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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제어하는 시스템 및 프로세스가 제공된다. 이 코딩 비트 레이트 제어는 평

균 코딩 비트 레이트를 네트워크의 평균 전송 비트 레이트에 가깝게 유지하면서(따라서 데이터 재생의 품질을 최대화하면

서) 버퍼가 언더플로우하지 않도록 클라이언트 버퍼 지속기간을 제어하기 위해 코딩 비트 레이트를 동적으로 조정하는 것

을 포함한다. 최적의 선형 2차 제어의 이론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버퍼 지속기간은 가능한 한 목표 레벨에 가깝게 유지

되면서도 여전히 코딩 비트 레이트(및 따라서 품질)를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한다. 게다가, 순간 코딩 비트 레이트의 자

연스러운 변동으로 인한 버퍼 지속기간의 변경이 네트워크 혼잡으로 인한 버퍼 지속기간의 변경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리

키 버킷 모델(leaky bucket model)이 제어 루프에 포함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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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색인어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 코딩 비트 레이트, 전송 비트 레이트, 리키 버킷 모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구현하는 예시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범용 컴퓨팅 장치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간략화된 스트리밍 미디어 통신 파이프라인의 블록도.

도 3은 코딩된 비트 스트림 내의 비트가 도 2의 통신 파이프라인에서의 점 A, B, C, 및 D를 통과하는 스케줄을 비트 대 미

디어 시간의 관점에서 나타낸 그래프.

도 4는 코딩 스케줄을 포함하는 버퍼 튜브를 비트 대 미디어 시간의 관점에서 나타낸 그래프.

도 5는 도착 스케줄 및 그의 상한을 클라이언트 시간 대 미디어 시간으로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상한이 시간에 따라 더 나

은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재생 마감 시각보다 앞서가는 목표 스케줄에 맞춰 제어되는 것인 그래프.

도 6은 목표 도착 스케줄 설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7a 및 도 7b는 2개의 서로 다른 목표 도착 스케줄을 나타낸 것으로서, 도 7a는 로그 스케줄을 나타내고 도 7b는 2-구분

선형 스케줄을 나타낸 것인 도면.

도 8은 여러가지 전송 레이트에 대한 버퍼 튜브를 나타낸 그래프.

도 9는 지수 평균을 설명하는 그래프.

도 10은 버퍼 튜브 변화 및 제어 목표 조정을 나타낸 그래프.

도 11a 내지 도 11c는 본 발명에 따른 코딩 비트 레이트 제어 프로세스의 실시예를 나타낸 플로우차트.

도 12는 보수적인 코딩 비트 레이트 상향-전환 절차에서 사용되는 보수적인 한계를 나타내는 타임라인을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0: 인코더

202: 디코더

204: 네트워크

206: 인코더 버퍼

208: 디코더 버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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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스트리밍 미디어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제어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전체 스트리밍 세션에

걸쳐 고속 시동, 연속 재생, 및 최대 품질 및 원활성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제어하는

시스템 및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형 미디어를 스트리밍함에 있어서의 주된 기술적 문제는 아마도 변화하는 네트워크 상태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하는 통신 프로세스들이 시작하고 종료될 때, 가용 대역폭, 패킷 손실 및 패킷 지연 모두가 변동된다.

수 초 동안 지속되는 네트워크 정지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난다. 자원 예약 및 서비스 품질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들이 네트워크 자원이 안정되도록 보장할 수는 없다. 네트워크 경로가 예를 들어 무선 링크를 포함하는 경우, 그의 용량

이 때로는 간섭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상업용 스트리밍 미디어 시스템은 불리한 네트워크 상태에 대해 안정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안정성은 공격적(무반응적) 전송[aggressive(nonreactive) transmission]만으로 달성

될 수 없다. 심지어 모든 패킷 손실에 대한 재전송을 갖는 고정 비트 레이트 전송(constant bit rate transimssion)이라도

채널 용량보다 높은 처리용량을 달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응성이 요구된다.

최종 사용자는 양호한 스트리밍 미디어 시스템이 이하의 거동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주문시에 재생되는 콘

텐츠는 낮은 지연으로 시작하고 일단 시작되었으면 사용자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 한 연속적으로 재생되며, 이용가능한 평

균 통신 대역폭이 주어진 경우 가능한 최고의 품질로 재생된다. 변화하는 네트워크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대를 충족

시키기 위해, 디코딩 및 재생 이전에 클라이언트에서의 콘텐츠의 버퍼링이 요구된다.

클라이언트에서의 버퍼링은 몇가지 개별적인 그렇지만 동시적인 목적에 도움이 된다. 첫째, 이는 클라이언트가 패킷 전송

지연에서의 단기적인 변동(즉, "지터")을 보상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이는 필요한 경우 패킷 손실 복원을 수행할 클라이

언트 시간을 제공한다. 셋째, 이는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 대역폭의 감소 동안에 계속하여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게 해준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는 콘텐츠가 가변 비트 레이트로 코딩될 수 있게 해주며, 따라서 전체 품질을 극적으로 향상시

킬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소위 고정 비트 레이트(constant bit rate, CBR)코딩된 콘텐츠라도 실제로는 주어진 크기의 디코

딩 버퍼의 제약 내에서 가변 비트 레이트로 코딩된다는 것이다. 디코딩 버퍼 크기가 클수록, 품질은 더 좋아진다. 요구되는

디코딩 버퍼링은 더 큰 클라이언트 버퍼의 일부이다.

클라이언트 버퍼의 크기는 버퍼 지속기간(duration)이라고 하는 버퍼 내의 콘텐츠의 초 수(the number of seconds of

content)로서 표현될 수 있다. 버퍼 지속기간은 콘텐츠가 버퍼에 들어갈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콘텐츠가 버퍼에서 나갈

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콘텐츠는 실시간의 초당 v초의 콘텐츠의 레이트로, 재생될 때 버퍼에서 나가며, 여기서 v는 재생

속도(playback speed)이다(일반적으로 정상 재생에 대해서는 1, 아마도 고속 재생에 대해서는 1보다 크거나, 저속 재생에

대해서는 1보다 작음). 콘텐츠는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에 도착할 때 실시간의 초당 ra/rc 초의 콘텐츠의 레이트로 버

퍼에 들어가며, 여기서 ra는 도착 레이트(arrival rate), 즉 실시간의 초당 클라이언트에 도착하는 평균 비트 수이고, rc는

코딩 비트 레이트(coding bit rate), 즉 1초의 콘텐츠를 인코딩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이다. 따라서, 버퍼 지속기간은

ra를 증가시키고 rc를 감소시키며 및/또는 v를 감소시킴으로써 증가될 수 있다(버퍼 지속기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역으

로 하면 된다). 버퍼 지속기간이 ra를 변경하거나 v를 변경함으로써 언제라도 제어될 수 있지만, 이들 양은 일반적으로 장

기간 동안 자유롭게 제어할 수는 없다. 도착 레이트 ra는 대체로 네트워크 용량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재생 속도 v는 대체

로 사용자 취향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네트워크 용량이 지속된 기간 동안 극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코딩 비트 레이트를

감소시키는 것이 버퍼가 재충전되는 동안 재생이 중지(v=0)되는 리버퍼링 이벤트(rebuffering event)를 방지하는 적당한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네트워크 상태에 대한 적응성은 버퍼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코딩 비트 레이트 rc를 조정하는 어떤 수단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다중 비트 레이트(multi bit rate, MBR) 코딩, 즉 대단위(coarse grained) 또는 소단위(fine grained)

확장가능 코딩(scalable coding)과 함께 스트리밍 전환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현재의 상용 스트리밍 미디어 시스템[1]

은 MBR 코딩은 물론 대단위 확장성(coarse grained scalability)의 한 형태인 씨닝(thinning)에 의존한다. MBR 코딩에서

는, 의미론적으로 동일한 콘텐츠가 서로 다른 코딩 비트 레이트에서 대안적인 비트 스트림들로 인코딩되고 서버에 있는 동

일한 미디어 파일에 저장되며, 그에 따라 아마도 비트 스트림 전환[2]을 사용하여 콘텐츠가 코딩 비트 레이트 rc에 대응하

는 서로 다른 품질 수준으로 스트리밍될 수 있게 된다. 대단위 확장가능 코딩[MPEG-2/4 시간(temporal) 또는 SNR 확장

성 등]에서, 콘텐츠는 몇개의 서브스트림, 즉 계층(layer)으로 인코딩되고, 따라서 코딩 비트 레이트 rc는 한번에 한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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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콘텐츠를 (아마도 제한된 횟수로) 부가 또는 누락시킴으로써 큰 증분으로(in large deltas) 변화할 수 있다. 씨닝은 종속

비디오 프레임(P 및 B 프레임)이 독립 비디오 프레임(I 프레임) 앞에서 누락되고 차례로 독립 비디오 프레임이 오디오 프레

임 앞에서 누락되는 대단위 확장성의 특수한 경우이다. 장래의 상용 시스템은 소단위 확장성(fine grained scalability,

FGS)도 지원할 수 있다. 소단위 확장가능 코딩(3D SPIHT[6], MPEG-4 FGS[7], 또는 EAC[8] 등)은 코딩 비트 레이트

rc가 때로는 프리젠테이션당 1바이트 정도로 작은 증분으로 언제라도 변화될 수 있게 해준다. FGS 코딩은 가변적인 네트

워크 상태에 적응함에 있어서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또 이러한 상태 하에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입증될 수 있다.

변화하는 네트워크 상태에 적응하기 위해 콘텐츠의 코딩 비트 레이트 rc를 조정하는 기존의 기술 중 어떤 예는 전송 레이트

와 코딩 비트 레이트를 분리시키는 de Cuetos 및 Ross[9]를 포함한다. 이들은 전송 레이트가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

(TCP 또는 TFRC)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것에 기초하여, 이들은 적응적 코딩 비트 레이트 제어를 위한 발

견적 실시간 알고리즘(heuristic real time algorithm)을 개발하고 전송 레이트가 스트리밍 이전에 주어진 경우 그의 성능

을 최적의 오프라인 코딩 비트 레이트 제어 정책과 비교한다. Rejaie, Handley 및 Estrin[4]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2가지

메카니즘을 포함하는 유니캐스트 혼잡 제어와 관련하여 계층화된 비디오(layered video)를 전송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한

메카니즘은 계층을 부가 및 누락시키는 대단위 메카니즘(coarse-grained mechanism)이다(전체적인 코딩 비트 레이트

및 품질을 변화시킴). 다른 하나는 수신기 버퍼를 관리하는 소단위 층간 대역폭 할당 메카니즘(fine-grained interlayer

bandwidth allocation mechanism)이다(전체적인 코딩 비트 레이트 또는 품질을 변화시키지 않음). 이 방식에서의 잠재적

인 문제는 이 방식이 한번에 한 계층[아마도 대단위 계층(coarse layer)]을 부가 또는 누락시킴으로써 코딩 비트 레이트

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계층이 FGS 코딩된 미디어의 경우에서와 같이 소단위(fine-grained)인 경우, 한번에 하나의 (소

단위) 계층을 부가 또는 누락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코딩 비트 레이트의 충분히 신속한 변화를 제공할 수 없다. 게다가,

부가 및 누락 메카니즘이 오히려 경험적이기 때문에, 이 메카니즘은 간단히 말해 FGS 미디어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Q.

Zhang, Zhu 및 Y-Q. Zhang[5]의 연구는 코딩 비트 레이트를 추정된 네트워크 대역폭에 적응시키는 자원 할당 방식을 제

안한다. 본 방법의 신규한 점은 이들이 오디오/비디오 스트리밍 이외에 파일 전송 및 웹 브라우징 등의 모든 응용의 왜곡을

최소화(또는 등가적으로 품질을 최대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최적화 프로세스는 개개의

스트림의 원활성을 포함하지 않으며 잠재적인 품질 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렇지만, 버퍼링 및 코딩 비트 레이트의 조정 기능이 있음에도, 주문시에 인터넷을 통해 미디어를 스트리밍하는 기존의

기술은 2가지 문제점이 있다.

1. 재생이 종종 네트워크 혼잡 동안 정지된다. 즉, 고 비트 레이트 콘텐츠의 재생 동안, 네트워크 비트 레이트가 콘텐츠 비

트 레이트 아래로 떨어지면, 클라이언트 버퍼는 콘텐츠가 없어지게 되고 클라이언트가 리버퍼링하는 동안("리버퍼링" 이

벤트라고 함) 재생이 중단된다.

2. 시동 지연이 종종 너무 길다(약 5초).

이들 문제 둘다에 대한 기존의 해결책이 있지만, 이들이 항상 제대로 동작하는 것은 아니다. 첫번째 문제에 대한 한 해결책

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평균 비트 레이트(전송 비트 레이트)에 비해 낮은 코딩 비트 레이트로 인코딩된 콘텐츠를 스

트리밍하는 것이다. 이것은 버퍼가 시간에 따라 보강되게 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상에 미재생된 정보를 이와같이 많이 예

비해두면, 일시적인 네트워크 혼잡이 재생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그렇지만, 이 해결책은 2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콘텐츠의 코딩 비트 레이트는 네트워크의 평균 전송 비트 레이트만큼 높지 않으며, 따라서 품질이 생각보다 더 낮다. 둘째,

버퍼는 거의 스트리밍된 파일 자체만큼 크게 증대될 수 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 장치 상의 너무 많은 자원을 요구할 수 있

다.

첫번째 문제에 대한 다른 해결책은 동일한 콘텐츠에 대한 서로 다른 코딩 비트 레이트 간을 전환하여 네트워크의 전송 비

트 레이트와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면서 클라이언트 버퍼를 일정한 레벨에 (일반적으로 약 10초)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다. 그렇지만, 여전히 리버퍼링 이벤트가 실제로 통상 관측되는데 그 이유는 스트림을 전환할 정확한 시각을 선택하는 것

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가지 이유는 소위 고정 비트 레이트 인코딩(constant bit rate encoding)에서도 콘텐츠의 순간 코

딩 비트 레이트에 자연스러운 변동이 있기가 어려우며 이것이 클라이언트 버퍼 관리 알고리즘을 혼란시킬 수 있기 때문이

다.

상기 두번째 문제(긴 시동 지연)도 역시 다수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한 해결책은 신속한 초기 전송 레이트 버스트(quick

initial transmission rate burst)로 클라이언트 버퍼를 신속하게 채우는 것이다. 클라이언트 버퍼가 충만해 있으면, 재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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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시작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해결책은 몇가지 문제를 갖는다. 첫째, 수 초 동안 전송 비트 레이트를 증가시키는

것은 네트워크에 충분한 "여유 공간(headroom)"이 있을 때만 적용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예를 들어 모뎀 연결의 경우에

는 적용가능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둘째, 이는 네트워크를 압박하여 네트워크 내의 다른 응용들이 중단되게 만든다. 버

스트 기간 동안 80%나 되는 패킷 손실이 있고 이는 동일한 병목 지점을 공유하는 모든 TCP 연결이 중단될 수 있음이 밝혀

졌다. 셋째, 함축적으로는, 네트워크에 버스트를 위한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 스트리밍 응용은 파일의 나머지 동안에 그가

이용가능한 전체 대역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품질이 요구되는 것보다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 문제에 대한 다른 해결책은 콘텐츠를 실시간보다 더 느리게 재생하여 클라이언트 버퍼가 보강되는 동안 재생이 시

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혁신적인 해결책이지만, 명백한 시간적 왜곡을 갖는다.

두번째 문제에 대한 마지막 해결책은 콘텐츠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네트워크의 전송 비트 레이트 아래로 일시적으로 낮추

어 클라이언트 버퍼가 보강되는 동안 재생이 시작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Chou 등[13]에 의해 제안된 해결책이

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프로세스는 기존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체 스트리밍 세션에 걸쳐 고속 시동, 연속 재생, 및

최대 품질 및 원활성을 제공한다.

