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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오락용 신호 또는 다른 데이터 파일을 포함하는 비트 스트림에 데이터의 패킷으로 산재해있는 디지털 데이터 파일의 내
용이 각 패킷의 식별에 대하여 고 시스템 오버헤드 없이 신속히 식별된다. 데이터 파일은 패킷으로 분할되며, 파일을 구
성하는 패킷의 순차적 그룹은 세그먼트로서 식별된다. 각 세그먼트의 제 1 패킷은 서비스 식별 번호를 포함하는 프레픽
스(prifix), 블록 번호, 세그먼트 번호, 가능한 세그먼트 길이 정보, 그리고 데이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상기 세그먼트
의 다음 패킷은 서비스 식별 번호 및 블록 번호. 그리고 데이터 내용만을 갖는다. 종종 다수의 세그먼트에서 변경 없이 
파일 데이터가 반복해서 전송되는 경우, 수신기 처리 시간 혹은 전력이 세그먼트 프레픽스내에 버전 넘버 혹은 토글 비
트를 포함하므로써 매우 감소될 수 있고, 따라서 수신기는 변경되지 않은 데이터를 무시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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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패킷 송신 및 수신 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세그먼트의 제 1 패킷의 포멧을 도시한 도면,

제 2 도는 상기 세그먼트의 후속 패킷에 관한 유사 다이어그램.

제 3 도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수신기의 블록 다이어그램.

제 4 도는 수신되는 데이터를 기억하고 이용하는 단계를 도시한 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52 : 비교기 54 : 메모리

56 : 제어기 58 : 게이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상이한 데이터 파일들로부터 데이터의 패킷을 포함하는 디지털 데이터의 전송 및 그 응용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모두가 한 채널 혹은 밴드를 통해 직렬로 전송되는 다른 데이터 스트림의 일부인 데이터의 패킷이 산재해 있는 데
이터 스트림으로 전송되어지는 특정 데이터 파일을 형성는 패킷의 식별에 관한 것이다.

    
현대의 고성능의 전송 기술로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같은 오락용 신호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메뉴 서
비스 및 문자 방송과 같은 텔레비전 채널과 결합된 보조 데이터와. 데이터 파일의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신호는 예컨데, 시간-분할 다중화에 의해 하나의 채널에 결합된다. 이들 대부분의 신호들은 반복되지 않고, 각 수신기
는 동기화 코드 흑은 프리앰블, 비트 클록, 바이트 및 프레임 혹은 패킷 동기화를 찾고 난 후, 이들 관련 신호를 수신하
고 처리하기 시작한다.
    

    
전송기 혹은 전송매체기 여러 정보 신호 혹은 데이터 스트림에 대하여 몇몇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상이한 데이터 
혹은 프로그램이 이들 정보 전송율이나 코딩 기술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다. 대개 하나의 채널을 통해 전송
되는 모든 패킷은 동일한 길이를 가지며 그래서 전송 비트율은 일정하다. 정보 전송율에서의 차이는 한 신호의 패킷 흑
은 데이터 파일간의 간격을 제어해서 조정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비트율 혹은 패킷 길이가 변할 수 있는 경우에 동일
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매우 높은 전송 비트율 때문에, 다수의 수신기는 수신하는 데이터의 패킷을 디코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다. 
그 대신에 수신기는 디코딩을 위해 패킷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억하여 이 정보 신호 혹은 데이터 파일의 후속 패킷전의 
간격에서 디코딩하거나 이용한다. 따라서서 하나의 파일 혹은 프로그램에 속하는 패킷들 사이에 최소 간격을 유지할 필
요가 있다. 그러한 최소 간격은 필요하다면 하나의 패킷보다 작은 지속 기간을 포함하여 어떠한 지속 기간을 가질 수도 
있다. 이들 상이한 조건들은 파일내의 다음 패킷의 위치가 예견될 수 없으며 따라서 각 패킷이 몇몇 식별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킷 식별 및 동기화 신호의 공급 및 디코딩은 시스템에 과중한 오버헤드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부담은 단위시간당 저 
정보율을 갖는 데이터 파일에 대해 특히 과중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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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파일 내용이 이전에 전송된 후로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몇몇 수신기 혹은 모든 수신기들이 수신을 시작한 직
후 수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의 전송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한 데이터 파일은 예컨데, 비트 스
트림 내용과 관련한 코드 및 데이터를 가지는 시스템 채널 맵이 될 수도 있다.

