  만약 인터럽트가 요구되었음을 나타내는 이 플래그 비트가 설정되
면 블럭(118)에서 WCB의 CCW 부분에 'int' 비트가 설정된다.  만약 인터럽트 플래그 비트가 설정되지 않
으면 이 부분의 'int' 비트는 이미 리셋(reset)된 것으로서 아무동작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에 판단 블럭(120)에서는 플래그 비트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WCB 데이터를 조사하여 라인 속도 변
경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표 2의 'bitratetrans' 변수에 연관된 비트들을 조사하므로써 
이루어진다.  만약 이러한 변수가 영(전송 시작시점에서는 가질 수 없는 값임)이면 속도 변경은 필요하지 
않으며 블럭(122)에서는 CCW가 출력 DMA 회로(42)를 인에이블(enable)하도록 형성된 레지스터에 한 비트
를 설정한다.  이와 달리 만약 'bitratetrans' 변수가 영이 아닌 값을 가지면 블럭(124)에서는 'int' 비
트와 출력 DMA 회로(42)를 디스에이블(disable)하기 위한 한 비트를 CCW 레지스터에 설정한다.  어느 경
우에나 CCW는 이 시점에서는 완료되며, 블럭(126)에서는 WCB의 일부인 표 2의 'devhandle' 변수에 의해 
식별된 특정 출력 채널에 관련된 CDB에 CCW를 기록한다.

다음에, 판단 블럭(128)에서는 출력 DMA 회로(42)가 동작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 시점에서 
이 DMA 회로(42)는 현재 고려중인 WCB의 'devhandle' 변수에 의해 식별된 특정 채널에 대해 턴온(turn 
on)되지 않았을 때 프로그램 표현의 첫번째 프레임을 제외하고는 동작중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이
러한 DMA 회로(42)가 동작중이 아니면 블럭(130)으로 진행된다.  또한 블럭(130)에서는, 현재 WCB가 프로
그램 표현의 첫번째 비디오 세그먼트에 대응하도록 결정되었으므로 클럭 속도는 표 2의 'bitratetrans' 
변수의 값에 따라 설정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DMA 회로(42)는 표 1에 도시된 구조를 갖는 CDB를 그것에 연관된 비디오 세그먼트를 
전송하는 채널에 결합된 레지스터(59)에 기록하므로써 프로그램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표현의 첫번째 비
디오 세그먼트의 경우 WCB의 CDB는 실행 시간 서브루틴(56)의 블럭(130)에서 레지스터(59)에 기록된다.  
이러한 첫번째 비디오 세그먼트에 연관된 WCB는 또한 '진행중(in-progress)' 큐(queue)의 첫번째 요소가 
되며, 상기 큐는 그 다음에 실행시간 서브루틴(56)의 과정을 통해 수행되는 다른 WCB을 포함한다.  또한 
블럭(130)에서는 이러한 진행중 큐의 시작이 이어서 발생하도록 첫번째 비디오 세그먼트에 연관된 WCB의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진행중 큐 포인터의 시작을 카드 RAM 메모리(30)의 포인터 레지스터(50a)에 기록한
다.

만약 블럭(128)에서 DMA가 동작중인 것으로 판단되면 실행 시간 서브루틴(56)은 블럭(132)으로 진행되어 
현재 고려중인 WCB는 진행중 큐에 체이닝(chained) 된다.  이러한 체이닝을 허용하기 위해 실행 시간 서
브루틴(56)은 사용되는 각 WCB의 어드레스를 임시로 저장한다.  블럭(132)이 수행될 때 실행 시간 루틴
(56)은 데이터 구조에서 현재 처리중인 WCB의 어드레스를 이전에 처리된 WCB의 데이터 버퍼(49)내에 포인
터 'chainpointer'로서 기록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중 큐가 형성되며 포인터 'chainpointer'에 의
해 식별되는 큐의 각 다음 요소로서 실행 시간 루틴(56)을 통해 처리된 WCB를 포함한다.  판단 블럭(12
8)에서 출력 DMA 회로(42)가 동작중이지 않음에 의해 식별되었던 프로그램 표현 시작에서의 첫번째 WCB의 
경우에 있어서, WCB는 새로운 진행중 큐의 첫번째 요소가 되어야 하므로 블럭(132)의 프로세스는 필요하
지 않다.  어느 경우이든 실행 시간 서브루틴은 블럭(130) 또는 블럭(132)에서 블럭(112)으로 되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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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될 다음 WCB를 기다린다.

블럭(132)에서 WCB 가 함께 진행중 큐에 체이닝되므로 이러한 WCB 각각에 대응하는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
트는 출력 DMA 회로(42)가 적절한 출력 포트(46)를 통해 전송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다.  
출력 DMA 회로(42)는 각 출력 포트(46)를 통해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를 구동하며, 특정 출력 포트(46)
에 결합된 가변 속도 클럭(48a)이 제공하는 펄스에 의해 이러한 전송 타이밍이 이루어진다.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각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에 연관된 CDB는 그 채널에 결합된 레지스터(59)에 기록된다.  WCB의 
일부를 형성하는 각 CDB의 구조는 표 1을 참조하여 기술되었다.

각 채널의 경우에 관련 가변 속도 클럭(48a)이 타이밍 펄스(timing pulse)를 제공할 때 DMA 회로(42)는 
대응하는 레지스터(59)내의 CDB의 변수 'memptr'를 규정하는 비트들에 의해 결정된 데이터 버퍼(49)의 어
드레스에서  발견된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를  전송한다.   다음  WCB는  레지스터(59)내의  CDB의  변수 
'chainpointer' 를 규정하는 비트들에 의해 지정된다.  CDB에 연관된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가 전송되므
로 다음 CDB는 레지스터(59)내로 판독된다.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의 전송이 완료되었을 때 전송된 바
이트 수는 데이터 버퍼(49)의 다음 WCB내에 저장되는 다음 CDB의 'dmabytecount' 변수에 기록된다.  이러
한 값이 기록되기 전에 변수 'dmabytecount'는 모두 F인 가능한 가장 높은 값을 갖는다.  만약 출력 DMA 
회로(42)가 영(zero)의 CCW를 가지는 CDB를 로드(load)하면 그것은 실행 시간 서브루틴(56)이 아직 처리
하지 않은 WCB에 대응하는 CDB에 대한 큐를 완료했으므로 중지된다.

