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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호환성있는(ｃｏｍｐａｔｉｂｌｅ)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방법 및 그 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호환성있는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는 원격의 컨텐츠 파일의

포맷 정보를 실제 컨텐츠 파일의 다운로드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획득하여 그 포맷 정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레시브 다운

로드 환경을 설정한다. 이후 단말기는 서버로부터 그 포맷 정보에 따른 위치의 데이터를 다운로드와 동시에 재생을 수행한

다. 이때, 미디어 즉,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수신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재생 중 일정 임계치량 이하에 도달하는

미디어를 번갈아가며 다운로드하여 버퍼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레

시브 다운로드 방식은 3GPP가 정의하는 포맷 이외의 다른 모든 포맷의 컨텐츠에 대한 다운로드에 호환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버에서 3GPP 표준에 맞도록 컨텐츠에 대한 포맷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

대표도

도 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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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있는(compatible)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법에 있어서,

단말기가 서버로부터 컨텐츠 파일에 대한 포맷정보를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획득한 포맷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컨텐츠 파일의 각 미디어를 다운로드하여 소정 버퍼를 채우는 초

기 버퍼링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초기 버퍼링이 완료되면 상기 소정 버퍼에 채워진 각 미디어를 출력하여 재생을 시작하는 과정과,

상기 재생 도중에 각 미디어에 대한 버퍼링량이 임계값 이하가 될 때마다 상기 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하던 미디어에 대한 버

퍼링을 중단하고 상기 임계치 이하가 된 미디어를 버퍼링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파일에 대한 포맷 정보는

상기 서버로부터 응답 신호를 통해 미리 제공받은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파일에 대한 포맷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은,

상기 단말기가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컨텐츠 파일의 일정 레인지(Range)만큼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수신된 데이터를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기 컨텐츠 파일의 포맷 정보를 나타내는 메타 데이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과,

상기 파악한 결과 메타 데이터가 있는 경우 상기 서버로부터 해당 위치의 메타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메타 데이터가 없는 경우 상기 단말기가 상기 서버로부터 다음 일정 레인지(Range)만큼의 데이터

를 수신하여 수신된 데이터에 상기 컨텐츠 파일의 포맷 정보를 나타내는 메타 데이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메타 데이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은,

상기 단말기가 일정 레인지를 지정한 GET 패킷을 상기 서버로 전송하여 상기 컨텐츠 파일의 일부를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요청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박스명과 박스 크기를 파악하

는 과정과,

상기 파악된 결과를 근거로 상기 메타 데이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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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획득한 포맷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컨텐츠 파일의 오디오 샘플 및 비디오 샘플에 대한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환경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설정된 다운로드 환경 하에 각 샘플의 위치 및 지속(duration)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과,

상기 파악된 위치에 해당하는 각 미디어를 다운로드하여 소정 메모리에 라이팅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환경 설정은

상기 획득한 포맷 정보를 이용하여 각 미디어 간 인터리빙의 정도, 각 박스의 크기와 오프셋, 재생 시 요구되는 전송률 중

적어도 하는 이상을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버퍼링 완료는

상기 소정 버퍼에 미리 각각 정해진 크기만큼의 각 미디어가 채워질 때까지 상기 각 미디어를 상기 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함

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각 미디어는

오디오 샘플 및 비디오 샘플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버퍼링 후, 오디오 샘플을 수신하는 오디오버퍼링을 먼저 수행하면서 상기 재생에 따른 각 샘플을 출력하는 과

정과,

상기 비디오 샘플의 버퍼링량이 임계값 이하로 떨어질 때 상기 오디오버퍼링을 중단하고 상기 비디오 샘플을 수신하는 비

디오버퍼링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재생이 완료될 때까지 각 샘플에 대한 임계값 이하가 되는 샘플이 발생할 때마다 상기 임계값 이하가 된 샘플을 버퍼

링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호환성있는(compatible)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를 수행하는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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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파일에 대한 포맷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컨텐츠 파일의 각 미디어를 다운로드하여 소정 버퍼를 채우는 초기 버퍼링