    
식별 및 동기화 방법 혹은 프로토콜은 시스템의 기본 구조 혹은 문장구성(syntax) 알맞게 정합될 수 있다. 몇몇 프로그
램 배급 시스템에서, 전송된 비트 스트림의 모든 데이터 혹은 정보 스트림은 소정 길이의 패킷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상
기 패킷은 그 비트 레벨 상에서 동기화 및 식별을 위한 기본 유닛이 된다. 그러한 시스템에서, 공통되는 사항은 각 패킷
의 프리앰블 부분에 완전한 식별부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식별 코드 혹은 어드레스가 부분들로 분할되어, 
연속하는 부분들이 상기 파일 혹은 프로그램에 대한 연속하는 패킷으로 전송된다. 예를 들면, 표준 UA(미국 전자공업
협회)-516 에 있는 북미인 기초 다중 방송 명세서(1988. 5 월)의 " 문자 방송용 연합 EIA/CVLL 추천 교육서(Joint 
EIA/CVLL Recommended Pratice for Teletext )" 에 기술되어 있는 유사한 기술이 텔레텍스트 전송에 이용된다.
    

패킷들이 상기 프로그램 혹은 파일을 구성하는 연속하는 패킷사이의 최소 시간 간격으로 전송될 때, 희망하는 패킷에 
대한 동기에 있어서, 식별 및 동기를 위한 과도한 시간이 요구되거나 또는 각 패킷의 프리앰블에 긴 식별 필드의 전송이 
요구되었다.

효과적인 구조가 데이터 스트림을 다수의 패킷을 각각 포함하는 연속 세그먼트로 분할할 때 오버헤드 부담이 감소되지 
않았다. 한 데이터 스트림의 한 세그먼트의 패킷이 다른 데이터 스트림의 세그먼트의 패킷으로 인터리브될 수도 있다.

상이한 데이터의 세그먼트들이 상이한 수의 패킷을 가지며, 상기 세그먼트들이 상이한 싸이클 타임으로 전송되어. 마치 
선택되어질 세그먼트로써 다른 파일의 세그먼트 혹은 프로그램을 완전 무작위로 인터리빙하는 것처럼 주어진 수신기가 
식별 및 동기화 치리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상기 경우에 포함된다. 따라서 길고, 특별한 식별 코드는 각각의 패킷을 필
요로 하였다.

예컨데, 디렉토리 혹은 채널 맵과 함께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파일의 내용에서 변화들간의 전형적인 타임 보다
도 짧은 사이클 타임으로 데이터 파일이 전송될 때 수신기의 처리 능력은 성능의 전체 손실과 함께 다른 활동으로부터 
전환되어, 이미 수신되고 기억된 혹은 동작중인 파일의 버전을 기억하고 디코드한다.

큰 데이터 파일의 전송에 관련된 기술은 보웬, 고펠, 하키, 리, 맨스필드, 라이츠 및 웨인리브에 의한 ACM 의 통신(19
92. 12 월 35 권 12 번. 71-81 쪽)중 " 데이터싸이클 구조 (The Datacycle Architecture)" 에서 기술하고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각 패킷의 프리앰블에서 완전한 식별 없이, 신속하게 선택 파일에 대한 데이더 파일 패킷을 식별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선택된 파일의 각 세그먼트의 식별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파일이 반복해서 전송될 때, 수신기에 대한 처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파일이 반복해서 전송될 때 수신기에 대한 처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패킷 전송 방법에 있어서, 주어진 데이터 파일을 구하는 데이터 스트림은 패킷으로 분할되며, 연
속적인 패킷들의 그룹은 세그먼트를 형성하며, 파일은 이들 세그먼트로 분할된다. 서비스 식별 번호 및 블록 번호는 특
정 데이터 파일로부터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각 패킷의 제 1 부분으로서 삽입된다. 서비스 식별 번호는 그 파일에 대해 
유일하여 그 파일을 식별하는 반면, 블록 번호는 그 파일의 세그먼트에서 패킷의 위치를 식별한다.

