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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의 프리젠테이션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이 기재된다. 여기에 기재된 구현은 시스템이 비디오 스

트림으로 튜닝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디오 컨텐트의 제1 프레임의 프리젠테이션시의 실효 스타트업 지연을 감소시킨

다. 본 요약은 본 특허의 범주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범주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지시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스타트업,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 비디오 서버, MPEG, 스타트업 지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전형적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 타임라인 및 그에 대응하는 프리젠테이션 타임라인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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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전형적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 타임라인 및 그에 대응하는 프리젠테이션 타임라인을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스

타트업 지연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하나의 대체 비디오 스트림을 채용하는 본 명세서의 구현예에 따른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스타트업 지연을 나

타낸 도면.

도 4는 복수의 대체 비디오 스트림을 채용하는 본 명세서의 다른 구현예에 따른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스타트업 지연

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방법론적 구현을 도시한 흐름도.

도 6은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방법론적 구현을 도시한 흐름도.

도 7은 본 명세서에 기재된 구현이 채용되는 예시적인 환경을 나타낸 도면.

도 8은 예시적인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 텔레비전, 및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입력 디바이스

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도 7 및 8에 도시된 예시적인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의 컴포넌트를 나타낸 블록도.

<도면의 주요 부호에 대한 간단한 설명>

300t : 메인 멀티캐스트 비디오 스트림 전송

302t : 대체 멀티캐스트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

310t : I-프레임

360 : 리모콘

300p : 프리젠테이션 타임라인

302p : 대체 프리젠테이션 타임라인

362, 364, 366 : 스크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기술{예를 들면, 주문형 비디오(VOD) 시스템}의 출현에 따라, 사용자들은 데이터가 비디오 

서버로부터 수신될 때에도 디지털 비디오를 다소간 보고 들을 수 있다.

비디오가 스트리밍될 때, 인커밍 비디오 스트림은 통상 사용자의 수신 디바이스(예를 들면, 컴퓨터 또는 셋톱 박스)에

버퍼링되고, 그 동안에 데이터가 다운로드된다. 소정 지점(일반적으로는, 버퍼가 다 찬 경우)에서, 비디오 컨텐트가 

사용자에게 프리젠테이션된다. 비디오 컨텐트가 재생됨에 따라, 수신 디바이스는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비운다. 그

러나, 수신 디바이스가 저장된 비디오를 재생하 고 있는 동안에, 추가 데이터가 다운로드되어 버퍼를 다시 채운다. 적

어도 데이터가 재생되고 있는 속도만큼 데이터가 다운로드될 수 있는 한, 파일은 원활하게 재생될 것이다.

M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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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디지털 비디오 압축 및 전송 포맷은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이라 불리는 계열이다. 이것은 디

지털 압축된 포맷으로 시청각 정보(예를 들면, 영화, 비디오, 음악 등)를 코딩하는 데 이용되는 표준의 계열의 명칭이

다.

본 명세서에서는, 비디오 스트리밍의 설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MPEG-계열 비디오 스트림이 일반적으로 논의 

및 설명된다. 그러나,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다른 디지털 비디오 압축 및 전송 포맷이 존재하고 이용될 수도 있다

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H.264 코덱과 같은 다른 디지털 비디오 압축 및 전송 포맷이 존재한다.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MPEG과 관

련하여 여기에 설명된 개념들이 다른 포맷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GOP 및 프레임

MPEG 비디오 스트림은 통상적으로 GOP(Groups of Pictures)라 칭해지는 세그먼트 열에 의해 정의된다. 통상적으

로, GOP는 지정된 속도로 표시되는 경우에 짧은 지속기간(예를 들면, 1/2 초)동안 순차적으로 표시되도록 지정된 화

상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GOP는 통상적으로 3가지 타입의 프레임을 포함한다.

· 인트라 프레임(I-프레임)

· 예측 프레임(P-프레임)

· 양방향 예측 프레임(B-프레임)

하나의 GOP 내에 존재하는 프레임의 개수에 특정 제한이 없고, 또한 비디오 시퀀스 내의 모든 GOP가 동일한 개수의

화상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조건도 없다.

I-프레임은 인코딩된 정지 화상이다. I-프레임은 디코더가 이미 수신한 임의의 다른 프레임에 의존하지 않는다. 각 G

OP는 통상적으로 단 하나의 I-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I-프레임은 그에 관련된 GOP에 액세스하기 위한 엔트리 포인

트이므로 랜덤 액세스 포인트(또는'RAP')로도 칭해진다.

비디오 스트림 디코더의 관점에서, P-프레임은 가장 최근 재구축된 I- 또는 P- 프레임으로부터 예측된다. P-프레임

{예를 들면, 프레임(120p)}은 그 압축해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압축해제된 앵커 프레임(예를 들면, I-

프레임 또는 P-프레임)으로부터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비디오 스트림 인코더 및 전송기의 관점으로 돌리면, B-프레임은 가장 근접한 2개의 I- 또는 P- 프레임 －과거의 한 

프레임 및 미래의 한 프레임－ 으로부터 예측된다. B-프레임{예를 들면, 프레임(132p)}은 그 이미지를 디코딩하는데

이전 및 후속 앵커 프레임(예를 들면, I-프레임 또는 P-프레임) 모두로부터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양방향 

의존성이다.

물론, 다른 디지털 비디오 압축 및 전송 포맷(예를 들면, H.264 포맷)은 다른 라벨, 소정의 다른 타입, 및 프레임들 간

의 다른 관계를 채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H.264에서, 프레임 타입, 프레임 의존성 관계, 및 프레임 순서 결정은 MP

EG에서보다 훨씬 더 분리된다. H.264에서, I-프레임은 개별적으로 디코딩가능하고 랜덤 액세스 포인트들이다. 또한,

프레임은 정의된 프리젠테이션 순서를 가지고 있다(MPEG과 마찬가지임). 그러나, 다른 프레임들은 MPEG의 P-프

레임과 B-프레임이 하는 것과는 다르게 관련된다.

이와 같이,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MPEG과 관련하여 여기에 설명된 개념들이 다른 포맷에 어떻게 적용

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전송 및 프리젠테이션 타임라인(timeline)

도 1은 동일한 MPEG 비디오 스트림의 2개의 표시(manifestation)를 예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송 타임라인(100t)

이고 나머지는 프리젠테이션 타임라인(100p)이다.

전송 타임라인(100t)은 비디오 스트림 인코더 및 전송기에 의한 전송 관점에서의 비디오 스트림을 예시하고 있다. 다

르게는, 비디오 스트림의 전송의 수신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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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송 타임라인에서, I-프레임(예를 들면, 110t 및 150t)은 통상적으로 나머지 프레임보다 

시간적으로 더 길다. I-프레임은 임의의 다른 프레임으로부터의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므로,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하나의 완전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I-프레임은 다른 프레임들 중 어떠

한 것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를 포함한다. I-프레임은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프레임 

타입보다 전송( 물론 수신도)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도 1은 또한 전송 타임라인(100t)의 P-프레임(예를 들면, 120t) 및 B-프레임(예를 들면, 130t 및 132t)을 도시하고 

있다. 전송 타임라인에서, P-프레임은 통상적으로 B-프레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P-프레임은 B-

프레임에 비하여 시간적으로 더 길다. 그러나, P-프레임은 I-프레임보다 더 적은 데이터를 포함하므로 I-프레임보다 

시간적으로 더 짧다. B-프레임은 적어도 2개의 다른 프레임으로부터의 데이터에 의존하므로, 그 이미지를 디코딩하

는 데 P-프레임(하나의 다른 프레임에 의존함)에서 요구되는 정도로 많은 자신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도 1은 또한 비디오 디코더 및 프리젠터에 의한 프리젠테이션의 관점에서의 비디오 스트림의 프리젠테이션 타임라인

(100p)을 예시하고 있다. 그 전송 지속기간과는 달리, 각 프레임 －타입에 관계없이－ 의 프리젠테이션 지속기간은 

정확하게 동일하다. 즉, 이것은 고정된 주파수로 표시한다.

