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특2003-0095995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H04L 12/56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3-0095995

2003년12월24일

(21) 출원번호 10-2003-0036203

(22) 출원일자 2003년06월05일

(30) 우선권주장 JP-P-2002-00174691 2002년06월14일 일본(JP)

(71) 출원인 마츠시타 덴끼 산교 가부시키가이샤

일본 오오사카후 가도마시 오오아자 가도마 1006

(72) 발명자 이토도모아키

일본국가나가와켄가와사키시다마쿠미나미이쿠타3-7-11-2-302

야마구치다카오

일본국도쿄도마치다시다마가와가쿠엔7-23-6-201

요시바하루미네

일본국가나가와켄요코하마시아오바쿠후지가오카2-37-3

오토시나오유키

일본국가나가와켄요코하마시미도리쿠히가시혼고5-16-36

나카무라마나부

일본국도쿄도마치다시미나미나루세1-3-2-1303

하마다준이치

일본국가나가와켄요코하마시미도리쿠니이하루쵸574-씨105

(74) 대리인 김영철

심사청구 : 없음

(54) 미디어 전송방법 및 그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요약

본 발명은 부호화율의 갱신 빈도를 억제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대역이 크게 변동하는 환경 하에서 고품질의 미디어데

이터 전송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송률(Rs)이 갱신되면, 갱신된 전송률(Rs)이, 현재 부호화율(Rc)에 의해 정의되는 변동 폭(Rc < Rs < U ×Rc이며 U

> 1) 내에 있을 경우에는, 현재 부호화율(Rc)을 갱신하지 않고 FEC(전방 에러정정)데이터 송출률(Rf)을 갱신한다(Rf

=Rs-Rc). 한편, 예를 들어 3 초로 설정된 Rc 갱신타이머가 종료 됐을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의 전송률의 최소값(Rs_

min)을 이용하여 부호화율(Rc)을 갱신한다(Rc=V ×Rs_min이며 0<V<1). 상기 변동 폭을 벗어날 정도로 전송률(Rs)

이 크게 변동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호화율(Rs)을 갱신한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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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전송률, 부호화율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관한 미디어 송신장치(송신단말)의 내부구성 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관한 미디어 수신장치(수신단말)의 내부구성 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3은 도 1 중 부호화율 및 FEC데이터 송출률 결정부의 초기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4는 도 1 중 부호화율 및 FEC데이터 송출률 결정부의 인터럽트(interrupt)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5는 도 2 중 피드백정보 생성부 및 통지간격 제어부의 주요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6은 도 1 및 도 2의 장치에 의한 미디어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전송률 및 부호화율의 변동 예를 나타내는 타이밍도.

도 7은 도 1 중 패킷크기 결정부의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8은 도 1 중 RTT 계산부의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9는 도 8의 동작에 의해 실현되는 RTT 오프셋 가산을 설명하기 위한 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송신단말(미디어 송신장치) 101 : 음성·영상 입력부

102 : 부호화부 103 : FEC 생성부

104 : 전송부 105 : 전송률 결정부

106 : 부호화율 및 FEC데이터 송출률 결정부

107 : Rc갱신타이머 108 : 패킷크기 결정부

109 : RTT 계산부 150 : 통신망

200 : 수신단말(미디어 수신장치) 201 : 전송부

202 : 패킷손실 회복부 203 : 복호부

204 : 재생부 205 : 피드백정보 생성부

206 : 통지간격 제어부 Rc : 부호화율

Rf : FEC데이터 송출률 Rs : 전송률

RTTcalc : 전송률의 계산에 사용하는 RTT

RTTt : 측정된 RTT Tf : 피드백정보의 통지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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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카메라나 마이크로부터의 음성·영상 데이터, 즉 미디어데이터를 고품질로 전송하기 위한 미디어 전송방

법과 그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에 관한 것이다.

인트라넷, 인터넷 등의 IP(Internet Protocol) 통신망 상에서는, 여러 가지 접속형태가 있으며, 접속형태에 따라 이용 

가능한 대역이 수 Kbps~수백 Mbps로 크게 다르다. 더욱이 다른 플로우(전송데이터)의 영향으로, 이용 가능한 대역

이 시간적으로 변동한다. 이와 같은 통신망에서 미디어데이터 전송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전송대역에 맞추

어 전송률을 조정하는 전송률 제어가 필요해진다.

