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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네트워크와 전송 프로토콜 동작 및 부호화/서버 특정 지연들에서의 변동에 기인하는 패킷들의 전송 지연의

변동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극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장치상에서 스트리밍된 미디어의 재생을 개선하는 방법을 

개시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 장치는 복호기(120) 및 패킷 네트워크를 통해 소스 서버로부터 스트

리밍된 패킷들을 수신하는 전치-복호기 버퍼(110)를 구비한다.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는 크기가 가변적이며 상기 복

호기에서의 복호화 이전에 상기 소스 서버로부터 전송된 패킷들을 수신하기 위하여 가변 초기 버퍼링 시간을 갖는다.

상기 초기 버퍼링 시간 및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는 상기 소스 서버에 의한 개선된 재생 성능을 위해 동적으로 적응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추가 태양에 있어서, 후치-복호기 버퍼는 복호화-관련 지연 변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기 전

치-복호기 버퍼와 함께 동작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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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패킷-기반 네트워크상에서 미디어의 스트리밍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부호화 및 패킷

화에 기인하는 패킷 지연 변동으로부터 스트리밍된 미디어의 재생을 개선하기 위한 버퍼링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대화형 패킷-교환 멀티미디어 시스템들, 예를 들어, IP-기반 비디오 회의 시스템들에 있어서, 상이한 유형의 미디어

는 보통 개별 패킷들로 운반된다. 더욱이, 패킷들은 전형적으로 일정한 전송 지연을 보장할 수 없는 베스트-에포트(b

est-effort) 네트워크 프로콜의 상단에서 수행되지만, 오히려 상기 지연은 패킷마다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표

시(재생) 타임-스탬프를 갖는 패킷들은 동시에 수신될 수 없고, 두 패킷들의 수신 간격은 그들의 표시 간격(시간에 관

하여)과 동일한 것일 수 없다. 따라서, 상이한 미디어 유형들간의 재생 동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확한 재생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단말기는 전형적으로 지연 변동을 평탄하게 하도록 짧은 기간(예를 들어, 0.5초 

미만)동안 수신된 데이터를 버퍼링한다. 여기에서, 이러한 유형의 버퍼는 지연 지터 버퍼로 지칭된다. 대화형 패킷-교

환 멀티미디어 시스템들에서 버퍼링은 미디어 데이터 복호화 이전 및/또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연 지터 버퍼링은 스트리밍 시스템들에 적용된다. 스트리밍이 비-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사실에 기인하

여, 요구되는 상기 지연 지터 버퍼는 대화형 애플리케이션들에서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스트리밍 재생기가 서버에 

접속을 설정하고 다운로드될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요청한 경우, 상기 서버는 요망되는 스트림을 전송하기 시작한다. 

전형적으로 상기 재생기는 상기 스트림을 즉시 재생하는 것을 시작하지는 않고, 오히려 어떤 기간, 전형적으로 몇초

동안 들어오는 데이터를 버퍼링한다. 여기에서, 이러한 유형의 버퍼링은 초기 버퍼링으로 지칭된다. 초기 버퍼링은 대

화형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지연 지터 버퍼링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송 지연 변동을 평탄화하는 능

력을 제공한다. 더욱이, 그것은 링크, 전송 및/또는 분실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들(PDUs)의 애플리케이션 계층 재전

송의 사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버퍼링은 분실된 PDU들이 재전송될 가능성을 허용하면서 상기 재생기가 상기 버

퍼로부터의 데이터를 복호화하고 재생하도록 허용한다. 상기 버퍼링 기간이 충분히 긴 경우 재전송된 PDU들은 복호

화되도록 제시간에 수신되고 계획된 순간에 재생된다.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들에서의 초기 버퍼링은 대화형 시스템들에서 달성될 수 없는 추가 이점을 제공한다: 그것은 상

기 서버로부터 전송된 미디어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변하도록 허용한다. 즉, 미디어 패킷들은 수신기 버퍼가 오버플

로되거나 언더플로되지 않는 한, 임시로 그들의 재생 속도보다 더 빠르게 또는 더 느리게 전송될 수 있다. 상기 데이터

전송 속도에서의 변동은 2개의 소스들에서 비롯될 수 있 다. 제1 변동 소스는 비디오와 같은 어떤 미디어 유형들에서 

달성될 수 있는 압축 효율이 상기 소스 데이터의 내용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안정된 품질이 요망되

는 경우, 결과로서 생성되는 압축된 비트-스트림의 비트 속도는 변한다. 전형적으로, 안정된 오디오-비주얼 품질은 

변하는 품질보다 주관적으로 더 만족스럽다. 따라서, 초기 버퍼링은 비디오 회의 시스템과 같은, 초기 버퍼링이 없는 

시스템과 비교하여 더 만족스러운 오디오-비주얼 품질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

비디오 데이터의 예를 더 상세히 고려하면, 비디오 시퀀스의 상이한 프레임들은 매우 상이한 양의 데이터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은 예측 부호화 기술들의 사용에 기인한다. 전형적으로, 비디오 부호화 표준들은 적어도 두가지 유형의 

프레임을 정의한다. 근본 프레임 유형들은 인트라(INTRA) 또는 I-프레임들 및 인터(INTER) 또는 P-프레임들이다. 