비디오 스트림의 인커밍 프레임이 디코딩되고 버퍼링된 후, 고정된 주파수{예를 들면, 초당 24 프레임(fps)}로 프리

젠테이션되어, 비교적 원활한 동화상 프리젠테이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NTSC 비디오를 전달하는 데 이용되는 

MPEG 2에서, 필드 레이트는 고정되고, 각 MPEG 2 화상은 1개, 2개, 또는 3개의 필드를 생성할 수 있다. 필드 화상

은 1개의 필드를 생성하는데 필요하고, 프레임 화상은 2 또는 3개의 필드를 생성한다. 그러므로, 프레임 화상 프리젠

테이션 레이트는 고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프레임 화상의 전송 레이트에 의해 지정되지 않는다.

도 1은 또한 프리젠테이션 타임라인에서 MPEG의 전형적인 디코딩된 GOP(105)를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적인 

GOP는 I-프레임(110p), 6개의 P-프레임(예를 들면, 120p), 및 14개의 B-프레임(예를 들면, 130p 및 132p)을 포함

한다. 통상적으로, 각 GOP는 I-프레임{예를 들면, 프레임(110p)}으로 시작하는 연속적으로 프리젠테이션되는 디코

딩된 프레임의 열을 포함한다.

전송 및 프리젠테이션 순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레임들이 프리젠테이션되는 순서는 통상적으로 프레임이 전송되는 순서와 완전히 일치

하지는 않는다. 도 1에서 전송 타임라인(100t) 및 프리젠테이션 타임라인(100p)의 사이에 도시된 화살표는 프레임이 

수신과 프리젠테이션 사이에서 재순서화되는 전형적인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각 화살표의 꼬리는 전송되는 프레임의

종점에서 굵은 점(즉, 원) 앵커를 가지고 있다. 각 화살표의 머리는 그 대응하는 프리젠테이션 프레임을 지시하는 화

살촉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전송 I-프레임(110t)은 프리젠테이션 I-프레임(110p)에 대응한다. 실제, 이들은 동일한 프레임이지만, 타

임라인 프리젠테이션에서는 상이하게 표시된다.

본 예의 설명으로 돌아가면, 전송 P-프레임(120t)은 프리젠테이션 P-프레임(120p)에 대응한다. 전송 B-프레임(130

t, 132t)은 프레젠테이션 B-프레임(130p, 132p)에 대응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송 타임라인(100t)에서 P-

프레임(120t) 이후에, 이들 B-프레임(130t, 132t)이 인코딩 되고, 전송되며, 수신되고, 디코딩되지만, 프리젠테이션 

타임라인(100t)에서는 이들 대응하는 프리젠테이션 B-프레임(130p 및 132p)이 그 P-프레임(120p) 이전에 프리젠

테이션된다. 유의할 점은, 인코더는 통상적으로 프레임들이 실제로 표시되는 것과 동일한 순서로 압축되지 않은 형태

의 프레임들을 수신하고, 프레임들을 압축하기 이전에 프레임 재순서화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또한, 전송될 다음 GOP는 I-프레임(150t)으로 시작하지만, 2개의 B-프레임(134t, 136t)은 통상적으로 이러한 새로

운 GOP가 시작된 이후에 함께 도착한다. 도 1에 예시된 바와 같이, 떨어져 있는 B-프레임(134p, 136p)은 새로운 GO

P의 I-프레임(150p)의 프리젠테이션에 앞서서 시퀀스로 프리젠테이션된다.

GOP 프리젠테이션 지연

도 1은 예시적인 GOP의 I-프레임(110t)이 시점 T1에서 시작하여 처음으로 수신되지만 우선 시점 T2까지는 프리젠

테이션되지 않는 것을 도시하고 있다. 2개의 시점간 시간 갭이 여기에서 'GOP 프리젠테이션 지연'이라 불리고, 도 1

에서 170으로 라벨링되어 있다. 이것은 수신기가 처음으로 GOP의 제1 프레임(통상적으로 I-프레임)을 수신하기 시

작할 때로부터 디바이스가 처음으로 GOP의 제1 프레임을 프리젠테이션할 때까지의 지연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일부는 비디오 스트리밍 기술의 당연한 결과이고, 다른 것들은 공지된 기술

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프로세스에 부여된다. GOP 프리젠테이션 지연에 대한 일부 이유들은 이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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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전송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프레임을 표시하는 데 필요한 시간 간의 차이;

· 프레임을 디코딩하는데 필요한 시간(특히 디코딩을 위한 프레임간 종속성을 고려함); 및

· 프레임 전송 또는 디코딩을 기다릴 필요없이 프레임의 원활한 프리젠테이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고유(built-in) 

지연.

이들 이유들의 세부사항 및 다른 이유에 대한 지식은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주지되어 있다.

비디오 스트림 프리젠테이션 스타트업 지연

비디오 스트리밍 환경(예를 들면, 디지털 케이블)에서 채널을 튜닝하기 위해서, 수신기는 비디오 스트림을 수신하여 

스트림으로의 액세스 포인트를 기다린다. 채널 변경은 액세스 포인트가 수신될 때까지는 발생할 수 없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것은 긴 채널 변경 시간을 필요로 한다.

도 2는 참조부호 280에서 비디오 스트림 프리젠테이션 스타트업 지연의 예를 예시하고 있다. 스타트업 지연은 사용

자에 의해 경험되는 실효 지연이다. 이것은 특정 비디오 스트림이 요청된 때와 특정 비디오 스트림으로부터의 GOP의

제1 프레임의 실제 프리젠테이션 간의 지연을 포함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타트업 지연(280)은 GOP 프리

젠테이션 지연(270, 상기 설명됨)을 포함한다.

도 2를 참조하여, 본 예가 설명된다. I-프레임(210t)으로 시작하는 GOP가 전송되고 있다. 이것은 전송 타임라인(200

t)에 도시되어 있다. 수신기는 요청 지점 R에서 이러한 비디오 스트림으로 튜닝한다. 이러한 선택은 사용자가 리모콘(

260)을 이용하여 비디오 스트림 채널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시, 이것은 설명의 목적을 위한 예시이다. 이러한 지점 R은 GOP의 개시 이후{즉, I-프레임(210t)의 개시 이후}의 

시간상 임의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수신기는 비디오 스트림에 액세스하기 위해 랜덤 액세스 포인트(또는 RAP)를 기다려야 한다. 본 예에서, 각 GOP는 

하나의 RAP를 가지고 있다. I-프레임은 전형적인 RAP의 하나의 예이다. 그러므로, 각 GOP는 하나의 I-프레임을 가

지고 있다. 그러므로, 수신기는 전송 타임라인(200t)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비디오 스트림 전송에 액세스할 수 있

기 전에, 다음 I-프레임을 기다려야 한다(다음 GOP의 개시에서).

