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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브라우징의 응답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동적인 데이터 품질 조정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트랜스코딩의 이점을 증대시키기 위해 트랜스코딩 파라미터를 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법, 장치 및 시스템
을 제공한다. 적응 방법은 트랜스코딩된 이미지의 크기 및 네트워크 특성의 가변성에 대처하도록 설계된다. 본 발명은 
또한, 각 이미지 및/또는 각 클라이언트에 근거하여 트랜스코딩 프록시로 하여금 품질-크기 트레이드오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적응형 트랜스코더는 각각의 객체에 대해 상이한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성
능 개선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이용가능한 대역폭, 이미지의 콘텐트 및 형태와 사용자 선택사항을 고려하여 정책
을 결정하기 위한 범용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사용자에게 최적의 트랜스코딩 파라미터의 선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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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드백을 발생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이미지 변환, 트랜스코딩, 파라미터의 동적 조정, 파라미터 선택, 피드백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다양한 링크 및 다양한 클라이언트 장치가 있는 예시적인 트랜스코딩 프록시 시나리오를 도시한 도면.

도2는 사용자-지정 선택사항 및 정적인 정책에 근거하여 객체를 변환하기 위해 이용되는 트랜스코딩 프록시의 블록도.

도3은 본 발명에 따라, 이미지 크기 예측기, 대역폭 추정기, 동적 정책 모듈 및 사용자 피드백 발생기를 포함하도록 변
경된 트랜스코딩 프록시의 일례의 블록도.

도4는 본 발명에 따라 캐싱 및 트랜스코딩 모듈을 구비한 예시적인 HTTP 프록시의 블록도.

도5는 본 발명에 따른 트랜스코딩 동적 정책 모듈의 예시적인 흐름도.

도6은 본 발명에 따른 트랜스코딩 프록시를 이용한 예시적인 웹 요구-응답 사이클을 도시한 도면.

도7은 본 발명에 따라 트랜스코딩이 유용한 경우를 예시한 도면.

도8은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정책 함수의 흐름도.

도9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이미지 크기 예측 모듈의 블록도.

도10은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대역폭 예측 모듈의 블록도.

도11은 본 발명에 따른 입력/피드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도시한 도면.

도12는 본 발명에 따른 스트리밍 트랜스코딩의 예시적인 타이밍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10:서버 220:HTTP 프록시 엔진

230:클라이언트 260:사용자 선택사항

370:동적 정책 모듈 375:이미지 크기 및 지연 예측기

380:대역폭 추정기 390:사용자 피드백 공급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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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문서 내부에 삽입된 이미지 객체를 변환하는 브라우저 프록시(proxy)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MIM
E 캡슐화 객체 및 월드 와이드 웹을 처리하는 프록시 또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트랜스코딩(transcoding) 프록시는 때때로, 다양하게 변화되는 특성을 가진 통신 링크를 통해 접속된 다양한 클라이언
트 장치와 웹 서버 사이의 중재자(intermediary)로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트랜스코딩 프록시는 2개의 주요한 장점
을 제공하는데, 즉, 저-대역폭 링크에 대한 다운로드 시간의 극적인 감소와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한 웹 데이터의 테일
러링(tailoring)을 제공한다.

    
이동(mobile) 장치는 이미지와 같은 풍부한 웹 콘텐트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저-대역폭 무선 또는 중간 대역폭 유선 모
뎀 링크에 종종 접속되는데, 이 경우 다운로드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럽다. 또한, 이러한 다운로드 비용
은 요금이 정해진 광역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는 경우에 너무 과중하게 될 수 있다. 트랜스코딩 웹 프록시는 그 의미론적 
가치를 대부분 유지하면서 웹 데이터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 이해능력(intelligibility)을 상실하지 않고 대부
분의 통상적인 웹 이미지에 대해 6-10배 정도의 다운로드 시간의 감소가 실현될 수 있다.
    

    
두 번째 중요한 장점은 이러한 중간 프록시가 때로는 현재 이용가능한 수많은 소형의 약하게 접속된, 웹-가능 이동 장
치에 대해 텍스트 및 이미지를 테일러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웹 콘텐트를 수신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디스플레이하
기 위한 이들 이동 장치의 능력은 크게 변화되고 있다. 다양한 클라이언트 장치가 주어지면, 인터넷 콘텐트 출판업자가 
개개의 장치에 대해 콘텐트를 테일러링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소형-스크린 장치의 해상도, 칼라-깊이 및 크기-제
한조건을 최상으로 맞추기 위해 웹 콘텐트를 트랜스코딩/변경하고, 저장된 데이터의 크기를 그 원래 크기의 일부로 감
소시키기 위해 액티브 웹 프록시가 사용된다.
    

통상적인 트랜스코딩 웹 프록시는 HTTP 프록시에 트랜스코딩 모듈을 추가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트랜스코딩 모듈
은 입력으로서 데이터 객체(예, 이미지 또는 HTML 페이지)를 수취하여, 그것을 선택된 파라미터 셋트에 따라 저-해
상도 객체(예, 저-품질 이미지 또는 집약된 HTML 페이지)로 변환하는 입출력 시스템이다. 이들 파라미터는 트랜스코
더로 입력되고, 이것은 객체의 해상도 손실 및 크기 축소를 결정한다. 다음의 논의는 대부분 이미지 객체와 관련된 것이
다.

    
트랜스코딩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지연 허용오차 내에서 최상 품질의 이미지가 전송되도록, 
품질 대 크기 사이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적절한 트랜스코딩 파라미터 셋트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먼저, 트랜스코딩을 통해 실현되는 압축 정도가 콘텐트에 의존하기 때문에, 트랜스코딩된 이미지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다. 예를 들어, 몇몇 JPEG 파일은 최대 80% 까지 압축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단지 5% 이
하의 압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GIF-GIF 또는 GIF-JPEG 변환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트랜스코딩은 계산
-집약적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고압축 비율이 실현될 수 있을 때에만 처리의 가치가 있다. 이미 만족스럽게 압축되어 
있는(또는 저품질의) 이미지에 대한 트랜스코딩은 낭비적인 것이다.
    

    
트랜스코딩된 출력의 크기가 예측될 수 있을 때 조차도, 네트워크 가변성으로 인해 이미지 다운로드 시간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사용자가 예측한 품질 및 대기시간이 최종적인 성능상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품질 대 크기간의 트레이드오프
에서 최적의 포인트를 선택하기 위해 다운로드 시간의 정확한 추정치가 필요로 된다. 인터넷과 같은 서비스 네트워크에 
관해서는, 네트워크 특성(대역폭, 지연, 손실율)의 정확한 추정치를 계산하기 어렵다. 종종, 통계적인 추정치가 품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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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하기에 의미가 없을 정도로 편차가 너무 크다.
    

    
다른 문제는 복잡한 태스크가 네트워크의 병목 위치에 있는지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웹 서버와 프록시 사이의 
경로가 병목 위치에 있으면, 트랜스코딩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 반대로, 연산의 저장 및 전송 특성으로 인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 이상적으로는, 웹 프록시는 서버-프록시 경로가 병목위치에 있을 때마다, 웹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이
미지를 스트리밍해야 한다. 프록시-클라이언트 경로가 병목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크기 축소로 인한 장점은 트랜스코
딩으로 인해 초래되는 저장 및 전송 지연에 대하여 비교검토되어야 한다.
    