인트라 프레임은 이미지 자체내에 포함된 정보에 기초하여 부호화되고, 반면에 P-프레임은 적어도 하나의 다른 프레

임, 보통 비디오 시퀀스내의 초기에 발생하는 프레임을 참조하여 부호화된다. 디지털 비디오 시퀀스의 연속적인 프레

임들간의 상당한 시간 중복성에 기인하여, 인트라 프레임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은양의 데이터를 가

지고 인터 프레임을 부호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트라 프레임들은 부호화된 비디오 시퀀스에서 비교적 덜 

자주 사용된다.

전형적으로, 부호화된 시퀀스는 인트라 프레임에서 시작한다(인터 프레임의 구성에 참조로서 사용되도록 이용가능한

아무런 이전 프레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트라 프레임들은 일련의 예측된(인터) 프레임들을 통해 누적 및 전파

될 수 있는 에러들을 보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규칙적인 간격으로 상기 시퀀스에 삽입될 수 있다. 인트

라 프레임들은 또한 연속적인 프레임들의 이미지 내용이 너무 많이 변하여 예측 부호화가 효과적인 데이터 감축을 제

공하지 않는 장면 컷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전형적인 부호화된 비디오 스트림은 일반적으로 인트라 부

호화된 프레임에서 시작하고 우발적인 인트라 프레임들이 산재된 일련의 인터 프레임들을 포함하며, 인트라 프레임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양은 인터 부호화된 프레임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몇배(예를 들어 5-10배) 더 크

다. 각 인터 프레임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양은 또한 그것의 참조 프레임과의 유사성/차이의 레벨 및 상기 이

미지내의 상세한 부분의 양에 따라 변한다.

이것은 예측 부호화된 비디오 시퀀스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전송된 데이터 패킷들 사이에 동일하게 분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터 프레임에 대한 데이터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인트라 프레임과 관련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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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운반하는데 더 많은 수의 데이터 패킷들이 필요하다. 더욱이, 연속적인 인터 프레임들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데

이터의 양은 이미지 내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인터 프레임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패킷들의 수는 또한 변한

다.

제2 변동 소스는 고정 IP 네트워크에서의 패킷 손실이 버스트에서 발생할 때 발생한다. 버스티한 에러들 및 높은 피크

비트 속도 및 패킷 속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잘 설계된 스트리밍 서버들은 패킷들의 전송을 주의깊게 계획하고 패킷

들은 그들이 수신단에서 재생되는 속도로 정밀하게 송신될 수 없다. 전형적으로, 네트워크 서버들은 그들이 일정한 

패킷 전송 속도를 달성하는 것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서버는 또한 우세한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패킷 전송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기 네트워크가 정체될 때 패킷 전송 속도를 감소시키고 예를 들어 네트워크 상태

가 허용되는 경우 상기 패킷 전송 속도를 증가시킨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 Transmission C

ontrol Protocol)에서 송신된 확인 응답 메시지의 통지된 윈도를 조정함으로써 발생한다.

네트워크 서버들의 이 내장된 특성을 고려하고 이전에 설명된 비디오 부호화 시스템과 관련하여, 전송된 데이터 패킷

들간에 동등하지 않게 분포된 예측 부호화된 비디오 시퀀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 뿐만 아니라, 상기 데이터 

패킷들 자체는 또한 변하는 속도로 상기 서버로부터 전송될 수 있다. 이것은, 상기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지연이 일정

할지라도 비디오 시퀀스에서 연속적인 프레임들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를 수신하는데 있어서 가변 지연을 예

를 들어 수신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내의 복호기가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라는 용어는 

데스크톱 컴퓨터와 랩톱 컴퓨터들 및 셋톱 박스들 뿐만 아니라, 핸드헬드 장치들(PDA들)과 무선 단말기들과 같은 어

떤 최종-사용자 전자 장치를 지칭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서버로부터의 부호화, 패킷화 및 패킷 전송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상기 지연의 변동은 '부호화' 또는 '서버-특정' 변동 지연이라고 지칭될 수 있다. 그것은 상기 네트워크내의 

전송 시간의 변동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지연 지터와 관계없거나, 상기 지연 지터에 부가적이다.