필요하다면 출력 DMA 회로(42)는 동작을 중지하고 인터럽트를 전송하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에러 조건
때문이거나 혹은 라인 속도 변경 필요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다.  라인 속도 변경이 필요할 때 CCW는 
실행 시간 프로그램(56)(도 5)의 블럭(124)에서 기록된 DMA가 디스에이블되고 인터럽트가 발생되어야 함
을 나타내는 비트들을 포함한다.  DMA 회로(42)는 이러한 비트들을 판독할 때 동작을 중지하고 인터럽트
를 전송한다.  라인 속도 변경이 필요할 경우 DMA 회로(42)는 이 비트들이 실행 시간 서브루틴(56)에 의
해 설정된 이유는 모른 채로 'int' 및 'disableDMA' 비트에 반응한다.   

도 6 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54)(도 3)하에서 실행되는 인터럽트 처리기(58)의 순서도를 도시한 것이
다.  도 5 를 참조하여 기술한 실행 시간 서브루틴(56)은 비디오 데이터의 전송과 관련하여 WCB 를 처리
하는데 사용되는 반면에 다른 기능들은 실행 시간동안에 처리될 수 없으므로 인터럽트 처리기(58)의 동작
중에 수행되게 된다.  이러한 다른 기능들은 비디오 데이터의 그 다음 블럭들이 상이한 속도로 전송되도
록 전송에 연관된 클럭 속도를 변경하고 에러 인터럽트를 처리하며 실행 시간 서브루틴(56)에 의해 처리
되었던 WCB에 연관된 메모리를 해제(releasing)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 1, 3 및 6을 참조하면, 인터럽트 처리기(58)는 출력 DMA 회로(42)가 인터럽트를 발생할 때 시작블럭
(140)에서 시작된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에 출력 DMA 회로(42)는 전송하기 위해 할당되었던 비트 수로
부터 카운트다운(count down)하여 실제로 전송된 데이터의 비트수를 카운트(count)한다.  카운트된 수가 
영에 이를 때 터미널 카운트 비트가 설정되며 이것은 비디오 전송 부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나타
낸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비디오 전송 부분이 완료되기 전에 에러조건이 발생되면 출력 DMA 회로(42)
는 에러 인터럽트를 발생하여 터미널 카운트 비트가 설정되기 전에 인터럽트 처리기(58)를 시작한다.  이
러한 경우 판단 블럭(142)에서 터미널 카운트를 조사한 다음에 블럭(144)에서 에러 인터럽트를 처리한다.  
DMA 회로(42)는 에러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기 위해 동작을 중지하므로 블럭(144)에서는 DMA 회로를 다시 
시작하여 에러 처리기(58)의 요구된 동작을 완료한 다음에 출구블럭(145)로 진행한다.

한편, 만약 터미널 카운트가 설정되었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에러 인터럽트를 처리할 필요가 없으므
로 인터럽트는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처리하는데 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처리되는 인터럽
트의 첫번째 부분은 관련 출력 포트(46)를 통해 완료된 큐로 전송되었던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에 연관
되는 진행중 큐로부터의 WCB을 배치하는데 관련되므로 데이터 버퍼(49)에서 이러한 WCB이 차지하는 메모
리 공간은 다른 사용자를 위해 회수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판단 블럭(142)에서 판단된 대로 터미널 
카운트가 설정되면 인터럽트 처리기(58)는 블럭(146)에서 WCB가 진행중 큐의 시작 포인터를 식별하였는지
를 검사한다.  이러한 포인터는 카드 RAM 메모리(30)의 포인터 레지스터(50a)에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큐의 WCB은 서브루틴(56)의 블럭(132)에서 연결된 리스트로 함께 체이닝되었으므로 이러한 리스트는 쉽게 
전송될 수 있다.

판단블럭(148)에서 각각의 WCB에 대해 이러한 리스트를 따라 진행되는 판단은 현재 WCB의 'nextptr' 변수
를 사용하여 얻은 리스트의 다음 WCB의 'dmabytecount' 변수를 검사하므로써 이루어진다.  만약 이러한 
'dmabytecount' 변수가 모두 F를 가지는 값과 다르게 설정되면 이러한 WCB에 연관된 비디오 데이터는 전
송되었고, 그래서 다음 WCB의 데이터를 블럭(150)에서 판독하여 판단 블럭(148)에서 검사한다.  이러한 
과정은 판단 블럭(148)에서 모두 F를 가지는 값과 동일한 'databytecount' 변수를 가지는 WCB를 만날 때
까지 계속된다.  이 시점에서 블럭(152)에서는 현재 WCB 이전의 WCB, 즉 전송되었던 비디오 데이터에 대
응하는 마지막 WCB의 변수 'nextptr'에 대해 널 어드레스(null address)(모두 영을 가짐)를 기록하여 WCB
의 리스트내 요소들 사이의 연계(linkage)를 깨뜨린다.  포인터 레지스터에서 진행중 큐의 시작 포인터는 
현재 WCB로 이동되어 진행중 큐의 WCB을 평가하는 이러한 과정은 지금 종료하는 포인트를 이어서 시작할 
것이다.

블럭(152)에서의 처리가 완료된 후에 출력 포트(46)를 통해 관련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출력 DMA 
회로(42)가 사용하지 않는 첫번째 WCB인 현재 WCB는 출력 DMA 회로(42)가 라인 속도 변경이 필요함을 결
정하였으므로 인터럽트 처리기(58)를 시작하는 인터럽트가 발생되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사된
다.  이러한 판단은 표 2를 참조하여 기술되었던 WCB의 'bitratetrans' 변수를 검사하므로써 이루어진다.  
만약 이러한 변수가 영이 아닌 값을 가지면 블럭(156)에서는 이 값을 현재 출력 채널에 결합된 가변 속도 
클럭(48a)의 속도를 설정하는데 사용한다.  만약 이러한 비트들이 설정되지 않아 모두 영이면 새로운 클
럭 속도는 필요하지 않다.