    
네트워크 특성 및 이미지 콘텐트를 추정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트랜스코딩 프록시는 종종 매우 조잡한(co
arse) 수준의 적응(adaptation)만을 지원할 수 있다. 적응은 통상적으로 사전정의된 디폴트 셋트로부터 선택되거나 또
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트랜스코딩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 접근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트랜
스코딩의 가능성이 완전히 이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전정의된 정적인 정책은 네트워크 대역폭에서의 변화에 적절
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사용자가 선택가능한 정책 판단은 네트워크의 상태에 관한 지식의 결여로 인해 국부적인 최적화
가 되기 쉽다. 네트워크와 프록시의 조합된 상태에 관해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복
적인 개선절차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트랜스코딩 파라미터의 최적의 선택으로 수렴할 수 있지만, 이러한 프로세스는 시
간소비적인 것이며 사용자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도1은 다양한 링크 및 다양한 클라이언트 장치가 있는 예시적인 트랜스코딩 프록시 시나리오(100)를 도시하고 있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웹 요구 및 클라이언트(130-134)에 대한 응답이 전부 일반적인 HTTP(HyperText Trans
fer Protocol)프록시(190)를 통해 전달되는 예시적인 시나리오를 고려해 보자. 도1의 예에서는, 클라이언트(130-1
34)가 경험하는 엔드-투-엔드 응답시간에서의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는 프록시로부터 클라이언트까지의 마지막 링크
(160-164)를 통해 많은 데이터 객체, 주로 이미지의 다운로딩이 이루어진다.
    

    
트랜스코딩 프록시(190)는 링크를 공유하는 클라이언트의 수에 따라 10 kb/s 또는 그 이하의 처리량을 제공하는 CD
PD(Cellular Digital Packet Data)(163)와 같은 저속 광역 무선 링크를 통한 실시간 브라우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웹 데이터의 대규모 데이터를 축소한다. 최종 클라이언트는 양호한 칼라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전기능 PC(134)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기본적인 문제는 대역폭 감소가 된다. 이와 달리, 클라이언트는 소형의 웹-가능 이동장치(130-
132)가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 특정 클라이언트 장치, 특히, 클라이언트의 디스플레이 특성에 대해 웹 데이터를 
테이러링하는 것이 유익하다. 트랜스코딩 프록시 설계의 상이한 양태는 상이한 시나리오(즉, 요금이 정해진(tariffed) 
프록시-클라이언트 링크, 강력한/열등한 클라이언트 디스플레이, 등)에 각각 유익하지만, 이들 모두 동일한 프록시 아
키텍처(100) 내에서 양호하게 처리된다.
    

    
도2는 사용자-지정 선택사항(preferences) 및 정적인 정책에 근거하여 객체를 변환하기 위해 이용되는 트랜스코딩 
프록시(190)의 일시시예의 블록도이다. 이 트랜스코딩 프록시(190)는 트랜스코딩 모듈(240)을 HTTP 프록시 엔진(
220)과 조합시켜 구축된다. HTTP 요구(222)는 클라이언트(230)로부터 발생되며, 프록시(190)에 의해 웹 서버(21
0)로 전송된다. 응답 데이터(226)(예, HTML 페이지, GIF 및 JPEG 이미지)는 트랜스코더(240)에 의해 변환되어, 
클라이언트(230)로 전송된다. 통상적으로, 응답 데이터(226)에 포함된 객체의 원하는 품질/크기축소를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트랜스코딩 파라미터가 트랜스코더(240)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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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트랜스코딩 프록시는 트랜스코딩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해 경로(265)를 통해 소정 양식의 사용
자-지정 선택사항(260)을 이용하거나 또는 일련의 정적인 정책(250)을 이용한다. 일정한 트랜스코딩 파라미터 셋트
가 모든 객체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결과가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많은 경우에 트랜스코딩으로 인해 성능
이 더욱 열악해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한 목적은 트랜스코딩의 이점을 증대시키기 위해 트랜스코딩 파라미터를 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법, 장치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적응 방법은 네트워크 특성 및 트랜스코딩된 이미지 크기의 가변성에 대처하도록 설계된
다.

    
일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3개의 새로운 구성요소, 즉, 이미지 크기 예측기, 네트워크 대역폭(b/w) 분석기 및 정책(po
licy) 모듈을 포함한다. 트랜스코딩 동작을 개시하기 전에, 정책 모듈은 출력 이미지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 이미지 크
기 예측기에 질의한다. 대역폭 분석기에는 서버로부터 프록시까지 그리고 프록시로부터 클라이언트까지의 이미지 전송 
시간의 추정치를 수집하기 위해 질의한다. 이러한 수집된 추정치에 근거하여, 프록시는 이미지를 트랜스코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정책 모듈은 품질 대 크기 사이의 트레이드오프에서 최적의 포인트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용자-지정 성능 기준(예, 응답시간 감소, 품질 증대)을 제공하게 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각 이미지 및/또는 각 클라이언트에 근거하여 트랜스코딩 프로록시로 하여금 품질-크기 트레이
드오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적응형 트랜스코더는 각각의 객체에 대해 상이한 파라
미터를 선택하고, 성능 개선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이용가능한 대역폭, 이미지의 콘텐트 및 형태와 사용자 선택사항(preferences)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범용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프록시의 관리자는 시스템으로부터 개선된 성능을 얻기 위해 다양
한 최적화 목표로부터 선택한다. 일실시예에서, 프록시 트랜스코딩 처리량이 병목인 경우에, 정책 모듈은 모든 사용자
에 대한 응답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CPU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명령받는다. 본 발명의 유익한 요소는 프록
시의 정책 엔진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으로부터 사용자를 해방시키기 위해 자동적으로 정책 결정을 한다는 특성이
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사용자에게 최적의 트랜스코딩 파라미터의 선택에 관한 피드백을 발생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
하는 것이다. 일실시예에서, 트랜스코딩 시스템은 사용자 선택사항 슬라이드바(slider bar)의 위치를 동적으로 조정함
으로써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사용자 선택사항 슬라이드바는 출력장치로서 뿐만 아니라 입력으로서도 작용한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도면과 함께하는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고찰함으로써 명백해질 것이
다.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트랜스코딩 프록시(190)에 대한 변경의 일례를 도시하는 블록도(300)이다. 도3을 도2와 비교
해 보면, 도2의 정적 정책 모듈(static policy module)(250)이 도3에서는 동적 정책 모듈(dynamic policy module)
(370)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적 정책 모듈(370)의 목적은 언제 트랜스코딩을 턴온 및 턴오프할 것인지 
또한 어떤 트랜스코딩 정책(예, 그 파라미터와 함께 트랜스코딩 알고리즘)을 이용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동적 정책 모듈(370)은 또한, 이미지 크기 및 지연 예측기(predictor)(375), 대역폭 추정기(estimator)(38
0), 및 사용자 피드백 공급자(provider)(390)와 인터페이스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정책 모듈(370)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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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기준(criteria)을 이용한다.
    

* 콘텐트 분석 흐름도(도5)에 의해 결정되는 바와 같은 데이터의 특성(예, 이미지의 크기, 현재의 인코딩 효율, HTM
L 페이지에서의 구조적 역할(role)).

* 프록시-클라이언트 및 서버-프록시 링크 상에서의 대역폭의 현재 추정치(도10에 도시됨).

* 클라이언트의 특성, 특히, 클라이언트의 디스플레이 성능.

* 데이터의 바람직한 렌더링(rendering)에 관한 사용자 선택사항(도11에 사용자 슬라이드바 선택사항으로 도시됨).

다음에는 도5, 도10 및 도11에 도시된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도11의 사용자 슬라이드바 선택사항은 이미지 품
질과 다운로드 시간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동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트랜스코딩 프록시와 대화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슬라이드바(도11의 1140,1150,1160)는 입력 인터페이스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동적 정책 모듈(370)로부터 
수신되는 피드백(390)을 디스플레이하는 출력 인터페이스로서도 작용한다.

