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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방법 및 그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휴대 단말기로 컨텐트의 미디어 파일을 스트리밍하는 방법과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모바일

환경에서 복수의 컨텐트 파일을 스트리밍하는 경우에, 1개의 컨텐트 파일에 대한 모든 스트리밍이 종료된 후 그 다음 컨텐

트 파일을 스트리밍하기 위하여 다시 스트리밍 서버에 세션을 요청해야만 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

트리밍 서버측에 구비되는 플레이리스트 를 통해 복수의 컨텐트 파일을 하나의 스트리밍 파일로 결합시켜 전체를 한 번에

휴대 단말기로 스트리밍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8

색인어

스트리밍, 플레이리스트, 멀티플 컨텐트, 휴대 단말, 모바일 환경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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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일반적인 스트리밍 아키텍쳐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종래의 모바일 스트리밍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3은 일반적인 PC 플레이어에서의 플레이리스트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모바일 환경에서 복수의 컨텐트 파일을 스트리밍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종래의 유사 방송(Pseudo Broadcasting)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개략적인 시스템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플레이리스트 생성기의 기능을 나타내주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스트리밍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9는 도 8의 S100 단계에서 컨텐트를 서버측에서 선택한 경우의 도면이다.

도 10은 도 8의 S100 단계에서 컨텐트를 유저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선택한 경우의 도면이다.

도 11은 도 8의 S200 단계의 상세한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순서도이다(그 중 S210, S220 단계는 도 8의 S100단계에서 수

행되어질 수 있다).

도 12는 도 8의 S300 단계의 상세한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4는 광고 컨텐트가 플레이리스트에 포함되는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5는 도 14의 경우의 과금처리의 일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6은 랜덤 액세스 모듈의 기능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7은 위 도16의 경우에 특정 컨텐트(예컨대 광고 컨텐트)에 대한 랜덤 액세스 금지 영역 설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8은 트랙 이동 모듈의 기능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9는 위 도 18의 경우에 특정 컨텐트(예컨대, 광고 컨텐트)에 대한 트랙 이동의 금지영역의 설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위 도면은 실시예에 대한 참조도면으로서 권리청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을 밝힌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 단말기로 컨텐트의 미디어 파일을 스트리밍하는 방법과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모바일

환경에서 복수의 컨텐트 파일을 스트리밍하는 경우에, 1개의 컨텐트 파일에 대한 모든 스트리밍이 종료된 후 그 다음 컨텐

트 파일을 스트리밍하기 위하여 다시 스트리밍 서버에 세션을 요청해야만 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

트리밍 서버측에 구비되는 플레이리스트 생성기를 통해 복수의 컨텐트 파일을 하나의 스트리밍 파일로 결합시켜 전체를

한 번에 휴대 단말기로 스트리밍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등록특허 10-0567157

- 2 -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 및 관련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단순한 텍스트 중심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웹상에서 광범위하게 처리되고 있다. 종래에는 웹상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아 이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파일 전체

를 다운로드해야 되었으나, 크기가 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경우에 초기 지연시간이 지나치게 큰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

한 전송 프로토콜로써 TCP를 사용함에 따라 신뢰성 있는 전송은 보장되었으나 오디오나 비디오 패킷들의 시간적인 관계

가 파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트리밍 기법과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송 프로토콜이 개발되었다. 스트리밍 기

법은 재생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전체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조금씩 전송 받아서 재생하는 기법이지만, 주기적으

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다소 데이터의 손실이 있더라도 실시간을 전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필요함에 따라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연결을 설정하고 제어하며, HTTP의 기본적인 기능에 실시간 특성을 가진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한 RTSP(Real-Time Streaming Protocol)이 표준화되었고, 이에 따라 유저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웹

상에서 얻고자 할 때는 일단 웹 서버에 접속해서 미디어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RTSP 서버에 접속해서 미디어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게 된다.

먼저 스트리밍을 하려면 먼저 AVI(*.avi), MPEG(*.mpeg, *.mp3) 파일 등의 미디어 파일을 스트리밍 파일 형식으로 인코

딩 해주어야 한다. 사용자의 PC를 통해 웹상에서 스트리밍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리얼 네트워크사의 Real Player나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Windows Media Player 등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Real Media에서는 스트리밍 파일

형식으로 RM(*.rm)과 메타 파일인 RAM(*ram)을 사용하고, Windows Media에서는 WMA(*.wma)와 WMV(*.wmv),

ASF(*.asf) 메타 파일인 ASX(*.asx)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환경에서는, 셀룰라 네트워크(Cellular Networks) 내에서 고속 모바일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제3세대 표준으

로서 3GPP(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3gp), 3GPP2(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2)

(*.3g2)가 전송 네트워크에서 각각 채택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표준이 제정되고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스트리밍 아키텍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컨텐트 서버(CP)에서 제공하거나 제작된 원본 미디어 데이터는 인코더에 의하여 3GPP, 3GPP2 포맷으로 변환되고, 변환

된 미디어 파일은 스트리밍 서버에 저장되며, 스트리밍 서버는 전송 네트워크를 통해 휴대 단말로 미디어 파일을 스트리밍

하게 된다.

도 2의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스트리밍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모바일 환경의 3GPP의 관점에서 휴대 단말로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코더를 이용하여 PC용 윈도우 미

디어 플레이어에서 플레이 가능한 abc.avi 파일을 적절한 비트레이트 및 사이즈, 코덱, 파일 포맷 등을 지닌 abc.3gp로 변

환하며, 이러한 변환과정에서 큰 저장 공간을 요구하는 원본 미디어 데이터가 낮은 비트 레이트 모뎀 연결과 같은 전송 채

널에서도 용이하게 전송되도록 미디어 클립들을 압축한다(S11).