새로운 클럭 속도가 설정되면 DMA 회로(42)는 중지되고 블럭(160)에서 다시 시작된다.  만약 새로운 클럭 
속도가 설정되지 않으면 인터럽트 처리기(58)는 판단블럭(158)으로 진행되어 출력 DMA 회로(42)가 동작중
인지를 판단한다.  만약 출력 DMA 회로(42)가 동작중이지 않으면 블럭(160)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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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B의 데이터가 상술한 바와 같이 사용될 때 이 WCB 데이터 구조는 데이터 버퍼(49)에 유지된다.  만약 
이러한 데이터 구조가 차지하는 버퍼 공간을 실행 시간 서브루틴(56)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
램(54)에게  되돌려  주지  않으면  데이터  버퍼(49)가  금방  채워져서  새로운  WCB을  들여올  수  없다.   
따라서, 인터럽트 처리기(58)의 나머지 과정은 다른 사용자를 위해 완료된 큐에 배치되었던 WCB에 연관된 
메모리를 되돌려 주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과정은 인터럽트 처리기(58)가 블럭(146)에서 포인터 레지스
터(50a)에 설정되었던 포인터를 사용하여 완료된 큐의 시작으로 진행하므로서 블럭(162)에서 시작된다.  
다음에,  WCB의  리스트가  전송되는데  각각의  다음  WCB는  현재  WCB의  변수  'cnextptr'를  검사하여 
결정한다.  만약 이러한 변수가 판단 블럭(164)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널 값(null value)과 다른 어드레
스로 설정되었으면 블럭(166)에서 현재 WCB에 연관된 데이터 버퍼(49)의 메모리를 해제한다.  이것은 현
재 WCB의 변수 'writebuffer' 및 'length'에 의해 지정된 바와 같이 WCB를 저장하는데 사용된 메모리와 
관련 비디오 세그먼트를 저장하는데 사용된 메모리 둘다 포함한다.  블럭(166)에서는 또한 다음 WCB를 액
세스한다.

판단블럭(164)에서 널 값으로 설정된 변수 'cnextptr'를 가지는 WCB를 검사할 때, 완료된 큐의 끝에 도달
되어 이러한 블럭에 연관된 메모리가 해제되지 않고 인터럽트 루틴(58)은 출구블럭(145)에서 종료된다.

코프로세서(28)의 인터럽트 처리기(58)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54)은 데이터 버퍼(49)내의 
저장 공간 사용량을 추적한다.  이미 전송된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에 연관된 WCB이 차지하는 저장 공간
을 다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54)은 출력 DMA 회로(42)가 인터럽트를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은 에러 조건 또는 라인 속도 변경의 필요성으로 인해 인터럽트 없이 처리될 WCB이 너
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러한 인터럽트가 발생될 때 인터럽트 처리기(58)는 WCB을 진행중 큐에서 완
료된 큐로 이동하고 새로운 완료된 큐의 WCB에 연관된 데이터 저장공간을 재사용하기 위해 확보하므로서 
필요한 저장 공간을 확보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비디오 데이터를 나타내는 동안에 효과적으로 라인 속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체이닝에 의해 소프트웨어는 WCB을 큐에 넣고 하드웨어는 WCB 각각을 처리한다.  각 WCB에 대해서 인터럽
트 옵션이 제공된다.  라인 속도 변경에 필요한 각 인터럽트를 위해서 출력 DMA 회로(42)는 동작을 중지
한다.  이러한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 인터럽트 처리기(58)는 소프트웨어 상호 작용없이 한 WCB의 CDB부분
에서 그 다음으로 이동한다.  라인 속도 변경에서 출력 DMA 회로(42)가 인터럽트를 발생하고 동작을 중지
하도록 프로그램하는 것은 링크(link)에서의 유휴 시간(idle time) 없이 인터럽트 시간에 라인 속도를 변
경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것은 WCB의 CDB 부분에서 라인 속도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이루어진다.  가능
한 라인 속도 변경을 각 WCB와 연관시키는 것은 비디오 데이터의 특정 블럭에 대해 실시간 수행되는 라인 
속도가 변경 이전에 전송되어야 할 데이터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54)이 알 필요가 
없으므로 데이터의 독립성을 제공한다.

도 1 및 3을 참조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55), 실행 시간 서브루틴(56) 및 인터럽트 처리기(58)를 포함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54)은 바람직하게 디스켓 또는 컴팩트 디스크와 같은 착탈식 컴퓨터 판독가
능 매체(removable computer readable medium)(170)의 형태로 공급되며, 디스켓 또는 컴팩트 디스크는 이
러한 매체를 판독하도록 구비된 DASD 장치(21)에 삽입된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54)은 비디오 서버
(12)에  로드(loaded)된  후  DASD  장치(20)와  같은  하드파일(hardfile)에  저장된다.   서버(12)가 '부팅
(booted)'될 때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54)은 시스템 버스(22) 및 CFE 버스(32)를 통해 전송되어 카
드 RAM 메모리(30)에 로드되며 코프로세서(28)에서 이것을 실행한다.

도 7은 매체 스트리머(media streamer)(180)의 블럭도이다.  이것은 본 발명의 프로세스가 적용될 수 있
는 다른 형태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스케일성(scaleability), 높은 이용성(high availability) 및 
구조의 유연성(configuration  flexibility)을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4개의 구조적으로 다른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1) 낮은 대기 시간 스위치(Low Latency Switch)(182): 통신노드(184), 하나 이상의 저장노드(186, 187) 
및 하나 이상의 제어 노드(188)사이에서 데이터 및 제어 정보를 전송하는 주요 책무(primary task)를 수
행하는 하드웨어/마이크로코드 구성요소(hardware/microcode component).

