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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데이터 전송 장치는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및/또는 패킷의 생성순
서를 포함하는 식별정보가 부가된 데이터패킷을 송신한다. 데이터 수신 장치는 정상적으로 수신된 데이터패킷으로부
터 수신오류가 발생한 데이터패킷의 식별정보 및 패킷번호를 추출하고, 추출된 식별정보 및 패킷번호에 기초하여 재
전송제어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한다. 데이터 전송 장치는 수신된 재전송제어정보 따라 수신오류가 발생한 데이터패킷
을 재전송한다. 이에 따라, 전송되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재전송횟수 또는 재전송 우선순위를 달리함으로써, 데이터
의 특성에 적합한 재전송이 가능하며 데이터의 복원에 영향력이 큰 데이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신할 수 있다.
대표도
도4
색인어
엠펙, 재전송, 식별정보, 우선순위, 실시간전송프로토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도
도
도

1은
2는
3은
4는

RTP패킷의 형태를 도시한 도면,
UDP패킷으로 캡슐화된 복수의 RTCP패킷을 도시한 도면,
종래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재전송 과정을 도시한 도면,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전송 장치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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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
도
도
도

5는
6은
7은
8은
9는

본
본
본
본
본

발명에
발명에
발명에
발명에
발명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전송 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흐름도,
수신 장치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수신 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흐름도,
송수신 시스템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그리고,
송수신 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실시간전송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멀티미디
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에서 송신과정에서 손실되는 패킷에 대한 재전송제어가 가능한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동영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 등과 같이 실시간 전송이 요구되는 데이터는 실시간 응용 데이터 전송을 위한 트랜스포
트 프로코콜인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Real-time Transport Protocol : RTP)로 전송된다. 그러나 RTP는 자원예약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으며, 특히 적시 데이터전송, QoS(Quality of Service) 보장, 뒤바뀐 순서의 전송방지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RTP는 실시간 데이터의 특성에 중점을 두어 제정한 표준이라 할 수 있다. RTP패킷
은 UDP를 이용하여 전달된다.
도 1은 RTP패킷의 형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RTP패킷 헤더는 고정 크기를 가지며 헤더 뒤에 특정
정보 및 데이터가 따른다. RTP패킷 헤더의 각 필드를 간단히 설명하면, V필드는 버젼필드이며, P필드는 32비트 단위
로 패킷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X필드는 헤더의 확장여부를 표시한다. CC필드는 CSRC식별자(contributing sou
rce identifier)의 개수를 가리킨다. M필드는 멀티미디어 정보에 대한 프레임 영역을 나타낸다. 즉 패킷안에서 음성과
영상 정보 등을 구별하는 데 사용된다. PT필드는 RFC 1890에서 정의된 프로파일의 RTP 페이로드의 양식을 지 칭하
고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석된다. 시퀀스번호필드는 RTP패킷의 순서를 나타낸다. timestamp필드는 RTP패킷의
첫번째 옥텟이 샘플링된 시점을 나타낸다. SSRC(Synchronization source)필드는 카메라 또는 마이크 등의 데이터
원천지의 식별자를 의미한다. CSRC필드는 RTP패킷이 중간 시스템에서 혼합된 경우에 그 소스들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자들을 가리킨다.
한편, 제어정보는 실시간전송제어프로토콜(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 : RTCP)로 전송된다. RTCP는
회의 참여간에 분실된 패킷 수, 지터 간격, 앞의 패킷과의 지연시간 등의 QoS 정보를 교환하여 애플리케이션이 적당
한 QoS를 평가하여 적응적 인코딩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RTCP는 많은 참여자들의 스케일을 위해서 패킷 송신율
을 계산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참여자 ID를 지칭하는 최소한의 세션 제어 정보를 전송한다. 또한 데이터의 원천지
식별자가 충돌이 되거나 다시 만들 경우에 변경되어야 하므로 CNAME(Canonial NAME)이라 부르는 영구 트랜스포
트 식별자를 운반한다. RTCP는 제어 패킷을 주기적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RTCP 패킷
들의 유형은 다은과 같다.
SR(sender report) : 송신자들이 자신의 송수신에 대한 통계 정보를알리는 데 사용한다.
RR(receiver report) : 송신자가 아닌 참여자들이 자신의 송수신에 대한 통계 정보를 알리는 데 사용한다.
SDES(Source DEScription) : CNAME을 포함하여 소스 이름을 기술하는 데 사용한다.
BYE(BYE) : RTP 세션을 빠져나올 때 사용한다.
APP(APPlication) : 새로운 응용 또는 새로운 기능을 시험할 때 그 응용에 한정된 기능을 지정하는데 사용한다.
이러한 RTCP 패킷들은 적어도 두개의 패킷(보고 패킷과 소스 기술 패킷)을 포함하는 혼합된 패킷으로 보내진다.