다음으로 변환된 파일을 예컨대 "C:￦streaming￦media￦abc.3gp" 형식으로 스트리밍 서버의 미디어 폴더에 저장하며

(S12), 스트리밍 서버에 단말이 접속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미디어에 대한 링크를 예컨대 "rtsp://

streaming.nextreaming.com/abc.3gp"와 같이 생성하여(S13), 웹 사이트(Portal)의 인터넷 페이지 상에 해당 링크를 올

려 둔다(S14).

휴대 단말의 유저는 단말을 이용하여 상기 웹 사이트에 방문하여 위 스트리밍 링크를 선택하면(S15), 단말은 스트리밍 서

버에 접속을 하며 abc.3gp 파일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다(S16).

그런데 위와 같이 1개의 미디어 컨텐트를 스트리밍하는 경우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다수개의 컨텐트를 스트리밍하는 경우

에는 문제가 있다.

도 3은 일반적인 PC 환경에서 복수의 미디어 컨텐트를 스트리밍하는 방법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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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스트리밍 파일(File1.3gp, File2.3gp, File3.3gp)을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해 스트리밍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먼

저 File1.3gp에 대한 세션을 요청하여 file1의 미디어를 플레이하게 되지만, file2의 미디어를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File1.3gp의 세션 연결을 끊고, File2.3gp 파일에 대한 접속을 시도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file3의 미디어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File2.3gp의 세션을 끊은 다음에 File3.3gp 파일에 대한 접속을 시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반복되는 세션의 종료와 개시의 문제는 PC환경에서는 큰 문제로 지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션을 열고 닫

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이를 자동적으로 해결해줄 어플리케이션의 구현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업데이트도 용이하다.

그러나 도 3과 같은 경우를 모바일 환경에서 생각하자면, 핸드셋 플레이어는 자동적으로 세션을 초기화할 수 없는 문제점

이 있다. 대게 단말 내에 1개의 파일에 대한 스트리밍이 종료되면 다시 컨텐트를 재요청하도록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매번 S15 단계를 반복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도 4에서 나타내고 있다.

도 5는 유사 방송(Pseudo Broadcast)의 경우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5에서 도시하고 있는 유사 방송의 예는 Pseudo Broadcaster에 의해 다수의 단말로 지속적인 스트리밍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마치 File1.3gp, File2.3gp. File3.3gp의 복수의 파일들을 한번에 스트리밍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 파일들은 시

간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단말들은 동일한 시간에만 동일한 컨텐트를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

다. 즉 유사 방송의 경우에 있어서도, 단말기 유저가 자유롭게 복수의 컨텐트 파일들을 스트리밍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발명가는 이상의 종래 기술의 문제점에 직면하면서, 휴대 단말의 유저가 복수의 컨텐트를 한번에 모두 스트리밍

받을 수 있는 스트리밍 방법 및 그 방법을 위한 시스템 제공을 본 발명의 목적으로 삼았다.

한편 위와 같은 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말기 내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이는 구성도 쉽지

않고, 휴대 단말기 메이커의 사양 또한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단말기에서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더라도 스트리

밍 서버측에서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단말기의 종류와 사양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광고방법을 접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거나, PC 용 플레이어와 같은 편의를 휴대 단말에서도 실현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옵션의 제공을 또 다른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에 설명될 것이며, 이는 본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그 실시예의 개시내용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용이하게 추고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수단 및 조합에 의해 보다 넓은 범위로 포섭될 것이며, 본 발

명의 특유한 효과에 대응될 것임을 첨언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개별 컨텐트마다 재접속시도를 하지 않아도 다수의 컨텐트 파일을 한번에

휴대 단말기로 스트리밍하는 스트리밍 방법으로서:

2개 이상의 컨텐트 파일들을 선택하는 제 1 단계;

플레이리스트 생성기를 통해 상기 컨텐트 파일에 대한 하나의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생성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하는

제 2 단계; 및

휴대 단말기로 상기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스트리밍하는 제 3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휴대 단말기로의 스트리밍 중 플레이리스트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제 4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본 발명의 상기 컨텐트 파일들을 선택하는 제 1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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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트 파일을 제공하는 컨텐트 서버(CP) 또는 웹 서버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이 좋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상기 컨텐트 파일들을 선택하는 제 1 단계는,

휴대 단말 유저측에서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저가 직접 플레이리스트를 작성하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 방식으로 이

루어질 수 있다.

한편, 상기 실시간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제 4 단계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휴대 단말 유저측에서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스트리밍 받는 도중에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트리밍 받는 중인 플레이리스

트의 컨텐트 리스트를 변경, 추가, 삭제하는 경우에, 변경, 추가, 삭제된 컨텐트 리스트로 플레이리스트에 대한 실시간 업

데이트가 행해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기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하는 제 2 단계는,

플레이리스트 생성기를 통해 상기 제 1 단계에서 선택된 컨텐트 파일들에 대하여 벨리데이션 체크(Validation Check)를

수행하는 단계;

플레이리스트를 작성하는 단계;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스트리밍 서버의 특정 미디어 폴더에 저장하는 단계; 및

웹 사이트의 인터넷 페이지에 상기 특정 미디어 폴더에 대한 스트리밍 링크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한편, 상기 벨리데이션 체크를 수행하는 단계는,

각 파일들이 스트리밍 서버를 통해 끊김 없이 하나의 파일처럼 스트리밍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파일들

의 코덱 및 각 코덱에 대한 인코딩 파라미터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각 파일들에 대하여 개별

적으로 벨리데이션 체크를 수행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서 각 파일들 전체에 대해서 한 번에 벨리데이션 체크를 수행하도

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기 플레이리스트 파일은, 각각의 파일의 시퀀스 넘버, 위치정보, 옵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스트리밍하는 제 3 단계는,

휴대 단말의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웹 사이트의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여 플레이리스트 파일에 대한 스트리밍 링크를 선

택하는 단계; 및

스트리밍 링크가 선택됨에 따라 스트리밍 서버가 상기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1개의 파일로서 재연결 시도 없이 휴대 단말