통상적으로 블록 " 0" 으로서 번호 지정되는 각 세그먼트의 제 1 패킷은 추가로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양호하게는 이 
정보가 세그먼트 번호, 이 세그먼트의 길이(패킷의 수)를 정의하는 필드(field), 마지막 패킷 혹은 블록에 있는 바이트
의 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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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에 있어서, 데이터 패킷이란 용어는 패킷의 내용(데이터) 부분을 지칭하거나, 내용 부분 앞에 삽입되는 식별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 패킷을 지칭한다. 양호하게는 데이터 패킷들은 모두 동일한 표준길이를 갖는다. 따라서. 각 세그
먼트의 제 1 패킷의 내용 부분은 별도의 식별 정보 때문에, 세그먼트의 나머지 패킷의 내용 부분보다 더 짧다.

    
따라서, 본 발명은 세그먼트 번호. 패킷 번호 및 패킷내의 위치를 통해 파일 내의 임의의 바이트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
다. 각각의 후속 패킷(세그먼트의 첫번째가 아닌 임의의 패킷)이 그 일부로서 세그먼트의 식별부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
더라도. 수신기는 데이터를 판독하고 디코딩을 시작하기 위해 세그먼트의 초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것은 세그먼
트가 비교적 길고, 처리기가 다음 패킷을 수신하기 전에 한 패킷으로부터 데이터를 디코드 또는 처리하도록 하는데 시
스템이 비교적 긴 상호 패킷 시간을 제공하는 경우 상당한 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데, 사용될 파일과 일치하는 서비스 식별(SID) 프레픽스를 검출하는 즉시, 특정 수신기가 데이터 파일내의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블록 번호와 패킷의 내용 부분이 디코딩을 위해 기억될 수 있다. 여기서, 데이터의 실제 의미
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수신기가 어느 세그먼트를 수신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블록 " 0" 을 검출할 
때까지, 각각의 후속 패킷이 검출되고 블록 번호와 내용이 기억된다. 이것은 다음 세그먼트의 시작을 나타내며, 양호하
게는 바로 그 다음 세그먼트 번호를 나타낸다. 세그먼트가 공지된 순서로 전송되어 다음의 세그먼트 번호를 수신하게 
되면 수신기는 패킷의 세그먼트 번호가 무엇인지 판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기에 포함된 데이터의 디코딩 및 사용을 
완료할 수 있다.
    

수신이 제 1 세그먼트의 블록 " 0" 으로부터 마지막 세그먼트의 끝까지의 한 순차적인 주기를 커버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나의 완전한 패킷들의 세트를 수신하면, 충분한 데이터 파일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호한 실시예에서, 각 세그먼트의 제 1 패킷의 식별 부분은 버전 코드를 부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 버전 코드에 의해 수신기는 이전에 수신된 데이터가 여전히 유효한지 또는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가
능한한 신속히 이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일실시예는 상기 세그먼트 바로 다음에 버전 토글 비트를 삽입한
다. 이 비트의 부호 혹은 값은 상기 세그먼트의 데이터가 마지막 전송 이후 변화되거나 갱신될 때마다 변한다.

