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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세션 기술 메시지 확장

(57) 요약

세션 기술 메시지 확장은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또는 단일 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기술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세션 기

술 메시지는 통상 하나의 장치로부터 멀티미디어 또는 단일 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이 스트리밍될 수 있는 다른 장치로 전송

된다. 세션 기술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를 확장하는 여러 확장이 기술된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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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장치에 스트리밍될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속성을 기술하는 세션 기술 메시지(session description

message)를 생성하는 단계 -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은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을 가짐 -를 포함하는 방법에 있어

서,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는,

ASF 파일 헤더로부터 분리되고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 중 어느 것이 상호 배타적인지를 규정하는 상호 배타성 확장

(mutual exclusivity extension);

상기 ASF 파일 헤더로부터 분리되고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으로의 인덱스를 규정하는 마커 확장(marker

extension);

상기 ASF 파일 헤더로부터 분리되고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재생 동안 제시될 데이터를 규정하는 스크립트 명

령 확장;

상기 ASF 파일 헤더로부터 분리되고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특정 비트 레이트에서 실행하는 경우 상기 멀티미

디어 프리젠테이션 중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버퍼링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누설 버킷 확장(leaky bucket extension);

상기 ASF 파일 헤더로부터 분리되고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캐싱에 대한 정보를 규정하는 캐싱 정보 확장;

상기 ASF 파일 헤더로부터 분리되고 복수의 상이한 코덱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코덱 매개변수를 규정하는 캡슐화 확장;

상기 ASF 파일 헤더로부터 분리되고 대역폭을 공유하는 상기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 중 미디어 스트림들을 규정하는 대역

폭 공유 확장;

상기 ASF 파일 헤더로부터 분리되고 상기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 중 어느 것이 상기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 중 다른 것보다

우선권을 가져야 하는 지를 규정하는 스트림 우선순위 지정 확장(stream prioritization extension)을 갖고,

상기 클라이언트에 스트리밍된 데이터의 일부로서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를 포함하는, 세션 기술 메시지 생성 방법.

청구항 2.

클라이언트 장치에 스트리밍되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속성을 기술하는 세션 기술 메시지를 생성하는 복수의 명령

이 저장된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명령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ASF 파일 헤더를 액세스하고,

상기 ASF 파일 헤더의 복수의 객체의 부분집합을 식별하며,

상기 복수의 객체의 부분집합에서 각 객체에 개하여, 상기 세션 기술에 대한 복수의 확장 중 다른 하나를 생성하고,

상기 복수의 객체의 부분집합에서 각 객체에 대하여, 상기 객체로부터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검색하고, 상기 복수의 확

장 중 하나에 대한 매개변수로서 상기 검색된 매개변수를 사용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확장 중 하나는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 중 어느 것이 상호 배타적인지를 규정

하는 상호 배타성 확장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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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확장 중 하나는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으로의 인덱스를 규정하는 마커 확장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확장 중 하나는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재생 동안 제시될 데이터를 규정하는 스크립트 명령 확장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확장 중 하나는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특정 비트 레이트에서 실행하는 경우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

젠테이션 중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버퍼링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누설 버킷 확장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확장 중 하나는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캐싱에 대한 정보를 규정하는 캐싱 정보 확장을 포함하는 하

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확장 중 하나는 복수의 상이한 코덱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코덱 매개변수를 규정하는 캡슐화 확장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확장 중 하나는 대역폭을 공유하는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상기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 중 미디어 스

트림들을 규정하는 대역폭 공유 확장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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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확장 중 하나는 상기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 중 어느 것이 상기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 중 다른 것보다 우선권을

가져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스트림 우선순위 지정 확장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1.

복수의 명령이 저장된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명령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

행되는 경우,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클라이언트 장치에 스트리밍되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속성을 기술하는 세션 기술 메시지를 생성하게 하되,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은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을 갖고,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는 ASF 파일 헤더로부터 분리되고 복수

의 미디어 스트림 중 어느 것이 상호 배타적인지를 규정하는 상호 배타성 확장을 가지며,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스트리밍된 데이터의 일부로서,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

독가능 매체.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메시지인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명령은,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ASF 파일 헤더의 객체를 식별하고,

상기 객체로부터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검색하며,

상기 검색된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분석하여 상기 상호 배타성 확장에 대한 매개변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컴

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ExclusionType 값은 상호 배타성 유형을 나타내고, StreamNumbers 값은 상호 배타적인 상기 미디어 스트림을 나타내

며, 상기 상호 배타성 확장은:

a=group:ExclusionType StreamNumbers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5.

공개특허 10-2007-0019925

- 4 -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은 비트 레이트에 기초하여 상호 배타적인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6.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은 언어에 기초하여 상호 배타적인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7.

복수의 명령이 저장된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명령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

행되는 경우,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클라이언트 장치에 스트리밍되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속성을 기술하는 세션 기술 메시지를 생성하게 하되,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은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을 갖고,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는 ASF 파일 헤더로부터 분리되고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으로의 인덱스를 규정하는 마커 확장을 가지며,

상기 클라이언트에 스트리밍된 데이터의 일부로서,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

능 매체.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메시지인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명령은,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ASF 파일 헤더의 객체를 식별하고,

상기 객체로부터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검색하며,

상기 검색된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분석하여 상기 마커 확장에 대한 매개변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

독가능 매체.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값 명칭은 상기 마커의 명칭을 나타내고, 값 시간은 상기 마커의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나타내며, 값 desc는 상기 인덱스를

나타내고, 상기 마커 확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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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rker:name time; desc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1.

복수의 명령이 저장된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명령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

행되는 경우,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클라이언트 장치에 스트리밍되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속성을 기술하는 세션 기술 메시지를 생성하게 하되,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은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을 갖고,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는 ASF 파일 헤더로부터 분리되고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재생 동안 제시될 데이터를 규정하는 스크립트 명령 확장을 가지며,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스트리밍된 데이터의 일부로서,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

독가능 매체.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메시지인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명령은,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ASF 파일 헤더의 객체를 식별하고,

상기 객체로부터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검색하며,

상기 검색된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분석하여 상기 스크립트 명령 확장에 대한 매개변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립트 명령 확장은 상기 데이터를 갖는 웹 페이지의 식별자를 포함시켜 상기 데이터를 규정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

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5.

제21항에 있어서,

값 유형은 명령의 유형을 나타내고, 값 시간은 상기 데이터가 제시되는 경우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프리젠테이

션 시간을 나타내며, 값 명령은 상기 프리젠테이션 시간에서 디스플레이되는 데이터를 나타내고, 상기 스크립트 명령 확장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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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ript:type time;command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6.

복수의 명령이 저장된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명령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

행되는 경우,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클라이언트 장치에 스트리밍되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속성을 기술하는 세션 기술 메시지를 생성하게 하되,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은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을 갖고,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는 ASF 파일 헤더로부터 분리되고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특정 비트 레이트에서 실행하는 경우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중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버퍼링할 지를 규정하는 누설 버킷 확장을 가지며,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스트리밍된 데이터의 일부로서,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

독가능 매체.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메시지인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명령은,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ASF 파일 헤더의 객체를 식별하고,

상기 객체로부터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검색하며,

상기 검색된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분석하여 상기 누설 버킷 확장에 대한 매개변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

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값 Rx는 누설 버킷 x에 대한 누설 속도를 나타내고, 값 Bx는 상기 누설 버킷 x의 크기를 나타내며, 상기 누설 버킷 확장은:

a=bucketinfo:Rx;Bx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0.

복수의 명령이 저장된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명령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

행되는 경우,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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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장치에 스트리밍되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속성을 기술하는 세션 기술 메시지를 생성하게 하되,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은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을 갖고,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는 ASF 파일 헤더로부터 분리되고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캐싱에 대한 정보를 규정하는 캐싱 정보 확장을 가지며,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스트리밍된 데이터의 일부로서,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

독가능 매체.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메시지인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명령은,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ASF 파일 헤더의 객체를 식별하고,

상기 객체로부터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검색하며,

상기 검색된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분석하여 상기 캐싱 정보 확장에 대한 매개변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

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3.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캐싱에 대한 정보는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가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캐시할 수

있는 지를 규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4.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캐싱에 대한 정보는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가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재방송

(rebroadcast)할 수 있는 지를 규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5.

제30항에 있어서,

값 권한은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캐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상기 캐싱 정보 확장은:

a=cachectrl:Rights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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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6.

복수의 명령이 저장된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명령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

행되는 경우,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클라이언트 장치에 스트리밍되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속성을 기술하는 세션 기술 메시지를 생성하게 하되,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은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을 갖고,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는 ASF 파일 헤더로부터 분리되고 복수

의 상이한 코덱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코덱 매개변수를 규정하는 캡슐화 확장을 가지며,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스트리밍된 데이터의 일부로서,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

독가능 매체.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는 복수의 캡슐화 확장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캡슐화 확장 각각은 동일한 구문을 갖지만 상기 복

수의 상이한 코덱 중 다른 하나인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메시지인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9.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명령은,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ASF 파일 헤더의 객체를 식별하고,

상기 객체로부터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검색하며,

상기 검색된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분석하여 상기 캡슐화 확장에 대한 매개변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0.

