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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정 지연 네트워크, 공통 타임 계산을 갖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 및 공통 타임 계산을 갖지 않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는 이종 네트워크상에서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실시간 통신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이종 네트워크내에 아
무 공통 타임 계산도 존재하지 않는 임의의 가변 지연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면, 공통 타임 계산이 각각의 네트워크내에
서 달성된다. 그다음, 일정 지연 네트워크가 각각의 가변 지연 네트워크내에 나타난 특정 공통 타임 계산을 사용하여 각
각의 가변 지연 네트워크에 대하여 에뮬레이팅된다.
    

대표도
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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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라 실시간 멀티미디어 통신을 지원하는 일정 지연 네트워크의 개략도,

도 2는 본 발명에 대한 적합한 동작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예시도,

도 3은 일정 지연 네트워크, 공통 네트워크 타임 베이스를 갖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 및 공통 네트워크 타임 베이스가 
없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이종 네트워크상의 멀티미디어 통신의 개략도,

도 4는 이종 네트워크상의 멀티미디어 패킷의 일정 지연 통신을 실행하는 방법의 순서도,

도 5는 공통 네트워크 타임 베이스를 갖지 않은 가변 지연 네트워크가 공통 네트워크 타임 베이스를 구비한 도 3의 이
종 네트워크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다양한 지연 네트워크가 공통 네트워크 타임 베이스를 사용하는 일정 지연 네크워크를 에뮬레이팅하는 도 5의 
이종 네트워크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가변 지연 인터페이스가 PCI 인터페이스일 때와 같이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및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 상에 비
전용 가변 지연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및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 사이에 가변 지연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변 지연 네
트워크내에 일정 지연 네트워크를 에뮬레이팅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9은 공통 타임 베이스가 달성되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를 도시한 도면, 및

도 10은 종래 공통 네트워크 타임 베이스를 갖추지 않은 가변 지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일정 지연 네트워크를 에뮬레
이팅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트워크 통신 분야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이종 네트워크 상에서의 멀티미디어 정보의 
실시간 통신에 관한 것이다.

멀티미디어 정보는 인간의 오감중 하나 이상에 의해, 주로 시각 및 청각에 의해 효율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한다. 예를 들어, 비디오 정보는 시각 및 청각에 의해 해석된다. 오디오 정보는 청각에 의해 해석된다. Braille 디스플레
이와 같은 특정 유저 인터페이스는 촉각에 의해 해석되는 정보를 나타낸다. 그러나, 적절한 유저 인터페이스의 향상으
로, 멀티미디어 정보는 또한 미각 및 후각 정보 역시 포함할 수 있다.

종종 멀티미디어 정보는 시간에 민감하고 동일한 속도로 전송되어 정보가 특정 최소 지터 오차내에 있어야 한다. 이러
한 멀티미디어 표시의 타입은 종종 " 실시간" 으로 여기에서 언급될 것이다.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효율적인 실시간 전
송을 위해, 멀티미디어 소스 및 멀티미디어 싱크 사이의 네트워크는 추상화(abstract)되어 네트워크가 전체가 일정 지
연 네트워크로서 기능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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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종래 네트워크(100)를 도시한다. 멀티미디어 소스(101)는 일정 지
연 네트워크(103)상에서 멀티미디어 패킷(104)을 멀티미디어 싱크(102)로 전송한다. 물론, 임의의 네트워크에 의해 
유도된 작지만, 항상 약간의 지연의 변화가 존재한다. 그러나, " 일정 지연"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 의해 유도된 지연 
변화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실시간 표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지터 오차 아래에 있는 네트워크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정 지연 네트워크(103)는 상이한 스탠더드를 따르는 다수의 상이한 네트워크 타입을 포함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간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의 구성 네트워크는 전체적으로 일정한 지연 
네트워크로의 네트워크의 추상화를 지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융합된 일정 지연 네트워크로의 이러한 종류의 추상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일정 지연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도 1의 일정 지연 네트워크(103)는 구성 일정 지연 네트
워크(105)를 포함한다. 일정 지연 네트워크는 특정 수신율로 네트워크상의 한 지점으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신
하여 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네트워크상의 또 다른 지점으로 동일한 속도로 전송하여 상대적으로 일정한 지연이 존재
하도록 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공통 타임 개념(notion)을 갖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를 걸쳐 공통 타임 개념을 지원한다면 일정 지연 네트워크를 에뮬레이팅하는 것은 상기 가변 지연 
네트워크에서조차 가능하다. 예를 들어, IEEE 1394 시리얼 버스는 처음부터 일정 지연 네트워크는 아니다. 그러나, I
EEE 1394 시리얼 버스는 공통 타임 개념을 지원한다. IEC 61883-x 스탠더드는 IEEE 1394 시리얼 버스내에 나타난 
공통 타임 개념을 사용하여 IEEE 1394 시리얼 버스가 일정 지연 네트워크를 에뮬레이팅하여 MPEG-2 스탠더드에서 
요구되는 지터 오차내에 있도록 한다.
    

도 1에서, 일정 지연 네트워크(103)는 또한 가변 지연 네트워크(106)를 포함할 수 있다. 일련의 하나 이상의 연속된 
가변 지연 네트워크가 멀티미디어 소스(101) 및 멀티미디어 싱크(104) 사이에 있다면, 그리고 가변 지연 네트워크의 
스트링이 공통 타임 개념 또는 계산(reckon)을 공유한다면, 상기 일련의 가변 지연 네트워크는 일정 지연 네트워크를 
에뮬레이팅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 방법은 공통 타임 개념을 갖는 일정 지연 네트워크 및 가변 지연 네트워크 모두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상에
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종래 스탠더드하에서 융합된 일정 지연 네트워크내
에 구성 네트워크인 것과 호환될 수 없는 제3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이 제3의 네트워크는 공통 타임 개념을 갖지 않
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이다.

