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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송신 장치 및 방법, 수신 장치 및 방법, 기록 매체,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망 상태에 따라, 용장(冗
長)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송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한다.

  폭주/비폭주 판정부(105)는 통신망이 폭주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FEC 패킷 생성부(84)는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
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생성한다. FEC 송신 제
어부(86)는 폭주 상태가 아닌 취지의 판정 결과로부터 폭주 상태인 취지의 판정 결과로 변화된 경우, 에러 정정 패킷의 수
를 변경하도록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한다. 본 발명은 원격 텔레비전 회의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통신망, 폭주 상태, 용장 데이터, 송신 패킷, 에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FEC 패킷 송신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는 종래의 FEC 패킷 송신의 순서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은 종래의 FEC 패킷을 부가한 송신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 차트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관한 통신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서버 구성의 예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6은 서버 기능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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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7은 클라이언트 기능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8은 FEC 패킷 송신을 설명하는 타임 차트이다.

  도 9는 FEC 블록 정보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0은 데이터 송신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 차트이다.

  도 11은 RTP 패킷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2는 FEC 패킷 송신의 제어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 차트이다.

  도 13은 폭주 상태, 장기 의존 RTT 및 단기 의존 RTT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4는 RTT 계측 패킷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5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의 갱신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 차트이다.

  도 16은 FEC 패킷수 변경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 차트이다.

  도 17은 디코드의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 차트이다.

  도 18은 FEC 피드백 패킷 송신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 차트이다.

  도 19는 FEC 피드백 패킷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0은 수신 완료 블록에 대한 FEC 블록 상태 갱신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 차트이다.

  도 21은 통지 FEC 상태 설정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 차트이다.

  도 22는 RTT 계측 패킷의 회신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 차트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1: CPU 32: ROM

  33: RAM 38: 기록부

  51: 자기 디스크 52: 광 디스크

  53: 광자기 디스크 54: 반도체 메모리

  83: RTT 패킷 생성부 84: FEC 패킷 생성부

  85: RTT 계측부 86: FEC 송신 제어부

  87: FEC 패킷수 증감 상태 유지부 88: FEC 송신 모드 기억부

  89: FEC 패킷수 유지부 132: RTP 처리부

  135: FEC 처리부 136: FEC 블록 정보 유지부

  137: 통지 FEC 상태 유지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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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송신 장치 및 방법, 수신 장치 및 방법, 기록 매체,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며, 특히, 통신망 상태에 따라, 용장
(冗長)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송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송신 장치 및 방법, 수신 장치 및 방법,
기록 매체,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요즈음, 인터넷 등 각종 통신 매체를 통해 화상 데이터 또는 음성 데이터를 전송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행해
지고 있다. 특히, 최근, 다운로드형 전송 방식의 서비스에 더하여, 스트림형 전송 방식의 서비스가 보다 많이 제공되게 되
었다.

  스트림형 전송 방식의 서비스에서는, 송신 장치가 데이터를 차례로 송신하고, 수신 장치가 송신 장치로부터 송신되어 오
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동시에, 이와 병행하여, 수신된 데이터를 기초로 화상 또는 음성을 재생한다. 스트림형 전송 방식은
인터넷 전화, 원격 텔레비전 회의, 또는 비디오 온디맨드 등 인터넷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다.

  스트림형 전송 방식에 있어서, 송신 장치로부터 송신되어 오는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스트리밍 데이터라고 칭한다.

  그러나, 인터넷 등 데이터의 도달이 보증되지 않는 전송로를 통해 동화상 또는 음성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전송하면, 전송
부하의 증대에 의해 패킷 로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패킷 로스가 생기면, 수신측에서 재생되는 동화상이 흐트러지거나 음성이 중단되거나 하여 버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트리밍 데이터와 함께 용장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측에서 로스된 패킷의 에러를 정정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그 일례로서, FEC(Forward Error Correction) 방식이 있다. FEC 방식에서는, 복수개의 패킷으로
이루어지는 집합에 대하여 용장 패킷을 복수 생성하고, 집합과 함께 용장 패킷이 송신된다. 수신측에서는, 집합에 속하는
패킷에 패킷 로스가 생긴 경우, 용장 패킷을 사용하여 로스된 패킷의 에러가 정정된다.

  예를 들면, 도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송신측은 데이터 패킷 1-1 내지 데이터 패킷 1-5의 5개의 패킷으로 이루어지는
집합에, FEC 패킷 2-1 및 FEC 패킷 2-2의 2개의 용장 패킷을 부가하여 수신측에 송신한다. FEC 패킷 2-1 및 FEC 패킷
2-2는 데이터 패킷 1-1 내지 데이터 패킷 1-5의 소정 조합에 대하여 배타적 논리합(exclusive-OR)의 연산을 적용함으
로써 생성된다.

  예를 들면, 전송로에서 데이터 패킷 1-2이 로스된 경우, 수신측에서 데이터 패킷 1-1과 FEC 패킷 2-1에 배타적 논리합
의 연산이 적용됨으로써, 데이터 패킷 1-2이 복원된다.

  도 1에 나타낸 예에서, FEC 패킷 2-1 및 FEC 패킷 2-2의 수와 동일수가 로스된 패킷의 에러를 정정할 수 있다. 즉, 데이
터 패킷 1-1 내지 데이터 패킷 1-5 중, 1개 또는 2개가 로스되어도, 그 패킷을 회복할 수 있다.

  FEC 방식에 의해, 1 프레임의 집합에 대하여 용장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고려되지만, 용장 데이터의 생성을 소프트웨
어로 실행하면, 매우 부하가 높은 처리가 되어 버린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도 2는 데이터 패킷 1-1 내지 데이터 패킷 1-5로 이루어지는 집합, 및 FEC 패킷 2-1 및 FEC 패킷 2-2의 용장 패킷 송
신의 순서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의 가로 방향은 시간을 나타낸다.

  데이터 패킷 1-1 내지 데이터 패킷 1-5의 집합, 및 FEC 패킷 2-1 및 FEC 패킷 2-2의 용장 패킷 송신에 있어서, 최초에,
데이터 패킷 1-1 내지 데이터 패킷 1-5가 차례로 송신되고, 그 후, FEC 패킷 2-1 및 FEC 패킷 2-2가 차례로 송신된다.

  도 3은 종래의 FEC 패킷을 부가한 송신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 차트이다. 스텝 S11에서, 송신 장치는 내장하고 있는 타이
머를 초기화한다.

  스텝 S12에서, 송신 장치는 타이머의 값을 기초로, 타이머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타이머가 종료되어 있지 않
은 경우, 스텝 S12로 되돌아가, 타이머가 종료될 때까지 판정의 처리를 반복한다.

  스텝 S12에서, 타이머가 종료되었다고 판정된 경우, 1개의 프레임에 대응하는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스텝 S13으로 진행
하고, 송신 장치는 공급된 화상 데이터를 캡처한다. 스텝 S14에서, 송신 장치는 캡처된 화상 데이터를 인코드(부호화)한다.

  스텝 S15에서, 송신 장치는 부호화된 화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패킷인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1) 패
킷을 생성한다. 스텝 S16에서, 송신 장치는 RTP 패킷을 상대에게 송신한다.

  스텝 S17에서, 송신 장치는 RTP 패킷을 기초로 FEC 패킷을 생성한다. 스텝 S18에서, 송신 장치는 FEC 패킷을 상대에게
송신한다.

  스텝 S19에서, 송신 장치는 RTP 패킷에 부가하는 타임 스탬프를 갱신한다. 스텝 S20에서, 송신 장치는 내장하고 있는 타
이머를 세트하고, 스텝 S12로 되돌아가, 전술한 처리를 반복한다.

  또, 송신측에서는, 각 패킷의 정보 블록을 선행 패킷 및 후속 패킷의 정보 블록과의 공통 부분을 가지도록 구성하고, 에러
정정 부호로 부호화하여 송신하고, 공통 부분의 크기는 전송로 상태에 따라 변화시키고, 한편, 수신측에서는, 그 정보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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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복호 및 에러 정정 부호의 기능에 의해 에러 정정하고, 복호에 실패한 경우에는, 정보 블록의 공통 부분을 선행 패킷의
것과 치환하고, 이 공통 부분이 치환된 정보 블록을, 재차, 복호 및 에러 정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있다(일본국 특개
2000-224226호 공보 참조).

  또한, 패킷 전송에 있어서, 네트 워크 감시부에 의해 감시되는 네트 워크 상황에 따라 에러 정정 제어를 실행하는 시스템
도 있다(일본국 특개 2003-179580호 공보 참조). 이 시스템에서는, FEC에 의한 에러 제어, 재송신 요구 처리(ARQ)에 따
른 에러 제어 등의 양태를 네트 워크에 있어서의 패킷 손실, 에러 발생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하여 패킷 전송을 실행하
고, RTT(Round-Trip Time)가 짧으면, ARQ에 의한 에러 정정 선택, RTT가 긴 상황인 경우에는, ARQ가 아니고 FEC에
의한 에러 정정을 선택한다고 하는 동적인 에러 정정 제어가 가능해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항상 스트리밍 데이터와 함께 용장 패킷을 송신하면, 쓸데없는 데이터를 송신하여 버리게 된다.

  또, 통신망에 있어서, 패킷 로스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용장 패킷을 몇 개 송신하여 좋은가 모른다
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송신 장치는 통신망이 폭주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수단과,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스트리밍 데이
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생성하는 생성 수단과, 폭주 상태가 아닌
취지의 판정 결과로부터 폭주 상태인 취지의 판정 결과로 변화된 경우, 에러 정정 패킷의 수를 변경하도록 생성 수단에 있
어서의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어 수단은 폭주 상태라고 판정된 경우, 생성 수단에 소정 수의 에러 정정 패킷을 생성시키고, 폭주 상태가 아니라고 판
정된 경우, 생성 수단의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억제하도록 생성 수단에 있어서의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하도록
할 수 있다.

  제어 수단은 폭주 상태가 아닌 취지의 판정 결과로부터 폭주 상태인 취지의 판정 결과로 변화된 경우, 직전의 폭주 상태
에 있어서의 송신 패킷의 수신 상태를 기초로, 에러 정정 패킷의 수를 변경하도록 생성 수단에 있어서의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하도록 할 수 있다.

  제어 수단은 소정 기간에 있어서의 1개 또는 복수개의 송신 패킷으로 이루어지는 에러 정정 단위로서, 소정 기간에 있어
서의 1개 또는 복수개의 에러 정정 단위의 수신 상태를 기초로, 소정 기간에 있어서의 1개 또는 복수개의 에러 정정 단위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부족한 경우, 에러 정정 패킷의 수를 증가시키도록, 생성 수단에 있어서의 에
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하도록 할 수 있다.

  판정 수단은 제1 시각으로부터 현재 시각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송신 패킷의 상대에의 전송에 요하는 지연 시간에 의존
하는 단기 의존 지연 시간과, 제1 시각보다 과거의 제2 시각으로부터 현재 시각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상기 송신 패킷의
상대에의 지연 시간에 의존하는 장기 의존 지연 시간을 기초로, 폭주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송신 방법은 통신망이 폭주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스텝과,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스트리밍 데이
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생성하는 생성 스텝과, 폭주 상태가 아닌
취지의 판정 결과로부터 폭주 상태인 취지의 판정 결과로 변화된 경우, 에러 정정 패킷의 수를 변경하도록 생성 스텝에 있
어서의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하는 제어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기록 매체의 프로그램은 통신망이 폭주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스텝과,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스
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생성하는 생성 스텝과, 폭주
상태가 아닌 취지의 판정 결과로부터 폭주 상태인 취지의 판정 결과로 변화된 경우, 에러 정정 패킷의 수를 변경하도록 생
성 스텝에 있어서의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하는 제어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프로그램은 통신망이 폭주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스텝과,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스트리밍 데이
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생성하는 생성 스텝과, 폭주 상태가 아닌
취지의 판정 결과로부터 폭주 상태인 취지의 판정 결과로 변화된 경우, 에러 정정 패킷의 수를 변경하도록 생성 스텝에 있
어서의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하는 제어 스텝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송신 장치는 독립된 장치라도 되고, 통신 장치의 송신 처리를 실행하는 블록 이라도 된다.

  본 발명의 수신 장치는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
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 제어 수단과, 수신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는
데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판정 수단은 수신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는 데 부족한가, 적정한가, 및 과다한가의
어느 쪽 인가를 판정하도록 할 수 있다.

  판정 수단은 1개 또는 복수개의 송신 패킷으로 이루어지는 에러 정정 단위마다, 수신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는 데 부족한가, 적정한가, 및 과다한가의 어느 쪽 인가를 판정하고, 소정 기간에 있어서의 1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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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수개의 에러 정정 단위에 대한 판정 결과를 기초로, 소정 기간에 있어서의 1개 또는 복수개의 에러 정정 단위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부족하다고 판정된 경우, 상대에의 통지에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부족하다는 취지
를 설정하는 설정 수단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수신 장치는 판정 결과에 따른 통지를 저장하는 피드백 패킷을 생성하는 생성 수단과, 생성 수단에 의해 생성된 피드백
패킷의 상대에의 송신을 제어하는 송신 제어 수단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수신 방법은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
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 제어 스텝과, 수신 제어 스텝에서 수신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스트리밍 데이터
의 에러를 정정하는 데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기록 매체의 프로그램은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
터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 제어 스텝과, 수신 제어 스텝에서 수신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스트
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는 데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프로그램은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
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 제어 스텝과, 수신 제어 스텝에서 수신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스트리밍 데이터
의 에러를 정정하는 데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스텝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수신 장치는 독립된 장치라도 되고, 통신 장치의 수신 처리를 실행하는 블록이라도 된다.

  본 발명의 송신 장치 및 방법, 기록 매체, 및 프로그램에서는, 통신망이 폭주 상태인지 여부가 판정되고, 송신 패킷에 저장
되어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이 생성되고, 폭주
상태가 아닌 취지의 판정 결과로부터 폭주 상태인 취지의 판정 결과로 변화된 경우, 에러 정정 패킷의 수를 변경하도록 에
러 정정 패킷의 생성이 제어된다.