제36항에 있어서,

값 pt는 유료 부하 유형 번호를 나타내고, 값 MIME은 상기 복수의 상이한 코덱 중 하나의 식별자를 나타내며, 값 config-

info는 상기 복수의 상이한 코덱 중 상기 하나에 대한 초기화 데이터를 나타내고, 상기 캡슐화 확장은:

a=fmtp:pt MIME config=config-info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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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1.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코덱 매개변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코덱에 의해 디코딩될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미디어 스트림의 유형의

식별자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2.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코덱 매개변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코덱이 고정 크기 패킷을 사용하는지의 표시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코덱 매개변수는 상기 고정 크기 패킷의 크기의 표시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4.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코덱 매개변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코덱에 의해 디코딩될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이 미디어 스트림이 시간 압

축을 사용하는지의 표시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5.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코덱 매개변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코덱에 대한 초기화 데이터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코덱 매개변수는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에서 상기 초기화 데이터의 포맷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

체.

청구항 47.

복수의 명령이 저장된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명령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

행되는 경우,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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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장치에 스트리밍되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속성을 기술하는 세션 기술 메시지를 생성하게 하되,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은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을 갖고,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는 ASF 파일 헤더로부터 분리되고 대역

폭을 공유하는 상기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 중 미디어 스트림들을 규정하는 대역폭 공유 확장을 가지며,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스트리밍된 데이터의 일부로서,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

독가능 매체.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메시지인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9.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명령은,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ASF 파일 헤더의 객체를 식별하고,

상기 객체로부터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검색하며,

상기 검색된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분석하여 상기 대역폭 공유 확장에 대한 매개변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컴

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0.

제47항에 있어서,

값 SharingType는 대역폭 공유 유형을 나타내고, 값 R은 상기 규정된 미디어 스트림 모두를 포함하는 누설 버킷에 대한

누설 속도를 나타내며, 값 B는 상기 누설 버킷의 크기를 나타내고, 값 SessionList는 상기 규정된 미디어 스트림을 식별하

며, 상기 대역폭 공유 확장은:

a=bwshare:SharingType R B SessionList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1.

복수의 명령이 저장된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명령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

행되는 경우,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클라이언트 장치에 스트리밍되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속성을 기술하는 세션 기술 메시지를 생성하게 하되,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은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을 갖고,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는 ASF 파일 헤더로부터 분리되고 상기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 중 어느 것이 상기 복수의 미디어 스트림 중 다른 것보다 우선권을 가져야 하는 지를 규정하는 스트

림 우선순위 지정 확장을 가지며,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스트리밍된 데이터의 일부로서,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

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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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메시지인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3.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상기 세션 기술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명령은,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상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ASF 파일 헤더의 객체를 식별하고,

상기 객체로부터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검색하며,

상기 검색된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분석하여 상기 스트림 우선순위 지정 확장에 대한 매개변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4.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우선순위 지정 확장은 a=prio 다음에 우선 순위로 미디어 스트림의 리스트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

독가능 매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스트리밍 미디어와 데이터 전송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세션 기술 메시지 확장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오디오, 비디오 및/또는 텍스트의 스트리밍과 같은 컨텐츠 스트리밍은 점차 널리 사용되고 있다. "스트리밍"이라는 용어는

통상 미디어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재생 전에 전체가 미리 전달되는 대신 필요시에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제공됨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전체 "파일"이 전달되기를 대기하지 않고, 네트워크 서버로

부터 스트리밍 컨텐츠가 수신됨에 따라 이를 실행한다.

스트리밍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광범위한 이용가능성은 인터넷 또는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이전에 이용가능하지 않

은 다양한 정보 컨텐츠를 가능하게 한다. 라이브 컨텐츠는 이러한 컨텐츠 중 하나의 중요한 예이다. 스트리밍 멀티미디어

를 사용함으로써, 주목할만 한 이벤트의 오디오, 비디오 또는 오디오/비주얼 커버리지는 이벤트가 전개됨에 따라 인터넷

상으로 브로드캐스팅될 수 있다. 유사하게,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은 인터넷을 통해 이들의 라이브 컨텐츠를 전송할 수

있다.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네트워크 작업 그룹 사양서(RFC) 2327 (1998년 4월)은, "세션"으로 불리는, 멀티미디어 프리

젠테이션의 속성과 이 프리젠테이션 내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미디어 스트림의 속성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텍스트 기반

포맷이다. SDP는 세션 안내, 세션 초대 및 다른 형태의 멀티미디어 세션 개시의 목적으로 멀티미디어 세션을 기술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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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의 애플리케이션 레벨로서 개발되었다. SDP는 실시간 스트리밍 프로토콜(RTSP) 또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

(HTTP)과 같은 다른 프로토콜에 따라 사용되어 스트리밍 데이터의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멀티미디어 세션의 속성을 기술

및/또는 포함한다.

그러나, SDP는 기술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속성에 한정된다. 이러한 제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는 SDP

메시지 내에서 ASF(Advansed Streaming Format 또는 Advansed Systems Format) 파일 헤더와 같은 상이한 파일 헤더

를 임베드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예를 들면, 발명의 명칭이 "Systems and Method for Embedding a Streaming

Media Format Header Within a Session Description Message"인 미국특허출원번호 제2003/0236912호에서 설명한

다. 그러나, 이러한 파일 헤더의 임베딩은 이러한 SDP 메시지의 수신처가 상이한 파일 헤더를 파싱 및 이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상이한 파일 헤더를 포함하는 SDP 메시지의 크기를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수신처가

임베드된 상이한 파일 헤더(ASF 등)를 파싱하여 이해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SDP의 이들 제한을 극복하는 방법을 갖는 이

점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명세서에서는 세션 기술 메시지 확장을 설명한다. 이들 확장은 미디어를 스트리밍하는 세션 기술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를 확장한다.

특정 양태에 따라, 세션 기술 메시지 확장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멀티미디어(또는 단일 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다수의 미디어 스트림이 상호 배타적임을 규정하는 상호 배타성 확장, 인덱스를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으로 규정하는

마커 확장(marker extension),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재생 동안 제공되어야 하는 데이터를 규정하는 스크립트 명령

확장, 특정 비트 레이트에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실행하는 경우에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얼마나 많은 데이터

를 버퍼링할 지를 규정하는 누설 버킷 확장(leaky bucket extension),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캐싱에 대한 정보를 규

정하는 캐싱 정보 확장, 복수의 상이한 코덱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코덱 매개변수를 규정하는 캡슐화 확장, 대역폭을 고유하

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미디어 스트림을 규정하는 대역폭 공유 확장, 또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어떤 미디

어 스트림이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다른 미디어 스트림보다 우선권을 갖는지를 규정하는 스트림 우선순위 지정 확장

(stream prioritization extension).

실시예

본 명세서에서는 세션 기술 메시지 확장을 설명한다. 세션 기술 메시지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또는 단일 미디어 프리

젠테이션을 기술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 세션 기술 메시지는 통상 서버 장치로부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이 스트리

밍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장치에 전송된다. 세션 기술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를 확장하는 여러 확장을 여기서 설명

한다.

도 1은 여기서 설명하는 세션 기술 메시지 확장을 사용하여 미디어를 스트리밍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100)

의 일 예를 나타낸다. 환경(100)에서, 다수의 (a) 클라이언트 컴퓨팅 장치 102(1), 102(2), ..., 102(a)가 다수의 (b) 서버

컴퓨팅 장치 104(1), 104(2), ..., (104(b)에 네트워크(106)를 통해 결합된다. 네트워크(106)는 다양한 종래의 네트워크 토

폴로지 및 유형(유선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 포함) 중 임의의 것을 나타내려는 것으로서, 다양한 종래 네트워크 프로토콜

(공용 및/또는 전용 프로토콜 포함) 중 임의의 것을 사용한다. 네트워크(106)는 예를 들면 인터넷뿐만 아니라 가능하게는

하나 이상의 근거리 네트워크(LAN) 중 적어도 일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컴퓨팅 장치(102 및 104)는 각각, 데스크탑 PC, 워크스테이션, 메인프레임 컴퓨터, 인터넷 가전, 게임 콘솔, 헨드헬드 PC,

셀룰러 폰, 개인용 휴대정보 단말기(PDA)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종래 컴퓨팅 장치 중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장치(102 및

104) 중 하나는 동일한 유형의 장치, 또는 다르게는, 상이한 유형의 장치일 수 있다.