또 다른 타입의 버전 코드는 버전 번호이다. 이것은 수신이 불완전하고, 수신의 앞 싸이클의 버전 토글 비트가 정확히 
수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현재 수신된 버전 번호를 마지막에 기억된 세그먼트의 버전 번호
와 비교하면, 기억된 버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버전 번호는 세그먼트 당 한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세그먼트가 변경될 때 전체 데이터 파일의 디코딩 
및 치리가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다른 이용을 위한 수신기의 처리 능력을 상당히 감소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는 오락 신호 및 데이터 신호의 전송을 위한 MPEG에 의해 제안된 시스템을 개선한다. 각 패킷
은 126 바이트(8-비트)와 프레픽스 및 리던던시 검사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세그먼트의 제 1 패킷(10)은 2 바이트 길이인 서비스 식별 번호(SID: service i
dentification number)로써 시작한다. 이들중 4비트는 다른 목적에 사용되며 따라서 밴드 혹은 채널에서 4096개까지
의 데이터 스트림을 식별할 수 있다. 1 바이트의 블록(14)이 SID(12) 바로 다음에 후속하며, 따라서 한 세그먼트가 2
56개의 패킷까지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세그먼트의 첫 번째인 제 1 도의 패킷은 블록 0 으로 식별된다. 다음의 2 바이
트는 세그먼트 번호 필드(16)이며 따라서 한 파일이 65,536개까지의 세그먼트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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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트 번호에 이어 2 바이트 길이인 세그먼트 길이 필드(18)가 이어진다. 이중 처음 바이트의 제 1 비트(20)는 버
전 토글 비트이며, 그 값(1 또는 0)은 직전에 전송된 내용에 대하여 그 파일의 세그먼트의 내용이 변할 때마다 변한다. 
참조 번호 22는 상기 바이트중 나머지 7 비트로서, 이 세그먼트의 마지막 블록(패킷)의 바이트 수이다. 상기 필드(18)
중 제 2 바이트(24)는 세그먼트의 마지막 블록의 번호이며, 이것에 의해 그 세그먼트의 길이를 식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세그먼트 길이 필드 다음에 4 바이트 길이 버전 번호 필드(26)가 이어지며, 이것
은 응용에 따라 달리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버전 번호는 세그먼트의 내용이 변화될 때마다 단순히 증가하거나. 또는 몇몇 다른 코딩이 이용될 수도 있다.

상기 버전 번호 필드 다음에는 내용 필드(28)가 이어지며, 이것의 길이는 세그먼트의 제 1 패킷에 대해서는 단지 117 
바이트이다. 그 다음에 상기 패킷은 내용을 통해 블록 번호 필드로부터 126 바이트를 커버하는 16 비트의 주기적인 리
던던시 검사(CRC: Cyclic redundancy check) 필드(29)로써 종결된다. 패킷은 다항식 X 16 + X12 + X5 + 1 이용하면 
CCITT 추천 버전 4.1 에 따라 양호하게 생성된다.

각 세그먼트의 후속 패킷(30)은 제 2 도의 포맷을 갖는다. 이들 패킷은 제 1 도의 패킷과 동일한 프레픽스(Prefix: 1
2)로써 시작하여, 번호가 0 보다 커다는 점을 제외하면 필드(14)와 동일한 블록 번호 필드(32)로 이어진다. 여기서 세
그먼트 혹은 버전 식별자 필드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기 블록 번호 다음에 125 바이트의 내용 필드(34)기 이어진다 제 
1 패킷에서와 같이 다음 패킷은 CRC 필드(29)로써 종결된다.

특징 파일의 세그먼트는 연속해서 전송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세그먼트에서의 후속 패킷이 임의의 세그먼트 식별을 포
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이한 세그먼트로부터의 블록이 인터리브되어서는 안된다. 양호하게는 패킷이 번호할당 과
정에서 공백없이 블록 번호 순서로 전송되어, 전송 에러 때문에 패킷이 누락될 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제 3 도는 전술한 포맷을 가지는 데이터 스트림을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 수신기의 주요 모듈을 도시하고 있다.