따라서, 초기 버퍼링은 상기한 단점들, 즉 부호화 또는 서버-특정 지연 변동 및 네트워크 전송 관련 지연 변동으로부

터 전송된 데이터 전송 속도에서의 변동의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초기 버퍼링은 더 안정적인 오디오-비주얼 품질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 네트워크 정체 및 패킷 손실을 회피하는데 도움을 준다.

초기 버퍼링은 또한 수신된 미디어 데이터의 복호화 이후에 수행될 수 있다. 이것은 상기 버퍼링이 복호화된 데이터

에 대해 수행되기 때문에, 상기 버퍼의 크기가 비교적 커야 한다는 단점을 갖는다. 부호화, 서버-특정 및 네트워크 전

송 지연 변동들의 결합된 영향은 또한 상기 초기 버퍼링 요건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상기 미디어 데이터의 부호화 및 부호화된 데이터가 패킷들로 캡슐화되고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방법은, 상기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지연이 일정할지라도, 상기 미디어 데이터를 재구성하는데 요구되는 정보를 수신하는데 있어

서 수신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 장치내의 복호기가 가변 지연을 경험하도록 야기한다. 따라서, 후치-복호기 버퍼(pos

t-decoder buffer)는 복호화 이전에 이러한 형태의 지연 변동을 흡수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일 태양에 의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소스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장치로 복수의 데이터 패킷들을 전송함으

로써 미디어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는 방법이 제공되는데,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부호화된 패킷들을 복호화하기 위한

복호기를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가 상기 복호기에서의 복호화 이전에 상기 소스 서버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가변 초기 버퍼링 시간 및 가변 버퍼 크기를 갖는 전치-복호기 버퍼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의 상기 가변 초기 버퍼링 시간과 상기 가변 버퍼 크기는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한 개선된 재생 성능을 위하여 동적으로 적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 태양에 의하면, 복수의 데이터 패킷들을 전송함으로써 미디어 데이터를 스트리밍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공되는데, 상기 시스템은 상기 미디어 데이터를 호스팅하는 소스 서버,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 대한 전송 매체로서 

서빙하는 네트워크 및 상기 미디어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소스 서버로부터 상기 전송된 패킷들을 수신하기 위한 전치-복호기 버퍼로서 가변 초기 

버퍼링 시간 및 가변 버퍼 크기를 갖는 전치-복호기 버퍼와,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로부터의 데이터 패킷들을 복호화

하기 위한 복호기 및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한 개선된 재생 성능을 위하여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의 상기 가변 

초기 버퍼링 시간과 상기 가변 버퍼 크기를 동적으로 적응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3 태양에 의하면, 소스 서버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복수의 데이터 패킷들을 수신하기 위한 클라

이언트 장치가 제공되는데,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소스 서버로부터 상기 전송된 데이터

패킷들을 수신하기 위한 전치-복호기 버퍼로서, 가변 초기 버퍼링 시간 및 가변 버퍼 크기를 갖는 전치-복호기 버퍼

와,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로부터의 데이터 패킷들을 복호화하기 위한 복호기 및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한 개선

된 재생 성능을 위하여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의 상기 가변 초기 버퍼링 시간과 상기 가변 버퍼 크기를 동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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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추가 목적들 및 이점들과 함께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들과 함께 다음 설명을 참조함으로써 최선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장치 단말기 구조내의 전치-복호기 버퍼 블록의 단순화된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

다.

도 2는 전치-복호기 버퍼링의 효과를 설명하는 전형적인 스트리밍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흐름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실시예

구조 개요

본 발명에 의하면, 개선된 수신기-측 버퍼링을 제공하기 위하여 단말기 구조에 새로운 버퍼링 블록이 제공된다. 상기

버퍼링 블록은 여기에서 전치-복호기 버퍼로서 지칭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장치 단말기 구조내의 전치-복호기 버퍼 블록의 단순화된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전송 복호기'(100)는 수신된 데이터 패킷들(예를 들어 RTP 데이터 패킷들)로부터 코드-스트림을 디캡슐레이트(dec

apsulate)한다. '소스 복호기'(120)는 상기 코드-스트림을 재생될 수 있는 압축되지 않은 데이터 포맷으로 복호화한

다. '전치-복호기 버퍼'(110)는 전송 복호화 및 소스 복호화간의 임시 저장소로서 동작한다. 하나보다 많은 유형의 데

이터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의 경우, 공통 전치-복호기 버퍼는 유 리하게는 전송되는 모든 실시간 미

디어 유형들간에 공유된다. 하지만,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개별 전치-복호기 버퍼가 각 미디어 유형에 대해