서버 장치(104)는 클라이언트(102)에 스트리밍하는데 이용가능한 다양한 데이터를 제작할 수 있다. "스트리밍"이라는 용

어는 미디어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에 제공되고 컨텐츠의 재생이 그 전체로서 전달(재생 전에

그 전체로서 데이터를 미리 전달하지 않고 필요시 데이터를 제공)되는 컨텐츠 이전에 개시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다.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거나 또는 다르게는 제한될 수 있다(예를 들면, 특정 사용자에게만 제한되고, 적절한

비용이 제공된 경우에만 이용가능하는 등). 이 데이터는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동영상 등과 같은 다양한 하나 이상의 컨

텐츠 유형 중 임의의 것일 수 있다. 또한, 데이터는 미리 기록되거나 다르게는 "라이브"(예를 들면, 콘서트가 수행됨에 따라

캡처되고 캡처 직후에 스트림에 이용가능하게 되는, 콘서트의 디지털 표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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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장치(102)는 스트리밍 미디어 컨텐츠를 파일로서 저장하는 서버(104)로부터, 또는 다르게는 몇몇 다른 소스로

부터 스트리밍 미디어를 수신하는 서버(104)로부터 스트리밍 미디어를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버(104)는 스트리밍

미디어 컨텐츠를 파일로서 저장하는 다른 서버로부터 스트리밍 미디어를 수신할 수 있거나, 몇몇 다른 소스(예를 들면, "라

이브" 이벤트를 인코딩하는 인코더)로부터 스트리밍 미디어를 수신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스트리밍 미디어는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예를 들면, 서버 장치(104)로부터 클라이언트 장

치(102)로) 하나 이상의 미디어 스트림을 스트리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미디어 스트림은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등에

서 하나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컨텐츠 중 임의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도 2는 여기서 설명하는 세션 기술 메시지 확장을 사용하여 미디어 컨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및 서버 장치

의 일 예를 나타낸다. 클라이언트 장치(102)는 서버 장치(104)의 스트리밍 모듈(144)을 액세스하도록 구성된 스트리밍 미

디어 플레이어(142)를 포함한다. 세션 기술 메시지(들)(144)를 포함하는 미디어 컨텐츠는 스트리밍 모듈(144)에서 스트리

밍 미디어 플레이어(142)로 스트리밍되며, 여기서 스트리밍 미디어는 클라이언트 장치(102)의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

다. 스트리밍 미디어(146)는 실시간 스트리밍 프로토콜(RTSP) 또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과 같은 상이한

프로토콜에 따라 스트리밍될 수 있다. 도 2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하나 이상의 추가 장치(예를 들면, 방화벽, 라우터, 게

이트웨이, 브릿지 등)가 클라이언트 장치(102)와 서버 장치(104)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세션 기술 메시지는 스트리밍 미디어(146)로서 스트리밍되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속성을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상이한 미디어 포맷 또는 프로토콜이 이러한 세션 기술 메시지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 포맷의

일 예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네트워크 작업 그룹 사양서(RFC) 2372 (1998년 4월)이다. 특정 실시예에서, 여기서

설명하는 세션 기술 메시지는 RFC 2327에서 기술한 SDP 포맷에 따른 메시지이다.

상이한 포맷이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속성을 기술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하나 이상의 세션 기술 메시지는 스트리

밍 모듈(144)로부터 이 속성의 식별자(들)를 포함하는 스트리밍 미디어 플레이어(142)에 전송된다. 단일 세션 기술 메시

지는 특정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스트리밍 모듈(144)에 의해 전송될 수 있거나, 또는 다르게는, 다수의 세션 기

술 메시지가 전송될 수 있다. 다수의 세션 기술 메시지가 전송되는 경우, 다수의 메시지는 동일한 정보, 상이한 정보, 또는

중첩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세션 기술 메시지는, 예를 들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스트림 유형(예를 들면, 비디오 또는 오디오),

각 미디어 스트림의 비트 레이트, 스트림에서 사용되는 언어 등을 나타내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내에서 이용가능한

각 미디어 스트림의 설명; 에러 정정 정보; 보안/인증 정보; 암호화 정보; 또는 디지털 권한 관리(DRM) 정보 등.

도 3은 세션 기술 메시지 포맷의 일 예를 나타낸다. 도 3에서 특정 예로서 도시하였지만, 세션 기술 메시지는 상이한 순서

의 필드 또는 부분을 구비하여, 또는 다르게는 상이한 메시지에 걸쳐 확산되는 포맷을 가질 수 있다.

세션 기술 메시지(180)는 세션 레벨 기술 부분(182)과 0 이상의 미디어 레벨 기술 부분(184)을 포함한다. 세션 레벨 기술

부분(182)은 전체 세션에 적용하는 데이터와 세션의 일부인 모든 미디어 스트림을 갖는 하나 이상의 필드를 포함한다. 각

미디어 레벨 기술 부분(182)은 반면에 단일 미디어 스트림에만 적용되는 데이터를 갖는 하나 이상의 필드를 포함한다.

미디어 레벨 기술 부분(182)에서의 데이터 필드는 특정 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속성을 나타낸다. 이들 속성은 세션 레벨 기

술 부분(182)에서 기술한 속성에 더하여, 또는 세션 레벨 기술 부분(182)에서 기술된 속성에 대신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미디어 레벨 기술 부분(182)에서의 하나 이상의 속성은, 특정 미디어 레벨 기술 부분(182), 세션 레벨 기술 부

분(182)에서 식별된 속성에 관련된 특정 미디어 스트림에 있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세션 기술 메시지(180)와 이 메시지(180)의 구조는 SDP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하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이들 특정 구조

는 단지 예시로서 세션 기술 메시지는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세션 레벨 기술 부분(182)은 프로토콜 버전 필드로서 불리는 특정 필드에서 개시한다. 유사하게, 미디어 레벨 기술 부분

(184)은 각각 미디어 명칭 및 전송 어드레스 필드로서 불리는 특정 필드에서 개시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동일 유형의 다수

의 필드가 세션 기술 메시지에서 포함될 수 있다(예를 들면, 단일 세션 기술 메시지는 둘 이상의 속성 필드를 가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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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는 세션 레벨 기술 부분(182)에서 포함될 수 있는 필드의 예를 나타낸다. 표 I는 각 필드 예의 명칭, 각 필드 예에 대한

축약 또는 유형, 및 각 필드 예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프로토콜 버전 필드, 소유자/생성자 및 세션

식별자 필드, 세션명 필드 및 시간 기술 필드가 필요하지만 표 I에서의 다른 모든 필드는 선택적이다.

[표 I]

명칭 유형 설명

프로토콜 버전 v= SDP의 버전

원형 o=
세션의 발신지(예를 들면, 사용자명, 사용자 호스트의 주소), 및 세션 id 및 세션 버전 번

호

세션명 s= 세션의 명칭

세션 정보 i= 세션에 대한 정보

설명의 URI u= 세션에 대한 추가 정보에 대한 포인터

이메일 주소 e= 세션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p= 세션 담당자의 전화 번호

접속 정보 c=
네트워크 유형, 사용 중인 어드레싱 유형, 접속 주소 등과 같은 세션에 대한 접속을 기술

하는 접속 데이터

대역폭 정보 b= 세션에 의해 사용될 제안된 대역폭

시간 기술  아래 표 II 참조

시간 영역 조정 z= 일광 절약 시간제에서 허용되는 조정 시간 및 오프셋 규정

암호화 키 k=
외부 수단에 의해 또는 포함된 인코딩 암호화 키로부터 세션에 대한 암호화 키를 획득하는

데 사용되는 메커니즘 표시

속성 a= SDP를 확장하는 세션의 속성

아래 표 II는 추가 세부사항에서 시간 기술 필드를 나타낸다. 표 II는 시간 기술 필드에서 각 필드에 대한 명칭, 시간 기술 필

드에서 각 필드에 대한 축약 또는 유형, 및 시간 기술 필드에서의 각 필드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다. 세션이 액티브 필드

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로 이상의 반복 시점 필드는 선택적이다.

[표 II]

명칭 유형 설명

세션이 액티브인 시간 t= 세션에 대한 개시 및 정지 시간

제로 이상의 반복 시점r= 세션에 대한 반복 시점을 규정

아래 표 III은 미디어 레벨 기술 부분(184)에 포함될 수 있는 필드 예를 나타낸다. 표 III은 각 필드 예의 명칭, 각 필드 예에

대한 축약 또는 유형, 및 각 필드 예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미디어 안내 필드가 필요하지만 표 III에

서의 다른 모든 필드는 선택적이다.

[표 III]

명칭 유형 설명

미디어 안내 m=
미디어 스트림의 미디어 유형, 미디어 스트림이 전송될 전송 포트, 미디어 스트림에 대

한 전송 프로토콜, 및 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미디어 포맷(들)

미디어 제목 i= 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정보(예를 들면, 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라벨)

접속 정보 c=
네트워크 유형, 사용중인 어드레싱 유형, 및 접속 주소와 같은 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접속을 기술하는 접속 데이터

대역폭 정보 b= 미디어 스트림에 의해 사용될 제안된 대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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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키 k=
외부 수단에 의해 또는 포함된 인코딩 암호화 키로부터 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암호화

키를 획득하는데 사용되는 메커니즘 표시

속성 a= SDP를 확장하는 미디어 스트림의 속성

특정 실시예에 있어서, 본 명세서에서 설명하는 세션 기술 메시지 확장은 세션 레벨 기술(182) 및/또는 하나 이상의 미디

어 레벨 기술(184)에서 속성 필드로서 포함된다.