  본 발명의 수신 장치 및 방법, 기록 매체, 및 프로그램에서는,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
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이 수신되고, 수신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스트리밍 데이터
의 에러를 정정하는 데 적정한지 여부가 판정된다.

  이하에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지만,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발명의 실시예와의 대응 관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
이 된다. 이 기재는 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을 서포트하는 실시예가 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
한 것이다. 따라서, 발명의 실시예 중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발명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실시
예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실시예가, 그 발명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으로, 실시예가 발명
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실시예가, 그 발명 이외의 발명에는 대응하지 않는 것인 것
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 기재는 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모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환언하면, 이 기재는 본 명세서에 기재
되어 있는 발명으로서, 이 출원에서는 청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의 존재, 즉, 장래, 분할 출원되거나, 보정에 의해 출현, 추가
되는 발명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송신 장치가 제공된다. 이 송신 장치[예를 들면, 도 4의 서버(12)]는 통신망이 폭주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수단[예를 들면, 도 6의 폭주/비폭주 판정부(105)]과 송신 패킷(예를 들면, 도 8의 RTP 패킷 집합 181-1)
에 저장되어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에러 정정 패킷(예를 들면, 도 8의 FEC 패킷 집합 182-1)을 생성하는 생성 수단[예를 들면, 도 6의 FEC 패킷 생성부
(84)]과 폭주 상태가 아닌 취지의 판정 결과로부터 폭주 상태인 취지의 판정 결과로 변화된 경우, 에러 정정 패킷의 수를
변경하도록 생성 수단에 있어서의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예를 들면, 도 6의 FEC 송신 제어부(86)]
을 구비한다.

  이 송신 장치는 제어 수단[예를 들면, 도 6의 FEC 송신 제어부(86)]이 폭주 상태라고 판정된 경우, 생성 수단[예를 들면,
도 6의 FEC 패킷 생성부(84)]에 소정 수의 에러 정정 패킷(예를 들면, 도 8의 FEC 패킷 집합 182-1)을 생성시키고, 폭주
상태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생성 수단의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억제하도록 생성 수단에 있어서의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송신 장치는 제어 수단[예를 들면, 도 6의 FEC 송신 제어부(86)]이, 폭주 상태가 아닌 취지의 판정 결과로부터 폭주
상태인 취지의 판정 결과로 변화된 경우, 직전의 폭주 상태에 있어서의 송신 패킷의 수신 상태를 기초로, 에러 정정 패킷의
수를 변경하도록 생성 수단[예를 들면, 도 6의 FEC 패킷 생성부(84)]에 있어서의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송신 장치는 제어 수단[예를 들면, 도 6의 FEC 송신 제어부(86)]이 소정 기간에 있어서의 1개 또는 복수개의 송신 패
킷으로 이루어지는 에러 정정 단위(예를 들면, 도 8의 FEC 블록 171-1)로서, 소정 기간에 있어서의 1개 또는 복수개의 에
러 정정 단위의 수신 상태를 기초로, 소정 기간에 있어서의 1개 또는 복수개의 에러 정정 단위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부족한 경우, 에러 정정 패킷의 수를 증가시키도록, 생성 수단[예를 들면, 도 6의 FEC 패킷 생성부(84)]
에 있어서의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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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송신 장치는 판정 수단[예를 들면, 도 6의 폭주/비폭주 판정부(105)]이 제1 시각으로부터 현재 시각까지의 기간에 있
어서의 송신 패킷의 상대에의 전송에 요하는 지연 시간에 의존하는 단기 의존 지연 시간과, 제1 시각보다 과거의 제2 시각
으로부터 현재 시각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지연 시간에 의존하는 장기 의존 지연 시간을 기초로, 폭주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송신 방법이 제공된다. 이 송신 방법은 통신망이 폭주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스텝(예를
들면, 도 12의 스텝 S87의 처리)과,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
터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생성하는 생성 스텝(예를 들면, 도 10의 스텝 S59의 처리)과, 폭주 상태가 아닌 취지
의 판정 결과로부터 폭주 상태인 취지의 판정 결과로 변화된 경우, 에러 정정 패킷의 수를 변경하도록 생성 스텝에 있어서
의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하는 제어 스텝(예를 들면, 도 12의 스텝 S91의 처리)을 포함한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통신망이 폭주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스텝(예를 들
면, 도 12의 스텝 S87의 처리)과,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
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생성하는 생성 스텝(예를 들면, 도 10의 스텝 S59의 처리)과, 폭주 상태가 아닌 취지의
판정 결과로부터 폭주 상태인 취지의 판정 결과로 변화된 경우, 에러 정정 패킷의 수를 변경하도록 생성 스텝에 있어서의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하는 제어 스텝(예를 들면, 도 12의 스텝 S91의 처리)을 컴퓨터에 실행시킨다.

  이 프로그램은 기록 매체[예를 들면, 도 5의 자기 디스크(51)]에 기록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수신 장치가 제공된다. 이 수신 장치[예를 들면, 도 4의 클라이언트(14)]는 송신 패킷(예를 들면, 도 8
의 RTP 패킷 집합 181-1)에 저장되어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예를 들면, 도 8의 FEC 패킷 집합 182-1)을 수신하는 수신 제어 수단[예를 들면, 도 7의 수신부(151)]과,
수신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는 데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수단[예를 들면, 도
7의 FEC 처리부(135)]을 구비한다.

  이 수신 장치는 판정 수단[예를 들면, 도 7의 FEC 처리부(135)]이, 수신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
러를 정정하는 데 부족한가, 적정한가, 및 과다한가의 어느 쪽 인가를 판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수신 장치는 판정 수단[예를 들면, 도 7의 FEC 처리부(135)]이 1개 또는 복수개의 송신 패킷으로 이루어지는 에러 정
정 단위(예를 들면, 도 8의 FEC 블록 171-1)마다 수신된 에러 정정 패킷(예를 들면, 도 8의 FEC 패킷 집합 182-1)의 수
가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는 데 부족한가, 적정한가, 및 과다한가의 어느 쪽 인가를 판정하고, 소정 기간에 있어
서의 1개 또는 복수개의 에러 정정 단위에 대한 판정 결과를 기초로, 소정 기간에 있어서의 1개 또는 복수개의 에러 정정
단위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부족하다고 판정된 경우, 상대에의 통지에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부족
하다는 취지를 설정하는 설정 수단[예를 들면, 도 7의 통지 FEC 상태 유지부(137)]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수신 장치는 판정 결과에 따른 통지를 저장하는 피드백 패킷을 생성하는 생성 수단[예를 들면, 도 7의 FEC 피드백 패
킷 생성부(153)]과, 생성 수단에 의해 생성된 피드백 패킷의 상대에의 송신을 제어하는 송신 제어 수단[예를 들면, 도 7의
송신부(152)]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수신 방법이 제공된다. 이 수신 방법은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
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 제어 스텝(예를 들면, 도 18의 스텝 S172의
처리)과, 수신 제어 스텝에서 수신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는 데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
하는 판정 스텝(예를 들면, 도 22의 스텝 S221의 처리)을 포함한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
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 제어 스텝(예를 들면, 도 18의 스텝 S172의
처리)과, 수신 제어 스텝에서 수신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는 데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
하는 판정 스텝(예를 들면, 도 22의 스텝 S221의 처리)을 컴퓨터에 실행시킨다.

  이 프로그램은 기록 매체[예를 들면, 도 5의 자기 디스크(51)]에 기록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예를 들면, 인터넷 전화, 원격 텔레비전 회의 시스템, 라이브 영상 스트리밍 분배 시스템, 또는 텔레비전 전화
등 리얼 타임으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관한 통신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카메라(11)는 화상을 촬상하고, 촬상한 화상에 대응
하는 화상 데이터를 서버(12)에 공급한다. 예를 들면, 카메라(11)는 동화상을 촬상하여, 동화상에 대응하는 화상 데이터를
서버(12)에 공급한다.

  화상 데이터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일례이다. 스트리밍 데이터는 음성의 데이터, 또는 리얼 타임 제어 데이터 등, 시간의
경과에 대응하여 차례로 송신 또는 수신이 요구되는 데이터이면 된다.

  서버(12)는 카메라(11)로부터 공급된 화상 데이터를 패킷에 저장하고, 패킷을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에게 송
신한다. 서버(12)는 화상을 저장한 패킷을 정정하기 위한 용장 데이터를 생성하고, 용장 데이터를 저장한 패킷을 통신망
(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에게 송신한다.

  통신망(13)은 유선 또는 무선의 통신 회선, 네트 워크, 또는 인터넷 등으로 되는 전송로이며, 서버(12)로부터 송신된 패킷
을 클라이언트(14)까지 전송한다.

공개특허 10-2005-0056886

- 6 -



  클라이언트(14)는 통신망(13)을 통해 서버(12)로부터 송신되어 온 각종 패킷을 수신한다.

  클라이언트(14)는 스트리밍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패킷을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경우, 용장 데이터를 저장한 패
킷을 기초로,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화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패킷의 에러를 정정한다.

  클라이언트(14)는 서버(12)로부터 통신망(13)을 통해 송신되어 온 패킷의 수신 상태를 서버(12)에 통지한다. 서버(12)는
통신망(13)의 전송 상태를 취득한다. 예를 들면, 서버(12)는 왕복 지연 시간(RTT)을 기초로, 통신망(13)의 폭주 상태를 취
득한다. 서버(12)는 클라이언트(14)로부터의 통지 및 통신망(13)의 전송 상태에 따라, 클라이언트(14)에게 송신하는 용장
데이터를 저장한 패킷수를 변경한다.

  도 5는 서버(12) 구성의 예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CPU(Central Processing Unit)(31)는 R0M(Read 0nly
Memory)(32), 또는 기록부(38)에 기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각종 처리를 실행한다. RAM(Random Access
Memory)(33)에는 CPU(31)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이 적당히 기억된다. 이들 CPU(31), R0M(32), 및
RAM(33)은 버스(34)에 의해 서로 접속되어 있다.

  CPU(31)에는 또, 버스(34)를 통해 입출력 인터페이스(35)가 접속되어 있다. 입출력 인터페이스(35)에는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등으로 이루어지는 입력부(36), 디스플레이, 스피커, 램프 등으로 이루어지는 출력부(37)가 접속되어 있다.
CPU(31)는 입력부(36)로부터 입력되는 지령에 대응하여 각종 처리를 실행한다.

  입출력 인터페이스(35)에 접속되어 있는 기록부(38)는, 예를 들면 하드 디스크 등으로 구성되며, CPU(31)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나 각종 데이터를 기록한다. 통신부(39)는 인터넷, 그 밖의 네트 워크 등의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
등의 외부 장치와 통신한다.

  또, 통신부(39)를 통해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기록부(38)에 기록해도 된다.

  입출력 인터페이스(35)에 접속되어 있는 드라이브(40)는 자기 디스크(51), 광 디스크(52), 광자기 디스크(53), 또는 반도
체 메모리(54) 등이 장착되었을 때, 그들을 구동하여,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을 취득한다. 취득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 기록부(38)에 전송되어 기록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14)는 서버(12)와 동일하게 구성되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관한 서버(12)의 일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서버(12)는 통신부(39), 인코더(81), 버퍼(82), RTP 패킷 생성부(83), FEC 패킷 생성부(84), RTT 계측부(85), FEC 송
신 제어부(86), FEC 패킷수 증감 상태 유지부(87), FEC 송신 모드 기억부(88), 및 FEC 패킷수 유지부(89)를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인코더(81)는 카메라(11)로부터 공급된 스트리밍 데이터의 일례인 화상 데이터를 인코드(부호화)하고, 인코드된 화상 데
이터를 버퍼(82)에 공급한다.

  버퍼(82)는 인코더(81)로부터 공급된 화상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RTP 패킷 생성부(83)는 버퍼(82)로부터 인코드된 화상 데이터를 취득한다. RTP 패킷 생성부(83)는 취득한 화상 데이터
를 RTP 방식의 패킷에 저장함으로써 RTP 패킷을 생성하고, 생성한 RTP 패킷을 통신부(39)에 공급한다.

  RTP 패킷은 IETF RFC(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Request For Comments)(1889)로 규정되어 있는 프로토콜
인 RTP에 따른 방식의 패킷이다.

  또, RTP 패킷 생성부(83)는 생성된 RTP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RTP 패킷의 데이터를 FEC 패킷 생성부(84)에 공급한다.

  FEC 패킷 생성부(84)는 FEC 송신 모드 기억부(88)에 기억되어 있는 FEC 송신 모드 플래그를 참조하여, FEC 송신 모드
인 경우, RTP 패킷 생성부(83)로부터 공급된 RTP 패킷의 데이터를 기초로, 소정 에러 정정 방식에 의해, FEC 패킷수 유
지부(89)로부터 공급된 FEC 패킷수로 나타나는 수의 FEC 패킷을 생성한다. FEC 패킷 생성부(84)는 생성한 FEC 패킷을
통신부(39)에 공급한다.

  FEC 패킷 생성부(84)는 FEC 송신 모드가 아닌 경우, FEC 패킷을 생성하지 않는다.

  통신부(39)는 각종 패킷을 송신하는 송신부(101) 및 각종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부(102)를 구비하고 있으며, 통신망(13)
을 통해 패킷의 송수신을 실행한다.

  통신부(39)의 송신부(101)는 RTP 패킷 생성부(83)로부터 공급된 RTP 패킷 및 FEC 패킷 생성부(84)로부터 공급된 FEC
패킷을,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에게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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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상세하게는, 통신부(39)의 송신부(101)는 RTP 패킷 생성부(83)로부터 공급된 RTP 패킷 및 FEC 패킷 생성부(84)
로부터 공급된 FEC 패킷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동일한 FEC 블록 ID를 포함하는 RTP 패킷 및 FEC 패킷을 1개의 FEC
블록으로 하여, 예를 들면, 버스트 전송 방식 등의 소정 방식에 의해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에게 송신한다.
FEC 블록을 특정하는 FEC 블록 ID의 상세한 것은 후술한다.

  또, 통신부(39)의 송신부(101)는 RTT 계측부(85)로부터 공급된 RTT 계측 패킷을,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
앞으로 송신한다.