제공되고, 각 미디어 유형에 대한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는 전송 복호기 및 당해 미디어 유형에 대한 각 소스 복호기 

사이에 위치한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복호화 동작들은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의 메모리에 저장되고, 상기 클라이언

트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마스터 제어 유닛(MCU: Master Control Unit)의 제어에 의해 그리고 상기 마스터 제어 

유닛의 제어하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로서 구현되는데, 도 1은 상기 마스터 제어 유닛의 부분을 도시한다. 상기 M

CU은 소스 서버로부터 제어 신호들을 수신하고 상기 소스 서버로부터 수신된 신호들에 따라 초기 버퍼링 시간과 버

퍼 크기의 적응을 제어한다. 상기 MCU에 의한 다른 블록들의 제어는 상기 MCU으로부터 각 블록으로의 제어 화살표

들로 도 1에 도시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는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내의 복호기 다음에 위치한 후치-복

호기 버퍼(post-decoder buffer)에 부가하여 제공된다. 유리하게는, 상기 후치-복호기 버퍼는 네트워크 전송 지연 

변동을 흡수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부가적으로, 상기 후치-복호기 버퍼는 또한 복호화-관련 지연 변동을 흡수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보다 많은 유형의 미디어 데이터가 동시에 스트리밍되는 경우 특히 유리하다. 이 경우 후치-복호기 

버퍼의 사용은 다른 미디어 복호기들에 의해 야기된 복호화 지연 변동들이 평탄화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대안

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개별 복호기 버퍼가 또한 상기 수신하는 클라이언트에 제공된다. 상기 복호기 버퍼는 상기 복

호기와 상기 후치-복호기 버퍼 사이 에 위치하고 미디어 데이터가 복호화될 때 상기 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임시 저장

소로서 제공된다. 유리하게는, 하나보다 많은 유형의 미디어 데이터가 동시에 스트리밍되는 경우, 각 미디어 유형에 

대한 각 소스 복호기에 대해 개별 복호기 버퍼가 제공된다.

버퍼링 알고리즘

스트리밍 클라이언트에서 수신된 데이터를 버퍼링하고 네트워크-기반 스트리밍 서버로부터 스트림들의 복호화 및 

서빙을 제어하기 위하여 실시예에 따라 동작하는 버퍼링 알고리즘이 제공된다. 상기 알고리즘은 본 발명에 의한 전치

-복호기 버퍼가 상기 스트리밍 클라이언트에 제공된다고 가정한다.

상기 버퍼링 알고리즘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두개의 주된 요인들, 즉 상기 초기 버퍼링 시간 및 최소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가 존재한다. 상기 초기 버퍼링 시간은 전형적으로 첫번째 미디어 데이터 패킷이 수신되는 시간과 첫번째 

미디어 샘플이 재생되는 시간 사이에 경과되는 시간을 지칭한다. 상기 최소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는 전형적으로 상

기 스트리밍 클라이언트가 상기 전송 지연 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상기 버퍼링에 부가하여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예를 들어 데이터의 바이트 수)에 대응한다. 즉, 최소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는 제로-지연의 신뢰성있는

전송 네트워크에 대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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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버퍼링 알고리즘은 H.263 부록 B(가상 참조 복호기) 및 MPEG-4 비주얼 부록 D(비디오 버퍼링 검증기)에 설명

된 알고리즘들과 유사하다. 이들 알고리즘들은 비디오 코덱들의 버퍼링 동작을 정의한다. 상기 알고리즘들은 비디오

에만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알고리즘들이 제안된 전치-복호기 버퍼링 알고리즘들을 대체하는데 사용될 수 없

다는 것은 주목되어야 한다. 더욱이, 상기 H.263 가상 참조 복호기는 다수의 (B가 아닌) 프레임들을 상기 버퍼에 초기

버퍼링하거나 저장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상기 제안된 전치-복호기 버퍼링 알고리즘이 이전에 언급된 비

디오 버퍼링 알고리즘들과 완전히 호환된다는 것은 주목되어야 한다. 실제 구현에 있어서,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 및 

상기 비디오 복호기 버퍼는 결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버퍼링 알고리즘은 전송된 데이터 패킷 스트림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의 요건들을 따를 것을 강요한다:

1.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는 초기에 비어있다.

2. 각 수신된 데이터 패킷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수신되는 즉시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에 추가된다. 전송 프로토콜 레

벨(예를 들어 RTP 계층) 또는 어떤 하위 계층에서의 모든 프로토콜 헤더들은 제거된다.