유의할 점은 이상의 단락에서는 물론 본 명세서의 나머지에서, 설명이 한쌍의 각괄호 내에 포함된 숫자 지시자로 식별되는

여러가지 개개의 간행물을 참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참조 문헌은 "참조 문헌[1]" 또는 간단히 "[1]"로 기재

함으로써 식별될 수 있다. 각각의 지시자에 대응하는 간행물을 비롯한 참조 문헌의 목록은 [종래기술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제

어하는 시스템 및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코딩 비트 레이트 제어는 클라이언트 버퍼 지속기간을 제어하

기 위해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의 목적은 평균 코딩 비트

레이트를 네트워크의 평균 전송 비트 레이트에 가깝게 유지하면서(따라서 데이터의 재생의 품질을 최대화하면서) 클라이

언트 버퍼가 언더플로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코딩 비트 레이트 제어의 문제점은 선형 2차 최적 제어에서의 통

상의 문제로서 수식화되어 있으며, 여기서 클라이언트 버퍼 지속기간은 가능한 한 목표 레벨에 가깝게 제어된다. 연속적인

프레임에 걸친 평균 코딩 비트 레이트의 원활성도 역시 최적 제어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코딩 비트 레이트를 변경할지 여부

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이것은 네트워크 상태가 변화할 때 더 높고 더 안정된 품질을 제공한다. 게다가, 주어진 평균 코딩

비트 레이트에 대해 발생하는 순간 코딩 비트 레이트의 자연스러운 변동이 명백하게 고려된다. 이것은 순간 코딩 비트 레

이트의 자연스러운 변동으로 인한 버퍼 지속기간의 변화가 네트워크 혼잡으로 인한 버퍼 지속기간의 변화로 잘못 인식되

지 않도록 리키 버킷 모델을 제어 루프에 포함시킴으로써 달성된다. 유의할 점은 본 발명의 시스템 및 프로세스에서, 클라

이언트 버퍼의 실제의 충만도가 아니라 비트의 클라이언트 버퍼로의 도착 시각에 관한 상한이 목표 레벨로 제어된다. 상한

은 코딩 비트 레이트의 리키 버킷 모델에 기초한다.

클라이언트 버퍼가 언더플로우하지 않도록 하면서 평균 코딩 비트 레이트를 네트워크의 평균 전송 비트 레이트에 가깝게

유지시키는 것은 상기한 사용자 기대 중 2가지를 만족시킨다. 즉, 버퍼가 결코 언더플로우하지 않는 경우, 버퍼는 연속 재

생을 할 수 있다. 게다가, 평균 코딩 비트 레이트를 네트워크의 평균 전송 비트 레이트에 가깝게 유지시킨다는 것은 이용가

능한 평균 통신 대역폭이 주어진 경우 데이터가 가능한 최고의 품질로 재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동 지연의 나

머지 문제를 남겨둔다. 이 문제는 본 발명의 시스템 및 프로세스에서 시간에 따라 클라이언트 버퍼의 크기를 제어함으로써

해결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한 클라이언트 버퍼 목표 레벨이 작은 상태로 시작하고 이어서 시간에 따라 서서히 증

대되도록 조정된다. 버퍼가 초기에 작은 경우, 버퍼는 더 짧은 시동 지연을 가능하게 해준다. 게다가, 버퍼가 종국에는 크

게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버퍼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높은, 거의 일정한 품질을 생성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버퍼 관리가 스트리밍 미디어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의 시스템 및 프로세스는 서버에 의해 지원되는 다수의 코딩 비트 레이트 중 하나를 나타내는 스

트리밍 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하는 서버를 포함한다. 처음에, 서버는 시동 기간 동안 코딩 비트 레이트를 선택한다.

그렇지만, 시동 기간 이후에, 클라이언트는 코딩 비트 레이트 요청을 서버에 제공한다. 이에 응답하여, 서버는 스트리밍 미

디어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의해 요청된 레이트에 가장 가까운, 가장 적절한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로 전송한다.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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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트에 의해 요청된 코딩 비트 레이트는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고품질 재생을 제공하면서 서버로부터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 사용되는 클라이언트의 디코더 버퍼를 원하는 지속기간 레벨까지 충만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레이트이다.

클라이언트는 상기의 선형 2차 최적 제어 기술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코딩 비트 레이트를 계산

한다. 이 코딩 비트 레이트 계산은 고려 중인 프레임의 추정된 가장 늦은 예상 도착 시각과 소정의 목표 도착 시각 간의 차

이를 감소시키고 동시에 코딩 비트 레이트의 변화를 소정의 정도까지 감소시키는 코딩 비트 레이트를 프레임별로 결정하

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한 리키 버킷 모델을 포함하는 일 실시예에서, 코딩 비트 레이트 계산은 서버의 인코더 버퍼의 상

태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에 기초한다. 이들 파라미터는 서버에 의해 계산되어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와 함께 클라이언트

에 제공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서버는 먼저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에 대응하는 데이터 스트림이 그로부터 스트리밍되는 경우에 존

재하게 되는 인코더 버퍼의 초기 상태를 정의하는 일련의 파라미터를 계산한다.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 각각에 대해

별도의 일련의 파라미터가 계산되고,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프리앰블로 클라이언트에 제공된다. 이들 파라미터는 데

이터 스트림과 연관된 코딩 비트 레이트, 데이터 스트림의 코딩 비트 레이트와 함께 이용되는 인코더 버퍼의 크기, 및 데이

터 스트림의 코딩 비트 레이트로 나타내어진 초기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를 표시하는 값을 포함한다. 유의할 점은 각각의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와 함께 이용되는 인코더 버퍼의 크기가 변하며, 코딩 비트 레이트 및 초기의 인코더 버퍼 충만

도가 주어진 경우, 스트리밍 프로세스의 임의의 시점에서 데이터 스트림을 여전히 포함하게 되는 최소 크기 버퍼가 되도록

선택된다는 것이다.

초기의 인코더 버퍼 파라미터 이외에, 서버는 또한 서버에 의해 지원되는 각각의 코딩 비트 레이트에 대해 생성된 스트리

밍 미디어 데이터의 각 프레임에 대한 상한 갭을 계산한다. 이 상한 갭은 이제 막 생성된 프레임이 인코더 버퍼에 완전히

입력된 후에 서버의 인코더 버퍼가 그 안에 현재 들어 있는 비트에 더하여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 비트의 수로서 정의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각 프레임에 대한 상한 갭은 인코더 버퍼 크기와 이제 막 생성된 프레임의 삽입 이후의 인코더 버퍼 충만

도에 대한 마지막 계산된 값 간의 차이로서 계산된다. 이제 막 생성된 프레임의 삽입 이후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 값은 이제

막 생성된 프레임의 삽입 이전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 값의 마지막 계산된 값과 그 이제 막 생성된 프레임의 크기의 합으로

서 계산된다. 이제 막 생성된 프레임의 삽입 이전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 값은 이제 막 생성된 프레임 바로 이전에 생성된

프레임의 삽입 이후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에 대한 계산된 값과 그 이전의 프레임과 연관된 코딩 비트 레이트를 상기 이전

의 프레임과 연관된 순간 프레임 레이트로 나눈 것 간의 차이 또는 0 중에서 어느 쪽이든 더 큰 것으로서 계산된다. 순간 프

레임 레이트는 그 다음 프레임이 인코딩될 것으로 스케줄링된 시각 - 이제 막 생성된 프레임이 인코딩된 시각의 역수와 같

다. 일 실시예에서, 서버는 코딩 레이트의 변화 이후에 생성된 프레임 시퀀스의 첫번째 프레임에 대해 계산된 상한 갭을,

시퀀스의 첫번째 프레임과 연관된 데이터의 일부로서의 프레임 시퀀스와 연관된 코딩 비트 레이트의 표시와 함께 클라이

언트에 제공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서버는 생성된 모든 프레임과 함께 갭 값을 제공한다.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버퍼를 대략 원하는 지속기간 레벨에 유지시키기 위해, 인코더 버퍼 파라미터 및 상한 갭 값을

이용하여 고려 중인 프레임의 추정된 가장 늦은 예상 도착 시각과 그 프레임의 소정의 목표 도착 시각 간의 차이를 감소시

키는 코딩 비트 레이트를 프레임별로 결정한다. 상한 갭이 코딩 비트 레이트의 변화 이후의 첫번째 프레임과 함께만 제공

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갭 값을 포함하지 않는 프레임에 대한 상한 갭을 추정한다. 또한 유의할 점은 상기의 초기 인코더

버퍼 상태가 주어진 경우, 클라이언트가 수신된 모든 프레임에 대한 상한 갭 값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

서, 서버가 계속적으로 갭 값을 계산하여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은 대체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여전히

자체적으로 이들을 계산할 수 있다.

새로운 평균 코딩 비트 레이트를 갖는 프레임이 클라이언트에 도착할 때, 상한 갭의 천이가 있다. 이 천이는 수 초 정도일

수 있으며, 따라서 무시할 수 있기 보다는 제어기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한 해결책은 제어 목표 스케줄에 동시

적인 천이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버는 또한 코딩 비트 레이트 변화 이후의 첫번째 프레임을 나타내는 각각의 프

레임에 대한 천이값을 계산한다. 이 천이값은 첫번째 프레임이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로 인코딩된 경우 이 첫번째 프레

임 바로 이전에 생성된 프레임과 연관되어질 상한 갭과 이전의 코딩 비트 레이트로 인코딩된 프레임과 실제로 연관된 상한

갭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천이값은 코딩 비트 레이트의 변화 이후의 첫번째 프레임과 함께 클라이언트에 제공된다. 클라

이언트는 이제 막 수신된 "첫번째" 프레임과 연관된 현재 스케줄링된 목표 도착 시각을 제공된 천이값 만큼 천이시키고, 장

래의 프레임에 대한 현재 스케줄링된 목표 도착 시각은 이들 도착 시각이 모두 그 프레임에 대한 이전의 목표 도착 시각에

어떤 기간에 걸쳐 접근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와 일치하도록 천이된다. 이와 같이, 코딩 비트 레이트가 변화될 때 상한 갭

천이의 역효과는 완화되고 목표 도착 시각 값이 궁극적으로 다시 일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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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프레임에 대한 목표 도착 시각과 관련하여, 이들은 프레임의 목표 시각과 그의 재생 시각 간의 시간이, 시동 기간

이후에는, 프레임의 실제 도착 시각이 그의 목표 도착 시각 이후가 되도록 야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터, 지연 및 처리용

량 변화로 인해 프레임이 그의 스케줄링된 재생 시각 이후에 도착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크게 되도록 선택된다. 시

동 기간 동안에, 목표 도착 시각은 시동 지연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목표 도착 시각이 재생 시각에 더 가깝게

되도록 선택된다. 일 실시예에서, 이것은 로그 목표 스케줄(logarithmic target schedule)을 사용하여 각 프레임에 대한 목

표 도착 시각을 설정함으로써 달성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이것은 2-구분 선형 목표 스케줄(two-piece linear target

schedule)을 사용하여 각 프레임에 대한 목표 도착 시각을 설정함으로써 달성되며, 여기서 시동 기간 동안에 도착하는 프

레임에 대한 목표 도착 시각과 재생 시각 간의 차이는 네트워크 지터, 지연 및 처리용량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충분히 큰

소정의 시간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그 이후에 차이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유의할 점은 시동 지연이 클라이언트의 디코더 버퍼가 초기의 코딩 비트 레이트에서 언더플로우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의 데이터를 그 안에 가질 때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첫번째 프레임의 재생을 시작함으로써

추가로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착 레이트가 코딩 비트 레이트에 대해 증가함에 따라 언더플로우 상태가 일어

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의 데이터가 감소하기 때문에, 초기의 코딩 비트 레이트는 클라이언트에서의 스트

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예상 도착 레이트보다 낮은 레벨로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코딩 비트 레이트에서의 클라이언트 요

청이 변화하기 이전의 시동 기간에, 서버는 초기의 코딩 비트 레이트로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를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

서, 초기의 코딩 비트 레이트는 대략 예상 도착 레이트의 1/2로 설정되며, 여기서 예상 도착 레이트는 네트워크 상에서 이

용가능한 현재의 대역폭에서 서버로부터의 예상 전송 레이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의할 점은 시동 기간이 초기의 코딩 비

트 레이트에 대해 계산된 고려 중인 프레임의 추정된 가장 늦은 도착 시각이 그 프레임에 대한 목표 도착 시각보다 더 빠르

게 되는 첫번째 경우가 있기 이전의 기간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코딩 비트 레이트의 변화도 역시 소정의 정도까지 감소시키는 각각의 프레임에 대한 코딩 비트 레이트를 식

별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소정의 정도가 코딩 비트 레이트가 증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딩 비트 레이트가 증가된 경우, 코딩 비트 레이트의 임의의 장래의 변화가 최소화되는 소정의 정도는 코딩 비트 레이트

의 마지막 변화가 레이트를 감소시킨 경우의 소정의 정도와 비교하여 더 크게 된다. 또한, 코딩 비트 레이트의 큰 또는 빈

번한 변화로 인한 품질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도 또한 바람직하다. 코드 비트 레이트 변화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이하의 동

작이 취해질 수 있다. 첫째, 클라이언트가 증가를 나타내는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를 식별하는 경우에,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는 새로운 레이트가 프레임의 현재의 이동 평균 도착 레이트를 초과하지 않을 때만 서버로부터 요청되어진다. 다른

실시예에서,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가 프레임의 현재의 이동 평균 도착 레이트를 초과할지라도, 현재의 클라이언트 버퍼

지속기간이 소정의 기간(예를 들어, 60초)이 경과하기 이전에 더 높은 코딩 비트 레이트에서 소모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

는 양만큼 원하는 지속기간 레벨을 초과하는 경우, 증가를 나타내는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가 서버에 요청되어진다. 그

렇지만, 클라이언트가 감소를 나타내는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를 식별하는 경우,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가 바로 이전

의 코딩 비트 레이트로부터 상당한 이탈을 나타낼지라도 그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가 서버에 요청된다. 이렇게 하는 이

유는 코딩 레이트가 감소될 때 클라이언트 버퍼가 언더플로우할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프레임의 상기한 이동 평균 도착 레이트와 관련하여, 이 레이트를 계산하는 새로운 절차가 본 발명의 시스템 및 프로세스

에서 이용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이동 평균 도착 레이트는 현재 수신된 패킷의 순간 도착 레이트와 '1 - 부분 가중 인자'의

곱에 가산되는, 현재 수신된 패킷의 바로 이전의 패킷에 대해 계산된 이동 평균 도착 레이트와 부분 가중 인자의 곱을 계산

함으로써 패킷별로 계산된다. 이 계산에서, 부분 가중 인자는 과거에서와 같이 상수가 아니라, 그 대신에 수신된 패킷 간의

도착간 갭(inter-arrival gap)에 기초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현재 수신된 패킷 k에 대한 부분 가중 인자 β(k)는

과 같이 계산되며, 여기서 α는 소정의 시간 상수의 역수이고, t(k)는 현재의 패킷에 대한 실제 도착

시각이며, t(k-1)은 현재의 패킷 바로 이전에 수신된 패킷의 실제 도착 시각이고, t(0)은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첫번째

패킷의 도착 시각이다. 이 경우, 현재의 패킷 k의 순간 도착 레이트 ra(k)는 와 같이 계산되고, 여기서 b(k)는

현재의 패킷의 크기이다. b(k)가 비트로 표현되고 ta(k)-ta(k-1)가 초로 표현되는 경우, 이동 평균 도착 레이트는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 비트의 도착 레이트(비트/초)를 나타낸다. 유의할 점은 유사한 절차가 스트리밍 미디어의 레이트의 임의의

단위에 대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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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버는 서버에 의해 지원되는 다수의 코딩 비트 레이트 중 하나를 나타내는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

하고 데이터 스트림을, 클라이언트에 의해 요청된 레이트에 가장 가까운 가장 적절한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로 전송한

다. 이용가능한 코딩 비트 레이트의 수는 데이터가 어떻게 인코딩되느냐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소단위 확장가능 코딩 방

식(fine grain scalable coding scheme)이 사용되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많은 수의 레이트가 이용가능할 수 있다(그렇지

만, 실용적인 이유로 그 수는 더 낮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0). 그렇지만, 대단위 확장가능 코딩 방식(coarse grain

scalable coding scheme) 또는 다중 비트 레이트 코딩 방식(multiple bit rate coding scheme)이 이용되는 경우, 서버로

부터 이용가능한 더 제한된 수의 코딩 비트 레이트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클라이언트에 의해 식별된 최적

코딩 비트 레이트가 서버로부터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일치하는 코딩 비트 레이트가 이용가능할 지라도, 상

한 갭은 그 레이트로의 전환이 클라이언트 버퍼 언더플로우를 가져올 위험이 있을 정도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 발명의

시스템 및 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식별된 최적 코딩 비트 레이트를 고려하여 이용가능한 레이트로부터 가장 적절

한 코딩 비트 레이트를 결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유의할 점은 이용가능한 레이트가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프리앰블

로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클라이언트 자체는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 얻어

지는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를 서버에 요청하게 된다. 그렇지만, 대체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는 그가 식별한 최적 코

딩 비트 레이트를 요청하고, 서버는 어느 지원되는 레이트가 가장 적절한지를 판정하기 위해 분석을 수행한다. 서버는 이

어서 선택된 코딩 비트 레이트를 나타내는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한다. 어느 경우든지, 분석은 클라이언트에 의해 식별된

최적 코딩 비트 레이트와 같은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를, 또는 같은 것이 없는 경우 그에 가장 가까운 작은쪽 레이트를

찾아내는 것을 포함한다. 발견된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가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마지막 생성된 프레임과 연관된

코딩 비트 레이트보다 낮을 때마다, 모든 장래의 프레임(또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지정된 프레임으로 시작하는 프레임)은

그 지원되는 레이트로 생성된다. 그렇지만, 발견된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가 마지막 생성된 프레임과 연관된 코딩 비

트 레이트보다 높을 때, 마지막 생성된 프레임이 발견된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로 인코딩된 경우 그 프레임과 연관된

상한 갭과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로 인코딩된 그 프레임과 연관된 상한 갭 간의 차이가 최대 허용가능 차이값보다 작거

나 같은지가 판정된다. 차이가 최대 허용가능 차이값보다 작은 경우, 영향받는 장래의 프레임은 발견된 지원되는 레이트로

생성된다. 그렇지만, 차이가 최대 허용가능 차이값보다 작지 않은 경우, 그 다음으로 낮은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가 발

견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레이트를 식별하기 위해 이상의 동작들이 반복된다.