로 스트리밍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스트리밍 서버가 상기 스트리밍 링크를 특정 회수 또는(및) 특정 시간의 관점에서 인증(authentication)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기 컨텐트 파일에는 광고 컨텐트 파일이 포함되고,

광고 컨텐트 파일이 다른 컨텐트 파일과 결합되어 상기 플레이리스트 생성기를 통해 하나의 플레이리스트 파일이 생성되

며,

휴대 단말기로 하나의 플레이리스트 파일로서 광고 컨텐트 파일과 다른 컨텐트 파일을 순차적으로 스트리밍하는 것은 비

즈니스 모델로서 본 발명의 좋은 실시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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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발명의 상기 제 2 단계에서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는 플레이리스트 생성기는,

플레이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1개 이상의 컨텐트 파일에 대한 랜덤 액세스(Random Access)를 허용하는 랜덤 액세스

기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됨이 바람직하며,

예컨대 광고 컨텐트 파일의 재생을 방해하는 경우에, 랜덤 액세스를 금지하는 금지 영역을 1개 이상의 미리 결정된 특정

컨텐트 파일에 설정하는 것도 좋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제 2 단계에서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는 플레이리스트 생성기는,

플레이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1개 이상의 컨텐트 파일에 대한 트랙 이동(Track Move)을 허용하는 트랙 이동 기능을 설

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트랙 이동을 금지하는 금지 영역이 설정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플레이리스트가 오디오인 경우에, 해당 오디오 파일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비디오 파일을 미리 생성해 두고, 오

디오 파일에 대한 스트리밍 중 해당 비디오 파일을 동시에 스트리밍함으로써, 오디오 파일의 정보를 휴대 단말기의 액정에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실시형태로 간주된다.

이상의 본 발명의 방법을 실시 가능하게 구현하는 본 발명 특유의 시스템은, 개별 컨텐트마다 재접속시도를 하지 않아도

다수의 컨텐트 파일을 한번에 휴대 단말기로 스트리밍하는 스트리밍 시스템으로서:

상기 컨텐트 파일들은 인코더에 의해 스트리밍 파일로 변환되고, 스트리밍 서버는 그 스트리밍 파일을 휴대 단말기로 전송

하며,

플레이리스트 생성기가 구비되어, 상기 컨텐트 파일이 N(N은 1보다 큰 정수)개 이상으로 선택되는 경우, 스트리밍 대상이

되는 컨텐트 파일 C1, C2, ..., CN(C는 컨텐트 파일을 의미하며, 아래 첨자는 임의의 일련번호로서 1보다 큰 정수이다)에 대

한 하나의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생성하고, 그 플레이리스트 파일에 각 컨텐트 파일의 정보를 담아 상기 스트리밍 서버의

미디어 폴더로 전송하며, 그 미디어 폴더를 인터넷 웹 사이트에 링크시키고,

휴대 단말기는 상기 스트리밍 서버로부터 전송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플레이리스트에 명시되어 있는 컨텐트 파일들을 스

트리밍 받음으로써, N개 이상의 컨텐트 파일을 하나의 컨텐트 파일로 간주하여 상기 인터넷 웹 사이트의 스트리밍 링크에

대한 선택을 제1회로 만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시스템은, 광고 컨텐트를 제공하는 광고 서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플레이리스트 생성기는, 상기 광고 서버로부터 제공되어 스트리밍 서버에 저장된 광고 컨텐트 파일과, 상기 컨텐트

서버로부터 제공된 컨텐트 파일을 조합하여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생성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스트리밍 서버는, 플레이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2개 이상의 컨텐트 파일에 대한 랜덤 액세스 및 트랙 이동을 각각

허용하는 랜덤 액세스 모듈(Random Access Module) 및 트랙 이동 모듈(Track Move Module)을 포함하며, 상기 컨텐트

파일의 종류에 따라 플레이리스트 생성기를 통해 랜덤 액세스 금지 영역 및(또는) 트랙 이동 금지 영역을 미리 설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본 발명의 시스템은 1개 이상의 특정 컨텐트에 대한 과금을 금지하는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

련된 공지기능 혹은 공지 구성 및 기능 등 이미 이 분야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으로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

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시스템 구성을 간략하게 도시하고 있다.

인코더(2)는 컨텐트의 원본 미디어 데이터(1)들을 스트리밍 파일로 변환하고 스트리밍 서버(4)에 저장한다. 플레이리스트

생성기(3)가 각 파일들의 코덱종류 등을 체크한 후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며 이를 스트리밍 서버(4)에 저장하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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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컨텐트를 한번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한다. 이러한 준비는 스트리밍 서버(4)에 링크할 수 있는 모바일

페이지를 제공하는 무선 포털(6)과 무선 데이터 망(10)을 통해 연결됨으로서 완성된다. 한편, 휴대 단말(8)의 유저는 무선

포털(6)에 접속하여 스트리밍 링크를 선택하고, 휴대 단말(8)로의 스트리밍은 무선 데이터망(예컨대 CDMA 2000 1x,

EV-DO, GPRS, EDGE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휴대 단말(8)의 유저는 스트리밍 링크를 선택하기 전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는 중에 자신의 PC(12)에서 인터넷(5)을 통해 모바일 포털(6)에 연결되어 있는 웹 서버(7)에 접속하여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방식으로 추가 혹은 수정할 수 있다.

한편 복수의 컨텐트 파일들(1)(11)을 하나의 플레이리스트 안으로 넣기 위한 인코딩 프로파일의 조건은 예컨대 다음의 표

와 같다.