  통신부(39)의 수신부(102)는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로부터 송신되어 온 RTT 계측 패킷을 RTT 계측부(85)
에 공급한다. 또, 통신부(39)의 수신부(102)는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로부터 송신되어 온 FEC 피드백 패킷을
FEC 송신 제어부(86)에 공급한다.

  RTT 계측부(85)는 RTT 계측 패킷을 생성하고, 생성한 RTT 계측 패킷을 통신부(39)에 공급한다. RTT 계측부(85)는 통
신부(39)에 수신되고 통신부(39)로부터 공급된 RTT 계측 패킷을 기초로 지연 시간(RTT)을 계산한다.

  RTT 계측부(85)는 장기 의존 RTT를 계산하는 장기 의존 RTT 연산부(103) 및 단기 의존 RTT를 계산하는 단기 의존
RTT 연산부(104)를 구비하고 있다. RTT 계측부(85)의 장기 의존 RTT 연산부(103)는 RTT 계측부(85)에 의해 계산된
지연 시간을 기초로, 장기 의존 RTT를 계산한다. RTT 계측부(85)의 단기 의존 RTT 연산부(104)는 RTT 계측부(85)에
의해 계산된 지연 시간을 기초로, 단기 의존 RTT를 계산한다. 장기 의존 RTT 및 단기 의존 RTT의 상세한 것은 후술한다.

  또한, RTT 계측부(85)는 장기 의존 RTT 연산부(103)에 의해 계산된 장기 의존 RTT 및 단기 의존 RTT 연산부(104)에
의해 계산된 단기 의존 RTT를 FEC 송신 제어부(86)에 공급한다.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킷 생성부(84)의 FEC 패킷 생성을 제어한다. FEC 송신 제어부(86)는 통신망(13)이 폭주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폭주/비폭주 판정부(105)를 구비하고 있다.

  FEC 송신 제어부(86)의 폭주/비폭주 판정부(105)는 RTT 계측부(85)로부터 공급된 장기 의존 RTT 및 단기 의존 RTT
를 기초로, 통신망(13)이 폭주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폭주 상태인지 여부의 판정 결과를 기억한다. FEC 송신 제어부
(86)는 판정 결과가 폭주 상태인 취지의 판정 결과인 경우, FEC 송신 모드 기억부(88)의 FEC 송신 모드 플래그를 세트하
고(예를 들면, "1"을 설정함), 폭주 상태가 아닌 취지의 판정 결과인 경우, 즉 비폭주 상태인 취지의 판정 결과인 경우, FEC
송신 모드 기억부(88)의 FEC 송신 모드 플래그를 리세트한다(예를 들면, "O"을 설정함).

  또, FEC 송신 제어부(86)는 통신부(39)가 수신하고, 통신부(39)로부터 공급된 FEC 피드백 패킷을 기초로, FEC 패킷수
증감 상태 유지부(87)에 유지되어 있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를 갱신한다. 여기에서, FEC 패킷수 증감 상태는 FEC 패킷
의 수를 증가시키는가, 감소시키는가, 또는 유지하는가를 나타내는 상태이다. FEC 패킷수 증감 상태 변경 처리의 상세한
것은 후술한다.

  또한,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 유지부(87)에 유지되어 있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를 판독하여,
FEC 패킷수 유지부(89)에 유지되어 있는 FEC 패킷수를 변경한다. FEC 패킷수 변경 처리의 상세한 것은 후술한다.

  FEC 패킷수 증감 상태 유지부(87)는 FEC 송신 제어부(86)으로부터 공급된 FEC 패킷수 증감 상태를 유지(기억)한다.

  FEC 송신 모드 기억부(88)는 FEC 송신 모드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FEC 송신 모드 플래그를 기억한다. 세트되어 있는(예
를 들면, "1"이 설정되어 있는) FEC 송신 모드 플래그는 FEC 송신 모드인 것을 나타내고, 리세트되어 있는(예를 들면, "O"
이 설정되어 있는) FEC 송신 모드 플래그는 FEC 송신 모드가 아닌 것을 나타낸다. FEC 송신 모드인 경우, FEC 패킷 생성
부(84)는 FEC 패킷을 생성하고, FEC 송신 모드가 아닌 경우, FEC 패킷 생성부(84)는 FEC 패킷을 생성하지 않는다.

  FEC 송신 모드 기억부(88)에 기억되어 있는 FEC 송신 모드 플래그는 통신망(13)이 폭주 상태인 경우, FEC 송신 제어부
(86)에 의해 세트된다. 또, 통신망(13)이 비폭주 상태인 경우, FEC 송신 모드 기억부(88)에 기억되어 있는 FEC 송신 모드
플래그는 FEC 송신 제어부(86)에 의해 리세트된다.

  즉, 통신망(13)이 폭주 상태인 경우, FEC 송신 모드가 되므로, FEC 패킷이 생성되어 FEC 패킷이 송신되고, 통신망(13)
이 폭주 상태가 아닌 경우, FEC 송신 모드는 아니기 때문에, FEC 패킷은 생성되지 않아 FEC 패킷은 송신되지 않는다.

  FEC 패킷수 유지부(89)는 FEC 송신 제어부(86)로부터 공급된 FEC 패킷수를 유지한다. FEC 패킷수 유지부(89)는 FEC
송신 제어부(86)로부터 FEC 패킷수가 공급되면, 공급된 FEC 패킷수를 FEC 패킷 생성부(84)에 공급한다.

  그리고, FEC 패킷수 증감 상태 유지부(87), FEC 송신 모드 기억부(88), 및 FEC 패킷수 유지부(89)가 FEC 패킷 생성부
(84)에 포함되는 구성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7은 본 발명에 관한 클라이언트(14)의 일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클라이언트(14)는 통신부(131), RTP 처리부(132), 버퍼(133), 디코더(134), FEC 처리부(135), FEC 블록 정보 유지부
(136), 통지 FEC 상태 유지부(137), 및 RTT 계측부(138)를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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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부(131)는 서버(12)의 통신부(39)에 대응하고, 패킷의 수신을 제어하는 수신부(151) 및 패킷 송신을 제어하는 송신
부(152)를 구비하고 있다. 통신부(131)의 수신부(151)은 통신망(13)을 통해 송신되어 온 각종 패킷을 수신하고, 수신한
패킷을 RTP 처리부(132) 또는 RTT 계측부(138)에 공급한다. 통신부(131)의 송신부(152)는 통신망(13)을 통해 각종 패
킷을 송신한다.

  RTP 처리부(132)는 통신부(131)에 수신되고 통신부(131)로부터 공급된 RTP 패킷 및 FEC 패킷을 검사한다. RTP 처리
부(132)는 정상적인 FEC 패킷이 수신된 경우, 수신된 FEC 패킷을 FEC 처리부(135)에 공급하는 동시에, FEC 헤더 정보
를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공급한다. RTP 처리부(132)는 정상이 아닌 FEC 패킷이 수신된 경우, 수신된 FEC 패킷
을 파기한다.

  또, RTP 처리부(132)는 정상적인 RTP 패킷이 수신된 경우, 수신된 RTP 패킷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RTP 헤더
정보를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공급한다. RTP 처리부(132)는 정상이 아닌 RTP 패킷이 수신된 경우, 수신한 RTP
패킷에 포함되는 FEC 블록 ID와 동일한 FEC 블록 ID를 포함하는 FEC 패킷을 수신했을 때, 정상이 아닌 RTP 패킷의 복원
을 지시하는 신호를 FEC 처리부(135)에 공급한다.

  RTP 처리부(132)는 정상이 아닌 RTP 패킷이 수신된 경우, 수신한 RTP 패킷에 포함되는 FEC 블록 ID와 동일한 FEC 블
록 ID를 포함하는 FEC 패킷을 수신하고 있지 않을 때, RTP 패킷을 파기한다.

  RTP 처리부(132)는 RTP 패킷의 복원을 지시하는 신호를 FEC 처리부(135)에 공급하지 않은 경우, 패킷의 수신이 완료
되면,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RTP 패킷을 버퍼(133)에 공급한다.

  또, RTP 처리부(132)는 RTP 패킷의 복원을 지시하는 신호를 FEC 처리부(135)에 공급한 경우, 패킷의 수신이 완료되고,
FEC 처리부(135)로부터 복원된 RTP 패킷이 공급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RTP 패킷 및 복원된 RTP 패킷을 버퍼
(133)에 공급한다.

  또한, RTP 처리부(132)는 RTP 패킷 또는 FEC 패킷이 정상적으로 수신된 경우,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유지되어
있는 FEC 블록 정보인 FEC 블록 정보 테이블의 수신 패킷수를 인크리먼트한다. RTP 처리부(136)은 수신된 RTP 패킷 또
는 FEC 패킷에 포함되는 FEC 블록 ID가 변화된 경우,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유지되어 있는 FEC 블록 정보를 갱
신한다. FEC 블록 정보 테이블의 상세 및 FEC 블록 정보 갱신 처리의 상세한 것은 후술한다.

  버퍼(133)는 RTP 처리부(132)로부터 공급된 RTP 패킷을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디코더(134)는 버퍼(133)에 기억되어 있는 RTP 패킷을 차례로 취득하고, 취득한 RTP 패킷으로부터 화상 데이터를 추
출한다. 그리고, 디코더(134)는 인코더(81)에 대응하는 복호 방식으로, 추출된 화상 데이터를 디코드(복호)하고, 디코드된
화상 데이터를 출력한다.

  FEC 처리부(135)는 FEC 피드백 패킷을 생성하는 FEC 피드백 패킷 생성부(153)를 구비하고 있다.

  FEC 처리부(135)는 RTP 처리부(132)로부터 공급된 FEC 패킷을 일시적으로 유지한다. FEC 처리부(135)는 정상이 아
닌 RTP 패킷의 복원을 지시하는 신호가 RTP 처리부(132)로부터 공급된 경우, FEC 패킷을 기초로 RTP 패킷을 복원하고,
복원한 RTP 패킷을 RTP 처리부(132)에 공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FEC 처리부(135)는 RTP 처리부(132)에 일시적으로 기억되어 있는 정상적으로 수신된
RTP 패킷으로서 복원의 처리에 요하는 RTP 패킷을 RTP 처리부(132)로부터 취득하고, 취득한 RTP 패킷 및 FEC 패킷을
기초로, 정상적으로 수신 되지 않은 RTP 패킷을 복원한다.

  또, FEC 처리부(135)는 정상이 아닌 RTP 패킷의 복원을 지시하는 신호가 RTP 처리부(132)로부터 공급되지 않은 경우,
패킷의 수신이 완료되면, 유지하고 있는 FEC 패킷을 파기한다.

  그리고, RTP 처리부(132)가 RTP 패킷의 복원을 실행하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FEC 처리부(135)는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유지되어 있는 FEC 블록 정보 테이블에 기록되어 있는 FEC 블록 ID
가 변화된 경우, FEC 블록 정보를 기초로,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유지(기록)되어 있는 FEC 패킷의 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나타내는 FEC 블록 상태를 갱신한다. FEC 처리부(135)는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유지되어 있는 FEC 블록
정보를 판독하여, 통지 FEC 상태 유지부(137)에 유지되어 있는 통지 FEC 상태를 갱신한다. FEC 블록 상태 갱신 처리 및
통지 FEC 상태 갱신 처리의 상세한 것은 후술한다.

  또, FEC 처리부(135)의 FEC 피드백 패킷 생성부(153)는 통지 FEC 상태 유지부(137)에 유지되어 있는 통지 FEC 상태
를 기초로, FEC 피드백 패킷을 생성하고, FEC 처리부(135)는 생성된 FEC 피드백 패킷을 통신부(131)에 공급한다. FEC
피드백 패킷의 상세한 것은 후술한다.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는 RTP 처리부(132) 및 FEC 처리부(135)에 의해 갱신되는 FEC 블록 정보를 유지(기록)하
고 있다.

  통지 FEC 상태 유지부(137)는 FEC 처리부(135)에 의해 갱신되는 통지 FEC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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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T 계측부(138)는 통신부(131)에 수신되고 통신부(131)로부터 공급된 RTT 계측 패킷을 취득한다. RTT 계측부(138)
는 취득한 RTT 계측 패킷의 데이터부와 동일 데이터부를 포함하는 RTT 계측 패킷을 생성하고, 생성한 RTT 계측 패킷을
통신부(131)에 공급한다.

  그리고, 도 6 또는 도 7에서 나타내는 서버(12) 또는 클라이언트(14)의 기능은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하도록 해도 되고,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의해 실현하도록 해도 된다.

  다음에, 도 8의 타임 차트를 참조하여, 서버(12)에 의한 FEC 블록 송신 처리를 설명한다.

  도 8에서의 가로 방향은 시간을 나타낸다. 도 8에서, 시각 t1로부터 시각 t2까지의 기간 D1 및 시각 t3로부터 시각 t4까
지의 기간 D3은 통신망(13)이 폭주 상태인 기간을 나타낸다. 또, 시각 t2로부터 시각 t3까지의 기간 D2는 통신망(13)이 비
폭주 상태인 기간을 나타낸다.

  서버(12)는 통신망(13)이 폭주 상태인 경우, FEC 패킷 집합을 포함하는 FEC 블록을 송신하고, 통신망(13)이 비폭주 상
태인 경우에는, FEC 패킷 집합을 포함하지 않는 FEC 블록을 송신한다. 또한, 서버(12)는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
(14)로부터 수신한 FEC 피드백 패킷을 기초로, FEC 패킷 집합에 포함되는 FEC 패킷의 수를 변경한다. 즉, 시각 t11에서,
통신망(13)이 폭주 상태이기 때문에, 서버(12)는 동일한 FEC 블록 ID를 포함하는 RTP 패킷 및 FEC 패킷을 1개의 FEC
블록으로 하여 클라이언트(14)에게 송신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서버(12)는, 예를 들면, 도 8에서, 1개의 프레임을 재생하기 위한 화상 데이터인 스트리밍 데이
터를 FEC 블록 171-1의 4개의 RTP 패킷에 저장한다. 또, 서버(12)는 그 프레임을 재생하기 위한 스트리밍 데이터의 용
장 데이터를 FEC 블록 171-1의 2개의 FEC 패킷에 저장한다. 그리고, 서버(12)는 그 프레임을 재생하기 위한 스트리밍 데
이터가 저장된, 4개의 RTP 패킷으로 이루어지는 RTP 패킷 집합 181-1 및 2개의 FEC 패킷으로 이루어지는 FEC 패킷 집
합 182-1을 FEC 블록 171-1로 하여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에게 송신한다.