    
종래 기술에서, 트래버싱되어야 하는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가 공통 타임 개념을 갖지 않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라면 멀
티미디어 데이터의 실시간 통신은 가능하지 않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를 걸쳐 아무 공통 타임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 하
나 이상의 가변 지연 네트워크를 이러한 이종 네트워크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종 네트워크상에서 실시간으로 이은 
데가 없이 멀티미디어를 통신하는 종래의 하부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하부 구조를 달성하면 멀티미디어 소스 
및 멀티미디어 싱크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이종 성질에 상관없이 멀티미디어 콘텐트에 더 잘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일정 지연 네트워크, 공통 타임 계산을 갖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 및 공통 타임 계산을 갖지 않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는 이종 네트워크상에서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실시간 통신에까지 확장된다. 현재, 멀티미디
어 데이터의 실시간 통신은 특정 네트워크상에서 두 지점간에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공통 타임 계산을 갖지 않는 가
변 지연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이종 네트워크상에서 실시간으로 그러한 데이터를 통신하는 종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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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타임 계산이 없는 이종 네트워크내에 임의의 가변 지연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면, 공통 타임 계산은 이러한 네트워
크 각각에서 달성된다. 그다음, 가변 지연 네트워크는 각각이 가변 지연 네트워크내에 나타난 특정 공통 타임 계산을 사
용하여 하나 이상의 일정 지연 네트워크로서 에뮬레이팅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원리는 이종 네트워크상에서의 멀티미
디어 정보의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개인의 위치에 관계없이 더 융통성 있게 실시간
으로 멀티미디어에 액세스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서, 가변 지연 인터페이스상에서 링크층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인터페이스하는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을 전송기가 포함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정 지연 네트워크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상에서 에뮬레이팅된다. 전송기 
애플리케이션은 가변 지연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될 멀티미디어 패킷을 제공한다. 또한, 이 전송기 애플리케이션은 전송
기 애플리케이션의 계산에 따라 타임을 나타내는 타임 스탬프를 멀티미디어 패킷에 제공한다. 전송기 링크층 디바이스
가 멀티미디어 패킷을 수신할 때, 이 전송기 링크층 디바이스는 네트워크 타임 베이스에 따르고,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에 의해 제공된 타임 스탬프에 기초한 새로운 타임 스탬프를 계산한다. 이 수신기 링크층 컨트롤러는 그다음 새로운 타
임 스탬프를 사용하여 패킷내의 상응하는 정보의 전송 타임을 계산해낸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은 본래 타임 베이스를 갖지 않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상에서 통신할 수 있게 한다. 대신에 전송
기 애플리케이션은 네트어크상의 디바이스를 동기화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상의 다양한 수신기 디바이스에 현재 타임을 
주기적으로 전송한다. 그다음, 전송기는 동기화된 타임을 따르는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여 멀티미디어 패킷내의 정보가 
적합한 타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추가 특징 및 장점은 다음의 설명에 제시되어 있고, 일부분은 이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고, 또는 본 발
명을 실행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특징 및 장점은 특별히 첨부된 청구항에서 지적된 기구 및 조합에 의하
여 실현되고 얻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여러 장점들은 다음의 설명 및 첨부된 청구항으로부터 더 완벽하게 명백해질 것
이고, 또는 이후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을 실행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일정 지연 네트워크, 공통 타임 계산을 갖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 및 공통 타임 계산을 갖지 않는 가변 지연 
네트워트를 포함할 수 있는 이종 네트워크상의 멀티미디어의 실시간 통신까지 확장한다. 아무 공통 타임 계산이 존재하
지 않는 임의의 가변 지연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면, 공통 타임 계산은 상기 네트워크의 각각에서 달성된다. 그다음, 공통 
타임 계산은 하나 이상의 일정 지연 네트워크 처럼 가변 지연 네트워크를 에뮬레이팅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아래에 상세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다양한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전용 또는 범
용 프로세싱 디바이스 또는 컴퓨터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실시예는 네트워크된 환경에서 링크된 복수의 컴퓨터를 추가
로 포함할 수 있다. 종래 텔레비전의 능력을 개선시킨 셋톱 박스는 전용 컴퓨터의 예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범위내의 실시예는 또한 저장된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 또는 데이터 구조를 수행하거나 갖는 컴퓨터 판독가
능 매체를 포함한다. 그러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범용 또는 전용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입수가능
한 매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RAM,ROM,EEPROM,CD-ROM과 같은 물리적 기억 매
체 또는 다른 광디스크 기억장치, 자기 디스크 기억장치 또는 다른 자기 기억 장치, 또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 또는 
구조의 형태로 소망의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수행하거나 기억하도록 사용될 수 있고 범용 또는 전용 컴퓨터에 의해 액
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매체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네트워크 또는 다른 통신 커넥션(배선, 무선 또는 배선 또는 무선의 조합중 어느 하나)을 통해 컴퓨터에 전송되
거나 제공될 때, 이 컴퓨터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서 이 커넥션을 정확하게 감시한다. 따라서, 또한 이러한 커넥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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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서 불린다. 상기 조합은 또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의 범위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컴퓨
터 실행가능한 명령은 예를 들어, 범용 컴퓨터, 전용 컴퓨터, 또는 전용 프로세싱 디바이스가 특정 기능 또는 특정 그룹
의 기능을 실행하도록 하는 명령 및 데이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셋톱 박스 또는 다른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에 대해서 일반
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특정 태스크를 실행하거나 특정 추상 데이터 타입을 실현하는 루
틴, 프로그램, 오브젝트, 컴포넌트, 데이터 구조등을 포함한다. 특정 데이터 구조 또는 프로그램 모듈에서 실현된 명령
의 시퀀스는 여기에 설명된 기능 또는 단계를 실현하는 상응하는 동작의 예를 나타낸다.

    
도 2 및 이에 상응하는 설명은 본 발명이 실현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설명에서, 
프로그래밍을 디스플레이 및/또는 기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홈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 및 청
구항에 있어서, " 홈 엔터테인먼트" 는 여기에 설명된 데이터 처리 동작 및 단계를 실행하는 처리 장치에 연결된 텔레비
전 스크린과 같은 디스플레이 유닛일 수 있거나 하나가 여기에 개시된 데이터 처리를 실행하는 처리 장치를 갖는 임의
의 수의 상호연결된 가전 제품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가전 제품의 예는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VCR" ), 비디오 게임 시스템, 스테레오 시스템,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는 텔레비전 또는 모니터, 케이블 텔레비전 박스, 디지털 위성 시스템 수신기(" DSS" ), 디지털 비디오 방송 시스템
(" DVB" ),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 시스템(" DVD" ), 컴팩트 디스크 읽기 전용 메모리 시스템(" CD-ROM" ), 인터넷 
터미널로서 기능을 하는 셋톱 박스, 및 여기에 상술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더욱
이, "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용어는 시청자의 홈, 사무실, 공공의 장소, 또는 임의의 다른 위치에 위치되어 있든지 상
관 없이 텔레비전 시청 또는 음악 청취 환경을 폭넓게 설명하는 용어로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명세서 및 청구항
에 있어서, " 프로그래밍" 용어는 동영상 데이터 시청가능한 부분 및 시청불가능한 부분 모두 및/또는 그와 관련된 사운
드 데이터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종래 텔레비전 스크린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 유닛을 사용하고 이메일
의 작성, 전송 및 수신하는 단계, 월드와이드 웹(" Web" )을 브라우징하는 단계, 인터넷의 다른 세그먼트에 액세스하는 
단계 및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동작을 실행하기 위해 적용된 유사한 인터넷 터미널 또는 Web     셋
톱 박스를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실현된다. 인터넷 터미널은 인터넷 또는 다른 광역망에 연결하기 위해 스탠더드 전화선, 
종합 정보 통신망(ISDN) 라인, 케이블 텔레비전 서비스와 관련된 케이블 라인등을 사용할 수 있다.