최대 허용가능 차이값은 클라이언트에 의해 계산되고, 서버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그 값을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의 데이터에 대한 요청과 함께 제공한다.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고려 중인 프레임보다 바로 앞서 서

버에 의해 제공되는 프레임이 요청된 코딩 비트 레이트로 코딩된 경우 그 프레임과 연관된 가장 늦은 예상 도착 시각이 그

프레임의 목표 도착 시각에서 그의 재생 마감 시각까지의 기간의 소정의 일부(예를 들어, 그 시간의 1/3)보다 크지 않도록,

최대 허용가능 차이값을 선택한다.

이제 막 기술한 이점 이외에, 본 발명의 다른 이점은 본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과 관련하여 읽어갈 때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

로부터 명백하게 될 것이다.

본 발명의 특정의 특징, 측면 및 이점은 이하의 설명, 첨부된 청구항 및 첨부 도면을 참조하면 더 잘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의 이하의 설명에서, 본 명세서의 일부를 형성하는 첨부 도면을 참조하며, 첨부 도면에는 예로서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특정의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다른 실시예들이 이용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구조상의 변경이 행해질 수 있음을 잘 알 것이다.

I. 컴퓨팅 환경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 전에, 본 발명의 일부분이 구현될 수 있는 적당한 컴퓨팅 환경에 대한 간

략한 전체적인 설명이 기술된다. 도 1은 적당한 컴퓨팅 시스템 환경(100)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컴퓨팅 시스템 환경(100)

은 적당한 컴퓨팅 환경의 일례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사용 또는 기능의 범위에 관해 어떤 제한을 암시하려는 의도가 아니

다. 또한, 컴퓨팅 환경(100)은 예시적인 오퍼레이팅 환경(100)에 예시된 컴포넌트들 중 임의의 것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

합에 관하여 어떤 의존관계 또는 요건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된다.

본 발명은 많은 다른 범용 또는 특수 목적의 컴퓨팅 시스템 환경 또는 구성에서 동작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할

수 있는 공지의 컴퓨팅 시스템, 환경 및/또는 구성의 예는 퍼스널 컴퓨터, 서버 컴퓨터, 핸드헬드 또는 랩톱 장치, 멀티프로

세서 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셋톱 박스, 프로그램가능 가전 제품, 네트워크 PC, 미니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상기 시스템 또는 장치 중 임의의 것을 포함하는 분산 컴퓨팅 환경, 및 기타 등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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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 등의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기술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특정의 작업을 수행하거나 특정의 추상 데이터 유형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객체, 컴포넌

트, 데이터 구조, 기타 등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작업들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링크되어 있는 원격 프로세싱 장

치에 의해 수행되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실시될 수 있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프로그램 모듈은 메모리 저장 장치를 비

롯한 로컬 및 원격 컴퓨터 저장 매체 둘다에 위치할 수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을 구현하는 예시적인 시스템은 컴퓨터(110) 형태의 범용 컴퓨팅 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110)

의 컴포넌트는 프로세싱 유닛(120), 시스템 메모리(130), 및 시스템 메모리를 포함한 여러가지 시스템 컴포넌트를 프로세

싱 유닛(120)에 연결시키는 시스템 버스(121)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버스(121)는 메모

리 버스 또는 메모리 콘트롤러, 주변 버스, 및 다양한 버스 아키텍처 중 임의의 것을 사용하는 로컬 버스를 비롯한 몇가지

유형의 버스 구조 중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제한이 아닌 예로서, 이러한 아키텍처로는 ISA(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버스, MCA(Micro Channel Architecture) 버스, EISA(Enhanced ISA) 버스, VESA(Vi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 로컬 버스, 및 메자닌 버스라고도 하는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가 있다.

컴퓨터(110)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110)에 의해 액세스

될 수 있는 임의의 이용가능한 매체일 수 있으며,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체,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 둘다를 포함한다. 제

한이 아닌 예로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기타 데이터 등의 정보의 저장을 위한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된

휘발성 및 비휘발성,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 둘다를 포함한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RAM, ROM, EEPROM, 플래쉬 메모

리 또는 기타 메모리 기술, CD-ROM, DVD 또는 기타 광학 디스크 저장 장치, 자기 카세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저장

장치 또는 기타 자기 저장 장치, 또는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또 컴퓨터(110)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매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 매체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

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기타 데이터를, 반송파 또는 기타 전송 메카니즘 등의 변조된 데이터 신호에 구현하며, 임의의 정

보 전달 매체를 포함한다. 용어 "변조된 데이터 신호"는 그의 특성 중 하나 이상이 정보를 그 신호에 인코딩하는 방식으로

설정되거나 변경된 신호를 의미한다. 제한이 아닌 예로서, 통신 매체는 유선 네트워크나 직접 유선 연결 등의 유선 매체,

또는 음향, RF, 적외선 및 기타 무선 매체 등의 무선 매체를 포함한다. 상기한 것 중 임의의 것의 조합도 역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시스템 메모리(130)는 판독 전용 메모리(ROM)(131) 및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132) 등의 휘발성 및/또는 비휘발성

메모리 형태의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시동 중과 같은 때에 컴퓨터(110) 내의 구성요소들 간의 정보 전송을 돕는 기

본적인 루틴을 포함하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133)(BIOS)은 일반적으로 ROM(131)에 저장되어 있다. RAM(132)은 일반

적으로 프로세싱 유닛(120)에 의해 즉각 액세스가능하고 및/또는 현재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 및/또는 프로그램 모듈을 포

함한다. 제한이 아닌 예로서, 도 1은 오퍼레이팅 시스템(13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35), 기타 프로그램 모듈(136), 및

프로그램 데이터(137)를 예시하고 있다.

컴퓨터(110)는 또한 기타의 분리형/비분리형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단지 예로서, 도 1은

비분리형 비휘발성 자기 매체로부터 판독하거나 그에 기록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 분리형 비휘발성 자기 디스크

(152)로부터 판독하거나 그에 기록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51), 및 CD-ROM 또는 기타 광학 매체 등의 분리형 비휘

발성 광학 디스크(156)로부터 판독하거나 그에 기록하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155)를 예시하고 있다. 예시적인 오퍼레이

팅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타의 분리형/비분리형,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는 자기 테이프 카세트, 플래쉬 메

모리 카드, DVD,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 고체 상태 RAM, 고체 상태 ROM, 및 기타 등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는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140) 등의 비분리형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121)에 연결되어 있으며,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51) 및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155)는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150)

등의 분리형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의해 시스템 버스(121)에 연결되어 있다.

이상에서 기술하고 도 1에 예시된 드라이브 및 그의 관련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

그램 모듈 및 컴퓨터(110)의 기타 데이터의 저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도 1에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는 오퍼레

이팅 시스템(14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45), 기타 프로그램 모듈(146) 및 프로그램 데이터(147)를 저장하는 것으로

서 예시되어 있다. 유의할 점은 이들 컴포넌트가 오퍼레이팅 시스템(13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35), 기타 프로그램 모

듈(136) 및 프로그램 데이터(137)와 동일한 것이거나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오퍼레이팅 시스템(144), 애플리케이

션 프로그램(145), 기타 프로그램 모듈(146) 및 프로그램 데이터(147)는 최소한 이들이 서로 다른 복사본임을 예시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번호가 부기되어 있다. 사용자는 키보드(162) 및 통상 마우스, 트랙볼 또는 터치 패드라고 하는

포인팅 디바이스(161) 등의 입력 장치를 통해 컴퓨터(110)에 명령 및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다른 입력 장치(도시 생략)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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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폰, 조이스틱, 게임 패드, 위성 안테나, 스캐너, 또는 기타 등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및 다른 입력 장치는 종종

시스템 버스(121)에 연결된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160)를 통해 프로세싱 유닛(120)에 연결되어 있지만, 병렬 포트, 게

임 포트 또는 USB(Universal Serial Bus) 등의 기타의 인터페이스 및 버스 구조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모니터(191) 또는

기타의 유형의 디스플레이 장치도 역시 비디오 인터페이스(190)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121)에 연결되어 있

다. 모니터 이외에, 컴퓨터는 또한 출력 주변 인터페이스(195)를 통해 연결될 수 있는 스피커(197) 및 프린터(196) 등의

기타의 주변 출력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일련의 이미지(193)를 캡처할 수 있는 (디지털/전자 정지화상 또는 비디오 카메

라 등의) 카메라(192)도 역시 퍼스널 컴퓨터(110)로의 입력 장치로서 포함될 수 있다. 게다가, 단지 하나의 카메라가 도시

되어 있지만, 다수의 카메라가 퍼스널 컴퓨터(110)로의 입력 장치로서 포함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카메라로부터의 이미

지(193)는 적절한 카메라 인터페이스(194)를 통해 컴퓨터(110)에 입력된다. 이 인터페이스(194)는 시스템 버스(121)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지가 RAM(132) 또는 컴퓨터(110)와 연관된 다른 데이터 저장 장치 중 하나로 보내져 그

안에 저장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유의할 점은 이미지 데이터가 카메라(192)를 사용할 필요없이 상기한 컴퓨터 판독가

능 매체 중 임의의 것으로부터도 컴퓨터(110)에 입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110)는 원격 컴퓨터(180) 등의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로의 논리적 연결을 사용하여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 동작

할 수 있다. 원격 컴퓨터(180)는 퍼스널 컴퓨터,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PC, 피어 장치 또는 기타의 통상적인 네트워크 노

드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컴퓨터(110)와 관련하여 상기한 구성요소들 중 다수 또는 그 전부를 포함하지만, 도 1에는 단

지 메모리 저장 장치(181)만이 도시되어 있다. 도 1에 도시된 논리적 연결은 근거리 통신망(LAN)(171) 및 원거리 통신망

(WAN)(173)을 포함하지만, 기타의 네트워크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킹 환경은 사무실, 기업 규모의 컴퓨터 네트

워크, 인트라넷 및 인터넷에서 통상적인 것이다.

LAN 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될 때, 컴퓨터(11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170)를 통해 LAN(171)에 연결된

다. WAN 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될 때, 컴퓨터(110)는 일반적으로 모뎀(172) 또는 인터넷 등의 WAN(173)을 통한 통신

을 설정하는 기타의 수단을 포함한다. 내장형 또는 외장형일 수 있는 모뎀(172)은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160) 또는 기타

의 적절한 메카니즘을 통해 시스템 버스(121)에 연결될 수 있다.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 컴퓨터(110)와 관련하여 도시된

프로그램 모듈 또는 그의 일부분은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제한이 아닌 예로서, 도 1은 원격 애플리케이

션 프로그램(185)을 메모리 장치(181)에 존재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 도시된 네트워크 연결이 예시적인 것이고 또 컴

퓨터들 간의 통신 링크를 설정하는 다른 수단이 사용될 수 있음을 잘 알 것이다.

지금까지 예시적인 오퍼레이팅 환경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이 설명 섹션의 나머지 부분은 본 발명을 구현하는 프로그램 모

듈에 대한 설명에 할애할 것이다.

II. 문제 수식화

A. 시간 좌표 시스템

시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 좌표 시스템들, 즉 클럭들을 구분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본 명세서에서, 미디어 시간

(media time)은 원본 콘텐츠를 캡처 및 타임스탬프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상에서 동작하는 클럭을 말하는 반면, 클라이언

트 시간(client time)은 콘텐츠를 재생하는 데 사용되는 클라이언트 상에서 실행되는 클럭을 말한다. 미디어 시간은 미디어

캡처 시의 실시간인 것으로 가정되는 반면, 클라이언트 시간은 미디어 재생 시의 실시간이다. 심볼 τ는 미디어 시간을 표현

하는 데 사용되고, 심볼 t는 클라이언트 시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며, 대응하는 이벤트를 가리키는 첨자 및 다른 인수를

갖는다. 예를 들어, τd(0), τd(1), τd(2), ...는 프레임 0,1,2,...의 재생 마감 시각(playback deadline)을 미디어 시간으로 표

현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 td(0), td(1), td(2), ...는 클라이언트에서 프레임 0,1,2,...의 재생 마감 시각을 표현하는 데 사용

된다. 콘텐츠는 실시간의 배의 레이트로 재생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시간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시간으로의 변환은

수학식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t0 및 τ0는 각각 미디어 및 클라이언트 좌표 시스템에서의 프레임 0의 재생(또는 탐색 또는 리버퍼링 이벤트 이후

의 첫번째 프레임의 재생) 등의 통상의 초기 이벤트의 시각을 나타낸다.

B. 리키 버킷 모델(Leaky Bucke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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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인코더(200) 및 디코더(202)가 네트워크(204)의 등시성 통신 채널(isochronous communication channel)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행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한다. 이 경우, 순간 코딩 비트 레이트를 순간 채널 레이트에 일치시키기 위해, 도 2

에 예시한 바와 같이, 인코더(200)와 네트워크(204) 사이에 인코더 버퍼(206)가 필요하고, 네트워크(204)와 디코더(202)

사이에 디코더 버퍼(208)가 필요하다. 스케줄은 코딩된 비트 스트림 내의 연속적인 비트가 통신 파이프라인 내의 주어진

지점을 통과하는 시각의 시퀀스이다. 도 3의 그래프는 도 2의 지점 A, B, C, 및 D를 통과하는 비트의 스케줄을 나타낸 것

이다. 스케줄 A는 캡처된 프레임이 순간적으로 인코딩되어 인코더 버퍼에 들어가는 스케줄이다. 이 스케줄은 n번째 스텝

(step)이 시각 τ(n)에서 b(n) 비트 만큼 상승하는 계단이며, 여기서 τ(n)은 프레임 n이 인코딩되는 시각이고, b(n)은 그 결

과의 인코딩에서의 비트 수이다. 스케줄 B 및 C는 비트가 개별적으로 통신 채널에 들어가고 나오는 스케줄이다. 이들 스케

줄에서의 기울기는 R 비트/초이고, 여기서 R은 채널의 통신 레이트이다. 스케줄 D는 프레임이 디코더 버퍼로부터 제거되

어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순간적으로 디코딩되는 스케줄이다. 유의할 점은 스케줄 D가 단지 스케줄 A의 천이(shift)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의할 점은 스케줄 B가 스케줄 A의 하한(lower bound)이고, 스케줄 C가 스케줄 D의 상한(upper bound)이

라는 것이다. 실제로, 스케줄 A와 스케줄 B 간의 갭은 임의의 시점에서 인코더 버퍼의 크기(단위: 비트)를 나타내는 반면,

스케줄 C와 스케줄 D 간의 갭은 이와 마찬가지로 디코더 버퍼의 크기를 나타낸다. 인코더 및 디코더 버퍼 크기는 상보적이

다. 따라서, 코딩 스케줄(A 또는 D)이 버퍼 튜브(buffer tube) 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버퍼 튜브는 도 4의 그래프에 나

타낸 바와 같이 기울기 R, 높이 B 및 튜브의 상단으로부터의 초기 오프셋 Fd(또는 등가적으로 튜브의 하단으로부터의 초기

오프셋 Fe=B-Fd)을 갖는다. D=Fd/R가 첫번째 비트가 수신기에 도착하는 시각과 첫번째 프레임이 디코딩되는 시각 간의

시동 지연(startup delay)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R에 대해 Fd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심 대상이다.