미디어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실시간에 전송하는 프로토콜로서,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RTCP(RTP Con

trol Protocol)가 알려져 있다(H.Schulzrinne et al., 'RTP: A Transport Protocol for Real-Time Applications', RF

C 1889, Internet Engineering Taskforce, Jan. 1996). 이 RTP/RTCP에 의해, 수신단말로부터 송신단말로, 패킷손

실률, 전파지연시간, 지터 등에 관한 정보를 피드백시키고, 이 피드백정보에 기초하여 미디어데이터의 전송률을 결정

한다. 수신단말로부터의 피드백정보 송신간격(통지간격)은 고정값, 예를 들어 5 초이다.

피드백정보를 이용한 전송률 제어방법의 하나로서, TFRC(TCP Friendly Rate Control)가 알려져 있다(M.Handley 

et al., 'TCP Friendly Rate Control(TFRC): Protocol Specification', RFC 3448, Internet Engineering Taskforce,

Jan. 2003). 이 TFRC에 의하면, 패킷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전송률을 상승시키고, 패킷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전송률

을 내린다는 제어를 행함으로써, 미디어데이터의 전송에 적합한 원활한 전송률의 갱신이 달성된다. 전송률의 갱신간

격은 1 ×RTT(Roune Trip Time: 왕복전파지연시간), 예를 들어 수십~수백 ㎳이다.

한편, RTP에 에러정정 능력을 부가하는 기술인 RFC2733 방식도 알려져 있다(M.Rosenberg et al., 'An RTP Paylo

ad Format for Generic Forward Error Correction', RFC 2733, Internet Engineering Taskforce, Dec. 1999). 이

RFC2733 방식에서는, 전방 에러정정(FEC: Forward Error Correction)을 위한 용장데이터인 FEC데이터가, 송신해

야 할 데이터에 부가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미디어데이터에 기초하는 부호화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TFRC에 따라 전송률을 수십~수 백㎳ 간격으로 갱신하고, 

전송률이 갱신될 때마다 부호화율을 갱신하는 것으로 하면, 부호화율이 빈번하게 변화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전송하

는 영상의 화질이 빈번하게 변화하게 되므로, 주관적 화질이 저하돼버린다.

또 수신단말로부터 송신단말로의 피드백정보 통지간격을 짧게 하면, 이용 가능한 전송대역으로 신속하게 추종하여, 

전송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송신단말에서의 전송률 갱신빈도가 높아져 미디어데이터의

품질이 빈번하게 변화하게 되어, 안정된 품질로 미디어전송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다른 플로우와의 공평성이 저하

한다. 이와 반대로, 피드백정보의 통지간격을 길게 하면, 전송률의 갱신빈도가 낮아져 전송률이 안정되지만, 전송대역

의 변동에 신속하게 추종할 수 없게 되므로, 전송대역의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또 통지간격이 길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전송대역이 좁아지면 패킷이 버스트 손실로 이어져, 미디어데이터의 전송품질이 극단적으로 열화된다.

또한 종래는, 데이터의 패킷크기가 일정했기 때문에, 전송률이 저하되면 송출하는 패킷 수가 적어진다. 패킷손실률(L

)은 통상, 수신단말에서

L=1-(기간(T) 내에 수신단말에 도달한 데이터패킷 수)/(기간(T) 내에 송신단말이 송신한 데이터패킷 수)

로 산출된다. 기간(T)은 통상, 전회의 피드백정보를 송신한 후, 이번 회의 피드백정보를 송신하기까지의 시간간격이

다. 이 식에서, 송신단말이 송출하는 패킷 수가 적어지면, 1 개 패킷의 패킷손실이 패킷손실률을 크게 변화시킴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송률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기간(T) 내에 1 개밖에 패킷을 송출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패킷손

실률은, 그 패킷이 손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0%가 되며, 손실된 경우에는 100%가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패킷

손실률을 자세하게 관측할 수 없는 것이 원인으로, 통신망의 폭주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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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TFRC로 대표되는, TCP와의 공평성에 주안점을 둔 방식에서는, 전송률을 결정하기 위한 계산식의 분모에 RTT를

포함한다. RTT는, 송신단말과 수신단말 사이를 패킷이 왕복하는데 요하는 시간이며, 송신단말과 수신단말 사이의 거

리가 짧으면 1㎳ 이하의 값을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RTT의 측정결과가 송신단말로부터 패킷을 송

신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연산시스템의 처리지연 변동이나, 패킷의 전송처리를 실행하는 루터 등 전송처리지연의 변동

등, 통신망의 폭주상태와 관련이 없는 지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받아, 결과적으로 전송률이 크게 흔들려버린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이용 가능한 대역이 크게 변동하는 환경 하에서 고품질의 미디어데이터 전송을 실현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부호화율의 빈번한 갱신을 억제하거나, 피드백정보의 통지간격을 조정하거나,