2) 통신노드(184): 일반적으로 NTSC, PAL, D1, D2 등과 같은 방송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외부 지정 인터페
이스(externally defined interface)를 통해 (데이터를 등시적으로 전송하는) '재생' 또는 (데이터를 등
시적으로 수신하는) '기록'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책무를 수행하는 하드웨어/마이크로코드 구성요소.  디
지탈 비디오 인터페이스(digital-to-video interface)는 각 통신노드(184)의 출력에 접속된 다수의 비디
오 포트(185)내에 포함된 비디오 카드로 구현된다.

3) 저장노드(186, 187): 디스크 및 이와 연관된 저장 이용도 옵션과 같은 저장 매체를 관리하는 주요 책
무를 수행하는 하드웨어/마이크로코드 구성요소.

4) 제어 노드(188): 컴퓨터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외부 규정 서브시스템 인터페이스로부터 제어 커맨드를 
수신하여 실행하는 주요 책무를 수행하는 하드웨어/마이크로코드 구성요소.

정보는 패킷(packets)내의 스위치(182)를 통해 전송된다.  각 패킷은 헤더 부분(header portion)을 포함
하고,  이  헤더  부분은  스위치(182)내의  각  스위치  칩(switch  chips)의  각  크로스바  스위치 포인트
(crossbar switch points)의 스위칭 상태를 제어한다.  제어 노드(188)는 낮은 대기 시간 스위치(182)를 
통해 피어 투 피어 동작(peer-to-peer operation)을 인에이블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다른 노드(저장노드
(186, 187) 및 통신노드(184))에 제공한다.

도 8 은 통신노드(184)(도 7)의 내부 구성요소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도 7 및 도 8을 참조하면, 통신노드(184)는 낮은 대기 시간 스위치(182)와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스위치 
인터페이스 및 버퍼 모듈(190)을 포함한다.  비디오 데이터는 사용자 터미널(도시안됨)로 전송하기 위해 
스위치 인터페이스 및 버퍼 모듈(190)에서 스트림 버퍼 및 통신 인터페이스(192)로 직접 전송된다.  퍼스
널 컴퓨터(195)는 소프트웨어 모듈(196 및 198)을 포함하며, 이 소프트웨어 모듈들은 통신노드 제어(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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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스트림 시작/중지 동작)를 제공하며 다음의 등시적인 데이터 스트림을 발생하게  한다.  스트림 버
퍼 및 통신 인터페이스(192)의 또 다른 입력(200)은 출력 데이터를 프레임 동기화(frame 
synchronization) 시킨다.  이러한 부가적인 입력 데이터는 스트림 서버(180)의 전체 동작을 제어하는 시
스템 제어기(204)가 교대로 제어하는 자동 제어 장치(automation control equipment)(202)로부터 수신된
다.

각각의 제어 노드(188)는 퍼스널 컴퓨터로 구성되며 낮은 대기 시간 스위치(182)와 접속하는 스위치 인터
페이스 모듈을 포함한다.  각 제어 노드(188)는 정보를 통신노드(184) 및 저장노드(186, 187)로 제공하도
록 시스템 제어기(204)로부터의 입력에 응답하여 낮은 대기 시간 스위치(182)를 통해 원하는 상호접속이 
이루어지게 한다.  더욱이, 제어 노드(188)는 요구된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디스크 저장노드(186)로부터 
단계화(staging)하며 비디오 데이터를 스트림 전송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디스플레이 터미널로 전송
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제어 노드(188)는 또한 낮은 대기 시간 스위치(182)를 통해 전송된 
명령어로 테이프 및 디스크 저장노드(186, 187)의 동작을 제어한다.

도 1, 7 및 8을 참조하면, 도 7 및 8 에 도시된 시스템내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도 8의 퍼스
널 컴퓨터(195)는 일반적으로 도 1의 비디오 서버로 구성된다.  도 8의 스위치 인터페이스 및 버퍼(190)
의 기능은 도 1의 DASD 장치(20)와 같은 하드파일 DASD 장치가 제공하며, 반면에 도 8의 스트림 버퍼 및 
통신 인터페이스(192)의 기능은 도 1의 카드 RAM 메모리(30)가 제공한다.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는 통신 
포트(도시안됨)를 통해 비디오 서버의 버스(22)에 인가된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54)(도 3)은 낮은 
대기 시간 스위치(182)를 통해 전송된 패킷들과 동일하거나 이러한 패킷들의 일부분일 수 있는 비디오 데
이터 구조를 위해서 도 3 및 도 4 를 참조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WCB을 발생시킨다.

각 통신노드(184)의 출력은 압축된 비디오 세그먼트(즉, 비 등시적인 모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관련 비디
오 포트(185)에서는 이러한 압축된 디지탈 모드를 NTSC 또는 PAL과 같은 표준 텔레비젼 포맷으로 변환한
다.

따라서, 본 발명은 도 1-6을 참조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하나의 비디오 서버로서 동작하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아주 큰 시스템내의 통신노드로서 동작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하나의 비디오 서버
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데이터 속도로 표현될 수 있는 압축된 비디오 세그먼트들의 형태로 비디오 정보를 
제공한다.  아주 큰 시스템은 NTSC 또는 PAL과 같은 텔레비젼 분야 포맷으로 비디오 정보를 제공하며 통
신노드(184)와 비디오 포트(185)사이의 내부 데이터 전송은 연속적으로 변할수 있는 데이터 속도를 가지
고 수행된다.