도 2는 사용자데이터그램프로토콜(User Datagram Protocol : UDP) 패킷으로 캡슐레이션된 복수의 RTCP패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복수의 RTCP패킷이 하나의 UDP패킷으로 캡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RTCP패킷은 고
정된 헤더 필드와 패킷형태에 따라 가변의 길이를 갖는 필드가 뒤따른다. UDP패킷(200)에는 SR패킷(210), SDES패
킷(220), 및 BYE패킷(230)이 캡슐화되어 있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RTP패킷은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해 전송된다. 그러나 RTP패킷의 전송과정에서 일부
비트의 유실, 잡음에 의한 데이터의 손상 등으로 인해 수신측에서 패킷의 일부 혹은 전부를 올바르게 수신하지 못하
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RTP패킷은 일반적으로 UDP패킷으로 캡슐화되어 전송되며, UDP는 비보장형 프로
토콜로서 수신측에서의 데이타 수신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다. 또한 수신측에서 전송되는 데이타 패킷이 올바른 순
서대로 수신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러한 UDP 환경에서는 수신측에서 데이타 손실에 대한 보상처리를 해주어야 하고,
패킷의 복제 기능, 패킷의 재정렬 기능을 수신측이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일반적인 전송환경하에서 전송되는 신호는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고, 특정구간에서 발생되는 버스트에 의해 손
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신호에 의한 간섭이 존재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손상 또는 손실은 특히 무선구간에서 더
욱 문제가 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데이터의 수신오류가 발생하게 되며, TCP패킷의 경우 안정적인 데이터의 전송을
보장하지 못하는 프로토콜이므로 TCP패킷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경우에 수신오류가 발생한 데이터의 재전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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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어야 한다.
도 3은 종래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재전송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종래의 데이터 시
스템(30)에서는 수신측(32)에서 데이터 전송요청이 있으면 송신측(34)에서는 패킷을 수신측(32)으로 전송한다. 수신
측(32)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패킷을 파악하여 송신측(34)으로 해당 패킷의 번호(예를 들면, 전송된 패킷의 패킷번호
가 1~30번이라 할 때, 수신오류가 발생한 패킷이 8, 9, 10, 16번 패킷인 경우에 해당 패킷의 번호)를 전송하여 재전
송을 요청한다. 송신측(34)은 수신된 패킷의 번호에 해당하는 패킷을 기설정된 횟수만큼 재전송한다.
이러한 종래의 손실된 패킷의 재전송은 매체와 대역폭에 관점을 둔 재전송이 아닌 모든 데이터에 대해 규격화된 재전
송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재전송의 횟수를 정하고 이 횟수내에서 오류가 발생한 패킷을 재전송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재전송 방법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재전송 요청이 있는 데이터가 모두 데이터의 복원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인트
라영상 및 인터영상으로 구성되는 엠펙방 식으로 코딩된 동영상 데이터에 있어서는 각 영상이 데이터 복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다르다. 또한 동일한 종류의 영상이라 해도 시간관련 시퀀스에 따라 데이터 복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데이터의 특성이 재전송제어에 반영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효율적인 재전송을 위해 데이터의 특성이
반영된 데이터패킷을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데이터의 특성에 기초한 데이터의 재전송제어가 가능한 데이터 수신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전송과정에서 손실된 데이터의 특성에 기초하여 데이터의 재전송을 효
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전송 장치는,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및/또는 패
킷의 생성순서에 따른 식별정보가 부가된 데이터패킷을 생성하는 패킷생성부; 상기 식별정보가 부가된 상기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패킷전송부;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에 대한 재전송제어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부; 및 상
기 재전송제어정보에 따라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을 재전송하는 재전송부;를 갖는다.
상기 패킷생성부는 상기 데이터패킷의 헤더에 상기 식별정보를 부가한다.
상기 데이터는 인트라영상 및 인터영상 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패킷생성부는 상기 인트라영상에 대해
상기 인터영상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상기 식별정보를 부가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횟수를 포함한다. 이
경우, 상기 재전송부는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패킷번호에 해당하는 상기 데이터패킷을 각각에 대해
설정된 상기 재전송횟수에 따라 재전송한다.
이와 달리,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 우선순위를 포함한다.
