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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파일 전송 방법에 있어서,

상기 파일을 복수의 블록들로 분할하는 단계; 및

각각이 상기 블록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복수의 실시간 프로토콜 패킷들을 수신 노드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패킷들 각각은 맞춤형(custom) 메타데이터 헤더를 포함하고, 상기 맞춤형 메타데이터 헤더들은 상기 수신 노드에서

상기 파일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전송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맞춤형 메타데이터 헤더들 각각은 파일 구조 위치 표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전송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맞춤형 메타데이터 헤더들 각각은 파일 이름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전송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맞춤형 메타데이터 헤더들 각각은 파일 크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전송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맞춤형 메타데이터 헤더들 각각은 시퀀스 넘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전송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맞춤형 메타데이터 헤더들 각각은 콘텐츠-오프셋 표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전송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맞춤형 메타데이터 헤더들 각각은 블록 크기 표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전송 방법.

청구항 8.

파일 전송 방법에 있어서,

상기 파일을 복수의 블록들로 분할하는 단계;

수신 노드로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및 이와 함께 제1타이밍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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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 노드로 각각이 상기 블록들 중 적어도 하나와 제2의 타이밍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복수의 실시간 프로토콜 패킷

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패킷들 각각은 상기 수신 노드에서 상기 파일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맞춤형 메타데이터 헤더를 포함하고,

상기 제1타이밍 데이터 및 제2타이밍 데이터는 상기 수신 노드에서 상기 파일과 상기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의 동기되는 표

현에 이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전송 방법.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파일 전송 방법에 있어서,

수신 노드로부터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미디어 프레젠테이션과 결부된 한 파일을 결정하기 위해, 미디어 프레젠테이션들 및 파일들을 상관시키는 저장부를

조사하는 단계;

상기 파일을 복수의 블록들로 분할하는 단계;

상기 수신 노드로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및 이와 함께 제1타이밍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 노드로 각각이 상기 블록들 중 적어도 하나와 제2의 타이밍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복수의 실시간 프로토콜 패킷

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패킷들 각각은 상기 수신 노드에서 상기 파일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맞춤형 메타데이터 헤더를 포함하고,

상기 제1타이밍 데이터 및 제2타이밍 데이터는 상기 수신 노드에서 상기 파일과 상기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의 동기되는 표

현에 이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전송 방법.

청구항 1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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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파일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프로그램 코드를 구비한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되어 상기 저장된 프로그램 코드에 따른 명령들을 실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코드는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금, 상기 파일을 복수의 블록들로 분할하는

동작; 및 각각이 상기 블록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복수의 실시간 프로토콜 패킷들을 수신 노드로 전송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고, 상기 패킷들 각각은 맞춤형(custom) 메타데이터 헤더를 포함하고, 상기 맞춤형 메타데이터 헤더들은 상

기 수신 노드에서 상기 파일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전송 시스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파일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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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코드를 구비한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되어 상기 저장된 프로그램 코드에 따른 명령들을 실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코드는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금, 상기 파일을 복수의 블록들로 분할하는

동작; 수신 노드로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및 이와 함께 제1타이밍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작; 및 상기 수신 노드로 각각이 상

기 블록들 중 적어도 하나와 제2의 타이밍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복수의 실시간 프로토콜 패킷을 전송하는 동작을 수행하

도록 하고, 상기 패킷들 각각은 상기 수신 노드에서 상기 파일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맞춤형 메타데이터 헤더를

포함하고, 상기 제1타이밍 데이터 및 제2타이밍 데이터는 상기 수신 노드에서 상기 파일과 상기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의

동기되는 표현에 이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전송 시스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파일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프로그램 코드를 구비한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되어 상기 저장된 프로그램 코드에 따른 명령들을 실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코드는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금, 수신 노드로부터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요

청을 수신하는 동작; 상기 미디어 프레젠테이션과 결부된 한 파일을 결정하기 위해, 미디어 프레젠테이션들 및 파일들을

상관시키는 저장부를 조사하는 동작; 상기 파일을 복수의 블록들로 분할하는 동작; 상기 수신 노드로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및 이와 함께 제1타이밍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작; 및 상기 수신 노드로 각각이 상기 블록들 중 적어도 하나와 제2의 타이밍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복수의 실시간 프로토콜 패킷을 전송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하고, 상기 패킷들 각각은 상기 수신 노

드에서 상기 파일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맞춤형 메타데이터 헤더를 포함하고, 상기 제1타이밍 데이터 및 제2타

이밍 데이터는 상기 수신 노드에서 상기 파일과 상기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의 동기되는 표현에 이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파

일 전송 시스템.