을 수행하며, 상기 초기 버퍼링이 완료되면 상기 각 미디어를 출력하여 재생하고, 상기 재생 도중에 각 미디어에 대한 버퍼

링량이 임계값 이하로 될 때마다 다운로드하던 미디어에 대한 버퍼링을 중단하고 상기 임계치 이하가 된 미디어를 버퍼링

하는 단말기와,

초기 버퍼링 시 상기 단말기에 의해 지정된 레인지만큼의 각 미디어를 제공하고, 상기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는 미디어에

대한 요청이 수신되면 현재 전송중이던 미디어 대신 상기 요청에 대응하는 위치 및 크기를 가지는 미디어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서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파일에 대한 포맷 정보는

상기 서버로부터 응답 신호를 통해 미리 제공받은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컨텐츠 파일의 일정 레인지(Range)만큼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수신된 데이터에 상기 컨텐츠 파일의

포맷 정보를 나타내는 메타 데이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상기 파악한 결과 메타 데이터가 있는 경우 상기 서버로

부터 해당 위치의 메타 데이터를 획득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메타 데이터가 없는 경우 상기 서버로부터 다음 일정 레인지(Range)만큼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수신된 데이터에 상기

컨텐츠 파일의 포맷 정보를 나타내는 메타 데이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

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서버로부터 수십byte씩 데이터를 수신하고, 수신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박스명과 박스 크기를 파악하고, 파악된 박스

명을 근거로 메타 데이터를 찾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서버로부터 소정 byte의 데이터를 수신하면 수신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박스명과 박스 크기를 파악하고, 파악한 결과

메타 데이터가 없는 박스일 경우 다음 박스를 가리키는 파일포인터를 계산한 후 계산된 파일포인터에 해당하는 위치로부

터 소정 byte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메타 데이터를 찾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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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각 미디어는

오디오 샘플 및 비디오 샘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소정 버퍼에 미리 각각 정해진 크기만큼의 오디오 및 비디오 샘플이 채워질 때 상기 초기 버퍼링이 완료되었다고 인

지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각 샘플에 대한 임계값 이하인 샘플이 발생할 때마다 그 임계치 이하가 된 샘플을 요청하기 위해 상기 획득한 포맷 정

보를 근거로 레인지를 지정하여 GET 패킷을 상기 서버로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 다운로드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호환성있는

(compatible)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컨텐츠 다운로드 서비스란 웹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특정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은 후 로컬 메모

리에 저장하여 반복 재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다운로드 서비스의 방식은 HTTP 프로토콜을 주로

사용하며 TCP 전송을 통해 신뢰성있는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하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일단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고품질의 화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다운로드가 완료되지 않는 한 도중에 컨텐츠를

재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TCP를 사용한 다운로드 방식에 따른 데이터 전송 과정을 도 2a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먼저 도 2a에서는 단말기

(200)와 서버(210)가 네트워크를 통해 TCP 연결되면 일정 범위를 가지는 mp4형식의 파일을 요청하는 x.mp4 요청을 서

버(210)로 전송하여 이에 대한 응답 신호로 200 OK가 전송되면 해당 x.mp4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TCP 연결을 해제함

으로써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상기한 바와 같은 일반적인 다운로드 방식 이외에도 이어받기 다운로드 방식이 있는데, 이는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

다. 도 2b에서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도중에 내부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다운로드가 끊기게 될 경우를 도시하고 있

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도면부호 220에 의해 지시되는 바와 같이 타임아웃되었다가 다시 파일을 이어받고자 하는 요청이

서버(210)로 전송되게 된다. 이 때, 단말기(200)는 서버(210)에 현재까지 다운로드 완료된 파일의 범위를 알고 있기 때문

에 이를 서버(210)에 알려서 다운로드가 중단된 이후부터의 파일을 받게 된다.

