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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상이한 우선순위 레벨들로 다수의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스트림들을 전달하는 시스템 및 방법

요약

서버(100)는 주요 타입 및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데이터의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고, 상기 주요 타입 데이터를 

제1 지정으로 전송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상기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다른 지정들로 전송한다. 라우터

(600)는, 네트워크(500)에서의 폭주로 인하여 데이터가 누락되어야 하는 경우, 라우터(600)가 상기 제1 지정의 데이

터를 누락하기 전에 상기 하나 이상의 다른 지정들의 데이터를 누락하도록, 상기 제1 지정의 데이터를 네트워크(500)

를 통하여 제1 우선순위로 라우팅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다른 지정들의 데이터를 네트워크(500)를 통하여 상기 제1 

우선순위보다 더 낮은 하나 이상의 우선순위들로 라우팅한다. 클라이언트(200)는 네트워크(500)를 통하여 상기 제1 

지정의 데이터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서버(100)로부터 전송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대

표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데이터를 결합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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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명세서에서 개시된 본 발명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 스트림(data stream)을 전달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본 출원은 2001년 12월 15일에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60/341,817호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참조로서 

본 출원에 포함된다.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는 흔히 폭주(congestion)에 대응하여 임의적으로 데이터를 누락시킨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고

려하지 않고 데이터를 누락하는 것은 소정의 타입들의 데이터 전송들에 있어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키 프레임(key frame) 및 예측 프레임(predictive frame)을 포함하는데, 키 

프레임은 예측 프레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비디오 데이터가 처리되는 경우, 키

프레임이 예측 프레임보다 훨씬 중요하다. 따라서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이 폭주로 어려움을 겪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는 경우, 임의적으로 데이터를 누락시키는 것은 키 프레임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수신된 비디오 데

이터 스트림으로부터 생성되는 비디오 디스플레이의 품질을 심하게 저하시킬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수의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 스트림을 전달하는 방법, 시스템,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제

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에서의 폭주로 인해 데이터가 누락되어야 하는 경우, 보다 중요한 데이터 타입의 

스트림의 데이터에 앞서, 덜 중요한 데이터 타입의 스트림의 데이터가 누락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네

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 스트림은 주요 타입(primary type) 및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secondary types)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네트워크에서의 폭주로 인하여 데이터가 누락되어야 하는 경우, 주요 타입 데이터에 앞서 보조 

타입 데이터가 누락되도록, 주요 타입 데이터는 제1 우선순위 레벨로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되며, 보조 타입 데이터

는 상기 제1 우선순위 레벨보다 더 낮은 하나 이상의 우선순위 레벨들로 라우팅된다.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된 주요 타입 및 보조 타입 데이터는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해 결합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데이터 스트림은 주요 타입의 데이터가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데이터와 분리되

어 전송되는 형태로 전송된다.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된 주요 타입 및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데이

터가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해 결합되는데, 상기 제공된 데이터 스트림은 적어도 상기 전송된 데이터 스

트림의 대표(representation)(즉, 만일 데이터가 누락 되지 않는다면 상기 데이터 스트림이 되는 것이며, 또는 만약 

데이터가 누락된다면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대표)가 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데이터 스트림은 라우터로 전송되는데, 상기 라우터는 주요 타입 데이터를 제1 우선순위

로 라우팅하고, 보조 타입 데이터를 상기 제1 우선순위 레벨보다 낮은, 하나 이상의 우선순위 레벨들로 라우팅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데이터 스트림이 비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경우, 비디오 스트림의 I 프레임은 제1 지

정(designation)과 연관되어 전송되고, 비디오 스트림의 P 및 B 프레임들은 상기 제1 지정이 아닌 하나 이상의 상이

한 지정들과 연관되어 전송된다.

데이터 스트림이 비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비디오 스트림의 I 프레임은, 예컨대 제

1 TCP/UDP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라우터로 전송되고, 비디오 스트림의 P 및 B 프레임들은, 예컨대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하나 이상의 TCP/UDP 포트 번호들과 연관되어 라우터로 전송된다. 네트워크에서의 폭주로 인하여, (

예컨대 라우터에서) 수신된 데이터가 누락되어야 하는 경우,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연관된 데이터에 앞서,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포트 번호들과 연관된 데이터가 누락되도록, 제1 포트 번호와 연관된 (예컨대 

라우터에서 수신된) 데이터는 제1 우선순위 레벨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라우팅되며,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하

나 이상의 포트 번호들과 연관된 (예컨대 라우터에서 수신된) 데이터는 상기 제1 우선순위 레벨보다 낮은, 하나 이상

의 우선순위 레벨들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라우팅된다. 그리고 나서, 전송된 비디 오 스트림의 대표를 제공하기 위하

여,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예컨대, 라우터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된 데이터는, 상기 제1 포트 번호

와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포트 번호들과 연관되어 라우터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와 결합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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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 및 그것이 동작하는 환경을 나타낸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동작 실시예를 나타낸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동작 실시예를 나타낸 흐름도.