  클라이언트(14)는 통신망(13)을 통해 서버(12)로부터 송신되어 온 FEC 블록 171-1을 시각 t21에 수신한다.

  마찬가지로, 서버(12)는 다음의 하나의 프레임을 재생하기 위한 화상 데이터인 스트리밍 데이터를 FEC 블록 171-2의 4
개의 RTP 패킷에 저장한다. 또, 서버(12)는 그 프레임을 재생하기 위한 스트리밍 데이터의 용장 데이터를 FEC 블록 171-
2의 2개의 FEC 패킷에 저장한다. 그리고, 서버(12)는 그 프레임을 재생하기 위한 스트리밍 데이터가 저장된, 4개의 RTP
패킷으로 이루어지는 RTP 패킷 집합 181-2 및 2개의 FEC 패킷으로 이루어지는 FEC 패킷 집합 182-2을 FEC 블록
171-2로 하여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에게 송신한다.

  서버(12)는 또한 다음의 하나의 프레임을 재생하기 위한 화상 데이터인 스트리밍 데이터를 FEC 블록 171-3의 4개의
RTP 패킷에 저장한다. 또, 서버(12)는 그 프레임을 재생하기 위한 스트리밍 데이터의 용장 데이터를 FEC 블록 171-3의
2개의 FEC 패킷에 저장한다. 그리고, 서버(12)는 그 프레임을 재생하기 위한 스트리밍 데이터가 저장된, 4개의 RTP 패킷
으로 이루어지는 RTP 패킷 집합 181-3 및 2개의 FEC 패킷으로 이루어지는 FEC 패킷 집합 182-3을 FEC 블록 171-3으
로 하여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에게 송신한다.

  시각 t2에서, 통신망(13)이 폭주 상태로부터 비폭주 상태로 변화했으므로, 시각 t2 이후에 있어서, 서버(12)는 통신망
(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 앞으로 FEC 패킷을 포함하지 않은 FEC 블록을 송신한다.

  서버(12)는 FEC 블록 171-3의 프레임 다음의 하나의 프레임을 재생하기 위한 화상 데이터인 스트리밍 데이터를 FEC
블록 171-4의 4개의 RTP 패킷에 저장하고, 4개의 RTP 패킷으로 이루어지는 RTP 패킷 집합 181-4을 FEC 블록 171-4
로 하여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 앞으로 송신한다. 서버(12)는 다시 다음의 하나의 프레임을 재생하기 위한 화
상 데이터인 스트리밍 데이터를 FEC 블록 171-5의 4개의 RTP 패킷에 저장하고, 4개의 RTP 패킷으로 이루어지는 RTP
패킷 집합 181-5를 FEC 블록 171-5로 하여,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에게 송신한다. 서버(12)는 다시 다음의
하나의 프레임을 재생하기 위한 화상 데이터인 스트리밍 데이터를 FEC 블록 171-6의 4개의 RTP 패킷에 저장하고, 4개
의 RTP 패킷으로 이루어지는 RTP 패킷 집합 181-6을 FEC 블록 171-6으로 하여,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에
게 송신한다.

  시각 t3에 있어서, 통신망(13)이 비폭주 상태로부터 폭주 상태로 변화했으므로, 시각 t3 이후에 있어서, 서버(12)는 통신
망(13)을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와 함께 용장 데이터를 클라이언트(14) 앞으로 송신한다.

  즉, 서버(12)는 FEC 블록 171-6의 프레임 다음의 하나의 프레임을 재생하기 위한 화상 데이터인 스트리밍 데이터를
FEC 블록 171-7의 4개의 RTP 패킷에 저장한다. 또, 서버(12)는 그 프레임을 재생하기 위한 스트리밍 데이터의 용장 데
이터를 FEC 블록 171-7의 2개의 FEC 패킷에 저장한다. 그리고, 서버(12)는 그 프레임을 재생하기 위한 스트리밍 데이터
가 저장된, 4개의 RTP 패킷으로 이루어지는 RTP 패킷 집합 181-7 및 2개의 FEC 패킷으로 이루어지는 FEC 패킷 집합
182-4를 FEC 블록 171-7로 하여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에게 송신한다.

  시각 t21로부터 시각 t23까지의 기간 T1, 시각 t23으로부터 시각 t24까지의 기간 T2, 시각 t24로부터 시각 t25까지의
기간 T3, 및 시각 t25로부터 시각 t26까지의 기간 T4의 각각은 클라이언트(14)에 있어서의 FEC 피드백 패킷 송신 처리를
실행하는 시간 간격이며, 타이머로 정해진다. 즉, 클라이언트(14)는 타이머가 종료되는 시각인 시각 t23, 시각 t24, 시각
t25, 및 시각 t26의 각각의 시각에 FEC 피드백 패킷을 생성하고, 생성한 FEC 피드백 패킷을, 통신망(13)을 통해 서버(12)
앞으로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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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FEC 블록 171-1 내지 FEC 블록 171-7을 개개로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 단지 FEC 블록(171)이라고 칭한다. 마
찬가지로, 이하, RTP 패킷 집합 181-1 내지 RTP 패킷 집합 181-7을 개개로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 단지 RTP 패킷 집합
(181)이라고 칭하고, FEC 패킷 집합 182-1 내지 FEC 패킷 집합 182-4를 개개로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 단지 FEC 패킷
집합(182)이라고 칭한다.

  클라이언트(14)는 통신망(13)을 통해 서버(12)로부터 송신되어 온 FEC 블록(171)을 수신하면, FEC 블록 정보를 기록한
다. FEC 블록 정보는, 예를 들면, 도 9에서 나타낸 FEC 블록 정보 테이블에 기록된다.

  클라이언트(14)는 FEC 블록(171)을 수신하면, FEC 블록(171)에 고유의 식별 번호인 FEC 블록 ID, FEC 블록(171)에
포함되는 RTP 패킷의 수를 나타내는 오리지널 데이터 패킷수, FEC 블록(171)에 포함되는 RTP 패킷수 및 FEC 패킷수의
합계인 총 패킷수, 정상적으로 수신된 패킷수를 나타내는 수신 패킷수, 및 수신된 FEC 패킷의 수가 로스 패킷을 복원하는
경우에, 부족한가, 적정한가, 또는 과다한가를 나타내는 FEC 블록 상태를 각각 FEC 블록 정보 테이블에 기록한다.

  도 9는 FEC 블록 정보 테이블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도 9에서, FEC 블록 ID1의 FEC 블록(171)은 총 패킷수가 6인 데 대하여, 수신 패킷수가 4이며, 2
개의 패킷을 로스하고 있다. 또, FEC 블로그 ID1의 FEC 블록(171)의 총 패킷수가 6인 데 대하여, 오리지널 패킷수는 4이
기 때문에, FEC 블록 ID1의 FEC 블록(171)에는 2개의 FEC 패킷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EC 패킷 1개에 대하여 RTP 패킷 1개를 복원할 수 있으므로, FEC 블록 ID1의 FEC 블록(171)에 포함되는 2개의 FEC
패킷을 사용함으로써, 2개의 로스 패킷을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FEC 블록 ID1에 포함되는 FEC 패킷의 수는 과다하지
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기 때문에, FEC 블록 상태는 적정 상태로 설정된다.

  마찬가지로, FEC 블록 ID2의 FEC 블록(171)에서는, FEC 블록(171)에 포함되는 FEC 패킷이 2개인 데 대하여, 로스 패
킷은 3개이기 때문에, 3개의 로스 패킷 중, 1개의 로스 패킷은 회복할 수 없다. 즉, FEC 패킷이 1개 부족하므로, FEC 블록
상태는 부족 상태로 설정된다.

  또, FEC 블록 ID3의 FEC 블록(171)에 있어서는, FEC 블록(171)에 포함되는 FEC 패킷이 2개인 데 대하여, 로스 패킷은
O이기 때문에, 2개의 FEC 패킷이 사용되지 않고 파기되게 된다. 따라서, FEC 패킷이 2개 과다하므로, FEC 블록 상태는
과다 상태로 설정된다.

  도 8의 타임 차트의 설명으로 되돌아가, 예를 들면, 시각 t22에서, 클라이언트(14)는 FEC 블록 171-2에서 3개 패킷의
패킷 로스를 검지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14)는 FEC 블록 171-2의 FEC 블록 상태를 부족 상태로 설정한다. 시각 t23에
기간 T1이 경과했으므로(타이머가 종료되었으므로), 클라이언트(14)는 시각 t21로부터 시각 t23까지 수신된 FEC 블록
(171) 각각의 FEC 블록 상태를 기초로, 예를 들면, FEC 패킷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FEC 피드백 패킷을 생성하고, 생성된
FEC 피드백 패킷을, 통신망(13)을 통해 서버(12) 앞으로 송신한다. FEC 피드백 패킷의 상세한 것은 후술한다.

  또, 클라이언트(14)는 기간 T2 및 기간 T3의 각각의 종료 시각 t24 및 시각 t25의 각각에 있어서, 통신망(13)을 통해 서
버(12) 앞으로 FEC 피드백 패킷을 송신한다.

  시각 t3에서, 통신망(13)이 비폭주 상태로부터 폭주 상태로 변화했으므로, 서버(12)는 시각 t1로부터 시각 t3까지, 통신
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로부터 수신된 피드백 패킷을 기초로, FEC 블록(171)에 포함되는 FEC 패킷의 수를 변경하
고, 예를 들면, 시각 tl2에 3개의 FEC 패킷이 포함되는 FEC 블록 171-7을,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 앞으로 송
신한다.

  이와 같이, 서버(12)는 통신망(13)에서의 폭주 상태 및 클라이언트(14)로부터 송신되어 온 FEC 피드백 패킷을 기초로,
FEC 블록(171)에 포함되는 FEC 패킷의 수를 변경하고, FEC 블록(171)을 송신한다.

  다음에, 도 10의 플로 차트를 참조하여,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서버(12)에 의한 데이터 송신 처리를 설명한다.

  스텝 S51에서, 서버(12)는 송신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초기화한다. 예를 들면, 스텝 S51에서, 인코더(81)는 내장하고
있는 타이머의 값을 0ms에 세트하고, RTP 패킷 생성부(83)는 타임 스탬프 및 시퀀스 번호를 초기화하고, FEC 블록 ID의
값을 1에 설정한다.

  스텝 S52에서, 인코더(81)는 내장하고 있는 타이머의 값을 기초로, 타이머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타이머가
종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스텝 S52로 되돌아가, 타이머가 종료되었다고 판정될 때까지, 판정의 처리를 반복한다.

  스텝 S52에서, 타이머가 종료되었다고 판정된 경우, 처리는 스텝 S53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면, 화상 데이터의 프레임수가 1초당 30인 경우, 타이머가 시간 경과에 대응하여 값을 증가시킬 때, 스텝 S52에
서, 인코더(81)는 33ms 등의 소정 값과 타이머의 값을 비교함으로써 타이머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예를 들면, 스텝 S51에 있어서, 타이머의 값을 33ms에 세트하고, 타이머의 값이 시간의 경과에 대응하여 값을 감소시킬
때, 인코더(81)는 타이머의 값과 Oms를 비교함으로써 타이머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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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 있어서의, 타이머의 값과 비교되는 0ms 또는 33ms는 프레임의 수가 1초당 30인 경우의 예이며, 본 발명을 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 설명하는 타이머에 관한 처리에서, 동일하다.

  스텝 S53에서, 인코더(81)는 카메라(11)로부터 공급된 화상 데이터를 1 프레임분 캡처한다. 예를 들면, 스텝 S53에서,
인코더(81)는 카메라(11)로부터 공급된 화상 데이터를 차례로 취득하고, 취득한 화상 데이터 중, 1 프레임분을 캡처한다.

  스텝 S54에서, 인코더(81)는 캡처된 화상 데이터를 인코드한다. 예를 들면, 스텝 S54에서, 인코더(81)는 캡처된 화상 데
이터를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1, 2, 4, 7, 또는 21),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JPEG
2000, 또는 모션 JPEG 등의 방식에 의해 인코드한다.

  스텝 S55에서, 인코더(81)는 인코드된 화상 데이터를 버퍼(82)에 공급하고, 버퍼(82)에 인코드된 화상 데이터를 저장(기
억)시킨다.

  스텝 S56에서, RTP 패킷 생성부(83)는 디코드된 화상 데이터를 버퍼(82)로부터 취득하고, 취득한 화상 데이터를 저장하
는 RTP 패킷을 생성한다.

  도 11은 RTP 패킷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RTP 패킷의 선두에는, 도 11에서 "V"로 표시되는 2비트의 버젼 정보가 배치된
다. 버젼 정보는 RTP 패킷의 버젼을 나타낸다.

  버젼 정보의 다음에 도 11 중의 "P"로 표시되는 1비트의 패딩이 배치되고, 패딩에 계속해서, 1비트의 확장 정보가 RTP
패킷에 배치된다. 확장 정보는 도 11에서, "X"로 표시된다. 확장 정보는 RTP 패킷에 확장 헤더를 배치하는 경우에, 소정
값으로 설정된다.

  확장 정보에 계속해서, CSRC(Contributing Source) 카운트가 RTP 패킷에 배치된다. CSRC 카운트는 도 11 중에서,
"CC"로 표시된다. CSRC 카운트는 CSRC 식별자의 수를 나타낸다.

  CSRC 카운트에 계속해서 배치되는 1비트의 마커 정보(marker information)는 프로파일에 의해 정의된다. 마커 정보는
도 11 중에서 "m"으로 표시된다.

  마커 정보에 계속해서 배치되는 7비트의 페이로드 타입은 RTP 패킷의 포맷을 정의하기 위한 정보이다. 페이로드 타입은
도 11 중에서, "PT"로 표시된다. RTP 패킷에서, 페이로드 타입은 33이 된다.