한편,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실시간 응용으로 여겨지는 스트리밍 방식 등에는 일정

전송률에 재전송이 없는 UDP 전송을 사용한다. 이 스트리밍 방식은 컨텐츠 다운로드 방식에 비해 제어 과정이 훨씬 복잡

등록특허 10-0724899

- 5 -



하고 비신뢰적인 UDP(User Datagram Protocol) 전송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나 에러나 데이터 손

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스트리밍 데이터의 로컬 녹화 저장은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 데이터를 그대로 로컬 메모리에 저

장하기 때문에 향후 그 데이터를 재생할 경우 원본의 컨텐츠를 재생했을 때만큼의 화질을 얻기 어렵다.

상기한 바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의 다른 대안으로 3GPP가 제안하는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mpeg4를 기본 토대로 하는 *.3gp형식의 파일을 대상으로 하며 3GPP TS26.244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 프로그레시브 다

운로드 방식은 컨텐츠 다운로드 중에도 재생이 가능하므로 데이터 손실없는 화질을 보장할 수 있으며 실시간 서비스가 가

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점으로 현재 유럽을 비롯한 GPRS와 UMTS망 일부 사업자들이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식에 대한 도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프로그레시브 방식은 하기 후술하는 바와 같은 제약 사항이 따른다.

먼저, 스트리밍 방식이 일정 전송률에 재전송이 없는 UDP 전송을 사용하는데 반해,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식은 실시간

재생과 무관한 로컬 다운로드 저장을 목표로 하여 신뢰적 전송 프로토콜인 TCP를 사용한다. 따라서 TCP 전송이 제공하는

흐름제어(Flow Control)와 재전송(Re-transmission)으로 인해 도중에 잠시 다운로드가 중단되는 등 실시간 응용에 있어

실시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식은 데이터 저장의 관점에서 볼 경우 컨텐츠 생성 시 제약 사항이 따른다. 3GPP TS

26.244 V6.0.0는 프로그레시브 다운로 서비스를 위한 3gp 파일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는 파일의 프로파일

(profile)을 '3gr6'로 규정하고 있으며, 3gp 파일 생성에 있어 파일 내에 'moov' 박스는 반드시 'ftyp'박스 바로 다음에 위치

해야 하며 두 박스(또는 atom)는 항상 파일의 맨 앞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미디어 트랙은 1초 또는 그 이하의 시간

간격으로 적절하게 인터리빙되어 생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mpeg4 컨텐츠 파일의 경우에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포맷을 가진다. 도 1a 내지 도 1c는 일

반적인 mpeg4 컨텐츠 파일의 다양한 포맷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우선 도 1a에서 파일명이 sharp.3gp인 3gp 파일형식의 컨텐츠 파일의 경우에는 sharp.3gp의 파일명(100) 다음에 파일타

입을 나타내는 'ftpy'박스가 위치하며 그 다음에는 'mdat'박스(105)가 위치하며 이어 'moov'박스(110)가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이 파일은 3gp 파일 형식을 가지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미디어 중 비디오 데이터는 22프레임으로 되어 있으

며 H.263 포맷을 가지고, 오디오 데이터는 21프레임으로 되어 있으며 AMR 포맷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도 1b에서는 도면부호 115에 의해 지시되는 바와 같은 aking.mp4파일명 다음에 'ftpy'박스, 'udta'박스(120),

다수의 'mdat'박스(125), 'moov'박스(130) 순으로 각 박스들이 위치한다. 그리고 도 1b에 도시된 파일은 비디오 데이터가

mpeg4 포맷을 가지며 오디오 데이터가 AMR 포맷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1c에서는 도면부호 135에 의해 지시되는 바와 같은 vfuk.3gp파일명 다음에는 'ftpy'박스가 위치하며 이어 'moov'

박스(140), 'mdat'박스(145) 순으로 위치한다. 그리고 도 1c에 도시된 바와 같은 파일은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

가 모두 mpeg4 포맷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도 1a 내지 도 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mpeg4 컨텐츠 파일의 경우에는 3GPP에