실시예

본 발명이 첨부된 도면에 도시되는데, 도면은 제한적이지 않고 예시적인 것으로 의도되며,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 번

호는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부분들을 참조하도록 의도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제품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이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

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버(100)는 제1 네트워크(300), 제1 라우터(600), 제2 네트워크(400), 제2 라우터(700), 

및 제3 네트워크(500)를 통해 클라이언트(200)에 연결된다. 서버(100)는, (a) 기본 타입 및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

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할 수 있고(기본 타입의 데이터 는 보조 타입들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

한 기초로서 기능함), (b) 상기 제공된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하는데 있어 기본 타입의 데이터는 제1 지정(designation

)과 연관되어 전송되고 보조 타입들의 데이터는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전송되도록

하는 임의의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서버(100)에 의해 제공될 수 데이터 스트림의 일례로는 상이한 타입들

의 비디오 프레임들, 이를테면, 키 프레임, 순방향 예측 프레임(forward predictive frame), 및 역방향 예측 프레임(b

ackward predictive frame)(이들은 각각 I 프레임, P 프레임, 및 B 프레임이라 할 수 있음)을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 (또는 단순히 '비디오 스트림')을 들 수 있는데, 상기 키 프레임은 상기 순방향 및 역방향 예측 프레임을 처리

하기 위한 기초로서 기능한다. 위에서 언급된 지정(designation)은, 예컨대, 주요 타입의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는 

제1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전송되고 보조 타입들의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는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하나 이

상의 포트 번호들과 연관되어 전송되도록, IP 네트워크의 전송 층(transport layer)(예컨대, TCP 또는 UDP)에 의해 

사용되는 포트 번호들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100)는 데이터 스트림('DS') 제공자 시스템(110) 및 데이터 스트림 전송기('DST

') 시스템(120)을 포함한다. DS 제공자 시스템(110)은 상술된 바와 같이 데이터 스트림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임의의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공되는 데이터 스트림이 비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경우, DS 제공자 

시스템(110)은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한 임의의 공지된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더욱이, DS 제공자 

시스템(110)은, 예컨 대, 라이브 비디오 데이터(live video data) 또는 이전에 녹화된 비디오 파일들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 같이 다수의 방법들로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DS 제공자 시스템(110)

은 상술된 방식으로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코드(computer code)를 포함한다.

DST 시스템(120)은, (a) 상이한 타입들의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고, (b) 제1 지정과 연관하여 주요 

타입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하여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데이

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임의의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송되는 데이터 스트림이 비디오 스트림인

경우, DST 시스템(120)은, 비디오 스트림에서 I 프레임, P 프레임, 및 B 프레임을 분리하고, I 프레임은 제1 TCP/UD

P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전송하고, P 및 B 프레임들은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하나 이상의 TCP/UDP 포트 번

호들과 연관되어 전송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P 및 B 프레임들이 모두 제2 포트 번호

와 연관되어 전송되거나, 또는 P 및 B 프레임들이 제2 및 제3 포트 번호들과 각각 연관되어 전송될 수 있다. 본 발명

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DST 시스템(120)은 상술된 방식으로 데이터 스트림의 분리 및 전송을 수행하는 컴퓨터 코드

를 포함한다.

클라이언트(200)는 서버(100)에 의해 생성되어 전송된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여 처리한다. 그러한 것으로서, 클라

이언트(200)는, (a) 주어진 데이터 스트림과 관련되고 제4 지정과 연관된 데이터 및 상기 주어진 데이터 스트림과 관

련되고 상기 제4 지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된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주 어진 데이터 스트림을 대표

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주어진 데이터 스트림과 관련되고 상기 제4 지정과 연관되어 수신된 데이

터 및 상기 주어진 데이터 스트림과 관련되고 상기 제4 지정과 상이한 지정들과 연관되어 수신된 데이터를 결합하며, 

(b) 상기 대표 데이터 스트림(representative data stream)을 처리할 수 있는, 임의의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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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클라이언트(200)는 데이터 스트림 수신('DSR') 시스템(210) 및 데이터 스트림(DS) 처

리 시스템(220)을 포함한다. DSR 시스템(210)은 상술된 수신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임의의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신되어 처리되는 데이터가 비디오 데이터인 경우, DSR 시스템(210)은 주어진 비디오 스트림과

관련되고 제4 포트 번호와 연관된 I 프레임 및 상기 주어진 비디오 스트림과 관련되고 상기 제4 포트 번호와 상이한 

하나 이상의 포트 번호들과 연관된 P 및 B 프레임들을 수신하고(예컨대, 상기 P 및 B 프레임들은 모두 제5 포트 번호

와 연관되어 수신되거나, 또는 상기 P 및 B 프레임들은 제5 및 제6 포트 번호와 각각 연관되어 수신될 수 있음), 상기 

주어진 비디오 스트림과 관련되어 수신된 I, P, 및 B 프레임들을 결합하여 상기 주어진 비디오 스트림을 대표하는 비

디오 스트림을 제공할 수 있는(예컨대, 폭주로 인한 데이터 분실로 인해 상기 대표 스트림이 처음에 전송된 스트림보

다 더 적은 개수의 프레임들을 갖지만, 상기 대표 스트림에 남아있는 프레임들이 처음에 전송된 스트림과 동일한 대응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의의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DSR 시스템(210)

은 상술된 수신 및 결합 동작들을 수 행하는 컴퓨터 코드를 포함한다.

DS 처리 시스템(220)은 상술된 바와 같이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할 수 있는 임의의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표 스트림이 비디오 스트림인 경우, DS 처리 시스템(220)은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비디오 스트림을

처리할 수 있는 임의의 공지된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DS 처리 시스템(220)

은 상술된 처리를 수행하는 컴퓨터 코드를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컴퓨터 시스템'이란 용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만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DS 제공자 시스템(110) 및 DST(120)는 각각 서버(100)의 동일한 컴퓨터 하드

웨어 상에 존재하는 컴퓨터 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DS 제공자 시스템(110) 및 DST(120)는 각각 별개의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구현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 및 서버의 기능이 단일한 시스템에서 결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최종 사용자 시스템들(End User System)(151 및 152) 각각은 다른 유사한 최종 사용자 시스템

들과 동시에 데이터 스트림을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상술된 서버(100) 및 클라이언트(200) 양자의 기능을 포함

할 수 있다.