  시퀀스 번호는 페이로드 타입의 다음에 배치되는 16비트의 정보이다. 시퀀스 번호는 RTP 패킷의 재생 순번을 나타내는
번호이며, 송신 때마다, 하나씩 증가한다.

  시퀀스 번호의 다음에 배치되는 32비트의 타임 스탬프는 그 RTP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최초의 옥텟
(octet)이 샘플된 시각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또, 타임 스탬프에 의해, 수신측에서 RTP 패킷의 전개 시에 처리 시간의 제어
가 실행되어, 리얼 타임 화상, 또는 음성의 재생 제어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타임 스탬프는 1개의 화상 프레임에 속
하는 복수개의 RTP 패킷에 공통의 타임 스탬프가 설정된다.

  SSRC(Synchronization Source) 식별자는 타임 스탬프의 다음에 배치되는 32비트의 정보로서, RTP 패킷에 저장되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소스를 나타낸다.

  RTP 패킷에서, SSRC 식별자의 다음에는 FEC 블록 ID가 배치된다. FEC 블록 ID는 서버(12)가 통신망(13)을 통해 클라
이언트(14) 앞으 송신하는 RTP 패킷 및 FEC 패킷의 집합인 FEC 블록(171)을 식별하는 번호이다. 예를 들면, 도 8에서,
RTP 패킷 집합(181)에 속하는 RTP 패킷에는, 동일한 FEC 블록 ID가 부여된다. 그리고, 1개의 FEC 블록(171)의 FEC 패
킷 집합(182)에 속하는 FEC 패킷에는, 그 FEC 블록(171)의 RTP 패킷 집합(181)에 속하는 RTP 패킷의 FEC 블록 ID와
동일한 FEC 블록 ID가 저장된다.

  FEC 블록 ID에 계속해서, 총 패킷수가 RTP 패킷에 배치된다. 총 패킷수는 도 11에서 "N"으로 표시되며, 1개의 FEC 블
록(171)에 포함되는 RTP 패킷수 및 FEC 패킷수의 합계이다.

  RTP 패킷에서, 총 패킷수의 다음에는 오리지널 데이터 패킷수가 배치된다. 오리지널 데이터 패킷수는 도 11에서, "K"로
표시되며, 1개의 FEC 블록(171)에 포함되는 RTP 패킷의 수이다.

  오리지널 데이터 패킷수의 다음에, 도 11 중의 "R"로 표현되는 용장 패킷수가 배치된다. 용장 패킷수는 1개의 FEC 블록
에 포함되는 FEC 패킷의 수를 나타낸다.

  용장 패킷수에 계속해서, 데이터량을 조정하기 위한, 도 11 중의 "P"로 표시되는 패딩이 배치된다. 패딩에 계속해서 스트
리밍 데이터가 저장된다. 도 11에서, "Original Data"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나타낸다.

  그리고, FEC 패킷은 RTP 패킷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FEC 패킷의 페이로드 타입은 예를 들면, 3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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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0으로 되돌아가, 스텝 S57에서, RTP 패킷 생성부(83)는 생성된 RTP 패킷을 통신부(39)에 공급하고, 통신부(39)는
공급된 RTP 패킷을,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 앞으로 송신한다.

  스텝 S58에서, FEC 패킷 생성부(84)는 FEC 송신 모드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예를 들면, 스텝 S58에서, FEC 패킷 생성
부(84)는 FEC 송신 모드 기억부(88)의 FEC 송신 모드 플래그 세트 또는 리세트의 설정을 기초로, FEC 송신 모드인지 여
부를 판정한다.

  스텝 S58에서, FEC 송신 모드라고 판정된 경우, 통신망(13)은 폭주 상태이기 때문에, 패킷 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 그래서, FEC 패킷을 클라이언트(14) 앞으로 송신하기 위해, 처리는 스텝 S59로 진행한다.

  스텝 S59에서, FEC 패킷 생성부(84)는 RTP 패킷 생성부(83)로부터 공급된 RTP 패킷의 데이터를 기초로, FEC 패킷수
유지부(89)로부터 공급된 FEC 패킷수로 나타나는 수의 FEC 패킷을 생성한다.

  예를 들면, 스텝 S59에서, FEC 패킷 생성부(84)는 RTP 패킷 생성부(83)로부터 공급된 RTP 패킷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배타적 논리합의 연산을 적용함으로써, FEC 패킷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한 데이터에 소정 헤더를 부가함으로써, FEC
패킷을 생성한다.

  여기에서, FEC 패킷에 부가되는 헤더는, 예를 들면, 도 11에서 나타낸 RTP 패킷의 헤더와 동일 포맷의 헤더가 부가된다.
RTP 패킷 및 FEC 패킷의 식별은 FEC 패킷의 헤더에서, 예를 들면, 도 11 중의 "X"로 표시되는 확장 정보를 1로 함으로써,
RTP 패킷 및 FEC 패킷이 식별된다. 또, 예를 들면, FEC 패킷에서, 페이로드 타입은 34가 되며, FEC 패킷에서, 도 11 중의
"0riginal Data"로 표시되는 영역에는, 에러 정정을 위한 용장 데이터가 저장된다.

  그리고, FEC 패킷 생성부(84)에 의해 생성되는 FEC 패킷의 에러 정정 방식(용장 데이터 방식)은 배타적 논리합의 연산
에 의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해밍 부호 등의 선형 부호, 순회 부호, BCH(Bose-Chaudhuri-Hocquenghem) 부
호 또는 리드 솔로몬(Reed Solomon)부호 등의 대수적 부호, 또는 다수결 논리 부호 등 어느 방식이라도 된다.

  스텝 S60에서, FEC 패킷 생성부(84)는 생성된 FEC 패킷을 통신부(39)에 공급하고, 통신부(39)는 통신망(13)을 통해 공
급된 FEC 패킷을 클라이언트(14) 앞으로 송신하고, 수속은 스텝 S61로 진행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통신부(39)는 스텝 S57에서, RTP 패킷 생성부(83)로부터 공급된 RTP 패킷을 일시적으로 유지한다.
그리고, 스텝 S60에서, 통신부(39)는 유지하고 있는 RTP 패킷에 포함되는 FEC 블록 ID와 동일한 FEC 블록 ID를 포함하
는 FEC 패킷이 FEC 패킷 생성부(84)로부터 공급되면, 유지하고 있는 RTP 패킷 및 FEC 패킷 생성부(84)로부터 공급된
FEC 패킷을 하나의 FEC 블록(171)으로 하여,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 앞으로 송신한다.

  예를 들면, 도 8의 시각 t1로부터 시각 t2에서, 서버(12)는 통신망(13)이 폭주 상태(FEC 패킷 송신 모드)이므로, RTP 패
킷과 함께 FEC 패킷을,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 앞으로 송신한다.

  한편, 스텝 S58에서, FEC 송신 모드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통신망(13)은 비폭주 상태이기 때문에, 패킷 로스가 발생
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FEC 패킷의 클라이언트(14)에의 송신을 억제하기 위해, 스텝 S59 및 스텝 S60의 처리는 스킵
되고, 수속은 스텝 S61로 진행한다.

  그리고, 스텝 S58에서, FEC 송신 모드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FEC 패킷 송신은 억제되므로, 통신부(39)는 스텝 S57에
서, RTP 패킷 생성부(83)로부터 공급된 RTP 패킷을 하나의 FEC 블록(171)으로 하여,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
앞으로 송신한다.

  예를 들면, 도 8의 시각 t2로부터 시각 t3에서, 서버(12)는 통신망(13)이 비폭주 상태이므로, RTP 패킷 집합(181)을 하
나의 FEC 블록(171)으로 하여,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 앞으로 송신한다. 환언하면, 서버(12)는 FEC 패킷 송
신 모드가 아니므로, FEC 패킷의 클라이언트(14)에의 송신을 억제한다.

  스텝 S61에서, RTP 패킷 생성부(83)는 FEC 블록 ID를 갱신한다. 예를 들면, 스텝 S61에서, RTP 패킷 생성부(83)는 패
킷에 저장되는 FEC 블록 ID를 인크리먼트한다.

  스텝 S62에서, RTP 패킷 생성부(83)는 타임 스탬프를 갱신한다.

  그리고, FEC 패킷 생성부(84)는 RTP 패킷 생성부(83)로부터 공급되는 RTP 헤더 정보에 포함되는 FEC 블록 ID 및 타임
스탬프를 기초로, FEC 패킷을 생성하도록 해도 되고, 자기 자신이 RTP 타임 스탬프 및 FEC 블록 ID를 유지하고, 갱신하
도록 해도 된다.

  스텝 S63에서, 인코더(81)는 내장하고 있는 타이머를 세트하고, 스텝 S52로 되돌아가, 데이터 송신 처리를 반복한다.

  예를 들면, 스텝 S63에서, 인코더(81)는 타이머의 값을 0ms에 세트한다

  이와 같이 하여, 서버(12)는 FEC 블록(171)마다 FEC 블록 ID를 부가하고, 통신망(13)이 폭주 상태인 경우, 통신망(13)
을 통해 RTP 패킷 및 FEC 패킷을 클라이언트(14) 앞으로 송신하고, 통신망(13)이 비폭주 상태인 경우, 통신망(13)을 통해
RTP 패킷을 클라이언트(14) 앞으로 송신하고, FEC 패킷 송신은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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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2의 플로 차트를 참조하여,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서버(12)에 의한 FEC 패킷 송신의 제어 처리를 설명한다.

  스텝 S81에서, 서버(12)는 FEC 패킷 송신의 제어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초기화한다. 예를 들면, 스텝 S81에서, RTT
계측부(85)는 내장하고 있는 타이머의 값을 Oms에 세트한다.

  스텝 S82에서,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피드백 패킷을 수신했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FEC 피드백 패킷을 수신했다
고 판정된 경우, 스텝 S83으로 진행하고,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의 갱신 처리를 행하여, FEC 패킷
수 증감 상태 유지부(87)에 유지되어 있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를 갱신한다. FEC 패킷수 증감 상태의 갱신 처리가 종료
되면, 스텝 S82로 되돌아가, FEC 패킷 송신의 제어 처리를 반복한다.

  그리고, FEC 패킷수 증감 상태 갱신 처리의 상세한 것은 후술한다.

  한편, 스텝 S82에서, FEC 피드백 패킷이 수신 되지 않았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84로 진행하고, RTT 계측부(85)는
RTT 계측 패킷을 수신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84에서, RTT 계측 패킷이 수신되었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85로 진행하고, RTT 계측부(85)는 수신된 RTT 계측
패킷을 기초로, 지연 시간(RTT)을 계산한다. 그리고, 계산된 지연 시간을 기초로, RTT 계측부(85)의 장기 의존 RTT 연산
부(103)는 장기 의존 RTT를 계산하고, RTT 계측부(85)의 단기 의존 RTT 연산부(104)는 단기 의존 RTT를 계산한다.
RTT 계측부(85)는 계산된 장기 의존 RTT 및 단기 의존 RTT를 FEC 송신 제어부(86)의 폭주/비폭주 판정부(105)에 공급
한다.

  예를 들면, 스텝 S85에서, RTT 계측부(85)는 식 (1)에 의해 지연 시간을 계산한다.

  지연 시간 =

  (RTT 계측 패킷의 수신 시각) - RTT 계측 패킷의 송신 시각) … (1)

  여기에서, RTT 계측 패킷의 수신 시각은 RTT 계측부(85)가 RTT 계측 패킷을 수신했을 때, 내장하고 있는 RTC(Real
Time Clock)로부터 취득한 시각이다. 또, RTT 계측 패킷의 송신 시각은 수신된 RTT 계측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RTT 계
측 패킷의 송신 시각이다.

  또, 예를 들면, 스텝 S85에서, RTT 계측부(85)의 장기 의존 RTT 연산부(103)는 식 (2)에 의해 장기 의존 RTT를 계산한
다.

  장기 의존 RTT =

  0.9 × (전회 계산된 장기 의존 RTT) + O.1 × (지연 시간) … (2)

  여기에서, 전회 계산된 장기 의존 RTT는 전회의 스텝 S85의 처리에 의해 계산된 장기 의존 RTT이다. 또, 지연 시간은
RTT 계측부(85)에 의해 계산된 지연 시간이다.

  또, 예를 들면, 스텝 S85에서, RTT 계측부(85)의 단기 의존 RTT 연산부(104)는 식 (3)에 의해 단기 의존 RTT를 계산한
다.

  단기 의존 RTT =

  O.5 × (전회 계산된 단기 의존 RTT) + 0.5 × (지연 시간) … (3)

  여기에서, 전회 계산된 단기 의존 RTT는 전회의 스텝 S85의 처리에 의해 계산된 단기 의존 RTT이다. 또, 지연 시간은
RTT 계측부(85)에 의해 계산된 지연 시간에 있다.

  예를 들면, RTT 계측부(85)의 장기 의존 RTT 연산부(103) 및 단기 의존 RTT 연산부(104)는 각각 스텝 S85의 처리에
있어서, 계산된 장기 의존 RTT 및 단기 의존 RTT를 기억하고, 차회의 스텝 S85의 처리에서, 기억되어 있는 장기 의존
RTT 및 단기 의존 RTT를 이용함으로써, 다음의 장기 의존 RTT 및 단기 의존 RTT를 계산한다.

  그리고, 장기 의존 RTT는, 예를 들면, 5초간의 평균 지연 시간으로 해도 된다. 또, 단기 의존 RTT는, 예를 들면, 1초간의
평균 지연 시간으로 해도 된다.

  스텝 S86에서, FEC 송신 제어부(86)의 폭주/비폭주 판정부(105)는 RTT 계측부(85)로부터 공급된 장기 의존 RTT와 단
기 의존 RTT를 비교한다.