3. 상기 첫번째 데이터 패킷이 상기 버퍼에 추가될 때 시작되는 초기 버퍼링 시간이라고 불리우는 기간동안 데이터는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로부터 제거된다.

4. 상기 초기 버퍼링 시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생 타이머가 시작된다.

5. 데이터 덩어리(chunk)는 실질적으로 상기 재생 타이머가 당해 데이터 덩어리에 대한 계획된 재생 시간에 도달하는

즉시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에서 제거된다.

6. 상기 데이터가 제로-지연의 신뢰성있는 전송 네트워크를 통해 운반되는 경우,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의 점유 레벨

은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라 불리우는 어떤 레벨을 초과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상기한 요건들이 중간 휴지 요청없는 동작을 설명한다는 것은 주목되어야 한다. 각 신규 재생 요청(예를 들어, 휴지 

이후)은 동일한 요건들을 따를 것이다.

더욱이, 상기 요건들은 제로-지연의 신뢰성있는 전송 네트워크를 갖는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따라서, 실제 구현에 있

어서, 클라이언트-측 전치-복호기 버퍼링은 네트워크 지연 지터 버퍼링과 결합될 것 같다. 따라서, 스트리밍 클라이

언트에서의 실제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는 상기에 논의된 최소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보다 더 클 것 같고, 상기 실제 

초기 버퍼링 시간은 또한 상기에 논의된 초기 버퍼링 시간보다 더 길 것 같다.

전치-복호기 버퍼링

도 2는 전치-복호기 버퍼링의 효과를 설명하는 전형적인 스트리밍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흐름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막대들은 미디어 프레임들 또는 패킷들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짙은 막대들은 (예를 들어 ITU-T 권고 H.263에 따

라 부호화된) 비디오 데이터 패킷들이고 밝은 막대들은 (예를 들어 적응 다중-속도(AMR) 음성 코덱을 사용하여 부호

화된) 오디오 데이터 패킷들이다. 상기 막대들의 높이는 바이트로 나타낸 프레임(또는 패킷)의 크기를 나타낸다. 상기

처리 흐름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진행되고, 시간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간다.

이제 도 2를 더 상세히 참조하면, 우선 입력 데이터가 부호화된다. 그 결과, 비디오 스트림은 가변 프레임률 및 프레임

크기를 갖고, 오디오 스트림은 일정한 프레임률 및 가변 프레임 크기를 갖는다. 다음 압축된 미디어 스트림들은 패킷

들로 캡슐화되고 상기 네트워크로 전송된다. 캡슐화동안, 상기 서버는 큰 비디오 프레임들을 다수의 패킷들로 분할하

고, 다수의 작은 오디오 프레임들을 한 패킷에 결합한다. 상기 서버는 규칙적인 간격으로 패킷들을 전송한다. 상기 패

킷 크기 또는 어떤 다른 요인들에 상관없이, 일정한 네트워크 전송 지연이 가정된다. 따라서, 수신된 패킷들의 관련 타

이밍은 그들이 송신되었을 때와 동일하다. 상기 수신된 패킷들은 전치-복호기 버퍼에 저장된다. 어떤 초기 버퍼링 시

간 이후에, 프레임들은 버퍼로부터 회복되고, 상기 프레임 제거 속도는 프레임 재생 속도와 동일하다. 최대 버퍼 점유 

레벨은 최소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를 결정한다.

전치-복호기 버퍼 특성들의 시그널링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들에서 어떤 최소 버퍼링 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디폴트 버퍼 특성들이 정의된다. 일찍이

설명된 바와 같이, 상기 버퍼 특성들은 주로 두가지 요인들, 즉 초기 버퍼링 시간 및 최소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상기 초기 버퍼링 시간에 대한 디폴트 값의 예는 대략 1초이고 상기 디폴트 최소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는 약 30720 바이트이다. 이들 값들은 단지 예시적인 것이고 그들이 그 때 네트워크에서 경험된 특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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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연들에 대해 적합한 성능을 달성하도록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주목되어야 한다. 제안된 디폴트 값들은 결코 특

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패킷 전송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일반화된 환경에서의 실제 실험들에 

기초한다. 또한, 주어진 스트리밍 시 스템에서 상기 디폴트 전치-복호기 초기 버퍼링 시간 및 상기 디폴트 전치-복호

기 버퍼 크기가 암시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은 주목되어야 한다. 즉, 상기 네트워크내의 상기 소스 서버 및 스트리

밍 클라이언트들은 어떤 디폴트 전치-복호기 버퍼 매개 변수들(예를 들어 전치-복호기 초기 버퍼링 시간 및/또는 전

치-복호기 버퍼 크기)이 가정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 매개 변수들의

명시적인 시그널링이 사용된다.