도 1을 다시 참조하자면, 서버(100) 및 클라이언트(200)는 제1 네트워크(300) 및 제2 네트워크(400)와 각각 통신한

다. 네트워크들(300 및 400)은 제1 라우터(600) 및 제2 라우터(700) 각각을 통해 제3 네트워크(500)와 통신한다. 네

트워크들(300, 400, 및 500) 각각은, 예컨대 LAN, WAN, 또는 인터넷 같은, 컴퓨터 시스템들 간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임의의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다. 예시적인 구성에서, 네트워크들(300, 400, 및 500)은 각각 

회사 인트라넷(intranet)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들(300 및 400

)은 WAN을 나타낼 수 있는 네트워크(500)에 의해 서로 연결된, 지리적으로 분리된 회사 지점들에서의 LAN들을 나

타낼 수 있다.

데이터는 본 명세서에서 개시된 라우팅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임의의 적합한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모든 네트워크들(300, 400, 및 500) 또는 이들 중의 임의의 것을 통해 라우팅될 수 있으며, 데이터는 본 명세서에서 

개시된 누락 기능들(discarding functions)을 수행할 수 있는 임의의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본 명세서

에서 개시된 바와 같이 누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기능들은 라우터들(600 및 700)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데, 

이들 라우터 각각은, 폭주로 인해 라우터 내의 데이터가 누락되어야 하는 경우, 상위의 우선순위 레벨에 따라 서비스

되어야 하는 지정과 연관된 데이터에 앞서, 하위의 우선순위 레벨에 따라 서비스되어야 하는 지정과 연관된 데이터가

누락되도록, 복수의 우선순위 레벨에 따라 복수의 지정과 연관되어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는 임의의 라우터를 포함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우터들(600 및 700) 각각은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QoS)이 가능한 라우터를 포함

할 수 있는데, 이 QoS 라우터는 폭주로 인해 QoS 라우터 내의 데이터를 누락하여야 하는 경우, 상위 레벨의 서비스로

분류된 포트 번호와 연관된 데이터에 앞서 하위 레벨의 서비스로 분류된 포트 번호와 연관된 데이터가 누락되도록, 

복수의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수신된 데이터를 복수 레벨들의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100), 클라이언트(200), 및 라우터들(600 및 700)은 모두 동일한 지정들을 기반

으로 하여 데이터를 각각 전송하고, 수신하며, 서비스하도록 예컨대 컴퓨터 하드웨어나 컴퓨터 코드를 통해, 정적으로

(statically) 구성된다. 예를 들어, 발생된 데이터 스트림이 비디오 스트림인 경우, 서버(100)는 제1 수신지 포트 번호(

예컨대, 수신지 포트 번호 5151)와 연관하여 비디오 스트림의 I 프레임을 전송하고, 상기 제1 수신지 포트 번호와 상

이한 하나 이상의 수신지 포트 번호들과 연관하여 비디오 스트림의 P 및 B 프레임들을 전송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예

컨대, P 및 B 프레임들이 모두 수신지 포트 번호 5153과 연관되거나, 또는 P 및 B 프레임들이 수신지 포트 번호들 51

53 및 5155 각각과 연관됨). 또한, 계속해서 상기 예에서는, 클라이언트(200)는 상기 제1 수신지 포트 번호(예컨대, 

수신지 포트 번호 5151)와 동일한 제4 수신지 포트 번호 상에서 비디오 스트림의 I 프레임을 수신하고, 상기 제1 수신

지 포트 번호와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수신지 포트 번호들과 동일하고, 상기 제4 수신지 포트 번호와 상이한 하나 

이상의 수신지 포트 번호들 상에서 비디오 스트림의 P 및 B 프레임들을 수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예컨대, P 및 B 

프레임들 모두 수신지 포트 번호 5153과 연관되거나, 또는 P 및 B 프레임들이 수신지 포트 번호들 5153 및 5155 각

각과 연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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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한 예를 참조하자면, 라우터들(600 및 700)은, 제1 우선순위 레벨 에 따라 제1 수신지 포트 번호(예컨대, 

수신지 포트 번호 5151)와 연관되어 수신된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상기 제1 우선순위 레벨보다 더 낮은 하나 이상의 

우선순위 레벨들에 따라 상기 제1 수신지 포트 번호와 상이한 하나 이상의 수신지 포트 번호들(예컨대, 수신지 포트 

번호 5153 또는 수신지 포트 번호들(5153 및 5155))과 연관되어 수신된 데이터를 서비스하는데 있어서, 폭주로 인해

라우터 내의 데이터가 누락되어야 하는 경우, 상위의 우선순위 레벨에 따라 서비스되어야 하는 수신지 포트 번호들과

연관된 데이터에 앞서 하위의 우선순위 레벨에 따라 서비스되어야 하는 수신지 포트 번호들과 연관된 데이터가 누락

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버(100) 및 클라이언트(200)가, I 프레임은 제1 수신지 포트 번호(예컨대, 5151)와 연관되어, 그리고 P 

및 B 프레임들은 모두 상기 제1 수신지 포트 번호와 상이한 단일한 수신지 포트 번호(예컨대, 수신지 포트 번호 5153

)와 연관되어 각각 전송하고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경우, 라우터들(600 및 700)은, 제1 우선순위 레벨에 따라 상기 제

1 수신지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수신된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상기 제1 우선순위 레벨보다 더 낮은 제2 우선순위 레

벨에 따라 다른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수신된 데이터를 서비스하는데 있어, 폭주로 인해 라우터 내의 데이터가 누락

되어야 하는 경우, 상기 제1 수신지 번호와 연관된 데이터(예컨대, 수신지 포트 번호 5151와 연관된 I 프레임)에 앞서,

상기 다른 수신지 포트 번호와 연관된 데이터(예컨대, 수신지 포트 번호 5153과 연관된 P 및 B 프레임들)가 누락되도

록 구성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서버(100) 및 클라이언트(200)가, I 프레임은 제1 수신지 포트 번호(예컨대, 5151)와 연관되어, P 프레

임은 제2 수신지 포트 번호(예컨대, 5153)와 연관되어, 그리고 B 프레임은 제3 수신지 포트 번호(예컨대, 5155)와 연

관되어 각각 전송하고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경우에, 라우터들(600 및 700)은, 제1, 제2, 및 제3 우선순위 레벨 각각에