패킷크기를 변경하거나, RTT에 오프셋을 가산하거나 하는 것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본 발명은, 미디어데이터에 기초하는 부호화데이터의 전송에 있어서, 통신망의 전송상태에 따라

전송률을 갱신하고 또 전송률의 갱신빈도보다 적은 빈도로 부호화율을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전송률의 

갱신간격보다 긴 종료 시간이 설정된 타이머가 종료 됐을 때, 또는 전송률이 소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값으로 갱신됐을

때에, 어느 시간 내의 전송률의 최소값에 따라 부호화율을 갱신한다. 부호화율에 에러정정을 위한 용장데이터를 부가

할 경우에는, 전송률과 부호화율의 차를 용장데이터의 송출률에 할당하면 된다.

또 본 발명은 미디어데이터의 전송에 있어서, 통신망의 전송상태를 나타내는 피드백정보를 당해 통신망의 전송상태

에 따른 가변 간격으로 수신단말로부터 통지하고, 당해 통지된 피드백정보에 따라 미디어데이터의 전송률을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 패킷손실률이 높은 경우에는 피드백정보의 통지간격을 짧게 하고, 패킷손실률이 낮은 경우

에는 피드백정보의 통지간격을 길게 한다. 단, 피드백정보의 통지간격이 소정의 최소간격을 밑돌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본 발명은 미디어데이터의 전송에 있어서, 전송률이 저하하여 패킷손실의 관측기간 내에 소정의 패킷 수를 송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됐을 경우에는, 데이터의 패킷크기를 작은 값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통신망의 폭주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송률이 저하해도 일정기간 내에 송신단말이 송출하는 데이터패킷 수를 일정 수 이상

으로 하면 된다. 미리 데이터의 패킷크기를 작게 설정하고, 송출하는 패킷 수를 많게 한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패킷에는 헤더를 부여하므로, 패킷 수가 늘면 헤더의 오버헤드가 커진다는 과제가 있다. 따라서 전송률이 큰 경우에는

패킷크기를 크게 설정하며, 전송률이 저하됐을 경우에는 패킷크기를 작게 하여 패킷손실률의 관측 정밀도를 높이는 

식의 적응성 있는 처리를 실행한다. 이로써, 패킷손실률을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전송률의 결정을 행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은 RTT가 소정 값보다 작을 경우에, RTT에 오프셋을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이로써, RTT의 값이 지나치

게 작을 경우에, 전송률이 통신망의 폭주와 관련이 없는 지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술한 목적 및 기타의 목적과 본 발명의 특징 및 이점은 첨부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제 1 실시예)

이하, 본 발명에 관한 미디어전송방법과 그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1 및 도 2는 미디어데이터에 기초하는 부호화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미디어전송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다. 도 1

은 미디어송신장치(송신단말)(100)의 내부구성 예를, 도 2는 미디어수신장치(수신단말)(200)의 내부구성 예를 각각 

나타낸다. 이들 송신단말(100)과 수신단말(200)은 통신망(150)을 통해 서로 접속된다. 통신망(150)은 유선망, 무선

망의 어느 쪽이라도 되며, 유선망과 무선망을 상호 접속 한 통신망이라도 된다. 송신단말(100)과 수신단말(200) 사이

의 전송프로토콜로서, 예를 들어 RTP/RTCP를 채용한다.

도 1의 송신단말(100)은, 음성·영상 입력부(101)와, 부호화부(102)와, FEC생성부(103)와, 전송부(104)와, 전송률 

결정부(105)와, 부호화율 및 FEC데이터 송출률 결정부(106)와, 패킷크기 결정부(108)와, RTT계산부(109)로 구성된

다. 음성·영상 입력부(101)는, 부호화해야 할 음성·영상데이터(미디어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카메라, 마이크 등

의 수단이다. 부호화부(102)는, 지정된 부호화율(Rc)에 따라 미디어데이터로부터 부호화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수

단이다. 예를 들어 MPEG(Moving Picture Coding Experts Group) 1/2/4, AMR(Audio/Modem Riser) 등의 표준화

된 압축·부호화방식을 채용하면 된다. 또 이 부호화부(102)는 패킷크기 결정부(108)에 의해 결정된 패킷크기로 데

이터를 출력하는 기능을 갖는다. FEC생성부(103)는, 지정된 FEC데이터 송출률(Rf)에 따라, 부호화데이터로부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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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정정용 용장데이터인 FEC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전송부(104)는 부호화데이터와 함께 FEC데이터를 통