  예를 들면, 스텝 S86에서, 폭주/비폭주 판정부(105)는 RTT 계측부(85)로부터 공급된 장기 의존 RTT 및 단기 의존 RTT
를 기초로, 식 (4)에서 나타내는 계산을 함으로써, 장기 의존 RTT와 단기 의존 RTT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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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의존 RTT)/(장기 의존 RTT) > 1 … (4)

  스텝 S87에서, 폭주/비폭주 판정부(105F)는 스텝 S86에서 계산된 식 (4)의 계산 결과를 기초로, 통신망(13)이 폭주 상태
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예를 들면, 스텝 S87에서, 폭주/비폭주 판정부(105)는 RTT 계측부(85)로부터 공급된 장기 의존 RTT 및 단기 의존 RTT
가 식 (4)를 만족시키는 경우, 통신망(13)이 폭주 상태라고 판정하고, RTT 계측부(85)로부터 공급된 장기 의존 RTT 및 단
기 의존 RTT가 식 (4)를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통신망(13)이 폭주 상태가 아니라고 판정한다.

  여기에서, 폭주 상태란, 통신망(13)의 트래픽이 증가하여 패킷의 전송에 지장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폭주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패킷의 전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폭주 상태인지 여부의 통신망(13) 상태는, 예를 들면,
통신망(13)의 노드에서의 버퍼의 큐 길이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노드에서의 버퍼의 큐 길이가 긴 경우, 전송되
지 않고 전송을 대기하고 있는 패킷이 많으므로, 통신망(13)은 서로 붐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으로, 노드에서의 큐 길이
가 짧은 경우, 전송을 대기하는 패킷이 적으므로, 통신망(13)은 붐비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버퍼의 큐 길이에 대하여, 소정 임계값을 설정하고, 버퍼에서의 큐 길이가 임계값보다 큰 경우, 폭주 상태라고
판정하고, 버퍼에서의 큐 길이가 임계값보다 작은 경우, 비폭주 상태라고 판정할 수 있다.

  통신망(13)에 있어서의 노드의 큐 길이는, 예를 들면,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등을 사용하여
관측할 수 있다.

  본 출원인이 노드에서의 큐 길이, 장기 의존 RTT, 및 단기 의존 RTT의 측정을 행한 결과, 노드에서의 큐 길이, 장기 의존
RTT, 및 단기 의존 RTT의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만족되는 것이 인정되었다.

  도 13은 노드에서의 큐 길이, 장기 의존 RTT, 및 단기 의존 RTT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3에서, 가로 방향은 시간을 나타낸다. 도 13에서, 실선은 장기 의존 RTT를 나타내고, 점선은 단기 의존 RTT를 나타
내고, 일점 쇄선은 노드에서의 큐 길이을 나타낸다.

  도 1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단기 의존 RTT가 장기 의존 RTT보다 큰 상태로부터, 장기 의존 RTT가 단기 의존 RTT보
다 큰 상태로 변화했을 때, 노드에서의 큐 길이가 급격하게 작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3의 시각 t52에
서, 단기 의존 RTT가 장기 의존 RTT보다 큰 상태로부터, 장기 의존 RTT가 단기 의존 RTT보다 큰 상태로 변화되고, 노드
에서의 큐 길이가 급격하게 작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으로 단기 의존 RTT가 장기 의존 RTT보다 작은 상태로부터, 단기 의존 RTT가 장기 의존 RTT보다 큰 상태로 변화했
을 때, 노드에서의 큐 길이가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3의 시각 t53에서, 단기 의존 RTT가 장기 의존
RTT보다 작은 상태로부터, 단기 의존 RTT가 장기 의존 RTT보다 큰 상태로 변화했을 때, 노드에서의 큐 길이가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의존 RTT가 장기 의존 RTT보다 큰지 여부로, 통신망(13)이 폭주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환언하
면, 장기 의존 RTT 및 단기 의존 RTT에 의해 식 (4)가 만족되는 경우, 통신망(13)은 폭주 상태라고 판정하고, 식 (4)가 만
족되지 않은 경우, 통신망(13)은 비폭주 상태라고 판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3에서, 시각 t51로부터 시각 t52까지의 기간은 통신망(13)이 폭주 상태라고 판정하고, 시각 t52로부터 시
각 t53까지의 기간은 통신망(13)이 비폭주 상태라고 판정할 수 있다.

  도 12의 플로 차트로 되돌아가, 스텝 S87에서, 통신망(13)이 폭주 상태라고 판정된 경우, 스텝 S88로 진행하고, 폭주/비
폭주 판정부(105)는 통신망(13)이 폭주 상태인 취지를 폭주/비폭주 상태로서 기억하고, FEC 송신 제어부(86)에 통신망
(13)이 폭주 상태인 취지의 신호를 공급한다.

  그리고, 스텝 S87에서의 판정 처리는 장기 의존 RTT 및 단기 의존 RTT에 따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통신망
(13)의 트래픽 상태를 관측하는 SNMP, 지터, 또는 패킷의 로스율 등을 사용하여, 폭주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해도
된다.

  스텝 S89에서, FEC 송신 제어부(86)는 폭주/비폭주 판정부(105)로부터 통신망(13)이 폭주 상태인 취지의 신호를 취득
하면, FEC 송신 모드 기억부(88)에 기억되어 있는 FEC 송신 모드 플래그를 세트한다.

  여기에서, FEC 송신 모드란, FEC 패킷을 송신하는 모드이다. 즉, FEC 송신 제어부(86)는 스텝 S87에서, 통신망(13)이
폭주 상태라고 판정된 경우, FEC 송신 모드 기억부(88)에 기억되어 있는 FEC 송신 모드 플래그를 세트함으로써, FEC 송
신 모드가 되어, FEC 블록(171)의 송신에서 FEC 패킷이 송신된다.

  스텝 S90에서, FEC 송신 제어부(86)는 통신망(13)이 비폭주 상태로부터 폭주 상태로 변화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예를 들면, 스텝 S90에서, FEC 송신 제어부(86)는 폭주/비폭주 판정부(105)에 기억되어 있는 폭주/비폭주 상태를 참조
함으로써, 통신망(13)이 비폭주 상태로부터 폭주 상태로 변화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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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를 들면, 스텝 S90에서,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송신 모드 기억부(88)에 기억되어 있는 FEC 송신 모드 플래
그를 기초로, 통신망(13)이 비폭주 상태로부터 폭주 상태로 변화했는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해도 된다.

  스텝 S90에서, 비폭주 상태로부터 폭주 상태로 변화했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91로 진행하고, FEC 송신 제어부(86)는
스텝 S83의 처리에 의해 갱신되어, FEC 패킷수 증감 상태 유지부(87)에 유지되어 있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를 판독한
다.

  예를 들면, FEC 패킷수 증감 상태 유지부(87)에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로서의 증가 상태, 유지 상태, 및 삭감 상태의 3
개 상태 중, 어느 하나의 상태가 유지되어 있다. 즉, 증가 상태는 서버(12)가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 앞으로 송
신하는 FEC 블록(171)에 포함되는 FEC 패킷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나타내고, 유지 상태는 서버(12)가 통신망(13)을 통
해 클라이언트(14) 앞으로 송신하는 FEC 블록(171)에 포함되는 FEC 패킷의 수를 유지시키는(변화시키지 않는) 것을 나
타내고, 삭감 상태는 서버(12)가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 앞으로 송신하는 FEC 블록(171)에 포함되는 FEC 패
킷의 수를 삭감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FEC 패킷수 증감 상태 유지부(87)에 유지되어 있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는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
로부터 FEC 피드백 패킷을 수신할 때마다 갱신된다.

  스텝 S92에서, FEC 송신 제어부(86)는 판독한 FEC 패킷수 증감 상태를 기초로, FEC 패킷수 변경 처리를 실행한다.
FEC 패킷수 변경 처리의 상세한 것은 후술한다.

  여기에서, FEC 패킷수란, 서버(12)가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 앞으로 송신하는 하나의 FEC 블록(171)에 포
함되는 FEC 패킷의 수이다. 예를 들면, 도 8에서, 시각 t1로부터 시각 t2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서버(12)의 FEC 패킷수
는 2이다.

  스텝 S93에서,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 유지부(87)에 유지되어 있는 FEC 패킷수 상태를 초기화
하고, 처리는 스텝 S82로 되돌아가, FEC 패킷 송신의 제어 처리를 반복한다.

  예를 들면, 스텝 S93에서,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 유지부(87)에 유지되어 있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에 유지 상태를 설정함으로써 FEC 패킷수 상태를 초기화한다.

  한편, 스텝 S90에서, 비폭주 상태로부터 폭주 상태로 변화했다고 판정되지 않은 경우, 스텝 S91 내지 스텝 S93의 처리는
스킵되고, 처리는 스텝 S82로 되돌아가, FEC 패킷 송신의 제어 처리를 반복한다.

  또, 스텝 S87에서, 통신망(13)이 폭주 상태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스텝 S94로 진행하고, 폭주/비폭주 판정부(105)는
통신망(13)이 비폭주 상태인 취지를 폭주/비폭주 상태로서 기억하여, FEC 송신 제어부(86)에 통신망(13)이 비폭주 상태
인 취지의 신호를 공급한다.

  스텝 S95에서, FEC 송신 제어부(86)는 폭주/비폭주 판정부(105)로부터 통신망(13)이 비폭주 상태인 취지의 신호를 취
득하면, FEC 송신 모드 기억부(88)에 기억되어 있는 FEC 송신 모드 플래그를 리세트한다. FEC 송신 모드 기억부(88)의
FEC 송신 모드 플래그가 리세트됨으로써, FEC 송신 모드가 아니게 되어, FEC 블록(171)의 송신에서 FEC 패킷은 송신되
지 않게 된다.

  FEC 송신 제어부(86)가 FEC 송신 모드 플래그를 리세트하면, 처리는 스텝 S82로 되돌아가, FEC 패킷 송신의 제어 처리
를 반복한다.

  스텝 S84에서, RTT 계측부(85)가 RTT 계측 패킷을 수신하지 않았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96으로 진행하고, RTT 계측
부(85)는 내장하고 있는 타이머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예를 들면, 스텝 S96에서, RTT 계측부(85)는 타이머의 값과 10ms 등의 소정값을 비교함으로써, 타이머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96에서, 타이머가 종료되어 있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82로 되돌아가, FEC 패킷 송신의 제어 처리를 반복한
다.

  한편, 스텝 S96에서, 타이머가 종료되었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97로 진행하고, RTT 계측부(85)는 RTT 계측 패킷을
생성하고, 생성한 RTT 계측 패킷을,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 앞으로 송신한다.

  예를 들면, 스텝 S97에서, RTT 계측부(85)는 내장하고 있는 RTC로부터 현재 시각을 취득하고, 도 14에서 나타낸 RTT
계측 패킷을 생성한다.

  도 14는 RTT 계측 패킷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버젼 정보, 패딩, 및 SSRC는 도 11에서 나타낸 RTP 패킷의 경우와 동일
하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RTT 계측 패킷에서, 패딩에 계속하여 5비트의 서브타입이 배치된다.

공개특허 10-2005-0056886

- 16 -



  RTT 계측 패킷에서, 페이로드 타입은 205가 된다. 페이로드 타입의 다음에 배치되는 16비트의 메시지 길이는 RTT 계측
패킷의 길이(사이즈)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32비트의 SSRC에 계속해서, 32비트의 이름이 배치된다. 이름은, 예를 들면, RTT 계측 패킷을 취급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이름이다.

  RTT 계측 패킷에서, 이름 다음에 배치되는 송신 시각은 서버(12)가 클라이언트(14)에게, 그 RTT 계측 패킷을 송신한 시
각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송신 시각에는, 스텝 S97에서, RTT 계측부(85)가 내장하고 있는 RTC로부터 취득한 시각이 저
장된다.

  도 12의 플로 차트로 되돌아가, 스텝 S98에서, RTT 계측부(85)는 내장하고 있는 타이머를 세트하고, 처리는 스텝 S82로
되돌아가, 전술한 처리를 반복한다.

  예를 들면, 스텝 S98에서, RTT 계측부(85)는 내장하고 있는 타이머의 값을 0s에 세트한다.

  이와 같이 하여, 서버(12)는 FEC 패킷 송신의 제어 처리를 실행한다.

  다음에, 도 15의 플로 차트를 참조하여, 도 12의 스텝 S83의 처리에 대응하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의 갱신 처리에 대하
여 설명한다.

  스텝 S111에서,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 유지부(87)에 유지되어 있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가 증
가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111에서, FEC 패킷수 증감 상태가 증가 상태라고 판정된 경우,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 유
지부(87)에 유지되어 있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의 설정을 갱신하지 않고, FEC 패킷수 증감 상태의 갱신 처리는 종료한
다.

  한편, 스텝 S111에서, 증가 상태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12로 진행하고,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킷의
부족 상태를 나타내는 FEC 피드백 패킷을 수신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여기에서, FEC 피드백 패킷은 통신망(13)을 통해 클라이언트(14)로부터 송신되어 오는 패킷이다. 예를 들면, 도 8에서,
클라이언트(14)는 시각 t23, 시각 t24, 시각 t25, 및 시각 t26의 각각에서, 통신망(13)을 통해 서버(12) 앞으로 FEC 피드백
패킷을 송신한다.

  또, FEC 피드백 패킷에는, 클라이언트(14)에서 수신된 FEC 패킷이 로스 패킷을 복원하는 데 부족 상태인가, 적정 상태인
가, 및 과다 상태인가의 어느 쪽인가를 나타내는 통지 FEC 상태가 저장되어 있다.

  스텝 S112에서, FEC 패킷의 부족 상태를 나타내는 FEC 피드백 패킷을 수신했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13으로 진행하
고, 클라이언트(14)에서, FEC 패킷이 부족하므로,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 유지부(87)에 유지되어
있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에 증가 상태를 설정하고, 처리는 종료한다.

  스텝 S112에서, FEC 패킷의 부족 상태를 나타내는 FEC 피드백 패킷을 수신하고 있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14로
진행하고,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킷의 과다 상태를 나타내는 FEC 피드백 패킷을 수신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114에서, FEC 패킷의 과다 상태를 나타내는 FEC 피드백 패킷을 수신했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15에서, FEC
송신 제어부(86)는 클라이언트(14)에서 수신된 FEC 패킷이 과다하므로, FEC 패킷수 증감 상태에 삭감 상태를 설정하고,
처리는 종료한다.