따라 상기 제1, 제2, 및 제3 수신지 포트 번호들과 연관되어 수신된 데이터를 서비스하는데 있어, 폭주로 인해 라우터

내의 데이터가 누락되어야 하는 경우, 상기 제1 및 제2 수신지 포트 번호들와 연관된 데이터(예컨대, 포트 번호 5151

에서의 I 프레임 및 포트 번호 5153에서의 P 프레임 각각)에 앞서, 상기 제3 수신지 포트 번호와 연관된 데이터(예컨

대, 포트 번호 5155에서의 B 프레임)가 누락되고, 상기 제1 수신지 포트 번호와 연관된 데이터에 앞서 상기 제2 수신

지 포트 번호와 연관된 데이터가 누락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100), 클라이언트(200), 및 라우터들(600 및 700)은 다양한 사용자 정의 가능

지정(user definable designation)을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를 각각 전송하고, 수신하며, 서비스할 수 있다. 도 3에 도

시된 이러한 실시예에서, 제어 시스템(800)은 서버(100), 클라이언트(200), 및 라우터들(600 및 700)과 통신하여, 상

술된 바와 같이 동일한 지정들을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를 각각 전송하고, 수신하며, 서비스하도록 그들에게 명령한다.

예를 들어, 비디오 회의(video conferencing)가 수행되는 경우, 제어 시스템(800)은, 예컨대 비디오 데이터에서 I 프

레임에는 상위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포트 5151 상에서 전송되고, P 프레임은 중간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포트 515

3 상에서 전송되며, B 프레임은 하위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포트 5155 상에서 전송 되도록 규정할 수 있는 비디오 

회의를 대한 정책(policy)을 정책 서버(도시되지 않음)로부터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제어 시스템(800)은 서버(

100)에게 포트들 5151, 5153, 및 5155 각각에서 I, P, 및 B 프레임을 전송하도록 하고, 클라이언트(200)에게 이들을

수신하도록 하며, 라우터들(600 및 700)에게 상위, 중간, 및 하위의 우선순위들 각각에 따라 포트들 5151, 5153, 및 

5155와 연관된 데이터를 서비스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어 시스템(800)이 제2 네트워크(400)와의 링크를 통해 서버(100), 클라이언트(200), 및 라우터들(600 및 700)과 

통신하는 것으로 도 3에 도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제어 시스템(800)은 서버(100), 클라이언트(

200), 및 라우터들(600 및 700)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네트워크 지점(예컨대, 제1 네트워크(300) 또는 제3

네트워크(500))에도 링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도 4는 본 발명이 동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먼저, 블록(100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주요 

타입 및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이 제공되는데, 상기 주요 타입의 데이터는 상기

보조 타입들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초로서 기능한다. 제공된 데이터 스트림은, 예컨대 주요 타입 및 하나 이상

의 보조 타입들의 데이터가 비디오 스트림의 I 프레임 및 P 와 B 프레임들 각각에 대응하는 비디오 스트림을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스트림이 비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경우, 서버(100)의 DS 제공자 시스템(100)은, 예를 들면 (예컨

대, 비디오 회의를 위한) 라이브 비디오를 인코딩 하거나, 또는 미리 녹화된 비디오 파일을 검색하는 것과 같은 다수의

방법으로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블록(110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제공된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가 상이한 데이터 타입들에 따라 분리된

다. 예를 들어, 제공된 데이터 스트림이 비디오 스트림인 경우, 서버(100)의 DST 시스템(120)은, 예컨대 제공된 비디

오 스트림으로부터 I, P, 및 B 프레임들을 분리함으로써, 블록(1100)에서 도시된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블록(120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주요 타입의 데이터는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전송되고,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데이터는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의 지정과 연관되어 전송되도록 데이터 스트림에서 분리된

데이터가 전송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트림은 비디오 스트림이고, I 프레임은 상위의 우선순위로, 그리고 P 및 B 프

레임들은 상위의 우선순위보다 더 낮은 동일한 우선순위로 전송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서버(100)의 DST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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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은, 예컨대 비디오 스트림의 I 프레임은 제1 수신지 포트 번호(예컨대, 5151)와 연관되어 전송하고, 비디오 스트

림의 P 및 B 프레임들 모두는 상기 제1 수신지 포트 번호와 상이한 수신지 포트 번호(예컨대, 5153)와 연관되어 전송

함으로써, 블록(1200)에서 도시된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데이터 스트림이 비디오 스트림이고, I 프레

임은 상위의 우선순위로, P 프레임은 중간 우선순위로, 그리고 B 프레임은 하위의 우선순위로 전송되도록 하고자 하

는 경우, 서버(100)의 DST 시스템(120)은, 예컨대 비디오 스트림의 I, P, 및 B 프레임들을 제1(예컨대 5151), 제2(예

컨대 5153), 및 제3(예컨대 5155) 수신지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전송함으로써, 블록(1200)에서 도시된 동작들을 수

행할 수 있다.