도 4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세션 기술 메시지를 확장하는 프로세스(200)의 일 예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프

로세스(200)는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 또는 이의 조합으로 수행될 수 있다. 프로세스(200)는 통상 멀티미디어 프

리젠테이션(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생성하는 인코더 장치)의 소스에 의해 수행된다. 저장된 멀티미디어 프

리젠테이션에 있어서, 세션 기술 메시지 확장에 포함되는 정보는 통상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또는 다른 곳에서 함께 저

장된다.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이 검색되어 클라이언트 장치에 스트리밍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는 검색되어

세션 기술 메시지가 확장되어 생성될 수 있다. 라이브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에 있어서, 세션 기술 메시지에 포함된 정

보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개시에서 및/또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동안(예를 들면, 라이브 멀티미디어 프리젠

테이션이 변경됨에 따라 정보는 세션 기술 메시지에서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세션 기술 메시지(예를 들면, 인간 사용

자에 의해 또는 컴퓨팅 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추가된다.

초기에는, 세션 기술 메시지에 추가되어야 하는 정보가 식별된다(동작 202). 이 정보는 하나 이상의 상이한 방식으로 식별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가 식별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는 파일 또는 레코드로부터의 검색이다. 특정 실시예에서, 정보의

적어도 일부는 세션 기술 메시지가 기술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에 관련된 파일 또는 레코드에 저장된다. 이

러한 파일 또는 레코드는 동작 202에서 액세스되어 이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한다.

이 정보가 식별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인간 사용자로부터 수신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정보의 적어도 일부가 인간 사용자

로부터 검색된다. 이들 사용자 입력은 세션 기술 메시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적어도 일부로서 동작 202에서 사용된

다.

이러한 정보가 식별될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자동 검출이다. 특정 실시예에서, 정보의 적어도 일부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

이션의 소스 또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자체를 분석함으로써 컴퓨팅 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식별될 수 있다. 이는 세

션 기술 메시지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적어도 일부로서 동작 202에서 사용될 수 있다.

모든 식별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서 세션 기술 메시지에 추가되어야 하는 확장이 그 후 식별된다(동작 204). 이들 확장은 상

이한 방식으로 식별될 수 있다. 이들 확장이 식별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는 식별된 정보에 자동적으로 기초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식별된 정보가 주어지면, 세션 기술 메시지에서 이 정보를 포함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특정 확장이 자동 식

별된다. 예를 들면, 확장에 대한 표 또는 레코드 매핑 정보가 액세스될 수 있으며, 자동 구성을 수행하는 장치는 특정 정보

등에 대한 적절한 확장으로 구성 또는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이들 확장이 식별될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정보 자체를 사용한 확장 정보의 식별이다. 예를 들면, 정보가 동작 202에서 식별

되는 경우, 이 정보는 또한 세션 기술 메시지에서 정보를 포함시키는데 어느 확장 식별을 사용할 지를 포함할 수 있다.

세션 기술 메시지는 그 후 동작 204에서 식별되는 확장과 동작 202에서 식별된 정보를 포함하여 생성된다(동작 206). 일

단 생성되면, 세션 기술 메시지는 클라이언트 장치에 전송되어, 클라이언트 장치에 세션 기술 메시지에 관련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기술하는 정보를 통지한다.

광범위한 정보가 세션 기술 메시지 확장에 포함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이들 확장은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에 관

련된 ASF 파일 헤더에도 포함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세션 기술 메시지 확장을 사용하여 이러한 정보를 포함시킴으

로써, ASF 파일 헤더는 클라이언트 장치에 통신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이는 클라이언트 장치가 ASF 파일 헤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경감하고, 세션 메시지 기술에서 ASF 파일 헤더 전체를 임베딩하지 않음으로써 세션 기술 메시

지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고, ASF 파일 헤더가 이미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ASF 파일 헤더를 생성할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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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설명하는 세션 기술 메시지 확장은 ASF 파일 헤더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 세션 기술 메시지

확장은 임의의 ASF 파일 헤더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서 한정된다(즉, 이들 세션 기술 메시지 확장은 세션 기술 메시지에

임베드된 ASF 파일 헤더의 단지 일부가 아니다). 이들 세션 기술 메시지 확장은 또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에 관련된

ASF 파일 헤더가 없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아래 표 IV는 세션 기술 메시지에서 포함될 수 있는 여러 확장의 요약이다. 특정 실시예에서, 이들 확장 각각은 세션 기술

의 속성 필드를 사용하여 추가된다. 표 IV 이후에 이들 확장에 대한 설명은, 이들 확장이 통상 세션 레벨 기술(182) 또는 미

디어 레벨 기술(184)에서 통상 발견되지만 이들 확장은 다르게는 세션 레벨 기술(182) 또는 미디어 레벨 기술(184)에서

위치할 수도 있다.

[표 IV]

명칭 설명

상호 배타성 미디어 스트림이 상호 배타적인지를 규정

마커 미디어 스트림(들)에 대한 사용자 친화 인덱스

스크립트 명령
디스플레이되어야 하는 텍스트 또는 미디어 스트림(들)의 재생 동안 특정 시간에 디스플레이되어

야 하는 웹 페이지의 식별자를 규정

누설 버킷
일정한 비트 레이트에서 가변 비트 레이트 컨텐츠를 재생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 미디어 스트림을

클라이언트가 버퍼하여야 하는지를 규정

캐싱 정보
스트림이 캐시될 수 있는지, 스트림이 신규의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 등과 같은 미디어 스트림(들)

의 캐싱에 대한 정보를 규정

RTP 캡슐화 RTP 상으로 전송된 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코덱에 걸쳐 통상 코덱 초기화 매개변수를 규정

대역폭 공유
대역폭을 고유하는 스트림을 규정하여 특정 스트림 세트의 최대 밴드폭이 개별 스트림의 최대 대

역폭의 합보다 작게 함

스트림 우선순위 지정
어느 스트림이 다른 스트림보다 우선한지를 규정(예를 들면, 어느 스트림이 네트워크 정체현상의

경우에 드롭되어야 또는 드롭되지 않아야 하는지.)

표 IV의 요약에 포함되는 각각의 확장은 이하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다양한 확장에 대하여 다양한 예시 구문을 이하

에서 설명한다. 이들은 단지 예시로서, 다른 구분이 또한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매개변수 또는 매개

변수의 순서는 변경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특정 속성의 명칭이 변경될 수 있다(예를 들면, 후술하는 상호 배타성 속성에

대한 명칭은 "a=group" 이외의 것으로 변경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는 특정 미디어 스트림의 식별에 대한 참조가 행해짐이 인식되어야 한다. 이들 식별은 상이한 시점에서 행해

질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미디어 스트림의 식별자는 미디어 스트림이 인코딩된 경우에(예를 들면, 라이브 브로드캐스

트) 또는 미디어 스트림이 저장된 경우(예를 들면, ASF 파일로서) 작성자 또는 설계자에 의해(또는 다르게는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미디어 스트림의 식별자는 서버 장치로부터의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또는 단일 미디어 프

리젠테이션)의 스트리밍이 개시한 경우에 생성된다.