일단 수신기가 그 버퍼에 I-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면, P- 및 B- 프레임의 의존성 디코딩을 위해 이를 다시 참조한다. 

결과적으로, 종래 시스템은 프레임(유용한)의 버퍼링을 시작할 수 있기 전에 RAP를 기다려야 한다.

도 2에서, 수신기는 I-프레임(250t)을 가지는 지점 M 1 에서 다음 GOP를 버퍼링하는 것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I-프

레임(250t)이, 수신기가 스트림에 참여한 지점 이후의 스트림 내에서의 최초의 RAP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에게 

프리젠테이션될 수 있는 제1 프레임은 I-프레임(250t)이다. GOP 프리젠테이션 지연(상기 설명됨)으로 인해, 수신기

는 실제로 지점 M 2 - 이는 또한 스타트업 지연(280)의 프리젠테이션 스타트업 지점 S이기도 함 - 에서 GOP{프리

젠테이션 타임라인(200p)의 I-프레임(250p)로}를 프리젠테이션하기 시작한다.

스크린(262-266)에 의해 나타나는 바와 같이, 스타트업 지연은 사용자에 의해 경험되는 실효 지연이다. 사용자는 {

예를 들면 리모콘(260)을 이용하여} 요청 지점 R에서 비디오 스트림 채널 요청을 선택하고, 스크린(262)에 의해 도시

된 바와 같이, 블랭크 스크린을 본다. 물론, 여기에서 프리젠테이션되는 정보(예를 들면, 전자 프로그래밍 정보)가 있

을 수 있지만, 아직은 원하는 비디오 스트림 컨텐트가 아니므로 이는 실제적으로는 블랭크이다.

스크린(264)은 다음 GOP가 현재 수신되고 있는 중인데도 스크린이 블랭크로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스크린(

266)은 프레임(250p)의 제1 이미지가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프리젠테이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스타트업 지연의 평균 길이는 평균 GOP 길이에 직접 비례한다. 일부 비디오 스트림 공급자는 비교적 긴 평균 

GOP 길이를 채용한다. 이들 예들에 대해, 사용자는 채널을 변경한 후에 다음 GOP가 나타날 때까지 더 길게 기다려야

하므로, 이러한 지연은 더욱 더 심각하다.

요약하면, 이러한 스타트업 지연은 통상의 사용자를 매우 귀찮게 하고 그들의 인내를 시험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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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비디오 스트림의 프리젠테이션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이 여기에 설명된다. 여기에 설명된 구현은 시스템이 비

디오 스트림으로 튜닝될 때 발생하는 비디오 컨텐트의 제1 프레임의 프리젠테이션에서 실효 스타트업 지연을 감소시

킨다.

본 요약 자체는 본 특허의 범주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본 특허의 명칭은 본 발명의 범주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의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의 상세한 설명과 첨부된 특허청구범

위를 보라. 본 발명의 범주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제시된다.

동일한 참조부호는 전체 도면에 걸쳐 유사한 구성요소 및 특징을 나타내는 데 이용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의 설명에서, 설명의 목적상, 본 발명의 철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숫자, 요소 및 구성이 나타난다. 그러

나,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본 발명이 특정 세부적인 예가 없이도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

른 예들에서, 주지된 특징들이 생략되거나 단순화되어 본 발명의 구현예의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따라서 본 발명을 

더 잘 설명한다. 또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정 방법론적 단계들이 분리된 단계들로 서술된다. 그러나, 이들 

분리되어 서술된 단계들은 그 성능에서 반드시 순서 의존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하의 설명은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인용된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고속 스타트업의

하나 이상의 구현예를 제시한다. 이들 구현들은 법령에 따른 기재 요건, 실시 가능 요건 및 최적 실시예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부적인 것으로 기술된다. 그러나, 설명 자체는 본 특허의 범주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본 발명자들은 이러한 구현예들을 예로서 제공한 것이다. 본 발명자들은 이러한 구현예들이 청구된 본 발명의 범주를

제한하도록 의도한 것은 아니다. 오히 려, 본 발명자들은 청구된 본 발명이 다른 현재 또는 미래 기술과 조합하여 다른

방식으로 실시되고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고속 스타트업의 실시예는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로서 지칭될 수 있다.

설명의 편의상,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은 MPEG 계열 표준 포맷과 관련하여 논의 및 설명된다. 그러나,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라면, 다른 디지털 비디오 압축 및 전송 포맷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서론

본 명세서에 설명된 본 청구된 발명의 하나 이상의 구현예는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 도 7-9)에 의해, 또는 도 7

에 도시된 것과 같은 컴퓨팅 환경의 일부로서 구현될 수 있다(전체적으로 또는 일부분).

디지털 비디오 멀티캐스트(예를 들면, IP 멀티캐스트) 환경에서 채널을 튜닝하기 위해, 수신기는 멀티캐스트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고 스트림으로의 액세스 포인트를 기다린다. 이것은 종종 랜덤 액세스 포인트(RAP)로서 칭해

진다. 채널 변경은 RAP가 수신될 때까지는 발생할 수 없다. 이것은 긴 채널 변경 시간을 발생하게 한다.

멀티캐스트 환경은 비디오 스트리밍을 채용하는 하나의 환경 타입의 예이다. 그러한 환경은 인터넷 프로토콜 멀티캐

스팅(즉, IP 멀티캐스팅)을 활용한다.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멀티캐스트 환경에서의 멀티캐스트 및 그 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복수의 IP 멀티캐스트 시나리오에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즉, 수신기)에 이용 가능한 제한된 비트 레이트가 존재한

다.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이용되는 비트 레이트는 통상적으로 모든 이용 가능한 IP 멀티캐스트 중에서 클라이언트

가 현재 어느 IP 멀티캐스트를 청취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진행중인 IP 멀티캐스트의 전체 개수는 이용 가능한 비트 레이트에 의해 임의의 특정 클라이언트로 제한되지 않으므

로,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은 그러한 시나리오에 특별히 적용가능하다. 복수의 참여(join-in) 스트림{예를 들

면, 대체(alternative) 전송(402-407)}과 메인 스트림이 항상 멀티캐스팅될 수 있다. 또한, 개별적인 클라이언트 디바

이스는 임의의 주어진 지점에서 어느 스트림을 청취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메인 스트림의 비트 

레이트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의 접속이 지원할 수 있는 만큼 높을 수 있고, 따라서 비교적 높고 명백한 안정-상태

비디오 품질이 달성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은 메인 멀티캐스트 비디오 스트림 전송(300t) 및 하나 이상

의 대체 멀티캐스트 리드인(lead-in) 스트림 전송{예를 들면, 전송(302t)}을 채용하여 더 빠른 튜닝 시간을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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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체 스트림들은 메인 스트림과 동일한 원래의 컨텐트를 포함하지만, 이들은 메인 스트림보다 낮은 비트 레이트

를 가지고 있다.