    
수신 유닛(50)은 UHF 혹은 위성에 의한 고주파수 대역 방송용 수신기, 또는 광섬유 링크와 같은 케이블 링크를 통해 
전송된 신호나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전송된 신호를 위한 수신기일수도 있으며, 차후에 사용하기 위해 기억된 광대
역 신호를 수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 유닛(50)은 위성 방송이나 케이블 신호를 수신한다. 수신 유닛(5
0)은 비트 스트림의 비트 또는 바이트를 메모리(54)로부터의 비트 또는 바이트와 비교하는 비교기(52)에 결합된 디지
털 비트 스트림 출력을 가진다. 메모리(54)는 수신되어 사용되기나 처리되는 각 데이터 파일에 대한 SID와. 수신된 각 
세그먼트에 대한 각각의 최종 버전 토글값 및 세그먼트 번호와 사용 또는 평가될 패킷의 블록 번호들을 기억한다.
    

    
제어기(56)는 유입되는 비트 스트림을 테스트하는 메모리(54) 내의 값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모든 특징 에플리케이션 
기능들을 제어한다. 패킷이 비교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파일의 일부로서 식별될 때마다. 상기 제어기는 에플리케이선
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패킷의 모든 필드 또는 바이트에 대하여 게이트(58)를 이네이블 한다. 그 다음에 이들 
필드 혹은 바이트는 충분한 정보와 시간이 버퍼에 기억된 생(raw) 데이터 혹은 인코딩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억용 버퍼(60)를 통과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출력 처리기(62)는 버퍼에 기억된 생 데이터를 디코드
하거나 처리하여, 출력 신호를 TV 수신기, 개인용 컴퓨터 혹은 프린터 같은 장치에 공급한다.
    

제 4 도의 논리 다이어그램은 제 3 도의 수신기의 동작을 나타낸 것으로서, 특히 제어기(56)의 동작을 보다 상세히 도
시하였다. 이 다이어그램은 에러 복구 혹은 수신의 신뢰성에 대한 특정 에플리케이션에 대하여 기술된 실용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판정 포인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을 수행하는 양호한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수신 단계(100)는 계속되는 신호의 수신과, 식별을 위한 생(raw) 비트 스트림의 출력 디코딩 흑은 이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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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각 패킷의 프레픽스 필드에 대하여 비교기를 이네이블하기 위하여 임의의 공지된 종류의 패킷 동기화 방법이 이용
된다. 박스(102)에서 비교기는 각 패킷의 프레픽스에 희망하는 서비스 식별의 존재에 대해 조사한다. 사용될 파일의 
SID 를 매칭시키면서 프레픽스를 식별한 후, 단계(104)에서 그 블록 번호가 세그먼트의 첫번째인지 혹은 다음 패킷인
지를 판정하기 위해 검사된다. 블록 번호가 0 이면, 단계(106)에서 상기 파일의 이 세그먼트가 사용될 데이터를 포함
하고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그 다음 세그먼트 번호가 조사된다. 상기 세그먼트가 사용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면, 
단계 (108)에서 버퍼(60) 내에 이전에 수신된 버전이 있는 검사된다. 만약 존재한다면, 단계(110)에서는 비트 스트림
에서 세그먼트 번호 다음의 버전 토글 비트가 기억된 값에 대해 조사되며. 기억된 값이 불변이면 수신기는 다음 세그먼
트를 기다리기 위해 재순환 된다. 버전이 버퍼에 기억되지 않을 경우, 혹은 버전 토글이 변경될 경우에 마지막 블록 번
호를 포함하는 세그먼트 길이 데이터와 패킷 데이터 내용(혹은 선택된 바이트) 및 이들의 블록 번호가 나중 처리들 위
해 단계(112)에서 기억된다.
    

단계(104)에서 블록 번호가 0 이 아니면, 그 패킷은 후속 패킷이고, 제어기는 단계(112)로 점프하여, 블록 번호와 패
킷 데이터 내용(또는 선택된 바이트)이 기억된다. 본 명세서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수신될 때, 이 후의 세그먼트 번호
를 결정하는 논리 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지만, 당업자라면 그러한 논리 처리를 쉽게 안출할 수 있을 것
이다.