데이터 스트림의 전송된 데이터는, 라우터(600)에서 수신되는데, 상기 라우터(600)는, 블록(130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제3 네트워크(500)에서의 폭주로 인하여 라우터 내의 데이터가 누락되어야 하는 경우, 상위 우선순위 레벨에 따

라 라우팅되어야 하는 지정과 연관된 데이터에 앞서, 하위 우선순위 레벨에 따라 라우팅되어야 하는 지정과 연관된 

데이터가 누락되도록, 제1 지정과 연관된 데이터 스트림의 전송된 데이터를 제1 우선순위 레벨에 따라 라우팅하고,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된 데이터 스트림의 전송된 데이터를 상기 제1 우선순위 레벨보다

더 낮은 하나 이상의 우선순위 레벨들에 따라 라우팅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트림이 비디오 스트림인 경우, 라우터

(600)는, 제3 네트워크(500)에서의 폭주로 인하여 라우터 내의 데이터가 누락되어야 하는 경우, 상기 제1 수신지 포

트 번호와 연관된 데이터(예컨대, 포트 번호 5151에서의 I 프레임)에 앞서 상기 제2 수신지 포트 번호와 연관된 데이

터(예컨대, 포트 번호 5153에서의 P 및 B 프레임)가 누락되도록, 제1 수신지 포트 번호와 연관된 데이터(예컨대, 포

트 번호 5151에서의 I 프레임)를 제1 우선순위 레벨에 따라 라우팅하고, 제2 수신지 포트 번호와 연관된 데이터(예컨

대, 모두 포트 번호 5153에 있는 P 및 B 프레임)를 하위의 우선순위 레벨에 따라 라우팅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다른 

예에서, 라우터(600)는, 제3 네트워크(500)에서의 폭주로 인해 라우터 내의 데이터가 누락되어야 하는 경우, 상기 제

1 및 제2 수신지 포트 번호들과 연관된 데이터(예컨대, 포트 번호 5151에서의 I 프레임 및 포트 번호 5153에서의 P 

프레임 각각)에 앞서, 상기 제3 수신지 포트 번호와 연관된 데이터(예컨대, 포트 번호 5155에서의 B 프레임)가 누락

되고, 상기 제1 수신지 포트 번호와 연관된 데이터에 앞서 상기 제2 수신지 포트 번호와 연관된 데이터가 누락되도록,

제1, 제2, 및 제3 우선순위 레벨 각각에 따라 제1, 제2, 및 제3 수신지 포트 번호와 연관된 데이터(예컨대, 포트 번호 

5151에서의 I 프레임, 포트 번호 5153에서의 P 프레임, 및 포트 번호 5155에서의 B 프레임)를 라우팅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제3 네트워크(500)에서의 폭주로 인하여 라우터(600)에 의해 누락되지 않은, 상기 제1 지정 및 상기 제1 지정과 상이

한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된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는 제3 네트워크(500)를 통하여 라우팅되어, 라우터(700)에

서 수신되는데, 상기 라우터(700)는 그 다음에 제2 네트워크(400)에 관하여 상술된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라우팅한다. 예를 들어, 라우터(700)는, 제2 네트워크(400)에서의 폭주로 인하여 라우터 내의 데

이터가 누락되어야 하는 경우, 상위 우선순위 레벨에 따라 라우팅되어야 하는 지정과 연관된 데이터에 앞서, 하위 우

선순위 레벨에 따라 라우팅되어야 하는 지정과 연관된 데이터가 누락되도록, 제1 지정과 연관된 데이터 스트림의 데

이터는 제1 우선순위 레벨에 따라 라우팅되고,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된 데이터 스트림

의 데이터는 상기 제1 우선순위 레벨보다 더 낮은 하나 이상의 우선순위 레벨들에 따라 라우팅되도록, 제3 네트워크(

500)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라우팅한다.

다시 도 4를 참조하자면, 그 다음에, 블록(140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예컨대, 제3 네트워크(500)에서의 폭주로 인

해 라우터(600)에 의해, 또는 제2 네트워크(400)에서의 폭주로 인해 라우터(700)에 의해) 폭주로 인하여 누락되지 않

았던 상기 제1 지정 및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된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는 클라이언트(

200)에서 수신된다. 데이터 스트림이 비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경우, 블록(1400)에서 도시된 동작들은, 예컨대, 제1

수신지 포트 번호(예컨대 5151)에서 I 프레임을 수신하고, 상기 제1 수신지 포트 번호와 상이한 하나 이상의 수신지 

포트 번호들에서 P 및 B 프레임들을 수신하는(예컨대, 모두 포트 번호 5153에 있는 P 및 B 프레임들 또는 포트 번호

들 5153 및 5155 각각에 있는 P 및 B 프레임들) 클라이언트(200)의 DSR 시스템(210)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블록(150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1 지정 및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

과 연관되어 따로따로 수신되었던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는 데이터 스트림의 대표(representation)를 제공하기 위

해 결합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트림이 비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경우, 블록(1500)에서 도시된 동작들은, 전술된 

바와 같이 주어진 비디오 스트림의 대표를 제공하기 위해 클라이언트(200)의 DSR(210)이 주어진 비디오 스트림과 

관련하여 상기 제1 수신지 포트 번호(예컨대 5151) 상에서 수신된 I 프레임(예컨대, 주어진 소스 포트 번호를 갖는, 

주어진 IP 주소로부터의 데이터)을 동일한 비디오 스트림에 관련하여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하나 이상의 수신

지 포트 번호들 상에서 수신된 P 및 B 프레임들(예컨대, 모두 5153 상에서의 P 및 B 프레임들, 또는 5153 및 5155 

각각에서 의 P 및 B 프레임들)과 결합하는 동작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블록(160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위해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대표가 처리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트림의 대표가 비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경우, 클라이언트(200)의 DS 처리 시스템(200)은 대

표 비디오 스트림을 처리하여 대표 비디오 스트림 내의 인코딩된 비디오를 클라이언트(200)를 조작하는 사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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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100)는 데이터를 클라이언트(200)에게 전송하고 라우터들(600 및 700)은 

제3 네트워크(500) 및 제2 네트워크(400) 각각에서의 폭주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우선순위 레벨들에 따라 데이터를

라우팅한다. 최종 사용자 시스템들(151 및 152)이 서버 및 클라이언트 양자 모두로서 기능하는, 도 2에 도시된 본 발

명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최종 사용자 시스템(151)으로부터 최종 사용자 시스템(152)으로 송신되는 데이터가 제3 네

트워크(500)에서의 폭주에 대해서는, 상술된 바와 같이 라우터(600)에 의해 라우팅되고, 제2 네트워크(400)에서의 

폭주에 대해서는, 상술된 바와 같이 라우터(700)에 의해 라우팅된다. 마찬가지로, 최종 사용자 시스템(152)으로부터 

최종 사용자 시스템(151)으로 송신되는 데이터가 제3 네트워크(500)에서의 폭주에 대해서는, 라우터(700)에 의해 라

우팅되고, 제1 네트워크(300)에서의 폭주에 대해서는 라우터(600)에 의해 라우팅된다.