신망(150)으로 송신하며, 또 통신망(150)의 전송상태를 나타내는 피드백정보(패킷손실률, 전파지연시간, 지터 등)를 

수신단말(200)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제어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수단이다. 전송률 결정부(105)는, 피드백정보와, 

RTT계산부(109)에 의해 계산된 RTT에 기초하여 전송률(Rs)을 갱신하며, 또 FEC생성부(103)에 패킷손실률을 전하

기 위한 수단이다. 전송률(Rs)의 결정 알고리즘으로서, 예를 들어 TFRC를 채용한다. 부호화율 및 FEC데이터 송출률

결정부(106)는, Rc갱신타이머(107)를 이용하여 전송률(Rs)의 갱신빈도보다 적은 빈도로 부호화율(Rc)을 갱신하며, 

또 전송률(Rs)과 부호화율(Rc)의 차를 FEC데이터 송출률(Rf)에 할당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패킷크기 결정부(108)는,

전송률 결정부(105)에 의해 통지된 전송률(Rs)로부터 패킷크기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부호화부(102)에 통지하기 위

한 수단이다. RTT계산부(109)는, 전송부(104)로부터 피드백정보를 수취하며, 이 피드백정보로부터, 전송률(Rs)의 

계산에 사용하는 왕복전파지연시간(RTT)을 산출하기 위한 수단이다.

도 2의 수신단말(200)은, 전송부(201)와, 패킷손실 회복부(202)와, 복호부(203)와, 재생부(204)와, 피드백정보 생성

부(205)와, 통지간격 제어부(206)로 구성된다. 전송부(201)는, 송신단말(100)로부터 통신망(150)을 통해 전송된 부

호화데이터 및 FEC데이터를 수신하며, 또 당해 통신망(150)의 전송상태를 나타내는 피드백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제어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수단이다. 패킷손실 회복부(202)는, 통신망(150)에서 손실된 패킷 중의 부호화데이터를,

FEC데이터를 이용하여 복원하기 위한 수단이다. 복호부(203)는, 부호화데이터를 복호시킴으로써 미디어데이터를 얻

기 위한 수단이다. 재생부(204)는, 복호결과를 재생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피커 등의 수단이다. 피드백정보 생성부(

205)는, 통신망(150)의 전송상태를 나타내는 피드백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생성된 피드백정보는, 전송부(2

01)에 의해 통신망(150)을 통해 송신단말(100)로 통지된다. 통지간격 제어부(206)는, 통신망(150)의 전송상태에 따

라 피드백정보의 통지간격(Tf)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다.

도 3은 도 1 중의 부호화율 및 FEC데이터 송출률 결정부(106)의 초기동작을 나타낸다. 송신단말(100)이 기동되면, 

우선 상수(U 및 V)의 값을 취득한다. 상수(U)는 전송률(Rs)의 소 변동폭을 정의하기 위한 값(U>1)이며, 상수(V)는 부

호화율(Rc)이 전송률(Rs)을 웃도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값(0<V<1)이다. 다음에, Rc갱신타이머(107)의 종료시간(

To)(1 ×RTT보다 길며, 예를 들어 3 초)과, 전송률(Rs)의 초기값을 각각 취득한다. 다음으로, 부호화율(Rc)의 초기값

을 V ×Rs로 하며, FEC데이터 송출률(Rf)의 초기값을 Rs-Rc로 한다. 그리고 최대전송률(Rs_max)을 변수(Rs_min)

로 세팅하고, Rc갱신타이머(107)를 개시시켜 WAIT(대기) 상태로 된다. Rs_min은 어느 시간 내의 전송률(Rs)의 최소

값을 구하기 위한 변수이다.

도 4는 도 1 중의 부호화율 및 FEC데이터 송출률 결정부(106)의 인터럽트(interrupt) 동작을 나타낸다. 부호화율 및 

FEC데이터 송출률 결정부(106)에 인터럽트가 들어가 WAIT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송률 결정부(105)에 의해 전

송률(Rs)이 갱신됐을 때와, Rc갱신타이머(107)가 종료 됐을 때이다. 여기서, 전송률(Rs)은 수신단말(200)로부터의 

피드백정보의 도착별로, 전송률 결정부(105)에 의해 TFRC방식에 따라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갱신된 전송률(Rs)이 부호화율 및 FEC데이터 송출률 결정부(106)에 통지되면(단계 301), 통지된 전송률(Rs)이 현재

부호화율(Rc)에 의해 정의되는 변동 폭(Rc < Rs < U ×Rc)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단계 302). 전송률(

Rs)이 당해 변동 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현재 부호화율(Rc)을 갱신하지 않고, 통지된 전송률(Rs)에 따라 FEC데이터 

송출률(Rf)을 갱신한다(Rf=Rs-Rc; 단계 303). 또한 통지된 전송률(Rs)이, Rc갱신타이머(107)의 개시에서 현재까지

의 사이에서 최소 전송률이라면, 이를 변수(Rs_min)로 보존시키고(단계 304), WAIT상태로 돌아간다.