    
도 2는 관리 시스템(212), 디스플레이 디바이스(214) 및 오디어 시스템(216)을 포함하는 홈 엔터테인먼트(21)를 도
시한다. 관리 시스템(212)은 여기에 설명된 동작을 실행하기 위해 적용된 인터넷 터미널 또는 셋톱 박스일 수 있다. 관
리 시스템(212)은 고해상도의 텔레비전 디스플레이, 스탠더드 텔레비전 디스플레이, 평면 디스플레이, 프로젯션 디바
이스, 다이렉트 신경 자극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컴퓨터 모니터, 또는 시청가능한 비디오 이미지 데이터를 디스플레
이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디바이스일 수 있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214)와 일체식으로 위치되거나 개별적으로 위치될 
수 있다. 오디오 시스템(216)은 스피커, 스테레오 시스템, 또는 사운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임의의 디바이스일 수 있
고, 유사하게 디스플레이 디바이스(214)와 일체식으로 위치되거나 개별적으로 위치될 수 있다.
    

관리 시스템(212)은 신호 소스(220)로부터 프로그래밍을 수신하는 신호 입력부(218)를 포함한다. 프로그래밍은 케
이블 또는 광학 커넥션, 지상 안테나 시스템, 위성 시스템 또는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212)에 프로그래밍을 전송할 
수 있는 임의의 디바이스 또는 시스템일 수 있는 프로그래밍 입력 라인(222)을 통해 신호 소스(220)로부터 신호 입력
부(218)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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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소스(220)는 단일 채널 신호 소스 또는 다중 채널 신호 소스일 수 있다. 단일 채널 신호 소스는 비디오 카세트, 컴
팩트 디스크등과 같은 기록된 매체로부터 프로그래밍을 제공한다. 단일 채널 신호 소스의 예는 VCR,DVD등을 포함한
다. 대안으로, 다중 채널 신호 소스는 위성 수신기, 케이블 또는 광학 커넥션, 지상 안테나 또는 그와 유사한 것에 의해 
수신될 수 있는 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임의의 시스템 또는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다중 채널 신호 소스의 예는 DSS/D
VB, 케이블 박스, 지역 방송 프로그래밍(즉, UHF,VHF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방송)등을 포함한다.
    

도 2는 단일 프로그래밍 입력 라인(222) 및 단일 신호 소스(220)를 가지는 것으로 홈 엔터테인먼트(21)를 도시하였
지만, 복수의 신호 소스로부터 프로그래밍을 전송하는 복수의 프로그램 입력 라인일 수 있다. 그러한 실시예에서, 홈 엔
터테인먼트 시스템은 한 번에 복수의 신호 소스로부터 프로그래밍을 수신하거나 하나의 신호 소스로부터 프로그래밍을 
수신할 수 있다.

    
관리 시스템(212)은 또한 리모트 제어, 외부 전용 또는 범용 처리 장치 또는 컴퓨터, 키보드, 마이크로폰, 마우스, 또는 
관리 시스템(212)을 위하여 전자 명령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임의의 다른 디바이스와 같은 입력 디바이스(226)로부터 
입력을 수신하는 유저 입력 인터페이스(224)를 포함한다. 입력 디바이스(226)는 입력 링크(228)상에서 관리 시스템
(212)에 통신 연결되어 그러한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입력 디바이스(226)는 프로그램된 데이터에 응답하여 또는 입
력 디바이스상의 시청자 누름 버튼에 응답하여 입력 링크(228)상에 전자 명령을 발생시킨다. 입력 디바이스(226)는 
또한 관리 시스템(212)가 여기에 설명된 동작을 실행하기 위해 적용된 인터넷 터미널 또는 셋톱 박스일 때와 같이 관
리 시스템(212)내에 웹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제어할 수 있다. 예르 들어, 입력 디바이스(226)는 홈 엔터테인먼트 시
스템(210)을 턴 온하여 관리 시스템(212)을 채널에 맞추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도 2는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기억 매체에 저장할 수 있는 신호 레코더(230)를 
도시한다. 비디오 신호는 예로서, 무선 주파수(" RF" ) 링크, S-비디오 링크, 컴포짓 링크, 또는 비디오 이미지 링크의 
임의의 다른 동등물을 포함하는 비디오 이미지 링크(232a,232b)에 의해 각각 디스플레이(214) 및/또는 신호 레코더
(230)에 전송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디오 링크(234a,234b)는 오디오 신호를 관리 시스템(212)으로부터 오디오 
시스템(216) 및/또는 신호 레코더(230)에 전송한다.
    

    
관리 시스템(212)의 동작은 처리 장치(236)으로 도시된 중앙 처리 장치(" CPU" )에 의해 제어되는데, 이 장치는 시
스템 버스(240)를 통해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ASIC" ; 238)에 연결되고 소프트웨어 및/또는 하드와이어드 로직 회
로내에 실현된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을 사용한다. 또한, 처리 장치(236) 및 ASIC(238)는 시스템 버스(240)을 통해 
시스템 메모리(242), 대용량 기억 인터페이스(244), 사용자 인터페이스(224) 및 신호 입력부(218)를 포함하는 다양
한 다른 시스템 구성요소에 연결된다. 처리 장치(236)는 본 발명의 특징을 포함하는 관리 시스템(212)의 특징을 실현
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다.
    

    
ASIC(238)는 관리 시스템(212)의 특정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회로를 포함한다. 처리 장치(236)의 동작에 
그리고 ASIC(238)의 동작에 필요한 명령, 데이터 및 다른 프로그램 모듈은 판독 전용 메모리(" ROM" ; 246) 및 랜덤 
액세스 메모리(" RAM" ; 248)를 포함하는 대용량 기억 장치(250) 및/또는 시스템 메모리(242)내에 저장될 수 있다. 
시스템 메모리(242)는 시스템 버스(240)에 연결되고 대용량 기억 장치(250)는 대용량 기억장치 인터페이스(244)에 
연결되고, 이 대용량 기억장치 인터페이스는 또한 차례로 시스템 버스(240)에 연결된다. 따라서, ROM(246),EAM(2
48) 및 대용량 기억 장치(250)는 ASIC(238)에 통신 연결되어 ASIC(238)에 의해 판독가능하고 데이터가 ASIC(23
8)로부터 RAM(248)로 그리고 대용량 기억 장치(250)로 기록될 수 있다. 대용량 기억 장치(250)는 자기 하드디스크
(252)일 수 있지만, 또한 상술된 임의의 다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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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방송 타임 및 채널을 특정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254), 다른 프로그램 모듈(256), 및 전자 프로그래
밍 가이드(" EPG" ; 258)를 포함하는 임의의 필요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또는 데이터는 대용량 기억장치(250)내에 
저장될 수 있다.