    
도4는 본 발명에 따른 트랜스코딩 HTTP 프록시 시스템(400) 내의 다중해상도 캐시(multi-resolution cache)(410)
의 예시적인 기능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캐시는 동일한 데이터 객체에 대한 (동일한 또는 상이한 클라이언트에 의한) 
반복되는 데이터 요구에 대해 감소된 응답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HTTP 프록시에 유용하다. 캐싱된 데이터가 최신의 것
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예시적인 캐싱 트랜스코딩 시스템(400)에서, 다중해상도 캐
시(410)는 데이터의 원래의 버전 뿐만 아니라, 특정 장치 형태를 위해 트랜스코딩된 감소된 해상도 버전을 포함하여, 
다른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도 저장한다. 일례로서, 이미지 데이터 객체의 경우를 고려해 보자.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
식을 가진자는 이들 방법이 다른 데이터 형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캐싱 트랜스코딩 프록시 시스
템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태깅(tagging)하고, 검색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도4를 참조하면, 클라이언트(230)에 의한 요구에 응답하여 서버(210)로부터 JPEG 이미지가 수신되는 것으로 가정한
다. 이 이미지는 손실(lossy) JPEG 인코딩 포맷으로부터 이미지의 비트-맵 표기로 디코딩된다. 이미지 처리 기술분야
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는 JPEG 인코딩 표준은 이산 코사인 변환(Discrete Cosine Transforms)에 가중치를 부여하
는 계수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묘사하며, 따라서, 각 픽셀의 실제 칼라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컴퓨팅-집약적인 디
코딩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비트-맵은 원래의 JPEG 이미지보다 큰 크기의 저장 공간을 필요
로 한다. 그러나, 적절한 크기의 캐시가 있다면, 동일한 이미지의 트랜스코딩된 버전이 나중에 필요로 되고 그것이 첫 
번째 요구와는 다른 트랜스코딩 파라미터를 가진 경우 이외에는 JPEG 디코딩의 컴퓨팅-집약적인 단계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확장된 크기의 이미지를 (데이터 경로 420를 통해) 저장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로, 트랜
스코딩 파라미터(예, 칼라 깊이, 스케일링 계수 및 JPEG 품질 계수)에 근거하여, JPEG 이미지가 재인코딩된다. 이미지
는 JPEG 이미지 또는 다른 인코딩 포맷으로 재인코딩될 수 있다. 이미지의 최종 트랜스코딩된 버전도 역시 데이터 경
로(420)를 통해 다중해상도 캐시(410)에 저장된다.
    

    
이 실시예에서, 추가적인 데이터 요구가 발생하면, HTTP 프록시(220)는 먼저, 요구한 해상도 또는 트랜스코딩 레벨에
서 데이터 객체의 최신(up-tp-date) 버전이 이용가능한지 알기 위해 그 캐시(410)를 검사한다. 다중해상도 캐시(4
10) 내의 각각의 객체는 URL 기술문(description), 데이터 객체에 대한 타임 스탬프 및 객체 특성을 포함하는 버전 
명시자(specifier)와 함께 저장된다. JPEG 이미지에 있어서, 객체 특성은 칼라 깊이, 스케일링 계수 및 JPEG 품질 계
수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는 JPEG 이미지가 그 비트-맵 형태로 디코드 및 저장되었거나 또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G
IF로 변환되어 저장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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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요구한 형태 및 해상도에서 객체의 최신 버전이 이용가능하면, 그 버전이 클라이언트로 리턴된다. 만일 최신 버전
이 이용가능하지 않지만, 그 원래의 JPEG 형태나 또는 디코딩된 비트-맵 형태에 객체의 최신 버전이 존재하면, 그 버
전이 그 특성 표시와 함께 트랜스코더(240)로 리턴된다. 이렇게함으로써, 트랜스코더(240)는 객체의 원하는 버전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원하는 버전은 클라이언트(230)로 리턴되어, 데이터 경로(420)를 통해 다중해상도 캐시(410)
에 저장된다.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이러한 방식의 몇가지 부연방식도 자명하다는 것을 주목하자. 한가지 부연
방식은 객체의 해상도가 더욱 감소된 버전을 생성하기 위해 원래의 데이터 객체가 아니고 이미 트랜스코딩된 객체 버전
을 이용하는 것이다. R.O. LaMaire 및 J.T. Robinson에 의해 1998년 2월 13일자로 출원된 "Conserving Storage S
pace by Means of Low Resolution Objects"란 명칭의 미국특허출원 제60/102,944호에는 캐시에서 데이터 객체의 
상이한 해상도 버전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도5는 도3 및 도4의 동적 정책 모듈(370)에 대한 예시적인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5는 또한, 이 정책 모듈(370)
이 도3의 HTTP 프록시 엔진(220) 및 객체 트랜스코더(240)와 어떻게 인터페이스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후술되는 
방법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를 포함하여 많은 콘텐트 형태에 적용된다. 그러나, 다음의 논의는 이미지 데
이터 형태에만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이러한 개념 및 동적 정책이 다른 미디
어 형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도5를 참조하면, 서버(210)로부터 수신되는 응답 헤더(response header)에 근거하여, HTTP 프록시 엔진(200)은 
먼저 객체의 크기를 판단한다(단계 510). 만일 응답의 콘텐트 형태가 "image/*"(이미지)이면(단계 520), 프록시 엔진
(220)은 다른 분석을 위해 그 객체에 대한 처리를 동적 장책 모듈(370)로 이관한다. 정책 모듈(370)에서는, 입력 객
체의 크기를 "size_threshold"(크기 임계치)로 불리는 미리 구성된 임계치와 비교한다(단계 530). 만일 객체 크기가 
임계치보다 작고 객체 형태가 이미지가 아니면(단계 520), 그 객체는 트랜스코딩되지 않고, 그 대신에 어떠한 콘텐트 
변형도 없이 클라이언트로 전송된다(단계 515). 웹에서 발견되는 소형 객체(예, bullets, thumbnails, logos 등)는 통
상적으로 GIF 객체이며, 이것은 이미 GIF 인코딩으로 인해 양호하게 압축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객체를 트랜
스코딩하는 것은 더 이상 압축 효과를 얻지 못한다.
    

    
여기서는, GIF 이미지를 크기 및/또는 칼라 깊이가 축소된 GIF 또는 JPEG 이미지로 변환한다(최종 포맷으로서 GIF 
또는 JPEG를 선택하는 것은 이미지 특성에 의존한다). 또한, JPEG 이미지를 JPEG 품질, 크기 및/또는 칼라 깊이가 축
소된 JPEG 이미지로 변환한다. JPEG 품질은 JPEG 인코딩 표준에 사용되는 이산 코사인 변환의 계수가 양자화되는 정
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트랜스코딩 파라미터를 말한다. JPEG 품질 파라미터도 역시 감지되는(perceived) 이미
지 품질의 양호한 예측기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라미터는 1-100의 범위에서 변화되며, 여기서, 100은 매우 
높은 품질을 나타낸다. 웹에서 발견되는 JPEG 이미지는 통상적으로 75의 JPEG 품질 파라미터를 갖는다.
    

    
대형 이미지에 있어서, 이미지 코딩의 형태(GIF 또는 JPEG)와 코딩의 효율은 트랜스코딩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JPEG는 손실 압축 방법이기 때문에, 품질 계수를 감소시킴으로써 항상 크기 축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GIF
는 무손실 압축 방법이기 때문에, GIF 파일에는 품질 감소가 적용될 수 없다. 품질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서, GIF 파일
은 먼저 디코딩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품질-감소 JPEG 이미지로서 재인코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항상 
크기 축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GIF 포맷은 맵, 로고 및 그림을 코딩하는데 더욱 효율적이지만, 자연적인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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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하는데 있어서는 JPEG가 더욱 효율적이다. GIF를 JPEG로 변환하는 것은 원래의 GIF 이미지가 효율적으로 코딩
되지 않는 경우에만 유용하다.
    