리키 버킷(leaky bucket)은 인코더 버퍼에 대한 비유(metaphor)이다. 인코더는 시각 τ(n)에서 리키 버킷으로 b(n) 비트를

덤프(dump)하고, 그 비트들은 레이트 R로 빠져나간다. 일반적으로, 버킷이 때로는 비게 될 정도로 리크 레이트(leak rate)

R이 높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프레임 n 바로 이전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encoder buffer fullness) Fe(n)는 버킷에 부가되

고 프레임 n 바로 이후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 Be(n)는 동적 시스템에 따른 초기 인코더 버퍼 충만도 Fe(0)=Fe로부터의 버

킷 이볼브(bucket evolve)에 부가된다.

여기서,

은 순간 프레임 레이트(단, n=0, 1, 2, ...)이다. R이 충분히 낮은 경우, 버킷은 결코 마르지(언더플로우차지) 않지만, R이

너무 낮은 경우, 버킷은 궁극적으로 오버플로우한다. 버킷이 결코 마르지 않을 정도의 최대 R은 비트 스트림의 평균 코딩

비트 레이트 rc가 되도록 택한다. 이것은 이하의 2개의 단락에서 보다 명확하게 된다.

크기 B, 레이트 R, 및 초기 충만도 Fe를 갖는 리키 버킷은 모든 n에 대해 Be(n)≤B인 경우, 스텝 {(b(n), τ(n))}을 특징으로

갖는 스케줄을 갖는 스트림을 내포(contain)한다고 말해진다. 리크 레이트 R 및 초기 충만도 Fe가 주어진 경우 스트림을

내포하는 데 필요한 최소 버킷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대응하는 초기 디코더 버퍼 충만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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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를 넘는 이들 각각의 최소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놀랍게도 이들 각각은 Fe의 동일한 값에 의해 최소화된다는 것이 [10, 정리 2]에 나타내어져 있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이

된다.

따라서, 스케줄 {(b(n), τ(n))}을 갖는 비트 스트림에서 각각의 비트 레이트 R에 대해, 스트림을 내포하고 또 최소 버퍼 크

기 B는 물론 최소 시동 지연 D=Fe/R을 갖는 독자적인 리키 버킷이 있다. 이들 파라미터는 상기 식들로 계산될 수 있다.

충분히 낮은 리크 레이트 R의 경우, 리키 버킷은 초기 충만도 Fe=Fe
min(R)로 시작할 때 언더플로우하지 않는다. 최대의 이

러한 레이트 R은 코딩 스케줄 {(b(n), τ(n))}을 갖는 비트 스트림의 평균 코딩 비트 레이트 rc로서 사용될 수 있다.

rc보다 큰 리크 레이트 R도 역시 이용될 수 있다. Be
min(R) 및 Bd

min(R) 둘다가 R에 관하여 감소하고, 구분적 선형

(piecewise linear)이며, 또 볼록하다는 것이 [10]에 나타내어져 있다. 따라서, 전송 레이트 R이 평균 코딩 비트 레이트 rc

보다 큰 경우, 시동 지연 D=Fd
min(R)/R은 D=Fd

min(rc)/R에 비해 감소될 수 있다. 이 사실이 섹션 IV-A에서 사용된다.

리크 레이트 R=rc, 크기 B=Be
min(rc), 및 초기 디코더 버퍼 충만도 Fd=Fd

min(rc)를 갖는 리키 버킷은 따라서 도 4에서와 같

이 코딩 스케줄의 경계를 이루는 직선 버퍼 튜브(straight buffer tube)에 대응한다. 미디어 파일 내의 각각의 스트림은 코

딩 스케줄을 가지며, 따라서 각각의 스트림은 스트림의 평균 코딩 비트 레이트 rc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직선 버퍼 튜브에

대응한다. 버퍼 튜브의 크기 B 및 코딩 스케줄에 대한 그의 오프셋 Fe(또는 Fd)은 가변 비트 레이트(variable bit rate,

VBR) 스트림(확장가능 스트림의 고정 품질 서브스트림 등)에 대한 상기 공식에 의해 계산되거나 스트림이 고정 비트 레이

트(constant bit rate, CBR) 스트림인 경우 그 스트림을 인코딩하는 데 사용되는 실제 인코더 버퍼의 크기 B 및 초기 상태

Fe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버퍼 튜브 상한(upper bound) 및 코딩 스케줄 간의 프레임 n에서의 갭 g(n)이 고려

된다. 유의할 점은 디코더 버퍼 충만도 Fd(n)=B-Fe(n)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rc(n)은 버퍼 튜브의 코딩 비트 레이트이며, 이제부터 코딩 비트 레이트 제어가 적용되고 스트림이 전환될 때 서로

다른 프레임이 서로 다른 코딩 비트 레이트를 갖는 서로 다른 버퍼 튜브 내에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한다.

C. 레이트 제어 모델

당분간 비트가 클라이언트에 고정 레이트 ra로 도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프레임 n(크기 b(n)을 가짐)은 프레임

n-1보다 b(n)/ra초 후에 클라이언트에 도착한다. 실제로, 비트의 인덱스는 그의 도착 시각에 비례한다. 도 4의 스케줄의 수

직 스케일을 ra로 나누면,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트가 아닌 클라이언트 시간의 관점에서의 스케줄이 얻어진다. 코딩

스케줄을 ra로 나눈 것이 도착 스케줄이 되고, 이는 각각의 n에 있어서 프레임 n의 클라이언트 도착 시각 ta(n)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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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 튜브 상한(단위: 비트)을 ra로 나눈 것이 버퍼 튜브 상한(단위: 시간)이 되고, 이는 각각의 n에 있어서 프레임 n이 도착

할 것으로 보장되는 시각 tb(n)을 제공한다. 동 도면에, 재생 마감 시각(playback deadline)이 도시되어 있으며, 이는 프레

임 n이 (순간 디코딩 이후에) 재생되기로 스케줄링된 시각 td(n)이다. 따라서, 프레임의 도착 시각과 그의 재생 마감 시각

간의 갭이 프레임 도착 시의 클라이언트 버퍼 지속기간이다. 이것은 연속 재생이 가능하도록 음의 값이 되어서는 안된다.

실제, 도착 레이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ta(n-1) 및 ta(n)이 각각 프레임 n 및 프레임 n-1의 도착 시각인 경우,

은 프레임 n에서의 순간 도착 레이트(instantaneous arrival rate)로서 정의될 수 있다. 실제로, 프레임 n에서의 평균 도착

레이트는 섹션 IV-C에서 상세히 기술하는 바와 같이, ra(n)의 이전의 값의 이동 평균 에 의해 추정된다. 따라서, 수

학식 11을 사용하여, 프레임 n의 도착 시각은 다음과 같이 프레임 n-1의 도착 시각의 항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v(n) 항은 저속 이동 평균(slowly moving average) 을 사용하는 효과를 포착하는 에러 항이다. 그렇지만,

수학식 10으로부터,

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수학식 13에 수학식 14를 대입하면)

이 얻어진다.

이제, 프레임 n의 버퍼 튜브 상한(단위: 시간)을

같이 정의하면,

이 되고,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 방정식이 얻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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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다시 말 하면 국부적으로 일정한 도착 레이트를 중심으로 한 변동을 포착하는 에러 항이다.

수학식 16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는 측정된 도착 시각 tb(n-1), 추정된 도착 레이트 , 및 g(n-1)(이는 프레임

n-1 내의 데이터와 함께 클라이언트로 전송되거나 섹션 V-E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에서 계산될 수 있음)로부

터 tb(n-1)을 계산할 수 있다. 이어서, 프레임 레이트 및 도착 레이트가 대체로 일정한 것으로 가정할 때, 수학식 18을 사용

하여, 클라이언트는 tb(n)이 원하는 값에 도달하도록 코딩 비트 레이트 rc(n)를 제어할 수 있다. 이 관점으로부터, 수학식

18은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상태 천이 방정식으로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코딩 비트 레이트를 조절하기 위해 제어-이

론적 방법(control-theoretic approach)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D. 제어 목적

수학식 18에 정의된 상태 천이 방정식을 사용하여, 무정지 재생(uninterrupted playback)은 클라이언트 버퍼가 언더플로

우하지 않도록 코딩 비트 레이트를 조절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안전 여유(margin of safety)를 도

입하기 위해,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목표 스케줄(target schedule)이 도입되며, 목표 스케줄의 재생 마감 시각으로부터

의 거리는 시간에 따라 서서히 증가한다. 코딩 비트 레이트를 조절함으로써, 버퍼 튜브 상한이 목표 스케줄을 쫓아가도록

그 상한의 제어가 시도된다. 버퍼 튜브 상한이 목표 스케줄에 가까운 경우, 모든 프레임의 도착 시각은 그의 재생 마감 시

각보다 확실히 더 이르게 되며, 따라서 무정지 재생이 보장된다. 유의할 점은 실제 도착 시각(그의 상한이 아님)을 목표에

맞춰 제어하는 결과 프레임당 비트 수가 대략 일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품질이 아주 나빠지게 된다. 리키 버킷

모델을 고려함으로써, 순간 코딩 비트 레이트가 주어진 평균 코딩 비트 레이트의 이전에 확립된 범위 내에서 콘텐츠의 인

코딩 복잡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동할 수 있게 해주는 제어를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한을 목표 스케줄에 맞춰 제어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지만, 코딩 비트 레이트의 큰 변화 또는 빈번한 변화로 인한

품질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도 요망된다. 이것은 비용 함수(cost function)에 상대 코딩 비트 레이트 차이에 대한 패널티를

도입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tT(n)가 프레임 n에 대한 목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할 때, 이하의 비용 함수는 2가지 관심사 모두를 반영하는 데 사용되고,

여기서, 첫번째 항은 버퍼 튜브 상한의 목표 스케줄로부터의 편차에 패널티를 주고, 두번째 항은 연속적인 프레임들 간의

상대 코딩 비트 레이트 차이에 패널티를 준다. N은 제어 윈도우 크기이고, σ는 2개의 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라그랑쥐 승

수(Lagrange multiplier) 또는 가중 파라미터이다.

III. 최적 제어 솔루션

최적 제어 솔루션을 제시하기에 앞서, 목표 스케줄의 설계 원리에 대해 기술한다.

A. 목표 스케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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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예시적인 목표 스케줄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재생 마감 시각과 목표 스케줄 간의 갭은 원하는 클라이언트 버퍼 지

속기간(단위: 클라이언트 시간)이다. 스트리밍의 시작에서 갭이 작게 되면 작은 시동 지연이 가능하게 되는 반면, 갭이 시

간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면 수신기의 지터, 지연 및 처리용량 변화의 억압 능력이 점차적으로 증대된다.

목표 스케줄의 기울기는 평균 코딩 비트 레이트를 평균 도착 레이트에 관련시킨다. tT(n)을 프레임 n에 대한 목표라고 하

자. 도 6에 예시된 바와 같이, 프레임 n에서의 목표 스케줄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된다.

상한 tb(n)이 목표 스케줄과 완전히 일치하고(즉, tb(n)=tT(n)) 또, 도착 레이트 ra가 일정한 경우(즉, w(n-1) 항이 없어지

는 경우), 수학식 18로부터,

이 된다.

따라서, 기울기가 작은 경우, 즉 1/v보다 작은 경우, ra/rc는 v보다 크고, 클라이언트 시간의 초당 초 이상의 콘텐츠가 수신

되어, 클라이언트 버퍼(클라이언트 시간의 초당 단지 v초의 콘텐츠를 재생함)가 커지게 된다. 시간에 따라 기울기가 1/v에

가까워질 때, ra/rc는 v에 가까워지고 버퍼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순간 코딩 비트 레이트의 변동으로 인한 변화는

제외함), 그 이유는 콘텐츠가 동일한 속도 v로 수신되어 재생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설계 아이디어를 나타내

는 2개의 목표 스케줄 함수가 제시된다.

1) 로그 목표 스케줄(Logarithmic Target Schedule)

목표 스케줄 tT을 선택하는 한 방법은 클라이언트 버퍼 지속기간이 시간에 따라 로그적으로 증가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

으로 말하면, td가 재생 마감시각인 경우, 어떤 시작 시각 td0보다 큰 각각의 td에 대해,

이 된다.

수학식 1에 의하면 td=td0+(τd-τd0)/v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과 같이 되고,

따라서, 프레임 0에서의(td=td0일 때의) 초기 기울기는 s(0)=(1-b)/v이다. b=0.5로 설정하는 것은 초기에 rc/ta=0.5/v임을

암시하며, 그에 따라 클라이언트 버퍼는 처음에 실시간의 2배로 커지게 된다. 게다가, a=0.15로 설정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버퍼 지속기간이 v에 상관없이 1분 후에 7.68초, 10분 후에 15.04초, 및 100분 후에 22.68초가 됨을 의미한다.

2) 2-구분 선형 목표 스케줄

목표 스케줄 tT을 선택하는 다른 방법은 클라이언트 버퍼 지속기간이 미디어 시간의 a초에 도달할 때까지 버퍼 지속기간

을 클라이언트 시간의 초당 미디어 시간의 b초의 레이트로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시작 시각 td0보다 큰 각각의 td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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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초기 기울기는 다시 말하지만 s(0)=(1-b)/v이다. b=0.5로 설정하는 것은 처음에 rc/ra=0.5/v임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클

라이언트 버퍼가 처음에 실시간의 2배로 커가게 된다. 게다가, a=10로 설정하는 것은 v에 상관없이 클라이언트 버퍼 지속

기간이 클라이언트 시간의 20초 후에 미디어 시간의 10초에 도달하게 됨을 의미한다.

도 7a 및 도 7b는 상기 2가지 목표 스케줄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0초의 클라이언트 버퍼 지속

기간이 지터, 지연, 및 네트워크 변동(network fluctuation)에 대해 안전한 레벨인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2-구분 선형 목

표 스케줄은 20초 내에 안전 레벨에 도달하며, 이는 로그 목표 스케줄보다 훨씬 더 빠르다. 한편, 2-구분 선형 목표 스케줄

의 기울기는 더 오랫동안 더 낮게 유지되며(따라서 코딩 비트 레이트 및 품질이 더 오랫동안 낮다), 게다가 그의 기울기가

0.5/v에서 1/v로 변하는 20초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따라서, 비록 제어기 설계에서의 원활성 목적으로 인해 코딩 비

트 레이트가 스케줄 자체만큼 급격하지는 않지만, 코딩 비트 레이트는 로그 목표 스케줄에서와 같이 원활하게 변하지 않는

다.

B. 최적 제어기 설계

수학식 18로부터, 코딩 비트 레이트 rc(n)의 관점에서의 버퍼 튜브 상한 tb(n)의 전개에 대해 기술하는 기본적인 상태 천이

방정식을 돌이켜보자.

여기서, 이제부터 프레임 레이트 f 및 평균 도착 레이트 가 비교적 일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 가정으로부터의 편차는

w(n)에 의해 포착된다.