비록 본 발명은 특정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형태로 기술되었지만, 이것은 단지 예시한것에 불과하며 첨부
된 청구범위에서 규정한 본 발명의 사상과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도 다양하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전송중에 가변할 수 있는 라인 속도 또는 초당 비트수의 전송율로 디지탈 비디오 세그먼트들을 다수의 전
송 채널을 따라서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각 전송 채널에 대해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
들은 기록 제어 블럭(WCB)으로 알려진 데이터 세그먼트들과 함께 데이터 버퍼에 저장된다.  각각의 WCB는 
그것이 연관된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의 포인터 및 바람직한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리키는 라인 속도 코
드를 포함한다.  WCB의 어드레스들은 각 전송 채널에 대해 확정되는 FIFO 버퍼에 저장된다.  WCB내의 부
호화된 정보가 속도 변경이 필요함을 나타내면 코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실시간 서브루틴은 각 WCB의 일
부를 형성하는 채널 제어 워드내에 비트들을 설정하여 DMA 프로세스를 중지하고 대응하는 비디오 세그먼
트가 전송될 때 인터럽트를 발생한다.  인터럽트 처리기는 새로운 라인 속도를 결정하고 가변 속도 클럭
을 설정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탈로 부호화된 전송 속도 정보를 포함하는 다수의 디지탈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로 도착되는 비디
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은 바람직한 시퀀스(preferred sequence)로 
도착됨 ― 에 있어서,

(a) 데이터 버퍼내에 상기 다수의 디지탈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의 상기 각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를 
저장하는 단계와,

(b) 다수의 데이터 구조(data structure)를 구성하는 단계 ― 상기 다수의 데이터 구조내의 각 데이터 구
조는 상기 다수의 디지탈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내의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에 대응하며, 상기 각 데이
터 구조는 상기 데이터 버퍼에 저장되며, 상기 각 데이터 구조는 상기 각 데이터 구조에 부합하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의 포인터(pointer) 및 상기 비디오 세그먼트의 상기 부호화된 전송 속도 정보로
부터 얻은 라인 속도 코드(line speed code)를 포함함 ― 와,

(c) 상기 데이터 구조가 부합하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의 상기 바람직한 시퀀스에 대응하는 순
서로 상기 각 데이터 구조로부터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와,

(d) 전송 라인의 속도 변경이 필요할 때, 다음에 전송될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에 대응하는 특정 데이터 
구조내의 상기 라인 속도 코드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조절하는 펄
스(pulses)를 제공하도록 가변 속도 클럭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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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데이터 구조로부터 상기 정보를 판독한 후 상기 각 데이터 구조는 상기 데이터 구조가 부합하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전송을 기다리는 진행중 큐(in-progress queue)에 체이닝(chained)되며 상기 전송
은 상기 데이터 버퍼내의 메모리 기억장소를 액세스하는 메모리 액세스 회로의 제어하에서 수행되며,

상기 다수의 데이터 구조내의 특정 데이터 구조가 관련되는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를 위해 상기 전송의 
라인 속도 변경이 필요할 때  상기 특정 데이터 구조내의 상기 라인 속도 코드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로부터 인터럽트(interrupt)를 요구하는 제 1 플래그 비트(flag bit)가 상기 특
정 데이터 구조에 기록되며,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의 동작중에 상기 제 1 플래그 비트가 설정조건(set condition)에 있을 때 상기 
인터럽트가 발생되고 인터럽트 처리기가 시작되며,

상기 인터럽트 처리기는 라인 속도 변경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상기 특정 데이터 구조내의 상기 라인 속도 
코드로부터 판단하며,

상기 인터럽트 처리기가 라인 속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기 가변 속도 클럭이 설정되는 비디
오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데이터 구조내의 특정 데이터 구조가 관련되는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를 위해 상기 전송의 
라인 속도 변경이 필요할 때  상기 특정 데이터 구조내의 상기 라인 속도 코드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의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가 디스에이블(disable)될 
것을 요구하는 제 2 플래그 비트도 또한 상기 특정 데이터 구조에 기록되며,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의 동작중에 상기 제 2 플래그 비트가 설정조건에 있을 때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는 디스에이블되어 상기 특정 데이터 구조가 관련되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의 전송을 방지하
며,

상기 가변 속도 클럭을 설정한 후 상기 인터럽트 처리기는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를 인에이블(enable)
하여 상기 특정 데이터 구조가 관련되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의 전송을 허용하는 비디오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플래그 비트는 상기 데이터 구조내의 제어워드(control word)의 일부를 형성하며 상기 
제어워드는 상기 특정 데이터 구조가 관련되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구조의 전송을 준비하기 위해 상기 메
모리 액세스 회로의 레지스터에 기록되는  비디오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라인 속도 코드는 상기 데이터 구조가 관련되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가 바로 선행하는 앞의 
비디오 데이터 구조의 라인 속도와 동일한 라인 속도로 전송될 때에는 제 1의 값으로, 상기 데이터 구조
가 관련되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가 제 1 라인 속도로 전송될 때에는 제 2의 값으로, 상기 데이
터 구조가 관련되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가 제 2 라인 속도로 전송될 때에는 제 3 의 값으로 설
정되며,

상기 라인 속도 코드가 상기 제 1의 값과 다르게 설정될 때 상기 라인 속도 코드는 상기 데이터 구조를 
전송하는 라인 속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비디오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가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을 전송하도록 동작하지 않는지의 여부
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가 동작하지 않을 때,

상기 진행중 큐의 시작 포인터를 상기 데이터 구조에 설정하며,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에 의해 상기 데이터 구조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며,

상기 가변 속도 클럭을 상기 데이터 구조내의 상기 라인 속도 코드가 가리키는 라인 속도로 설정하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을 전송하기 위해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를 시작하는 비디오 데이터 전송 방
법.

청구항 7 

디지탈로 부호화된 전송 속도 정보를 포함하는 제 1 및 제 2의 다수의 디지탈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
로 도착되는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다수의 디지탈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의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은 제 1 출력 포트를 통
해 전송하기 위해 제 1의 바람직한 시퀀스로 도착되며 상기 제 2의 다수의 디지탈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
트의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은 제 2 출력 포트를 통해 전송하기 위해  제 2의 바람직한 시퀀스에 도착
되며, 상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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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데이터 버퍼내에 상기 제 1 및 제 2의 다수의 디지탈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의 상기 각 비디오 데이
터 세그먼트를 저장하며,

(b) 제 1 및 제 2의 다수의 데이터 구조를 구성하는 단계 ― 상기 제 1의 다수의 데이터 구조내의 각 데
이터 구조는 상기 제 1의 다수의 디지탈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내의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에 대응하고 
상기 제 2의 다수의 데이터 구조내의 각 데이터 구조는 상기 제 2의 다수의 디지탈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
트내의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에 대응하며, 상기 각 데이터 구조는 상기 데이터 버퍼에 저장되며, 상기 
각각의 데이터 구조는 상기 각 데이터 구조에 부합하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의 포인터 및 상기 
비디오 세그먼트의 상기 부호화된 전송 속도 정보로부터 얻은 라인 속도 코드를 포함함 ― 와,

