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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IP(Internet Protocol) over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1394에서의 등시성

(isochronous) 스트림 전송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등시성 스트림 수신 방법은 소정의 직렬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 전송을 요청하는 단계; 및 요청에 대한 응답에 기초하여 소정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서비스를 이용

함으로써 소정의 직렬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IP over IEEE 1394가 등시성 스트림 전

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IEEE 1394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 전송을 요청하는 단계; 및

(b) 상기 요청에 대한 응답에 기초하여 IP(Internet Protocol)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상기 IEEE 1394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시성 스트림 수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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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응용 계층에서 비동기 블록 쓰기로 상기 등시성 스트림 전송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시성 스트

림 수신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에 포함된 채널 및 대역폭을 참조하여 상기 등시성 스트림 수신을 준비하고, 상기 준비가 완료되면 비동기 블록

쓰기로 상기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시성 스트림 수신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IEEE 1394 계층에서 상기 등시성 스트림으로부터 생성된 등시성 스트림 패킷의 헤더의 태그(tag) 필드의 값을 참조하여

외부로부터 수신된 패킷들 중에서 상기 등시성 스트림 패킷들을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시성

스트림 수신 방법.

청구항 6.

IEEE 1394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 전송을 요청하는 요청부; 및

상기 요청부에서의 요청에 대한 응답에 기초하여 IP(Internet Protocol)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상기 IEEE 1394 버스

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을 수신하는 수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시성 스트림 수신 장치.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3 항 또는 제 5 항 중에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8.

(a) IEEE 1394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의 전송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등시성 스트림의 전송을 위한 등시성 자원을

확보하는 단계; 및

(b) 상기 등시성 자원 확보의 결과에 기초하여 IP(Internet Protocol)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상기 IEEE 1394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시성 스트림 전송 방법.

등록특허 10-0677143

- 2 -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응용 계층에서 비동기 블록 쓰기로 상기 등시성 자원 확보의 결과를 포함하는 응답을 상기 요청을 한 노드로 전송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시성 스트림 전송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응용 계층에서 소정의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상기 등시성 자원에 해당하는 상기 등시성 스트림의 컨텐트

타입 및 최대 패킷 사이즈를 상기 소정의 네트워크 프로토콜 레벨의 계층으로 통지하고, 상기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써 상

기 등시성 자원에 해당하는 채널 및 대역폭을 통지받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시성 스트림 전송 방법.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응용 계층에서 소정의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상기 등시성 스트림을 전송하고,

상기 소정의 함수 호출에 따라 IP 계층에서 상기 등시성 스트림으로부터 등시성 스트림 패킷들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시성 스트림 전송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IP 계층에서 상기 생성된 등시성 스트림 패킷의 IPv4 헤더의 TOS(Type Of Service) 필드 또는 IPv6 헤더의 트래픽 클래

스(Traffic Class) 필드의 값을 참조하여 상기 등시성 스트림 패킷과 상기 등시성 스트림 패킷 이외의 일반 패킷을 별개의

큐들로 관리하고, 상기 관리를 기반으로 상기 등시성 스트림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

시성 스트림 전송 방법.

청구항 14.

IEEE 1394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의 전송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등시성 스트림의 전송을 위한 등시성 자원을 확보

하는 등시성 자원 확보부; 및

상기 등시성 자원 확보부에서의 확보의 결과에 기초하여 IP(Internet Protocol)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상기 IEEE

1394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을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시성 스트림 전송 장치.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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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 내지 제10 항 또는 제 12 항 내지 제 13 항 중에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

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16.

(a) IEEE 1394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 전송을 요청하는 단계;

(b) 상기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등시성 스트림의 전송을 위한 등시성 자원을 확보하는 단계;

(c) 상기 등시성 자원 확보의 결과에 기초하여 IP(Internet Protocol)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상기 IEEE 1394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을 전송하는 단계; 및

(d) 상기 전송된 등시성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시성 스트림 송수신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응용 계층에서 비동기 블록 쓰기로 상기 등시성 스트림 전송을 요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등시성 스트림 송수신 방법.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응용 계층에서 비동기 블록 쓰기로 상기 등시성 자원 확보의 결과를 포함하는 응답을 상기 요청을 한 노드로 전송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d) 단계는 상기 전송된 응답에 기초하여 상기 등시성 스트림을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시성 스트림 송수신

방법.

청구항 19.