대체 스트림들은 메인 스트림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적은 시간에 전송될 수 있도록 낮은 비트 레이트일 수 

있다. 이것은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300t)에서 대응하는 프레임보다 더 짧은 대체 비디오 스트림 전송(302t)에 의 

해 그래픽상으로 예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낮은 비트 레이트'의 개념은 화상(즉, 프레임) 당 비트수의 측면이다. 이들

은 초 당 비트수의 측면에서는 보통의 비트 레이트이다.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에 있어서, 비디오 스트림 컨텐트는 - 초기 화상이 더 낮은 품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

튜닝 명령에 응답하여 (종래 접근법보다) 더 빨리 프리젠테이션된다.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의 설명의 많은 부분이 MPEG 계열의 디지털 비디오 압축 및 전송 포맷과 관련하여 

설명되지만,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MPEG에 관련하여 여기에 설명된 개념들이 H.264와 같은 다른 포맷에 어떻

게 적용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나의 대체 스트림을 가지는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

도 3은 단 하나의 대체 비디오 스트림을 가지는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의 동작 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3은 

메인 멀티캐스트 비디오 스트림 전송(300t) 및 대체 멀티캐스트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302t)을 도시하고 있다. 

본 설명은 단 하나의 대체 스트림의 이용에 관한 것이지만, 본 예에 예시된 전체 개념들은 복수의 대체 비디오 스트림

의 이용에 적용될 수 있다.

도 3은 또한 이러한 동작이 사용자에 의해 경험되는 실효 지연인 외관상의 비디오 스트림 프리젠테이션 스타트업 지

연을 어떻게 감소시키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스타트업 지연은 특정 비디오 스트림이 요청되는 시간과 GOP의 제

1 프레임의 실제 프리젠테이션 사이의 지연이다.

도 3을 참조하여, 본 예가 설명된다. I-프레임(310t)으로 시작하는 GOP가 메인 스트림(300t)에서 전송된다. 수신기

는 요청 지점 R에서 이러한 비디오 스트림으로 튜닝한다. 이러한 선택은 사용자가 리모콘(360)을 이용하여 비디오 스

트림 채널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예시되어 있다{그러나, 멀티캐스트 환경에서는 이 스트림(300t)이 요청되지만, 수신

기가 아직 튜닝되지 않으므로 스트림은 R 이후의 일부 지점까지는 수신기에 실제로 전송되지 않는다}.

또한, 이것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다. 이러한 지점 R은 그 개시 이후{즉, 그 I-프레임(310t)의 개시 이후}의 GOP 내의 

시간상 임의의 순간일 수 있다.

수신기는 통상적으로 비디오 스트림에 액세스하기 위해 랜덤 액세스 포인트(또는 RAP)를 기다린다. (본 예에서, 각 G

OP는 하나의 RAP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I-프레임은 전형적인 RAP의 예이다. 그러므로, 수신기는 비디오

스트림 전송을 액세스하여 비디오를 프린젠팅하기 이전에 다음 I-프레임을 기다려야 한다(다음 GOP 전송의 개시에

서).

종래 접근법에 있어서, 사용자는 지점 M 2 에서 제1 I-프레임(350p)의 프리젠테이션 시 비디오 프리젠테이션{프리

젠테이션 타임라인(300p)에 도시된 바와 같음}을 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종래 프리젠테이션 스타트업 지연(D)은 

요청 지점(R) 및 지점 M 2 간의 차이가 될 것이다.

종래의 프리젠테이션 스타트업 지연을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D = M 2 - R …(1)

그러나,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은, 메인 스트림 전송(300t)에서 다음 RAP를 기다리는 것 대신에, 대체 비디

오 스트림 전송(302t)으로 튜닝한다. 이것은 지점 A에서 이러한 GOP 전송을 수신하기 시작한다. 대체 전송(302t)의 

RAP는 I-프레임(312t)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점 S'에서 프리젠테이션 I-프레임(312p)을 갖는 대체 프리젠테이션 

타임라인(302p)을 프리젠테이션하기 시작할 수 있다.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은, 대체 비디오 스트림이 프리젠테이션되는 동안에{프리젠테이션 타임라인(302p)에

도시된 바와 같음}, 멀티캐스트 라우터가 메인 스트림의 다음 RAP{예를 들면, I-프레임(350t)}에서 수신기를 메인 

스트림 멀티캐스트 전송(300t)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다.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은, 대체 비디오 스트림이 프리젠테이션되는 동안에{프리젠테이션 타임라인(302p)에

도시된 바와 같음}, 메인 스트림의 다음 GOP의 제1 프레임(예를 들면, I-프레임(350t)}으로 시작하는 메인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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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전송(300t)을 수신하기 시작한다. 도 3에서, 다음 GOP의 제1 프레임{예를 들면, I-프레임(350t)}은 지점 M 1

에서 시작한다. 타임라인 상의 지점 B는 대체 스트림 전송(302t)의 최종 프레임의 수신의 종료를 나타낸다.

대체 스트림 전송(302t)에서 다시 메인 스트림(300t)으로의 전환은 도 3에서 지점 B 및 M 1 의 갭 동안 또는 그 부근

에서 발생한다. 이들 지점 간의 과장되고 가시적인 갭이 도 3에 도시되어,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이 메인 스

트림에 참여할 명백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점 B 및 M 1 은 매우 가 깝게 동시에 발생하고 

실제로는 동시일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는 지점 B가 지점 M 1 이후에 바로 발생하도록 작은 중첩을 가질 수 있다.

지점 M 2 에서,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은 메인 스트림의 다음 GOP의 제1 프레임{예를 들면, I-프레임(350p

)}으로 시작하는 메인 비디오 스트림 프리젠테이션(300p)을 프리젠테이션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대체 스트림 프리젠

테이션(302p)의 최종 프레임{예를 들면, 프레임(322p)}의 프리젠테이션 직후(또는 매우 가깝게)에 시작한다. 이러한 

프리젠테이션 전환 지점은 도 3에서 지점 M 2 로 지정되어 있다.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메인 스트림이 슬라이싱을 위해 태깅(tagging)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르게는, 메인 스트

림내의 RAP 로케이션이 일부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멀티캐스트 라우터에 운반될 수도 있다. 또한, 라우터는 메인 스

트림 멀티캐스트에서 다음 RAP가 도달할 때 메인 스트림 멀티캐스트 전송을 전달하기 시작하도록 정상 IP 멀티캐스

트로의 확장(extension)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프리젠테이션되는 최종 프레임{예를 들면, 프레임(322p)}이 메인 스트림 프리젠테이

션(300p)의 제1 프레임{예를 들면, 프레임(350p)}의 프리젠테이션 바로 이전에 프리젠테이션되도록 대체 스트림(30

2p)의 프리젠테이션이 시간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비디오 컨텐트의 원활한 프리젠테이션을 향

상시키고, 특히 지점 M 2 에서의 대체 스트림 프리젠테이션으로부터 메인 스트림 프리젠테이션으로의 전환의 프리젠

테이션을 원활하게 한 다.

스크린(362-366)에 의해 나타난 바와 같이, 스타트업 지연은 사용자에 의해 경험되는 실효 지연이다. 사용자는 요청

지점 R에서 {예를 들면, 리모콘(360)을 이용함} 비디오 스트림 채널을 선택하고 스크린(362)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

이 블랭크 스크린을 본다. 물론, 여기에 프리젠테이션될 정보(예를 들면, 전자 프로그래밍 정보)가 있지만, 아직은 원

하는 비디오 스트림 컨텐트가 아니므로 실제적으로 블랭크이다.

스크린(364)은 대체 스트림(302t)의 RAP가 송수신되고 있음에도 스크린이 블랭크로 남아있는 것을 도시하고 있다. 