코딩 비트 레이트를 조정함으로써 상한을 제어하는 것이 요망된다. 각각의 프레임이 클라이언트에 도착할 때, 피드백 루프

는 코딩 비트 레이트를 조정하기 위해 서버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의할 점은 프레임 n이 클라이언트에

완전히 도착할 때쯤에 프레임 n+1은 이미 서버로부터 스트리밍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레임 n+1에 대한 코

딩 비트 레이트 rc(n+1)는 시각 ta(n)까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실제로, 시각 ta(n)에서, 프레임 n+2는 제어기

가 코딩 비트 레이트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프레임이다. 따라서, 시각 ta(n)에서, 제어기의 일은 rc(n+2)를 선택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피드백 루프에서의 이러한 1-프레임 지연은 명백히 설명되어야만 한다.

간단함을 위해, 목표 스케줄은 프레임 n이 도착하는 시각을 중심으로 선형화되어 있다. 선형화는 특정의 점에서 원래의 목

표 스케줄에 접하는 선을 대략적인 목표 스케줄로서 사용하는 것과 동등하다. 따라서,

무제한으로 증가하는 상한의 변화를 직접 제어하는 것보다는, 안정성을 위해 에러 공간 수식화(error space formulation)

가 사용된다. 에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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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이어서, 제어 입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여기서, 은 아마도 rc(n+1)의 양자화된 버전(섹션 IV-D에 정의되어 있음)이며, 외란(disturbance)은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그러면, 수학식 33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따라서, 에러 벡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시스템의 에러 공간 표현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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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적절한 행렬 Ф, Г 및 Гd에 대해 e(n+1)=Фe(n)+Гu(n)+Гdd(n)로서 표현될 수 있다.

외란 d(n)이 순수 화이트 노이즈(pure white noise)인 것으로 가정하고 또 완전 상태 측정(perfect state measurement)

(즉, e(n)의 모든 성분이 추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측정될 수 있음)을 가정하면, 외란 d(n)은 제어기 설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수학식 39로 표현된 선형 제어기가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서, G는 피드백 이득(feedback gain)이다. 프레임 n이 완전히 수신될 때쯤에, e(n)의 모든 요소가 클라이언트에서 이

용가능하며, 따라서 u(n)이 계산될 수 있다. 이어서, 프레임 n+2에 대한 이상적인 코딩 비트 레이트는 수학식 40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최적 선형 제어기를 찾는 것이란 섹션 II-D에 정의된 2차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피드백 이득 G*을 찾는 것이다. 설계를

계속하기에 앞서, 임의의 프레임 레이트 f에 대한 최대 계수(full rank)를 갖는 시스템 가제어성 행렬(controllability

matrix) C

이 먼저 검사된다. 따라서, 시스템은 완전 가제어(completely controllable)이고, 상태 e(n)는 임의의 바람직한 값으로 조

절될 수 있다. 이제, 섹션 II-D에 정의된 비용 함수가 다음과 같음을 상기하자.

여기서, Q=CTC(C=[1 0 0]임)이고, R=σ이다. 그러면, 코딩 비트 레이트 변동을 평활화(smooth)(즉, 비용 함수 I를 최소

화)하는 동안 목표 스케줄을 추적하는 원래의 제어 문제는 에러 공간에서의 표준 조절기 문제(standard regulator

problem)로 변환된다. N→ 으로 하면, 무한 구간(infinite horizon) 최적 제어 문제는 2 단계, 즉 1) S를 얻기 위해 DARE

(discrete algebraic Riccati equation, 이산 대수 Riccati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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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2) 최적 피드백 이득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최적의 조절기를 획득하기 위해 [11, 섹션 3.3]에서의 결과를 적용함으로써 해가 구해진다. Q가 비음의 정부호

(nonnegative definite)이고 R이 양의 정부호(positive definite)인 경우, S(그에 따라, G*)의 존재성 및 유일성이 보장되

며, 이는 이 경우에 입증하기 간편한다.

C. 프레임 레이트

이전의 섹션에서, 프레임 레이트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가정은 오디오가 없는 비디오 등의 단일 매체를 스트리

밍할 때 타당하다. 가변 프레임 레이트 비디오는 보통 프레임을 건너뜀으로써 달성되며, 이는 b(n)으로 설정함으로써 처리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보통은 비디오 및 오디오가 함께 스트리밍되며, 그의 병합된 코딩 스케줄은 고정 프레임 레이트를

갖지 않을 수 있다. 고정 프레임 레이트 f가 있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피드백 레이트를 감소시키기 위해 f보다 낮은 레이트

로 제어기를 동작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가상 프레임 레이트(virtual frame rate)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가상 프레임 레이트 f가

선택되며, 예를 들어 f=1fps(초당 프레임)이고, 미디어 시간은 크기 1/f의 구간들로 분할되고, 각각의 구간 내에 도착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프레임들 모두는 디코딩 및 재생 마감 시각이 구간의 끝이 되는 가상 프레임으로서 모델링된다.

이 방법은 몇가지 이점을 갖는다. 첫째, 이 방법은 전체 피드백 이득(universal feedback gain)의 오프라인 설계를 가능하

게 해주며, 이는 스트림 또는 스트림들의 실제 프레임 레이트와는 상관없다. 둘째, 이 방법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의

피드백의 레이트가 감소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 프레임들 간의 간격이 일반적으로 RTT(round trip

time)보다 안전할 정도로 더 크기 때문에, 에러 공간 모델에서의 1-프레임 지연(이전 섹션에서 설명됨)은 피드백 지연을

모델링하기에 충분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길이 RTT/f의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지연을 표현하기 위해 대

략 RTT/f개의 부가의 상태 변수를 갖는 피드백 지연을 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본 설명의 나머지에서, 가상 프레임 레이트 f=1fps가 사용되며, 간단히 프레임 레이트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가상 프레임

은 간단히 프레임이라고 한다.

유의할 점은 본 제어기 설계 원리에서, 버퍼 튜브 상한의 제어 목표로부터의 편차는 σ값을 감소시킴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σ값의 더 작은 값은 비용 함수에서의 편차 항(deviation term)에 대한 비교적 큰 패널티(relative larger penalty)를 의미

하며, 따라서 상한이 목표를 더 가깝게 쫓아가도록 만든다. 그렇지만, 이것은 코딩 비트 레이트 평활성을 희생시킨 대가로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비용 함수에서의 대응하는 항이 더 적게 가중되기 때문이다. σ=500에서 버퍼 튜브 상한이 제어 목

표로부터 약간만 벗어나는 동안 코딩 비트 레이트가 바람직하지 않은 변동을 갖는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큰 σ 값은 확실

히 더 평활한 코딩 비트 레이트를 제공하지만, 클라이언트 버퍼 언더플로우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버퍼튜브 상한

이 제어 목표로부터 상당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σ의 양호한 선택은 이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검증된 실시예에서, 코딩 비트 레이트가 상향 전환될 때 σ=4000이 선택되었고 하향 전환될

때 σ=2000이 선택되었다. 유의할 점은 클라이언트 버퍼 언더플로우의 가능성을 더 감소시키기 위해 약간 더 공격적인 전

략이 후자의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IV. 스트리밍에 있어서의 실제 문제

A. 고속 시동

이전의 섹션에 기술한 바와 같이, 시동 지연은 콘텐츠가 클라이언트에 처음으로 도착하기 시작할 때로부터 재생이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의 길이를 말한다. 이 기간 동안, 콘텐츠는 패킷 지터, 재전송 지연, 네트워크 대역폭의 변동, 및 순간 코딩 비

트 레이트의 변동을 저지하기 위해 수신기 버퍼에 축적된다. 더 긴 시동 지연이 동적 네트워크 환경에서 연속 재생을 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는 시동 지연이 가능한 한 작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

라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시동 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가지 가능한 방법은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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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밍의 시작에서 콘텐츠를 정상 레이트(normal rate)보다 더 고속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이 버스팅(bursting) 기술은 확실

히 짧은 시간 내에 버퍼 지속기간을 확실히 증대시킨다. 그렇지만, 이는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조차 있는 정상보다 더 높은

초기 대역폭을 요구함으로써 네트워크에 추가의 부담을 준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프로세스는 적응적 미디어(adaptive media)의 속성을 이용하는 대안적인 고속 시동(fast startup) 기

술을 이용한다. 이전의 섹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초기의 코딩 비트 레이트 rc를 도착 레이트 ra(필요한 경우 재생 속도 v

로 나눔)의 1/2이 되도록 선택함으로써, 클라이언트 버퍼 지속기간은 재생 동안 실시간의 2배로 증가할 수 있다. 재생 동

안 클라이언트 버퍼를 증가시킴으로써 시동 지연이 낮게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버퍼 지속기간이 여전히 낮은 동안 재생

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버퍼 지속기간이 낮은 동안 재생을 시작하는 것은 짧은 기간에 걸쳐서는 특별히 위험하지 않

은데, 그 이유는 임의의 짧은 구간 내에 심각한 혼잡이 일어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긴 구간에서는 심각한 혼

잡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긴 기간에 걸쳐서는 버퍼 지속기간이 높은 것이 중요하다. 재생 동안에 버퍼 지속기간

을 증가시킬 수 없는 경우, 버퍼 지속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연속 재생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높을 때까지 시동이 지연되

어야만 한다.

게다가, 전송 레이트가 코딩 비트 레이트의 2배인 경우, 시동 지연은 리키 버킷 모델[10]의 속성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감소될 수 있다. 섹션 II-B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주어진 비트 스트림에 대한 시동 지연은 스트림이 레이트 R로 전

송될 때 D=Fd
min(R)/R이 된다. 이것은 스트림을 그의 코딩 비트 레이트로 전송할 때 통상 Fd

min(rc)/rc와 같다. 그렇지만,

스트림을 레이트 ra>rc(rc=0.5ra/v)로 전송하는 경우, 시동 지연은 Fd
min(ra)/ra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시동 지연 D는 분자

가 감소하기 때문에 또 분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감소한다.

도 8의 그래프는 R이 rc에서 ra로 변할 때 초기의 디코더 버퍼 충만도 Fd
min(R)의 감소를 나타낸 것이다. 상세하게는, 이는

주어진 비트 스트림에 대한 코딩 스케줄은 물론, 튜브 I 및 튜브 II(리크 레이트 rc 및 ra를 갖는 2개의 리키 버킷에 각각 대

응하고, 둘다 코딩 스케줄을 포함함)로 표시된 상한 및 하한을 나타낸 것이다. 튜브 II는 튜브 I보다 작은 데 그 이유는 주어

진 스트림을 포함하는 리키 버킷의 최소 크기 Bmin(R)가 리크 레이트 R에서 감소하기 때문이다[10]. 이와 마찬가지로, 초

기의 디코더 버퍼 충만도 Fmin(R)는 R에서 감소한다[10]. 따라서, 프레임 0에 대한 재생 마감 시각이 클라이언트 시간 t0_

Ⅰ=Fd
min(rc)/ra 대신에 t0_Ⅱ=Fd

min(ra)/ra 정도로 일찍 시작할 수 있다. 그로부터, 재생 마감 시각은 미디어 시간의 초당 클

라이언트 시간의 1/v 초로 앞서간다.

B. 제어기 초기화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목표 스케줄은 재생 마감 시각과 동시에 시작하고 소정의 함수에 따라 증가한다. 제어기는 튜브 I

의 상한을 목표 스케줄에 맞춰 제어하려고 시도한다. 처음에, 튜브 I의 상한은 목표 스케줄보다 높다(또 실제로는 재생 마

감 시각보다 높으며, 이것이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재생이 시작될 때, 제어기는 코딩 비트 레이트를 감소시

킴으로써 갭을 메우려고 시도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가 이미 도착

레이트보다 낮아 클라이언트 버퍼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딩 비트 레이트의 추가의 감소는 적절하지 않다. 이 효과

를 피하기 위해, 제어기는 튜브 I의 상한이 목표 스케줄을 초과할 때, 즉 도 8의 점 B에서 초기화된다. 점 B는 해석적으로

찾아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에 대한 해를 명시적으로 구할 필요는 없다. 제어기는 튜브 I의 상한이 목표를 초과하자마자

초기화될 수 있다.

C. 도착 레이트의 지수 평균 구하기(exponential averaging)

(순간 도착 레이트 대신에) 평균 도착 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코딩 비트 레이트 변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섹

션은 도착 레이트에 대한 새로운 지수 평균 알고리즘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및 r(k)를 각각 패킷 k가 수신될 때 평균 도착 레이트 및 순간 도착 레이트라고 하자. 유의할 점은 제어 동작과는 달

리, 레이트 평균 구하기 동작은 모든 프레임의 도착 이후라기 보다는 모든 패킷의 도착 이후에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프

레임 인덱스 n보다는 이산 패킷 인덱스(discrete packet index) k가 사용된다. 널리 채택된 지수 가중 이동 평균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 EW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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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지 않고, β(k)=β로 일정한 경우, 지수 평균 구하기는 보다 주의깊게 수행된다. 본 알고리즘에서, 인자 β(k)는 일

정하지 않고 패킷들의 도착간 갭(inter-arrival gap)에 따라 변한다. 이 새로운 알고리즘은 일정한 β(k)를 갖는 EWMA 알

고리즘에 비해 몇가지 이점을 갖는다. 첫째, 평균 도착 레이트 의 추정치는 에 의해 아래쪽으로 유계

(bounded below)이기 보다는 마지막 패킷 이후의 갭이 무한대로 될 때 자연스럽게 0으로 된다. 둘째, 평균 도착 레이트

의 추정치는 마지막 패킷 이후의 갭이 0으로 될 때 무한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특히 중요한 이유는 패킷이 종종

버스트로 도착하여 극히 높은 순간 도착 레이트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균 도착 레이트 의 추

정치는 초기 조건이 무한 과거(infinite past)를 나타낸 것처럼 그 초기 조건을 과가중(over-weight)하지 않는다. 이것은

추정의 초기 단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수학식 11에서와 같이, 패킷 k 이후의 순간 도착 레이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여기서, b(k)는 패킷 k의 크기를 나타내고, ta(k)는 패킷 k의 도착 시각을 나타낸다. 이산 시간 함수 ra(k)는 도 9의 그래프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하의 식에 의해 구분적으로 일정한 연속 시간 함수(piecewise constant continuous time

function) ra(t)로 확장된다.

이어서, 함수 ra(t)는 지수 임펄스 응답 αe-αt, t≥0에 의해 필터링되고, 어떤 시상수 1/a에 대해,

이다.

(여기 및 이 서브섹션의 나머지에서, 도착 시각 ta(k)로부터 첨자가 생략되어 있다.) 유의할 점은 분모 적분인

가 1-e-α(t(k))-t(0))로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분자 적분의 범위는 및 ra(k) 항으로

된 에 대한 재귀적 표현식을 얻기 위해 범위 (t(0), t(k-1)] 및 (t(k-1), t(k)]으로 분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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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다. 유의할 점은 β(k)는 k가 무한대로 될 때 수치적으로 안정(numerically stable)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갭 δ=t(k)-t

(k-1)이 0으로 됨에 따라, 1-β(k)는 0으로 되지만 ra(k)는 무한대로 된다. 그렇지만, 이들의 곱은 잘 동작한다(well

behaved). 실제로, 로피탈의 법칙(l'Hopital's rule)을 사용하여, δ→0이 되면,

이 된다. 따라서, 수학식 54는 t(k)=t(k-1)인 경우의 업데이트 규칙(update rule)이다.

D. 코딩 비트 레이트가 주어진 경우 스트림의 선택

클라이언트가 코딩 비트 레이트 rc(n)를 요청할 때, 서버는 rc(n)에 거의 같은 코딩 비트 레이트 를 갖는 스트림(또는

확장 가능 스트림의 서브스트림)을 선택함으로써 승낙한다. 이 rc(n)와 다를 수 있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 이

유는 소단위 확장가능 코딩(fine grain scalable coding)이 사용될지라도 미디어 파일에 단지 유한개의 스트림(또는 서브

스트림)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와 정확히 같은 평균 코딩 비트 레이트를 갖는 미디어 파일 내에 스트림이 없을

수 있다. 두번째 이유는 rc(n)와 정확히 같은 평균 코딩 비트 레이트를 갖는 미디어 파일 내에 스트림이 있을지라도, 그 스

트림에 대한 버퍼 튜브가 너무 커서 클라이언트 버퍼 언더플로우의 위험없이 그 스트림으로 전환하지 못할 수 있다. 사실,

스트림이 전환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상한에 불연속이 있으며, 이는 양 또는 음일 수 있다. 상한에서의 양의 천이는 도 10

의 그래프에 나타내어져 있으며, 이 천이가 큰 경우 클라이언트 버퍼는 즉각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언더플로우할 수 있

다.