    
1픽셀당 비트수(bpp)를 압축 효율의 척도로서 정의하자. bpp는 픽셀에서의 이미지 영역에 대한 이미지 파일 크기의 비
율로서 계산된다. 단계(540)를 처리하는데 있어, 입력 이미지의 X,Y 치수와 bpp 값은 이미지 헤더를 분석(parsing)함
으로써 계산된다. 만일 입력 객체가 "image/jpg"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단계 540), 항상 트랜스코딩이 수행된다. 그러
나, 만일 콘텐트 형태가 "image/gif"라면(단계 525), bpp 비율이 "gif_threshold"(GIF-임계치) 보다 큰 객체들만이 
트랜스코딩된다(단계 535). 매우 효율적으로 인코딩되지 않는 GIF 파일은 GIF-임계치 보다 큰 bpp값을 산출한다. 그
러므로, 이 판단 단계(535)는 높은 정확도를 갖고 압축가능한 GIF 파일을 식별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도3에 도
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점진적으로 인코딩되는 데이터에 대한) 스케일링 및 
파일 절단(truncation)과 같은 다른 트랜스코딩 정책도 양호하게 압축된 GIF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본 발명의 중요한 관점은 이미지 헤더가 수신되는 즉시 판단 단계(510-565)가 수행된다는 것이다. 만일 트랜스코딩
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면, 이미지 세그먼트들은 저장 및 전송 지연을 초래하지 않고 그것이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즉시 전송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트랜스코딩이 수행되는 경우에, 이미지는 버퍼링되어 트랜스코딩되거나
(저장 및 전송 트랜스코딩), 또는 진행중에(on-the-fly) 트랜스코딩될 수 있다(스트리밍 트랜스코딩 방법).

    
압축가능한 이미지를 식별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는 선택된 이미지가 트랜스코딩되어야 하는 한도(extent)를 결정하
는 단계를 수반한다. 정책 펑션(function)(565)은 3개의 상이한 소스(이미지 크기 예측기(375), 대역폭 추정기(380), 
사용자 선택사항 선택기(260))로부터 입력을 수집하고, 계속해서 도8에 도시된 단계들에 따라 트랜스코딩 파라미터를 
선택할 책임이 있다. 선택된 파라미터는 객체 트랜스코더(240)에 의해 수행되는 압축의 한도 및 형태를 결정한다. 예
를 들어, 스케일링 파라미터는 이미지가 얼마나 다운샘플링(downsampled)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양자화 파라미터는 
이미지가 픽셀 도메인 및/또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양자화될 것인지를 제어한다. 칼라 맵핑된 이미지에서 칼라의 
수는 감소될 수 있으며, 또는 24-비트 칼라 이미지가 8-비트 그레이스케일(grayscale)로 변환되거나 단색 표기로도 
변환될 수 있다. 트랜스코딩 프로세스는 단계(570)에서 수행되며, 트랜스코더의 출력은 클라이언트(230)로 전송된다.
    

    
정책 펑션(565)의 중요한 관점은 트랜스코딩 결정을 위한 분석적(analytical) 프레임워크이다. 분석적 프레임워크는 
이용가능한 대역폭, 이미지의 형태 및 크기, 사용자 선택사항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며, 트랜스코딩 결정을 위한 객관
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일례로서, 사용자에 대한 응답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해 보자. 이 기술분야에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는 동일한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다른 최적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트랜스
코딩이 유익한 경우와 어떤 한도의 트랜스코딩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여기서 설명되는 
실시예는 트랜스코딩 파라미터의 동적 적응으로서 불린다.
    

    
도6은 저장-전송(store-and-forward) 트랜스코딩 프록시(190)를 통해 크기S의 객체를 페치(fetch)하는 응답시간 
및 웹 요구-응답 사이클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미지에 대해 트랜스코딩이 시작되기 전에 전체 입력 이미지가 축적되
기를 대기해야 하고 출력되기 전에 그 전부가 트랜스코딩된 이미지가 생성되기를 대기해야 하는 이미지 트랜스코더로
서 저장-전송 이미지 트랜스코더를 정의하자.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크기S(바이트)(670)의 원래의 이미지(620)
는 유효 대역폭 Bsp(bits/sec)을 가진 서버-프록시 접속을 통해 저장-전송 프록시로 다운로드된다. 트랜스코더는 지
연 Dx(S)(650)을 도입하고, 크기 Sx(S)(680)의 출력 이미지(630)를 생성한다. 트랜스코딩 지연(650)과 출력 이미
지의 바이트 크기(680)는 모두 입력 이미지의 바이트 크기 S(670)에 의존적이다. 트랜스코딩된 이미지는 유효 대역폭 
Bpc를 가진 프록시-클라이언트 접속을 통해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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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펑션은 트랜스코딩에 의해 실현되는 크기 축소에 대하여 트랜스코딩의 대가(지연)를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트
랜스코딩이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트랜스코딩으로 인해 도입되는 지연이 압축으로 인한 전송 시간의 감소에 의해 
상쇄되어야 한다. 매우 낮은 대역폭의 프록시-클라이언트 억세스 링크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이미지 압축으로 인한 응
답시간의 감소가 통상적으로 컴퓨팅-집약적인 트랜스코딩에 의해 야기되는 응답시간에의 추가를 능가한다. 그러나, 도
7을 보면, 프록시-클라이언트 링크의 대역폭이 증가함에 따라, 트랜스코딩하는 것이 더 이상 유익하지 않게 되는 포인
트(트랜스코딩 임계치 710)에 이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적극적인 압축으로 인한 응답시간의 감소는 병목 링크의 대역
폭의 함수로서 감소되지만, 트랜스코딩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트랜스코딩이 턴오프된 상태에서 웹 서버로부터 크기S의 웹 객체를 페치하는 응답시간을 Ro라고 하자. 마찬가지로, 트
랜스코딩 프록시를 통해 동일한 웹 객체의 트랜스코딩된 버전을 페치하는 응답시간을 Rp라고 정의하자. 다음의 논의 
목적상, 프록시에서 캐싱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자.

    
트랜스코딩이 턴오프된 상태의 클라이언트 감지 응답 시간은 다음 3개 항의 합계가 된다. RTTpc는 클라이언트와 프록
시 사이의 네트워크 일주 대기시간이고, RTTsp는 프록시와 서버 사이의 대기시간이다. 웹 객체를 페치하려면, HTTP 
요구/응답 뿐만 아니라 TCP SYN/ACK 교환이 필요하며, 따라서, 2*RTTpc + 2*RTTsp가 지연기간에 더해진다. 또
한, 웹 이미지는 그 첫 번째 비트의 도착과 마지막 비트의 도착 사이의 시간 범위와 동일한 전송 지연을 초래한다. min
(Bpc,Bsp)를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병목 대역폭이라고 하자. 프록시가 없는 경우에, 이미지의 첫 번째 비트와 마
지막 비트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게 되며, 이 시간범위는 연쇄된 서버-프록시-클라이언트 접속을 통한 이미지의 유
효 전송 시간에 대응한다.
    