대용량 기억장치(250)는 또한 레코드 비디오 데이터(253)에 사용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관리 시스템(212)은 디
지털 비디오 레코드 기능을 실행한다. 디지털 비디오 데이터는 신호 소스(220), 리모트 컴퓨터(260), 비디오 게임(2
68), 입력 디바이스(226) 및 인터넷을 포함하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210)에 의해 수신될 수 
있다.

    
EPG 데이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EPG 데이터는 서버와 같은 리모트 컴퓨터(260)에 의해, 또
는 인터넷상의 디바이스로부터 관리 시스템(212)에 공급될 수 있고 대용량 기억장치(250)상에 저장될 수 있다. EPG 
데이터는 관리 시스템(212)에서 프로그래밍의 현 스케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대안으
로, EPG는 스탠더드 전화 라인상의 다이렉 다이얼 통신을 사용함으로써, 또는 상술된 것을 포함한 케이블 텔레비전 하
부구조, 위성 네트워크, 방송된 방송 또는 임의의 다른 유용한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홈 엔터테인먼트에 전송될 수 있다.
    

    
관리 시스템(212)이 인터넷과 관련된 실시예에서, 관리 시스템(212)은 시스템(240) 및 모뎀(266) 사이에 직렬 포트 
인터페이스(264)를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무선 링크 또는, 관리 시스템(212)에 내장되
거나 외장될 수 있는 WAN 상에서의 통신을 달성하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광역망(" WAN" )을 통하여 리모트 컴퓨
터(260)와 통신할 수 있다. 또한 운영 디바이스(212)는 스탠더드 전화 라인상의 다이렉 다이얼에 의해, 또는 임의의 
다른 유용한 통신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직렬 포트 인터페이스(264)가 WAN을 통한 통신을 위해 모뎀(266)에 연결되도록 사용될 수 있지만, 직렬 포트 인터
페이스는 또한 비디오 게임(268)과 같은 다른 가전 전자 디바이스 및/또는 키보드(도시되지 않음) 또는 조이스틱(도
시되지 않음)과 같은 다양한 입력 디바이스를 관리 디바이스(212)에 연결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신호 입력부(218)에서, 프로그래밍 입력 라인(222)상의 신호가 다중 신호를 포함한다면, 신호 입력부(218)내에 포함
된 튜너(270)는 신호내의 선택된 채널에 맞추어진다. 다중 튜너(270)는 픽쳐인픽쳐, 하나의 채널을 시청하는 동안 또 
다른 채널을 레코딩하는 것, 및 동시에 복수이 채널을 레코딩하는 것과 같은 향상된 시청 특징을 제공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신호 디코더(272)는 ASIC(238) 및 튜너(270)가 상이한 포맷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디오 데이터를 아날로그 포
맷으로부터 디지털 포맷으로, 디지털 포맷으로부터 아날로그 포맷으로, 또는 다양한 디지털 포맷 사이에서 변환시킬 수 
있다. 또한 비디오 디코더(272)는 압축된 비디오 포맷(예를 들어, MPEG)로부터 비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할 수 있다. 
관리 시스템(212)이 다중 튜너(270)를 포함하는 실시예에서, 관리 시스템(212)는 또한 여기에 개시된 동작을 실행하
기 위해 다중 신호 디코더를 포함할 수 있다.
    

관리 시스템(212)은 또한 비디오 데이터를 비디오 링크(232a,232b)상에 제공할 때 필요한 대로 아날로그 포맷 및 디
지털 포맷 사이에서 스위칭하는 비디오 컨버터를 포함할 수 있는 비디오 출력(274)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오디오 출력부(276)는 오디오 링크(234a,234b)를 통하여 아날로그 포맷 및 디지털 포맷 사이에 필요한 스위칭을 제
공하기 위해 오디오 컨버터를 포함할 수 있다.

도 2 및 이와 상응하는 상기 설명이 본 발명이 실현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되었지만, 여기에 
개시된 본 발명이 다양한 상이한 시스템 구성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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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멀티미디어 소스(301)가 멀티미디어 싱크(302)로 이종 네트워크(303)상에서 복수의 멀티미디어 패킷(304)
을 통신하는 네트워크(300)를 도시한다. 도 2에서 상술된 광역망(272)은 멀티미디어 소스(301)가 리모트 컴퓨터(2
60)이고, 멀티미디어 싱크(302)가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210)인 이종 네트워크의 일 예이다. 그러나, 멀티미디오 
싱크(302)는 또한 개인휴대단말기, 노트북 컴퓨터, 데스크 톱 컴퓨터, 전화, 또는 멀티미디어 패킷을 수신하고 관련된 
멀티미디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디바이스일 수 있다.
    

이종 네크워크(303)는 다음의 3가지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다.

1) 일정 지연 네트워크

(예를 들어, 일정 지연 네트워크(311));

2) 공통 타임 베이스를 갖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

(예를 들어, 공통 타임 베이스(322)를 갖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312)); 및

3) 공통 타임 베이스를 갖지않는가변 지연 네트워크

(예를 들어, 공통 타임 베이스를 갖지 않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313)).