    
패킷의 내용을 수신하고 기억한 후, 단계(114)에서 수신 유닛은 다시 비트 스트림을 수신하기 위해 복귀하고, 단계 (
116)에에서 패킷들 사이의 최소 간격(0 이 될 수도 있다) 후 수신된 각 패킷의 프레픽스를 검사한다. 물론 수신기가 
하나 이상의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 수신기는 SID 가 관심중인 다른 파일을 식별하는지를 결정키 위
해 다음 패킷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이한 데이터 파일의 기억 및 병렬 처리는 수신기가 충분한 계산 능력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게 된다.
    

    
희망하는 SID 를 다시 식별한 후, 단계(118)에서 시퀀스내에 그 다음 블록번호가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바로 다음 
블록 번호가 검사된다. 즉 이것은 단계(112)에 기억된 블록 번호와 비교되는 것이지 하나의 유닛이 증가되는 것은 아
니다. 비교의 실패는 에러 조건 때문이다. 특별한 적용은 동작이 어떻게 취해지는 가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 단계(118)
에서 조사된 블록 번호가 정확하다면, 단계(120)에서 단계(112)에서 기억된 마지막 블록 번호(만약 있다면)에 대해 
검사된다. 방금 수신된 블록 번호가 마지막 블록 번호보다 작으면, 단계(122)에서 방금 수신된 블록 번호가 기억되고, 
패킷 내용이 기억되며, 수신기는 단계(114)로 재순환 된다.
    

상기 방금 수신된 블록 번호가 마지막 블록 번호와 동일하면, 단계(124)에서 블록 번호와 패킷 내용(또는 선택된 바이
트)이 나중 처리를 위해 기억되고, 수신기는 단계 100 으로 재순환하여 그 다음 세그먼트의 블록 O 의 수신을 기다린
다.

    
당업자들은 상술한 본 실시예의 여러 면적이 본 발명의 범주내에서 수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컨데, 파일
이 자주 반복되는 것일 때, 버전 토글 비트가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매시간마다 내용의 기억 및 처리를 생략하는 대신에, 
임의의 매 시간마다, 수신기가 제 1 도의 필드(26)에서처럼 그 버전 번호를 앞서 기억된 버전과 비교하여 사용되는 버
전이 전송된 최신 버전인지 이중 검사한다. 파일로부터 기억된 데이터의 타당성을 좀더 조사함으로써. 버전 토글 비트 
혹은 버전 번호가 변화를 나타내지 않을지라도 주기적인 기반위에서 이의 일부 흑은 전부를 수신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대개 에러 검사는 항상 포함되며, 어떠한 타입일 수도 있지만 본 발명의 실시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세그먼트 길이 정보의 여분을 전송하는 응용의 경우에 이들 필드는 각 세그먼트의 제 1 패킷으로부터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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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른 정보를 나타내는 패킷들과 시간 분할 다중화되는 소정의 데이터 파일을 구성하는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 
데이터 패킷을 송신 및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을 파일 패킷들의 시퀀스로 분할하는 단계