청구항 3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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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데이터 공급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들어, 파일 송수신을 위한 유무선 네트웍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파일들에는, 가령, MP3 파일들, 텍스트

파일들, 이식가능 문서 포맷(PDF) 파일들,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파일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상기 파일들의 전송을 촉진하는 기술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파일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들이 제공된다. 이들 실시예들 중 몇몇은, 오디오, 비디오, 및 시

뮬레이션 데이터와 같은 실시간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인, 확대형(augmenting) 실시간 프로토콜(RTP)들을

포함함으로써, 파일 송수신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들은 오디오, 비디오, 등등의 미디어와 동기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하나 이상의 파일들이 전송

되는 파일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들을 제공한다.

실시예

일반적 동작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파일 송수신을 위한 시스템들 및 방법들이 제공된다. 이 실시예들 중 몇몇은 오디오, 비디

오, 및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같은 실시간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인, 확대형 실시간 프로토콜(RTP)을 포함함

으로써, 파일 송수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확대에는 맞춤형(custom) 메타데이터 헤더의 포함을 수반할 수 있다. 다

양한 실시예들에 있어서, RTP와 유사한 하나 이상의 프로토콜들이 RTP와 함께, 또는 RTP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추가적 실시예들에서는, 하나이상의 파일들이 오디오, 비디오 등등과 같은 미디어와 동기되어 프레젠테이션되

기 위해 전송되는, 파일 송수신을 위한 시스템들 및 방법들이 제공된다. 이러한 실시예들에 있어서, 파일 전송은 상술한 바

와 같이 확대형 RTP나 그와 유사한 프로토콜을 수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및 브로드캐스트에 적용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이 단방향 및 양방향성 네트웍에 적용된다는 것 역시 주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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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들이 이제부터 보다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파일 전송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있어서 파일을 전송하는 첫째 단계는 파일을 다수의 블록들로 분할하는 것이다. 각 블록마

다, 예를 들어 액세스 가능한 저장부 안에 어떤 정보 성분들이 기록될 수 있다. 특정 블록의 정보는 특정 성분 및/또는 해당

파일 등과 관련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파일 블록마다, 그 블록을 운반하는 어플리케이션 계층 패킷(가령, RTP 패킷)이 생성되어 전송될 수 있다. 각

어플리케이션 계층 패킷의 전송은 하나 이상의 적절한 하위 계층 프로토콜들의 이용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각 어플리케

이션 계층 패킷은 가령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UDP) 패킷 안에 담겨있을 수 있고,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UDP) 패킷은 다시 인터넷 프로토콜(IP) 패킷 등에 담겨 있을 수 있다. 각 어플리케이션 계층 패킷이 하나 이상의 의도된

수신자들에게 전송되도록 적절한 단계들이 취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가령 상기 언급된 유형의 IP 패킷은 의도된 수신자의

IP 어드레스를 자신의 헤더들 중 하나에 포함할 수 있다.

각 어플리케이션 계층 패킷은 RTP 또는 상술한 방식으로 확대된 그에 유사한 프로토콜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생성될 수 있

을 것이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러한 각각의 패킷의 생성 단계는 맞춤형 메타데이터 헤더의 생성이 된다. 맞춤형 메타데

이터 헤더에 포함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계층 패킷과 결부된 파일 및/또는 파일 블록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이 가운데 데

이터는 하나 이상의 여러 성분들일 수 있다. 상기 성분들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될 수 있다:

<meta-data field>:<value>;

이 전형적 형식에서, ":"는 메타데이터 필드(meta-data field) 제목과 값(value) 사이의 분리 문자로서 사용되고, 한편 ";"

는 각 메타데이터 항목을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하는데 사용된다.

한 성분은, 이를테면, 전송되는 파일이 수신 노드에서 저장될 파일 구조 위치(가령, 디렉토리나 폴더)의 표시일 수 있다. 이

러한 성분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일 수 있다:

Content-Base:/tmp/'

또 다른 성분은, 이를테면, 수신 노드가, 전송 중인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해야 할 파일 이름이다. 이러한 성분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을 것이다:

Content-Location:filename.ps;

또 다른 성분은, 전송되는 파일의 크기 등이다. 그 크기는 바이트로 명시될 수 있다. 이러한 성부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을

것이다:

Content-Length:200000;

또 다른 성분은 해당 파일 블록의 시퀀스 넘버 등이다. 더불어 특정되는 것이 전송되는 파일 블록들의 총 개수이다. 예를

들어, 성분 "12/20"이,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계층 패킷이 전송되는 파일에 해당하는 20개 블록들 중 12번째를 포함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성분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일 수 있다:

Content-Fragment:12/20;

그 다음 성분은, 이를테면, 콘텐츠-오프셋 표시이다. 이 성분은 전송 중인 파일 내 해당 파일 블록의 시작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성분은 가령 다음과 같을 수 있다:

Content-Offset:120000;

또 다른 성분은 이를테면 블록 크기의 표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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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파일 블록의 전송에 해당하는 맞춤형 메타데이터 헤더의 생성 후에, 메타데이터 헤더의 크기가 계산될 수 있다. 다음

으로, 맞춤형 메타데이터 헤더는 생성중인 RTP 또는 그와 유사한 어플리케이션 계층 패킷의 페이로드(payload) 영역에

놓여질 수 있다. 그런 다음, 적합한 표준 헤더(가령, 표준 RTP 헤더)가 생성되어 패킷에 부가될 수 있다. 이때, 헤더는 RTP

헤더이고,표지(marker) 비트는 0으로 정해지고, 확장 비트가 0으로 정해지며, 삽입(padding) 비트는 0으로 정해지고/거

나 다이내믹 페이로드 타입은 페이로드 타입에 대해 특정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1이라는 값이 페이로드 타

입에 대해 특정될 수 있다. 도 1에서 보이는 것은 RTP 헤더(101), RTP 페이로드 포맷(103), 및 파일 데이터(105)를 포함

하는 전형적 패킷 구조이다.

파일 수신

상술한 바와 같이 생성되고 전송된 어플리케이션 계층 패킷을 수신하는 노드에 의해 수행되는 단계들 가운데, 상술한 맞춤

형 메타데이터 헤더를 분석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헤더에 포함되는 데이터 성분들은, 가령, 그

수신 노드에, 전송되는 파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수신 노드는 전송되는 파일과 연관될 디렉토리 및

/또는 파일 이름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헤더에 포함된 콘텐츠-오프셋 정보는 전송되는 파일의 재구성에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수신 노드가 헤더에 포함된 시퀀스 넘버 정보를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파일 블록들을 파악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들에 있어서, 주기적인 파일 블록들의 재전송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실시에들에서, 수신 노드는 수

신되지 않은 파일 블록들의 재전송을 대기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수신 노드가 헤더에 포함된 파일 크기 정보를 이용하여, 파일 수신의 진행을 파악할 수 있다. 수신 노드는,

가령, 그러한 파일 크기 정보를 노드 사용자에게 파일 수신 진행 바(bar)를 표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동기된 파일 송수신

도 2와 관련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들에 있어서, 상술한 종류의 전송은, 하나 이상의 파일들(201)

이 오디오(203), 비디오(205) 등등과 같은 미디어와 동기되어 표시되기 위해 전송되는 식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그러한 실시예들에 있어서, 한 파일이 상술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파일 블록들과 함께 전송되는 타이밍 데이터와 함

께 전송될 수 있다. 타이밍 데이터는 이를테면 표준 RTP 헤더들 등에 포함되고/거나, 맞춤형 메타데이터 헤더들의 성분들

로서 포함될 수 있다. 타이밍 데이터는 송신되는 오디오, 비디오, 등등의 패킷들과 함께 추가로 전송될 수 있다.

송신되는 오디오, 비디오 등등의 패킷들과 함께 전송되는 타이밍 데이터, 및 파일 블록들과 함께 전송되는 타이밍 데이터

는, 그 오디오, 비디오, 등등 및 전송된 파일 블록들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파일들을 표시할 때의 동기를 가능하게 하도

록 서로 상관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전송되는 오디오, 비디오, 등등이 하키 경기의 스트리밍 미디어 필름에 해당하는 경우, 타이밍 데이터는

가령 선수가 고울을 득점하는 것을 보이는 스트리밍 미디어 필름 위에 그 선수의 이미지 파일의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 여러 실시예들에서, 미디어 항목들과 파일들을 상관시키는 저장부가 관리될 수 있다. 구체적 예로서, 그러한 저장부

는 가령 전형적 하키 경기 스트리밍 미디어와 동기되어 보여질 이미지파일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러한 오디오, 비디오 등등을 수신하는 노드, 및 하나 이상으 파일들에 해당하는 파일 블록들을 포함하는 어플리

케이션 게층 패킷들은, 상술한 종류의 동기된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포함된 타이밍 데이터를 검사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것은 콘텐츠 관리 시스템(301) 및 단말기(303)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들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전형적 시스템이다. 도 3에 묘사된 것은 타이밍 정보(309)에 따라, 비디오(307)와 동기되어 프레젠테이션되도록 전송되는

부가적 콘텐츠(305)이다.