 각 컨텐트 파일들이 담고 있는 코덱의 종류는 동일해야 함

 MPEG-4 Visual
 Decoder Specific Info(Frame Size, Profile-level-id), Timescale, H,263, Frame Size,

Profile, Level, Timescale 등이 동일해야 함

 H.264  PPS/SPS(Frame Size), Profile-level-id 등이 동일해야 함

 AAC-LC
 Decoder Specific Info (Sampling rate, Bit per sample, Channel Number) 등이 동일해야

함

 AMR, QCELP, EVRC  Sampling rate, Bit per sample, Channel Number 등이 동일해야 함

그리고 도 7은 상기 플레이리스트 생성기(3)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각각 개별적인 컨텐트 파일

(File1.3gp, File2.3gp, File3.3gp)은 상기 플레이리스트 생성기(3)를 통해 각 파일들을 하나의 플레이리스트 안에 넣고,

이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하나의 스트리밍 파일(Files.3gp)로서 휴대 단말(8)로 전송하면, 휴대 단말(8)은 이를 하나의 파

일로 인식하여 스트리밍 받게 된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플레이리스트 생성기가 스트리밍 서버(4) 측에 포함되어 있고, 도 8은 이를 활용한 본 발명의 스트리

밍 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먼저 다수의 컨텐트 파일들이 선택될 것이다(S100).

컨텐트 파일들의 선택은 컨텐트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 사이트(Portal)의 웹 서버 또는 인터넷 웹 사이트에 컨텐트를 제공

하는 컨텐트 서버에서 미리 결정되거나, 또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방식으로서, 휴대 단말 유저측에서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웹 사이트 상에 기재되어 있는 컨텐트 파일들의 리스트 중에서 미리 선택되어지며, 이때 파일의 종류와 순서가

함께 고려될 것이다.

다음으로 플레이리스트 생성기를 통해 선택된 컨텐트 파일에 대한 하나의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생성하여 스트리밍 서비스

를 준비하는 단계로 이어진다(S200). 예컨대 개별적인 컨텐트 파일 File1.3gp, File2.3gp, File3.3gp, File4.3gp,

File5.3gp 중에서, 서버가 File1.3gp와 File5.3gp, File1.3gp와 File2.3gp와 File4.3gp, File2.3gp와 File3.3gp와

File5.3gp, File5.3gp와 File3.3gp와 File1.3gp를 선택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플레이리스트 생성기는 각각 선택되어진

File1과 File5를, File1과 File2와 File4를, File2와 File3과 File5를, File5와 File3과 File1을 하나의 플레이리스트 파일

로 각각 생성하며, 이러한 각각의 플레이리스트 파일들이 하나의 컨텐트로 인식되어 스트리밍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미 기술한 도 7과 도 9가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다.

도 10은 휴대 단말 유저측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수의 컨텐트를 미리 선택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으며, 휴대 단말

기의 유저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링크되어 있는 다수의 파일들 중에서 예컨대 File1.3gp,

File2.3gp, File3.3gp를 선택하는 경우에, 세 개의 파일들은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로 지정되어 하나의 스트리밍 파일처럼

스트리밍된다.

상기 S200단계의 보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도 11에 도시되어 있다. 이 중 S210 및 S220 단계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덧붙여진 것으로서 이미 상기 S100 단계에서 수행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인코더를 이용하여 컨텐트 파일들을 적절한 비트레이트 및 사이즈, 코덱 등을 지닌 스트리밍 파일 포맷으로 변환한다

(S210). 예컨대 File1.avi, File2.wmv, File3.asf를 각각 File1.3gp, File2.3gp, File3.3gp로 변환한다. 다음으로 스트리밍

파일들을 각각 스트리밍 서버의 폴더에 저장한다(S220). 예컨대 상기 변환된 파일들을 "C:￦tempmedia￦File1.3gp",

"C:￦tempmedia￦File2.3gp", "C:￦tempmedia￦File3.3gp"로 지정하여 스트리밍 서버의 폴더에 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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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형태에서 상기 S210 및 S220 단계는, 아래의 S230단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번 처음부터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과거에 미리 수행되어져 있는 단계로 이해된다. 매번 인코딩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 인코딩에 소모되는

시간이 너무 커져서 서비스제공 및 시스템 운영에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아래의 S230 단계는 이미 스트리밍 포

맷으로 인코딩된 파일들에 대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상기 S210 및 S220 단계는 2개 이상의 컨텐트 파일들을 선

택하는 상기 S100 단계에서 이미 포함되어 수행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컨텐트 파일들이 선택되면 선택된 파일들에 대한 벨리데이션 체크(Validation Check)를 수행한다(S230).

여러 파일을 끊김 없이 전송하기 위해서는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파일들은 모두 코덱이 동일하여야 하며, 각 코덱에 대한

인코딩 파라미터가 유사해야만 한다. 따라서 플레이리스트를 작성할 경우 파일을 추가할 때마다 해당 파일이 이전 파일들

과 비교하여 코덱이 같은지 그리고 허용 범위 내의 인코딩 파라미터를 지니는지를 확인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예컨대 파일에 대한 Validation Check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저장되는 Codec 종류가 영상과 음성에 대해 동일하여야 한다.

2. 영상이 MPEC-4 Visual 코덱으로 인코딩 되어 있을 때 다음의 파라미터가 동일해야 한다:

Decoder Specific info(Frame Size, profile-Level-id), Timescale, H.263, Frame Size, Profile, Level, Timescale

3. 영상이 H.264 코덱으로 인코딩 되어 있을 때 다음의 파라미터가 동일해야 한다.

PPS/SPS (Frame Size)

Profile-Level-id

4. 음성이 AAC 코덱으로 인코딩 되어 있을 때에는 다음의 파라미터가 동일해야 한다.

Decoder Specific info(Sampling rate, Bit per sample, Channel Number)

5. 음성이 AMR, QCELP 또는 EVRC 코덱으로 인코딩되어 있을 때 다음의 파라미터가 동일해야 한다.

Sampling rate, Bit per sample, Channel Number

-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2개 이상의 파일들은 하나의 플레이리스트에 존재할 수 있다.