  또, 스텝 S114에서, FEC 패킷의 과다 상태를 나타내는 FEC 피드백 패킷을 수신하고 있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 FEC 송
신 제어부(86)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의 갱신을 실시하지 않고, 처리는 종료한다.

  즉, FEC 송신 제어부(86)는 도 12의 스텝 S93의 처리에서, FEC 패킷수 증감 상태의 초기화를 행한 다음, RTT 계측 패킷
이 수신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한번이라도 FEC의 부족 상태를 나타내는 FEC 피드백 패킷을 수신한 경우, FEC 패킷
수 상태를 증가 상태로 설정하고, FEC의 적정 상태를 나타내는 FEC 피드백 패킷만을 수신한 경우, FEC 패킷수 상태를 유
지 상태로 설정하고, FEC의 적정 상태를 나타내는 FEC 피드백 패킷 및 FEC의 과다 상태를 나타내는 FEC 피드백 패킷을
수신한 경우, FEC 패킷수 상태를 삭감 상태로 설정한다.

  이와 같이 하여, FEC 송신 제어부(86)는 클라이언트(14)로부터 FEC 피드백 패킷을 수신할 때마다, FEC 패킷수 증감 상
태의 갱신을 실행한다.

  다음에, 도 16의 플로 차트를 참조하여, 도 12의 스텝 S92의 처리에 대응하는 FEC 패킷수 변경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스텝 S131에서,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 유지부(87)에 기억되어 있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가 유
지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유지 상태라고 판정된 경우,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킷수의 변경을 하지 않고, 처리
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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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스텝 S131에서, FEC 패킷수 증감 상태 유지부(87)에 기억되어 있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가 유지 상태가 아니라
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32로 진행하고,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 유지부(87)에 기억되어 있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가 증가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132에서, 증가 상태라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33으로 진행하고,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킷수 유지부(89)
에 유지되어 있는 FEC 패킷수가 상한값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133에서, FEC 패킷수가 상한값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34로 진행하고,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
킷수를 인크리먼트한다.

  또, 스텝 S133에서, FEC 패킷수 유지부(89)에 유지되어 있는 FEC 패킷수가 상한값이라고 판정된 경우, FEC 패킷수를
이 이상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킷수의 변경을 하지 않고, 처리는 종료한다.

  스텝 S132에서, FEC 패킷수 증감 상태 유지부(87)에 기억되어 있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가 증가 상태가 아니라고 판
정된 경우, 스텝 S135로 진행하고,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 유지부(87)에 기억되어 있는 FEC 패킷
수 증감 상태가 삭감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135에서, 삭감 상태라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36으로 진행하고,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킷수 유지부(89)
에 유지되어 있는 FEC 패킷수가 O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136에서, FEC 패킷수가 O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37로 진행하고,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킷수
를 디크리먼트하고, 처리는 종료한다.

  한편, 스텝 S136에서, FEC 패킷수가 0이라고 판정된 경우, FEC 송신 제어부(86)는 이 이상 FEC 패킷수를 삭감할 수 없
으므로, FEC 패킷수를 변경하지 않고, 처리는 종료한다.

  또, 스텝 S135에서, FEC 패킷수 증감 상태 유지부(87)에 기억되어 있는 FEC 패킷수 증감 상태가 삭감 상태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킷수의 변경을 하지 않고, 처리는 종료한다.

  이와 같이 하여, FEC 송신 제어부(86)는 FEC 패킷수 유지부(89)에 유지되어 있는 FEC 패킷수를 변경한다.

  도 17의 플로 차트를 참조하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클라이언트(14)에 의한 디코드의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
다.

  스텝 S151에서, 디코더(134)는 디코드의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초기화한다. 예를 들면, 스텝 S151에서, 디코더(134)
는 500ms의 기간, 대기 상태로 되어 대기하고, 버퍼(133)가 소정 양의 화상 데이터를 기억할 때까지 기다린다.

  또, 예를 들면, 화상 데이터의 프레임수가 1초당 30인 경우, 스텝 S151에서, 디코더(134)는 내장하고 있는 타이머의 값
을 0ms에 세트하고, 33ms 등의 소정값과 비교함으로써 타이머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152에서, 디코더(134)는 타이머의 값을 기초로, 타이머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타이머가 종료되었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53으로 진행하고, 디코더(134)는 버퍼(133)로부터 1 프레임분의 데이터를 취득한다. 스텝 S154에
서, 디코더(134)는 스텝 S153의 처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디코드하고, 디코드에 의해 얻어진 화상 데이터를 출력한다.

  스텝 S155에서, 디코더(134)는 내장하고 있는 타이머를 세트하고, 스텝 S151로 되돌아가, 디코드 처리를 반복한다. 예
를 들면, 스텝 S155에서, 디코더(134)는 타이머의 값을 Oms에 세트한다.

  한편, 스텝 S152에서, 타이머가 종료되어 있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56으로 진행하고, RTP 처리부(132F)는
RTP 패킷을 수신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156에서, RTP 패킷을 수신했다고 판정되지 않은 경우, 스텝 S152로 되돌아가, 디코드 처리를 반복한다.

  스텝 S156에서, RTP 패킷을 수신했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57로 진행하고, RTP 처리부(132)는 수신된 RTP 패킷을
검사함으로써, 패킷 로스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157에서, 패킷 로스가 발생했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58로 진행하고, FEC 처리부(135)는 로스 패킷을 복원한
다.

  예를 들면, 스텝 S158에서, FEC 처리부(135)는 로스된 패킷의 FEC 블록 ID와 동일 FEC 블록 ID를 포함하는 FEC 패킷
이 RTP 처리부(132)로부터 공급된 경우, 공급된 FEC 패킷을 기초로, 로스 패킷을 복원하고, 복원된 RTP 패킷을 RTP 처
리부(132)에 공급한다.

  또, 스텝 S158에서, FEC 패킷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및 공급된 FEC 패킷의 수가 로스 패킷의 수에 대하여 부족한 경우
에는, 로스 패킷을 복원할 수 없으므로, FEC 패킷이 부족한 분의 로스 패킷의 복원은 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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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S157에서, 패킷 로스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 RTP 패킷을 복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스텝 S158의 처
리를 스킵하고, 스텝 S159로 진행한다.

  스텝 S159에서, RTP 처리부(132)는 수신된 RTP 패킷 및 복원된 RTP 패킷을 버퍼(133)에 공급하고, 스텝 S152로 되돌
아가, 전술한 처리를 반복한다.

  이와 같이 하여, 디코더(134)는 디코드의 처리를 실행한다.

  다음에, 도 18의 플로 차트를 참조하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클라이언트(14)에 의한 FEC 피드백 패킷 송신
처리를 설명한다.

  스텝 S171에서, 클라이언트(14)는 FEC 피드백 패킷 송신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의 초기화를 실행한다. 예를 들면, 스텝
S171에서, FEC 처리부(135)는 후술하는 FEC 블록 정보를 초기화하여, 내장하고 있는 타이머의 값을 0ms로 설정한다

  스텝 S172에서, RTP 처리부(132)는 패킷을 수신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172에 있어서, 패킷이 수신되었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73으로 진행하고, RTP 처리부(132)는 수신한 패킷의
FEC 블록 ID가 변화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173에서, 수신한 패킷의 FEC 블록 ID가 변화되었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74로 진행하고, FEC 처리부(135)는 수신이 완료된 FEC 블록(171)에 대한 FEC 블록 상태의 갱신 처리를 실행한
다.

  여기에서, 수신이 완료된 FEC 블록(171)이란, 스텝 S173에서, 변화되었다고 판정된 FEC 블록 ID의 하나 전의 FEC 블
록 ID를 포함하는 FEC 블록(171)이다. FEC 블록 상태 갱신 처리는 통신망(13)을 통해 서버(12)로부터 송신되어 온 하나
의 FEC 블록(171)에 포함되는 패킷의 수와 정상적으로 수신된 패킷의 수를 기초로, 처리가 실행되기 때문에, FEC 블록
(171)에 포함되는 모든 패킷의 수신이 완료되었을 때, 처리를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스텝 S173에서, 수신한 패킷의 FEC 블록 ID가 변화되었는지 여부를 기초로, FEC 블록(171)에 포함
되는 모든 패킷의 수신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그리고, 스텝 S174에 있어서의 FEC 블록 상태 갱신 처리의 상세한 것은 후술한다.

  스텝 S175에서, RTP 처리부(132)는 수신된 패킷에 포함되는 FEC 블록 ID, 오리지널 데이터 패킷수, 및 총 패킷수를
FEC 블록 정보로서,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기록한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오리지널 데이터 패킷수는 도 11에서 나타낸 RTP 패킷의 "K"에 대응하고, 총 패킷수는 도 11에서
나타낸 RTP 패킷의 "N"에 대응한다. 또, FEC 블록 정보는, 예를 들면, 도 9에서 나타낸 FEC 블록 정보 테이블에 기록된
다.

  도 11에서, "K"로 나타낸 RTP 패킷의 오리지널 데이터 패킷수가 FEC 블록 ID와 대응하여, 도 9에서 나타낸 FEC 블록
정보의 오리지널 데이터 패킷수로서 저장된다. 도 11에서 나타낸 RTP 패킷의 FEC 블록 ID가 도 9의 FEC 블록 정보의
FEC 블록 ID로서 저장된다. 또, 도 11에서, "N"으로 나타낸 총 패킷수가 FEC 블록 ID와 대응하여, 도 9에서 나타낸 FEC
블록 정보의 총 패킷수로서 저장된다.

  스텝 S175의 처리에서, 처리의 대상이 되는 수신된 패킷은 스텝 S173의 처리에서, FEC 블록 ID가 변화되었다고 판정된
패킷이다. 즉, 스텝 S174의 처리 대상이 되는 FEC 블록 ID와, 스텝 S175의 처리 대상이 되는 FEC 블록의 FEC 블록 ID와
는 상이하다.

  스텝 S176에서, RTP 처리부(132)는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기록되어 있는 FEC 블록 정보 테이블의 수신 패킷수
에 O을 설정한다.

  또, 스텝 S173에서, FEC 블록 ID가 변화되어 있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74 내지 스텝 S176의 처리는 스킵되고,
스텝 S177로 진행한다.

  스텝 S177에서, RTP 처리부(132)는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기록되어 있는 FEC 블록 정보 테이블의 수신 패킷수
를 인크리먼트하고, 스텝 S172로 되돌아가, FEC 피드백 패킷 송신 처리를 반복한다.

  또, 스텝 S172에서, 패킷이 수신되어 있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78로 진행하고, FEC 처리부(135)는 내장하고 있
는 타이머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예를 들면, 스텝 S178에서, FEC 처리부(135)는 내장하고 있는 타이머의 값과 10Oms 등의 소정값을 비교함으로써, 타이
머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178에서, 타이머가 종료되어 있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72로 되돌아가, FEC 피드백 패킷 송신 처리를 반
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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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S178에서, 타이머가 종료되었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79로 진행하고, FEC 처리부(135)는 서버(12)에 통지하는
FEC 상태인 통지 FEC 상태 설정의 처리를 실행한다.

  예를 들면, 스텝 S179에서, FEC 처리부(135)는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유지되어 있는 FEC 블록 정보 테이블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FEC 블록 상태를 기초로, 통지 FEC 상태 설정의 처리를 실행한다. 통지 FEC 상태 설정 처리의 상세
한 것은 후술한다.

  스텝 S180에서, FEC 처리부(135)의 FEC 피드백 패킷 생성부(153)는 스텝 S179에서, 설정되어 있는 통지 FEC 상태를
기초로, FEC 피드백 패킷을 생성한다.

  도 19는 FEC 피드백 패킷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버젼 정보, 패딩, 서브타입, 메시지 길이, SSRC, 및 이름은 도 14로 나타
낸 RTT 계측 패킷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FEC 피드백 패킷에서, 페이로드 타입은 204가 된다.

  FEC 피드백 패킷에서, 이름 다음에 배치되는 통지 FEC 상태는 상대에게 통지하는 통지 FEC 상태이다. 통지 FEC 상태
에는, 예를 들면, 도 18의 스텝 S179의 처리에서, 적정 상태, 과다 상태, 및 부족 상태 중 어느 하나가 설정된 통지 FEC 상
태가 저장된다.

  도 18의 설명으로 되돌아가, 스텝 S181에서, FEC 피드백 패킷 생성부(153)는 생성된 FEC 피드백 패킷을 통신부(131)
에 공급하고, 통신부(131)는 FEC 피드백 패킷 생성부(153)로부터 공급된 FEC 피드백 패킷을, 통신망(13)을 통해 서버
(12) 앞으로 송신한다.

  스텝 S182에서, FEC 처리부(135)는 내장하고 있는 타이머를 갱신하고, 스텝 S172로 되돌아가, 전술한 처리를 반복한
다.

  예를 들면, 스텝 S182에서, FEC 처리부(135)는 내장하고 있는 타이머를 0ms에 세트한다.

  이와 같이 하여, FEC 처리부(135)는 소정 기간마다 통신망(13)을 통해 서버(12) 앞으로 FEC 피드백 패킷을 송신한다.
그리고, 스텝 S178에서, 타이머의 값과 비교되는 100ms는 도 8에서의 T1, T2, T3, 및 T4에 대응하는 기간의 일례이며,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도 20의 플로 차트를 참조하여, 도 18의 스텝 S174의 처리에 대응하는 수신 완료 FEC 블록(171)에 대한 FEC 블
록 상태 갱신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스텝 S201에서, RTP 처리부(132)는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유지되어 있는 FEC 블록 정보 테이블에, 수신이 완
료된 FEC 블록(171)의 수신 패킷수를 저장(기록)한다.

  스텝 S202에서, FEC 처리부(135)는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유지되어 있는 FEC 블록 정보 테이블을 기초로, 수
신이 완료된 FEC 블록(171)의 수신 패킷수가 오리지널 데이터 패킷수와 동일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202에서, 수신 패킷수가 오리지널 데이터 패킷수와 동일하다고 판정된 경우, RTP 패킷을 복원하는 FEC 패킷의
수는 부족하지도 않고, 과다하지도 않으므로, 스텝 S203으로 진행하고, FEC 처리부(135)는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
에 유지되어 있는 FEC 블록 정보 테이블의 FEC 블록 상태에 적정 상태를 설정하고, 처리는 종료한다.