트랜스코딩이 턴온되면, 프록시는 저장-전송 모드로 동작한다. 2*RTTpc + 2*RTTsp는 역시 응답시간의 고정 요소
가 된다. Dp(S)는 트랜스코딩 지연을 나타내는 추가적인 기간이다. 결과적으로, 트랜스 코딩은 Rp< Ro인 경우에 응답
시간을 감소시키게 된다. BpcBsp 이면, Rp는 항상 Ro 보다 크다. 한편, Bpc< Bsp 이면, 트랜스코딩은 특정 경우에만 
유용하다.

    
전술한 방정식은 트랜스코딩이 응답시간을 감소시키는 체제를 정확하게 특징지운다. 도8은 전술한 분석적 프레임워크
를 이용하여 구성된 예시적인 정책 펑션의 흐름도이다. 도면부호 810은 정책 기능의 입구점을 나타낸다. 정책 펑션(8
00)은 정책 펑션으로의 입력중 하나로서 원래의 이미지 객체 크기를 갖는 펑션(565)로부터 호출된다. 변수 S는 입력 
객체 크기와 동일하게 설정되며, 품질 계수 q는 최상의 가능한 초기 이미지 품질(예, 입력 이미지의 품질)로 초기화된
다. 단계(830)에서, 정책 펑션(800)은 지정된 서버로부터 프록시까지의 객체 크기 S의 추정 다운로드 시간(T1(S)로 
언급됨)을 묻는 질의를 대역폭 추정기(380)로 발생한다. 또한, 프록시로부터 클라이언트까지의 동일한 객체에 대한 다
운로드 시간의 추정치(T2(S))로 엄급됨)를 질의한다. 선택된 목적지로의 이전의 접속의 로그(logs)에 근거하여, 대역
폭 추정기는 T1(S) 및 T2(S)의 추정치를 리턴한다. 다음 단계(840)에서, 정책 펑션은 트랜스코딩된 이미지 크기 Sp
(S)의 추정치를 알기 위해 이미지 크기 및 지연 예측기(375)에 질의한다. 다음에는, T2(S)로부터 트랜스코딩된 이미
지 크기의 다운로드 시간 추정치 T2(Sp(S))를 감산함으로써 추정되는 다운로드 절약시간을 계산한다(단계 850). 마
지막으로, 단계(870)에서, 2개의 기간(트랜스코딩 지연 + T1(S) - 다운로드 절약시간)과 목표 응답시간 감소를 비
교한다.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 보다 작으면, 계산은 중단되고, 선택된 품질 계수 q가 출력으로서 리턴된다(단계 88
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q값을 감소시켜 루프(840-870)를 반복한다.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에 제시된 정책 펑션 프레임워크의 사상을 벗어나지 않고, 객관적인 펑
션의 변형 및 보다 효율적인 검색 기술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자. 한가지 부연방식은 정책 방정식의 항들을 다
음과 같이 재배열하는 것이다.

응답시간 감소(q) = {S - Sp(S)}/Bpc - Dp(S) - S/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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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방정식에서, Sp(S)는 품질 계수의 함수이다(출력 크기가 작을수록 품질은 더욱 열악해 진다). 트랜스코딩 지연
은 품질 계수와 사실상 무관한 것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을 주목하자. 전술한 방정식에는 2개의 독립적인 변수, 즉, 품질 
계수 q와 목표 응답시간 감소분이 있다. 전술한 방정식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수개의 다른 정책이 개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사용자에 대해 응답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식; 사용자-지정 응답시간 제한조건에 대한 품질을 최소화하는 방
식; 단지 한 사용자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식 등이 있다.
    

    
트랜스코딩은 컴퓨팅-집약적인 태스크이며 프록시는 단지 제한된 CPU 능력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용자 만족
도를 최대화하는 일련의 태스크에 대해 프록시의 CPU 사이클이 가장 많이 소비된다. 최대 이용 기간 동안에, 만일 모
든 사용자가 트랜스코딩을 턴온시키면, 모든 트랜스코딩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가능한 CPU 사이클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파라미터 선택의 책임을 정책 펑션(800)에 위임함으로써, 시스템은 최적의 트랜스코딩 파라미터를 자
동적으로 선택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응답을 제공할 수 있다. 만일 사용자가 이들 파라미터를 독
립적으로 선택하였다면, 트랜스코딩 시스템은 최적의 성능 레벨에서 동작할 수 없게 된다.
    

    
이제, 트랜스코딩 지연 및 크기 추정에 대해 고려해 보자. 판단 단계(870)는 2개의 추가적인 입력을 필요로 하는데, 즉, 
트랜스코딩된 이미지의 크기의 추정치 Sp(S)와 트랜스코딩 프로세스 동안에 초래되는 트랜스코딩 지연값 Dp(S)을 필
요로 한다. 이들 2개의 수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들이 이미지 콘텐트, 사용되는 코딩의 형태, 
원래의 품질 계수, 프로세서 속도, 및 프록시의 부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대역폭 추정기에 대한 경우에서 처럼, 본 발
명은 이들 2개의 수량을 추정하기 위해 통학적 방법을 이용한다.
    

    
도9는 본 발명에 따른 이미지 크기 예측 모듈의 일례의 블록도이다. 도면부호 9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미지의 큰 벤
치마크 셋트에 근거한 통계학적 특성 Sx(q)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초기화한다. 단계(910)의 방법은 파라미터 bpp 및 
q에 의존하는 트랜스코딩된 이미지 크기 분포 함수를 초기화한다. 프록시는 그것이 새로운 이미지 객체를 페치하여 트
랜스코딩할 때, 이 분포 함수에 새로운 샘플 포인트를 계속해서 추가한다(단계 920). 920의 함수는 이미지 크기 예측
기(375)로 하여금 클라이언트가 억세스할 수도 있는 다른 데이터 셋트에 그 동작을 적응시킬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930에 도시된 방법에서는, 지연 및 출력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고, 이미지의 보다 정확
한 분류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bpp 비율을 이용하며, 그에 따라 최종 트랜스코딩된 파일 크기의 보다 양호한 추
정치를 구한다. 이러한 방법은 GIF 파일에 특히 양호하게 작용한다.

이와 유사한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면, 통계학적 모델의 벤치마크 초기화 및 온라인 갱신에 근거하여 Dp(S)가 추정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통계학적 작업을 통해, 트랜스코딩 지연이 (파일 크기와 반대로) 픽셀수의 선형 함수가 되는 것
으로 양호하게 특성화되는지 판단한다.

    
이제, 대역폭 및 다운로드 시간 추정에 대해 고찰해 보자. 판단 단계(870)의 정확성은 또한, 이미지 다운로드 시간 추
정치의 정확성에 상당히 의존한다. 도3 내지 도5에 도시된 대역폭 추정기(380)는 이들 시간 추정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 대역폭 추정기(380)는 프록시의 모든 패킷 전송 및 수신 이벤트를 기록하고, 네트워크의 상태에 관한 예측을 
위해 수집된 트레이스(traces)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펑션이 수개의 상이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가지 구현예는 프록시 애
플리케이션과 소켓 계층(socket layer) 사이의 심(shim) 계층이 되는 것이다. 다른 구현예는 패킷 필터링 소프트웨어 
위의 처리 계층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패킷 필터링 소프트웨어 위에 구축된 구현예는 대역폭 및 다운로드 시간의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하게 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대역폭 모니터(380) 정책 판단 단계(870)가 둘다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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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상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요건이 없으며, 이들 모듈을 나란히 배열(collocate)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통신의 오버헤
드를 최소화한다.
    