이상의 Validation Check는 각 파일들을 올릴 때마다의 체크이지만, 특정 경우에는 만들어진 플레이리스트 내에 있는 파

일들에 대한 Validation Check를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파일들

을 모두 확인하여 그 플레이리스트가 사용될 수 있는지 정당성을 체크하게 된다. 예컨대 위 Interactive 방식에서, 가입자

가 컨텐트 파일 리스트에서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된 파일 리스트 전체에 대하여 한번에

Validation Check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와 같이 Validation Check를 수행한 다음에는 File1과 File2와 File3을 하나의 스트리밍 파일처럼 묶기 위하여,

File1File2File3playlist.3gp와 같은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작성하고 생성하며(S240), 플레이리스트 파일 내부에는 각 파

일에 대한 위치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플레이리스트 생성시, 예컨대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가질 수 있다.

파일 확장자 : 3gp

파일 내용

# Nextreamer play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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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Number]｜[파일의 위치]｜[옵션]

[SequenceNumber]｜[파일의 위치]｜[옵션]

[SequenceNumber]｜[파일의 위치]｜[옵션]

…

예컨대, 다음과 같은 예제를 만들 수 있다.

Playlist.3gp

# Nextreamer playlist

1|D:\Development\Media\file1.3gp|11

2|D:\Development\Media\file2.3gp|0

3|D:\Development\Media\file3.3gp|110

4|D:\Development\Media\file4.3gp|110

플레이리스트 파일은 해당 파일이 플레이리스트 파일임을 나타내는 해더 부분과 각각의 파일의 시퀀스 넘버 및 위치를 나

타내는 부분, 그리고 그 해당 파일에 대한 사용 옵션을 덧붙일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플레이리스트의 확장자

명은 기존의 표준 단말을 지원하기 위해 보통의 컨텐트 파일 이름 확장자 명과 동일할 것이다.

상기 옵션은 해당 파일에 대해 트랙 이동(Track Move) 기능을 지원할 것인지 혹은 금지할 것인지, 또는 과금 정보를 저장

할 것인지 혹은 금지할 것인지 등의 다양한 사용 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만들어진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특정 미디어폴더에 저장한다(S250). 예컨대

"C:￦streaming￦Media￦playlist￦File1File2File3playlist.3gp"와 같이 저장하며, 이를 "rtsp://

streaming.nextreaming.com/File1File2File3playlist.3gp"와 같이 하여 웹 사이트의 해당 링크에 올려둠으로써 스트리

밍 링크를 생성한다(S260).

도 12는 상기 S300 단계의 보다 상세한 프로세스를 도시하고 있으며, 휴대 단말기의 유저는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무선 포

탈을 통해서 웹 사이트의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며(S310), 인터넷 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스트리밍 링크, 즉 "rtsp://

streaming.nextreaming.com/File1File2File3playlist.3gp"을 선택함으로써(S320), 단말은 스트리밍 서버에 접속을 하며

이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스가 개시된다(S330). 이때 스트리밍 서버는 File1.3gp, File2.3gp, File3.3gp를 순서대로 자동

스트리밍해주며, 단말기는 코덱 압축을 풀고, 클립을 재생(playback)한다. 단말기 측에서는 상기 파일들이 하나의 스트리

밍 파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파일이 스트리밍되는지 혹은 하나의 파일이 스트리밍되는지 구별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모든 컨텐트 파일을 스트리밍 받기 위해서 단말이 여러 차례 웹 서버에 접속해야 하는 문제점이 해결된다.

도 13은 상기 도 8, 도 11, 도 12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으며, File1.3gp, File2.3gp,

File3.3gp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스트리밍은 플레이리스트에 대한 세션요청이 최초 한번에 그치고, 휴대 단말에서는 모

든 파일들이 하나의 파일로 인식되기 때문에 세션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스트리밍 서버 측에서 자동

적으로 스트리밍해주게 되며, 플레이리스트에 구성된 모든 파일들이 스트리밍된 이후에야 비로소 플레이리스트의 세션이

끊기게 된다.

한편 휴대 단말기로의 스트리밍 중 플레이리스트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서비스 사용자가 포털 페이지를 통해 interactive 하게 플레이리스트를

생성 혹은 변경하여 자신만의 플레이리스트를 사용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생성 혹은 변경할 경우 위

에서 언급한 정당성 체크(Validation Check)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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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서버에서는 특정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스트리밍할 경우 컨텐트가 다음 컨텐트로 변경될 때마다 플레이리스트를

읽어서 다음 컨텐트의 위치 정보와 옵션 정보를 확인하여 스트리밍해 준다. 따라서, 플레이리스트의 특정 컨텐트가 플레이

되고 있다면 그 이후의 컨텐트들은 플레이 도중 리스트에서 삭제가 되거나 혹은 다른 컨텐트들이 추가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트리밍 서버에서는 변경된 플레이리스트를 기반으로 이후 컨텐트들에 대해 스트리밍을 할 수 있다.

스트리밍 서버에서는 이미 플레이가 된 파일의 경우 변경에 대해 고려하지 않으며, 이미 플레이가 된 파일이 변경되었는지

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시퀀스 넘버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플레이리스트가 있을 때,

# Nextreamer playlist

1|D:\Development\Media\file1.3gp|11

2|D:\Development\Media\file2.3gp|0

3|D:\Development\Media\file3.3gp|110

4|D:\Development\Media\file4.3gp|110

스트리밍 서버에서 2번을 플레이 중이라고 가정하고, 플레이 중에 다음과 같이 내용을 고치면,

# Nextreamer playlist

1|D:\Development\Media\file1.3gp|11

2|D:\Development\Media\file2.3gp|0

3|D:\Development\Media\file5.3gp|10

4|D:\Development\Media\file6.3gp|110

5|D:\Development\Media\file7.3gp|110

스트리밍 서버에서는 이후 file5.3gp 를 스트리밍하게 된다. 만약 3번을 플레이하는 중 플레이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고친

다면,

# Nextreamer playlist

1|D:\Development\Media\file2.3gp|0

2|D:\Development\Media\file5.3gp|10

3|D:\Development\Media\file6.3gp|110

4|D:\Development\Media\file7.3gp|110

스트리밍 서버에서는 1, 2, 3 번의 변경은 고려치 않고, 4번의 컨텐트를 스트리밍해 주게 된다.