제 16 항 내지 제 18 항 중에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등시성(isochronous) 스트림 전송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고, 보다 상세하게는 IP(Internet Protocol) over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1394에서의 등시성 스트림 전송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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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1394는 기존의 어떤 규격보다 빠른 전송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비디오 캠코더 등 대용량,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필요로 하는 멀티미디어 기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IEEE 1394는 실시간 등시성 스트림 전송을 지원하기 때문에

홈 디지털 기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확장성 및 고속 전송 능력으로 인하여 홈 네트워크의 백본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전 기기의 디지털화에 따라 IT(Information Technology) 기기와 가전 기기의 호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

댁내의 하이브리드(hybrid)한 네트워크에서 IP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은 매우 효율적인 통신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에 따라,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는 RFC 2734에서 IP over IEEE 1394라는 프로토콜을 제안하였으며,

이것은 QOS(Quality Of Service) 보장 등과 같은 IP 서비스를 이용하는 IEEE 1394를 정의한다.

도 1은 종래의 IP over IEEE 1394 프로토콜 스택의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IP over IEEE 1394 프로토콜 스택은 응용 계층(11), TCP/IP 계층(12), 및 IEEE 1394 계층(13)

으로 구성된다.

응용 계층(11)은 IP over IEEE 1394 응용(application)을 포함한다.

TCP/IP 계층(12)은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121)를 포함하며,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

(121)는 비동기 블록 쓰기 모듈(1211) 및 비동기 스트림 모듈(1212)을 포함한다.

IEEE 1394 계층(23)은 물리 계층(131), 링크 계층(132), 트랜잭션 계층(133), 및 버스 관리 계층(134)을 포함한다.

종래의 IEEE 1394가 비동기(asynchronous) 스트림 전송 및 등시성 스트림 전송을 모두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IP over IEEE 1394는 비동기 블록 쓰기 또는 비동기 스트림 패킷 전송만을 지원하고 있다.

즉, 종래의 IEEE 1394는 IP 기반이 아닌, 시분할 기반의 등시성 스트림 패킷 전송만을 정의하고 있고, 종래의 IP over

IEEE 1394는 비동기 블록 쓰기 또는 비동기 스트림 패킷 전송만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2 패킷 등과 같이 QOS 보장 및 실시간 전송이 요구되는 패킷들을 QOS를 보장받으면서 실시간으로 전송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IP over IEEE 1394가 등시성 스트림 전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및 장

치들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상기된 방법들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등시성 스트림 수신 방법은 소정의 직렬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

전송을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요청에 대한 응답에 기초하여 소정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상기 소

정의 직렬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등시성 스트림 수신 장치는 소정의 직렬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

트림 전송을 요청하는 요청부; 및 상기 요청부에서의 요청에 대한 응답에 기초하여 소정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상기 소정의 직렬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을 수신하는 수신부를 포함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상기된 등시성 스트림 수신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등시성 스트림 전송 방법은 소정의 직렬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의 전송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등시성 스트림의 전송을 위한 등시성 자원을 확보하는 단계; 및 상기 등시성 자원 확

보의 결과에 기초하여 소정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상기 소정의 직렬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

림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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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등시성 스트림 전송 장치는 소정의 직렬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의 전송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등시성 스트림의 전송을 위한 등시성 자원을 확보하는 등시성 자원 확보부; 및 상기

등시성 자원 확보부에서의 확보의 결과에 기초하여 소정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상기 소정의 직렬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을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상기된 등시성 스트림 전송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등시성 스트림 송수신 방법은 소정의 직렬 버스를 통하여 등시

성 스트림 전송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등시성 스트림의 전송을 위한 등시성 자원을 확보하는 단계;

상기 등시성 자원 확보의 결과에 기초하여 소정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상기 소정의 직렬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을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전송된 등시성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상기된 등시성 스트림 송수신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

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등시성 스트림 송수신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노드 A(2)에 탑재된 등시성 스트림 수신 장치의 프로토콜 스택은 응용 계층(21), TCP/

IP 계층(22), 및 IEEE 1394 계층(23)으로 구성된다.

본 실시예를 실제로 구현할 때, 도 2에 도시된 계층들 이외에 다른 계층을 더 포함하거나, 일부 계층은 다른 계층으로 대체

될 수 있음은 본 실시예가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세션(session) 계

층을 더 포함하거나, TCP 계층은 UDP(User Datagram Protocol) 계층으로 대체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를 실제로 구

현할 때, 도 2에 도시된 구성 요소들 이외에 다른 구성 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음은 본 실시예가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TCP/IP 계층(22, 32)은 IPv4 over IEEE 1394 규격에 해당하는 RFC

2734에 제시된 구성 요소들을 더 포함할 수 있고, IEEE 1394 계층(23, 33)은 IEEE 1394 규격에 제시된 구성 요소들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응용 계층(21)은 등시성 스트림 전송 요청부(211), 등시성 스트림 준비부(212), 및 등시성 스트림 수신부(213)를 포함한

다.

등시성 스트림 전송 요청부(211)는 응용 계층에서 비동기 블록 쓰기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비동기 블록 쓰기

(asynchronous block write)로 IEEE 1394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 전송을 노드 B(3)로 요청한다.