도 5는, 제어 시스템(800)이 서버(100), 클라이언트(200)(또는 최종 사용자 시스템들(151 및 152)), 및 라우터들(60

0 및 700)이 통합된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그들이 동일한 지정들 및 우선순위 레벨들과 연관되어 데이

터를 각각 전송하며, 수신하고, 라우팅하는 통합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먼저, 블록(

200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서버(100)(또는 최종 사용자 시스템들(151 및 152)의 서버 기능들)는 제1 지정과 연관

시켜 주요 타입의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시켜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블록(210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클

라이언트(200)(또는 최종 사용자 시스템들(151 및 152)의 클라이언트 기능들)는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된 주요 타입

의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된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블록(220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라우터들(600 및

700)은,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수신된 데이터를 제1 우선순위 레벨에 따라 라우팅하고,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수신된 데이터를 상기 제1 우선순위 레벨보다 더 낮은 하나 이상의 우선순위 레벨에 따라 

라우팅하도록 구성되는데, 전술된 바와 같이, 데이터가 전송되어야 하는 네트워크에서의 폭주로 인해 라우터 내의 데

이터가 누락되어야 하는 경우, 상위의 우선순위 레벨에 따라 라우팅되어야 하는 지정과 연관되어 라우터에 의해 수신

된 데이터에 앞서, 하위의 우선순위 레벨에 따라 라우팅되어야 하는 지정과 연관되어 라우터에 의해 수신된 데이터가

누락된다.

블록들(2000, 2100, 및 2200)에서 도시된 동작들은, 예컨대 주요 타입 및 하 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데이터 스트림

의 데이터가 상술된 바와 같이 전송되고, 수신되며, 라우팅되도록 규정하는 정책을 (예컨대, 정책 서버로부터 상기 정

책을 검색함으로써) 얻는 제어 시스템(800)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제어 시스템(800)은 서버(100) 및 

클라이언트(2000)(또는 최종 사용자 시스템들(151 및 152)) 및 라우터들(600 및 700)의 각각과 통신하여, 그들 각각

이 상기 정책에서 규정된 지정들 및 대응하는 우선순위 레벨들을 이용하여 각각 전송하고, 수신하며, 라우팅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블록(230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스트림은 상기 정책에 따라 라우터들(600 및 700)을 통해 서버(

100)(또는 최종 사용자 시스템들 중의 하나)로부터 클라이언트(200)(또는 다른 최종 사용자 시스템)로 전달된다. 예

를 들어, 데이터 스트림은 도 4와 관련하여 전술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라우터들(600 및 700)을 통해 서버(100)(또

는 최종 사용자 시스템들 중의 하나)로부터 클라이언트(200)(또는 다른 최종 사용자 시스템)로 전달될 수 있다.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들과 관련하여 설명되고 도시되었으나,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당해 기

술분야의 당업자에게 명백할 다수의 변형 및 변경이 수행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변형 및 변경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도되므로, 본 발명은 상술된 방법론이나 구성의 정확한 세부 사항들에 한정되는 것으로 의도

되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요 타입(primary type) 및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secondary types)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네

트워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처리는, 상기 주요 타입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하나 이상의 보

조 타입들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데이터를 처리할 것을 필요로 하며,

상기 방법은

상기 네트워크에서의 폭주(congestion)로 인해 데이터가 누락되어야 하는 경우, 상기 주요 타입의 데이터에 앞서 상

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데이터가 누락되도록,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제1 우선순위 레벨로 상기 주요 타입의 

데이터를 라우팅하고, 상기 제1 우선순위 레벨보다 더 낮은 하나 이상의 우선순위 레벨들로 상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

입들의 데이터를 라우팅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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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된 상기 주요 타입 및 상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

들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의 방법에 있어서,

상기 주요 타입의 데이터가 상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데이터와 분리되어 전송되도록,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결합 단계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된 상기 주요 타입 및 상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데이터를 결합

하여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고, 상기 제공된 데이터 스트림은 적어도 상기 전송된 데이터 스트림의 대표(repre

sentation)인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전송 단계 이전에 상기 주요 타입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데이터를 상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데이터와 분리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위해 상기 제공된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제1 지정(designation)과 연관되어 상기 주요 타입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하고, 상기 제1 지

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상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라우팅 단계는, 상기 네트워크에서의 폭주로 인하여 데이터가 누락되어야 하는 경우,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된 데

이터에 앞서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된 데이터가 누락되도록, 상기 제1 지정과 연관

된 데이터를 상기 제1 우선순위 레벨로 라우팅하고,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된 데이

터를 상기 제1 우선순위 레벨보다 더 낮은 상기 하나 이상의 우선순위 레벨들로 라우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결합 단계는, 적어도 상기 전송된 데이터 스트림의 대표인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네트워

크를 통해 라우팅된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된 데이터 및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된 데

이터를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상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제2 지정과 연관되어 전송하는 단

계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결합 단계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된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된 데이터 및 상기 제2 지정과 연관된 데이터

를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상기 보조 타입들 중의 하나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제2 지정과 연관되어 전송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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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조 타입들 중의 다른 하나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제3 지정과 연관되어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라우팅 단계는, 상기 네트워크에서의 폭주로 인하여 데이터가 누락되어야 하는 경우, 상기 제1 및 제2 지정들과 

연관된 데이터에 앞서 상기 제3 지정과 연관된 데이터가 누락되고,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된 데이터에 앞서 상기 제2 