이 경우, 상기 재전송부는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패킷번호에 해당하는 상기 데이터패킷을 각각에 대
해 설정된 상기 재전송 우선순위에 따라 재전송한다.
상기 데이터패킷은 실시간프로토콜(Real Time Protocol : RTP)에 의해 전송된다.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전송 방법은,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및/또는 패킷의 생성순서에 따른 식별정보가 부가
된 데이터패킷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식별정보가 부가된 상기 데이터패킷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식별정보는 상기 데이터패킷의 헤더에 부가된다.
상기 데이터는 인트라영상 및 인터영상 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생성단계는 상기 인트라영상
에 대해 상기 인터영상보다 우선순위를 갖 는 상기 식별정보를 부가한다.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전송 방법은, 상기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에 대한 재전송제어정보를 수신하는 단
계; 및 상기 재전송제어정보에 따라 전송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을 재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전송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횟수를 포함하며, 상기 재전송단계
는 상기 패킷번호에 해당하는 상기 데이터패킷을 각각에 대해 설정된 상기 재전송횟수만큼 재전송한다.
이와 달리,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전송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 우선순위를 포함하며,
상기 재전송단계는 상기 패킷번호에 해당하는 상기 데이터패킷을 각각에 대해 설정된 상기 재전송 우선순위에 따라
재전송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데이터패킷은 실시간프로토콜(Real Time Protocol : RTP)에 의해 전송된다.
상기의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수신 장치는, 데이터패킷을 수신하고,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에 대한 재전송제어정보를 송신하는 통신부; 및 수신된 상기 데이터패킷으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및/또는 패킷의 생성순서를 포함하는 식별정보 및 패킷번호
를 추출하고, 추출된 상기 식별정보 및 상기 패킷번호에 기초하여 생성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출력하는 재전송제
어부;를 갖는다.
상기 재전송제어부는, 수신된 상기 데이터패킷으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상기 패킷번호를 확인
하는 확인부; 수신된 상기 데이터패킷의 상기 식별정보를 기초로 수신오류가 발생된 상기 데이터패킷의 상기 식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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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추출하는 식별정보추출부; 및 추출된 상기 식별정보 및 상기 패킷번호에 따라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생성하는
재전송제어정보생성부;를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횟수를 포함한다.
이와 달리,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 우선순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실시간제어프로토콜(Real Time Control Protocol : RTCP)에 의해 전송된다.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수신 방법은, 수신된 데이터패킷으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를
확인하는 단계; 수신된 상기 데이터패킷으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
서 및/또는 패킷의 생성순서를 포함하는 식별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추출된 상기 식별정보 및 상기 패킷번호에 기초
하여 재전송제어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생성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횟수를 포함한다.
이와 달리,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 우선순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실시간제어프로토콜(Real Time Control Protocol : RTCP) 패킷으로 전송된
다.
상기의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은,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및/또는 패킷의 생성순서에 따른 식별정보가 부가된 데이터패킷을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부; 및 상기 데이터패킷을 수
신하며, 수신된 상기 데이터패킷으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상기 식별정보 및 패킷번호를 추출
하고, 추출된 상기 식별정보 및 상기 패킷번호에 기초하여 생성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출력하는 데이터 수신부;를
갖는다.
상기 데이터 전송부는,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및/또는 패킷의 생성순서에 따른 식별정보가 부가된 데이터패
킷을 생성하는 패킷생성부; 상기 식별정보가 부가된 상기 데이터패킷을 전송하는 패킷전송부;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
기 데이터패킷에 대한 재전송제어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부; 및 상기 재전송제어정보에 따라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을 재전송하는 재전송부;를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패킷생성부는 상기 데이터패킷의 헤더에 상기 식별정보를 부가한다.