식별자 자신은 임의의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식별자들은 RTP 세션의 식별자이다. 이들 실시

예에서, 개별 미디어 스트림은 네트워크 작업 그룹 사양서(RFC) 3550 (2003년 7월)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RTP)를 사용하여 서버 장치로부터 클라이언트 장치에 스트리밍된다. RTP는, 오디오, 비디오 또는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같은 실시간 데이터를 멀티캐스트 또는 유니캐스트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말단간 네트워크 전송 기능을 제공

한다. 각 미디어 스트림은 상이한 RTP 세션을 통해 스트리밍된다. 이들 RTP 세션은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네트워크

작업 그룹 사양서(RFC) 3388 (2002년 12월)에서 미디어 라인의 그룹에 설명된 바와 같이 "a=mid:"를 사용하는 등 상이한

방식으로 할당된 번호일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RTP 세션은 "a=stream:" 속성 또는 일부 다른 속성을 사용함으로써

상이한 방식으로 할당된 번호일 수 있다. 다르게는, 식별자는 ASF 파일 헤더에서 할당된 바와 같이, ASF 스트림 ID와 동

일한 식별자를 단순 사용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상호 배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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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배타성 확장은 미디어 스트림이 상호 배타적인지를 규정한다. 특정 구현예에서, 스트림은 비트 레이트 및 언어에 따

라 상호 배타적이다.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은 상이한 비트 레이트에서 인코딩되는 동일한 컨텐츠(예를 들

면, 오디오 또는 비디오)의 여러 스트림을 가질 수 있다. 이들 스트림 중 원하는 비트 레이트를 갖는 단지 하나만이 한 번에

클라이언트 장치로의 스트리밍을 위해 선택되어야 한다. 다른 예로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은 상이한 언어로 된 동일

컨텐츠(예를 들면, 오디오)의 여러 스트림을 가질 수 있다. 이들 스트림 중 원하는 언어로 된 단지 하나 만이 한번에 클라이

언트 장치로의 스트리밍을 위해 선택되어야 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상호 배타성 확장에 대한 매개변수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에 관련된 ASF 파일 헤더에 비트레이트

상보 배타 객체 또는 개선된 상호 배타 객체를 액세스함으로써 획득된다. ASF 파일 헤더에서 식별된 매개변수는 검색되어

상호 배타성 확장의 매개변수로서 사용된다. ASF 파일 헤더에서 다수의 비트레이트 상호 배타 객체 및/또는 개선된 상호

배타 객체가 있는 경우, 개별 상호 배타 확장이 이들 다수의 비트레이트 상호 배타 객체 및/또는 개선된 상호 배타 객체 각

각에 대한 세션 기술 메시지에 포함된다.

상호 배타성 확장은 "a=group" 속성을 사용하여 세션 레벨 기술에 포함된다. "a=group" 속성에 대한 구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group:ExclusionType StreamNumbers

ExclusionType 매개변수는 상호 배타성의 유형을 나타내도록 상이한 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ExclusionType

매개변수는 "MBR"로 설정되어 스트림이 비트 레이트에 따라 상호 배타적임을 나타낼 수 있지만, "LANG"으로 설정되어

스트림이 언어에 따라 상호 배타적임을 나타낼 수도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ASF 파일 헤더 내의 정보에 대한 상호 배타성

확장에 기초하는 경우, ASF 파일 헤더의 비트레이트 상호 배타 객체 또는 개선된 상호 배타 객체에서 "배타 유형" GUID의

값이 ASF_Mutex_Language인 경우, ExclusionType 매개변수는 "LANG"으로 설정되고, ASF 파일 헤더의 비트레이트

상호 배타 객체 또는 개선된 상호 배타 객체에서 "배타 유형" GUID의 값이 ASF_Mutex_Bitrate인 경우, ExclusionType

매개변수는 "MBR"로 설정된다.

StreamNumbers 매개변수는 상호 배타가 적용되는 스트림 리스트를 포함한다. 이들 스트림은 예를 들면 RTP 세션에 의

해 식별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ASF 파일 헤더 내의 정보에 대한 상호 배타성 확장에 기초하는 경우, ASF 파일의 비트레

이트 상호 배타 객체 또는 개선된 상호 배타 객체의 "스트림 번호"에서의 각 스트림에 있어서, 대응하는 RTP 세션에 할당

된 번호는 StreamNumbers 매개변수 내의 스트림 리스트에 추가된다.

마커(Marker)

마커 확장은 멀티미디어 스트림(들)으로의 사용자 친화 인덱스를 규정한다. 이들 사용자 친화 인덱스는 인가 판독자에 의

해 용이하게 이해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커 확장은 "a=marker" 속성을 사용하여 세션 레벨 기술에서 포함된다.

몇몇 실시예에서, 마커 확장에 대한 매개변수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에 관련된 ASF 파일 헤더에서 마커 객체를 액세

스함으로써 획득된다. ASF 파일 헤더 내에 식별된 매개변수는 마커 확장의 매개변수로서 검색 및 사용된다. ASF 파일 헤

더 내에 다수의 마커가 있는 경우, 단일 마커 확장은 다수의 마커 모두를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르게는, 개별 마커

확장이 이들 다수의 마커 각각에 대한 세션 기술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다.

"a=marker" 속성에 대한 구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marker:name time;desc

name 매개변수는 마커 확장에 의해 규정된 마커의 명칭을 규정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ASF 파일 헤더 내의 정보에 대한

마커 확장에 기초하는 경우, ASF 파일 헤더의 마커 객체에서 "Name"의 값은 UTF-8 인코딩되고 마커 확장에서 name 매

개변수의 값으로서 사용된다.

time 매개변수는 마커의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규정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ASF 파일 헤더 내의 정봉에 대한 마커 확장에

기초하는 경우, ASF 파일 헤더의 마커 객체에서 "프리젠테이션 시간"의 값은 마커 확장에서 time 매개변수의 값으로서 사

용된다. 특정 구현예에서, ASF 파일 헤더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실행 개시하기 전에 데이터를 버퍼링할 시간량을

공개특허 10-2007-0019925

- 18 -



규정하는 경우(예를 들면, 파일 속성 객체의 "프리롤(Preroll)" 필드에서), 이러한 규정된 시간량은 ASF 파일 헤더의 마커

객체에서 "프리젠테이션 시간"의 값에서 감산되고, 결과적인 차이점은 마커 확장에서 time 매개변수의 값으로서 사용된

다.

desc 매개변수는 사용자에게 마커로서 제시되어야 하는 사용자 친화 인덱스를 규정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ASF 파일 헤

더 내의 정보에 대한 마커 확장에 기초하는 경우, ASF 파일 헤더의 마커 객체에서 "마커 기술(Marker Description)"의 값

은 UTF-8 인코딩되고 마커 확장 내의 desc 매개변수의 값으로서 사용된다.

"a=marker" 속성은 선택적으로 여러 마커에 대하여 time 및 desc 매개변수를 포함할 수 있다. 각 매개변수 쌍은 스페이스

문자(또는 다르게는 콤마, 콜론, 마침표 등의 일부 다른 문자 등)에 의해 이전 매개변수 쌍과 분리된다.

스크립트 명령

스크립트 명령 확장은 미디어 스트림(들)의 재생 동안 특정 시점에서 디스플레이되어야 하는 텍스트(또는 다른 데이터)를

규정하고, 또는 미디어 스트림(들)의 재생 동안 특정 시점에서 디스플레이되어야 하는 웹 페이지의 식별자(예를 들면, 웹

브라우저 내에서)를 규정한다. 이 스크립트 명령 확장은 "a=script" 속성을 사용하여 세션 레벨 기술에 포함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스크립트 명령 확장에 대한 매개변수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에 관련된 ASF 파일 헤더에서 스크립

트 명령 객체를 액세스함으로써 획득된다. ASF 파일 헤더에서 식별된 매개변수는 검색되어 스크립트 명령 확장의 매개변

수로서 사용된다. ASF 파일 헤더 내에 다수의 명령이 있는 경우, 단일 스크립트 명령 확장은 다수의 명령 모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다르게는, 개별 스크립트 명령 확장은 이들 다수의 명령 각각에 대한 세션 기술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

다.

"a=script" 속성에 대한 구문은 다음과 같은 정의한다:

a=script:type time; command

type 유형은 스크립트 명령 확장에 의해 규정되는 명령 유형의 명칭을 규정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ASF 파일 헤더 내의 정

보에 대한 스크립트 명령 확장에 기초한 경우, ASF 파일 헤더의 스크립트 명령 객체의 "명령 유형 명칭"의 값은 UTF-8 인

코딩되고 스크립트 명령 확장에서 type 매개변수의 값으로서 사용된다. ASF 파일 헤더 내의 스크립트 명령 객체가 다수의

"명령 유형 필드"를 포함할 수 있는 경우, 개별 스크립트 명령 확장이 이러한 각 필드에 대하여 사용된다.

time 매개변수는 명령의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규정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ASF 파일 헤더 내의 정보에 대한 스크립트 명

령 확장에 기초한 경우, ASF 파일 헤더의 스크립트 명령 객체에서 "프리젠테이션 시간"의 값은 스크립트 명령 확장에서

time 매개변수의 값으로서 사용된다. 특정 구현예에서, ASF 파일 헤더가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실행 개시하기 전에

데이터를 버퍼링할 시간량을 규정하는 경우(예를 들면, 파일 속성 객체의 "프리롤" 필드에서), 규정된 시간량은 ASF 파일

헤더의 스크립트 명령 객체에서 "프리젠테이션 시간"의 값에서 감산되며, 결과적인 차이는 스크립트 명령 확장의 time 매

개변수의 값으로서 사용된다.

command 매개변수는 디스플레이되어야 하는 텍스트(또는 다른 데이터) 또는 디스플레이해야 하는 웹 페이지(들)의 식별

자(예를 들면, 웹 브라우저 내에서)를 규정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ASF 파일 헤더 내의 정보에 대한 스크립트 명령 확장에

기초하는 경우, ASF 파일 헤더의 스크립트 명령 객체에서 "명령 명칭"의 값은 UTF-8 인코딩되고 스크립트 명령 확장에서

command 매개변수의 값으로서 사용된다.