한편, Rc갱신타이머(107)의 종료가 발생했을 경우에는(단계 305), 그 시점에서의 변수(Rs_min) 값을 이용하여 부호

화율(Rc)을 갱신하고(Rc=V ×Rs_min), 현재 전송률(Rs) 및 갱신된 부호화율(Rc)에 따라 FEC데이터 송출률(Rf)을 갱

신하며(Rf=Rs-Rc), Rc갱신타이머(107)를 재개시켜, 최대전송률(Rs_max)을 변수(Rs_min)로 재차 세팅한 후(단계 3

06), WAIT상태로 돌아간다.

상기 변동 폭(Rc < Rs < U ×Rc)을 벗어날 정도로 전송률(Rs)이 크게 변동됐을 경우에는, 통지된 전송률(Rs)을 변수(

Rs_min)로 세팅하고 나서(단계 307), 부호화율(Rc)의 갱신 등 상기 단계(306)의 동작을 행한 뒤, WAIT상태로 돌아

간다.

이상의 알고리즘에 의해 부호화율(Rc)의 갱신빈도가 억제되며, 또 적절한 FEC데이터 송출률(Rf)이 얻어진다.

다음으로, 도 1 중 FEC생성부(103)의 동작 예를 설명한다. FEC데이터의 생성에는, 예를 들어 RFC2733의 XOR(배

타적논리합)연산을 이용한다. 간단히 말하면, 고정된 에러내성을 전제로 하여, 예를 들어 2 개의 연속된 패킷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FEC데이터를 생성한다. 단, 연속적으로 몇 개의 패킷에 손실이 발생하는가를 검출하여, 에러정정 

능력을 변경해도 된다. 도 3 및 도 4의 알고리즘으로 결정된 FEC데이터 송출률(Rf)보다, 생성된 FEC데이터량 쪽이 

작으면 모든 FEC데이터를 송출하며, 크면 송출할 FEC데이터량을 조정한다. 송출해야 할 FEC데이터량이 지나치 게 

많을 경우는, 에러정정 능력을 낮게 함으로써 FEC데이터량을 삭감해도 된다. XOR연산 이외에, 패리티나 리드솔로몬

등의 에러정정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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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C데이터 송출률(Rf)이나, 패킷손실률에 대응하여, 복수의 에러정정 방식을 동적으로 절환하는 것으로 해도 된다. 

예를 들어 패킷손실률이 높을 경우에는, 리드솔로몬과 인터리브를 조합시킨 강한 에러내성을, 패킷손실률이 낮을 경

우에는 패리티와 같은 약한 에러내성을 각각 선택한다.

FEC데이터 송출률(Rf)이 일정기간, 임계값(D2)(고정값)보다 높을 경우에는, 에러정정의 연산처리량이 적지만 에러

내성이 낮은 패리티 방식을 이용한다. 이와 반대로, FEC데이터 송출률(Rf)이 일정기간 임계값(D2) 이하일 경우에는, 

에러정정의 연산처리량이 많지만 에러내성이 높은 리드솔로몬 방식을 이용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FEC데이터의 

송출량이 많은 경우에는 패리티 방식으로 수신단말(200)의 처리부하를 억제하고, FEC데이터의 송출량이 적은 경우

에는 리드솔로몬 방식으로 에러내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패리티 방식으로 수신단말(200)의 처리부하를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송신단말(100)로부터의 영상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으며, 또 처리지연이 작아져 저 지연에서 

미디어데이터 재생이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또 FEC생성부(103)에 있어서, 패킷손실률에 대응하여 에러내성을 부여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거나, 데이터 수를 결정

하는 것으로 해도 된다. 패킷손실률이 높을 경우, 예를 들어 영상데이터의 경우는 인트라프레임이나, 비디오헤더, 음

성데이터의 경우는 유음부분 등 복호에 중요한 데이터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에러내성을 부 여하는 것이다.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MPEG2의 영상부호화데이터에 있어서 패킷손실률이 낮을 경우에는, 영상부호화데이터 전

체에 FEC데이터를 부가한다(방식 X로 한다). 한편, 패킷손실률이 높을 경우에는, I(Intra), P(Predictive) 프레임에만 

FEC데이터를 부가하며, B(Bidirectionally predictive)프레임에는 FEC데이터를 부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방식 Y

로 한다). 두 방식(X, Y) 모두 FEC데이터의 양은 같으므로, I, P 프레임에 관해서는 방식(X) 쪽이 방식(Y)보다 약한 에

러내성이 부여되게 된다.