이러한 실시간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과정은, 휴대 단말 유저가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스트리밍 받는 도중에 웹 사이트에 접

속하여 스트리밍 받는 중인 플레이리스트의 컨텐트 리스트를 변경, 추가, 삭제하는 경우에, 변경, 추가, 삭제의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이벤트에 따라 변경, 추가, 삭제된 컨텐트 리스트로 스트리밍해주는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실시간 업데이트의 대상이 되는, 즉 플레이리스트의 컨텐트 리스트르 변경, 추가하는 경우에도 새로 갱신된 컨텐

트에 대한 상기 벨리데이션 체크과정이 각각 개별적으로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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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 14의 실시형태에서는 상기 컨텐트 파일에는 광고 컨텐트 파일이 포함된다. 이 경우에 광고 컨텐트의 선택은 단말

의 선택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웹 서버나 스트리밍 서버에서 정해질 것이며, 플레이리스트 생성기는 일반 컨텐트가 들어있

는 File1.3gp, File2.3gp, File3.3gp와 광고 컨텐트인 commercial.3gp를 각각 결합하여, CommercialFile1,

CommercialFile2, CommercialFile3의 플레이리스트를 각각 구성하게 되며, 스트리밍 서버가 이들을 휴대 단말기로 전

송하여 스트리밍되는 경우에, CommercialFile1의 경우에는 먼저 Commercial.3gp가 스트리밍된 다음에 File1.3gp가 스

트리밍되고, CommercialFile2의 경우는 먼저 Commercial.3gp가 스트리밍된 다음에 File2.3gp가 스트리밍되며,

CommercialFile3에서는 Commercial.3gp의 스트리밍이 모두 종료된 다음에 자동으로 File3.3gp가 스트리밍된다. 즉 이

와 같은 실시예에서는 File1, File2, File3 어느 것이라도 스트리밍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고 컨텐트가 스트리밍되도록

강제구성함으로써 광고주의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금처리는 도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 컨텐트

파일이 스트리밍되는 경우에만 과금처리를 수행하고, 광고 컨텐트의 경우에는 단말기 유저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스트리밍 시간은 전체 과금에서 제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시스템적으로는 이와 같은 실

시예를 위하여 광고 DB와 과금처리를 위한 서버가 갖추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플레이리스트 내의 특정 컨텐트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의도에 따라 과금을 위한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해당

컨텐트에 대한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과금을 위한 데이터는 예를 들자면 전송된 패킷의 수, 과금을 위한 컨텐트 파일 이

름, 플레이된 파일의 재생시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우리는 본 발명의 사상이 플레이리스트 생성기가 다수의 스트리밍 파일들을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로 묶어서 스트리밍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저의 이용에 보다 적합한 스트리밍 솔루션을 창출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의 플레이리스트

내에는 각각 별개의 컨텐트에 대한 다수의 스트리밍 파일이 존재하고, 이것이 하나의 파일처럼 스트리밍되기 때문에, 유저

의 단말에서는 다수의 스트리밍 파일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의 스트리밍 파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플레이리스트 파

일은 실질적으로는 별개의 다수 스트리밍 파일로 구별되기 때문에, 휴대 단말기의 유저가 개별적인 스트리밍 파일에 접근

할 수 있는 모듈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하여, 상기 플레이리스트 생성기에, 도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플레이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트 파일들

(File1.3gp, File2.3gp, File3.3gp)에 대하여 랜덤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기능 하는 랜덤 액세스 모듈(Random Access

Module)을 구성함으로써, 예컨대 File1.3gp의 컨텐트를 재생하다가 File3.3gp 컨텐트로 액세스하거나(Fast Forward),

또는 File3.3gp 컨텐트를 재생하다가 거꾸로 액세스하여(Rewind) File2.3gp 컨텐트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특정한 컨텐트에 대해서는 랜덤 액세스를 금지시키는 영역으로서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랜덤 액세스 모듈의 기능을

도 13의 실시예에 적용하는 경우에, 광고 컨텐트는 유저의 휴대 단말기로 강제적으로 스트리밍되도록 설정되는 것이 바람

직하기 때문에, 광고 컨텐트에 대해서는 랜덤 액세스를 금지시키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플레이리스트를 저장 및 관리함

에 있어 랜덤 액세스가 금지된 복수개의 트랙을 임의의 위치에 추가하도록 할 수 있다. 스트리밍 서버에서는 플레이리스트

에 있는 컨텐트를 하나씩 스트리밍하다가 랜덤 액세스가 금지된 트랙을 만나게 되면 사용자는 트랙 옮기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아래의 트랙 이동 모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도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Commercial 컨텐트에 대해서는 랜덤 액세스를 금지시키고 반드시 스트리밍되도록 설정하

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금지영역은 광고 컨텐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미리 결정될 수 있으며, 상기 랜

덤 액세스 모듈은 상기 스트리밍 서버 내에서 소프트웨어로 모듈화되어 있으며, 해당 옵션의 사용을 플레이리스트 생성기

에서 설정할 수 있고, 이것은 아래의 트랙 이동 모듈에서도 마찬가지임을 첨언한다.