IEEE 1394 규격은 비동기 블록 쓰기, 비동기 스트림(asynchronous stream), 등시성 스트림(isochronous stream) 등 여

러 가지 전송 방식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IP 데이터그램(IP datagram)과 ARP 요청/응답(Address Resolution

Protocol request/response), MCAP 광고/요청(Multicast Channel Allocation Protocol advertisement/solicitation) 등

과 같은 커맨드들은 비동기 블록 쓰기 방식으로 전송된다. 따라서, 등시성 스트림 전송 요청부(211)도 비동기 블록 쓰기로

등시성 스트림 전송을 노드 B(3)로 요청한다.

등시성 스트림 수신 준비부(212)는 노드 B(3)로부터 등시성 스트림 전송 요청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고, 수신된 응답에 포

함된 채널 및 대역폭을 참조하여 등시성 스트림 수신을 준비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등시성 스트림 수신 준비부

(212)는 응용 계층에서 IOCTL(Input Output Control)을 호출함으로써 등시성 스트림 수신을 준비한다. IOCTL은 리눅스

(Linux) 커맨드의 일종으로써 하부 계층들의 파라미터들을 조작하는 함수이다. 즉, 등시성 스트림 수신 준비부(212)는

IOCTL를 호출함으로써 등시성 스트림 수신 준비와 관련된 IEEE 1394 계층의 레지스터들의 값의 설정을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 수신을 준비한다. 또한, 등시성 스트림 수신 준비부(212)는 등시성 스트림 수신 준비가 완료되면 응용 계층에서 비

동기 블록 쓰기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비동기 블록 쓰기로 IEEE 1394 버스(4)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 수신 준비가 완료되

었음을 노드 B(3)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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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시성 스트림 수신부(213)는 등시성 스트림 수신 준비부(212)에서의 통지를 수신한 노드 B(3)로부터 IP의 서비스를 이

용함으로써 IEEE 1394 버스(4)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을 수신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등시성 스트림 수신부

(213)는 IP가 제공하는 최적의 경로를 통한 패킷 라우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QOS(Quality Of Service)를 보장받

으면서 IEEE 1394 버스(4)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을 수신할 수 있다. 본 실시예 및 이하 실시예들에서의 등시성 스트림

의 대표적인 예로써 실시간 전송이 요구되는 동영상 컨텐츠 스트림을 들 수 있다.

TCP/IP 계층(22)은 등시성 스트림 추출부(221) 및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222)를 포함한다.

등시성 스트림 추출부(221)는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222)의 등시성 스트림 패킷 모듈(2213)로부터 출력

된 등시성 스트림 패킷들로부터 등시성 스트림을 추출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등시성 스트림 추출부(221)는 등시

성 스트림 패킷들의 헤더를 제거하고, 등시성 스트림 패킷들의 페이로드에 기록된 데이터를 취합함으로써 등시성 스트림

을 생성한다.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222)는 비동기 블록 쓰기 모듈(2211), 비동기 스트림 패킷 모듈(2212), 및 등시성

스트림 패킷 모듈(2213)을 포함한다.

비동기 블록 쓰기 모듈(2211)은 IP를 기반으로 하는 비동기 블록 쓰기를 지원하고, 비동기 스트림 패킷 모듈(2212)은 IP

를 기반으로 하는 비동기 스트림 패킷 송수신을 지원하고, 등시성 스트림 패킷 모듈(2213)은 IP를 기반으로 하는 등시성

스트림 패킷 송수신을 지원한다.

IEEE 1394 계층(23)은 물리 계층(231), 링크 계층(232), 트랜잭션 계층(233), 및 버스 관리 계층(234)을 포함한다. 여기

에서, 물리 계층(231), 링크 계층(232), 트랜잭션 계층(233), 및 버스 관리 계층(234)은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해당한다.

물리 계층(231)은 IEEE 1394 계층(23)과 IEEE 1394 버스를 물리적,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링크 계층(232)은 두 가지 전송 모드, 즉 비동기 전송 모드와 등시성 전송 모드의 패킷들을 송수신하기 위하여 두 개의 송

신용 큐와 하나의 수신용 큐를 가지고 있다. 두 개의 송신용 큐는 비동기용 큐와 등시성용 큐로 구분되며, 쓰기에 사용되

고, 수신용 큐는 읽기에 사용된다. 또한, 링크 계층(232)은 원활한 송수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이클을 제어한다.