그러나, 스크린(366)은 프레임의 제1 이미지(312p)가 사용자에게 프리젠테이션되는 것을 도시하고 있다.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음)에 있어서, 사용자는 지점 S'에서 제1 I-프레임(312p)의 프

리젠테이션시 비디오 컨텐트의 프리젠테이션{대체 프리젠테이션 타임라인(302p)에 도시된 바와 같음}을 처음으로 

경험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스타트업 지연(D')은 요청 지점(R)와 지점 S'에서의 대체 스트림의 프리젠

테이션 간의 차이가 될 것이다.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스타트업 지연을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D' = S'- R …(2)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에 의해 얻어지는 시간 절감은 D'와 D 간의 차이이다. 수학식 1 및 2를 이용하면, 시간

절감은 이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D - D' = M 2 - S' …(30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에 있어서, 새로운 스타트업 지연(D')이 종래 스타트업 지연(D)보다 작으므로(즉, D'<
D), 사용자 경험이 개선된다.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은 종래 접근법을 이용하여 경험되는 지연과 비교할 때 

사용자에 의해 경험되는 실효 스타트업 지연을 감소시킴으로써,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한다.

복수의 대체 스트림을 가지는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

스타트업 지연을 더 최소화하기 위해,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은 복수의 RAP 페이즈-스태거링된(phase-sta

ggered) 대체 비디오 스트림 전송을 채용함으로써 사용자가 비디오 스트림 채널을 튜닝하는 랜덤 특성을 보상한다.

도 4는 메인 멀티캐스트 비디오 스트림 전송(400t) 및 복수의 페이즈-스태거링된 대체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4

02t-407t)을 도시하고 있다. 각각의 대체 전송은 모든 이용 가능한 대역폭을 이용하여 전송될 수 있고, 그에 의해 각 

스트림에 대한 전송 시간을 최소화한다. 또한, 스트림의 전송 스케줄은 페이즈-스태거링되어, 각 스트림의 RAP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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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 수신이 스태거링된다. 도 4에 예시된 각 스트림의 RAP가 전송의 개시에 존재하므로, 각 전송(402t-407t)의 개

시가 스태거링된다. 대체 전송의 이러한 스태거링된 개시는 도 4에 예시되어 있다.

또한, 대체 스트림(402t-407t)의 페이즈-스태거링의 시간 범위는 메인 스트림 전송(400t)의 RAP 사이이다. 도 4에

서, 이것은 I-프레임(410t 및 450t)간의 페 이즈-스태거링에 의해 예시된다.

복수의 대체 스트림을 전송함으로써, 수신기가 리드인 스트림들 중 재생할 스트림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튜닝 시간이

개선된다. 선택된 스트림은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튜닝하는 시각 이후에 가장 빠르게 프리젠테이션할 준비가 되는 스

트림을 것이다.

이들 대체 전송들은 복수의 환경내에서 특정 수신기에 동시에 전송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각각은 전송을 위해 준비

되고, 특정 멀티캐스트 스트림은 특정 수신기에 의해 요청될 때에만 그 수신기에 전송된다. 도 4는 6개의 다른 요청 

지점(R 1 내지 R 6 )를 도시하고 있고, 각각은 특정 대체 비디오 스트림 전송{각각, 스트림(402t-407t)}에 대응한다.

예를 들면,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이 하나의 채널로 튜닝하기를 원한다면(예들은 지점 R 1 내지 R 6 으로 나

타냄), 이것은 어느 대체 리드인 스트림이 아직 시작하지 않은 최초의 리드인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멀티캐스트 서버{

예를 들면, 도 7의 컨텐트 서버(712)}에 질의하고, 수신기는 대체 멀티캐스트 전송에 참여한다. 그리고나서,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은 라우터가 메인 스트림의 다음 RAP{예를 들면, 프레임(450t)}의 바로 이전에 수신기를 메인 

스트림 멀티캐스트 전송(400t)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다.

수신기가 메인 스트림(400t)의 다음 RAP를 수신하기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대체 스트림 전송(들)은 '브리지'로서 기

능하므로, 이들 모든 대체 스트림(402t- 408t)은 지점 B에서 종료하는 것으로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도 4에서, 다음 GOP의 제1 프레임{예를 들면, I-프레임(450t)}은 지점 M 1 에서 시작한다. 타임라인 상의 지점 B는 

각각의 대체 스트림(402t-408t)의 최종 프레임의 수신의 종료를 나타낸다.

대체 스트림(402t-408t)에서 다시 메인 스트림(400t)으로의 전환은 도 4에서 지점 B 및 M 1 의 갭 동안 또는 그 부

근에서 발생한다. 이들 지점 간의 과장되고 가시적인 갭이 도 4에 도시되어,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이 메인 

스트림에 참여할 명백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점 B 및 M 1 은 매우 가깝게 동시에 발생하고 

실제로는 동시일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는 지점 B가 지점 M 1 이후에 바로 발생하도록 작은 중첩을 가질 수 있다.

도 4는 대체 비디오 스트림 전송(402p-407p)에 각각 대응하는 대체 비디오 스트림 프리젠테이션(402p-407p)을 도

시하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프리젠테이션되는 최종 프레임이 메인 스트림 프리젠테이션(400p)의 제1

프레임의 프리젠테이션 바로 이전에 프리젠테이션되도록 대체 비디오 스트림 프리젠테이션(402p-407p)이 시간조정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비디오 컨텐트의 원활한 프리젠테이션을 향상시키고, 특히 M 2 에서의 대체

스트림 프리젠테이션으로부터 메인 스트림 프리젠테이션으로의 전환의 프리젠테이션을 원활하게 한다.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의 동작

도 5는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의 방법론적 구현을 도시하고 있다. 본 방법론적 구현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그 조합으로 수행될 수 있다.

도 5의 단계 510에서, 사용자는 특정 메인 비디오 스트림 멀티캐스트 전송(예를 들면, 300t 또는 400t)으로 튜닝한다

. 이러한 지점의 예는 도 3에서 지점 R로 지정되고, 도 4에서는 R 1 내지 R 6 로 지정된다.

단계 512에서,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은 RAP-페이즈-스태거링된 대체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중 어느 것이 

아직 시작하지 않은 최초의 리드인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멀티캐스트 서버{예를 들면, 도 7의 컨텐트 서버(712)}에 질

의한다. 물론, 단 하나의 대체 전송이 있다면, 이러한 질의는 단순히 요청으로 볼 수 있다.

단계 514에서,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은 질의에 의해 식별된 대체 멀티캐스트 전송에 참여한다. 고속 스타트

업 시스템은 이러한 대체 전송을 수신하여 버퍼링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도 3의 지정된 지점 A 및 도 4의 A 1 내지 

A 6 에서 발생한다.

단계 516에서,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은 식별되고 버퍼링된 대체 전송의 비디오 스트림을 프리젠테이션한다

. 이것은 예를 들면 도 3에서 지정된 지점 S에서 발생한다.