지정과 연관된 데이터가 누락되도록, 제1, 제2, 및 제3 지정과 연관된 데이터를 제1 우선순위 레벨, 상기 제1 우선순

위보다 더 낮은 제2 우선순위 레벨, 및 상기 제2 우선순위보다 더 낮은 제3 우선순위 레벨 각각으로 라우팅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결합 단계는, 적어도 상기 전송된 데이터 스트림의 대표인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

를 통해 라우팅된 상기 제1, 제2, 및 제3 지정들과 연관된 데이터를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된 데이터 스트림은 비디오 스트림을 포함하고,

상기 전송 단계는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키 프레임(key frame) 및 예측 프레임(predictive frame)은 분리되어 전송되며;

상기 라우팅 단계는, 상기 네트워크에서의 폭주로 인하여 데이터가 누락되어야 하는 경우, 키 프레임에 앞서 예측 프

레임이 누락되도록, 키 프레임은 제1 우선순위 레벨로, 예측 프레임은 상기 제1 우선순위 레벨보다 더 낮은 하나 이상

의 우선순위 레벨들로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결합 단계는, 적어도 상기 전송된 비디오 스트림의 대표인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

를 통해 라우팅된 키 프레임들 및 예측 프레임들을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키 프레임을 제1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전송하고, 상기 비

디오 스트림의 예측 프레임을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하나 이상의 포트 번호들과 연관되어 전송하는 단계를 포

함하고;

상기 라우팅 단계는, 상기 네트워크에서의 폭주로 인하여 라우팅되는 데이터가 누락되어야 하는 경우,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라우팅되는 데이터에 앞서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포트 번호들과 연관되어 

라우팅되는 데이터가 누락되도록, 제1 포트 번호와 연관된 데이터를 제1 우선순위 레벨로 라우팅하고,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하나 이상의 포트 번호들과 연관된 데이터를 상기 제1 우선순위 레벨보다 더 낮은 하나 이상의 우선순

위 레벨들로 라우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결합 단계는, 적어도 상기 전송된 비디오 스트림의 대표인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된 데이터를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포트 번호

들과 연관되어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된 데이터와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포트 번호는 제1 TCP/UDP 포트 번호를 포함하고,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상기 하

나 이상의 포트 번호들은 상기 제1 TCP/UDP 포트 번호와 상이한 하나 이상의 TCP/UDP 포트 번호들을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11.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되는 데이터는 라우터로 전송되고,

상기 라우터는 상기 주요 타입의 상기 데이터를 상기 제1 우선순위 레벨과 연관되어 라우팅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상기 데이터를 상기 제1 우선순위 레벨보다 더 낮은 상기 하나 이상의 우선순위 레벨들과 연관되어 라

우팅하는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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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스트림이 주요 타입 및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처리에 상기 주

요 타입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

기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주요 타입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데이터를 상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데이터와 분리하는 단계; 및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상기 주요 타입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

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상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비디오 스트림을 포함하고;

상기 제공 단계는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분리 단계는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I 프레임을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P 및 B 프레임들과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

하고;

상기 전송 단계는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I 프레임을 전송하고,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

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P 및 B 프레임들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제1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I 프레임을 전송하고,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하나 이상의 포트 번호들과 연관되어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P 및 B 프레임들을 전송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사용자에게 데이터 스트림을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지정과 연관된 데이터 및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데이터를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데이터와 결합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상기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위

하여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비디오 스트림을 포함하고;

상기 수신 단계는 제1 지정과 연관되어 I 프레임을 수신하고,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P 및 B 프레임들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결합 단계는,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I 프레임을 상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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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P 및 B 프레임들과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처리 단계는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I 프레임을 기반으로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P 및 B 프레임들을 처리함으로써, 상

기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단계는 제1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I 프레임을 수신하고,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하나 이상의 포트 번

호들과 연관되어 P 및 B 프레임들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결합 단계는,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I 프레임을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포트 번호들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P 및 B 프레임들과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처리 단계는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I 프레임을 기반으로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포트 번호들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P 및 B 프레임들을

처리함으로써, 상기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사용자에게 데이터 스트림을 제시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주요 타입 및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처리는, 상

기 주요 타입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

기 데이터를 처리할 것을 필요로 하며,

상기 시스템은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며,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상기 주요 타입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하고, 상기 제1 지

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상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전송하

는 제1 컴퓨터;

네트워크에서의 폭주로 인하여 라우터에서 수신된 데이터가 누락되어야 하는 경우,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상기 

라우터에서 수신된 데이터에 앞서,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상기 라우터에서 수

신된 데이터가 누락되도록,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상기 제1 컴퓨터에 의해 전송된 상기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된 이러한 데이터를 상기 제1 우선순위 레벨에 따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하며, 상기 제1 지

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상기 제1 컴퓨터에 의해 전송된 상기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된 이러한 데이터를 상기 제1 우선순위 레벨보다 더 낮은 하나 이상의

우선순위 레벨들에 따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하는 라우터; 및

상기 제1 지정 및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 되어 상기 라우터로부터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며, 상기 제1 컴퓨터에 의해 제공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대표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상기 라우터로부터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된 상기 데이터를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상기 라우터로부터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된 상기 데이터와 결합하

고, 상기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상기 대표 데이터 스트림(representative data stream)을 처리하는 제2 컴퓨터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비디오 스트림을 포함하고;

상기 제1 컴퓨터는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고,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I 프레임을 전송하며,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P 및 B 프레임들을 전송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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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컴퓨터는 상기 제1 컴퓨터에 의해 제공된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대표하는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하여

,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상기 라우터로부터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된 상기 데이터를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상기 라우터로부터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된 상기 데이터와 결합하며, 상기