도 3은 IEEE 1394 규격에 따른 사이클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버스 관리 계층(234)의 사이클 마스터(Cycle Master)는 125 usec마다 사이클 시작 패킷(Cycle Start

packet)을 전송하고, IEEE 1394 버스(4)를 통하여 이 사이클 시작 패킷을 수신한 노드들은 이 사이클 시작 패킷을 기준으

로 사이클을 동기시킨다. 사이클 시작 패킷이 전송되고 난 후, 일정 시간 동안 등시성 전송 모드의 패킷들이 전송되고, 그

후 남아있는 시간 동안 비동기 전송 모드의 패킷들이 채널 중재를 통하여 전송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등시성 스트림 패킷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등시성 스트림 패킷은 등시성 헤더(IH, Isochronous Header)(51), CIP 헤더(52),

TCP/IP 헤더(53), 및 데이터 필드(54)로 구성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등시성 스트림 패킷은 125 usec마다 사이

클 시작 패킷이 전송된 이후에 전송된다.

데이터 필드는 4 개의 24 바이트 패킷들로 구성된다. 2 개의 등시성 스트림 패킷들의 데이터 필드에 기록된, 총 8 개의 24

바이트 패킷들을 취합하면 타임 스탬프(TS, Time Stamp) 및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TSP, Transport Stream Packet)

으로 구성된 MPEG 2 패킷을 얻을 수 있다. MPEG 2는 대표적인 동영상 압축 규격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등시성 스트림 패킷의 포맷을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등시성 스트림 패킷의 등시성 헤더(51)는 데이터 길이 필드(511), 태그 필드(512), 채널 필드(513),

tCode(transaction code) 필드(514), SY(synchronization) 필드(515), 및 헤더_CRC(Cyclic Redundancy Check)(516)

로 구성된다. 또한, 데이터 필드(54) 뒤에는 데이터_CRC 필드(517)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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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를 참조하면, 링크 계층(232)은 등시성 패킷 검출부(2321)를 포함한다.

등시성 스트림 패킷 검출부(2321)는 등시성 헤더(51)의 태그 필드(512)의 값을 참조하여 물리 계층(231)으로부터 입력된

패킷들 중에서 등시성 스트림 패킷들을 검출한다.

태그 필드(512)의 값 00은 기존의 IEEE 1394a에 따른 등시성 전송 모드 또는 비동기 전송 모드의 패킷임을 나타내고, 태

그 필드(512)의 값 01은 IEC 61883 CIP 헤더임을 나타내고, 태그 필드(512)의 값 10은 본 실시예에 따른 IP over IEEE

1394임을 나타내고, 태그 필드 값 11은 기존의 IEEE 1394a에 따른 일반 비동기 스트림 패킷(GASP, General

Asynchronous Stream Packet)임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등시성 헤더(51)의 태그 필드(512)의 보류 값(reserved

value) 10을 이용함으로써 등시성 스트림 패킷들이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222)의 등시성 스트림 패킷 모

듈(2213)로 입력되도록 한다.

트랜잭션 계층(233)은 특정 주소를 가진 노드에 대한 읽기 및 쓰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링크 계층(232)을 제어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트랜잭션 계층(233)은 특정 주소를 가진 노드에 대한 읽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읽기 트랜잭션을 발행

(issue)하고, 특정 주소를 가진 노드에 대한 쓰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쓰기 트랜잭션을 발행하고,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까

지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락(lock) 트랜잭션을 발행한다.

버스 관리 계층(234)은 트랜잭션 계층(233), 링크 계층(232), 및 물리 계층(231)을 제어함으로써 IEEE 1394 버스(4)를

관리한다. 특히, 버스 관리 계층(234)은 한정된 채널 자원, 대역폭 자원 등을 관리하는 등시성 자원 관리자(IRM,

Isochronous Resource Manager) 및 버스 타이밍을 조정하는 사이클 마스터를 포함한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노드 B(3)에 탑재된 등시성 스트림 전송 장치의 프로토콜 스택은 응용 계층(31), TCP/

IP 계층(32), 및 IEEE 1394 계층(33)으로 구성된다.

응용 계층(31)은 등시성 자원 확보부(311), 등시성 스트림 전송 응답부(312), 및 등시성 스트림 전송부(313)로 구성된다.

등시성 자원 확보부(311)는 응용 계층(31)에서 비동기 블록 쓰기로 IEEE 1394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의 전송 요청

을 수신하면, 등시성 스트림의 전송을 위한 등시성 자원을 확보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등시성 자원 확보부(311)는

응용 계층(31)에서 IOCTL를 호출함으로써, 등시성 스트림의 컨텐트 타입 및 최대 패킷 사이즈를 IP 계층(32)의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321)로 통지한다. 등시성 스트림의 컨텐트 타입 및 최대 패킷 사이즈는 노드 B(3)가 전송

하고자 하는 등시성 스트림에 적합한 채널 및 대역폭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이후, 등시성 자원 확보부(311)는 상기 통지

에 대한 응답, 즉 IOCTL 호출에 대한 귀환 값(return value)으로써 등시성 자원에 해당하는 채널 및 대역폭을 통지받는다.