"a=script" 속성은 다수의 스크립트 명령에 대한 time 및 command 매개변수를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각 매개변수

쌍은 스페이스 문자(또는 다르게는 콤마, 콜론, 마침표 등의 일부 다른 문자 등)에 의해 이전 매개변수 쌍과 분리된다.

누설 버킷(Leaky Bucket)

누설 버킷 확장은, 가변 비트레이트 컨텐츠를 일정 비트 레이트에서 재생하는 경우에, 얼마나 많은 미디어 스트림(들)의 데

이터를 클라이언트가 버퍼링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누설 버킷은 일정한 양의 누설 속도로 비우게 되는 버퍼를 나타내

며, 이 속도로 비트는 불규칙한 시점과 양으로 덤프될 수 있다. 누설 버킷은 이의 누설 속도(예를 들면, 초당 비트)와 이의

크기 또는 용량(예를 들면, 비트로)에 의해 규정된다. 누설 버킷 확장은 "a=bucketinfo" 속성을 사용하여 세션 레벨 기술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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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실시예에서, 누설 버킷 확장에 대한 매개변수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에 관련된 ASF 파일 헤더에서 확장 컨텐츠

기술 객체를 액세스함으로써 획득된다. 확장 컨텐츠 기술 객체는 "ASFLeakyBucketPairs"로 명명된 명칭-값 쌍을 포함한

다. "ASFLeakyBucketPairs" 명칭-값 쌍의 값은 누설 버킷 정보로서, 이는 누설 버킷 확장에 대한 매개변수로서 사용된

다. 다르게는, 누설 버킷 확장에 대한 매개변수는 확장 스트림 기술 객체와 같은 ASF 파일 헤더 내의 다른 곳으로부터의

것일 수 있다. "ASFLeakyBucketPairs" 명칭-값 쌍을 갖는 다수의 이러한 컨텐츠 기술 객체(및/또는 확장 컨텐츠 기술 객

체 내에서 다수의 이러한 "ASFLeakyBucketPairs" 명칭-값 쌍)가 있는 경우, 단일 누설 버킷 확장은 다수의

"ASFLeakyBucketPairs" 명칭-값 쌍 모두를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르게는, 개별 누설 버킷 확장은 다수의 확장

컨텐츠 기술 객체 또는 다수의 "ASFLeakyBucketPairs" 명칭-값 쌍 각각에 대한 세션 기술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다.

"a=bucketinfo" 속성에 대한 구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bucketinfo:R1;B1 R2;B2

R1 매개변수는 제1 누설 버킷에 대한 비트 레이트(누설 속도)를 규정하고, B1 매개변수는 제1 누설 버킷의 크기(예를 들

면, 밀리초로)를 규정한다. R2 매개변수는 제2 누설 버킷에 대한 비트 레이트(누설 속도)를 규정하고, B2 매개변수는 제2

누설 버킷의 크기를 규정한다. 단지 두 개의 누설 버킷이 구문 정의에서 나타나지만, "a=bucketinfo" 속성은 누설 버킷의

무한 개수(x)에 대하여 Rx;Bx 매개변수 쌍을 제공할 수 있다. 각 매개변수 쌍은 스페이스 문자(또는 다르게는 콤마, 콜론,

마침표 등의 일부 다른 문자 등)에 의해 이전 매개변수 쌍과 분리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ASF 파일 헤더 내의 정보에 대한 누설 버킷 확장에 기초하는 경우, ASF 헤더 파일의 확장 컨텐츠 기술

객체 내에서 "ASFLeakyBucketPairs" 명칭-값 쌍의 값은 누설 버킷 확장에서 R 및 B 매개변수의 값으로서 사용된다. "기

술자 값(Descriptor Value)"의 제1 부분(예를 들면, 처음 4 바이트)은 버킷에 대한 비트 레이트(R 매개변수)를 규정하지

만, 기술자 값(Descriptor Value)"의 제2 부분(예를 들면, 두번째 4 바이트)은 버킷에 대한 크기(B 매개변수)를 규정한다.

캐싱 정보

캐싱 정보 확장은 스트림(들)이 캐시될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스트림(들)이 신규의 것으로 고려되는지 등과 같은 미

디어 스트림(들)의 캐싱에 대한 정보를 규정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캐싱 정보는 서버 장치(예를 들면, 서버 장치(104)에

의해 구현되는 캐싱 정책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캐싱 정보는 "a=cachectrl" 속성을 사용하여 세션 레벨 기술에 포함된다.

"a=cachectrl" 속성의 구문은 다음과 같다:

a=cachectrl:Rigths

Rights 매개변수는 하나 이상의 지시어로서, 스페이스 문자(또는 다르게는 콤마, 마침표, 세미콜론, 콜론 등과 같은 일부

다른 문자)에 의해 분리된다. 지시어는 명칭-값 쌍일 수 있으며, 여기서 명칭과 값은 "=" 문자(또는 다르게는 일부 다른 문

자)로 분리되거나, "값"이 없는 단일 "명칭"이다.

상이한 지시어가 Rights 매개변수에 포함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이들 지시어는 캐시없음(no-cache) 지시어, 분할

없음(no-splitting) 지시어 및 만료 지시어를 포함한다.

캐시없음 지시어는 "캐시없음"으로 정의되며 클라이언트 장치뿐만 아니라 서버와 클라이언트 장치 간의 중간 장치에 이 장

치가 추후 재생을 위해 미디어 스트림(들)을 캐시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분할없음 지시어는 "분할없음"으로 정의되며, 클라이언트 장치뿐만 아니라 서버와 클라이언트 장치 간의 중간 장치에, 이

장치가 컨텐츠를 재방송하거나 재분배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스트리밍 미디어 컨텐츠의 분할은 동일한 컨텐츠가 다수의

클라이언트에 통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할없음 지시어는 이러한 분할이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a=cachectrl" 속성은 또한 만료 지시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명칭-값 쌍이다:

expiration=Time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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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out 매개변수는 미디어 스트림(들)의 캐시 복사본이 구식(stale; 더 이상 신규한 것이 아님)으로 간주되는 때를 규정

한다. Timeout 매개변수는 캐시된 복사본이 구식으로 간주될 때까지 시구간(예를 들면, 수초, 수분, 수일 등)을 규정할 수

있으며, 또는 다르게는, 캐시 복사본이 구식이 될 때까지 특정 날짜 및/또는 시간(예를 들면, 2004년 4월 15일 오후 3시)을

규정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캐시 복사본을 갖는 장치는 구식 미디어 스트림(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실시예

에서, 장치는 미디어 스트림(들)의 구식 캐시 복사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장치는 새로운 버전의 미디어 스트림(들)이 이

용가능한 지를 판정하여, 가능한 경우 새로운 버전을 그 대신 사용하여야 한다.

만료 지시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미디어 스트림(들)은 구식이 되지 않는다. "a=cachectrl" 속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미디어 스트림(들)의 캐싱 및 분할이 허용되며, 캐싱된 컨텐츠는 구식이 되지 않는다.

RTP 캡슐화

RTP 캡슐화 확장은 RTP 상으로 전송된 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코덱을 통상 걸쳐 코덱 초기화 매개변수를 규정한다. 다

양하고 상이한 코덱은 RTP를 구비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이들 상이한 코덱은 종종 그들 자신의 캡슐화 방식과 그들 자신

의 초기화 매개변수를 갖는다. RTP 캡슐화 확장은 동일 구문(RTP 캡슐화 확장)이 다양하고 상이한 코덱의 속성을 기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많은 상이한 구문이 많은 상이한 코덱을 기술할 필요성을 경감한다. RTP 캡슐화 확장은 "a=fmtp" 속성

을 사용하여 미디어 레벨 기술에서 포함된다.

a=fmtp:pt MIME config=config-info

pt 매개변수는, RTP 유료부하 포맷 또는 유형을 식별하는 RTP 유료부하 유형 번호이다. 특정 구현예에서, 0 내지 127 사

이의 임의의 번호가 유효하다.

MIME 매개변수는 미디어 스트림에서 사용되는 코덱의 식별자이다. 특정 실시예에서, MIME 매개변수는 "WAVE and

AVI Codec Registries" 네트워크 작업 그룹 사양서(RFC) 2361 (1998년 6월)에서의 규칙에 따라 형성된 MIME(다목적

인터넷 메일 확장)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MIME 매개변수는 다음 형태를 취할 수 있다:

application/vnd.asf;codec=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여기서 매개변수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는 코덱의 식별자에 의해 대체된다. 특정 구현예에서, 이

식별자는 ASF 파일로부터의 코덱 GUID이다. 식별자는, 예를 들면, ASF 파일 내의 스트림 속성 객체로부터 미디어 유형

GUID, 또는 ASF 파일 내의 스트림 속성 객체의 유형 고유(Type-Specific) 데이터 선택으로서 ASF 파일에 저장될 수 있

다.

config=config-info 매개변수는 코덱 초기화 데이터를 식별하며, 여기서, config-info는 일련의 서브 매개변수로 대체된

다. 특정 구현예에서, 서브 매개변수는 Base64 인코딩된다. 이들 서브 매개변수는 "/" 문자, 또는 다르게는 다른 문자(예를

들면, 마침표, 콤마, 콜론, 세미콜론 등)으로 구분된다. config-info의 구문은 다음과 같다:

MajorType/FixedSizeSamples/TemporalCompression/SampleSize/FormatType/FormatData

MajorType 서브 매개변수는 미디어 스트림의 유형을 식별하는 식별자(예를 들면, GUID(전역 고유 ID)). 특정 구현예에

서, 유효값은 오디오 스트림에 대하여 "73647561-0000-0010-8000-00AA00389B71"을 비디오 스트림에 대하여

"73646976-0000-0010-8000-00AA00389B71"을 포함한다.