(c) 상기 데이터 구조가 부합하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의 상기 제 1의 바람직한 시퀀스에 대응
하는 순서로 상기 제 1의 다수의 데이터 구조내의 상기 각 데이터 구조로부터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 ― 
반면에 상기 제 2의 다수의 데이터 구조내의 상기 각 데이터 구조로부터의 정보는 상기 각 데이터 구조가 
부합하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의 상기 제 2의 바람직한 시퀀스에 대응하는 순서로 판독됨 ― 
와,

(d) 상기 제 1 출력 포트를 통한 전송의 라인 속도 변경이 필요할 때 상기 제 1의 다수의 데이터 구조내
의 특정한 상기 데이터 구조내의 상기 라인 속도 코드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 1의 다수의 데이
터 구조내의 상기 특정 데이터 구조에 대응하는 특정한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가 전송되므로서 상
기 비디오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조절하는 펄스를 제공하도록 제 1 가변 속도 클럭을 설정하는 단계와,

(e) 상기 제 2 출력 포트를 통한 전송 라인의 속도 변경이 필요할 때 상기 제 2의 다수의 데이터 구조내
의 특정한 상기 데이터 구조의 상기 라인 속도 코드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 2의 다수의 데이터 
구조내의 상기 특정 데이터 구조에 대응하는 특정한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가 전송되므로서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조절하는 펄스를 제공하도록 제 2 가변 속도 클럭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비디오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다수의 데이터 구조내의 상기 각 데이터 구조로부터 상기 정보를 판독한 후 상기 각 데이터 
구조는 상기 데이터 구조가 부합하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가 상기 제 1 출력 포트를 통해 전송되기를 기다
리는 제 1 진행중 큐에 체이닝되며 상기 전송은 상기 데이터 버퍼내의 메모리 기억장소를 액세스하는 메
모리 액세스 회로의 제어하에서 수행되며,

상기 제 2의 다수의 데이터 구조내의 상기 각 데이터 구조로부터 상기 정보를 판독한 후 상기 각 데이터 
구조는 상기 데이터 구조가 부합하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가 상기 제 2 출력 포트를 통해 전송되기를 기다
리는 제 2 진행중 큐에 체이닝되며 상기 전송은 상기 데이터 버퍼내의 메모리 기억장소를 액세스하는 메
모리 액세스 회로의 제어하에서 수행되며,

특정 데이터 구조가 관련되는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를 위해 상기 전송 라인의 속도 변경이 필요할 때 
상기 특정 데이터 구조내의 상기 라인 속도 코드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로부
터 인터럽트를 요구하는 제 1 플래그 비트가 상기 특정 데이터 구조에 기록되며,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의 동작중에 상기 제 1 플래그 비트가 설정조건에 있을 때 상기 인터럽트가 발생
되고 인터럽트 처리기가 시작되며,

상기 인터럽트 처리기는 라인 속도 변경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상기 특정 데이터 구조내의 상기 라인 속도 
코드로부터 판단하며,

상기 인터럽트 처리기가 상기 제 1의 다수의 데이터 구조내의 데이터 구조로부터의 상기 라인 속도 코드
에 의해 라인 속도 변경이 요구된다고 판단할 경우 상기 제 1 가변 속도 클럭이 설정되며,

상기 인터럽트 처리기가 상기 제 2의 다수의 데이터 구조내의 데이터 구조로부터의 상기 라인 속도 코드
에 의해 라인 속도 변경이 요구된다고 판단할 경우 상기 제 2 가변 속도 클럭이 설정되는  비디오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9 

상기 제 8 항에 있어서,

특정 데이터 구조가 관련되는 특정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를 위해 상기 전송 라인의 속도 변경이 필요할 
때 상기 특정 데이터 구조내의 상기 라인 속도 코드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
트의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가 디스에이블될 것을 요구하는 제 2 플래그 비트도 
또한 상기 특정 데이터 구조에 기록되며,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의 동작중에 상기 제 2 플래그 비트가 설정조건에 있을 때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는 디스에이블되어 상기 특정 데이터 구조가 관련되는 상기 특정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의 전송을 
방지하며,

상기 제 1 또는 제 2 가변 속도 클럭을 설정한 후 상기 인터럽트 처리기는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를 인
에이블하여 상기 특정 데이터 구조가 관련되는 상기 특정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의 전송을 허용하는  비
디오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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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및 제 2 플래그 비트는 상기 데이터 구조내의 제어워드의 일부를 형성하며 상기 제어워드는 상
기 특정 데이터 구조가 관련되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구조의 전송을 준비하기 위해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의 레지스터에 기록되는  비디오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라인 속도 코드는 상기 데이터 구조가 관련되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가 바로 선행하는 비디
오 데이터 구조의 라인 속도와 동일한 라인 속도로 전송될 때에는 제 1의 값으로, 상기 데이터 구조가 관
련되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가 제 1 라인 속도로 전송될 때에는 제 2의 값으로, 상기 데이터 구
조가  관련되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가  제  2  라인  속도로  전송될  때에는  제  3  의  값으로 
설정되며,

상기 라인 속도 코드가 상기 제 1의 값과 다르게 설정될 때 상기 라인 속도 코드는 상기 데이터 구조를 
전송하는 라인 속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비디오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가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을 전송하도록 동작하지 않는지의 여부
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가 동작하지 않을 때,

상기 데이터 구조가 상기 제 1의 다수의 데이터 구조내에 있을 때 상기 제 1 진행중 큐의 시작 포인터를 
상기 데이터 구조에 설정하고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로 상기 데이터 구조의 데이터를 판독하며 상기 제 
1 가변 속도 클럭을 상기 데이터 구조내의 상기 라인 속도 코드에 의해 지시된 라인 속도로 설정하고 비
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을 전송하기 위해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를 시작하며,