본 실시예 및 이하 실시예들에서 최대 패킷 사이즈는 데이터 레이트를 의미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

등시성 스트림 전송 응답부(312)는 응용 계층(31)에서 비동기 블록 쓰기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비동기 블록 쓰기로 IEEE

1394 버스(4)를 통하여 등시성 자원 확보부(311)에서의 등시성 자원 확보의 결과인 채널 및 대역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

는 응답을 노드 A(2)로 전송한다.

등시성 스트림 전송부(313)는 등시성 스트림 전송 응답부(312)에서 전송된 응답을 수신한 노드 A(2)로부터 등시성 스트

림 수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통지받으면, 응용 계층(31)에서 등시성 스트림 전송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등시성 자원 확보

부(311)에서의 확보의 결과에 기초하여 IP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IEEE 1394 버스(4)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을 전송

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등시성 스트림 전송부(313)는 IP가 제공하는 최적의 경로를 통한 패킷 라우팅 등의 서비스

를 이용함으로써 QOS를 보장받으면서 IEEE 1394 버스(4)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이 전송될 수 있도록 한다.

TCP/IP 계층(32)은 등시성 스트림 추출부(321) 및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322)를 포함한다.

등시성 스트림 패킷 생성부(321)는 응용 계층(31)의 등시성 스트림 전송부(313)에서의 등시성 스트림 전송 함수 호출에

따라 TCP/IP 계층(32)에서 등시성 스트림으로부터 등시성 스트림 패킷들을 생성한다. 특히, 등시성 스트림 패킷 생성부

(321)는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322)에서 등시성 스트림 패킷과 다른 일반 패킷이 별개의 큐들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시성 스트림 패킷이 IPv4 패킷이면, IPv4 헤더의 TOS(Type Of Service) 필드의 소정의 값을

기록하고, 등시성 스트림 패킷이 IPv6 패킷이면, IPv6 헤더의 트래픽 클래스(Traffic Class) 필드에 소정의 값을 기록한

다. IPv4 헤더의 TOS 필드 또는 IPv6 헤더의 트래픽 클래스 필드에 구체적으로 어떤 값이 기록되는 지에 관해서는 도 6을

참조하면서 이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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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도 2에 도시된 등시성 스트림 패킷 모듈의 패킷 관리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IPv4 헤더의 TOS 필드 또는 IPv6 헤더의 트래픽 클래스 필드는 DSCP(Differentiated Service Code

Point) 필드(531) 및 현재 미사용(CU, Currently Unused) 필드(532)로 구성된다.

등시성 스트림 패킷 생성부(321)는 응용 계층(31)으로부터 출력된 패킷이 일반 패킷이면, 현재 미사용 필드(532)에 일반

패킷임을 나타내는 값인 00을 기록하고, 응용 계층(31)으로부터 출력된 패킷이 등시성 스트림 패킷이면, 현재 미사용 필드

(532)에 등시성 스트림 패킷임을 나타내는 값인 01을 기록한다.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322)는 비동기 블록 쓰기 모듈(3211), 비동기 스트림 패킷 모듈(3212), 및 등시성

스트림 패킷 모듈(2213)을 포함한다.

비동기 블록 쓰기 모듈(3211)은 상기된 비동기 블록 쓰기 모듈(2211)에 대응하고, 비동기 스트림 패킷 모듈(3212)은 상기

된 비동기 스트림 패킷 모듈(2212)에 대응하고, 등시성 스트림 패킷 모듈(3213)은 상기된 등시성 스트림 패킷 모듈(2213)

에 대응한다.

다만,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322)는 응용 계층(31)에서의 IOCTL 호출을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의 컨텐트

타입 및 최대 패킷 사이즈를 통지받고, 트랜잭션 계층(333)의 등시성 자원 관리자에게 등시성 스트림의 컨텐트 타입 및 최

대 패킷 사이즈를 통지한다. 이 후,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322)는 등시성 자원 관리자로부터 채널 및 대

역폭을 할당받은 경우에는 할당받은 채널 및 대역폭을 응용 계층(31)에 통지하고, 채널 및 대역폭을 할당받지 못한 경우에

는 응용 계층(31)에 등시성 스트림 전송이 불가능함을 통지한다.

또한,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322)는 할당받은 채널 및 대역폭을 노드 B(3)의 oPCR(output Plug Control

Register), oMPR(output Master Plug Register)에 등록하고, 노드 A(2)의 iPCR(input Plug Control Register), 및 iMPR

(input Master Plug Register)에 비동기 락 트랜잭션을 통하여 등록함으로써 등시성 스트림 패킷들을 전송하기 위한 등시

성 채널을 생성한다. oPCR, oMPR, iPCR, 및 iMPR은 등시성 채널을 생성하기 위한 IEEE 1394 규격 상의 레지스터들이

다.