도10은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대역폭 추정기 모듈(380)을 도시하고 있다. 이 모듈은 2개의 구성요소, 즉, 트레이스 
모니터(1010)와 통계학적 분석기(1020)로 구성된다. 트레이스 모니터는 클라이언트와 프록시 사이의 모든 접속을 지
속적으로 모니터한다. 프록시와 모든 웹 서버 사이의 트래픽을 모니터하기 위해서도 동일한 트레이스 모니터(또는 다른 
모니터)가 사용된다. 각각의 모니터링되는 접속에 대해, 다음의 정보가 기록된다.

* 새로운 접속이 설정될 때의 시간.

* 각각의 네트워크 접속의 발신지 어드레스, 발신지 포트 넘버 및 수신지 어드레스, 수신지 포트 넘버.

* 각각의 접속에서 전송 및 수신되는 바이트수, 각각의 전송 및 수신 이벤트의 각 타임스탬프.

* 접속이 폐쇄될 때의 시간.

    
통계학적 분석기(1020)는 모든 과거의 활성 접속 및 모든 현재의 활성 접속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한다. 또한, 각
각의 접속에 대해, 언제 얼마나 많은 바이트가 그 접속 상에서 전송되고 수신되었는지에 관한 히스토리를 유지관리한다. 
이러한 히스토리에 근거하여, 통계학적 분석기(1020)는 미래의 접속의 다운로드 시간에 관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 
서버로부터 프록시로까지의 다운로드 시간과 프록시로부터 클라이언트까지의 다운로드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 여기서
는 상이한 방법을 이용한다.
    

    
서버로부터 프록시까지의 트레이스는 광역 TCP 접속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동작을 보인다. 시퀀스 대 타임스탬프 트레
이스는 비선형적인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평균 또는 중간 대역폭과 같은 선형 추정 개념은 정확한 추정치를 산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소정 크기의 객체의 다운로드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 대역폭 추정기는 선택된 수신지에 대한 접
속의 히스토리를 조사하고, 개략적으로 동일한 크기를 가진 모든 객체에 대한 다운로드 시간의 분포 함수를 계산한다. 
이러한 중간의 또는 다른 적절한 통계학적 분포 함수가 다운로드 시간 추정치로서 리턴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프록시로부터 클라이언트까지의 TCP 동작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홉(hop)(160-164)인 대역폭 제한 
링크에 의한 영향에 좌우된다. 병목 링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까지의 모든 활성 TCP 접속의 집합은 통상적
으로 병목 링크를 포화시킨다. 그러므로, 프록시로부터 클라이언트까지의 다운로드 시간 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대역
폭 추정기는 클라이언트까지의 모든 활성 접속을 단일 그룹으로 집합을 형성한다. 각각의 접속 그룹에 대해, 시간 대 바
이트수 플롯(plot)을 작성하고, 데이터에 대해 선형 곡선맞춤(linear curve-fit)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술은 프록시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현재 이용가능한 대역폭의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한다. 비록 이 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되지만, 대부
분의 경우에 오실레이션은 한계가 정해진다(bounded). 예를 들어, 대역폭 모니터는 곡선맞춤 알고리즘의 출력에서 분
석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10Mb 이더넷에 의해 접속되었는지, 14.4 모뎀에 의해 접속되었는지 또는 28.8 모뎀에 의해 
접속되었는지 쉽게 검출할 수 있다. 예측된 값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올바른 값으로부터 약 20%-30% 편차가 있음),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추정 알고리즘을 개량함으로써 대역폭 추정의 정확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제, 트랜스코딩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고려해 보자. 트랜스코딩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이미지 품질과 다
운로드 시간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이다. 이것은 도2 내지 도5에서 도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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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60으로 도시되었다. 도11은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선택사항 인터페이스의 구현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사용자 인
터페이스는 선형 슬라이드바로서 양호하게 표현되며, 이것은 사용자가 이미지 품질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Java 애플릿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도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레이 스케일에 대해) 칼라를 선택하기 위
한 옵션도 역시 제공된다. 또한,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선택하기 위한 옵션은 다음의 2가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
다. 즉, 1) 전술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프록시 및 프록시-서버 링크 대역폭의 현재 추정치와 현재 이용가능한 CPU 
자원에 근거하여 트랜스코딩을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자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프록시에 대한 표시로서 사용되거나, 
또는 2) (예를 들어, 대역폭 추정 서브시스템에 의해 검출되는 동적 대역폭 변화를 보상하기 위해 프록시에서 이미지 
품질을 변화시킴으로써) 사용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다운로드 시간을 시험하고 유지하기 위해 프록시에 대한 
표시로서 사용되거나, 또는 1) 및 2)의 경우 둘다로서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가 데이터의 전-충실도(full-fidelity) 
버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슬라이드바를 (아래로) 조정하여 보다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요구함으로써 쉽게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웹 브라우징의 거의 대부분은 이미지를 그 원래의 크기의 1/6 또
는 1/10로 트랜스코딩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으며, 그 개선된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맵과 같은 객체는 아주 드물게 
나타났다. 윈도우즈 CE 기반의 플랫폼과 같은 비-자바 장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안의 HTML-전용 인터페이스가 개발
될 수 있었다.
    

    
이제, 스트리밍 이미지 트랜스코딩에 대해 고려해 보자. 전술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저장-전송 트랜스코딩 프록시에 적
용될 수 있다. 다음에는 트랜스코딩에 스트림방식(streamed) 이미지 트랜스코더를 관여시키는 것이 유익한 조건에 대
해 설명한다. 스트림방식 이미지 트랜스코더는 입력 포맷으로 인코딩된 전체 이미지에 대응하는 완전한 입력 바이트 스
트림을 완전하게 판독입력(read in)하기 전에 출력 포맷으로 인코딩된 이미지 데이터의 기록출력(write out)을 시작
하는 이미지 트랜스코더이다.
    

    
도12는 타이밍도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알고리즘을 증명할 수 있는 예를 도시하고 있다. 입력 이미지는 1/Bsp 만큼 이
격된 비트 스트림으로서 도달한다. 스트리밍 이미지 트랜스코더는 트랜스코딩을 위해 G 비트의 그룹을 수취하게 되며, 
이것은 작은 저장-전송 지연 D1을 초래한다. 이 비트 그룹은 다음에 Gp 출력 비트의 그룹으로 트랜스코딩되며, 지연 
D2를 초래한다. 만일 D2< D1 이면, 이미지 트랜스코더는 각각의 입력 그룹 G를 그 다음 입력 그룹 G가 처리될 필
요가 있게 되기 전에 그 대응하는 출력 그룹 Gp로 변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스트리밍 이미지 트랜스코더의 내부 메
모리 요구는 한계가 정해진다. 그러나, 만일 D2D1이면, 이미지 트랜스코더는 입력 비트를 충분히 빠르게 처리할 수 없
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 연속적인 입력 스트림이 주어지면, 이미지 트랜스코더의 내부 메모리 요구는 한계없이 커지게 
되며, 즉, 이미지 트랜스코더의 유한-길이 내부 RAM 버퍼가 오버플로우하게 된다. 그러므로, 트랜스코딩 지연 D2는 
D2< D1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D1 = G/Bsp 라는 것은 분명하다. D2를 구하기 위해, Dp(S)를 S 비트의 
이미지에 대한 예측된 이미지 트랜스코딩 시간이라고 하자(Dp(S)는 실제적으로 이미지 콘텐트 및 치수와 같은 다른 
파라미터에 의존하지만, 표기의 간략성을 위해 Dp(S)를 이용한다). 그러면, D2 = Dp(S)/(S/G)이다. RAM 버퍼가 오
버플로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룹 트랜스코딩 지연은 Dp(S)/(S/G) < G/Bsp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Dp(S) < S/Bsp (조건 A)

를 충족시켜야 한다.