스트리밍 클라이언트가 소스 서버로 그것의 디폴트 전치-복호기 버퍼링 능력을 신호하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그리고 

상기 스트리밍 클라이언트가 상기 디폴트 능력보다 더 요구가 지나친 버퍼링 능력을 요구하는 미디어 스트림들을 수

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간 스트리밍 프로토콜(RTSP: Real Time Streaming Protocol)의 설정_매개 변수(

SET_PARAMETER) 방법에 기초한 시그널링이 본 발명에서 사용된다.

예로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 장치는 상기 서버에게 다음 매개 변수들 중 하나 또는 양자를 설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initialBufferingTimeInMSec(밀리초로 나타낸 초기 버퍼링 시간)

2. preDecoderBufferSizeBytes(바이트로 나타낸 최소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 장치는 상기 스트리밍 시스템에서 정의되거나 암시적으로 가정된 상기 디폴트 값들보다 더 

작은 매개 변수 값들을 신호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상기 디폴트 값들 중 하나보다 더 작은 값을 나타내는 요청을 수

신하는 서버는 '불량 요청'을 신호할 수 있다. 상기 전송된 값들이 상기 정의되거나 암시적인 디폴트 값들 이상인 경우

, 신호된 값들은 실질적으로 상기 요청이 수신되는 즉시 사용하려고 취해지고 상기 소스 서버는 이전에 설명된 버퍼링

알고리즘에 따라 신호된 값들을 사용하여 상기 전송된 패킷 스트림을 검증한다. 즉, 하기에 더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상기 서버는 수신하는 클라이언트에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재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상기 패킷 스트림

을 전송한다. 특히, 상기 소스 서버는 상기 수신하는 클라이언트내의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의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기 미디어 데이터의 모든 데이터 덩어리들(예를 들어 프레임들)이 그들의 계획된 재생 시간에 상기 

수신하는 클라이언트에서 재생에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상기 패킷 스트림을 전송한다.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의하면, 클라이언트 단말기 장치가 우선 네트워크 서버와 통신을 설정하고 스트리밍될 어

떤 미디어 내용을 요청함으로써 상기 서버와 스트리밍 세션을 설정하기 시작하는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 장치

는 상기 서버에 그것의 디폴트 전치-복호기 버퍼링 매개 변수들을 신호한다. 상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

하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 장치는 그것의 디폴트 전치-복호기 버퍼링 시간 또는 그것의 최소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 또는 상기한 매개 변수들 양자를 나타낼 수 있다.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 장치에 또한 후치-복호기 버퍼가 제공

되는, 대안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후치-복호기 버퍼 크기는 상기 소스 서버에 표시될 수 있다.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 매개 변수들이 상기 스트리밍 시스템에서 암시적으로 정의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 언트

장치에 의한 전치-복호기 버퍼 매개 변수들의 초기 시그널링은 엄밀히 불필요하다. 하지만, 특정 클라이언트 장치가 

상기 스트리밍 시스템에서 가정된 상기 암시적으로 정의된 디폴트 값들보다 뛰어난 전치-복호기 버퍼링 능력을 갖는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그들을 상기 서버에 신호할 수 있다. 다른 대안적인 구성에 있어서, 상기 소스 서버는 

상기 스트리밍 서버와 관련하여 자격 서버로부터 주어진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한 전치-복호기 버퍼 매개 변수들을 

검색한다.

그다음 상기 서버는 그것이 제공할 수 있는 미디어 스트림들의 특성들을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 장치에 나타낸다.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은 실제 스트리밍 시스템들에 있어서, 스트리밍 서버에는 동일한 미디어 내용을 

나타내는 복수의 사전-부호화된 미디어 스트림들이 제공된다. 상기 사전-부호화된 스트림들 각각은 상이한 부호화 

매개 변수들을 가지고 부호화된다. 이러한 구성은 상기 미디어 내용이 상이한 특성들 및/또는 능력을 갖는 복수의 상

이한 클라이언트 단말기 장치들로 그리고/또는 상이한 특성들(예를 들어 최대 이용가능한 전송 비트-속도)을 갖는 네

트워크들을 통해 스트리밍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의하면, 일단 상기 서버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의 디폴트 전치-복호기 초기 버퍼링 시

간 및/또는 그것의 최소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의 표시를 수신하면, 상기 서버는 네트워크를 통한 시그널링에 의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상기 서버가 제공할 수 있는 상이한 사전-부호화된 미디어 스트림들에 대해 통지한다. 예

를 들어, 상기 서버가 요청된 미디어 내용과 관련한 4개의 상이하게 부호화된 미디어 스트림들을 가지고 상기 클라이

언트가 그것의 디폴트 전치-복호기 초기 버퍼링 시간 및 그것의 디폴트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 양자를 나타낸 경우, 