상기 데이터 구조가 상기 제 2의 다수의 데이터 구조내에 있을 때 상기 제 2 진행중 큐의 시작 포인터를 
상기 데이터 구조에 설정하고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로 상기 데이터 구조의 데이터를 판독하며 상기 제 
2 가변 속도 클럭을 상기 데이터 구조내의 상기 라인 속도 코드에 의해 지시된 라인 속도로 설정하고 비
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을 전송하기 위해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를 시작하는 비디오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3 

다수의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의 개개의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가 메모리 액세스 회로의 제어하에서 전
송되는 라인 속도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각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가 전송될 바람직한 라인 속도를 가리키
는 라인 속도 코드를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에 관련되고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은 바람직한 시퀀
스 순서로 전송되며, 상기 방법은,

(a) 상기 데이터 구조로부터 상기 라인 속도 코드를 판독하는 단계 ― 상기 라인 속도 코드들은 상기 데
이터 구조에 관련되는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의 상기 바람직한 시퀀스 순서에 대응하는 순서로 판독됨 
― 와,

(b) 라인 속도 변경을 가리키는 상기 라인 속도 코드가 필요할 때 상기 데이터 구조내의 인터럽트 비트를 
설정하는 단계와,

(c) 상기 데이터 구조를 진행중 큐로 체이닝하는 단계와,

(d)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에 의해 상기 진행중 큐의 데이터 구조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와,

(e) 상기 인터럽트 비트가 설정되지 않았을 때 상기 데이터 구조가 관련되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
트를 이전에 확정된 라인 속도로 전송하는 단계와,

(f) 상기 인터럽트 비트가 설정되었을 때, 라인 속도 변경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엔 상기 라
인 속도 변경을 달성하기 위해 가변 속도 클럭을 설정하며 그 다음에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를 전
송하기  위해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를  시작하는  인터럽트  처리기  서브루틴(interrupt  handler 
subroutine)을 시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라인 속도 결정 방법.

청구항 14 

제 1 및 제 2의 다수의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의 개개의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가 메모리 액세스 회로
의 제어하에서 전송되는 라인 속도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다수의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의 상기 각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는 제 1의 다수의 데이터 
구조의 한 데이터 구조와 관련되고 상기 제 2의 다수의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의 상기 각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는 제 2의 다수의 데이터 구조의 한 데이터 구조와 관련되며 상기 각 데이터 구조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가 전송될 바람직한 라인 속도를 가리키는 라인 속도 코드를 포함하며 상기 제 1의 다수
의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내의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은 제 1 출력 포트를 통해 제 1의 바람직
한 시퀀스 순서로 전송되며 상기 제 2의 다수의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내의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
트들은 제 2 출력 포트를 통해 제 2의 바람직한 시퀀스 순서로 전송되며, 상기 방법은,

(a) 상기 데이터 구조로부터 상기 라인 속도 코드를 판독하는 단계 ― 상기 제 1의 다수의 데이터 구조의 
데이터 구조들로부터의 상기 라인 속도 코드들은 상기 데이터 구조들에 관련되는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
들의 상기 제 1의 바람직한 시퀀스 순서에 대응하는 순서로 판독되고 상기 제 2의 다수의 데이터 구조의 
데이터 구조들로부터의 상기 라인 속도 코드들은 상기 데이터 구조들에 관련되는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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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상기 제 2의 바람직한 시퀀스 순서에 대응하는 순서로 판독됨 ― 와,

(b) 상기 라인 속도 코드가 라인 속도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가리킬 때 상기 데이터 구조내의 인터럽트 
비트를 설정하는 단계와,

(c) 상기 데이터 구조가 상기 제 1의 다수의 데이터 구조내에 있을 때 상기 데이터 구조를 제 1 진행중 
큐로 체이닝하는 단계와,

(d) 상기 데이터 구조가 상기 제 2의 다수의 데이터 구조내에 있을 때 상기 데이터 구조를 제 2 진행중 
큐로 체이닝하는 단계와,

(e)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에 의해 상기 제 1 및 제 2 진행중 큐의 데이터 구조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
는 단계와,

(f) 상기 인터럽트 비트가 설정되지 않았을 때 상기 데이터 구조가 관련되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
트를 이전에 확정된 라인 속도로 전송하는 단계와,

(g) 상기 인터럽트 비트가 설정되었을 때, 라인 속도 변경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엔 상기 라
인 속도 변경을 달성하기 위해 가변 속도 클럭을 설정하며 그 다음에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를 전
송하기 위해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를 시작하는 인터럽트 처리기 서브루틴을 시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라인 속도 결정 방법.

청구항 15 

전송 채널의 라인 속도 변경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데이터 구조를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구조에 연관된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는 상기 전송 채널을 따라서 전송되고 상기 데이터 구
조는 데이터 버퍼내에 저장된 다수의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고 상기 다수의 데이터 구조내 데이터 구조들
의 어드레스들은 연관된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이 상기 전송 채널을 따라서 전송될 바람직한 순
서에 대응하는 순서로 FIFO 버퍼에 저장되며, 상기 방법은,

(a) 상기 FIFO 버퍼로부터 상기 데이터 구조의 어드레스를 수신하는 단계와,

(b) 상기 어드레스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구조의 제어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와,

(c) 상기 제어 데이터내에 인터럽트 요구가 있을 때 상기 데이터 구조내의 채널 제어 워드내의 인터럽트 
비트를 설정하는 단계와,

(d) 속도 변경이 필요할 때 상기 기록 제어 속도 데이터를 검사하여 판단된 바와 같이 상기 채널 제어 워
드내의 상기 인터럽트 비트를 설정하며 메모리 액세스 회로가 상기 데이터 버퍼내의 상기 데이터 구조들
을 이어서 판독하는 동작을 디스에이블하기 위한 비트를 설정하는 단계와,

(e) 상기 채널 제어 워드를 상기 데이터 구조내의 채널 색인 블럭(channel descriptor block)에 기록하는 
단계와,

(f) 상기 데이터 구조를 상기 전송 채널에 연관된 진행중 큐에 체이닝하는 단계와,

(g) 상기 FIFO 버퍼로부터 또 다른 데이터 구조의 어드레스를 수신하기 위해 대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 준비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단계(e)와 단계(f)사이에,

상기 데이터 구조들에 연관된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의 전송을 제어하기 위해서 상기 데이터 버퍼내의 
상기 데이터 구조들을 액세스하는 메모리 액세스 회로가 턴온(turn on)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가 턴온되어 있지 않을 때 상기 채널 제어 워드를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의 레
지스터에 기록하며 상기 전송 채널을 따라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펄스를 제공하는 가변 
속도 클럭을 설정하며 상기 진행중 큐의 시작 포인터를 상기 데이터 구조에 설정하고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를 턴온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 준비 방법.