또한,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322)는 등시성 스트림 패킷 생성부(321)에서 생성된 등시성 스트림 패킷이

IPv4 패킷이면, IPv4 헤더의 TOS 필드의 값을 참조하여 등시성 스트림 패킷이 IPv6 패킷이면, IPv6 헤더의 트래픽 클래

스 필드의 값을 참조하여 등시성 스트림 패킷과 다른 일반 패킷을 별개의 큐들로 관리하고, 이 관리를 기반으로 등시성 스

트림 패킷을 전송한다.

도 6을 참조하면,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322)의 등시성 스트림 패킷 모듈(3213)은 패킷 분류기(61), 일

반 패킷 큐(62), 및 등시성 스트림 패킷 큐(63)를 포함한다.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322)는 IPv4 헤더의 TOS 필드 또는 IPv6 헤더의 트래픽 클래스 필드의 현재 미사

용 필드(532)의 값이 00이면, 일반 패킷을 일반 패킷 큐(62)에 저장하고, 현재 미사용 필드(532)의 값이 01이면, 등시성

스트림 패킷을 등시성 스트림 패킷 큐(63)에 저장한다. 이와 같이 일반 패킷 큐(62) 및 등시성 스트림 패킷 큐(63)에 저장

된 패킷들은 노드 A(2) 및 노드 B(3)가 위치한 통신 환경에 가장 적합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IEEE 1394 전송 큐(64)에 저장된다. 즉,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125 usec마다 사이클 시작 패킷을 수신한

후, 등시성 스트림 패킷들은 등시성 채널을 통하여 전송되고, 그 이후에 비동기 스트림 패킷들, 비동기 블록 쓰기 패킷들은

채널 중재를 통하여 전송된다.

IEEE 1394 계층(33)은 물리 계층(331), 링크 계층(332), 트랜잭션 계층(333), 및 버스 관리 계층(334)을 포함한다. 여기

에서, 트랜잭션 계층(333), 링크 계층(332), 물리 계층(331), 및 버스 관리 계층(334)은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해당한다.

물리 계층(331)은 상기된 물리 계층(231)에 대응하고, 링크 계층(332)은 상기된 링크 계층(232)에 대응하고, 트랜잭션 계

층(333)은 상기된 트랜잭션 계층(233)에 대응하고, 버스 관리 계층(334)은 상기된 버스 관리 계층(234)에 대응한다.

다만, 링크 계층(332)은 링크 계층(232)의 등시성 스트림 패킷 검출부(2321) 대신에 등시성 스트림 패킷 표시부(3321)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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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시성 스트림 패킷 표시부(321)는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등시성 스트림 패킷이 다른 일반 패킷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시성 헤더(51)의 태그 필드(512)에 등시성 스트림 패킷임을 나타내는 값인 10을 기록한다.

도 7 및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등시성 스트림 송수신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7 및 도 8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등시성 스트림 송수신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로 구성된다. 등시성 스트림

송수신 방법은 도 2에 도시된 노드 A(2)에 탑재된 등시성 스트림 수신 장치 및 노드 B(3)에 탑재된 등시성 스트림 전송 장

치에서 시계열적으로 처리되는 단계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하 생략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노드 A(2)에 탑재된 등시성 스

트림 수신 장치 및 노드 B(3)에 탑재된 등시성 스트림 전송 장치에 관하여 이상에서 기술된 내용은 등시성 스트림 송수신

방법에도 적용된다.

71 단계에서 노드 A(2)의 등시성 스트림 전송 요청부(211)는 응용 계층(21)에서 비동기 블록 쓰기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비동기 블록 쓰기로 IEEE 1394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 전송을 노드 B(3)로 요청한다.

81 단계에서 노드 B(3)의 등시성 자원 확보부(311)는 응용 계층(31)에서 비동기 블록 쓰기로 IEEE 1394 버스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의 전송 요청을 수신한다.

82 단계에서 노드 B(3)의 등시성 자원 확보부(311)는 81 단계에서 수신된 요청에 따라 등시성 스트림의 전송을 위한 등시

성 자원을 확보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82 단계에서 노드 B(3)는 응용 계층(31)에서 IOCTL를 호출함으로써, 등시

성 스트림의 컨텐트 타입 및 최대 패킷 사이즈를 IP 계층(32)의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321)로 통지한다.

83 단계에서 노드 B(3)의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322)는 응용 계층(31)에서의 IOCTL 호출을 통하여 등

시성 스트림의 컨텐트 타입 및 최대 패킷 사이즈를 통지받고, 트랜잭션 계층(333)의 등시성 자원 관리자에게 등시성 스트

림의 컨텐트 타입 및 최대 패킷 사이즈를 통지하고, 등시성 자원 관리자로부터 채널 및 대역폭을 할당받는다.