상기 데이터는 인트라영상 및 인터영상 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상기 패킷생성부는 상기 인트라영
상에 대해 상기 인터영상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상기 식별정보를 부가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횟수를 포함한다. 이
경우, 상기 재전송부는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패킷번호에 해당하는 상기 데이터패킷을 각각에 대해
설정된 상기 재전송횟수에 따라 재전송한다.
이와 달리,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 우선순위를 포함한다.
이 경우, 상기 재전송부는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패킷번호에 해당하는 상기 데이터패킷을 각각에 대
해 설정된 상기 재전송 우선순위에 따라 재전송한다.
상기 데이터 수신부는, 데이터패킷을 수신하고,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에 대한 재전송제어정보를 송신
하는 통신부; 및 수신된 상기 데이터패킷으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
서 및/또는 패킷의 생성순서를 포함하는 식별정보 및 패킷번호를 추출하고, 추출된 상기 식별정보 및 상기 패킷번호
에 기초하여 생성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출력하는 재전송제어부;를 갖는다.
상기 재전송제어부는, 수신된 상기 데이터패킷으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상기 패킷번호를 확인
하는 확인부; 수신된 상기 데이터패킷의 상기 식별정보를 기초로 수신오류가 발생된 상기 데이터패킷의 상기 식별정
보를 추출하는 식별정보추출부; 및 추출된 상기 식별정보 및 상기 패킷번호에 따라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생성하는
재전송제어정보생성부;를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횟수를 포함한다.
이와 달리,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 우선순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실시간제어프로토콜(Real Time Control Protocol : RTCP)에 의해 전송된다.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송수신 방법은,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및/또는 패킷의 생성순서에 따른 식별정보가 부
가된 데이터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패킷을 수신하며,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에 대해 상기
식별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상기 식별정보에 따라 생성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에 따라 재전송제어정보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식별정보는 상기 데이터패킷의 헤더에 부가된다.
상기 데이터는 인트라영상 및 인터영상 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상기 생성단계는 상기 인트라영상
에 대해 상기 인터영상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상기 식별정보를 부가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데이터패킷은 실시간프로토콜(Real Time Protocol : RTP)에 의해 전송된다.
상기 제어정보출력단계는, 상기 수신된 데이터패킷으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를 확인
하는 단계; 수신된 상기 데이터패킷으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및
/또는 패킷의 생성순서를 포함하는 식별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추출된 상기 식별정보 및 상기 패킷번호에 기초하여
재전송제어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생성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횟수를 포함한다. 이
경우, 상기 재전송제어정보에 따라 상기 재전송을 요청받은 상기 데이터패킷을 각각에 대해 설정된 상기 재전송횟수
만큼 재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달리,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 우선순위를 포함한다.
이 경우, 상기 재전송제어정보에 따라 상기 재전송을 요청받은 상기 데이터패킷을 각각에 대해 설정된 상기 재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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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에 따라 재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실시간제어프로토콜(Real Time Control Protocol : RTCP) 패킷으로 전송된
다.
이에 따라, 전송되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재전송횟수 또는 재전송 우선순위를 달리함으로써, 데이터의 특성에 적합
한 재전송이 가능하며 데이터의 복원에 영향력이 큰 데이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신할 수 있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각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번호
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전송 장치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전송 장치(40)는, 패킷생성부(42), 송신부(44), 수신부(45), 저장부(46), 및
재전송부(48)를 갖는다.
패킷생성부(42)는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및/또는 패킷의 생성순서에 따라 식별정보가 부가된 데이터패킷을