    
조건 A가 참이면, 출력 트랜스코딩된 그룹 Gp는 지연 D1만큼 균일하게 이격되게 된다. 전송 채널은 각각의 트랜스코딩
된 비트 그룹 Gp를 시간 D3 = Gp/Bpc 동안에 전송할 수 있다. i)의 경우로서, D3(i) < D1, 즉, 각각의 출력 그룹 
Gp가 그 다음 출력 그룹이 전송 준비가 되기 전에 전송될 수 있는 경우로 하자. ii)의 경우로서, D3(ii) D1 이라고 하
고, 따라서, 출력 전송 링크가 생성된 비트들을 출력큐가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충분히 빠르게 전송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자. ii)의 경우에, 전송 링크의 출력큐는 트랜스코딩된 비트들의 연속된 스트림이 제공되는 경우에 한계없이 
증대되게 되어, 유한-길이 링크 버퍼에 대한 오버플로우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트랜스코딩된 출력 그룹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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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되는 지연이 D3(i) < D1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D3(i) = Gp/Bpc라는 것은 분명하다. 전송 링크의 출력 버
퍼를 오버플로우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트랜스코딩된 출력 이미지 그룹 크기 Gp는 Gp/Bpc < G/Bsp를 충족시키
거나, 또는
    

c Bsp/Bpc (조건 B)

    
를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서, c는 그룹 이미지 압축 비율이며, 이것은 전체 이미지 압축 비율에 등가의 평균이 되는 것
으로 가정한다. 요약하면, 스트림방식 이미지 트랜스코더는 조건 A 및 조건 B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트랜스코딩을 
수행해야 한다. 만일 프록시-서버 링크가 병목이면, 즉, Bsp < Bpc 이면, 조건 B는 c N으로 감소되며, 여기서, N은 
1보다 적은 수이다. 통상적으로, 압축 비율은 항상 1보다 크며, 따라서, 조건 B는 항상 충족되게 된다. 이 경우에, 트랜
스코딩이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지 조건 A가 충족되어야 한다. 사실상, 프록시-서버 링크가 병목인 
경우에, 조건 B는 트랜스코딩된 이미지에 대해 허용되는 확장 비율에 대한 상한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1/c < Bpc/Bsp이다. 포맷 변환이 필수적인 경우에, 예를 들어, GIF-Palm 포맷인 경우에, 때때로 이미지의 확장(e
xpansion)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전술한 방정식은 이러한 포맷 변환이 버퍼 오버플로우의 기회를 증가시키게 될 때, 그
리고 포맷 변환이 버퍼 오버플로우를 초래하지 않을 때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Bsp = 1bps이고, Bpc = 
2bps이고, G = 1비트 이면, 조건 B는 출력 그룹 Gp가 최대 2비트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만일 클라이언
트-프록시 링크가 병목이면, 즉, Bsp Bpc이면, 조건 B는 트랜스코딩이 가치가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지 압축 비율 c가 
클라이언트-프록시 대역폭에 대한 프록시-서버 대역폭의 비율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조건 A도 여전히 
충족되어야 한다.
    

버퍼가 결코 오버플로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가정하면, 조건 A와 조건 B는 엄격한 한계이다. 이 기술분야
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이미지가 분석시 수취되는 연속한 스트림이 아니라 유한-길이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
면, 보다 느슨한 제한조건이 유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제한조건이 보다 느슨해질수록 트랜스코딩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보다 덜 적극적인(aggressive) 압축을 허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한 관점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클라이언트 장치와 서버 사이의 브라우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트랜스코딩 프록시를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상기 서버중 하나에 저장된 객체에 대한 HTTP G
ET 요구를 하나의 클라이언트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객체에 대한 GET 요구를 상기 하나의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하나의 서버로부터 객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하나의 클라이언트 장치의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선택사항
(preferences)을 검사하는 단계; 상기 객체의 콘텐트를 검사하는 단계; 통신 네트워크 특성을 검사하는 단계; 트랜스
코딩 파라미터 셋트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객체의 트랜스코딩된 형태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트랜스코딩된 형태를 
상기 하나의 클라이언트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네트워크 특성 검사 단계는 프록시와 상기 하나의 클
라이언트 장치 사이의 대역폭뿐만 아니라 상기 하나의 서버와 프록시 사이의 네트워크 대역폭도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
하고, 또한, 상기 네트워크 특성 검사 단계는 프록시와 상기 하나의 클라이언트 장치 사이의 지연뿐만 아니라 상기 하나
의 서버와 프록시 사이의 네트워크 지연도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트랜스코딩된 형태를 형성하기 위
해 상기 객체에 대해 수행되는 트랜스코딩의 레벨에 관한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또한, 상
기 객체의 콘텐트를 검사하는 단계는 객체의 크기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 상기 이미지 객체의 치수
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이미지 객체의 압축 비율을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만일 상기 객체가 이미지 형태로 
이루어지면, 상기 이미지 객체의 치수는 정사각형 픽셀에서의 이미지의 영역에 의해 결정되고, 상기 압축 비율은 상기 
이미지 객체의 bpp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본 발명은 저장-전송 트랜스코딩 및 스트리밍 트랜스코딩을 둘다 허용하며, 
따라서, 상기 하나의 서버로부터 객체를 수신하는 단계가 완료되기 전에 상기 트랜스코딩된 형태를 형성하는 것을 허용
한다. 이 방법은 JPEG, GIF 및 다른 이미지 형태에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은 상기 객체의 트랜스코딩된 
형태를 형성하는 단계가 완료되기 전에 상기 트랜스코딩된 형태를 전송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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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중요한 다른 고려사항이 있다. 본 발명의 개념에 대한 전술한 예는 이미지 및 비디오 등에 유용하다. 인터넷의 
이용이 확산되면서, JPEG 및 MPEG 압축 이미지 데이터의 가치가 나타났다. 오디오 코딩된 데이터는 또한, 압축되거나, 
특수 사운드 효과신호와 혼합되거나, 다른 오디오 데이터와 병합되거나, 리얼 도메인에서 편집 및 처리될 필요가 있다. 
다른 산업적, 상업적 및 군사적 애플리케이션에도 이와 유사한 구현이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프로세스, 제조 물품, 장치, 시스템, 아키텍처 및/또는 컴퓨터 제품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로 하여금 본 발명의 방법을 수행하도록 야기시키기 위해 그 안에 구현된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가진 컴퓨터 사용가능 매체를 포함하는 제조 물품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의 설명이 특정 단계 구성에 대해 이루어졌지만, 본 발명의 취지 및 개념은 다른 구성에도 적절하며 적용가
능하다. 예를 들어, 실시예는 웹 브라우징에 대해서만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은 어떠한 브라우저에도 적응할 수 있다. 
비록 동적 구현예에 대해 기본적인 고찰이 이루어졌지만, 본 발명은 정적 구현예, 준-동적 구현예 및 동적 구현예와 함
께 이용될 수 있다.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전술한 실시
예에 대한 다른 변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자명하다. 그러므로, 모든 변경 및 변형예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정의
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브라우징을 수행하는데 있어 트랜스코딩 파라미터를 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
자에 대한 응답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링크를 통해 접속된 다수의 클라이언트 장치와 다수의 서버 사이에서 브라우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트랜스코딩 
프록시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버중 하나에 저장된 객체에 대한 요구를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중 하나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객체에 대한 요구를 상기 서버중 하나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서버중 하나로부터 객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하나의 클라이언트 장치의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선택사항(preferences)을 검사하는 단계;

상기 객체의 콘텐트를 검사하는 단계;

통신 네트워크 특성을 검사하는 단계;