서 제안하고 있는 규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3GPP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제조된 기존의 모든 컨텐츠 파일에 대해서

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현재 3GPP는 무선망 내부에 기존 컨텐츠와도 호환될 수 있는 대안의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식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G망 내에서만 규정된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식이 향후 유무선망 통합,

오픈(open) 아키텍쳐를 표방하는 4G를 향해 진화함에 따라 기존 컨텐츠와 양립할 수 있는 대안 기술의 필요성은 더욱 커

지고 있다. 한 예로, 현재 유럽의 GPRS와 UMTS 망의 대표적인 일부 사업자(Vodafone, etc,.)들은 단말기 사용자에게 url

입력을 통해 UMTS망의 외부 인터넷상의 웹서버에 접속하여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인터넷망

의 거의 모든 서버의 컨텐츠는 3GPP 표준의 고려없이 제작된 것이므로 이들 모든 컨텐츠를 다시 표준에 맞도록 재생성한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식이 컨텐츠 다운로드 중에도 재생이 가능하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3GPP 표준의 고려없이 제작된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등록특허 10-0724899

- 6 -



따라서 본 발명은 기존의 컨텐츠와 호환될 수 있도록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호환성있는(compatible) 프로그레시브 다운로

드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호환성있는(compatible)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법에 있어서, 단말기가 서버로부

터 다운로드할 컨텐츠 파일에 대한 포맷정보를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획득한 포맷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컨텐츠 파일의 오디오 샘플 및 비디오 샘플을 다운로드하여 소정 버퍼를 채우는 초기 버퍼링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초

기 버퍼링이 완료되면 상기 소정 버퍼에 채워진 오디오 샘플 및 비디오 샘플을 출력하여 재생을 시작하는 과정과, 상기 재

생 도중에 각 샘플에 대한 임계값 이하인 샘플이 발생할 때마다 상기 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하던 샘플에 대한 버퍼링을 중단

하고 상기 임계치 이하가 된 샘플을 버퍼링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호환성있는(compatible)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를 수행하는 시스템은, 다운로드할 컨텐츠 파일에

대한 포맷정보를 획득하고, 획득한 포맷정보를 근거로 상기 컨텐츠 파일의 오디오 샘플 및 비디오 샘플을 다운로드하여 소

정 버퍼를 채우는 초기 버퍼링을 수행하며, 상기 초기 버퍼링이 완료되면 상기 소정 버퍼에 채워진 오디오 샘플 및 비디오

샘플을 출력하여 재생을 시작하면서 상기 재생 도중에 각 샘플에 대한 임계값 이하인 샘플이 발생할 때마다 다운로드하던

샘플에 대한 버퍼링을 중단하고 상기 임계치 이하가 된 샘플을 버퍼링하는 단말기와, 초기 버퍼링 시 상기 단말기에 의해

지정된 레인지만큼의 오디오 샘플 및 비디오 샘플을 제공하고, 상기 각 샘플에 대한 임계값 이하인 샘플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샘플 요청이 수신되면 그 요청에 대응하는 위치 및 크기의 샘플을 상기 단말기로 다운로드하는 서버를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 요소들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

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은 호환성있는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는 원격의 컨텐츠 파일의

포맷 정보를 실제 컨텐츠 파일의 다운로드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획득하여 그 포맷 정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레시브 다운

로드 환경을 설정한다. 이후 단말기는 서버로부터 그 포맷 정보에 따른 위치의 데이터를 다운로드와 동시에 재생을 수행한

다. 이때, 각 미디어 즉,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수신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재생 중 일정 임계치량 이하에 도달하

는 미디어를 번갈아가며 다운로드하여 버퍼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

레시브 다운로드 방식은 3GPP가 정의하는 포맷 이외의 다른 모든 포맷의 컨텐츠에 대한 다운로드에 호환 적용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서버에서 3GPP 표준에 맞도록 컨텐츠에 대한 포맷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호환성있는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식도 기존의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식의 새로운 기술적 대

안이기 때문에 컨텐츠 다운로드 중에도 재생이 가능하고 데이터 손실없는 화질을 보장할 수 있으며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

함은 물론이다.