생성한다. 이 경우, 패킷생성부(42)는 실시간전송프로토콜(Real-time Transport Protocol : RTP) 패킷으로 데이터
패킷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성된 데이터패킷을 패킷생성부(42)의 동작을 데이터가 엠 펙방식으로 코딩된 영
상데이터인 경우를 예로들어 설명한다.
엠펙방식으로 코딩된 영상데이터는 다른 영상을 참조하지 않는 인트라영상과 코딩되는 영상의 이전영상 및/또는 이
후영상을 참조하여 작성되는 인터영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인터영상은 시간순으로 작성된다. 이러한 엠펙영상에서
인트라영상은 그 자체만으로 복원이 가능하므로 랜덤억세스의 기준이 되며 일정간격을 두고 삽입된다. 따라서 엠펙
영상에 있어서, 인트라영상은 인터영상보다 높은 중요도를 가지게 되며, 인터영상의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작성
된 영상이 후순위의 영상보다 높은 중요도를 갖는다.
따라서, 패킷생성부(42)는 데이터의 종류, 즉 인트라영상 또는 인터영상여부를 파악하여 RTP패킷의 헤더에 기록한
다. 데이터의 종류는 헤더내에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필드에 기록되거나 헤더에 별도로 추가된 필드에 기록될 수
있다. 또한, 패킷생성부(42)는 데이터의 순서, 즉 동일한 종류의 영상에 대한 순서를 파악하여 RTP패킷의 헤더에 기
록한다. 한편,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시, 데이터는 전송대역폭, 전송지연시간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하나의
영상을 다수의 패킷으로 분할되어 전송된다. 일반적으로 RTP패킷은 각 패킷의 크기가 256바이트, 512바이트 등이
되도록 작성된다. 따라서 패킷생성부(42)는 RTP패킷의 헤더내의 시퀀스번호필드에 RTP패킷의 생성순서를 기록한
다.
최초의 인트라영상 I 1 이 5개의 RTP패킷으로 작성되어 전송되는 경우를 예를 들면, 패킷생성부(42)는 인트라영상 I
1 에 대해 I1a, I1b, I1c, I1d, I1e 등과 같은 식별정보를 생성한다. I1a, I1b, I1c, I1d, I1e 각각은 인트라영상 I 1 에
대한 5개의 RTP패킷헤더에 부가되는 식별정보이다. 식별정보에서 I는 인트라영상으로부터 생성된 패킷임을 의미하
며, 1은 첫번째 인트라영상임을 의미하고, a~e는 각각 패킷의 생성순서를 의미한다.
패킷생성부(42)는 각각의 인트라영상 및 인터영상에 대해 상술한 식별정보 작성방식에 의해 생성된 식별정보가 부가
된 RTP패킷을 생성한다. 비록 위에서 특정한 식별정보의 형태를 기술했으나, 식별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작성될 수
있다. 즉, 식별정보는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패킷생성순서 등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되면 된다.
한편, RTP패킷이 무선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에는 RTP패킷을 무선링크프로토콜(Radio Link Protocol : RLP)패킷으
로 변환하는 패킷변환부(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음)를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무선구간인 이동국과 기지국
간은 무선링크층(Radio Link Layer : RLL)의 전송단위인 RLP단위로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패킷생성부(42)에서 생성된 RTP패킷은 저장부(46)에 저장된다. 저장부(46)에 저장되어 있는 RTP패킷은 수신
측으로부터 재전송요청이 있는 경우 독출되어 수신측으로의 재전송시 사용된다.
송신부(44)는 RTP패킷을 송신하며, 수신부(45)는 재전송제어정보를 수신한다. 무선통신환경에서는 RLP로 패킷화된
RTP데이터가 송신된다. 재전송제어정보는 실시간전송제어프로토콜(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 : RTC
P)패킷으로 수신된다.
재전송부(48)는 수신된 재전송제어정보에 따라 수신오류가 발생한 RTP패킷을 재전송한다.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
오류가 발생한 RTP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정보를 포함한다. 수신오류는 RTP패킷의 미수신 및 일부 비트가 손실
된 RTP패킷의 수신을 포함한다. 또한, 재전송정보는 재전송횟수, 재전송 우선순위 등과 같이 식별정보에 기초하여
수신측에서 설정한 정보이다. 재전송부(48)는 재전송제어정보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한 RTP패킷의 패킷번호를 파
악한 후 각각의 패킷번호에 대해 설정된 재전송횟수 또는 재전송 우선순위에 따라 재전송을 요청받은 RTP패킷을 재
전송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전송 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흐름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패킷생성부(42)는 데이터로부터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및/또는 패킷의 생성순서를 포함하
는 식별정보를 생성한다(S500). 패킷생성부(42)는 생성된 식별정보는 RTP패킷헤더에 부가하여 RTP패킷을 생성한
다(S510). 생성된 RTP패킷은 송신부(44)를 통해 전송된다(S520).
RTP패킷의 송신후, 수신부(45)를 통해 수신측으로부터 재전송제어정보를 수신하면(S530), 재전송부(48)는 수신된
재전송제어정보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한 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정보를 검출한다(S540). 재전송정보는 재전송
횟수, 재전송 우선순위 등이 될 수 있으며, 재전송부(48)는 재전송정보가 재전송횟수인가를 확인 한다(S550).
재전송정보가 재전송횟수인 경우에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패킷번호에 해당하는 RTP패킷을 각각에 대해 설정된 재전
송횟수에 따라 재전송한다(S560). 이와 달리, 재전송정보가 재전송 우선순위인 경우에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패킷번
호에 해당하는 RTP패킷을 각각에 대해 설정된 재전송 우선순위에 따라 재전송한다(S570).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수신 장치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5-