단계 518에서,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은 정확하게 메인 스트림의 다음 RAP{예를 들면, 프레임(350t 및 450

t)}에서 메인 스트림 멀티캐스트 전송(예를 들어, 300t 및 400t)을 수신하고 버퍼링하는 것으로 다시 전환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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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은, 라우터가 수신기를 메인 스트림 멀티캐스트 전송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것

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도 3 및 도 4에서 지정된 지점 B 및 M 1 의 사이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그러한 지정된 지점 '상에서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단계 520에서,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은 메인 스트림 멀티캐스트의 비디오 스트림을 프리젠테이션한다. 이

것은 예로 들면 도 3 및 도 4에서 지정된 지점 M 2 에서 발생한다.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멀티캐스트 시스템의 동작

도 6은 도 7의 컨텐트 제공자(702) 및/또는 컨텐트 배포 시스템(706)에 의해 실시되는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멀티

캐스트 시스템의 방법론적 구현을 도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구현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그 조합으로 

수행될 수 있다.

도 6의 단계 610에서,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멀티캐스트 시스템은 전송을 위해 동시에 하나 이상의 대체 비디오 스

트림을 인코딩한다. 서버 시스템은 각각의 RAP가 나머지 스트림에 대해 페이즈-스태거링되도록 각각의 대체 스트림

을 인코딩한다.

또한, 다음 RAP가 메인 비디오 스트림에서 이용 가능한 때 또는 그 부근에 있는 동일한 지점에서 종료하도록 각 스트

림이 인코딩된다. 이러한 지정된 지점은 예를 들면 도 3 및 4에서 지점 M 1 이다.

단계 612에서, 멀티캐스트 시스템은 RAP-페이즈-스태거링된 대체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중에서 어느 것이 아직 시

작하지 않은 최초의 리드인인지에 대한 질의를 수신한다. 물론, 단 하나의 대체 전송이 있다면, 이러한 질의는 단순히 

요청으로 볼 수 있다.

단계 614에서, 멀티캐스트 시스템은 질의에 의해 식별된 대체 멀티캐스트 전송을 이를 요청한 수신기에 전송한다.

단계 616에서, 멀티캐스트 시스템은 메인 스트림의 다음 RAP 직전에 수신기를 메인 스트림 멀티캐스트 전송으로 전

환하라는 라우터의 요청을 수신한다. 단계 618에서, 멀티캐스트 시스템은 그러한 요청에 응답하여 이를 수행한다. 이

것은 예를 들면 도 3 및 도 4에서 지정된 지점 B 및 M 1 사이 또는 그 부근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그러한 지정된 지점

'상 또는 부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

예시적인 환경

도 7은 여기에 설명된 기술, 시스템 및 다른 양태들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구현되는 예시적인 환경(700)을 

나타내고 있다. 예시적인 환경(700)은 멀티미디어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는 텔레비전 오락 시스템이다.

환경(700)은 하나 이상의 멀티미디어 컨텐트 제공자(702), 컨텐트 배포 시스템(706), 및 멀티캐스트 지원 네트워크(

710)를 통해 컨텐트 배포 시스템(706)에 결합되는 하나 이상의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1), 708(2), ..., 708(N)}

를 포함 한다.

멀티미디어 컨텐트 제공자(702)는 컨텐트 서버(712), 및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광고 방송, 음악 및 유사한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컨텐트와 같은 저장된 컨텐트(714)를 포함한다. 컨텐트 서버(712)는 컨텐트 제공자(702)로부터 컨텐

트 배포 시스템(706)으로의 저장된 컨텐트(714)의 배포를 제어한다. 추가적으로, 컨텐트 서버(702)는 라이브(live) 

컨텐트{예를 들면, 라이브 피드(feed)와 같이, 미리 저장되지 않은 컨텐트} 및 다른 로케이션에 저장된 컨텐트의 컨텐

트 배포 시스템(706)으로의 배포를 제어한다.

컨텐트 배포 시스템(706)은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720)에 결합될 수 있다. 컨텐트 배포 시스템(706

)은 멀티캐스트 전송기(728), 및 하나 이상의 컨텐트 프로세서(730)를 포함한다. 멀티캐스트 전송기(728)는 멀티캐스

트 지원 네트워크(710)에 신호를 멀티캐스팅한다.

컨텐트 배포 시스템(706)은 멀티미디어 컨텐트를 복수의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헤드엔드 서비스를 나타낸다.

멀티캐스트 지원 네트워크(710)는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 RF, 마이크로파, 위성 및/또는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고, 임의의 멀티캐스트 포맷 또는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유선 또는 무선 매체를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멀티캐스트 지원 네트워크(710)는 임의의 타입의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임의의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임의의 타입의 네트워크일 수 있고, 2개 이상의 네트워크의 조합으로 표현되거나 다르게는 구

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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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트 프로세서(730)는 멀티캐스트 지원 네트워크(708)에 컨텐트를 전송하기에 앞서서 컨텐트 제공자(702)로부터 

수신된 컨텐트를 처리한다. 특정 컨텐트 프로세서(730)는 멀티캐스트 지원 네트워크(710)에 결합되는 복수의 프리젠

테이션 디바이스{708(1), 708(2), ..., 708(N)}에 의해 이해되는 포맷으로 수신된 컨텐트를 인코딩 또는 처리할 수 있

다.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1)}는 

위성 접시(734)를 통해 위성 기반 전송기로부터 멀티캐스팅된 컨텐트를 수신한다.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1)}는

또한 셋톱 박스 또는 위성 수신 디바이스로도 지칭된다.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1)}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

스뿐만 아니라,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에 의해 수신된 컨텐트(예를 들면, 오디오 데이터 및 비디오 데이터)를 프리젠

테이션하기 위해 텔레비전{736(1)}에 결합된다. 특정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는 임의의 개수의 텔레비전(736) 

및/또는 컨텐트를 표시 또는 렌더링하도록 구현될 수 있는 유사한 디바이스에 결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임의의 개

수의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가 단일 텔레비전(736)에 결합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2)}는 멀티캐스트 지원 네트워크(710)로부터 컨텐트를 수신하고 수신된 컨텐트를 연관

된 텔레비전{736(2)}에 제공하도록 결합된다.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N)}는 텔레비전(738) 및 통합된 셋탑 박

스(740)의 조합의 예이다. 본 예에서, 2개의 분리된 디바이스를 이용하기 보다는, 셋탑 박스의 다양한 컴포넌트 및 기

능이 텔레비전에 통합된다. 텔레비전에 통합되는 셋탑 박스는 위성 접시 또는 무선 안테나{예를 들면, 접시(734)} 및/

또는 멀티캐스트 지원 네트워크(710)를 통해 멀티캐스트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다른 구현에서, 프리젠테이션 디바

이스(706)는 인터넷 또는 임의의 대체 멀티캐스트 매체를 통해 컨텐트를 수신할 수 있다.

예시적인 환경(700)은 라이브 또는 PPV 영화 컨텐트와 같은 저장된 페이-퍼-뷰(PPV) 컨텐트(742)를 포함한다. 저

장된 컨텐트 또는 라이브 컨텐트는 통상적으로 스케줄에 따라 멀티캐스트된다. 디바이스가 PPV 멀티캐스트 채널에 

참여한 경우에, PPV 컨텐트는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로 볼 수 있다.