이하,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를 수행하는 시스템의 구현 예를 도시한 도면인 도 3을 참조

한다. 즉, 도 3에서는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를 수행하는 시스템의 구현 일 예를 도시한 것일 뿐,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은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은 크게 단말기(300), 네트워크(310), 서버(320) 및 스토리지(storage)

(33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버(320)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버로써, 네트워크(310)

를 통해 단말기(300)로부터의 요청에 대응하여 스토리지(330)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운로드한다. 구체적으로 단말기(300)

의 HTTP 클라이언트(370)가 사용자로부터 해당 파일의 url을 입력받아 S300단계에서 네트워크(310)를 통해 서버(320)

와 TCP 연결된 후 S305단계에서 3gp 파일형식을 가지는 컨텐츠 파일 x.3gp를 요청한다.

한편, 서버(320)에서는 상기 요청에 대응하여 S310단계에서 네트워크(310)를 통해 응답신호인 200 OK를 단말기(300)의

HTTP 클라이언트(370)로 전송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말기(300)에서는 컨텐츠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준비를 하게 되

고, 서버(320)에서는 컨텐츠 파일이 저장된 스토리지(330)로부터 해당 컨텐츠 파일을 추출하여 S315단계에서와 같이

HTTP 클라이언트(300)에 전송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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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컨텐츠 파일에 대한 포맷 정보가 들어있는 메타 데이터를 탐색하기 위해 단말기(300)의

HTTP 클라이언트(370)는 원격 컨텐츠 파일의 일정 레인지(range)를 가지는 데이터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나

서 일정 레인지 내에 포함된 헤더 정보를 분석하여 파일포인터를 계산하면서 메타 데이터를 찾아낼 때까지 상기한 바와 같

이 일정 레인지를 지정하여 일부의 컨텐츠 파일을 전송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메타 데이터를 획득하게

되면 HTTP 클라이언트(370)는 서버(320)의 컨텐츠 파일의 저장 포맷을 인식할 수 있어 원격 파일 랜덤 억세스(Random

Access)를 통해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단말기(300)에서의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동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TTP 클라이언트(370)에서는 미리 획득

한 메타 데이터를 근거로 서버(320)의 어느 위치에 저장된 컨텐츠 파일을 가져올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HTTP 클라이언트(370)는 해당 위치의 컨텐츠 파일 데이터를 일정 레인지를 지정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러면 다운로

드되는 데이터는 로컬 메모리(local memory)(340)에 랜덤 라이팅(writing)을 통해 원래 파일로 복구된다. 이때, HTTP 클

라이언트(370)는 메타 데이터를 근거로 로컬 메모리(340) 상에 어느 오프셋(offset)에 위치시킬 것인지도 결정하여 라이

팅하는 것이다. 여기서, 로컬 메모리(340)는 컨텐츠 재생 시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램(RAM : Random Access

Memory), 플래시(Flash) 또는 디스크(Disk)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나서 라이팅된 파일을 바탕으로 A/V 버퍼(350)를 채운 후 재생이 시도되면 단말기(300)는 미디어 플레이어(360)

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출력하기 시작한다. 즉, 컨텐츠 파일의 데이터는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로 파싱(parsing)

되어 A/V 버퍼(350)에 채워진 후 각각 표시부 및 스피커로 출력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호환성있는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를 위한 단말기(300)에서의 동작은 크게

컨텐츠 구분 단계, 다운로드를 위한 환경 설정 단계 및 다운로드 & 재생 단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진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 구분 단계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도 4를 참조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메타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에서는 컨텐츠의 포맷정보를 실제 다운로드하기 전에 미리 획득하는 과정을 도시하고 있으며, 우선 단말기(300)는