청구항 17 

전송 채널을 따라서 다수의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의 전송 속도를 조절하는 펄스를 제공하는 가변 속
도 클럭의 속도를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내의 각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는 데이터 버퍼에 저장되고 채널 제
어 워드를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에 연관되며 전송 라인의 속도를 가리키는 라인 속도 코드를 가지며, 상
기 방법은,

(a) 상기 채널 제어 워드를 메모리 액세스 회로의 레지스터안으로 판독하는 단계와,

(b) 상기 채널 제어 워드가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를 디스에이블하는 비트를 포함할 때 상기 레지스터
내에 상기 채널 제어 워드를 유지하는 동안에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를 중지하는 단계와,

(c) 상기 채널 제어 워드가 인터럽트를 요구하는 비트를 포함할 때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로부터 인터
럽트를 발생하는 단계와,

(d) 상기 인터럽트가 발생될 때 이전의 동작이 완료되기 전에 중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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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상기 이전의 동작이 완료되기 전에 중지되었을 때 에러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단계와,

(f) 상기 이전의 동작이 완료되기 전에 중지되지 않았을 때 상기 데이터 구조의 상기 라인 속도 코드로부
터 새로운 라인 속도가 요구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g) 새로운 라인 속도가 필요할 때 상기 라인 속도 코드에 따라 상기 가변 속도 클럭을 설정하고 상기 메
모리 액세스 회로를 시작하는 단계와, 

(h) 새로운 라인 속도가 필요하지 않을 때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가 동작중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i)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가 동작중이 아니면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를 시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변 속도 클럭의 속도 설정 방법.

청구항 18 

통신 카드의 코프로세서(co-processor)에서 실행되는 다운로드 가능한(downloadable) 서브루틴을 컴퓨터 
판독 가능한 형태로 기록하며 데이터 구조에 연관된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가 전송되는 전송 채널의 라
인 속도 변경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데이터 구조를 준비하는 매체(medium)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구조는 데이터 버퍼내에 저장된 다수의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고 상기 다수의 데이터 구조내 
데이터 구조들의 어드레스들은 연관된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이 상기 전송 채널을 따라서 전송될 
바람직한 순서에 대응하는 순서로 FIFO 버퍼에 저장되며, 상기 서브루틴은,

(a) 상기 데이터 구조의 어드레스를 수신하기 위해 대기하는 단계와,

(b) 상기 어드레스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구조의 제어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와,

(c) 상기 제어 데이터내에 인터럽트 요구가 있을 때 상기 데이터 구조내의 채널 제어 워드내의 인터럽트 
비트를 설정하는 단계와,

(d) 속도 변경이 필요할 때 상기 기록 제어 속도 데이터를 검사하여 판단된 바와 같이 상기 채널 제어 워
드내의 상기 인터럽트 비트를 설정하며 메모리 액세스 회로가 상기 데이터 버퍼내의 상기 데이터 구조들
을 이어서 판독하는 동작을 디스에이블하기 위한 비트를 설정하는 단계와,

(e) 상기 채널 제어 워드를 상기 데이터 구조내의 채널 색인 블럭에 기록하는 단계와,

(f) 상기 데이터 구조를 상기 전송 채널에 연관된 진행중 큐에 체이닝하는 단계와,

(g) 상기 FIFO 버퍼로부터 또 다른 데이터 구조의 어드레스를 수신하기 위해 대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루틴은 단계(e)와 단계(f)사이에,

상기 데이터 구조들에 연관된 비디오 데이터 세그먼트들의 전송을 제어하기 위해서 상기 데이터 버퍼내의 
상기 데이터 구조들을 액세스하는 메모리 액세스 회로가 턴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가 턴온되어 있지 않을 때 상기 채널 제어 워드를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의 레
지스터에 기록하며 상기 전송 채널을 따라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펄스를 제공하는 가변 
속도 클럭을 설정하며 상기 진행중 큐의 시작 포인터를 상기 데이터 구조에 설정하고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를 턴온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통신 카드의 코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인터럽트 처리기를 또한 기록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인터럽트 처리기는,

(a) 상기 채널 제어 워드를 메모리 액세스 회로의 레지스터안으로 판독하는 단계와,

(b) 상기 채널 제어 워드가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를 디스에이블하는 비트를 포함할 때 상기 레지스터
내의 상기 채널 제어 워드를 유지하는 동안에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를 중지하는 단계와,

(c) 상기 채널 제어 워드가 인터럽트를 요구하는 비트를 포함할 때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로부터 인터
럽트를 발생하는 단계와,

(d) 상기 인터럽트가 발생될 때 이전의 동작이 완료되기 전에 중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e) 상기 이전의 동작이 완료되기 전에 중지되었을 때 에러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단계와,

(f) 상기 이전의 동작이 완료되기 전에 중지되지 않았을 때 상기 데이터 구조의 상기 라인 속도 코드로부
터 새로운 라인 속도가 요구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g) 새로운 라인 속도가 필요할 때 상기 라인 속도 코드에 따라 상기 가변 속도 클럭을 설정하고 상기 메
모리 액세스 회로를 시작하는 단계와,

(h) 새로운 라인 속도가 필요하지 않을 때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가 동작중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i)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가 동작중이 아니면 상기 메모리 액세스 회로를 시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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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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