와, 상기 파일 패킷들의 시퀀스를 복수의 세그먼트들로 분할하는 단계로서, 각각의 세그먼트는 상기 시퀀스로부터 적어
도 하나의 상기 파일 패킷을 포함하고, 소정의 세그먼트의 파일 패킷들은 상기 시퀀스내의 연속 패킷인. 상기 분할 단계
와, 각 세그먼트의 제 1 전송 패킷내에,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각각의 제 1 비트 열을 포함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1 비
트열은 상기 소정의 데이터 파일을 식별하는 서비스 식별부와, 그 패킷의 위치를 그 세그먼트의 제 1 전송 패킷으로 나
타내는 블록 번호와, 상기 복수의 세그먼트 내에서 그 세그먼트의 위치를 나타내는 각각의 세그먼트 번호를 포함하는 
상기 단계와, 각 세그먼트의 각기 다른 패킷에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각각의 제 2 비트열을 포함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2 비트열은 상기 소정의 데이터 파일을 식별하는 서비스 식별부와 상기 세그먼트 내에서 그 패킷의 위치를 나타내는 각
각의 블록 번호를 포함하는 상기 단계와 상기 복수의 세그먼트를 직렬로 전송하는 단계로서. 각각의 상기 데이터 패킷
들은 0 보다 큰 적어도 소정의 패킷간(inter-packet) 시간만큼 상기 파일의 다른 데이터 패킷들로부터 분리되고, 각각
의 세그먼트의 모든 각각의 파일 패킷들은 그 다음의 전송된 세그먼트의 제 1 패킷의 전송 전에 전송되는 상기 전송 단
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 송신 및 수신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각 패킷은 동일한 소정의 길이를 가지며, 상기 데이터 패킷들은 상기 시퀀스 내에서 나타나는 
순으로 전송되는 데이티 패킷 송신 및 수신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들은 가변 패킷율로 전송되고, 다른 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의 상기 패
킷들은 다른 가변 패킷율로 전송되며, 두 개의 연속하는 데이터 패킷이 다른 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의 상기 패킷들의 
가변 번호에 의해 분리되는 데이터 패킷 송신 및 수신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반복해서 전송되고, 각 세그먼트의 제 1 전송 패킷에서 식별 정보
를 포함하는 상기 비트열은 상기 세그먼트의 데이터가 이전의 대응 세그먼트에서 전송된 데이터와 다를 때마다 변화되
는 멀티 비트 버전 코드값을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 송신 및 수신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반복해서 전송되고, 각 세그먼트의 제 1 전송 패킷에서 식별 정보
를 포함하는 상기 비트열은 상기 세그먼트의 데이터가 이전의 대응 세그먼트에서 전송된 데이터와 다를 때마다 그 값이 
변화되는 버전 토글 비트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 송신 및 수신 방법.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반복해서 전송되고, 각 세그먼트의 제 1 전송 패킷에서 식별 정보
를 포함하는 상기 비트열은 상기 세그먼트의 데이터가 이전의 대응 세그먼트에서 전송된 데이터와 다를 때마다 증가하
는 버전 번호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 송신 및 수신 방법.