400단계에서 TCP를 이용하여 서버(320)와 연결된다. 서버(320)와 TCP를 사용하여 연결되면 단말기(300)는 405단계에

서 mp4 파일형식의 컨텐츠 파일을 요청한다. 상세하게는 헤더 정보를 얻기 위해 컨텐츠 파일의 일정 레인지(Range)를 지

정한 정보가 포함된 GET 패킷을 전송하여 컨텐츠 파일을 요청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말기(300)가 서버(320)의 어느 위치

에 해당 데이터가 위치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컨텐츠 파일에 포함되는 메타 데이터는 그 파일의 앞이나 뒤에 위치할 수 있고, 실제 오디오 및 비디오 트랙의

샘플이 저장되는 위치도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HTTP 프로토콜을 확장하여 컨텐츠

파일의 포맷 정보를 미리 획득한 후 메타 데이터를 먼저 다운로드함으로써 그 메타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하여 호환성있는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가 가능토록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mpeg4를 구성하는 박스 헤더 정보는 수십byte 이내에 들어있는데,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단말기

(300)가 박스 헤더 정보를 얻기 위해 10byte씩 원격 컨텐츠 파일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이를

위해 단말기(300)는 레인지(Range)를 0 - 10.000로 정하여 원격 컨텐츠 파일의 데이터 요청을 서버(320)로 전송하게 된

다. 이에 대응하여 단말기(300)는 서버(320)로부터 410단계에서 응답신호인 200 OK 신호에 이어 10byte의 원격 컨텐츠

파일의 일부를 전송받기 시작한다. 10byte의 컨텐츠 파일을 다 받은 후 단말기(300)는 수신한 일부 파일에 들어있는 헤더

정보를 분석한다. 이 헤더 정보는 박스에 대한 크기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단말기(300)는 헤더 정보 분석을 통해 파일

타입을 나타내는 박스에 대한 크기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단말기(300)가 10byte의 크기만큼의 데이터를 서버(320)에서 읽어와서 분석을 수행하는데, 그 분석 결과를 통

해 박스명과 박스크기를 알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분석 결과 박스명이 'ftyp'박스일 경우에는 단말기(300)는 'ftyp'박스

는 파일타입을 나타내는 박스이므로 메타 데이터가 들어있는 'moov'박스를 찾기 위해 파일포인터를 계산한다. 단말기

(300)는 분석 결과를 통해 파일타입을 나타내는 'ftyp'박스의 크기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ftyp' 박스의 다음으로 위

치하는 박스에 대한 파일포인터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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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ftyp'박스에 대한 헤더정보를 분석한 결과 'ftyp'박스가 0~2000 오프셋까지임을 파악한 경우 단말기(300)는 415단

계로 진행하여 'ftyp'박스 다음에 오는 박스에 대한 헤더정보를 얻기 위해 레인지(Range)를 2000.000 - 2000.0010으로

지정하여 10byte만큼의 컨텐츠 파일의 일부를 요청한다. 이에 대응하여 420단계에서 서버(320)로부터 응답신호인 200

OK를 수신하고 난 후 컨텐츠 파일의 일부인 10byte만큼의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다.

이를 통해 단말기(300)는 오프셋 3000까지 해당하는 박스에는 메타 데이터가 없음을 인지하게 되면 다시 425 내지 430단

계를 거쳐 다음 10byte만큼의 데이터를 읽어온 후 서버(320)로부터 응답신호에 이어 수신한 데이터 즉, 헤더정보를 분석

하여 다음 파일포인터를 계산하여 그 파일포인터에 해당하는 위치에 메타 데이터가 들어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같이 단말기(300)는 원격 컨텐츠 파일에서 메타 데이터의 위치를 찾기 위해 컨텐츠 파일의 일부를 프로빙(probing)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430단계에서 10byte의 데이터 즉, 헤더정보를 확인한 결과 박스명이 'mooov'박스일 경우 메타 데이터가 들어있는