도 4에 도시된 것은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들에 따른, 사용자 관점에서의 여러 전형적 동작 단계들이다. 사용자는 서비스

가이드로부터 비디오 스트리밍을 촉구한다(401 단계). 사용자는 서비스 가이드로부터 파일 수신을 촉구하며 파일들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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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및 파일들의 동시 수신을 위한 목적지 위치로 저장된다(403 단계). 비디오가 디스플레이된다(405 단계). 파일들과 비

디오들이 동일한 타이밍 정보 하에 있다는 정의가 수행된다(407 단계). 파일들은 수신기 기능에 기반해 보여진다(409 단

계). 파일들은 하나 이상의 외부 뷰어(viewer)들 안에 디스플레이된다(411 단계).

도 5에 도시된 것은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들에 따라, 사용자가 단말에 저장될 파일들의 위치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여러 가지 전형적 동작 단계들이다. 사용자는 루트(root) 목적지 위치를 생성한다(501 단계). 사용자는 서비스 가

이드로부터 파일 수신을 촉구한다(503 단계). 파일들은 비디오 및 파일들의 동시 쉰 중에 상기 목적지 위치로 저장된다

(505 단계). 비디오와 결부된 파일들이 오픈된다(507 단계). 파일들은 수신기 기능에 기초해 보여진다(509 단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되는 어떤 장치들은 컴퓨터들을 이용해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술한 노드들은 네트웍 이용 가능

컴퓨터들을 사용해 구축될 수 있다. 이를테면, 수신 노드가 무선 단말일 수도 있다. 또, 여기에서 기술된 소정의 절차 등은

컴퓨터들에 의해, 또는 컴퓨터들의 도움을 받아 실행될 수 있다. 여기 사용된 "컴퓨터", "범용 컴퓨터" 등등의 용어들은 아

마도 자바나 .Net을 지원하는, OS X, 리눅스, 다윈 윈도우즈 CE, 윈도우즈 XP, 팜 OS, 심비안(Symbian) OS 등과 같은 운

영 시스템을 실행하는, 프로세서 카드 스마트 카드, 미디어 디바이스, 퍼스널 컴퓨터, 공학용 워크스테이션, PC, 매킨토시,

PDA, 유무선 단말기, 서버, 네트웍 액세스 포인트, 네트웍 멀티캐스트 포인트, 등등을 말하는 것이나 꼭 그에 국한되는 것

은 아니다.

"범용 컴퓨터", "컴퓨터" 등의 용어는 또한 꼭 여기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 이상의 메모리나 저장부와 동작 가능하게

연결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을 의미하는데, 이때 메모리나 저장부는 데이터, 알고리즘, 및/또는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

할 수 있고, 프로세서 및 프로세서들은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하고/거나 프로그램 코드, 데이터, 및/또는 알고리즘을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 6에 도시된 것과 같은 전형적 컴퓨터(6000)는 두 프로세서들(6051, 6052)을 동작가능하게 연결하

는 시스템 버스(6050),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6053), 리드-온리 메모리(ROM)(6055), 입출력(I/O) 인터페이스

(6057, 6058), 저장 인터페이스(6059), 및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6061)을 포함한다. 저장 인터페이스(6059)는 다시 대

량 저장부(6063)에 연결된다. I/O 인터페이스들(6057, 6058) 각각은 이더넷, IEEE 1394, IEEE 802.11b, 블루투스, 지상

디지털 비디오 방송(DVB-T), 위성 디지털 비디오 방송(DVB-S),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 일반 패킷 무선 서비스

(GPRS), 유니버설 모바일 통신 서비스(UMTS), 또는 이 분야에 알려진 다른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

대량 저장부(6063)는 하드 드라이브, 광 드라이브 등일 수 있다. 프로세서들(6051 및 6052)은 각각 IBM이나 모토롤라 파

워PC, AMD 애슬론, AMD Opteron, 인텔 ARM, 인텔 XScale, Transmeta Crusoe, 또는 인텔 펜티엄과 같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프로세서일 수 있다. 이 예에 도시된 것과 같은 컴퓨터(6000) 역시 디스플레이부(6001), 키보드(6002), 및 마우스

(6003)를 포함한다. 대체 가능한 다른 실시예들에서, 키보드(6002), 및/또는 마우스(6003)는 터치 스크린, 펜, 및/또는 키

패드 인터페이스로 대체되고/거나 추가될 수 있다. 컴퓨터(6000)는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하는 매체가 코드를 컴퓨터로 로