  스텝 S202에서, 수신 패킷수가 오리지널 데이터 패킷수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204로 진행하고, FEC 처
리부(135)는 수신 패킷수가 오리지널 패킷수보다 많은지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204에서, 수신 패킷수가 오리지널 데이터 패킷수보다 많다고 판정된 경우, RTP 패킷을 복원하는 FEC 패킷의 수
가 과다하므로, 스텝 S205로 진행하고, FEC 처리부(135)는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유지되어 있는 FEC 블록 정보
테이블의 FEC 블록 상태에 과다 상태를 설정하고, 처리는 종료한다.

  스텝 S204에서, 수신 패킷수가 오리지널 데이터 패킷수보다 많다고 판정되지 않은 경우, 스텝 S206으로 진행하고, FEC
처리부(135)는 수신 패킷수가 오리지널 패킷수보다 적은지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206에서, 수신 패킷수가 오리지널 데이터 패킷수보다 적다고 판정된 경우, RTP 패킷을 복원하는 FEC 패킷의 수
가 부족하므로, 스텝 S207로 진행하고, FEC 처리부(135)는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유지되어 있는 FEC 블록 정보
테이블의 FEC 블록 상태에 부족 상태를 설정하고, 처리는 종료한다.

  한편, 스텝 S206에서, 수신 패킷수가 오리지널 데이터 패킷수보다 적다고 판정되지 않은 경우, 스텝 S208로 진행하고,
FEC 처리부(135)는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유지되어 있는 FEC 블록 정보 테이블의 FEC 블록 상태에 적정 상태를
설정하고, 처리는 종료한다.

  이와 같이 하여, FEC 처리부(135)는 FEC 블록(171)의 수신이 완료될 때마다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유지되어
있는 FEC 블록 상태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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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스텝 S206의 판정 처리를 생략하고, FEC 블록 상태를 부족 상태로 설정하도록 해도 된다.

  다음에, 도 21의 플로 차트를 참조하여, 도 18의 스텝 S179의 처리에 대응하는 통지 FEC 블록 상태 설정의 처리에 대하
여 설명한다.

  스텝 S221에서, FEC 처리부(135)는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유지되어 있는 FEC 브로즈크 정보 테이블에 기록되
어 있는 FEC 블록 ID마다의 FEC 상태 중에, 부족 상태인 FEC 블록(171)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221에서, 부족 상태인 FEC 블록(171)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222로 진행하고, FEC 처리부(135)는 통지
FEC 상태 유지부(137)에 유지되어 있는 통지 FEC 상태에 부족 상태를 설정한다. 스텝 S223에서, FEC 블록 정보를 초기
화하고, 처리는 종료한다.

  예를 들면, 스텝 S223에서, FEC 처리부(135)는 FEC 정보 테이블에 기록되어 있는 FEC 블록 정보의 모두를 클리어함으
로써 초기화를 실행한다.

  또, 스텝 S221에서,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유지되어 있는 FEC 블록 정보 테이블에 기록되어 있는 FEC 블록 ID
마다의 FEC 상태 중에, 부족 상태인 FEC 블록(171)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224로 진행하고, FEC 처리부(135)는
FEC 블록 ID마다의 FEC 상태 중에, 과다 상태인 FEC 블록(171)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224에서, 과다 상태인 FEC 블록(171)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225로 진행하고, FEC 처리부(135F)는 통지
FEC 상태 유지부(137)에 유지되어 있는 통지 FEC 상태에 과다 상태를 설정하고, 스텝 S223으로 진행한다.

  스텝 S224에서, 과다 상태인 FEC 블록(171)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226으로 진행하고, FEC 처리부(135)는 통지
FEC 상태 유지부(137)에 유지되어 있는 통지 FEC 상태에 적정 상태를 설정하고, 스텝 S223으로 진행한다.

  즉, FEC 처리부(135)는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유지되어 있는 FEC 블록 정보 테이블에 기록되어 있는 FEC 블록
상태 중에, 하나라도 부족 상태인 FEC 블록(171)이 있는 경우, 통지 FEC 상태를 부족 상태로 설정하고, 모든 FEC 블록
(171)이 적정 상태인 경우, 통지 FEC 상태를 적정 상태로 설정하고, 부족 상태인 FEC 블록(171)이 없고, 과다 상태인
FEC 블록(171)이 있는 경우, 통지 FEC 상태를 과다 상태로 설정한다.

  이와 같이 하여, FEC 처리부(135)는 소정 기간마다, FEC 블록 정보 유지부(136)에 유지되어 있는 FEC 블록 ID마다의
FEC 블록 상태를 기초로, 서버(12)에 통지하는 통지 FEC 상태를 설정한다.

  도 22의 플로 차트를 참조하여, RTT 계측 패킷의 회신 처리를 설명한다. 스텝 S241에서, RTT 계측부(138)는 통신부
(131)가 패킷을 수신한 경우에, 통신부(131)로부터 공급된 패킷을 기초로, RTT 계측 패킷을 수신했는지 여부를 판정하
고, RTT 계측 패킷을 수신하고 있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241로 되돌아가, RTT 계측 패킷이 수신될 때까지, 판정
의 처리를 반복한다.

  스텝 S241에서, RTT 계측 패킷을 수신했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242로 진행하고, RTT 계측부(138)는 즉시 수신한
RTT 계측 패킷의 데이터부와 동일한 데이터부의 RTT 계측 패킷을 생성하고, 생성한 RTT 계측 패킷을 통신부(13l)에 공
급한다. 그리고, RTT 계측부(138)는 통신부(131)에 통신망(13)을 통해 RTT 계측 패킷을 서버(12) 앞으로 즉시 송신시키
고, 스텝 S241로 되돌아가, 전술한 처리를 반복한다.

  이와 같이, 클라이언트(14)는 RTT 계측 패킷을 수신하면, 즉시, 서버(12)에 RTT 계측 패킷을 반송한다.

  이상과 같이, 서버(12)는 클라이언트(14)로부터 송신되어 온 FEC 피드백 패킷을 기초로, 클라이언트(14)에게 송신하는
FEC 패킷의 수를 변경하고, 또한, 통신망(13)이 폭주 상태인 경우, FEC 패킷을 클라이언트(14)에게 송신하고, 통신망(13)
이 폭주 상태가 아닌 경우, FEC 패킷의 클라이언트(14)에의 송신을 억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의 송신을 실행
할 수 있다.

  제1 본 발명에 의하면, 에러 정정 패킷을 생성하도록 했으므로, 에러 정정을 위한 용장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다. 또, 제1
본 발명에 의하면, 통신망이 폭주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하여 에러 정정 패킷을 생성하고, 폭주 상태가 아닌 취지의 판정 결
과로부터 폭주 상태인 취지의 판정 결과로 변화된 경우, 에러 정정 패킷의 수를 변경하도록 생성을 제어하도록 했으므로,
통신망의 상태에 따라, 용장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송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제2 본 발명에 의하면, 에러 정정 패킷을 수신하도록 했으므로, 수신한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할 수 있다. 또, 제2 본 발명
에 의하면, 에러 정정 패킷을 수신하고, 수신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는 데 적정한지 여
부를 판정하도록 했으므로, 송신측에서, 통신망의 상태에 따라, 용장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송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전술한 일련의 처리는 하드웨어에 의해 실행시킬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행시킬 수도 있다. 일련의 처리를 소
프트웨어에 의해 실행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이 전용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 또
는 각종 프로그램을 인스톨함으로써, 각종 기능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한, 예를 들면 범용의 퍼스널 컴퓨터 등에 기록 매체
로부터 인스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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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록 매체는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컴퓨터와는 별도로,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배포되는, 프로그램
이 기록되어 있는 자기 디스크(51)(플렉시블 디스크를 포함함), 광 디스크(52)[CD-R0M(Compact Disc-Read 0nly
Memory), DVD(Digital Versatile Disc)를 포함함], 광자기 디스크(53)[MD(Mini-Disc)(상표)를 포함함], 또는 반도체
메모리(54) 등으로 이루어지는 패키지 미디어에 의해 구성될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미리 내장된 상태로 사용자에게 제공
되는,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R0M(32)이나, 기록부(38)에 포함되는 하드 디스크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전술한 일련의 처리를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라우터, 모뎀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로컬 에리어 네
트워크, 인터넷, 디지털 위성 방송이라고 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통신 매체를 통해 컴퓨터에 인스톨되도록 해도 된다.

  또, 본 명세서에서, 기록 매체에 저장되는 프로그램을 기술하는 스텝은 기재된 순서로 따라 시계열적으로 행해지는 처리
는 물론, 반드시 시계열적으로 처리되지 않아도, 병렬적 또는 개별적으로 실행되는 처리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명세서에서, 시스템이란, 복수개의 장치에 의해 구성되는 장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제1 본 발명에 의하면, 에러 정정을 위한 용장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다. 또, 제1 본 발명에 의하면, 통신망 상태에 따라,
용장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송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제2 본 발명에 의하면, 수신한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할 수 있다. 또, 제2 본 발명에 의하면, 송신측에서, 통신망 상태에 따
라, 용장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송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망을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송신 패킷을 송신하는 송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이 폭주(輻輳)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수단과,

  상기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생성하는 생성 수단과,

  폭주 상태가 아닌 취지의 판정 결과로부터 폭주 상태인 취지의 판정 결과로 변화된 경우, 상기 에러 정정 패킷의 수를 변
경하도록 상기 생성 수단에 있어서의 상기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폭주 상태라고 판정된 경우, 상기 생성 수단에 소정 수의 상기 에러 정정 패킷을 생성시키고, 폭주 상태
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상기 생성 수단의 상기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억제하도록 상기 생성 수단에 있어서의 상기 에
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폭주 상태가 아닌 취지의 판정 결과로부터 폭주 상태인 취지의 판정 결과로 변화된 경우, 직전의 폭주
상태에 있어서의 상기 송신 패킷의 수신 상태를 기초로, 상기 에러 정정 패킷의 수를 변경하도록 상기 생성 수단에 있어서
의 상기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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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어 수단은, 소정 기간에 있어서의 1개 또는 복수개의 상기 송신 패킷으로 이루어지는 에러 정정 단위로서, 소정 기
간에 있어서의 1개 또는 복수개의 에러 정정 단위의 수신 상태를 기초로, 상기 기간에 있어서의 1개 또는 복수개의 상기 에
러 정정 단위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부족한 경우, 상기 에러 정정 패킷의 수를 증가시키도록,
상기 생성 수단에 있어서의 상기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수단은, 제1 시각으로부터 현재 시각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상기 송신 패킷의 상대에의 전송에 요하는 지연
시간에 의존하는 단기 의존 지연 시간과, 상기 제1 시각보다 과거의 제2 시각으로부터 현재 시각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상기 송신 패킷의 상대에의 전송에 요하는 지연 시간에 의존하는 장기 의존 지연 시간을 기초로, 폭주 상태인지 여부를 판
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장치.

청구항 6.

  통신망을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송신 패킷을 송신하는 송신 방법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이 폭주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스텝과,

  상기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생성하는 생성 스텝과,

  폭주 상태가 아닌 취지의 판정 결과로부터 폭주 상태인 취지의 판정 결과로 변화된 경우, 상기 에러 정정 패킷의 수를 변
경하도록 상기 생성 스텝에 있어서의 상기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하는 제어 스텝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방법.

청구항 7.

  통신망을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송신 패킷을 송신하는 송신 처리용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매체로
서,

  상기 프로그램이

  상기 통신망이 폭주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스텝과,

  상기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생성하는 생성 스텝과,

  폭주 상태가 아닌 취지의 판정 결과로부터 폭주 상태인 취지의 판정 결과로 변화된 경우, 상기 에러 정정 패킷의 수를 변
경하도록 상기 생성 스텝에 있어서의 상기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하는 제어 스텝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인 기록 매체.

청구항 8.

  통신망을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송신 패킷을 송신하는 송신 처리를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에 있
어서,

  상기 통신망이 폭주 상태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스텝과,

  상기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생성하는 생성 스텝과,

  폭주 상태가 아닌 취지의 판정 결과로부터 폭주 상태인 취지의 판정 결과로 변화된 경우, 상기 에러 정정 패킷의 수를 변
경하도록 상기 생성 스텝에 있어서의 상기 에러 정정 패킷의 생성을 제어하는 제어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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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9.

  통신망을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송신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 제어 수단과,

  수신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상기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는 데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수단은 수신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상기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는 데 부족한가, 적정한가, 및 과
다한가의 어느 쪽 인가를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수단은 1개 또는 복수개의 상기 송신 패킷으로 이루어지는 에러 정정 단위마다, 수신된 상기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상기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는 데 부족한가, 적정한가, 및 과다한가의 어느 쪽 인가를 판정하고,

  소정 기간에 있어서의 1개 또는 복수개의 상기 에러 정정 단위에 대한 상기 판정 결과를 기초로, 상기 기간에 있어서의 1
개 또는 복수개의 상기 에러 정정 단위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부족하다고 판정된 경우, 상대
에의 통지에 상기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부족하다는 취지를 설정하는 설정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결과에 따른 통지를 저장하는 피드백 패킷을 생성하는 생성 수단과,

  상기 생성 수단에 의해 생성된 상기 피드백 패킷의 상대에의 송신을 제어하는 송신 제어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13.

  통신망을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송신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 방법에 있어서,

  상기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 제어 스텝과,

  상기 수신 제어 스텝에서 수신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상기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는 데 적정한지 여부를 판
정하는 판정 스텝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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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망을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송신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 처리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로서,

  상기 프로그램이

  상기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 제어 스텝과,

  상기 수신 제어 스텝에서 수신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상기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는 데 적정한지 여부를 판
정하는 판정 스텝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인 기록 매체.

청구항 15.

  통신망을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송신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 처리를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에 있
어서,

  상기 송신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정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 제어 스텝과,

  상기 수신 제어 스텝에서 수신된 에러 정정 패킷의 수가 상기 스트리밍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하는 데 적정한지 여부를 판
정하는 판정 스텝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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