등록특허 10-0460970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수신 장치(60)는, 통신부(62), 재전송제어부(64) 및 패킷복원부(68)을 갖는
다.
통신부(62)는 RTP패킷을 수신하고 제전송제어정보를 송신한다. 복원부(68)는 RTP패킷이 오류없이 수신되거나 재
전송을 수신오류가 발생한 패킷을 재전송받으면, RTP패킷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여 엠펙데이터로 복원한다.
재전송제어부(64)는 정상적으로 수신된 RTP패킷으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한 RTP패킷에 대한 식별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식별정보에 따라 재전송제어정보를 생성한다.
재전송제어부(64)는 확인부(65), 식별정보추출부(66) 및 재전송제어정보생성부(67)를 갖는다.
확인부(65)는 RTP패킷의 수신오류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수신오류는 RTP패킷의 미수신 및 일부 비트가 손실된 RT
P패킷의 수신을 포함한다. 확인부(65)는 수신된 각각의 RTP패킷의 헤더에 기록되어 있는 패킷생성순서를 나타내는
시퀀스번호를 이용하여 수신오류가 발생한 패킷의 패킷번호를 파악한다. 이와 달리, 확인부(65)는 정상적으로 수신된
RTP패킷의 헤더에 기록되어 있는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수신오류가 발생한 패킷의 패킷번호를 파악할 수도 있다.
식별정보추출부(66)는 정상적으로 수신된 RTP패킷의 헤더에 기록되어 있는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수신오류가 발생
한 RTP패킷의 식별정보를 추출한다. 식별정보는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데이터 전송 장치(40)에서 데이
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및/또는 패킷의 생성순서에 기초하여 생성된 정보이다.
재전송제어정보생성부(67)는 추출된 식별정보에 따라 수신오류가 발생한 RTP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정보를 포
함하는 재전송제어정보를 생성한다. 재전송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RTP패킷의 중요도를 의미하는 식별정보에 따
라 설정되는 재전송횟수 및/또는 재전송 우선순위를 포함한다. 생성된 재전송제어정보는 통신부(62)를 통해 데이터
전송 장치(40)로 전송된다.
조 6을 참조하여 설명한 데이터 수신 장치(60)는 정상적으로 수신된 RTP패킷의 헤더에 기록되어 있는 식별정보만을
이용하여 수신오류가 발생한 RTP패킷의 패킷번호 및 식별정보를 추출하는 경우에는 확인부(65)와 식별정보추출부(
66)가 수행하는 기능을 하나의 구성요소가 수행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수신 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흐름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통신부(62)를 통해 RTP패킷이 수신되면 확인부(65)는 정상적으로 수신된 RTP패킷의 헤더에 기록
되어 있는 식별정보를 기초로 수신오류가 발 생한 패킷의 패킷번호를 확인한다(S700). 상술한 바와 같이 확인부(65)
는 RTP패킷헤더의 시퀀스번호 필드에 기록되어 있는 패킷생성순서에 의해 수신오류가 발생한 패킷의 패킷번호를 확
인할 수도 있다.
만약, 수신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식별정보추출부(66)는 정상적으로 수신된 RTP패킷의 헤더에 기록되어
있는 식별정보를 기초로 수신오류가 발생한 RTP패킷에 대한 식별정보를 추출한다(S810). 재전송제어정보생성부(67
)는 추출된 식별정보에 따라 수신오류가 발생한 RTP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정보를 포함하는 재전송제어정보를
생성한다(S820). 재전송정보는 식별정보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 재전송횟수 및/또는 재전송 우선순위를 포함한다. 생
성된 재전송제어정보는 통신부(62)를 통해 데이터 전송 장치(40)로 전송된다(S730).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며,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송수신 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흐름도이다.
도 8 및 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80)은, 데이터 전송부(40) 및 데이터 수신부(60)를
갖는다.
데이터 전송부(40)는 데이터에 대한 식별정보를 가지는 RTP패킷을 전송한다(S900). 데이터 수신부(60)는 RTP패킷
을 수신하며, RTP패킷에 대한 수신오류여부를 확인하여, 수신된 RTP패킷으로부터 추출된 식별정보에 따라 재전송
제어정보를 출력한다(S910). 한편, 데이터 전송부(40)는 데이터 수신부(60)로부터 재전송제어정보를 수신하면 수신
된 재전송제어정보에 따라 수신오류가 발생한 RTP패킷을 재전송한다(S920).
데이터 전송부(40) 및 데이터 수신부(60)의 구성 및 동작은 도 4 및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 데이터 전송 장치(40) 및
데이터 수신 장치(40)와 동일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S910단계 내지 S930단계는 도 5 및 도 7을 참조
하여 설명한 데이터 전송 방법 및 데이터 수신 방법과 동일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상술한 실시예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유선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발생하는 재전송을 중심으로 설명하였
으나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전송 방법 및 데이터 수신 방법은 무선통신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
서 재전송의 제어는 재전송횟수 및 재전송우선순위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인트라영상에
속하는 패킷에 대해서는 재전송횟수를 3회까지 허용하는 반면, 인터영상에 속하는 패킷에 대해서는 재전송횟수를 2
회까지만 허용하는 등, 데이터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재전송횟수를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나아가, 종단과 종단 딜레
이(송신측과 수신측의 패킷전달시간)가 길어 재전송의 횟수가 지연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인트라영상에 속
하는 패킷의 재전송요청을 받으면 연속해서 중복된 패킷을 2회, 3회 등과 같이 연속하여 재전송해주어 패킷손실확률
을 줄여 주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에 따르면, 전송되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재전송횟수 또는 재전송 우
선순위를 달리함으로써, 데이터의 특성에 적합한 재전송이 가능하며 데이터의 복원에 영향력이 큰 데이터를 보다 안
정적으로 수신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은 RTP패킷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경우에 응용프로그램인 상위계층에서 데
이터의 복원시 효과적인 디코딩이 가능하도록 영상을 스트리밍해 줄 수 있다.
이상에서 대표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는 상술한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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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
위 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및/또는 패킷의 생성순서에 따른 식별정보가 부가된 데이터패킷을 생성하는 패킷생성
부;
상기 식별정보가 부가된 상기 데이터패킷을 전송하는 패킷전송부;
수신오류가 발생된 상기 데이터패킷에 대한 재전송제어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부; 및
상기 재전송제어정보에 따라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을 재전송하는 재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생성부는 상기 데이터패킷의 헤더에 상기 식별정보를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인트라영상 및 인터영상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생성부는 상기 인트라영상에 대해 상기 인터영상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상기 식별정보를 부가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횟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터 전송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부는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패킷번호에 해당하는 상기 데이터패킷을 각각에 대해 설정
된 상기 재전송횟수에 따라 재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터 전송 장치.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부는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패킷번호에 해당하는 상기 데이터패킷을 각각에 대해 설정
된 상기 재전송 우선순위에 따라 재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패킷은 실시간프로토콜(Real-time Transport Protocol : RTP)에 의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
이터 전송 장치.