예시적인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

도 8은 텔레비전(736)에 접속하는 독립형 유닛으로서 도시된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의 예시적인 구현(800)을 

나타내고 있다.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는 셋탑 박스, 위성 수신기, 하드 디스크를 가지는 TV 레코더, 게임 콘솔,

정보 가전, DVD 플레이어, 개인 비디오 레코더, 개인용 컴퓨터, 홈 미디어 센터, 모뎀 등을 포함하여, 복수의 실시예

로 구현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는 원격 제어 디바이스(804), 핸드헬드 입력 디바이스(806), 또는 무선 키보드와 같은 

임의의 다른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무선 통신을 수신하기 위한 적외선(IR) 또는 블루투스 무선 포트와 같은 무선 수신 

포트(802)를 포함한다. 핸드헬드 입력 디바이스(806)는 PDA, 핸드헬드 컴퓨터, 무선 전화 등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유선 키보드(808)는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와 통신하도록 결합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원격 제어 디바이스(804

), 핸드헬드 디바이스(806), 및/또는 키보드(808)는 RF 통신 링크 또는 다른 전송 모드를 이용하여 프리젠테이션 디

바이스(708)와 통신한다.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는 DVD 디스크와 같은 컨텐트 저장 매체를 판독하기 위한 저장 매체 판독기(809)를 구

비하고 있다. 독립형 또는 비독립형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는 저장 매체 판독기(809)를 포함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는 멀티캐스트 네트워크와 같은 하나 이상의 멀티캐스트 소스로부터 하나 이상의 멀티

캐스트 신호(810)를 수신한다.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는 사용자가 예를 들면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

08)를 구성하며,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는 통상적인 전화 링크(812), ISDN 링크(814), 케이블 링크(816), 이더넷 링크(818), D

SL 링크(820) 등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접속을 통해 다른 디바이스와 통신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

)는 임의의 개수의 다른 디바이스와 통신하기 위해 특정 순간에 다양한 통신 링크(812-820) 중 임의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이용할 수 있다. 멀티캐스트 신호는 또한 다양한 통신 링크(812-820)를 통해 수신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는 비디오 신호(들)(820) 및 오디오 신호(들)(822)를 생성하고, 이들 모두는 텔레비전(7

36)에 통신된다. 다르게는,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가 스피커, 비디오 모니터, 홈씨어터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 등과 같

은 다른 오디오/비주얼 장비에 통신될 수 있다.

도 8에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는 디바이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조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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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지시기를 포함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는 하나 이상의 제어 버튼, 스위치 또는 디바이

스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다른 선택가능한 컨트롤을 포함할 수 있다.

도 9는 도 7 및 도 8에 도시된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의 선택된 컴포넌트를 나타내고 있다. 프리젠테이션 디바

이스(708)는 제1 튜너(900) 및 선택적인 제2 튜너(902)를 포함한다. 튜너(900 및 902)는 다른 컨텐트가 프리젠테이

션 디바이스(708)에 멀티캐스팅되는 멀티캐스트 통신 채널로 튜닝하거나 수신하는 대역외 튜너 또는 수신기 또는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파수 또는 채널로 튜닝하여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하는 하나 이상의 대역내 

튜너를 나타낸다.

튜너(900 및 902)는 디지털 튜너, 아날로그 튜너, 또는 디지털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디바이스(708)에 입력하는 데 이

용되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컴포넌트의 임의의 조합이 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304) 및 하나 이상의 메모리 컴포넌트를 포함한다. 가능한 메

모리 컴포넌트의 예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906), 디스크 드라이브(908), 대용량 저장 컴포넌트(910), 및 비휘

발성 메모리(912, 예를 들면, ROM, 플래시, EPROM, EEPROM 등)를 포함한다.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의 다른 구현은 처리 및 메모리 성능의 범위를 포함할 수 있고, 도 9에 예시된 것들보다 

더 많거나 적은 타입의 메모리 컴포넌트 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서(들)(904)는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의 동작을 제어하고 다른 전자 및 컴퓨팅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다

양한 명령들을 처리한다. 메모리 컴포넌트{예를 들면, RAM(906), 디스크 드라이브(908), 저장 매체(910), 및 비휘발

성 메모리(912)}는 멀티미디어 컨텐트, 전자 프로그램 데이터, 웹 컨텐트 데이터,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에 대

한 구성 정보, 및/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보와 같은 다양한 정보 및/또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디바이스는 

데이터를 이들 복수의 메모리 컴포넌트들 중 임의의 하나에 캐시할 수 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914) 및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916)이 비휘발성 메모리(912)에 저장되고 프로세서

(904) 상에서 실행되어 런타임 환경을 제공한다. 런타임 환경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916)이 프리젠테이션 디바이

스(708)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정의되도록 함으로써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의 확장성

을 용이하게 한다.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 상에서 구현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916)은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전

자 메일을 용이하게 하는 이메일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는 단순화를 위해 본 예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텔레비전 오락 시스템에 관련된 다른 컴포

넌트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는 디바이스와의 뷰어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사

용자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명, 버튼, 컨트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924) 및/또는 직렬 및/또는 병렬 인터페이스(926)는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가 다양한 통

신 링크를 통해 다른 전자 및 컴퓨팅 디바이스와 상호작용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프리젠

테이션 디바이스(708)는 다른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다른 타입의 데이터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종래의 전화선이나 다른 통신 매체를 통해 다른 전자 및 컴퓨팅 디바이스와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모뎀(928

) 또는 다른 통신 디바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는 멀티캐스트 디지털 데이터를 수신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튜너(900 또는 902),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924), 모뎀(928) 또는 다른 통신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멀티캐스트 디지털 데이터를 수신한다.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는 또한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프리젠테이션하거나 렌더

링하는 다른 디바이스에 신호를 제공하는 오디오/비디오 출력(930)을 포함한다. 이러한 출력은 디스플레이로서 지칭

된다.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는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구현하는 고속 스타트업

모듈(940)을 포함한다. 이것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또는 하드웨어 컴포넌트일 수 있다.

분리되어 도시되어 있지만,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의 일부 컴포넌트들은 어플리케이션 특정 집적 회로(ASIC)

에 구현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시스템 버 스(도시되지 않음)는 통상적으로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708) 내에서 다양

한 컴포넌트들을 접속시킨다.



공개특허 10-2004-0107401

- 13 -

시스템 버스는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컨트롤러, 주변장치 버스, 가속 그래픽 포트, 또는 임의의 다양한 버스 아키

텍쳐를 이용하는 로컬 버스를 포함하여, 수개의 타입의 버스 구조들 중 하나 이상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러한 아키텍쳐는 CardBus, 퍼스널 컴퓨터 메모리 카드 국제 협회(PCMCIA), 가속 그래픽스 포트(AGP), 소형 컴퓨

터 시스템 인터페이스(SCSI), 범용 직렬 버스(USB), IEEE 1394, 비디오 전자 표준 협회(VESA) 로컬 버스, 및 메자닌

버스로도 알려진 주변 컴포넌트 인터커넥트(PCI) 버스를 포함한다.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의 구현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 또는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실행가능 명령의 일반적인 컨텍스트로 기술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거

나 특정 추상적인 데이터 타입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오브젝트, 컴포넌트, 데이터 구조 등을 포함한다. 통상적으

로, 프로그램 모듈의 기능은 다양한 실시예에서 원하는 대로 조합되거나 배포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예시적인 고속 스타트업 시스템의 구현은 일부 형태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저장되거나 전송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매체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를 포함하고, 이들로 제한되지 않는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저장을 위

해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되는 휘발성 및 비휘발성의 분리가능 및 분리불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RAM, ROM, EEPROM, 플래시 메모리 또는 다른 메모리 기술, CD-ROM, DVD 또는 다른 광학 저장장치, 자

기 카세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저장장치 또는 다른 자기 저장 디바이스, 또는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이용

되고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매체를 포함하고, 이들로 제한되지 않는다.