이와 같이 패킷손실률에 따라 방식(X, Y)을 절환함으로써, 방식(X, Y)을 각각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보다, 수신단말(2

00)에서 재생 가능한 프레임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패킷손실률이 낮을 경우에는, 약한 에러정정 능력으로

도 손실된 패킷을 회복시킬 수 있으므로, 영상부호화데이터 전체에 에러내성을 부여하는 방식(X) 쪽이 재생프레임 수

는 많아진다. 한편, 패킷손실률이 높아지면, 방식(X)에서는 I, P 프레임의 재생프레임 수가 적어지므로, 이들을 참조할

P, B 프레임을 재생할 수 없게 되어, 재생프레임 수가 급격하게 적어진다. 이와 달리 방식(Y)에서는, I, P 프레임에 강

한 에러내성을 부여하므로, 패킷손실률이 높아져도 참조될 프레임(I, P 프레임)이 손실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프레임 

수가 많아지는 결과가 된다.

여기서, 상기 설명에서는 I, P, B 프레임을 대상으로 하지만, 계층부호화를 사용하여, I, P 프레임 대신에 기본층을, B 

프레임 대신에 확장층을 사용해도 된 다.

도 5는 도 2 중 피드백정보 생성부(205) 및 통지간격 제어부(206)의 주요동작을 나타낸다. 피드백정보 생성부(205)

는 전송부(201)와 협동으로 패킷손실률을 계측한다(단계 401). 통지간격 제어부(206)는, 패킷손실률이 임계값(L1)(

고정값)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최소값(Tfmin)을 밑돌지 않은 범위에서, 현재 통지간격보다 고정값(Tc1)만큼 피드백

정보의 통지간격(Tf)을 짧게 한다(단계 402). 이로써, 이용 가능한 전송대역에 전송률(Rs)을 신속하게 추종시켜, 패킷

손실의 발생을 적게 할 수 있다. 또 통지간격 제어부(206)는, 패킷손실률이 임계값(L2)(L1보다 작은 고정값)보다 낮

을 경우에는, 피드백정보의 통지간격(Tf)을 현재 통지간격보다 고정값(Tc2)만큼 길게 한다(단계 403). 이로써, 전송

률(Rs)의 빈번한 절환을 억제하며, 또 다른 플로우와의 사이의 공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 6은 도 1 및 도 2의 송수신단말(100, 200)에 의한 미디어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전송률(Rs) 및 부호화율(Rc)의 변

동예를 나타낸다. 도 6에 의하면, 전송률(Rs)이 빈번하게 갱신되는 상황 하에서도, 부호화율 및 FEC데이터 송출률 결

정부(106)의 동작에 의해 부호화율(Rc)의 갱신빈도가 억제됨을 알 수 있다. 또 패킷손실률이 낮은 경우에는, 통지간

격 제어부(206)의 동작에 의해 전송률(Rs)의 불필요한 갱신도 억제된다.

도 7은 도 1 중 패킷크기 결정부(108)의 동작을 나타낸다. 도 7에 의하면, 전송률(Rs)이 저하했을 경우에 데이터의 패

킷크기를 작게 함으로써, 패킷손실률을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다.

먼저 패킷크기 결정부(108)는, 전송률 결정부(105)에 의해 결정된 전송률(Rs)을 수신한다(단계 701). 그 후, S를 미

리 정해진 통상 시의 패킷크기로 하여, 관측기간(T)에 전송률(Rs)로 전송 가능한 패킷 수(N)를

N=Rs ×T/S

로 구하고, 당해 패킷 수(N)의 값이 미리 정해진 임계값(Nmin)보다 작은지의 여부를 판정한다(단계 702). N이 Nmin

보다 작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통상 시 패킷크기(S)를 채용한다(단계 703). N이 Nmin보다 작은 것으로 판

정된 경우에는, 채용할 패킷크기(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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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s ×T/Nmin

로 계산한다(단계 704). 그리고 단계(703 또는 704)에 의해 결정된 패킷크기를 부호화부(102)에 통지하여(단계 705)

, 처리를 종료한다.