드하기 위해 삽입될 수 있도록 카드 판독기들, DVD 드라이브들, 또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들을 더 포함하거나 그에 부

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컴퓨터는 상술한 하나 이상의 동작들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들 및/또는

부가적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며, 상기 모듈들 및/또는 부가적 소프트웨어는 이 분야에 잘 알려진 방법에 따라 자바, 객체지

향 C, C#, 및/또는 C++과 같은 언어들을 이용해 프로그램된다. 특정 소프트웨어 모듈들 및/또는 부가적 소프트웨어 사이

의 동작들 중 임의의 부분들은 예시를 위해 기술된 것이므로, 다른 동작 부분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하나의 소프

트웨어 모듈 및/또는 부가적 소프트웨어 항목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설명된 동작들은 대신 복수의 소프트웨어 모듈들 및

/또는 부가적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모듈들 및/또는 부가적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된다고 설명된 동작들도 그 대신 하나의 모듈 및/또는 부가적 소프트웨어 항목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이 소정의 소프트웨어 모듈들 및/또는 부가적 소프트웨어가 소정 장치들 상에서 동작한다고 설명

하였지만, 대체 가능한 다른 실시예들에서 이들 모듈들은 상술한 것과 다른 장치들에서 실행되도록 분산될 수 있다. 예를

드렁, 특정 노드에 의해 수행된다고 기술된 동작들이 그 대신 복수개의 노드들 및/또는 다른 장치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

다. 여러 실시예들에서, 그리드 계산 기술(grid computing techniques)이 이용될 수 있음을 또한 주지해야 한다.

도 7에 도시된 것은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들에 이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단말기의 기능적 블록도이다. 도 7의 단말기는 앞

에서 기술되었다. 이하에서 동일한 참조 부호들은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적용되고 있다. 도 7의 단말기(7000)는 여기 기술

된 어느/모든 실시예들에 사용될 수 있다. 단말(7000)은 프로세싱 유닛(CPU)(703), 멀티-캐리어 신호 단말 부분(705)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701, 702)를 포함한다. 멀티-캐리어 신호 단말 부분(705)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701, 702)는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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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유닛(CPU)(703)과 연결된다. 하나 이상의 직접 메모리 액세스(DMA) 채널들이 멀티 캐리어 신호 단말 부분(705)과 메

모리(704)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701, 702)는 디스플레이 및 키보드를 포함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단

말기(700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701, 702)는 오디오 신호들을 수신하고 생성하기 위한 마이

크와 스피커를 포함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701, 702)는 또 음성 인식기(미도시)를 포함할 수도 있다.

프로세싱 유닛(CPU)(703)은 마이크로프로세서(미도시), 메모리(704) 및 아마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소프트웨어는

메모리(704) 안에 저장될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이 소프트웨어에 기초해, 데이터 스트림의 수신, 데이터 수신시의

임펄스 버스트의 내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출력 디스플레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수신된 입력 읽기 등과 같은 단

말기(7000)의 동작을 제어한다. 그 동작들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하드웨어는 신호를 검출하는 회로, 복조 회로, 임펄스 검

출 회로, 상당량의 임펄스 노이즈가 조재하는 심볼의 샘플들을 블랭킹하는 회로, 추정치 산출 회로, 훼손된 데이터의 정정

을 수행하는 회로를 포함한다.

다시 도 7을 참조할 때, 이와는 다른 선택으로서, 미들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성이 적용될 수 있다. 단말기(7000)는 사용자

가 안전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형 장치가 될 것이다. 단말기(7000)는 멀티캐스트 전송 스트림을 수신하는 멀티-캐

리어 신호 단말 파트(705)를 포함하는 셀룰라 모바일 전화일 수 있다. 따라서, 단말기(7000)는 서비스 제공자들과도 상호

동작할 것이다.

구분 및 범위

상술한 설명이 많은 구체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들은 단지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서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 분야의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개념과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본 발

명의 시스템과 프로세스 안에서 다양한 변형과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음이 자명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전형적 패킷 구조를 도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동기된 송수신의 여러 양상들을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채용될 수 있는 전형적 시스템을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라, 사용자 관점에서의 다양한 전형적 단계들을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라, 사용자가 파일들이 단말에서 저장될 곳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전

형적 단계들을 보인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채용될 수 있는 전형적 범용 컴퓨터를 도시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채용될 수 있는 전형적 단말기의 기능적 블록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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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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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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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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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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