또한, 도 18은 상기 플레이리스트 생성기에 트랙 이동(Track Move)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으며, 이

는 플레이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2개 이상의 컨텐트 파일에 대한 트랙 이동(Track Move)을 허용함으로써, File1.3gp

컨텐트를 스트리밍하다가 점프하여 File2.3gp 컨텐트 스트리밍하도록 하거나, File3.3gp 컨텐트를 스트리밍하다가 뒤로

점프하여 File1.3gp 컨텐트를 스트리밍하도록 기능한다. 즉, File2.3gp 컨텐트를 스트리밍하는 동안에 앞으로 점프하면

File2.3gp가 시작되는 개시점이 아닌 그 전 단계의 File1.3gp 컨텐트에 대한 개시점으로 이동해야 하며, 만약 그 전 단계

의 파일이 없다면 스트리밍 중인 File2.3gp 컨텐트의 개시점으로 이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휴대 단말의 스트리밍 플레이어에 구현되어 있는 앞으로 가기 또는 뒤로 가기 버튼 선택을 이전 트랙으로 이동 또

는 다음 트랙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플레이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1개 이상의 컨텐트 파일에 대한 트랙 이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표준 단말의 경우 트랙 이동을 위한 UI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기술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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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트리밍 서버에서는 앞으로 이동 혹은 뒤로 이동 버튼이 단말에서 선택되면 이 명령을 한 트랙 앞으로 이동 혹은 한

트랙 뒤로 이동의 명령을 인식하도록 구현되어있다. 즉 트랙 이동을 위한 UI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뒤로 가기 버튼을 트

랙 이동을 위한 UI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이 가능해 진다.

그리고 도 18의 실시예의 경우에도 특정 컨텐트에 대해서는 금지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시예는 도 19에 도

시되어 있으며, 이는 도 17의 경우에 대응한다. 즉 Commercial 컨텐트는 휴대 단말기로 반드시 스트리밍되도록 구성하여

Commercial 컨텐트가 스트리밍되는 동안에는 다음 컨텐트로의 트랙 이동을 금지한다.

그리고, 상기 플레이리스트가 오디오인 경우에, 해당 오디오 파일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비디오 파일을 미리 생성해 두고,

오디오 파일에 대한 스트리밍 중 해당 비디오 파일을 동시에 스트리밍함으로써, 오디오 파일의 정보를 휴대 단말기의 액정

에 표시할 수 있다. 즉, 컨텐트 파일이 Audio인 경우 각각의 메타 정보를 비디오로 표시해주고 오디오는 휴대 단말기로 스

트리밍해 주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비디오는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각 오디오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비디오 파일을 미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거나 또는 플레이리스트에서 비디오 파일의 위치

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스트리밍 서버가 해당 오디오 스트리밍을 수행할 경우 해당 비디오 파일을 동시에 스트리밍하

여 플레이되는 오디오의 정보를 휴대 단말의 화면을 통해 동시에 보여주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스트리밍 서버에서

는 하나의 스트리밍을 위해 동시에 영상과 음성에 대한 두 파일을 열어 스트리밍을 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영상파일의 길이

에 관계없이 음성 파일의 플레이 시간에 기준을 두어 반복 재생을 하거나 중간에 스트리밍을 중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한편, 표준 모바일 단말의 경우 단말로부터 표준 스트리밍 프로토콜을 통해 사용자 인증 정보를 스트리밍 서버에서 전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경우 스트리밍 서버에서는 플레이리스트에 대한 스트리밍 링크를 특정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다. 포탈 서버가 스트리밍 링크를 사용자에게 보여 주기 전 스트리밍 서버로부터 특정 시간 동안과 특

정 회수 동안 유효한 스트리밍 링크를 전달받는다. 사용자는 해당 스트리밍 링크를 통해 스트리밍 서버에 접속하며, 스트

리밍 서버는 플레이리스트 링크 유효성을 체크하여 스트리밍을 시작하거나 혹은 거절할 수 있다. 미리 설정된 특정 회수

혹은 특정 시간이 지나면 해당 플레이리스트 링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플레이리스트에 대한 authentication).

이상의 실시예들은 단지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첨언하며, 본 발명의 보호범위가 이들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에서 이용되는 세부기술에는 다양한 기술표준이 존재하고, 기술 수

단의 치환변경의 가능성이 용이하다는 점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자명한 사항이며, 이러한 자명한 변경이나 치

환으로 말미암아 본 발명의 보호범위가 제한될 수는 없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르면, 휴대 단말의 유저가 복수의 컨텐트를 한번에 모두 스트리밍 받을 수 있도록 플레이리

스트 생성기가 복수의 컨텐트가 내재하는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여 이를 휴대 단말기로 스트리밍함으로써, 휴대

단말기의 유저의 편의를 기술적으로 도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휴대 단말기에 의한 컨텐트의 공급과 소비가 증가될 것임

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광고 컨텐트와 통상의 컨텐트를 결합하여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생성함으로써 광고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랜덤 액세스(Random Access), 트랙 이동(Track Move) 등이 가능하도록 옵션으로서 특정모듈을 실시예로 추가함

으로써 휴대 단말기 유저의 편의를 더욱 증가시켰다.

나아가 본 발명의 이러한 효과는 단말기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 서버 측에서 구현함으로써 단말의 사양과 종

류에 상관없이 플레이리스트 파일의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밖에 본 발명의 특유한 구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특유한 효과는 발명의 구성에서 설명한 범위에서 용이하게 추고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효과는 이상에서 설명한 실시예 및 본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용이

하게 추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효과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잠정적 장점의 가능성들에 의해 보다 넓은

범위로 포섭될 것임을 첨언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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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스트리밍 서버에서 다수의 파일을 휴대 단말기로 전송할 때, 개별 컨텐트마다 재접속시도를 하지 않아도 다수의 컨텐트 파

일을 한번에 휴대 단말기로 스트리밍하는 수단을 스트리밍 서버 측에서 구현한 스트리밍 방법으로서:

2개 이상의 컨텐트 파일들을 선택하는 제 1 단계;

플레이리스트 생성기를 통해 상기 컨텐트 파일에 대한 하나의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생성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하는