여기서, 도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 1 및 도 2의 실시예에서는 피드백정보의 통지간격(Tf)이 변화하므로, 이에 따

라 관측기간(T)이 변동한다. 단, 관측기간의 최소값(Tfmin)을 이용하면, 최소한 Nmin 개의 패킷을 송신할 수 있다.

도 8은 도 1 중 RTT계산부(109)의 동작을 나타낸다. 도 8에 의하면, RTT에 오프셋을 가산함으로써, RTT가 작은 경

우에, 통신망(150)의 폭주상태와 관련이 없는 지연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전송률(Rs)의 변동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우선 RTT계산부(109)는 수신단말(200)로부터의 피드백정보를 수신하고(단계 801), 이 피드백정보로부터, 측정된 

왕복전파지연시간(RTTt)을 취득한다(단계 802). 이어서 RTTt가 미리 정해진 임계값(RTTmin)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정한다(단 계 803). RTTt가 RTTmin보다 작지 않을 경우에는, 전송률(Rs)의 계산에 사용할 왕복전파지연시간(RT

Tcalc)으로서 RTTt를 채용한다(단계 804). 또 RTTt가 RTTmin보다 작을 경우에는,

RTTcalc=RTTt+ofs ×(RTTmin-RTTt)/RTTmin

에 의해, 계산에 사용할 왕복전파지연시간(RTTcalc)을 구한다(단계 805). 여기서 ofs는 미리 정해진 상수이다. 그리

고 단계(804 또는 805)에 의해 결정된 RTTcalc을 전송률 결정부(105)로 통지하고(단계 806), 처리를 종료한다.

도 9는 상기 RTTt와 RTTcalc의 관계를 나타낸다. 도 9에서는 가로축이 RTTt이며, 세로축이 RTTcalc이다. 상기 알

고리즘에 의해 얻어지는 RTTt와 RTTcalc의 관계를 굵은 실선의 꺾은선으로 나타낸다. 점선은 RTTcalc=RTTt의 경

우, 즉 측정된 RTT를 그대로 계산에 이용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도 9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RTTt가 RTTmin보다 

작은 경우에 양의 가산 오프셋이 채용된다. 따라서 RTTt가 작은 경우라도 RTTcalc는 지나치게 작아지는 일이 없다.

폭주에 의한 전파지연의 증대는 수백 ㎳ 이상이며, 기기의 처리지연은 수백 ㎳ 오더이다. 따라서 상기 RTTmin나 ofs

을 수십 ㎳ 이하의 오더로 설정함으로써, 상기 오프셋 가산이 폭주발생 시의 전파지연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

어진다.

또 송신단말(100)과 수신단말(200) 사이의 전송프로토콜은, IP 이외의 독자적인 프로토콜이라도 된다. 접속형태도 1

대 1형에 한정되지 않고, 1 대 N의 방송형(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또는 N 대 M의 그믈형이라도 된다. 미디어데

이터는 단일 전송되어도, 또 병렬로 동시에 전송되어도 된다. 표준화된 부호화 방식에 한 정되지 않고, 독자적 부호화 

방식을 이용해도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부호화율의 빈번한 갱신을 억제하거나, 피드백정보의 통지간격을 조정하

거나, 패킷크기를 변경하거나, RTT에 오프셋을 가산하거나 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대역이 크게 변동하는 환경 하에

서 고품질의 미디어데이터 전송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인터넷전화에 이용되는 VoIP(Voice Over Inter

net Protocol), TV전화, 통신망을 이용한 감시·방송 등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망을 통해, 미디어데이터에 기초하는 부호화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미디어 전송방법이며,

상기 통신망의 전송상태에 따라 전송률을 갱신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전송률의 갱신빈도보다 적은 빈도로 부호화율을 갱신하는 제 2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전

송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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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전송률의 갱신간격보다 긴 종료 시간이 설정된 타이머가 종료 됐을 때에 상기 부호화율을 갱

신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전송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전송률이 소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값으로 갱신됐을 때에 상기 부호화율을 갱신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전송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어느 시간 내의 상기 전송률 최소값에 따라 상기 부호화 율을 갱신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미디어 전송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률과 상기 부호화율의 차를 에러정정을 위한 용장데이터의 송출률에 할당시켜, 상기 부호화데이터에 상기 

용장데이터를 부가시켜 전송하는 제 3 단계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전송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상기 용장데이터의 송출률에 따라 에러정정 방식을 변경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전송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상기 통신망의 패킷손실률에 따라 에러정정 방식을 변경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전송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상기 통신망의 패킷손실률이 낮을 경우에는, 모든 부호화데이터에 오류 내성을 부여하며, 상기 통

신망의 패킷손실률이 높을 경우에는, 중요도가 높은 부호화데이터에만 오류 내성을 부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전송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상기 통신망의 전송상태를 나타내는 피드백정보를 수신단말로부터 통지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전송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정보의 통지간격을 상기 통신망의 전송상태에 따라 가변으로 제어하는 단계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미디어 전송방법.