84 단계에서 노드 B(3)의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322)는 83 단계에서 채널 및 대역폭을 할당받은 경우,

할당받은 채널 및 대역폭을 노드 B(3)의 oPCR, oMPR에 등록하고, 노드 A(2)의 iPCR, 및 iMPR에 비동기 락 트랜잭션을

통하여 등록함으로써 등시성 스트림 패킷들을 전송하기 위한 등시성 채널을 생성하고, 할당받은 채널 및 대역폭을 응용 계

층(31)에 통지한다.

85 단계에서 노드 B(3)의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322)는 83 단계에서 채널 및 대역폭을 할당받지 못한 경

우, 응용 계층(31)에 등시성 스트림 전송이 불가능함을 통지한다.

86 단계에서 노드 B(3)의 등시성 스트림 전송 응답부(312)는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322)로부터 84 단계

에서 통지된 채널 및 대역폭을 통지받으면, 응용 계층(31)에서 비동기 블록 쓰기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비동기 블록 쓰기로

IEEE 1394 버스(4)를 통하여 이 채널 및 대역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응답을 노드 A(2)로 전송하고,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322)로부터 85 단계에서 통지된 등시성 스트림 전송 불가능을 통지받으면, 응용 계층(31)에서

비동기 블록 쓰기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비동기 블록 쓰기로 IEEE 1394 버스(4)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 전송 불가능을 나

타내는 응답을 노드 A(2)로 전송한다.

72 단계에서 노드 A(2)의 등시성 스트림 수신 준비부(212)는 노드 B(3)로부터 등시성 스트림 전송 요청에 대한 응답을 수

신한다.

73 단계에서 노드 A(2)의 등시성 스트림 수신 준비부(213)는 72 단계에서 수신된 응답이 등시성 스트림 전송을 위한 채널

및 대역폭을 포함하면, 등시성 스트림 전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응답이 등시성 스트림 전송 불가능을 나타내면,

등시성 스트림 전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74 단계에서 노드 A(2)의 등시성 스트림 수신 준비부(213)는 73 단계에서 등시성 스트림 전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 응답에 포함된 채널 및 대역폭을 참조하여 응용 계층에서 IOCTL를 호출함으로써 등시성 스트림 수신을 준비한다.

75 단계에서 노드 A(2)의 등시성 스트림 수신 준비부(213)는 73 단계에서 등시성 스트림 전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

면, 등시성 스트림 전송 요청 프로세스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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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단계에서 노드 A(2)의 등시성 스트림 수신 준비부(213)는 등시성 스트림 수신 준비가 완료되면 응용 계층에서 비동기

블록 쓰기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비동기 블록 쓰기로 IEEE 1394 버스(4)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 수신 준비가 완료되었음

을 노드 B(3)로 통지한다.

87 단계에서 노드 B(3)의 등시성 스트림 전송부(313)는 76 단계에서 통지된 등시성 스트림 수신 준비 완료를 수신하면,

응용 계층(31)에서 등시성 스트림 전송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등시성 자원 확보부(311)에서의 등시성 자원 확보의 결과에

기초하여 IP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IEEE 1394 버스(4)를 통하여 노드 A(2)로 등시성 스트림을 전송한다.

77 단계에서 노드 A(3)의 등시성 스트림 수신부(213)는 등시성 스트림 수신 준비부(212)에서의 통지를 수신한 노드 B(3)

로부터 IP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IEEE 1394 버스(4)를 통하여 등시성 스트림을 수신한다.

이상, 71 단계로부터 77 단계까지의 흐름은 등시성 스트림 수신 방법에 해당하고, 81 단계로부터 87 단계까지의 흐름은

등시성 스트림 전송 방법에 해당한다.

도 9는 도 8에 도시된 87 단계의 상세 흐름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도 8에 도시된 87 단계는 다음과 같은 단계들로 구성된다.

871 단계에서 노드 B(3)의 등시성 스트림 전송부(313)는 응용 계층(31)에서 TCP/IP 계층(32)으로 등시성 스트림을 출력

한다.

872 단계에서 노드 B(3)의 등시성 스트림 패킷 생성부(321)는 871 단계에서 출력된 등시성 스트림으로부터 등시성 스트

림 패킷들을 생성한다. 특히, 872 단계에서 노드 B(3)의 등시성 스트림 패킷 생성부(321)는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322)에서 등시성 스트림 패킷과 다른 일반 패킷이 별개의 큐들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시성 스트림

패킷이 IPv4 패킷이면, IPv4 헤더의 TOS 필드의 소정의 값을 기록하고, 등시성 스트림 패킷이 IPv6 패킷이면, IPv6 헤더

의 트래픽 클래스 필드에 소정의 값을 기록한다.