FixedSizeSamples 서브 매개변수는 코덱이 고정 크기 샘플(패킷)을 사용할 지를 나타낸다. 특정 구현예에서,

FixedSizeSamples 서브 매개변수는 코덱이 고정 크기 미디어 샘플(패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이고, 다른 경우에는

"0"이다. 예를 들면, 통상 이 필드는 오디오 및 비압축 비디오에 대해서는 "1"일 수 있지만, 압축 비디오에서는 "0"이다.

TemporalCompression 서브 매개변수는 스트림이 시간 압축을 사용하는지를 나타낸다. 특정 구현예에서,

TemporalCompression 서브 매개변수는 스트림이 시간 압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이며, 이는 모든 미디어 샘플이 "키

프레임"인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다른 경우에는, 이는 "0"으로 설정된다. 이 필드는, 이러한 스트림이 키 프레임이 아닌 미

디어 샘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압축 비디오의 많은 유형에 대하여 "1"로 설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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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ize 서브 매개변수는 코덱이 고정 크기 샘플(패킷)을 사용하는 경우에 미디어 샘플의 크기를 나타낸다. 특정 구현

예에서, SampleSize 서브 매개변수는 FixedSizeSamples가 "1"인 경우에 미디어 샘플의 크기를 제공하는 십진수이다.

SampleSize 서브 매개변수는 "0"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FixedSizeSamples이 "0"으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무시되어야 한

다.

FormatType 서브 매개변수는 FormatData 서브 매개변수의 포맷을 식별하는 식별자(예를 들면, GUID)이다.

FormatData 서브 매개변수는 FormatType 서브 매개변수에 의해 식별된 코덱 초기화 데이터이다. 코덱의 속성을 기술하

는 다양하고 상이한 구조 중 임의의 것이 FormatData 서브 매개변수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디오 스트림

에 대한 코덱의 속성을 기술하는 데이터 구조는 오디오 샘플 레이트와 비트당 샘플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코덱의 속성을 기술하는 데이터 구조는 비디오 정보의 폭 및 높이(예를 들면, 화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화소 종횡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특정 구현예에서, 코덱 초기화 데이터에서의 각 바이트

는 SDP에서 두 개의 16진수로서 표현된다. 다르게는, Base64 인코딩과 같은 다른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

대역폭 공유

대역폭 공유 확장은 일련의 규정된 스트림의 최대 대역폭이 개별 규정 스트림의 최대 대역폭의 합보다 적도록 대역폭을 공

유하는 스트림을 규정한다. 대역폭 공유는 "a=bwshare" 속성을 사용하여 세션 레벨 기술에서 포함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대역폭 공유 확장에 대한 매개변수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에 관련된 ASF 파일 헤더 내의 대역폭 공

유 객체를 액세스함으로써 획득된다. ASF 파일 헤더에서 식별된 매개변수는 검색되어 대역폭 공유 확장의 매개변수로서

사용된다. ASF 파일 헤더에서 다수의 대역폭 공유 객체가 있는 경우, 개별 대역폭 공유 확장은 이들 다수의 대역폭 공유

객체 각각에 대하여 세션 기술 메시지에 포함된다.

"a=bwshare" 속성에 대한 구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bwshare:SharingType R B SessionList

SharingType 매개변수는 공유 유형을 나타내도록 상이한 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SharingType 매개변수는

"PART"로 설정되어 임의의 주어진 시저에서 규정된 스트림의 임의의 개수가 스트리밍 데이터임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규

정된 스트림 중 단지 하나만이 임의의 주어진 시점에서 스트리밍 데이터인 경우에는 "EXCL"로 설정될 수 있다. 특정 실시

예에서, ASF 파일 헤더 내의 정보에 대한 대역폭 공유 확장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ASF 파일 헤더의 대역폭 공유 객체에서

"Sharing Type"의 값이 ASF_Bandwidth_Sharing_Partial이면, SharingType 매개변수는 "PART"로 설정되고, ASF 파

일 헤더의 대역폭 공유 객체에서 "공유 유형" GUID의 값이 ASF_Bandwidth_Sharing_Exclusive인 경우에는,

SharingType 매개변수는 "EXCL"로 설정된다.

R 매개변수는 오버플로우 없이 모든 스트림의 데이터 부분을 포함하는 누설 버킷의 누설 속도(예를 들면, 초당 비트 단위)

를 규정한다. 누설 버킷의 크기는 B 매개변수로 규정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ASF 파일 헤더 내의 정보에 대한 대역폭 공유

확장에 기초하는 경우, R 매개변수는 십진수로 표현되는, ASF 파일 헤더 내의 "데이터 비트레이트"의 값이다.

B 매개변수는 누설 버킷의 크기(예를 들면, 밀리초)를 규정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ASF 파일 헤더 내의 정보에 대한 대역

폭 공유 확장에 기초하는 경우, B 매개변수는, 십진수로 표현되는, ASF 파일 헤더 내의 "버퍼 크기" 필드의 값이다.

SessionList 매개변수는 스페이스 문자로 분리되는 하나 이상의 십진수로 이루어진다. 각 숫자는 "a=bwshare" 속성으로

표현되는 대역폭 공유 관계에 의해 커버되는 규정된 스트림 중 하나를 식별한다. 스트림은 이들의 RTP 세션 번호에 의해

식별된다.

스트림 우선순위 지정(Stream Prioritization)

스트림 우선순위 지정 확장은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에서의 어느 스트림이 다른 스트림보다 우선권을 갖는지를 규정한

다. 이러한 우선순위 지정은, 예를 들면, 어느 스트림이 네트워크 정체현상의 경우에 드롭되어야 하는지 또는 드롭되지 않

아야 하는지를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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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우선순위 지정 확장은 "a=prio" 속성을 사용하여 세션 레벨 기술에서 포함된다. "a=prio" 속성은 가장 높은 우선권

의 RTP 세션이 맨 처음에 열거되도록 우선순위대로 각 RTP 세션을 열거한다. "a=prio" 속성은 RTP 세션의 식별자인 매

개변수 리스트를 포함한다.

특정 RTP 세션은 필수적인 것으로서 식별될 수 있으며, 이는 이들 특정 세션이 네트워크 정체 현상에 응답하여 드롭되는

것으로 예측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필수 RTP 세션은 RTP 세션 번호 후의 문자 'm'를 첨부함으로써 "a=prio" 속성에 나타

낸다.

다음 예는 "a=prio" 속성의 구문을 나타낸다.

a=prio:1m 2m 3

이 예에서, RTP 세션 1과 2는 필수적이다. RTP 세션 3은 다른 세션보다 낮은 우선권을 가지며, 네트워크 정체현상의 경

우에 드롭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스트림 우선순위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에 관련된 ASF 파일 헤더에서 스트림 우선순위 지정 객체

를 액세스함으로써 획득된다. ASF 파일 헤더 내에서 식별된 스트림은 RTP 세션에 대응하고, ASF 파일 헤더 내에서 식별

된 스트림 우선순위는 대응하는 RTP 세션에 대한 우선순위로서 사용된다. "필수 플래그"가 특정 ASF 스트림에 대하여 설

정된 경우, 대응하는 RTP 세션이 또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하 도 5를 참조하면, 도 5는 여기서 설명하는 기술을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통상의 컴퓨터 환경(300)을 나타낸다.