청구항 10.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및/또는 패킷의 생성순서에 따른 식별정보가 부가된 데이터 패킷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식별정보가 부가된 상기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정보는 상기 데이터패킷의 헤더에 부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인트라영상 및 인터영상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단계는 상기 인트라영상에 대해 상기 인터영상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상기 식별정보를 부가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4.
제 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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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에 대한 재전송제어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재전송제어정보에 따라 전송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을 재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전송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횟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단계는 상기 패킷번호에 해당하는 상기 데이터패킷을 각각에 대해 설정된 상기 재전송횟수만큼 재전송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7.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전송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단계는 상기 패킷번호에 해당하는 상기 데이터패킷을 각각에 대해 설정된 상기 재전송 우선순위에 따라
재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9.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패킷은 실시간프로토콜(Real-time Transport Protocol : RTP)에 의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
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20.
데이터패킷을 수신하고, 수신오류가 발생된 상기 데이터패킷에 대한 재전송제어정보를 송신하는 통신부; 및
수신된 상기 데이터패킷으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된 상기 데이터패킷의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및/또는 패킷
의 생성순서를 포함하는 식별정보 및 패킷번호를 추출하고, 추출된 상기 패킷번호 및 상기 식별정보에 따라 생성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출력하는 재전송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수신 장치.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부는,
수신된 상기 데이터패킷으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상기 패킷번호를 확인하는 확인부;
수신된 상기 데이터패킷의 상기 식별정보를 기초로 수신오류가 발생된 상기 데이터패킷의 상기 식별정보를 추출하는
식별정보추출부; 및
추출된 상기 패킷번호 및 상기 식별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생성하는 재전송제어정보생성부;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수신 장치.