'통신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터를 반송파 또는 다른 트랜스포트 

메커니즘과 같은 변조된 데이터 신호로 실시한다. 통신 매체는 임의의 정보 전달 매체를 포함한다.

용어 '변조된 데이터 신호'는 그 특성 중 하나 이상이 정보를 신호로 인코딩하는 방식으로 설정 또는 변경된 신호를 의

미한다. 예를 들면, 통신 매체는 유선 네트워크 또는 다이렉트 유선 접속과 같은 유선 매체, 및 음파, RF, 적외선, 및 

다른 무선 매체와 같은 무선 매체를 포함한다. 상기의 임의의 조합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의 범주에 포함된다.

결론

본 발명이 구조적 특징 및/또는 방법론적 단계에 특정된 언어로 기술되어 있지만,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은 반드시 상기 설명된 특정한 특징 및 단계들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오히려, 특정한 특징 및 

단 계들은 청구된 특허를 구현하는 양호한 형태로서 개시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시스템이 비디오 스트림으로 튜닝될 때 발생하는 비디오 컨텐트의 제1 프레임의 프리젠테이션에서

실효 스타트업 지연이 감소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에 의해 실행될 때,

특정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에 대응하는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lead-in video stream)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의 컨텐트를 프리젠테이션하는 단계;

상기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에서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으로 수신을 전환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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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의 컨텐트로부터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의 컨텐트로 프리젠테이션을 전환하

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을 가지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하는 단계에서 선택되는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은 복수의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중 하나로부터 선택되는 컴

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환은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에서 랜덤 액세스 포인트(RAP)가 전송된 때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되는 컴

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환은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에서 랜덤 액세스 포인트(RAP)가 전송되기 직전에 발생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비디오 스트림 제공자에게 질의하여, 상기 복수의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 중에서 이용 가능한 RAP

를 갖는 최초의 전송이 어느 것인지를 식별할 것을 상기 제공자에게 요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식별된 리드

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이 상기 선택된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은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의 하나의 화상 그룹(GOP)의 전송 동안의 

전송을 위해 스케줄링되고, GOP는 단 하나의 RAP만을 갖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 각각의 RAP는 서로에 대해 페이즈- 스태거링(phase-staggering)된 전송을

위해 스케줄링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 각각은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에 의해 이용되는 것보다 더 낮은 비트 

레이트를 이용하여 인코딩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스트림 전송은 멀티캐스트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0.
비디오 스트림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 및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하는 컴퓨팅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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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컴퓨터에 의해 실행될 때,

수신 및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특정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에서 다음 랜덤 액세스 포인트(RAP)가 전송되기 전에, 상기 특정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에 대응하는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을 일시적으로 수신하는 단계; 및

수신을 상기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에서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 으로 전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을 가지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의 컨텐트를 프리젠테이션하는 단계; 및

수신을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으로 전환한 후,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의 컨텐트를 프리젠테이션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전환 단계는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에서 RAP가 전송된 때 또는 그 부근에서 수행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전환 단계는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 동안에 다음 RAP가 전송된 때 또는 그 부근에서 수행되는 컴퓨터 판

독가능 매체.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은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의 하나의 화상 그룹(GOP)의 전송 동안의 전송을 

위해 스케줄링되고, GOP는 단 하나의 RAP만을 갖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6.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 각각은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에 의해 이용되는 것보다 더 낮은 비트 

레이트를 이용하여 인코딩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7.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스트림 전송은 멀티캐스트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8.
비디오 스트림 프리젠테이션 디바이스; 및

제11항에 따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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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컴퓨팅 디바이스.

청구항 19.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수신을 위해 복수의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 각각의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은 특

정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에 대응하고, 상기 선택된 하나의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은 일시적으로 수신되는 리

드인 전송임 -;

상기 선택된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의 컨텐트를 프리젠테이션하는 단계;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에서 랜덤 액세스 포인트(RAP)가 전송된 때 또는 그 부근에서, 상기 리드인 비디오 스

트림 전송에서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으로 수신을 전환하는 단계; 및

상기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의 컨텐트에서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의 컨텐트로 프리젠테이션을 전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비디오 스트림 제공자에게 질의하여, 상기 복수의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 중에서 이용 가능한 RAP

를 갖는 최초의 전송이 어느 것인지를 식별할 것을 상기 제공자에게 요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식별된 리드

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이 상기 선택된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은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의 하나의 화상 그룹(GOP)의 전송 동안의 

전송을 위해 스케줄링되고, GOP는 단 하나의 RAP만을 갖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 각각의 RAP는 서로에 대해 페이즈-스태거링된 전송을 위해 스케줄링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 각각은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에 의해 이용되는 것보다 더 낮은 비트 

레이트를 이용하여 인코딩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4.
수신을 위해 복수의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각각의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은 특정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에 대응함-, ;

상기 선택된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의 컨텐트를 프리젠테이션하는 단계;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에서 랜덤 액세스 포인트(RAP)가 전송된 때 또는 그 부근에서, 상기 리드인 비디오 스

트림 전송에서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으로 수신을 전환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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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의 컨텐트로부터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의 컨텐트로 프리젠테이션을 전환하

는 단계

를 포함하는 고속 스타트업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비디오 스트림 제공자에게 질의하여, 상기 복수의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 중에서 이용 가능한 RAP를 갖는 최초

의 전송이 어느 것인지를 식별할 것을 상기 제공자에게 요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식별된 리드인 비디오 스

트림 전송이 상기 선택된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인 고속 스타트업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은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의 하나의 화상 그룹(GOP)의 전송 동안의 

전송을 위해 스케줄링되고, GOP는 단 하나의 RAP만을 갖는 고속 스타트업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 각각의 RAP는 서로에 대해 페이즈-스태거링된 전송을 위해 스케줄링되는 

고속 스타트업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28.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 리드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의 각각은 상기 메인 비디오 스트림 전송에 의해 이용되는 것보다 더 낮은 비트 

레이트를 이용하여 인코딩되는 고속 스타 트업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29.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스트림 전송은 멀티캐스트되는 고속 스타트업 프리젠테이션 방법.

청구항 30.
컴퓨터에 의해 실행될 때 제24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을 갖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31.
컴퓨터에 의해 실행될 때,

복수의 비디오 스트림 각각의 랜덤 액세스 포인트(RAP)가 페이즈-스태거링되도록, 동일한 원래의 비디오 컨텐트에 

기초하는 복수의 비디오 스트림을 중첩(overlapping) 전송 스케줄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의 비디오 스트림 중 하나의 비디오 스트림을 상기 중첩 전송 스케줄에 따라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

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을 가지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스트림 각각의 영상화상 그룹(GOP)의 전송은 전송 스케줄 내의 동일한 지점 또는 그 부근에서 종료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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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비디오 스트림은 메인 스트림 및 리드인 스트림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4.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스트림들 중 하나 이상의 비디오 스트림은 나머지 스트림들 중 하나 이상의 비디오 스트림보다 더 낮은 

비트 레이트를 이용하여 인코딩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5.
복수의 비디오 스트림 중 하나 이상의 비디오 스트림을 전송하기 위한 전송 디바이스; 및

제31항에 따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를 포함하는 컴퓨팅 디바이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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