    
이종 네트워크(303)가 각 종류의 네트워크중 오직 하나 만을 갖는 것으로 도시되었지만, 본 발명의 원리는 제로의 또
는 하나 이상의 각 종류의 네트워크를 갖는 이종 네트워크에 적용될 수 있다. 이종 네트워크는 멀티미디어 패킷(304)
이 차례로 일정 지연 네트워크, 공통 타임 베이스를 갖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 및 공통 타임 베이스를 갖지 않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를 트래버싱하도록 도시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오직 예로서만 제시된 것이다. 본 발명의 원리는 멀티미디
어 패킷의 루팅 경로내의 각 네트워크의 특정 순서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하나의 네트워크로부터 다음 네트워크로 멀티미디어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이종 네트워크내의 각 네트워크 사이에 게
이트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게이트(331)는 일정 지연 네트워크(311)로부터 멀티미디어 패킷을 수신하고, 여기에 설
명된 바와 같이 이러한 패킷상에 적절한 기능을 실행하며, 가변 지연 네트워크(312)상에 이러한 패킷을 제공한다. 또
한, 게이트웨이(332)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312)로부터 멀티미디어 패킷을 수신하고, 여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이러
한 패킷상에 적절한 기능을 실행하면, 가변 지연 네트워크(313)상에 이러한 패킷을 제공하게 된다. 게이트웨이는 이전
의 네트워크로부터 멀티미디어 패킷을 수신하고, 필요하다면 다음 네트워크의 스탠더드에 맞도록 멀티미디어 패킷을 재
구성하고, 그다음, 잠재적으로 재구성된 멀티미디어 패킷을 다음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이종 네트워크상에 멀티미디어 패킷의 스트림의 일정 지연 통신을 실행하는 방법(400)을 도시
한다. 도 3은 도 4의 방법이 시작되기 전의 이종 네트워크의 초기 상태를 도시한다. 도 5 내지 도 6은 도 4의 방법을 실
행한 결과인 이종 네트워크의 연속적인 상태를 도시한다. 이에 따라, 도 4의 방법은 자주 도 3,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네트워크 상태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초기에, 공통 타임 계산이 본래 공통 네트워크 타임 베이스를 갖지 않는 이종 네트워크내의 가변 지연 네트워크내에서 
달성된다(단계 (401)). 도 5는 단계(401)가 완료된 후에 이종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상태를 도시한다. 도 3의 이종 네
트워크(303)의 수정된 형태가 도 5내의 이종 네트워크(503)로서 도시되었다. 도 3의 가변 지연 네트워크(313)의 수
정된 형태가 도 5의 가변 지연 네트워크(513)로서 도시되었다. 가변 지연 네트워크(513)는 공통 타임 베이스(523)를 

 - 8 -



공개특허 특2002-0081064

 
가지지만, 가변 지연 네트워크(313)는 갖지 않음을 주목하라. 이러한 단계에서, 이종 네트워크(503)내의 각 네트워크
는 일정 지연 네트워크이거나, 공통 네트워크 타임 베이스를 갖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이어야 한다.
    

    
도 4의 방법(400)으로 돌아가서, 가변 지연 네트워크는 각각의 가변 지연 네트워크를 수반한 공통 타임 계산을 사용하
여 하나 이상의 일정 지연 네트워크로서 에뮬레이팅된다(402). 이것은 링크층, 애플리케이션 층 또는 멀티미디어 패킷
내의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는 게이트웨이내의 또 다른 층에 의해 달성될 수 있고, 상기 타임 스탬프는 다음 가변 지연 
네트워크의 공통 타임 계산을 따르는 타임을 나타낸다. 타임 스탬프는 패킷이 전송될 타임에 관련될 수 있고, 예를 들어, 
패킷이 전송된 타임일 수도 있다. 그후에 수신 디바이스는 패킷이 언제 디스플레이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타임 스탬프
를 사용할 수 있다. 이 타임 스탬프는 또한 언제 멀티미디어 패킷이 연속 게이트웨이에 의해 전송되는지, 또는 혹 언제 
미래 타임 스탬프가 연속 네트워크에 대하여 가리키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 5에서, 가변 지연 네트워
크(312)의 공통 타임 베이스(322)가 가변 지연 네트워크(312)를 일정 지연 네트워크로서 에뮬레이팅하기 위해 사용
된다. 또한, 가변 지연 네트워크(513)를 일정 지연 네트워크로서 에뮬레이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 6은 단계(402)가 완료된 후에 이종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상태를 도시한다. 도 5의 이종 네트워크(503)의 수정된 
형태가 도 6의 이종 네트워크(603)로서 도시되었다. 이 에뮬레이팅된 일정 지연 네트워크(612)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
(312)를 대신하여 가변 지연 네트워크의 일정 지연 에뮬레이션을 강조한다. 또한, 이 에뮬레이팅된 일정 지연 네트워
크(613)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513)를 대신하여 일정 지연 네트워크의 일정 지연 에뮬레이션을 강조한다. 이제 네트
워크는 멀티미디어 소스 및 멀티미디어 싱크로부터 실시간으로 멀티미디어 패킷을 전송하도록 충분히 준비되었다.
    

    
이종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네트워크로부터 다음 네트워크로 멀티미디어 패킷이 전송될 때, 게이트웨이는 필요하다면 다
음 네트워크의 필요에 일치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패킷을 재포맷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 특정의 경우에, 이것은 다
음 네트워크의 포맷에 일치하고 다음 네트워크의 타임 계산에 따른 정확한 타임을 나타내는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는 단
계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타임 변환은 이전 네트워크 및 다음 네트워크 모두가 동일한 타임 계산을 인식한
다면, 또는 다음 네트워크가 일정 지연 네트워크이라면 일어날 필요가 없다.
    

일정 지연 네트워크로부터 일정 지연 네트워크로 전환될 때 게이트웨이는 패킷이 이전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후에 상
대적으로 일정 타임 기간에서 패킷이 다음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패킷에 대한 타
임 스탬프를 해석, 처리, 또는 생성함 없이 달성될 수 있다.

일정 지연 네트워크로부터 가변 지연 네트워크로의 전환시에, 게이트웨이는 주어진 수신 타임에 일정 지연 네트워크로
부터 패킷을 수신할 것이다. 그다음, 이 게이트웨이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의 공통 타임 계산에 따른 타임을 나타내는 타
임 스탬프를 발생시킬 것이고, 이 타임은 패킷이 일정 지연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될 때 가변 지연 네트워크의 공통 타임 
계산을 사용하여 측정되는 타임과 동일하거나 또는 이 타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일정한 오프셋을 갖는다.