청구항 22.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횟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터 수신 장치.

청구항 23.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터 수신 장치.

청구항 24.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실시간제어프로토콜(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 : RTCP)에 의해 전송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수신 장치.

청구항 25.
수신된 데이터패킷으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를 확인하는 단계;
수신된 상기 데이터패킷으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된 상기 데이터패킷의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및/또는 패킷
의 생성순서를 포함하는 식별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추출된 상기 식별정보 및 상기 패킷번호에 기초하여 재전송제어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생성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수신 방법.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횟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터 수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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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7.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터 수신 방법.

청구항 28.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실시간제어프로토콜(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 : RTCP) 패킷으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수신 방법.

청구항 29.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및/또는 패킷의 생성순서에 따른 식별정보가 부가된 데이터패킷을 전송하는 데이터 전
송부; 및
상기 데이터패킷을 수신하며, 수신된 상기 데이터패킷으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된 상기 데이터패킷의 상기 식별정보
및 패킷번호를 추출하고, 추출된 상기 식별정보 및 패킷번호에 기초하여 생성된 재전송제어정보를 출력하는 데이터
수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부는,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및/또는 패킷의 생성순서에 따른 식별정보가 부가된 데이터패킷을 생성하는 패킷생성
부;
상기 식별정보가 부가된 상기 데이터패킷을 전송하는 패킷전송부;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에 대한 재전송제어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부; 및
상기 재전송제어정보에 따라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을 재전송하는 재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생성부는 상기 데이터패킷의 헤더에 상기 식별정보를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32.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인트라영상 및 인터영상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생성부는 상기 인트라영상에 대해 상기 인터영상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상기 식별정보를 부가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34.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횟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35.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부는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패킷번호에 해당하는 상기 데이터패킷을 각각에 대해 설정
된 상기 재전송횟수에 따라 재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36.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37.
제 36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부는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패킷번호에 해당하는 상기 데이터패킷을 각각에 대해 설정
된 상기 재전송 우선순위에 따라 재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38.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수신부는,
데이터패킷을 수신하고,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에 대한 재전송제어정보를 송신하는 통신부; 및
수신된 상기 데이터패킷으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및/또는 패킷
의 생성순서를 포함하는 식별정보 및 패킷번호를 추출하고, 추출된 상기 식별정보 및 상기 패킷번호에 기초하여 생성
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출력하는 재전송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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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재전송제어부는,
수신된 상기 데이터패킷으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상기 패킷번호를 확인하는 확인부;
수신된 상기 데이터패킷의 상기 식별정보를 기초로 수신오류가 발생된 상기 데이터패킷의 상기 식별정보를 추출하는
식별정보추출부; 및
추출된 상기 식별정보 및 상기 패킷번호에 기초하여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생성하는 재전송제어정보생성부;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40.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횟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41.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42.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실시간제어프로토콜(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 : RTCP)에 의해 전송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43.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및/또는 패킷의 생성순서에 따른 식별정보가 부가된 데이터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패킷을 수신하며, 수신된 상기 데이터패킷으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된 상기 데이터패킷에 대해 상기 식
별정보 및 패킷번호를 추출하고, 추출된 상기 식별정보 및 상기 패킷번호에 기초하여 생성된 재전송제어정보를 출력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방법.

청구항 44.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정보는 상기 데이터패킷의 헤더에 부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방법.

청구항 45.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인트라영상 및 인터영상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방법.

청구항 46.
제 45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단계는 상기 인트라영상에 대해 상기 인터영상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상기 식별정보를 부가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방법.

청구항 47.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패킷은 실시간프로토콜(Real-time Transport Protocol : RTP)에 의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
이터 송수신 방법.

청구항 48.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정보출력단계는,
상기 수신된 데이터패킷으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를 확인하는 단계;
수신된 상기 데이터패킷으로부터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순서 및/또는 패킷
의 생성순서를 포함하는 상기 식별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추출된 상기 식별정보 및 상기 패킷번호에 기초하여 재전송제어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생성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수신 방법.

청구항 49.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횟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터 송수신 방법.

청구항 50.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에 따라 상기 재전송을 요청받은 상기 데이터패킷을 각각에 대해 설정된 상기 재전송횟수만큼
재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방법.

청구항 51.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수신오류가 발생한 상기 데이터패킷의 패킷번호 및 재전송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방법.

청구항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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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에 따라 상기 재전송을 요청받은 상기 데이터패킷을 각 각에 대해 설정된 상기 재전송 우선순위
에 따라 재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방법.

청구항 53.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제어정보는 실시간제어프로토콜(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 : RTCP) 패킷으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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