따라서, 서버는 상한이 클라이언트에 의해 서버에 제공된 어떤 양 △maxg(n-1)만큼만 위쪽으로 천이하게 하는 스트림을

선택해야만 한다.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시간 ta(n-2) 이후에(프레임 n-1이 이미 스트리밍하기 시작한 이후에) 곧바로

그의 피드백으로 서버에 △maxg(n-1)을 rc(n)과 함께 제공한다. 피드백을 수신하면, 서버는 ≤rc(n)가 되도록 가능

한 한 높은 코딩 비트 레이트 를 갖는 스트림을 선택하고, 인 경우(즉, 레이트의 상향 전환인 경우),

gnew(n-1)-gold(n-1)≤△maxg(n-1)이 되며, 여기서 gnew(n-1) 및 gold(n-1)은 도 10에 나타내어져 있다. △maxg(n-1)에

의해 주어진 제약은 레이트의 하향 전환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는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 시각 ta(n-1)에서 상한이 얼마인지(그의 예측)를 제한하기

위해 △maxg(n-1)를 선택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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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클라이언트는 tbnew(n-1)이 목표 tT(n-1)에서 재생 마감시각 td(n-1)까지의 기간의 단지 일부 p가 되도록 이를 제한하

기 위해 △maxg(n-1)를 선택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검증된 실시예에서, p=1/3이 선택된다.

유의할 점은 대체 실시예에서, 서버가 어떤 코딩 비트 레이트를 지원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클라이언트에 미리 제공될 수

있으며 또 클라이언트가 상기한 해석을 수행할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는 단지 서버에 의해 지

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를 요청할 뿐이며, 요청과 함께 서버에 △maxg(n-1)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E. 제어 목표 조정

새로운 평균 코딩 비트 레이트 를 갖는 프레임이 시각 ta(n)에 클라이언트에 도착할 때, 상한의 천이가 있다. 이 천이

는 수 초 정도 일 수 있으며, 따라서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제어기에 혼동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이가 상향인 경우, 제

어기는 즉각적으로 코딩 비트 레이트 rc(n+2)를 감소시키려고 시도한다. 반면에, 천이가 하향인 경우, 제어기는

즉각적으로 코딩 비트 레이트 rc(n+2)를 증가시키려고 시도한다. 어느 방법이든지 아마도 좋지는 않으며, 목적은 도착 레

이트에 외란이 없는 경우 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가지 해결책은 제어 목표 스케줄에 와 같은 동

시적인 천이를 도입하는 것이며, 여기서 △g(n-1)=gnew(n-1)-gold(n-1)은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버에서 계산된

프레임 n-1에서의 상한의 실제 천이(단위: 비트)이다. 서버는 이 값을 프레임 n과 함께 클라이언트로 전송할 수 있다. 스트

림 변화가 없는 경우, 이 값은 단지 0이다.

코딩 비트 레이트가 변할 때마다 제어 목표 스케줄이 조정되는 경우, 그 스케줄은 더 이상 설계된 목표 스케줄을 따르지 않

는다. 조정된 목표 스케줄은 설계된 목표 스케줄과 구분하기 위해 제어 목표 스케줄(또는 단순히 목표 스케줄)이라고 한다.

물론, 제어 목표 스케줄은 설계된 목표 스케줄에 접근하는 성향을 가져야만 한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어 목표 스케줄

이 설계된 목표 스케줄보다 위쪽에 있는 경우 그의 기울기를 감소시키고 그 아래쪽에 있을 때는 기울기를 증가시키는 것이

다.

로그 목표 스케줄 의 경우(단, td=td0+(τd-τd0)/v), 수학식 24에 따르면, 미디어 시간 τd에서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된다.

d가 재생 마감 시각과 목표 스케줄 간의 거리로서 정의되는 경우, 즉

인 경우,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d의 함수로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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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d가 재생 마감시각과 제어 목표 간의 거리일 때마다, 제어 목표의 기울기는 수학식 59에서의 s로 설정된다. 구체

적으로 말하면, 가 천이 후에 프레임 n에서의 제어 목표인 경우, 는 -s/f로 리셋된다. 이어서, 수학

식 37에서의 에러 벡터 e(n)을 계산하기 위해 및 가 tT(n) 및 tT(n-1) 대신에 사용된다. 그 결과의 에러

벡터는 이어서 수학식 40에서의 이상적인 코딩 비트 레이트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2-구분 선형 목표 스케줄의 경우, 기울기는 제어 목표 스케줄이 목표 스케줄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소정의 기간을

사용함으로써 계산하기가 용이하다. 이어서, 제어 목표 스케줄의 기울기는 거리 d 및 기간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본 발

명의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검증된 실시예에서, 기간은 50초로 설정되었다.

V. 구현 상세

이 섹션은 송신기측 및 수신기측 양자에 관한 구현 상세에 대해 기술한다.

A. 가상 스트림의 생성

본 발명의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검증된 실시예에서, 소단위 확장가능(fine grained scalable, FGS) 스트림은 일련의 데이

터 단위를 포함하며, 그 각각은 데이터 단위가 클라이언트에 의해 수신되는 경우 비트별 왜곡 감소(per-bit decrease in

distortion)를 나타내는 라그랑지 승수(Lagrange multiplier) λ로 태깅되어 있다. 데이터 단위에 대한 λ가 임계값을 넘을

때, 데이터 단위는 그 임계값에 대응하는 가상 스트림에 포함된다. 각각의 임계값은 전체 비트 수에 대응하며, 따라서 가상

스트림에 대한 평균 코딩 비트 레이트에 대응한다. 검증된 실시예에서, N=50개의 가상 스트림이 생성된다. 각각의 스트림

에 대한 임계값은 그 결과 얻어지는 스트림이 하한과 상한 간의 로그 도메인에서 균일한 간격으로 있는 코딩 비트 레이트

를 갖도록 선택된다.

스트리밍 동안에, 서버가 미디어 파일로부터 데이터 단위를 판독할 때, 서버는 그의 라그랑지 승수 λ가 스트림에 대한 임

계값을 넘는 경우 데이터 단위를 현재 전송되고 있는 가상 스트림에 포함시킨다.

B. 송신기에서의 리키 버킷 계산

각각의 가상 스트림에 대해, 리키 버킷 파라미터 (R, Bmin(R), Fd
min(R))는 R=Ravg 및 R=Rmax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사전

계산되며, 여기서 Ravg=rc는 스트림의 평균 코딩 비트 레이트이고, Rmax=2rc이다. 이들 리키 버킷 파라미터는 프리앰블로

클라이언트로 전송된다.

게다가, 스트리밍 동안에, 서버는 각각의 스트림에 대해 온라인 리키 버킷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

버가 미디어 파일로부터 데이터 단위를 판독할 때마다, 서버는 각각의 스트림에 대한 임계값 리스트 및 데이터 단위의 라

그랑지 승수를 사용하여 데이터 단위가 속해 있는 가상 스트림을 판정한다. 이어서, 송신기는 수학식 2 및 수학식 3을 사용

하여, 판정된 스트림에 대해 평균 코딩 비트 레이트 Ravg와 같은 리크 레이트를 갖는 그 리키 버킷의 상태를 업데이트한다.

프레임 내의 모든 데이터 단위가 미디어 파일로부터 판독되면, 송신기는 가상 스트림 각각에 대한 g(n)=Bmin(Ravg)-Be(n)

을 계산한다. 스트림 스위치(즉, ) 시에, 새로운 스트림에 대한 갭 gnew(n)은 이하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g(n-1)=gnew(n-1)-gold(n-1)와 함께 클라이언트로 전송된다. 리키 버킷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아주 낮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값을 사전 계산하여 각각의 데이터 단위와 함께 미디어 파일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C. 초기 코딩 비트 레이트 선택

스트리밍 세션의 시작에서, 송신기는 초기 코딩 비트 레이트(보통은 대역폭의 1/2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네트

워크 대역폭에 대해 얼마간 알 필요가 있다. 대역폭 추정치는 패킷 쌍[12], 경로 첩(path chirp)[3], 기타 등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전 측정으로부터 또는 이력값(history value)에 기초한 사후 근사값(reactive approximation)으로부터 도출

될 수 있다. 초기 대역폭 추정의 정확한 형태는 본 문서의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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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코딩 비트 레이트 전환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레이트 제어 피드백은 피드백이 생성되는 프레임 번호(예를 들어, 이전의 섹션에서의 n-2) 및 상한의

최대 허용가능 천이(단위: 비트)(예를 들어, 이전의 섹션에서의 △maxg(r-1))를 포함한다. 송신기가 적당한 코딩 비트 레이

트를 찾아내고 또 프레임 n에서 전환을 행하는 경우, 송신기는 프레임과 함께 3개의 값, 즉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

, 상한까지의 현재의 갭 gnew(n), 및 천이 △g(n-1)=gnew(n-1)-gold(n-1)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이 정보를 가

지고, 클라이언트는 그의 제어 목표 스케줄은 물론 그의 상한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코딩 비트 레이트 전

환이 항상 새로운 프레임의 시작에서 일어나며 프레임 내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E. 클라이언트에서의 최적 레이트 제어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가 시작할 때마다, 클라이언트는 새로운 프레임과 함께 값 g(n)을 수신한다. 이어서, 연속적인 프

레임들에 대한 g(n)의 값은 코딩 비트 레이트 및 프레임 크기 b(n)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 자신에 의해 추론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도착 프레임 시각 ta(n)을 기록하고, 버퍼 튜브 상한 tb(n)을 계산하며, 이어서 편차 e(n)를 계산한다.

코딩 비트 레이트 전환이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또한 버퍼 튜브 천이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제어 목표 스케줄을 조정한

다. 이어서, e(n)이 최적 레이트 제어기에 피드되고, 제어기는 원하는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를 출력한다. 규칙적인 간격

으로 또는 요구가 있을 시에 생성될 수 있는 피드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지막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가 다시 송신기로

피드된다.

F. 예시적인 프로세스

이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적용가능한 상기한 시스템의 구현에 대한 예시적인 프로세스가 제공된다.

도 11a 내지 도 11c를 참조하면, 서버는 먼저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 각각에 대해,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에 대응

하는 데이터 스트림이 그로부터 스트리밍되는 경우 존재하게 되는 인코더 버퍼의 초기 상태를 정의하는 일련의 파라미터

를 계산한다(단계 1100). 데이터 스트림과 연관된 코딩 비트 레이트, 데이터 스트림의 코딩 비트 레이트에서 이용되는 인

코더 버퍼의 크기, 및 데이터 스트림의 코딩 비트 레이트에서 표시되는 초기 인코더 버퍼 충만도를 나타내는 값을 포함하

는 이들 파라미터는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프리앰블로 클라이언트에 제공된다(단계 1102). 이어서, 서버는 시동 기간

동안에 소정의 초기 코딩 비트 레이트로 미디어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로 스트리밍한다(단계 1104). 데이터가 스트리밍될

때, 서버는 서버에 의해 지원되는 각각의 코딩 비트 레이트에 대해 생성된 각각의 프레임에 대한 상한 갭을 계산한다(단계

1106). 처음에, 클라이언트는 인코더 버퍼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장래의 프레임에 대한 새로운 최적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프레임별로 결정한다(단계 1108). 게다가, 클라이언트는 장래의 프레임 바로 이전에 서버에 의해 생성된 프레임에 대한 상

기한 최대 허용가능 차이값, 즉 최대 천이값을 계산한다(단계 1110). 클라이언트의 디코더 버퍼가 초기 코딩 비트 레이트

에서 언더플로우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의 데이터를 그 안에 가지자마자 클라이언트는 또한

그가 수신한 프레임의 재생을 시작하고 또 그 후에 수신된 각각의 프레임을 계속하여 재생한다(단계 1112). 게다가, 상기

한 시동 기간에 끝나면, 클라이언트는 장래의 프레임부터 시작하여,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가 결정된 최적 코딩 레이트에

대응하는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로 제공되도록 요청하고, 그 요청과 함께 최대 천이값을 제공한다(단계 1114).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요청된 최적의 코딩 비트 레이트와 같은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 또는 같은 것이 없는 경우

그에 가장 가까운 작은쪽 레이트를 찾아낸다(단계 1116). 그 다음에 찾아낸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가 클라이언트 요청

에서 지정된 프레임 바로 이전에 생성된 프레임과 연관된 코딩 비트 레이트보다 낮은지 또는 높은지가 서버에 의해 판정된

다(단계 1118). 더 낮은 경우, 서버는 클라이언트 요청에서 지정된 프레임 바로 이전에 생성된 프레임에 대한 상기한 천이

값을 계산하고(단계 1120), 클라이언트에 의해 지정된 프레임부터 시작하여 모든 장래의 프레임을 발견된 지원되는 레이

트로 생성하여 이를 계산된 상한 갭 및 천이값, 및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의 표시와 함께 클라이언트로 스트리밍한다(단

계 1122). 그렇지만, 발견된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가 더 높은 경우, 서버는 클라이언트 요청에서 지정된 프레임 바로

이전에 생성된 프레임에 대한 천이값을 계산하고(단계 1124), 이어서 천이값이 클라이언트 요청에서 제공된 최대 천이값

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판정한다(단계 1126). 천이값이 최대 천이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지정

된 프레임부터 시작하여 모든 장래의 프레임을 발견된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로 생성하고 이를 계산된 상한 갭 및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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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값, 및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의 표시와 함께 클라이언트로 스트리밍한다(단계 1122). 그렇지만, 천이값이 최대 천이

값보다 큰 경우, 그 다음으로 낮은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가 발견되고(단계 1128), 단계 1118 내지 단계 1128이 반복

된다.

클라이언트는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로 이제 막 수신된 첫번째 프레임과 연관된 현재 스케줄링된 목표 도착 시각을 제공

된 천이값만큼 천이시키고 또 장래의 프레임에 대한 현재 스케줄링된 목표 도착 시각이 모두 그 프레임에 대한 이전의 목

표 도착 시각에 어떤 기간에 걸쳐 접근하고 또 궁극적으로 그와 일치하도록 이를 천이시킨다(단계 1130). 이어서, 클라이

언트는 서버에 의해 제공된 인코더 버퍼 파라미터 및 상한 갭 값을 이용하여 장래의 프레임에 대한 새로운 최적의 코딩 비

트 레이트를 결정하고 장래의 프레임 바로 이전에 서버에 의해 생성된 프레임에 대한 최대 천이값을 계산한다(단계 1132).

클라이언트는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에 의해 지정된 장래의 프레임부터 시작하여 결정된 최적의 코딩 레이

트에 대응하는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로 제공되도록 요청하고 또 계산된 최대 천이값을 제공한다(단계 1134). 이어서,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 전송 동안에 단계 1116 내지 단계 1134가 반복된다.

VI. 다중 비트 레이트 스트리밍(Multiple Bit Rate Streaming)

다중 비트 레이트(MBR) 스트리밍은 상업용 스트리밍 미디어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는 네트워크 적응형 기술이다. MBR

스트리밍에서는, 확장가능 스트리밍과는 달리, 콘텐츠가 서로 다른 코딩 비트 레이트의 몇개의(일반적으로 5-7개) 독립적

인 스트림으로 인코딩된다. 종종, 각각의 스트림은 통상의 유형의 네트워크 연결(예를 들어, 다이얼-업, DSL, 케이블)에

대해 최적화되어 있다. MBR 스트리밍 세션 동안, 무정지 재생의 조건 하에서 가능한 최대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 적당한

코딩 비트 레이트가 이용가능한 네트워크 대역폭에 기초하여 동적으로 선택된다. MBR 스트리밍이 확장가능 스트리밍과

유사하다는 것은 용이하게 알 수 있다. 실제로, MBR 스트리밍은 제한된 수의 이용가능한 코딩 비트 레이트를 갖는 확장가

능 스트리밍의 특수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기한 최적 제어 방법이 이 경우에 적용가능하게 된다.