사용자에게 상기 대표 비디오 스트림(representative data stream) 내에 인코딩된 상기 비디오를 보여주기 위해 상

기 대표 비디오 스트림을 처리하는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컴퓨터는 제1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I 프레임을 전송하고,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

한 하나 이상의 포트 번호들과 연관되어 P 및 B 프레임들을 전송하며;

상기 라우터는, 상기 네트워크에서의 폭주로 인하여 상기 라우터에서 수신된 데이터가 누락되어야 하는 경우, 상기 

제1 포트 번호호와 연관되어 상기 라우터에서 수신된 데이터에 앞서,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포트 번호들과 연관되어 상기 라우터에서 수신된 데이터가 누락되도록,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상기 제1 컴

퓨터에 의해 전송된 상기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연관된 이러한 데이터를 상기 제1 우선순위 레벨

에 따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하며,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포트 번호들과 연관되어 

상기 제1 컴퓨터에 의해 전송된 상기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포트 번호들

과 연관된 이러한 데이터를 상기 제1 우선순위 레벨보다 더 낮은 상기 하나 이상의 우선순위 레벨들에 따라 상기 네

트워크를 통해 라우팅하며;

상기 제2 컴퓨터는 상기 제1 포트 번호 및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포트 번호들과 연관되어 상

기 라우터로부터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제1 컴퓨터에 의해 제공된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대

표하 는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상기 라우터로부터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된 상기 데이터를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포트 번호들과 연관되어 상기 라우터로부

터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된 상기 데이터와 결합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데이터 스트림이 주요 타입 및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처리에, 상기 주

요 타입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

기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는 수단;

상기 주요 타입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데이터를 상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데이터와 분리하는 수단; 및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상기 주요 타입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

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상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단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비디오 스트림을 포함하고;

상기 제공 수단은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분리 수단은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I 프레임을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P 및 B 프레임들과 분리하는 수단을 포함

하고;

상기 전송 수단은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I 프레임을 전송하고,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

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P 및 B 프레임들을 전송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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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수단은 제1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I 프레임을 전송하고,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하나 이상의 포트 번호들과 연관되어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P 및 B 프레임들을 전송하

는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4.
사용자에게 데이터 스트림을 제시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제1 지정과 연관된 데이터 및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단;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데이터를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데이터와 결합하는 수단; 및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데이터를 기반 으로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상기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위

하여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비디오 스트림을 포함하고;

상기 수신 수단은 제1 지정과 연관되어 I 프레임을 수신하고,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P 및 B 프레임들을 수신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결합 수단은,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I 프레임을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P 및 B 프레임들과 결합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I 프레임을 기반으로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P 및 B 프레임들을 처리함으로써, 상

기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처리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수단은 제1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I 프레임을 수신하고,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하나 이상의 포트 번

호들과 연관되어 P 및 B 프레임들을 수신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결합 수단은,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I 프레임을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포트 번호들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P 및 B 프레임들과 결합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I 프레임을 기반으로 상기 제1 

포트 번호와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포트 번호들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P 및 B 프레임들을

처리함으로써, 상기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처리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7.
수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 코드를 갖는 컴퓨터 이용 가능 매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코드는, 실행시에, 데이터 스트림이 주요 타입 및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데이터를 포함하

여,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처리에, 상기 주요 타입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

을 컴퓨터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하며

상기 방법은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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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요 타입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데이터를 상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데이터와 분리하는 단계; 및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상기 주요 타입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

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상기 하나 이상의 보조 타입들의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비디오 스트림을 포함하고;

상기 실행되는 방법에서, 상기 제공 단계는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실행되는 방법에서, 상기 분리 단계는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I 프레임을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P 및 B 프레임들

과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실행되는 방법에서, 상기 전송 단계는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I 프레임을 전송하고, 상

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P 및 B 프레임들을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실행되는 방법에서, 상기 전송 단계는 제1 TCP/IP 포 트 번호와 연관되어 상기 비디오 스트림

의 상기 I 프레임을 전송하고, 상기 제1 TCP/IP 포트 번호와 상이한 하나 이상의 TCP/IP 포트 번호들과 연관되어 상

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P 및 B 프레임들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30.
수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 코드를 갖는 컴퓨터 이용 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코드는, 실행되는 경우, 컴퓨터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데이터 스트림을 제시하는 방법을 구현

하도록 하며,

상기 방법은

제1 지정과 연관된 데이터 및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데이터를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데이터와 결합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상기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위

하여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비디오 스트림을 포함하고;

상기 실행되는 방법에서, 상기 수신 단계는 제1 지정과 연관되어 I 프레임을 수신하고,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P 및 B 프레임들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실행되는 방법에서, 상기 결합 단계는,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I 프레임을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정들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P 및 B 프레임들과 결합

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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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행되는 방법에서, 상기 처리 단계는 상기 제1 지정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I 프레임을 

기반으로 상기 제1 지정과 상이한정과 상이한정과 상이한정들과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P 및 B

프레임들을 처리함으로써, 상기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

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실행되는 방법에서, 상기 수신 단계는 제1 TCP/IP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I 프레임을 수신하고, 상기 제1 TCP/I

P 포트 번호와 상이한 하나 이상의 TCP/IP 포트 번호들과 연관되어 P 및 B 프레임들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실행되는 방법에서, 상기 결합 단계는,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1 TCP/IP 포트 번호와 연

관되어 수신된 상기 I 프레임을 상기 제1 TCP/IP 포트 번호와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TCP/IP 포트 번호들과 연관

되어 수신된 상기 P 및 B 프레임들과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실행되는 방법에서, 상기 처리 단계는 상기 제1 TCP/IP 포트 번호와 연관되어 수신된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

기 I 프레임을 기반으로 상기 제1 TCP/IP 포트 번호와 상이한 상기 하나 이상의 TCP/IP 포트 번호들과 연관되어 수

신된 상기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P 및 B 프레임들을 처리함으로써, 상기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상기 비디오 스

트림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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