873 단계에서 노드 B(3)의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322)는 872 단계에서 생성된 등시성 스트림 패킷이

IPv4 패킷이면, IPv4 헤더의 TOS 필드의 값을 참조하여 등시성 스트림 패킷이 IPv6 패킷이면, IPv6 헤더의 트래픽 클래

스 필드의 값을 참조하여 등시성 스트림 패킷과 다른 일반 패킷을 별개의 큐들로 관리하고, 이 관리를 기반으로 등시성 스

트림 패킷을 전송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873 단계에서 노드 B(3)의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322)

는 IPv4 헤더의 TOS 필드 또는 IPv6 헤더의 트래픽 클래스 필드의 현재 미사용 필드(532)의 값이 00이면, 일반 패킷을 일

반 패킷 큐(62)에 저장하고, 현재 미사용 필드(532)의 값이 01이면, 등시성 스트림 패킷을 등시성 스트림 패킷 큐(63)에 저

장한다.

874 단계에서 노드 B(3)의 IEEE 1394 계층(33)은 873 단계에서 일반 패킷 큐(62) 및 등시성 스트림 패킷 큐(63)에 저장

된 패킷들을 노드 A(2) 및 노드 B(3)가 위치한 통신 환경에 가장 적합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 IEEE 1394 전송 큐

(64)에 저장한다.

874 단계에서 노드 B(3)의 IEEE 1394 계층(33)은 874 단계에서 IEEE 1394 전송 큐(64)에 저장된 순서대로 등시성 스트

림 패킷들을 전송한다. 이때, IEEE 1394 계층(33)의 등시성 스트림 패킷 표시부(321)는 등시성 스트림 패킷이 다른 일반

패킷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시성 헤더(51)의 태그 필드(512)에 등시성 스트림 패킷임을 나타내는 값인 10

을 기록한다.

도 10은 도 8에 도시된 76 단계의 상세 흐름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도 8에 도시된 76 단계는 다음과 같은 단계들로 구성된다.

761 단계에서 노드 A(2)의 등시성 스트림 패킷 검출부(2321)는 등시성 헤더(51)의 태그 필드(512)의 값을 참조하여 물리

계층(231)으로부터 입력된 패킷들 중에서 등시성 스트림 패킷들을 검출하고, 검출된 등시성 스트림 패킷들을 IP over

IEEE 1394 디바이스 드라이버(222)의 등시성 스트림 패킷 모듈(2213)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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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단계에서 노드 A(2)의 등시성 스트림 추출부(221)는 761 단계에서 출력된 등시성 스트림 패킷들을 입력받은 등시성

스트림 패킷 모듈(2213)로부터 출력된 등시성 스트림 패킷들로부터 등시성 스트림을 추출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762 단계에서 노드 A(2)의 등시성 스트림 추출부(221)는 등시성 스트림 패킷들의 헤더를 제거하고, 등시성 스트림 패킷들

의 페이로드에 기록된 데이터를 취합함으로써 등시성 스트림을 생성하고, 생성된 등시성 스트림을 응용 계층(21)의 등시

성 스트림 수신부(213)로 출력한다.

763 단계에서 노드 A(2)의 등시성 스트림 수신부(213)는 762 단계에서 출력된 등시성 스트림을 입력받는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가능하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서 사용된 데이터의 구조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여러 수단을 통하여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마그네틱 저장매체(예를 들면,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등), 광학적 판독

매체(예를 들면, 시디롬, 디브이디 등) 및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전송)와 같은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IP over IEEE 1394가 등시성 스트림 전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P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시

성 스트림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즉, 최적의 경로로 QOS를 보장받으면서 등시성 스트림

패킷들을 전송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IEEE 1394 버스를 통한 IT 기기들 및 가전 기기들간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실시간 전송, 예를 들면 VoIP(Voice over IP), 화상 통신,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

특히, 현재 IEEE 802.9 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규격인 시분할 방식의 등시성 이더넷이 지원될 때 IP over IEEE 1394 기반

의 등시성 스트림 전송은 필수가 될 것이며, 여기에 본 발명의 가치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하나의 응용에서 등시

성 스트림 전송과 비동기 스트림 전송이 모두 지원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으며, 등시성 스트림 패킷들을 별도의 큐로 관리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등시성 스트림 패킷들을 전송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IP over IEEE 1394 프로토콜 스택의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등시성 스트림 송수신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3은 IEEE 1394 규격에 따른 사이클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등시성 스트림 패킷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등시성 스트림 패킷의 포맷을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도 2에 도시된 등시성 스트림 패킷 모듈의 패킷 관리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7 및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등시성 스트림 송수신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9는 도 8에 도시된 87 단계의 상세 흐름도이다.

도 10은 도 8에 도시된 76 단계의 상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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