그렇지만, 주의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는, MBR 스트리밍을 복잡하게 만드는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바로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MBR 스트리밍에서는, 단지 제한된 수의 이용가능한 코딩 비트 레이트가 있다. 원하는 코딩 비트 레이트의 이러

한 거친 양자화(coarse quantization)는 폐루프 시스템에 상당한 비선형성을 도입시킨다. 실제로, 이용가능한 코딩 비트

레이트들 간의 갭이 크면 진동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2개의 이웃하는 코딩 비트 레이트가 일정한 도착 레이트의 위아래

쪽에 있는(straddle) 경우, 제어기는 클라이언트 버퍼를 목표 레벨에 유지시키기 위해 2개의 코딩 비트 레이트 간을 진동

하게 된다.

둘째, MBR 스트리밍에서, 코딩 비트 레이트는 아무 때라도 전환될 수 있다. 실제, 서버가 새로운 스트림으로 전환될 수 있

기 전에, 서버는 5초 또는 10초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새로운 스트림에서의 그 다음 무결점 지점(clean point)(예를 들어, I

프레임)을 기다려야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의 코딩 비트 레이트는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로 변화하기 이전에 얼마

동안 계속될 수 있다. 제어기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긴 랜덤한 부가의 지연은 폐루프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MBR 스트리밍에서, 서버 성능 문제가 중요하다. MBR 스트리밍을 사용하는 상업용 스트리밍 미디어 시

스템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확장가능 스트리밍에 비해 서버에 가해지는 계산 부하가 최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MBR 스

트리밍에 있어서, 거의 모든 계산 및 상태 유지를 클라이언트 측에 보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상세하게는, 서버는 각각의

스트림에 대해 리키 버킷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없게 된다. 그 대신에, 클라이언트는 이 정보를 추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어

떤 메카니즘을 사용해야만 한다.

A. 보수적 상향 전환(Conservative Up-Switching)

이 서브섹션에서, 제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또 안정 상태 진동을 적어도 1분의 기간으로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

술에 대해 기술된다. 이 기술에서는, 고속 하향 전환이 허용된다. 사실, σ의 값은 2000에서 500으로 감소되고 고속 스위칭

응답에 유리하게 코딩 비트 레이트의 응답성과 평활성 간의 균형을 변화시킨다. 그렇지만, 보수적 상향 전환만이 허용된

다. 보수적 상향 전환은 코딩 비트 레이트의 잘못된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해주고 또 코딩 비트 레이트의 진동이 낮

은 주파수를 갖도록 보장해준다. 구체적으로는, 보수적 상향 전환은 2개의 인접하지만 간격이 넓은 MBR 코딩 비트 레이트

(하나는 도착 레이트 위쪽에 있고 하나는 도착 레이트 아래쪽에 있음) 간의 진동을 감소시킨다.

한 실시예에서, 보수적 상향 전환은 코딩 비트 레이트를 단지 도착 레이트로 제한시키는 보수적 한계를 설정한다. 그렇지

만, 다른 실시예에서, 보수적 상향 전환을 지원하는 방법은 코딩 비트 레이트가 도착 레이트보다 얼마나 높게 상승될 수 있

는지에 관하여 보수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가 도착 레이트 이하이고 또 클라이언트 버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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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간이 그의 목표 레벨을 넘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경우,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가 보수적 한계 이하일 때에만, 코딩 비

트 레이트는 도착 레이트를 넘는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로 상향 전환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 버퍼 지속기간이 목표 레벨

에서 시작할 때, 보수적 한계는 도착 레이트와 같다. 그렇지만, 클라이언트 버퍼 지속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보수적 한계도

역시 증가한다. 따라서,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가 도착 레이트 이하이고 또 그 다음으로 더 높은 코딩 비트 레이트가 도

착 레이트를 넘는 경우, 보수적 한계가 더 높은 코딩 비트 레이트를 넘어 상승하도록 클라이언트 버퍼 지속기간이 충분히

증가한 후에만 그 다음으로 더 높은 코딩 비트 레이트로 상향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코딩 비트 레이트가 더 높은

코딩 비트 레이트로 상향 전환되었으면, 그 때 코딩 비트 레이트가 도착 레이트를 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버퍼는 배출하

기(drain) 시작한다. 궁극적으로, 버퍼가 다시 그의 목표 레벨 이하에서 배출하고 있으면, 제어기는 신속하게 코딩 비트 레

이트를 다시 도착 레이트 이하의 코딩 비트 레이트로 하향 전환시킨다.

현재의 클라이언트 버퍼 지속기간이 주어진 경우, 보수적 한계는 코딩 비트 레이트가 이 값에서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

로 상향 전환되는 경우 클라이언트 버퍼가 목표 레벨까지 다시 배출하는데 적어도 △t초의 클라이언트 시간이 걸리도록 하

는 값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이 메카니즘은 진동의 주기가 적어도 △t초가 되도록 보장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프로세

스의 검증된 실시예에서, △t는 60초로 설정된다.

도 12는 보수적 한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τ1을 코딩 비트 레이트가 rc
old에서 rc

new로 상향 전환되는

순간의 클라이언트버퍼 지속기간(단위: 미디어 시간)이라고 하자. 따라서, △τ1은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로 콘텐츠가 소

모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전의 코딩 비트 레이트 rc
old로 소모되는 콘텐츠의 초 수(number of seconds)이다. (간략함을 위

해, 전환 시의 클라이언트 버퍼 내의 모든 콘텐츠가 레이트 rc
old로 코딩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함) △τ2를 클라이언트 버퍼

지속기간이 목표 레벨 △τT보다 더 큰 어떤 레벨 △τ3초(단위: 미디어 시간)까지 떨어지기 전에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

rc
new로 소모되는 콘텐츠의 초 수라고 하자. 이 단계의 지속기간은 전환 이후의 총 시간이 정확히 △t=(△τ1+△τ2)/v초(단

위: 클라이언트 시간)가 되도록 결정된다. 이제, 이 시간 내에 도착하는 비트 수는 ra△t=rc
new(△τ2+△τ3)≥rc

new

(△τ2+△τT)=rc
new(v△t-△τ1+△τT), 또는

이고, 여기서 △τT는 목표 버퍼 지속기간(단위: 클라이언트 시간)이다. 파라미터 △t는 원하는 동작을 제공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 △t가 크면 상향 전환이 더욱 보수적이 됨을 의미하는 반면, △t가 작으면 상향 전환이 더욱 신속하게 됨을 의미한

다. 검증된 실시예에서, △t는 60초로 설정되고, △t는 일반적으로 약 10초이다.

B. 버퍼 튜브 상한 추정

섹션 V-D에서, 코딩 비트 레이트의 각각의 변경의 시작에서 서버가 3개의 값, 즉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 , 상한까

지의 현재의 갭 gnew(n), 및 제어 목표 천이 △g(n-1)=gnew(n-1)-gold(n-1)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것으로 기술하였

다. 서버는 각각의 코딩 비트 레이트에 대해 리키 버킷 시뮬레이터를 실행함으로써 뒤쪽 2개의 값을 계산한다. 클라이언트

는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에 대해 그 자신의 리키 버킷 시뮬레이터를 실행함으로써 계속하여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에

대한 g(n)을 업데이트한다. 즉, 초기 조건 Fe(n)=B-b(n)-gnew(n)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연속적인 프레임에 대해, 클라이

언트는 수학식 61 및 수학식 62를 계산하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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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학식 2, 3 및 4에서와 같이 순간 프레임 레이트이다. 이로부터, 클라이언트는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 수학식 64를 계

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서버가 리키 버킷을 시뮬레이션할 수 없고 또 gnew(n)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자체

적으로 이 정보를 추정해야만 한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가 gnew(n)를 등의 상한으로서 추정하는

것이 추천된다. 이어서, 초기 조건 (이 경우, 0임)에서 시작하여, 각각의 연속적인 프레임에 대해, 클

라이언트는 수학식 65, 66 및 67을 계산한다.

추론에 의해, , 및 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들 경계 각각은 δ(n)＞0일 때

마다, 즉 수학식 66에서 Fe(n+1)이 0으로 클리핑될 때마다, 만큼 더 엄격하게 된다. 사실, 충분한 시간

이 주어지면, 이들은 궁극적으로 엄격하게 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경계가 δ(n)＞0만큼 엄격해질 때마다, 제어 목표가 (단, △g(n)=-δ(n)임)만큼 천이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n이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의 첫번째 프레임일 때마다, 제어 목표는 (단,

임)만큼 천이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는 하나의 추가의 단계를 위해, 즉 n이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의 첫번째 프

레임인 경우, 수학식 65, 66 및 67을 실행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인 경우, 수학식 68에서 계산된 바와 같이 임은 쉽게 알 수 있다.

VII. 송신기 구동 스트리밍(Sender-Driven Streaming)

이전의 설명에서는 스트림 또는 그의 비트 레이트를 전반적인 조건들에 적응시키기 위한 제어 프로세스가 클라이언트 내

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것은 수신기 구동 스트리밍(receiver-driven streaming)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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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트(즉, 수신기)가 결정을 하고 서버(즉, 송신기)에 통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어 프로세스가 송신측에서 동작하

는 송신기 구동 스트리밍도 가능함은 명백하다. 예를 들어,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TCP를 사용하여, 각각

의 프레임의 도착 시각을 측정하고 도착 레이트를 추정하는 제어 프로세스가 클라이언트에서 동작하지 않고, 각각의 프레

임의 전송 시각을 측정하고 전송 레이트를 추정하는 제어 프로세스가 서버에서 동작할 수 있다. TCP를 사용하면, 프레임

의 전송 시각은 그의 도착 시각과 거의 동일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전송 레이트는 그의 도착 레이트와 거의 동일하며, 따

라서 이들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패킷의 전송 시각 또는 도착 시각은 타임 스탬프라고 할 수 있

다. 송신기 구동 스트리밍에서, 서버는 서버가 이미 전송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또 전송된 프레임에 대한 재생 시각

을 알고 있음으로써 클라이언트 버퍼의 상태를 추론할 수 있다. 송신기 구동 스트리밍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제어 정

보를 전달하는 오버헤드를 감소시키지만, 서버 상에서의 계산상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어떤 상황에서, 이것은 바람직한 트

레이트-오프일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당업자라면 제어 알고리즘이 클라이언트가 아닌 서버 또는 다른 장소에 존재하는 경우에 맞도록 본 명세서에 기술된 프로

토콜을 적절히 수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잘 알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제어하는 컴퓨

터 구현 프로세스로서,

선형 2차 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설정하는 단계 -

상기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는 클라이언트에 의한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재생의 중단을 가져오게 될 언더플로우 상

태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버로부터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 사용되는 클라이언트의 디코더 버퍼

를 원하는 지속기간 레벨까지 충만된 상태로 여전히 유지시키면서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고품질 재생을 제공하는 것

으로 추정됨 -, 및

설정된 각각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사용하여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레이트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세

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설정하는 단계는,

클라이언트 버퍼 레벨을 원하는 목표 레벨에 근사하게 유지시킬 것으로 추정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를 프레임별로 결정하

는 단계, 및

코딩 비트 레이트 추정치가 마지막 설정된 레이트에 대해 원하는 정도 보다 많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만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버퍼 레벨은 추정된 코딩 비트 레이트에서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리키 버킷 모델(leaky bucket model)에

의해 결정되는 프로세스.

공개특허 10-2006-0065482

- 29 -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버퍼를 원하는 레벨에 근사하게 유지시킬 것으로 추정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를 프레임별로 결정하는 단계는,

고려 중인 프레임의 추정된 가장 늦은 예상 도착 시각과 소정의 목표 도착 시각 간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코딩 비트 레이트

를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버퍼를 원하는 레벨에 근사하게 유지시킬 것으로 추정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를 프레임별로 결정하는 단계는,

2차 비용 함수(quadratic cost function)를 사용하여 코딩 비트 레이트의 변화를 소정의 정도까지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

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고려 중인 프레임의 가장 늦은 예상 도착 시각을 추정하는 단계는,

고려 중인 프레임의 바로 앞에 있는 프레임이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나타내는 경우 그와 연관된 가장 늦은 예상 도착

시각을 재추정하는 단계, 및

상기 재추정된 시각을,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프레임의 추정된 도착 레이트와 현재의 순간 프레임 레이트의 곱으로

나눈 것에 가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고려 중인 프레임의 바로 앞에 있는 프레임과 연관된 가장 늦은 예상 도착 시각을 재추정하는 단계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측정된 상기 바로 앞의 프레임의 실제 도착 시각을, 상기 바로 앞의 프레임에 대한 서버의 인코더 버퍼의 상한 갭(upper

bound gap)을 상기 바로 앞의 프레임과 연관된 추정된 도착 레이트로 나눈 것에 가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프레임의 상한 갭은 프레임이 서버의 인코더 버퍼에 완전히 입력된 후에 인코더 버퍼에 현재 포함되 있는 비트에 더하여

인코더 버퍼가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 비트의 수로서 정의되는 프로세스.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설정하는 단계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달성되고, 클라이언트는 인코더 버퍼의 상태에 관해 서버

로부터 수신된 정보에 기초하여 고려 중인 프레임의 가장 늦은 예상 도착 시각을 추정하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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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서버로부터 수신된 정보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나타내는 프레임 시퀀스의 첫번째 프레임의 일

부로서, 수신되고 있는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에 의해 수신되는 각각의 프레임에 대한 상한 갭을 추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추정하는 단계는,

마지막 수신된 프레임이 인코더 버퍼에 배치된 후에 인코더 버퍼 충만도 값이 얼마가 될지를, 마지막 수신된 프레임의 삽

입 이전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의 마지막 계산된 값과 그 마지막 수신된 프레임의 크기의 합으로서 계산하는 단계 - 스트리

밍 미디어의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로 클라이언트에 의해 수신되는 첫번째 프레임과 연관된 마지막 수신된 프레임의 삽

입 이전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 값은 그의 실제 값과 상관없이 0인 것으로 가정되고, 또한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로 클라

이언트에 의해 수신되는 각각의 후속 프레임과 연관된 마지막 수신된 프레임의 삽입 이전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 값은, 마

지막 수신된 프레임의 삽입 이후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의 마지막 계산된 값과 코딩 비트 레이트를 순간 프레임 레이트로

나눈 것 간의 차이 또는 0 중에서 어느 쪽이든 더 큰 것으로 간주되며, 순간 프레임 레이트는 수신될 그 다음 프레임의 스케

줄링된 재생 시각에서 마지막 수신된 프레임의 스케줄링된 재생 시각을 뺀것의 역수와 동일한 것임 - 및

마지막 수신된 프레임과 연관된 상한 갭을, 인코더 버퍼 크기에서 마지막 수신된 프레임의 삽입 후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

의 마지막 계산된 값을 뺀 것으로서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인코더 버퍼 크기는 코딩 비트 레이트에 따라 변하며, 서버로부터 이용가능한 모든 코딩 비트 레이트에 대한 스트리밍 미

디어 데이터의 프리앰블로서 클라이언트에 의해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프로세스.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바로 앞의 프레임과 다른 코딩 비트 레이트를 갖는 프레임이 클라이언트에 의해 수신될 때마다,

이제 막 수신된 프레임과 연관된 현재 스케줄링된 목표 도착 시각을 천이값(shift value)만큼 천이시키는 단계 - 상기 천이

값은 프레임의 상한 갭과 프레임이 바로 앞의 코딩 비트 레이트로 코딩되어 있는 경우 그 프레임과 연관될 상한 갭 간의 차

이를 나타냄 - ,

장래의 프레임들에 대한 현재의 스케줄링된 목표 도착 시각을, 소정 기간에 걸쳐 상기 장래의 프레임들에 대한 이전의 목

표 도착 시각에 집합적으로 접근하고 또 결국에는 그와 일치하도록 천이시키는 단계, 및

마지막 수신된 프레임의 삽입 이후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 값과,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프레임 레이트로 나누고 이어

서 마지막 수신된 프레임과 연관된 추정된 도착 레이트로 나눈 것 간의 차이만큼, 각각의 천이된 프레임을 천이시키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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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프레임이 바로 앞의 코딩 비트 레이트로 코딩되어 있는 경우 그 프레임과 연관될 상한 갭은 인코더 버퍼 크기에서 마지막

수신된 프레임의 삽입 이후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 값에 대한 마지막 계산된 값을 뺀 것으로서 계산되고,

마지막 수신된 프레임의 삽입 이후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 값은 마지막 수신된 프레임의 삽입 이전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

값의 마지막 계산된 값과 그 마지막 수신된 프레임의 크기의 합으로서 계산되며,

마지막 수신된 프레임의 삽입 이전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 값은, 마지막 수신된 프레임보다 앞서 수신된 프레임의 삽입 이

후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에 대해 계산된 값과 바로 앞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마지막 수신된 프레임보다 앞서 수신된 프레

임과 연관된 순간 프레임 레이트로 나눈 것 간의 차이 또는 0 중에서 어느 쪽이든 더 큰 것으로서 계산되는 프로세스.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서버로부터 수신된 정보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나타내는 프레임 시퀀스의 첫번째 프레임의 일부로서 수신되고 있는 스트

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 및

모든 프레임의 일부로서 수신되는 현재의 상한 갭을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15.