가변 지연 네트워크로부터 일정 지연 네트워크로의 전환시에, 게이트웨이는 패킷을 수신하고 가변 지연 네트워크의 타
임 계산에 따라 타임 스탬프를 해석하여 패킷이 일정 지연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게이트웨이의 타임 계산에 따른) 타임
을 결정한다. 그다음, 게이트웨이는 주어진 전송 타임에 패킷을 일정 지연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가변 지연 네트워크로부터 또 다른 가변 지연 네트워크로의 전환시에, 게이트웨이는 2개의 가변 지연 네트워크 모두가 
동일한 타임 계산 및 패킷 포맷을 따르면 멀티미디어 패킷내에 타임 스탬프를 남긴다. 그렇지 않으면, 게이트웨이는 타
임 스탬프를 해석하여 타임 스탬프가 제2 가변 지연 네트워크의 공통 타임 계산에 따라 타임을 나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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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변 지연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상에 다른 디바이스와 공통의 타임의 계산을 유지하는 링크층 컨트롤러가 제
공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층 그 자체는 디바이스에 걸쳐서 공통 타임 계산을 유지하고, 적합한 타임 스탬
프를 계산하고, 및/또는 멀티미디어 패킷내에 타임 스탬프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태스크의 어느 것을 애플리케이션
층이 실행하는지는 애플리케이션층이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멀티미디어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링크층의 용량
에 의존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종 네트워크조차 멀티미디어 패킷의 실시간 통신을 허용하는 일정 지연 네트워크를 에뮬레이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원리는 멀티미디어 소스 및 멀티미디어 싱크 사이에 놓인 네트워크의 이종 성질에 관계없이, 
자체 타임의 공통 개념을 지원하지 않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를 포함할지라도, 멀티미디어 패킷을 전송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스트리밍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사용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원리는 기술상의 
상당한 향상을 가져온다.
    

일정 지연 네트워크를 어떻게 가변 지연 네크워크로부터 에뮬레이팅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예가 이제 제공된다. 특히, 
도 7은 전송기(720) 및 수신기(721)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구성(700) 및 전송기(720) 및 수신기(721) 사이에 놓인 
가변 지연 네트워크(704)를 도시한다.

    
전송기(720)는 메모리(707)내에 복수의 멀티미디어 패킷을 저장하는 전송기 애플리케이션(701)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메모리(707)는 2개의 멀티미디어 패킷, 제1 멀티미디어 패킷(708) 및 제2 멀티미디어 패킷(709)을 저장한다. 
전송기(720)는 또한 가변 지연 네트워크(704)상에서 전송할 멀티미디어 패킷을 실제로 검색하는 전송기 링크층 컨트
롤러(703)를 포함한다. 가변 지연 인터페이스(702)는 전송기 애플리케이션(701) 및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703) 
사이에 놓인다. 수신기(721)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704)로부터 멀티미디어 패킷을 수신하고 이러한 패킷을 수신기 애
플리케이션(706)에 제공하는 링크층 컨트롤러(705)를 포함한다.
    

    
가변 지연 네트워크(704)는 예를 들어 IEEE 1394 시리얼 버스 네트워크일 수 있다. 종래 IEC 61883-x 기술은 IEC 
61883-x 지원을 제공하는 AV 링크층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IEEE 1394 시리얼 버스 네트워크의 일정 네트워크 에뮬
레이션을 허용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 일정 지연 에뮬레이션은 멀티미디어 패킷을 디스패칭하
는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및 멀티미디어 패킷을 수신하는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 사이의 일정 지연에 의존한다. 그러나,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송기 애플리케이션(701) 및 링크층 컨트롤러(703) 사이에 가변 지연 인터페이스(703)가 
존재한다. 따라서, IEC 61883-x 지원을 제공하는 AV 링크층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종래 일정 지연 에뮬레이션 방법이 
도 7에 도시된 네트워크 구성에서도 통하리라고 믿을 아무 이유도 없다.
    

    
이 가변 지연 인터페이스(702)는 예를 들어, 비전용 PCI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
러(703)는 예를 들어, OHCI 링크층 컨트롤러일 수 있다. PCI 인터페이스는 링크층 컨트롤러(703)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바이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PCI 인터페이스는 범용 컴퓨팅 시스템에 매우 적합한
다. 그러나, 종래 기술은 가변 지연 네트워크의 전송기가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및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 사이에 가변 
지연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때 가변 지연 네트워크의 일정 지연 네트워크 에뮬레이션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 
발명의 원리는 OHCI 링크층 컨트롤러가 여전히 일정 지연 네트워크를 에뮬레이팅하는 동안 전송기내에 사용될 수 있게 
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비전용 가변 지연 인터페이스에도 불구하고 가변 지연 네트워크상에 일정 지연 네트워크를 전송
기 링크층 컨트롤러가 에뮬레이팅하는 방법(800)을 설명하고 있다. 도 8의 방법(800)은 도 7의 네트워크 구성(700)
과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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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703)는 전송기 애플리케이션(701)으로부터 제1 멀티미디어 패킷(708)을 수신한다(단계 8
01). 전송기 애플리케이션(701)은 제1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스탬프(710)를 패킷내에 포함하는데, 이 타임 스탬
프(710)는 전송기 애플리케이션을 수반하는 타임 베이스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수신기 애플리케이션(706)에 의해 제
1 멀티미디어 패킷(708)내의 정보가 렌더링되어야 하는 상대적인 타임을 나타낸다. 그다음,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
703)는 제1 멀티미디어 패킷(708)내에 또 다른 타임 스탬프를 포함한다(단계 802). 이 새로운 타임 스탬프는 상응하
는 정보가 네트워크 타임 베이스에 대하여 전송되어야 하는 타임을 나타낸다.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703)는 또한 전송기 애플리케이션(701)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데, 이 전송기 애플리케이
션으로부터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703)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704)상의 디바이스상에서 인식되는 공통 타임 베이
스(즉, 네트워크 타임 베이스)에 관하여 전송기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되는 타임 베이스의 주파수를 얻을 수 있다(
단계 803).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703)는 이러한 전보를 주파수(712)로서 저장하고, 가변 지연 네트워크(704)상
에서 인식된 공통 타임 베이스에 따라 현재 타임(713)을 저장한다.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는 또한 가변 지연 인터페이스(702)상에서 전송기 애플리케이션(701)으로부터 멀티미디어 패
킷(709)과 같은 제2 멀티미디어 패킷을 수신한다. 전송기 애플리케이션(701)은 패킷내에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스탬프(711)을 포함하는데, 이 타임 스탬프(711)는 전송기 애플리케이션(701)을 수반하는 타임 베이스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신기 애플리케이션(706)에 의해 제2 멀티미디어 패킷(709)내의 정보가 렌더링되는 상대적인 타임을 나
타낸다.
    

그다음,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703)는 제2 멀티미디어 패킷내의 정보가 공통 네트워크 타임 베이스에 따른 수신기 
애플리케이션(706)에 의해 수신되는 상대적인 타임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타임 스탬프(715)를 계산한다(단계 805). 
계산은 제1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스탬프(710), 제2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스탬프(711), 주파수(712), 및 
제1 네트워크 타임 스탬프(714)에 기초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이러한 계산은 다음 공식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old_network_time은 마지막 패킷내에 타임 스탬핑된 저장된 값;

old_STB_time은 마지막 패킷내에 제공된 소프트웨어 타임 베이스의 저장된 값;

new_STB_time은 현 패킷로부터 판독된 소프트웨어 타임의 값; 및

frequency는 저장된 소프트웨어 타임 베이스 주파수이다.