트랜스코딩 파라미터 셋트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각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객체의 트랜스코딩된 형태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트랜스코딩된 형태를 상기 하나의 클라이언트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트랜스코딩 프록시를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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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특성은 대역폭을 포함하고, 상기 네트워크 특성 검사 단계는 프록시와 상기 하나의 클라이언트 장치 사
이의 대역폭뿐만 아니라 상기 하나의 서버와 프록시 사이의 네트워크 대역폭도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트랜스코딩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특성은 지연을 포함하고, 상기 네트워크 특성 검사 단계는 프록시와 상기 하나의 클라이언트 장치 사이
의 지연뿐만 아니라 상기 하나의 서버와 프록시 사이의 네트워크 지연도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트랜스코딩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트랜스코딩된 형태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객체에 대해 수행되는 트랜스코딩의 레벨에 관한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제공
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트랜스코딩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의 콘텐트를 검사하는 단계는 객체의 크기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트랜스코딩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는 이미지 객체를 형성하는 이미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상기 방법은,

상기 이미지 객체의 치수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이미지 객체의 압축 비율을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트랜스코딩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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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 객체의 치수는 정사각형 픽셀에서의 이미지의 영역에 의해 결정되고, 상기 압축 비율은 상기 이미지 객체
의 bpp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트랜스코딩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코딩된 형태를 형성하는 단계는 동적 적응방식을 이용하는

트랜스코딩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코딩된 형태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서버중 하나로부터 객체를 수신하는 단계가 완료되기 전에 시작되는

트랜스코딩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되는 객체 형태는 JPEG 객체를 형성하는 JPEG 형태로 이루어진

트랜스코딩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코딩된 형태를 형성하는 단계는 JPEG-JPEG 이미지 트랜스코딩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트랜스
코딩된 형태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객체 수신 단계가 완료되기 전에 JPEG-인코딩된 출력 이미지 데이터의 적어도 
하나의 MCU에서 기록출력(write out)을 시작하는

트랜스코딩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코딩된 형태를 전송하는 단계는 수신된 객체의 초기 부분을 처리한 이후에, 그리고 상기 하나의 서버로부터 
이미지 객체를 수신하는 단계가 완료되기 전에 시작되는

트랜스코딩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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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코딩된 형태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객체의 트랜스코딩된 형태를 형성하는 단계가 완료되기 전에 시작되
는

트랜스코딩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14.

서버로부터 이용가능한 객체에 대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객체의 트랜
스코딩된 형태를 형성하기 위한 프록시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를 위한 객체를 트랜스코딩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동적으로 적응시키는 단계;

상기 객체의 트랜스코딩된 형태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트랜스코딩된 형태를 상기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를 적응시키는 단계는 상기 객체의 적어도 하나의 특성을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의 특성은 상기 객체의 크기 및 형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객체-헤더인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의 크기를 "크기-임계치"로 불리는 임계치 파라미터에 비교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를 적응시키는 단계는 상기 서버와 프록시 사이 또한 상기 프록시와 상기 클라이언트 사이의 현재의 네트
워크 특성을 수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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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특성중 하나는 네트워크 대역폭이고, 상기 파라미터를 적응시키는 단계는 상기 프록시와 상기 클라이언트 사이 뿐
만 아니라 상기 서버와 상기 프록시 사이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코딩된 형태는 상기 추정된 대역폭에 의존하는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21.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를 적응시키는 단계는 사용자의 선택사항을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트랜스코딩된 형태는 상기 
선택사항에 의존하는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22.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를 적응시키는 단계는 상기 객체의 콘텐트를 검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는 이미지 객체를 형성하는 이미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이미지 객체의 콘텐트를 검사하는 단계는 상기 이미지
의 치수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를 적응시키는 단계는 상기 이미지 객체의 압축 비율을 판단하는 단계에 의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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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객체의 형태는 GIF이고, 상기 파라미터를 적응시키는 단계는 "GIF-임계치"로 불리는 소정의 정책 임계치
에 대하여 상기 압축 비율을 비교하는 단계에 의존하는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2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의 트랜스코딩된 형태의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코딩된 형태는 상기 객체의 원래의 형태와 동일한 것인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트랜스코딩된 형태의 크기를 포함하는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29.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중 적어도 하나는 객체를 트랜스코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는

프록시를 위한 방법.

청구항 30.

객체 - 상기 객체는 초기 크기 및 치수를 갖고 있으며, 서버로부터 수신됨 - 에 대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구를 충족
시키는데 있어 상기 객체의 트랜스코딩된 형태의 파라미터들을 예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객체의 bpp 비율을 계산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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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이전에 트랜스코딩된 객체들의 일련의 통계를 수집하는 단계; 및

상기 파라미터를 예측하기 위해 상기 일련의 통계 및 상기 bpp 비율을 이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중 적어도 하나는 크기이고, 상기 일련의 통계는 다수의 이전에 트랜스코딩된 객체들의 크기의 통계를 포
함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는 이미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상기 일련의 통계는 이미지 품질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이전에 트랜스코딩된 객체는 한 벌의 소정의 벤치마크 이미지로부터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34.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일련의 통계 및 bpp 비율을 이용하는 단계는 현재 트랜스코딩되는 객체의 통계를 이용하여 상기 일련의 통계를 동
적으로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중 적어도 하나는 객체의 트랜스코딩된 형태를 형성하기 위한 지속기간이며, 상기 일련의 통계는 다수의 
이전에 트랜스코딩된 객체들을 형성하기 위한 지속기간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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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다수의 클라이언트와 다수의 서버 사이의 브라우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트랜스코딩 프
록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서버중 하나에 저장된 객체에 대한 상기 클라이언트중 하나로부터의 요구를 수신하고, 상기 서버중 하나로부터 상
기 객체를 페치하기 위한 HTTP 프록시 엔진;

트랜스코딩을 위한 파라미터 셋트를 이용하여 상기 객체의 트랜스코딩된 형태를 형성하기 위한 객체 트랜스코더;

트랜스코딩의 파라미터 셋트를 결정하기 위한 동적 정책 모듈;

상기 객체의 특성을 수집하기 위한 이미지 크기 및 지연 예측기 모듈;

상기 하나의 클라이언트의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품질 선택사항을 수집하기 위한 사용자 선택사항 모듈; 및

이용가능한 네트워크 대역폭을 추정하기 위한 대역폭 추정 모듈

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동적 정책 모듈은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상기 이미지 크기 및 지연 예측기 모
듈, 상기 사용자 선택사항 모듈 및 상기 대역폭 추정 모듈로부터 수신되는 입력을 이용하여 트랜스코딩의 파라미터들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상기 트랜스코딩 시스템은 수행되는 트랜스코딩의 레벨에 관한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트랜스코딩 프록시 시스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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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트랜스코딩 프록시에서 객체의 트랜스코딩된 형태의 동적 적응을 야기시키기 위해 그 안에 구현된 컴퓨터 판독가능 프
로그램 코드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제조 물품내의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은, 컴퓨터로 하여금,

프록시가 서버로부터 사용자와 관련된 객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객체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단계;

사용자의 선택사항을 검색하는 단계;

현재의 네트워크 특성을 수집하는 단계;

트랜스코딩 정책 임계치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객체 파라미터, 상기 사용자 선택사항, 상기 네트워크 특성 및 상기 정책 임계치에 근거하여 정책 결정을 수행하는 
단계;

트랜스코딩된 객체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객체에 대해 수행되는 트랜스코딩의 레벨에 관한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트랜스코딩된 객체를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단계

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

인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47.

제1, 14 및 30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가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
능 기록 매체.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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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삭제

청구항 52.

삭제

청구항 53.

삭제

청구항 54.

삭제

청구항 5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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