상기 서버는 4개의 상이한 미디어 스트림들의 정확한 (예를 들어 휴지없는) 재생을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전치-복호기

초기 버퍼링 시간과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를 신호한다. 그다음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재생을 위해 상기 4개의 

사전-부호화된 미디어 스트림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미디어 스트림의 대응하는 요건들에 따라 그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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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복호기 초기 버퍼링 시간과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를 조정한다.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내의 조정은 바람직하

기로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의 MCU에 의해 제어된다. 상기 서버가 상기 다양한 부호화된 미디어 스트림들에 의

해 요구되는 상기 요구되는 전치-복호기 초기 버퍼링 시간 또는 상기 요구되는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만을 나타내는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그것에 기초하여 상기 미디어 스트림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그것의 전치-복호기 초

기 버퍼링 시간 또는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를 조정한다. 이 경우, 표시되지 않은 어떤 매개 변수도 디폴트 값이 할당

된다.

그다음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상기 미디어 내용의 스트리밍 다운로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상기 서버에 그것의 미

디어 스트림의 선택을 신호한다. 또한 이 단계는 상기 서버에 암시적으로 이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에서 유효한 

상기 전치-복호기 초기 버퍼링 시간 및/또는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를 통지하고 상기 서버가 이전에 설명된 버퍼링 

알고리즘에 따라 전송된 미디어 스트림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하여서,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의 오버플로는 발

생하지 않고 상기 미디어 데이터의 모든 데이터 덩어리들은 그들의 계획된 재생 시간에 상기 수신하는 클 라이언트에

서의 재생에 이용가능하다.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그것의 전치-복호기 초기 버퍼링 시간 및/또는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미디어 스트림들이 상기 디폴트 전치-복호기 버퍼 매개 변수들을 사용한 정확한

재생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호화된 미디어 스트림들을 상기 단말기가 수신하고 정확하게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클라이언트에서의 상기 전치-복호기 초기 버퍼링 시간 및/또는 전치-복

호기 버퍼 크기는 신규 미디어 스트림의 스트리밍이 개시될때마다 이전에 설명된 프로세스에 따라 적응된다. 상기 프

로세스동안 상기 신규 미디어 스트림이 현재 유효한 전치-복호기 버퍼링 매개 변수들을 사용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

서 정확하게 재생될 수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 아무런 조정도 필요하지 않다. 부가적으로,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서

버가 기존의 스트리밍 세션동안 요구되는 전치-복호기 버퍼 매개 변수들에서의 변경을 신호하는 상황에서 상기 클라

이언트의 전치-복호기 초기 버퍼링 시간 및/또는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예를 들어 

스트리밍될 미디어 내용의 상이한 연속적인 부분들이 상이하게 부호화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기 스트림

의 정확한 재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상이한 전치-복호기 버퍼링에 대한 필요를 발생시킨다.

요약하자면, 본 발명은 전치-복호기 버퍼를 스트리밍 클라이언트의 일부분으로서 고려한다. 상기 스트리밍 클라이언

트는, 전송된 데이터 스트림이 정의된 버퍼 링 알고리즘을 따른다는 것을 스트리밍 서버가 검증하는 버퍼링 알고리즘

을 따름으로써 동작한다. 부가적으로, 본 발명은 스트리밍 서버에 스트리밍 클라이언트의 버퍼 능력을 정의하고 신호

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스트리밍 서버는 주어진 스트리밍 클라이언트의 버퍼링 능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부호화된 데이터/미디어 전송 속도는 수신기-측 전치-복호기 버퍼의 한계내에서 변하

도록 허용될 수 있다. 서버내의 버퍼링 검증기가, 전송된 패킷 스트림이 상기 수신기 버퍼링 능력에 따른다는 것을 보

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상기 클라이언트의 전치-복호기 버퍼의 버퍼링 능력이 초과되지 않도록 

상기 서버로부터 패킷들의 전송 시간들을 조정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대안적으로, 상기 서버는 미디어 데이터가 

부호화되고 패킷화되는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상기 버퍼링 검증기는 전송 부호기 다음의 상기 서버내에서 

동작하는 버퍼일 수 있다.