실제 실현에서, 고정된 오프셋이 IEC 61883-x와 같은 임의의 적용가능한 규격 명세에 따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타임 
스탬프에 더해질 수 있다.

    
그다음,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703)는 제2 멀티미디어 패킷(709)내에 계산된 네트워크 타임 스탬프(715)를 포함
하고, 그다음, 가변 지연 네트워크(704)상에 제2 멀티미디어 패킷(709)을 디스패칭한다(단계 807). 계산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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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스탬프(715)는 IEC 61883-x 프로토콜에 따라 멀티미디어 패킷내에 포함될 수 있다. 그 다음, 수신기 링크층 컨
트롤러(705)는 멀티미디어 패킷을 수신할 수 있고, IEC 61883-x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타임 스탬프를 해석한다. 그다
음 링크층 컨트롤러(705)는 수신기 애플리케이션(706)에 패킷을 전송할 수 있고, 그다음, 이 수신기 애플리케이션은 
상응하는 정보의 전송 타임을 조절할 수 있다.
    

도 9는 전송기 애플리케이션(901)이 가변 지연 네트워크(903)을 걸쳐 타임 베이스를 제어하는 네트워크 구성(900)
을 도시한다. 전송기 애플리케이션(901)은 타임 베이스(913)를 저장하는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902)와 관련되어 
있다. 수신기 애플리케이션(905)은 타임 베이스(613)와 상대적으로 동기화된 타임 베이스(904)를 저장하는 수신기 
링크층 컨트롤러(904)와 관련되어 있다.

도 10은 가변 지연 네트워크상에서 일정 지연 네트워크를 에뮬레이팅하는 방법(1000)을 설명한다. 전송기 링크층 컨
트롤러(902)는 전송기 애플리케이션(901)으로부터 수신된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베이스(913)를 저장한다(단계 
1001).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903)상에 수신기 링크층 컨트롤러(904)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디바
이스에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전송한다(단계 1002). 멀티미디어 패킷에 비동기적으로 데이
터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동기화 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송기 및 수신기 링크층 컨트롤러(즉, 
타임 베이스(913) 및 타임 베이스(914))에 있는 클록 레지스터는 동기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902)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상에 전송될 각각의 패킷내의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베이스를 
포함하고, 그다음, 네트워크상에서 패킷을 디스패칭한다(단계 1004). 그다음, 수신기 애플리케이션(905)은 멀티미디
어 패킷내에서의 상응하는 정보의 전송 타임을 조절하기 위하여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도 10의 방법(1000)이 실현된 가변 지연 네트워크의 예는 IEC 802. 11 무선 네트워크이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의 원리는 본래 타임의 공통 개념을 지원하지 않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이종 네트워크 그룹
상에서조차 일정 지연 네트워크를 에뮬레이팅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원리는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및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 사이에 가변 지연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상에, 그리고 본래 공통 네트워크 
타임 베이스를 갖지 않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에서 일정 지연 네트워크 에뮬레이션을 허용한다.

본 발명은 그 정신 또는 본질적인 특성으로부터 벗어남 없이 다른 특정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설명된 실시예는 모든 
점에서 예로서만 인식하고 제한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앞서 설명에 의해서 보
다는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 표시되어야 한다. 청구항의 동등물의 취지 및 범위내에 있는 모든 변화는 본 발명의 범위내
에 포함되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가변 지연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복수의 이종 네트워크상에서 멀티미디어 싱크로 멀티미디어 패킷의 스트림을 
전송하는 멀티미디어 소스 및 상기 멀티미디어 싱크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하나 이상의 가변 지연 네트워크 
자체가 가변 지연 네트워크내에 타임의 공통 계산을 제공하지 않을 지라도 이종 네트워크상의 멀티미디어 소스로부터 
멀티미디어 싱크로 멀티미디어 패킷의 스트림의 일정 지연 통신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체가 공통 타임 계산을 제공하지 않는 모든 가변 지연 네트워크 모두내에 공통 타임 계산을 달성하는 단계;

상기 이종 네트워크가 전체로서 일정 지연 네트워크를 에뮬레이팅하고, 복수의 가변 지연 네트워크내에 나타난 특정 공
통 타임 계산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일정 지연 네트워크와 같이 복수의 가변 지연 네트워크를 에뮬레이팅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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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종 네트워크상에서 멀티미디어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종 네트워크내의 이전 네트워크로부터 멀티미디어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멀티미디어 패킷이 상기 이종 네트워크내에서 이전 네트워크로부터 다음 네트워크로 전송될 때에, 멀티미디어 패
킷이 미리 다음 네트워크의 필요조건에 합치하지 않았다면 상기 다음 네트워크의 필요조건에 합치하도록 필요하다면 
상기 멀티미디어 패킷을 구성하는 단계; 및

상기 재구성된 멀티미디어 패킷을 다음 네트워크상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이전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멀티미디어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필요하다면 상기 멀티미디어 패킷을 구성하는 단계, 및 
상기 멀티미디어 패킷이 상기 멀티미디어 소스로부터 상기 멀티미디어 싱크로 트래버싱할 때 각각의 네트워크 전이에 
대하여 상기 다음 네트워크로 상기 재구성된 멀티미디어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다음 네트워크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이고, 필요하다면 멀티미디어 패킷을 구성하는 단계는

상기 가변 지연 네트워크의 공통 타임 계산에 따른 타임을 나타내는 타임 스탬프를 발생시키는 단계; 및

상기 멀티미디어 패킷내에 상기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패킷내에 상기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는 단계는 링크층에 의해 실행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패킷내에 상기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는 단계는 상기 멀티미디어 패킷의 컨트롤이 
상기 다음 네트워크와 관련된 링크층에 이동하기 전에 상기 멀티미디어 패킷내에 상기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패킷의 컨트롤이 상기 링크층으로 이동하기 전에 상기 멀티미디어 패킷내에 상기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는 단계는 애플리케이션층이 상기 멀티미디어 패킷내에 상기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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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기 애플리케이션은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를 통하여, 가변 지연 네트워크를 거쳐서, 수신기 링크층 컨트롤러를 통
하여 상기 수신기와 관련된 수신기 애플리케이션으로 멀티미디어 패킷의 스트림을 전송하기 위해 구성된 전송기와 관
련되어 있고, 상기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는 전송기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비전용 가변 지연 인터페이스를 갖고, 상기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 및 상기 수신기 링크층 컨트롤러는 실질적으로 공통 네트워크 타임 베이스에 따라 동기화되며, 
전송기 및 수신기를 포함하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에서,
    