제 2 단계; 및

휴대 단말기로 상기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스트리밍하는 제 3 단계; 를 포함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휴대 단말기로의 스트리밍 중 플레이리스트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제 4 단계를 더 포함하는, 모바일 환경에

서의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트 파일들을 선택하는 제 1 단계는,

컨텐트 파일을 제공하는 컨텐트 서버(CP) 또는 웹 서버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인,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레이리스트를 통

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트 파일들을 선택하는 제 1 단계는,

휴대 단말 유저측에서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컨텐트 파일들의 리스트 중에서 선택하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실시간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제 4 단계는,

휴대 단말 유저측에서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스트리밍 받는 도중에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트리밍 받는 중인 플레이리스

트의 컨텐트 리스트를 변경, 추가, 삭제하는 경우에, 변경, 추가, 삭제된 컨텐트 리스트로 스트리밍하는 것인, 모바일 환경

에서의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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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하는 제 2 단계는,

플레이리스트 생성기를 통해 상기 선택된 파일들에 대하여 벨리데이션 체크(Validation Check)를 수행하는 단계;

플레이리스트를 작성하는 단계;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스트리밍 서버의 특정 미디어 폴더에 저장하는 단계; 및

웹 사이트의 인터넷 페이지에 상기 특정 미디어 폴더에 대한 스트리밍 링크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모바일 환경에서

의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벨리데이션 체크를 수행하는 단계는,

각 파일들의 코덱 및 각 코덱에 대한 인코딩 파라미터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벨리데이션 체크를 수행하는 단계는, 각 파일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벨리데이션 체크를 수행하는

것인,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리스트 파일은, 각각의 파일의 시퀀스 넘버, 위치정보, 옵션 정보를 포함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레이리스

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스트리밍하는 제 3 단계는,

휴대 단말의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웹 사이트의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여 플레이리스트 파일에 대한 스트리밍 링크를 선

택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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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링크가 선택됨에 따라 스트리밍 서버가 상기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1개의 파일로서 재연결 시도 없이 휴대 단말

로 스트리밍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스트리밍 서버가 상기 스트리밍 링크에 대해 특정 회수 또는(및) 특정 시간의 관점에서 인증(authentication)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트 파일에는 광고 컨텐트 파일이 포함되고,

광고 컨텐트 파일이 다른 컨텐트 파일과 결합되어 상기 플레이리스트 생성기를 통해 하나의 플레이리스트 파일이 생성되

며,

휴대 단말기로 하나의 플레이리스트 파일로서 광고 컨텐트 파일과 다른 컨텐트 파일을 순차적으로 스트리밍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에서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는 플레이리스트 생성기는,

플레이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1개 이상의 컨텐트 파일에 대한 랜덤 액세스(Random Access)를 허용하는 랜덤 액세스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랜덤 액세스를 금지하는 금지 영역을 미리 결정된 1개 이상의 컨텐트 파일에 대하여 설정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레이

리스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에서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는 플레이리스트 생성기는,

플레이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1개 이상의 컨텐트 파일에 대한 트랙 이동(Track Move)을 허용하는 트랙 이동 기능을 설

정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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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트랙 이동을 금지하는 금지 영역을 미리 결정된 1개 이상의 컨텐트 파일에 대하여 설정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레이리

스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리스트가 오디오인 경우에, 해당 오디오 파일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비디오 파일을 미리 생성해 두고, 오디오

파일에 대한 스트리밍 중 해당 비디오 파일을 동시에 스트리밍함으로써, 오디오 파일의 정보를 휴대 단말기의 액정에 표시

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18.

개별 컨텐트마다 재접속시도를 하지 않아도 다수의 컨텐트 파일을 한번에 휴대 단말기로 스트리밍하는 스트리밍 시스템으

로서:

상기 컨텐트 파일들을 스트리밍 파일로 변환하는 인코더;

상기 인코더에 의해 변환된 스트리밍 파일을 휴대 단말기로 전송하는 스트리밍 서버;

상기 컨텐트 파일이 N(N은 1보다 큰 정수)개 이상으로 선택되는 경우, 스트리밍 대상이 되는 컨텐트 파일 C1, C2, ..., CN

(C는 컨텐트 파일을 의미하며, 아래 첨자는 임의의 일련번호로서 1보다 큰 정수이다)에 대한 하나의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생성하고, 그 플레이리스트 파일에 각 컨텐트 파일의 정보를 담아 상기 스트리밍 서버의 미디어 폴더로 전송하며, 그 미디

어 폴더를 인터넷 웹 사이트에 링크시키는 플레이리스트 생성기; 및

상기 스트리밍 서버로부터 전송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플레이리스트에 명시되어 있는 컨텐트 파일들을 스트리밍 받는 휴

대 단말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N개 이상의 컨텐트 파일을 하나의 컨텐트 파일로 간주하여 상기 인터넷 웹 사이트의 스트

리밍 링크에 대한 선택을 제1회로 만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시스템.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광고 컨텐트를 제공하는 광고 서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플레이리스트 생성기는, 상기 광고 서버로부터 제공되어 스트리밍 서버에 저장된 광고 컨텐트 파일과, 상기 컨텐트

서버로부터 제공된 컨텐트 파일을 조합하여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생성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시스템.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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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리밍 서버는,

플레이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1개 이상의 컨텐트 파일에 대한 랜덤 액세스 및 트랙 이동을 각각 허용하는 랜덤 액세스

모듈(Random Access Module) 및 트랙 이동 모듈(Track Move Module)을 포함하며, 상기 컨텐트 파일의 종류에 따라 플

레이리스트 생성기를 통해 랜덤 액세스 금지 영역 및(또는) 트랙 이동 금지 영역을 미리 설정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레

이리스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시스템.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1개 이상의 특정 컨텐트에 대한 과금을 금지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다수 파일의 스트리밍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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