본 발명이 어느 점에서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을지라도, 변형들 및 변경들은 당업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청구항들은 제한적인 해석으로 주어지지 않고 개시된 창의적인 주제로부터 유도되는 변형들 

및 변경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를 통해 소스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장치로 복수의 데이터 패킷들을 전송함으로써 미디어 데이터를 스트리

밍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부호화된 패킷들을 복호화하기 위한 복호기를 포함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법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가변 초기 버퍼링 시간 및 가변 버퍼 크기를 갖는 전치-복호기 버퍼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전

치-복호기 버퍼는 상기 복호기에서의 복호화 이전에 상기 소스 서버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패킷들을 수신하며,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의 상기 가변 초기 버퍼링 시간과 상기 가변 버퍼 크기는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한 개선된 재생

성능을 위해 동적으로 적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상기 초기 버퍼링 시간과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중 하나 또는 양자를 

설정하기 위하여 상기 소스 서버로 요청을 제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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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디폴트 초기 버퍼링 시간 및 디폴트 버퍼 크기가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에 대해 정의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에 대한 상기 디폴트 초기 버퍼링 시간과 상기 디폴

트 버퍼 크기중 하나 또는 양자를 상기 소스 서버에 신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의 상기 가변 초기 버퍼링 시간은 상기 소스 서버로

부터 수신된 요구되는 전치-복호기 초기 버퍼링 시간의 표시에 응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해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의 상기 가변 버퍼 크기는 상기 소스 서버로부터 수

신된 요구되는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의 표시에 응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해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미디어 데이터의 복수의 복사본들은 상기 소스 서버에 이용가능하고,

상기 미디어 데이터의 복수의 복사본들 각각은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내의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의 요구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의 매개 변수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의 요구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의 매개 

변수는 상기 소스 서버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의 요구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의 매개 변수는 상기 미디어 데이터

의 스트리밍된 다운로드를 위하여 상기 소스 서버와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간의 스트리밍 데이터 접속 설정동안 상기 

소스 서버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10.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의 요구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의 매개 변수는, 요구되

는 전치-복호기 초기 버퍼링 시간, 요구되는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 또는 요구되는 전치-복호기 초기 버퍼링 시간 및

요구되는 전치-복호기 버퍼 크기 양자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

밍 방법.

청구항 11.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동적 적응은 상기 소스 서버로부터의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

해 수행되는 적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들의 전송을 제어하기 위하여 상기 소스 서버에서 버퍼

링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링 알고리즘은 상기 소스 서버로 하여금 상기 소스 서버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로의

데이터 패킷들의 전송 시간들을 조정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링 알고리즘은 상기 소스 서버로부터의 상기 데이터 패킷들의 전송이 상기 클라이언트 장

치내의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의 상기 가변 초기 버퍼링 시간과 가변 버퍼 크기에 따른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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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후치-복호기 버퍼(post-decoder buffer)가 복호화-관련 지연 변동을 감

소시키기 위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16.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미디어 데이터는 일반 패킷 무선 서비스(GPRS: General Packet R

adio Service) 또는 범용 이동 통신 시스템(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과 같은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17.
제1항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미디어 데이터는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로 전송되며, 상기 네트워크

는 무선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상기 무선 네트워크는 일반 패킷 무선 서비스(GPRS: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무선 네트워크와 범용 이동 통신 시스템(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을 포함하는 그룹

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18.
복수의 데이터 패킷들을 전송함으로써 미디어 데이터를 스트리밍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상기 미디어 데이터를 호스팅하는 소스 서버;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 대한 전송 매체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및

상기 미디어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장치를 포함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소스 서버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패킷들을 수신하기 위한 전치-복호기 버퍼로서, 가변 초

기 버퍼링 시간 및 가변 버퍼 크기를 갖는 전치-복호기 버퍼;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로부터의 데이터 패킷들을 복호화하기 위한 복호기; 및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한 개선된 재생 성능을 위하여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의 상기 가변 초기 버퍼링 시간과 상

기 가변 버퍼 크기를 동적으로 적응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일반 패킷 무선 서비스(GPRS: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무선 네트워크와 

범용 이동 통신 시스템(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무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상기 무선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패킷 사용에 대해 호환가능한 무선 단말

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시스템.

청구항 21.
제18항 또는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들이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의 버퍼링 능력에 따르는 속도로 전송된

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기 소스 서버에서 버퍼링 알고리즘이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데이터 스트

리밍 시스템.

청구항 22.
소스 서버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복수의 데이터 패킷들을 수신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장치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소스 서버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패킷들을 수신하기 위한 전치-복호기 버퍼로서, 가변 초

기 버퍼링 시간 및 가변 버퍼 크기를 갖는 전치-복호기 버퍼;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로부터의 데이터 패킷들을 복호화하기 위한 복호기; 및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한 개선된 재생 성능을 위하여 상기 전치-복호기 버퍼의 상기 가변 초기 버퍼링 시간과 상

기 가변 버퍼 크기를 동적으로 적응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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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는 무선 단말기, 데스크톱 컴퓨터, 랩톱 컴퓨터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

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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