제8항에 있어서,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정보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나타내는 프레임 시퀀스의 첫번째 프레임의 일부로서 수신되고 있는 스트

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 및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나타내는 프레임 시퀀스의 첫번째 프레임과 연관된 현재의 상한 갭을 포함하며,

상기 현재의 상한 갭은 또한 상기 시퀀스의 첫번째 프레임의 일부로서 수신되는 프로세스.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정보는 바로 앞의 프레임과 다른 코딩 비트 레이트를 나타내는 프레임 시퀀스의 첫번째 프레임의 일

부로서 수신되는 천이값을 더 포함하며,

상기 천이값은 클라이언트에 의해 수신되는 바로 앞의 프레임이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로 코딩된 경우 그 프레임과 연관

될 상한 갭과 이전의 코딩 비트 레이트로 코딩된 바로 앞의 프레임과 실제로 연관된 상한 갭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프로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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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바로 앞의 프레임과 다른 코딩 비트 레이트를 갖는 프레임이 클라이언트에 의해 수신될 때마다, 이제 막 수신된 프레임과

연관된 현재의 스케줄링된 목표 도착 시각을 천이값만큼 천이시키고, 장래의 프레임들에 대한 현재의 스케줄링된 목표 도

착 시각을, 소정 기간에 걸쳐 상기 장래의 프레임들에 대한 이전의 목표 도착 시각에 집합적으로 접근하고 결국에는 그와

일치하도록 천이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목표값의 상기 천이는 클라이언트가 프레임의 도착 레이트의 변화보다는 이전의 코딩 비트 레이트와 새로운 코딩 비트 레

이트 간의 상한 갭의 천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를 설정하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수행되는 프로

세스.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나타내는 프레임 시퀀스의 첫번째 프레임이 아닌, 클라이언트에 의해 수신된 각 프레임에 대

해, 상한 갭을 추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19.

제6항에 있어서,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프레임의 추정된 도착 레이트를 계산하는 단계는, 현재 수신된 패킷 바로 앞의 패킷에 대해 계

산된 추정 도착 레이트와 제1 부분 가중 인자(fractional weighting factor)의 곱과 현재 수신된 패킷의 순간 도착 레이트

와 제2 부분 가중 인자의 곱의 합산을, 패킷별로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부분 가중 인자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수가 아니라 그 대신에 패킷들 간의 시간에 기초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20.

제5항에 있어서,

고려 중인 프레임의 추정된 가장 늦은 예상 도착 시각과 소정의 목표 도착 시각 간의 차이를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코딩 비

트 레이트의 변화를 소정의 정도까지 감소시키는 코딩 비트 레이트를 식별하는 단계는, 고려 중인 프레임에 대한 소정의

목표 도착 시각을, 그 프레임에 대한 스케줄링된 재생 시각보다 소정의 시간만큼 더 이르게 되도록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고려 중인 프레임에 대한 소정의 목표 도착 시각을 선택하는 단계는, 프레임의 실제 도착 시각이 그의 목표 도착 시각 이후

가 되도록 야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터, 지연 및 처리용량 변화로 인해 프레임이 그의 스케줄링된 재생 시각 이후에 도착

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상기 소정의 시간을 시동 기간 이후에 충분히 크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공개특허 10-2006-0065482

- 33 -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고려 중인 프레임에 대한 소정의 목표 도착 시각을 선택하는 단계는,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에 의해 수신되

기 시작할 때와 첫번째 프레임이 재생되는 때 사이의 시동 지연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시동 기간 동안에 도착하

는 프레임에 대해 시동 기간 이후보다는 시동 기간 동안에 목표 도착 시각을 재생 시각에 더 가깝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프로세스.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고려 중인 프레임에 대한 소정의 목표 도착 시각을 선택하는 단계는, 로그 목표 스케줄(logarithmic target schedule)을 사

용하여 스트리밍 미디어의 각 프레임에 대한 목표 도착 시각을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고려 중인 프레임에 대한 소정의 목표 도착 시각을 선택하는 단계는, 2-구분 선형 목표 스케줄(two-piece linear target

schedule)을 사용하여 스트리밍 미디어의 각 프레임에 대한 목표 도착 시각을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시동 기간 동안에 도착하는 프레임에 대한 목표 도착 시각과 재생 시각 간의 차이는 상기 네트워크 지터, 지연 및 처리용량

변화에 대처할 정도의 충분히 큰 소정의 시간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그 이후에 차이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프로세

스.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시동 지연을 감소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감소시키는 단계는 클라이언트의 디코더 버퍼가 초기의 코딩 비트 레이트에서 언더플로우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의 데이터를 그 안에 가지게 된 때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첫번째 프레임의 재생을 시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디코더 버퍼가 최소량의 데이터를 그 안에 가지게 된 때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첫번째 프레임의 재생을

시작하는 단계는,

상기 첫번째 프레임과 연관된 초기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 값을 획득하는 단계 - 상기 초기의 인코딩 버퍼 충만도 값은 인

코더 버퍼의 크기에서 첫번째 프레임의 크기 및 첫번째 프레임과 연관된 상한 갭을 뺀 것으로서 정의됨 -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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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최소량의 데이터를, 초기의 코딩 비트 레이트와 연관된 인코더 버퍼 크기에서 초기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를 뺀 것으

로서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초기의 코딩 비트 레이트, 초기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 및 인코더 버퍼 크기는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프리앰블로서 서

버로부터 수신되는 프로세스.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시동 지연을 감소시키는 단계는, 도착 레이트가 코딩 비트 레이트에 비례하여 증가함에 따라 상기 최소량의 데이터가 감소

하고 또 시동 지연이 실질적으로 상기 최소량의 데이터를 도착 레이트로 나눈 것이고, 따라서 코딩 비트 레이트가 도착 레

이트보다 낮으면, 요구되는 상기 최소량의 데이터가 더 적을 수 있고 또 시동 지연이 더 작을 수 있게 되므로 초기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클라이언트에서의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예상 도착 레이트보다 낮은 레벨로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29.

제5항에 있어서,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설정하는 단계는, 시동 기간 이후에만 코딩 비트 레이트의 설정을 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시동 기간은 초기의 코딩 비트 레이트에 대해 계산되는 고려 중인 프레임의 추정된 가장 늦은 도착 시각이 그 프레임

에 대한 목표 도착 시각보다 더 이르게 되는 첫번째 인스턴스 이전의 기간으로서 정의되는 프로세스.

청구항 30.

제5항에 있어서,

코딩 비트 레이트의 변화가 감소되는 소정의 정도는 코딩 비트 레이트가 증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이 경우에

코딩 비트 레이트의 임의의 장래의 변화가 감소되는 소정의 정도는 코딩 비트 레이트의 마지막 변화가 레이트를 감소시킨

경우의 소정의 정도와 비교하여 더 크게 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31.

제3항에 있어서,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설정하는 단계는, 결정된 코딩 비트 레이트가 바로 이전의 코

딩 비트 레이트로부터의 증가를 나타내는 경우에,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가 프레임의 현재의 추정된 도착 레이트를 초과

하지 않을 때만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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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설정하는 단계는, 결정된 코딩 비트 레이트가 프레임의 현재의

추정된 도착 레이트를 초과하는 바로 이전의 코딩 비트 레이트로부터의 증가를 나타내는 경우에, 현재의 클라이언트 버퍼

가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더 높은 코딩 비트 레이트로 소모되지 않을 것으로 클라이언트에 의해 추정되는 양만큼

원하는 레벨을 초과할 때에만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33.

제3항에 있어서,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설정하는 단계는, 결정된 코딩 비트 레이트가 바로 이전의 코

딩 비트 레이트로부터의 감소를 나타내는 경우에,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가 바로 이전의 코딩 비트 레이트로부터의 상당

한 이탈을 나타낼지라도 새로운 코딩 비트 레이트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34.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전송되고 있는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제어하는

컴퓨터 구현 프로세스로서,

서버를 사용하여,

서버에 의해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를 나타내고 또 초기의 시동 기간 이후에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요청된 레이트와 관

련한 코딩 비트 레이트를 나타내는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하는 단계,

서버의 인코더 버퍼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 - 상기 인코더 버퍼는 클라이언트로 전송하기 이전에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부분들을 집결(stage)시키는 데 사용됨 -, 및

인코더 버퍼 상태 파라미터 및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단계 - 이에 의해, 상기 파라미터

는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를 계속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 의해 사용가능하

게 되며, 이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는 클라이언트에 의한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재생의 중단을 가져오게 될 언더플

로우 상태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버로부터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 사용되는 클라이언트의 디코

더 버퍼를 원하는 지속기간 레벨까지 충만된 상태로 여전히 유지시키면서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고품질 재생을 제공

하는 것으로 추정됨 -

를 수행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인코더 버퍼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는, 서버에 의해 지원되는 각각의 코딩 비트 레이트에 대해, 코

딩 비트 레이트에 대응하는 데이터 스트림이 그로부터 스트리밍되는 경우에 존재하게 되는 인코더 버퍼의 초기 상태를 정

의하는 일련의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인코더 버퍼 파라미터는 데이터 스트림과 연관된 코딩 비트 레이트, 데이터 스트림의 코딩 비트 레이트와 함께 이용

되는 인코더 버퍼의 크기, 및 데이터 스트림의 코딩 비트 레이트로 나타내어진 초기의 인코더 버퍼 충만도를 표시하는 값

을 포함하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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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인코더 버퍼 상태 파라미터 및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단계는,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

를 전송하기 이전에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프리앰블의 일부로서,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 중 하나를 나타내는 각각의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 계산된 인코더 버퍼 파라미터를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데이터 스트림의 코딩 비트 레이트와 함께 이용되는 인코더 버퍼의 크기는 코딩 비트 레이트 및 초기의 인코더 버퍼 충만

도가 주어진 경우, 스트리밍 프로세스의 어떤 지점에서도 데이터 스트림을 여전히 포함하게 되는 최소 크기 버퍼가 되도록

선택되는 프로세스.

청구항 38.

제35항에 있어서,

서버가 서버에 의해 지원되는 각각의 코딩 비트 레이트에 대해 생성된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각 프레임에 대한 상한

갭을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한 갭은 이제 막 생성된 프레임이 인코더 버퍼에 완전히 입력된 후에 서버의 인코더 버퍼가 그 안에 현재 들어 있는 비트

에 더하여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 비트의 수로서 정의되는 프로세스.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프레임 시퀀스의 첫번째 프레임 바로 이전에 생성된 프레임과 연관된 코딩 비트 레이트와 다른 코딩 비트 레이트를 나타내

는 상기 프레임 시퀀스의 첫번째 프레임에 대해 계산된 상한 갭을, 프레임 시퀀스와 연관된 코딩 비트 레이트의 표시와 함

께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갭 값 및 코딩 비트 레이트는 상기 시퀀스의 첫번째 프레임과 함께 제공되는 프로세스.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는 연관된 갭 값을 포함하지 않는,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프레임들에 대한 상한 갭을 추정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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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는 인코더 버퍼 파라미터 및 상한 갭 값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버퍼를 대략 원하는 레벨에 유지시키는 코딩 비

트 레이트를 프레임별로 결정하고,

상기 결정 단계는 고려 중인 프레임의 추정된 가장 늦은 예상 도착 시각과 소정의 목표 도착 시간 간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코딩 비트 레이트를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42.

제39항에 있어서,

서버가 프레임 시퀀스의 첫번째 프레임 바로 이전에 생성된 프레임과 다른 코딩 비트 레이트를 나타내는 프레임 시퀀스의

첫번째 프레임을 나타내는 각 프레임에 대한 천이값을 계산하는 단계 - 상기 천이값은 프레임 시퀀스의 첫번째 프레임 바

로 이전에 생성된 프레임이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로 인코딩된 경우 그 프레임과 연관될 상한 갭과 이전의 코딩 비트 레

이트로 인코딩된 시퀀스의 첫번째 프레임 바로 이전에 생성된 프레임과 실제로 연관된 상한 갭 간의 차이를 나타냄 - , 및

프레임 시퀀스의 첫번째 프레임 바로 이전에 생성된 프레임과 다른 코딩 비트 레이트를 나타내는 각각의 프레임 시퀀스의

첫번째 프레임에 대해 계산된 천이값을, 이 첫번째 프레임을 포함하는 데이터와 함께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바로 앞의 프레임과 다른 코딩 비트 레이트를 갖는 프레임이 클라이언트에 제공될 때마다,

이제 막 수신된 프레임과 연관된 현재 스케줄링된 목표 도착 시각이 이제 막 수신된 프레임과 함께 제공된 천이값만큼 천

이되고,

장래의 프레임에 대한 현재 스케줄링된 목표 도착 시각이, 소떤 기간에 걸쳐 상기 장래의 프레임들에 대한 이전의 목표 도

착 시각에 집합적으로 접근하고 결국에는 그와 일치하도록 천이되는 프로세스.

청구항 44.

제38항에 있어서,

제한된 수의 코딩 비트 레이트가 서버에 의해 지원되고,

서버에 의해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를 나타내고 또 초기 시동 기간 이후에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요청되는 레이트와 관

련된 코딩 비트 레이트를 나타내는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하는 단계는,

(a) 클라이언트로부터 코딩 비트 레이트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b) 요청된 코딩 비트 레이트와 동일한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 또는 동일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가장 가까운 작

은쪽 레이트를 찾는 단계,

(c)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마지막 생성된 프레임과 연관된 코딩 비트 레이트보다 더 낮은 레이트인 지원되는 코딩 비

트 레이트가 발견될 때마다, 그 지원되는 레이트로 모든 장래의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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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스트리밍 미디어 데이터의 마지막 생성된 프레임과 연관된 코딩 비트 레이트보다 더 높은 레이트인 지원되는 코딩 비

트 레이트가 발견될 때마다, 마지막 생성된 프레임이 발견된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로 인코딩된 경우 그 프레임과 연

관된 상한 갭과 현재의 코딩 비트 레이트로 인코딩된 그 프레임과 연관된 상한 갭 간의 차이가 최대 허용가능 차이값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판정하는 단계,

차이가 최대 허용가능 차이값보다 작은 경우, 모든 장래의 프레임을 발견된 지원되는 레이트로 생성하는 단계, 및

차이가 최대 허용가능 차이값보다 작지 않은 경우, 그 다음으로 더 낮은 지원되는 코딩 비트 레이트를 찾고 단계 (c)-(d)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최대 허용가능 차이값은 코딩 비트 레이트 요청과 함께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되는 프로세스.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는 최대 허용가능 차이값을, 클라이언트에 의해 고려 중인 프레임 바로 이전에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프레임이

요청된 코딩 비트 레이트로 코딩된 경우 그 프레임과 연관된 가장 늦은 예상 도착 시각이 그 프레임의 목표 도착 시각에서

그의 재생 마감 시각까지의 기간의 소정의 일부보다 크지 않도록 선택하는 프로세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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