상기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가 비전용 가변 지연 인터페이스에도 불구하고 가변 지연 네트워크상에서 일정 지연 네트
워크를 에뮬레이팅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베이스에 따라 수신기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1 멀티미디어 패킷내의 정보가 렌더링되어야 
하는 상대적인 타임을 나타내는 제1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는 제1 멀티미디어 패킷을 상기 전송기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공통 네트워크 타임 베이스에 따라 수신기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상기 제1 멀티미디어 패킷내의 정보가 렌더링되
어야 하는 상대적인 타임을 나타내는 제1 네트워크 타임 스탬프를 상기 제1 멀티미디어 패킷내에 포함하는 단계;

상기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베이스의 주파수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베이스에 따라 상기 수신기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2 멀티미디어 패킷내의 정보가 렌
더링되어야 하는 상대적인 타임을 나타내는 제2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는 제2 멀티미디어 패킷을 
상기 전송기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1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스탬프, 제2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스탬프, 주파수 및 제1 네트워크 타임 스탬
프에 기초하여, 상기 공통 네트워크 타임 베이스에 따라 상기 수신기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상기 제2 멀티미디어 패킷내
의 정보가 렌더링되어야 하는 상대적인 타임을 나타내는 제2 네트워크 타임 스탬프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제2 멀티미디어 패킷내에 상기 제2 네트워크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멀티미디어 패킷을 상기 수신기 애플리케이션으로 디스패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 지연 네트워크는 IEEE 1394 컴플라이언트 네트워크이고, 상기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는 
OHCI 링크층 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상기 비전용 가변 지연 인터페이스는 PCI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멀티미디어 패킷내의 상기 제2 네트워크 타임 스탬프는 IEC 61883 프로토콜에 따라 실행
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전송기 애플리케이션은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를 통하여, 가변 지연 네트워크를 거쳐서, 수신기 링크층 컨트롤러를 통
하여 상기 수신기와 관련된 수신기 애플리케이션으로 멀티미디어 패킷의 스트림을 전송하기 위해 구성된 전송기와 관
련되어 있고, 상기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는 전송기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비전용 가변 지연 인터페이스를 갖고, 상기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 및 상기 수신기 링크층 컨트롤러는 실질적으로 공통 네트워크 타임 베이스에 따라 동기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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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기 및 수신기를 포함하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에 사용되고,
    

상기 비전용 가변 지연 인터페이스에도 불구하고 상기 가변 지연 네트워크상에서 상기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가 일정 
지연 네트워크를 에뮬레이팅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가

상기 전송기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제1 멀티미디어 패킷의 수신을 검출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1 멀티미디어 패킷은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베이스에 따라 상기 수신기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1 멀티미디어 패킷내의 정보가 렌더링되
어야 하는 상대적인 타임을 나타내는 제1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는 상기 단계;

상기 공통 네트워크 타임 베이스에 따라 상기 수신기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1 멀티미디어 패킷내의 정보가 렌더링되
어야 하는 상대적인 타임을 나타내는 제1 네트워크 타임 스탬프를 상기 제1 멀티미디어 패킷내에 포함하는 단계;

상기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베이스의 주파수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수신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전송기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제2 멀티미디어 패킷의 수신을 검출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2 멀티미디어 패킷은 
상기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베이스에 따라 상기 수신기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2 멀티미디어 패킷내의 정보가 렌
더링되어야 하는 상대적인 타임을 나타내는 제2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는 단계;

제1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스탬프, 제2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스탬프, 주파수, 및 제1 네트워크 타임 스탬프에 
기초하여, 상기 공통 네트워크 타임 베이스에 따라 상기 수신기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상기 제2 멀티미디어 패킷내의 정
보가 렌더링되어야 하는 상대적인 타임을 나타내는 제2 네트워크 타임 스탬프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제2 멀티미디어 패킷내에 상기 제2 네트워크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멀티미디어 패킷이 상기 수신기 애플리케이션으로 디스패칭되도록 하는 단계;를 실행하게 하는 컴퓨터 실행
가능한 명령을 저장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하나 이상의 물리적 기억 매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
램 제품.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 지연 네트워크는 IEEE 1394 컴플라이언트 네트워크이고, 상기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
는 OHCI 링크층 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상기 비전용 가변 지연 인터페이스는 PCI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멀티미디어 패킷내에 상기 제2 네트워크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는 상기 컴퓨터 실행가능
한 명령은 IEC 61883-x 프로토콜에 따라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5.

전송기 애플리케이션은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를 통하여, 가변 지연 네트워크를 거쳐서, 수신기 링크층 컨트롤러를 통
하여 상기 수신기와 관련된 수신기 애플리케이션으로 멀티미디어 패킷의 스트림을 전송하기 위해 구성된 전송기와 관
련되어 있고, 전송기 및 수신기를 포함하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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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송기가 상기 가변 지연 네트워크상에서 일정 지연 네트워크를 에뮬레이팅하는 방법에 있어서,

레지스터내에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베이스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가변 지연 네트워크내의 하나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에 상기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전송
하는 단계;

상기 수신기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상기 멀티미디어 패킷내의 정보가 렌더링되어야 하는 상대적인 타임을 나타내는 전
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스탬프를 멀티미디어 패킷내에 포함하는 단계; 및

상기 멀티미디어 패킷을 상기 수신기 애플리케이션으로 디스패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 지연 네트워크는 IEEE 802. 11 컴플라이언트 네트워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전송기 애플리케이션이 전송기 링크층 컨트롤러를 통하여, 가변 지연 네트워크를 거쳐서, 수신기 링크층 컨트롤러를 통
하여 상기 수신기와 관련된 수신기 애플리케이션으로 멀티미디어 패킷의 스트림을 전송하기 위해 구성된 전송기와 관
련되어 있고, 전송기와 수신기를 포함하는 가변 지연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상기 전송기가 상기 가변 지연 네트워크
상에서 일정 지연 네트워크를 에뮬레이팅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있어서,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베이스가 레지스터내에 저장되게 하는 단계;

상기 가변 지연 네트워크내의 하나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에 상기 전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전송
하는 단계;

상기 수신기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상기 멀티미디어 패킷내의 정보가 렌더링되어야 하는 상대적인 타임을 나타내는 전
송기 애플리케이션 타임 스탬프를 멀티미디어 패킷내에 포함하는 단계; 및

상기 멀티미디어 패킷이 상기 수신기 애플리케이션으로 디스패칭되게 하는 단계;를 실행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
을 저장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하나 이상의 물리적 기억 매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
램 제품.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 지연 네트워크는 IEEE 802. 11 컴플라이언트 네트워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프
로그램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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