청구항 11.
통신망을 통해 미디어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미디어 전송방법이며,

상기 통신망의 전송상태를 나타내는 피드백정보를, 상기 통신망의 전송상태에 따른 가변 간격으로 수신단말로부터 

통지하는 제 1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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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지된 피드백정보에 따라 상기 미디어데이터의 전송률을 갱신하는 제 2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전송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상기 통신망의 패킷손실률이 높을 경우에는 상기 피드백정보의 통지간격을 짧게 하며, 또 상기 통

신망의 패킷손실률이 낮을 경우에는 상기 피드백정보의 통지간격을 길게 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전송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정보의 통지간격이 소정의 최소간격을 밑돌지 않도록 제한하는 단계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전송방법.

청구항 14.
미디어데이터에 기초하는 부호화데이터를 통신망으로 송신하기 위한 미디어 송신장치이며,

상기 미디어데이터로부터 상기 부호화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부호화데이터로부터 에러정정용 용장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통신망의 전송상태에 대응하여 전송률을 갱신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전송률의 갱신빈도보다 적은 빈도로 부호화율을 갱신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전송률과 상기 부호화율의 차를 상기 용장데이터의 송출률에 할당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부호화데이터에 상기 용장데이터를 부가시켜 송신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송신

장치.

청구항 15.
통신망으로부터 미디어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미디어 수신장치이며,

상기 미디어데이터의 전송률이 갱신되도록, 상기 통신망의 전송상태를 나타내는 피드백정보를 통지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통신망의 전송상태에 대응하여 상기 피드백정보의 통지간격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수신장치.

청구항 16.
통신망을 통해, 미디어데이터에 기초하는 부호화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미디어 전송방법이며,

상기 통신망의 전송상태에 대응하여 전송률을 갱신하는 단계와,

상기 갱신된 전송률과, 상기 통신망에서의 패킷손실 관측기간의 길이와, 상기 부호화데이터의 통상 시 패킷크기에 기

초하여, 상기 관측기간 내에 전송 가능한 패킷 수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된 패킷 수와, 미리 정해진 임계값을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임계값보다 상기 계산된 패킷 수 쪽이 작을 경우에는, 상기 부호화데이터의 패킷크기를 상기 통상 시의 패킷크

기보다 작게 설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전송방법.

청구항 17.
미디어데이터에 기초하는 부호화데이터를 통신망으로 송신하기 위한 미디어 송신장치이며,

상기 미디어데이터로부터 상기 부호화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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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신망의 전송상태에 대응하여 전송률을 갱신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갱신된 전송률과, 상기 통신망에서의 패킷손실 관측기간의 길이와, 상기 부호화데이터의 통상 시 패킷크기에 기

초하여, 상기 관측기간 내에 전송 가능한 패킷 수를 계산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계산된 패킷 수와, 미리 정해진 임계값을 비교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임계값보다 상기 계산된 패킷 수 쪽이 작을 경우에는, 상기 부호화데이터의 패킷크기를 상기 통상 시 패킷크기

보다 작게 설정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부호화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송신장치.

청구항 18.
통신망을 통해, 미디어데이터에 기초하는 부호화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미디어 전송방법이며,

송신단말과 수신단말 사이의 왕복 전파지연시간을 상기 송신단말이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측정된 왕복 전파지연시간과, 미리 정해진 임계값을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임계값보다 상기 측정된 왕복 전파지연시간 쪽이 작을 경우에는, 당해 측정된 왕복 전파지연시간에 오프셋값을 

가산하는 단계와,

상기 오프셋값이 가산된 왕복 전파지연시간에 기초하여 전송률을 결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

디어 전송방법.

청구항 19.
미디어데이터에 기초하는 부호화데이터를 통신망으로 송신하기 위한 미디어 송신장치이며,

상기 미디어데이터로부터 상기 부호화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통신망 상의 왕복 전파지연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측정된 왕복 전파지연시간과, 미리 정해진 임계값을 비교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임계값보다 상기 측정된 왕복 전파지연시간 쪽이 작을 경우에는, 당해 측정된 왕복 전파지연시간에 오프셋값을 

가산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오프셋값이 가산된 왕복 전파지연시간에 기초하여 전송률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결정된 전송률로 상기 부호화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송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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