청구항 7.

 - 7 -



등록특허 10-0290326

 
    
파일 패킷의 내용 부분의 시퀀스로 분할되는 소정의 데이터 파일을 나타내는 하나의 데이터스트림으로부더 데이터 파
일 패킷들을 수신하여 처리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파일 패킷들중 일부는 반복해서 전송되고, 상기 내용 부분
의 시퀀스는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되고, 각각의 세그먼트는 하나의 상기 내용 부분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상기 파
일 패킷을 포함하고, 각각의 세그먼트의 제 1 전송 파일 패킷은 각각의 제 1 내용 부분과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각각의 
제 1 비트열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비트열은 상기 소정의 데이터 파일을 식별하는 소정의 서비스 식별 부분과, 그 패킷
의 위치를 그 세그먼트의 제 1 전송 패킷으로 나타내는 블록 번호와, 상기 복수의 세그먼트 내에서 그 세그먼트의 위치
를 나타내는 각각의 세그먼트의 번호와, 그 세그먼트가 이전의 대응 세그먼트에서 전송된 데이터와 상이할 때마다 변하
는 멀티 비트 버전 코드를 포함하고, 상기 데터스트림의 각 세그먼트의 각각의 다른 패킷은 각각의 내용 부분 및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비트들의 각각 하나의 후속 패킷열을 포함하고, 상기 후속 패킷열은 상기 소정 데이터 파일을 식별하
는 하나의 상기 소정의 서비스 식별 부분 및 상기 세그먼트 내에서 그 패킷의 위치를 나타내는 각각의 블록 번호를 포함
하고 각각의 세그먼트의 각 파일 패킷은 블록 번호 순으로 전송되고, 상기 데이터 파일 패킷은 다른 정보를 나타내는 패
킷들과 시간 분할 다중화되어 비트 스트림으로 전송되며, 상기 장치는 상기 비트 스트림을 수신하는 수단과, 파일 패킷
들의 상기 시퀀스의 제 1 수신 패킷의 상기 소정 서비스 식별 부분을 식별하기 위한 동기 및 비교 수단과, 상기 소정의 
서비스 식별 번호 부분의 식별에 응답하여, 상기 각 블록 번호를 세그먼트의 제 1 전송 패킷을 나타내는 제 1 값과 비교
하는 수단과, 상기 제 1 값과 동일한 상기 블록 번호에 응답하여, 적어도 상기 멀티 비트 버전 코드의 일부인 제 2 값을 
기억하고, 상기 소정의 서비스 식별 부분과 블록 번호에 의해 상기 소정의 데이터 파일의 수신된 데이터 패킷들을 순차
적으로 식별하고 상기 데이터 패킷들을 처리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데이터 파일 패킷 수신 및 처리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값과 동일하지 않은 제 1 수신 패킷의 상기 블록 번호에 응답하여, 적어도 다음 세그먼트
의 제 1 전송 패킷을 수신할 때까지 종결 처리없이 상기 제 1 수신 패킷의 상기 데이터 내용부의 적어도 일부를 기억하
는 수단을 포함하는 데이터 파일 패킷 수신 및 처리 장치.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데이터 파일의 각각의 후속하는 수신된 패킷내에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각각의 비트열
을 식별하고, 각 블록 번호를 소정의 번호와 비교하는 수단과 적어도 수신될 첫번째 제 1 전송 데이터 패킷의 각 세그먼
트 번호에 응답하여, 상기 첫 번째 제 1 전송 데이터 패킷의 수신전에 수신된 데이터 패킷에 대하여 실제 세그먼트 번호
를 결정하는 수단과, 상기 실제 세그먼트 번호의 값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파일의 선택된 패킷으로부터 기억된 값의 
치리를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데이터 파일 패킷 수신 및 처리 장치.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세그먼트 번호를 소정의 번호와 비교하고, 상기 세그먼트 번호와 소정 번호의 비교에 응답하여, 
상기 세그먼트의 연속-수신된 패킷들 중 최소한 한 패킷에 상기 각 내용 부분의 적어도 일부의 기억을 억제하는 데이
터 파일 패킷 수신 및 처리 장치.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하는 수단에 의한 상기 블록 번호와 소정의 번호와의 비교에 응답하여, 상기 내용의 적어도 
일부의 기억을 억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데이터 파일 패킷 수신 및 처리 장치.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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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 앞서 수신된 것에 대응하는 세그먼트의 제 1 전송 데이터 패킷의 식별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멀티 
비트 버전 코드를 상기 기억된 제 2 값과 비교하고, 상기 세그먼트의 데이터가 상기 이전의 대응 세그먼트에서 전송된 
데이터와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이 비교에 응답하여 앞서 수신된 것에 대응하는 상기 세그먼트의 패킷의 데이터 내용
을 기억하고 처리하는 것을 억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데이터 파일 패킷 수신 및 처리 장치.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앞서 수신된 것에 대응하는 세그먼트의 제 1 전송 데이터 패킷의 식별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멀티 비
트 버전 코드를 상기 기억된 제 2 값과 비교하고, 상기 세그먼트의 데이터가 이전의 대응 세그먼트에서 전송된 데이더
와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이 비교에 응답하여, 앞서 수신된 것에 해당하는 상기 세그먼트의 패킷의 데이터 내용을 기
억하고 처리하는 것을 억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데이터 파일 패킷 수신 및 처리 장치.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비트 버전 코드는 단일 비트 버전 토글을 포함하며, 상기 기억 수단은 앞서 수신된 토글 
값을 기억하고, 상기 비교 및 억제 수단은 상기 비트 스트림과 이들 값들을 비교하기 위한 기억된 토글 값을 수신하는 
제 1 게이트와, 상기 제 1 게이트의 출력을 수신하는 제 2 게이트와. 상기 소정의 데이터 파일의 대응 세그먼트의 버전 
토글 비트가 수신될 때 제 2 게이트를 인에이블하는 타이밍 및 논리 수단을 포함하는 데이터 파일 패킷 수신 및 처리 장
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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