컴퓨터 환경(300)은 컴퓨팅 환경의 단지 일 예로서 컴퓨터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사용 또는 기능의 범위에 대한 임의의

제한을 암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컴퓨터 환경(300)은 예시적인 컴퓨터 환경(300)에서 나타낸 컴포넌트 중 임의의 하

나 또는 조합에 관한 임의의 의존성 또는 요건을 갖는 것으로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컴퓨터 환경(300)은 컴퓨터(302)의 형태인 범용 컴퓨팅 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302)는 예를 들면 도 1 및 도 2의 클라이

언트 장치(102) 또는 서버 장치(104)일 수 있다. 컴퓨터(302)는 또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소스인 인코더 장치일

수 있다. 컴퓨터(302)의 컴포넌트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또는 처리부(304), 시스템 메모리(306), 및 프로세서(304) 등의

다양한 시스템 컴포넌트를 시스템 메모리(306)에 결합하는 시스템 버스(308)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버스(308)는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컨트롤러, 주변 버스, 가속 그래픽 포트, 및 다양한 버스 아키텍처 중 임의의

것을 사용하는 프로세서 또는 로컬 버스를 포함하는, 임의의 여러 유형의 버스 구조 중 하나 이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이러한 아키텍처는 산업 표준 아키텍처(ISA) 버스, 마이크로 채널 아키텍처(MCA) 버스, 개선된 ISA(EISA) 버스, 비디오

전자 표준 협회(VESA) 로컬 버스, 및 메자닌 버스(Mezzanine bus)로도 알려진 주변 컴포넌트 직접접속(PCI)을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302)는 통상 다양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매체는 컴퓨터(302)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임의의

입수가능 매체일 수 있으며,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체,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포함한다.

시스템 메모리(306)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310)와 같은 휘발성 메모리, 및/또는 판독 전용 메모리(ROM; 312)와 같

은 비휘발성 메모리 형태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시동 동안과 같이 컴퓨터(302) 내의 요소들 간의 정보 전송

을 지원하는 기본 루틴을 포함하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BIOS; 314)이 ROM(312)에 저장된다. RAM(310)은 통상 처리부

(304)에 의해 즉시 액세스가능하고 및/또는 현재 동작되는 데이터 및/또는 프로그램 모듈을 포함한다.

컴퓨터(302)는 다른 분리형/비분리형,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5는 비분리형,

비휘발성 자기 매체(미도시)로부터 판독하고 이에 기입하기 위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16), 분리형, 비휘발성 자기 디스

크(320; 예를 들면, "플로피 디스크")로부터 판독하고 이에 기입하기 위한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318), 및 CD-ROM,

DVD-ROM, 또는 다른 광 매체와 같은 분리형, 비휘발성 광 디스크(324)로부터 판독하고 및/또는 이에 기입하기 위한 광

디스크 드라이브(322)를 나타낸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16),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318), 및 광 디스크 드라이브(322)

는 각각 하나 이상의 데이터 미디어 인터페이스(326)에 의해 시스템 버스(308)에 접속된다. 다르게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

브(316),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318), 및 광 디스크 드라이브(322)는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미도시)에 의해 시스템 버스

(308)에 접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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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드라이브와 이들의 관련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및 컴퓨터

(302)에 대한 다른 데이터의 비휘발성 스토리지를 제공한다. 이 예는 하드 디스크(316), 분리형 자기 디스크(320), 및 분

리형 광 디스크(324)를 나타내지만, 자기 카세트, 또는 다른 자기 저장 장치, 플래시 메모리 카드, CD-ROM, 디지털 다기

능 디스크(DVD) 또는 다른 광 스토리지,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판독 전용 메모리(ROM), 전기적 소거가능 프로그래

머블 판독 전용 메모리(EEPROM) 등과 같이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컴퓨터 판

독가능 매체가 예시적인 컴퓨터 시스템 및 환경을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운영 체계(326),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328), 다른 프로그램 모듈(330) 및 프로그램 데이터(332)

를 포함하는 임의 개수의 프로그램 모듈이 하드 디스크(316), 자기 디스크(320), 광 디스크(324), ROM(312), 및/또는

RAM(310)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운영 체계(326),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328), 다른 프로그램 모듈

(330), 및 프로그램 데이터(332; 또는 이의 일부 조합) 각각은 분산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상주 컴포넌트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구현할 수 있다.

사용자는 키보드(334)와 포인팅 장치(336; 예를 들면,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를 통해 컴퓨터(302)에 명령과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다른 입력 장치(338; 구체적으로는 도시하지 않음)는 마이크로폰, 조이스틱, 게임 패드, 위성 접시, 직렬

포트, 스캐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및 다른 입력 장치는 시스템 버스(308)에 결합된 입출력 인터페이스(340)를 통해

처리부(304)에 접속되지만, 병렬 포트, 게임 포트, 또는 범용 직렬 버스(USB)와 같은 다른 인터페이스 및 버스 구조에 의

해 접속될 수도 있다.

모니터(342) 또는 다른 유형의 디스플레이 장치는 또한 비디오 어댑터(344)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308)

에 접속될 수 있다. 모니터(342)에 더하여, 다른 출력 주변 장치는 입출력 인터페이스(340)를 통해 컴퓨터(302)에 접속될

수 있는 스피커(미도시) 및 프린터(346)와 같은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302)는 원격 컴퓨팅 장치(348)와 같은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에 대한 논리적 접속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환경에

서 동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원격 컴퓨팅 장치(348)는 개인용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컴퓨터, 피

어 장치 또는 다른 공통 네트워크 노드 등일 수 있다. 원격 컴퓨팅 장치(348)는 컴퓨터(302)에 대하여 여기서 설명하는 다

수의 또는 모든 요소 및 특징을 포함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로서 나타낸다.

컴퓨터(302)와 원격 컴퓨터(348) 간의 논리적 접속은 근거리 네트워크(LAN; 350)와 일반 광역 네트워크(WAN; 352)로서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네트워킹 환경은 사무실, 범사내망, 인트라넷, 및 인터넷에 흔한 것이다.

LAN 네트워킹 환경으로 구현되는 경우, 컴퓨터(302)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354)를 통해 로컬 네트워크

(350)에 접속된다. WAN 네트워킹 환경으로 구현되는 경우, 컴퓨터(302)는 통상 모뎀(356) 또는 광역 네트워크(352) 상

에서 통신을 설정하는 다른 수단을 포함한다. 모뎀(356)은 컴퓨터(302)에 대하여 내장형 또는 외장형일 수 있으며, 입출력

인터페이스(340) 또는 다른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해 시스템 버스(308)에 접속될 수 있다. 도시한 네트워크 접속은 예시적

이며 컴퓨터(302 및 348) 사이에서 통신 링크(들)를 설정하는 다른 수단이 사용될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컴퓨팅 환경(300)으로 도시된 것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컴퓨터(302)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나타낸 프로그램 모듈은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원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358)은 원격 컴퓨터(348)의 메모리 장

치에 상주한다.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과 운영 체계와 같은 다른 실행가능 프로그램은 여기서 개별 블록으로

나타내지만, 이러한 프로그램과 컴포넌트는 컴퓨팅 장치(302)의 상이한 스토리지 컴포넌트에 다양한 시점에서 상주하고

컴퓨터의 데이터 프로세서(들)에 의해 실행된다.

다양한 모듈 및 기술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 또는 다른 장치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

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될 수 있다. 통상, 프로그램 모듈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추상 데이터형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객체, 컴포넌트, 데이터 구조 등을 포함한다. 통상, 프로그램 모듈의 기능은 다양한 실시예에서 원하는 바대로

결합 또는 분산될 수 있다.

이들 모듈 및 기술의 구현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의 일부 형태에 저장되거나 이에 걸쳐 전송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입수가능 매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 한정이 아님 -, 컴퓨터 판독가능 매

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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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스토리지에 대

한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되는 휘발성 및 비휘발성,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RAM, ROM, EEPROM, 플래시 메모리 또는 다른 메모리 기술, CD-ROM,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 또는 다른 광 스토

리지, 자기 카세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스토리지 또는 다른 자기 스토리지 장치, 또는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

용될 수 있고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미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 매체"는 통상 반송파 또는 다른 전송 메커니즘과 같은 변조된 데이터 신호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데이터 구조, 프

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터를 구체화한다. 통신 매체는 또한 임의의 정보 전달 매체를 포함한다. "변조된 데이터 신호

(modulated data signal)"라는 용어는 신호 내의 정보를 인코딩하는 방식으로 하나 이상의 특성이 설정 또는 변경되는 신

호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 한정이 아님 -, 통신 매체는 유선 네트워크, 다이렉트 와이어드 접속과 같은 유선 매체, 및 어

쿠스틱, RF, 적외선 및 다른 무선 매체와 같은 무선 매체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의 것 중 임의의 조합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상기 설명은 구조적 특징 및/또는 방법론적 동작에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첨부한 청구항에서 한정된 본 발명은 설명

된 특정한 특징 또는 동작에 한정되지 않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그 대신, 특정한 특징은 본 발명을 구현하는 예시적인 형태

로서 개시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문서에 걸쳐 동일 번호는 동일한 컴포넌트 및/또는 특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도 1은 본 명세서에서 설명하는 세션 기술 메시지 확장을 사용하여 미디어를 스트리밍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 환

경의 일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하는 세션 기술 메시지 확장을 사용하여 미디어 컨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및 서

버 장치의 일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세션 기술 메시지 포맷의 일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세션 기술 메시지를 확장하는 프로세스의 일 예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5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하는 기술을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일반 컴퓨터 환경을 나타내는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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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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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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