박스라고 인지하여 단말기(300)는 435단계로 진행하여 메타 데이터를 얻기 위한 요청 즉, GET 패킷을 서버(320)로 전송

한다. 그리고나서 단말기(300)는 440단계에서 서버(320)로부터 응답신호를 수신하면서 메타 데이터를 획득하게 된다. 이

때, 단말기(300)는 이미 헤더정보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박스명 뿐만 아니라 박스크기로 알고 있으므로 얼마만큼의 컨텐츠

파일을 읽어와야 메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원격 컨텐츠 파일로부터 읽어올 만큼의 레인

지를 지정한 GET 패킷을 서버(320)에 전송함으로써 메타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말기(300)는 소정 바이

트씩 원격 컨텐츠 파일의 일부인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분석한 후 메타 데이터를 찾을 때까지 파일포인터를 계산

하고, 메타 데이터의 위치를 찾으면 계산된 파일포인터에 있는 메타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Getting Meta Data)을 수행

하는 것이다. 그리고나서 단말기(300)에서는 메타 데이터를 파싱하는 과정(Meta Data Parsing)을 수행한 후 데이터베이

스(DB) 즉, 로컬 메모리(340)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메타 데이터를 획득하여 파싱하게 되면, 단말기(300)

는 서버(320)에 컨텐츠 파일을 구성하는 비디오 샘플과 오디오 샘플이 어느 위치 즉, 어느 오프셋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은 과정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면 하기 표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표 1]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프로빙하는 과정은 단말기(300)가 짧은 레인지의 GET 패킷을 반복적으로 보

내고 서버(320)의 컨텐츠 파일에 대한 정보 예컨대, 박스(box)명, 크기 정보 등을 읽음으로써 메타 데이터의 위치까지 파

일포인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만일 서버(320)가 HTTP를 확장하여 해당 파일포인터정보 즉, 어느 위

치에 어느 데이터가 위치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할 수 있다면 전술한 바와 같은 프로빙하는 과정이 생략될 수 있

음은 물론이다. 이때, 서버(320)는 응답신호인 200 OK 신호의 헤더 등을 이용하여 파일포인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메타 데이터에 대한 파일포인터를 획득하면 어느 오프셋에 메타 데이터가 위치하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단말기

(300)는 획득한 파일포인터와 오프셋값을 이용하여 메타 데이터 다운로드와 로컬 메모리 저장을 시작한다.

등록특허 10-0724899

- 9 -



이와 같이 메타 데이터를 획득하면, 단말기(300)는 메타 데이터를 이용해 해당 컨텐츠 파일에 적합한 프로그레시브 다운

로드 환경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메타 데이터를 해석하여 비디오 및 오디오 샘플 간의 인터리빙의 정도, 각

비디오 및 오디오에 대한 프레임의 크기와 오프셋, 각 샘플 재생에 요구되는 전송률 등의 정보를 설정하여, 버퍼링제어 변

수를 초기화하고 레인지헤드(Range head)의 범위, TCP 연결의 개수, 전송률 등 호환성있는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환경

의 최적화를 위한 환경변수를 설정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TCP 연결의 개수는 미디어 종류(오디오 및 비디오)만큼의

개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호환성있는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준비 설정 단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단말기(300)는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샘플의 위치 및 지속(duration) 정보를 계산할 수 있다. 오디오 비디오 샘플은

한 개의 'mdat' 박스 내에 인터리빙되어 저장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mdat' 박스에 각각 분리 저장되어 인터리빙되지 않

은 경우도 있다. 만일 오디오와 비디오 샘플이 1초의 시간간격 이하로 인터리빙되어 있다면, 컨텐츠 파일의 처음부터 다운

로드하는 통상의 다운로드 방식으로도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본 발명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

다. 그러나 인터리빙 간격이 한 개의 'mdat' 박스 내에 1초 이상의 시간 간격으로 위치하거나 복수 개의 'mat' 박스가 존재

하여 인터리빙 간격이 전체 재생시간과 동일할 경우에는 A/V 버퍼(350)의 동기화가 실패하여 재생이 연속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버퍼링 제어는 각 샘플이 출력되는 표시부 및 스피커에 버퍼링 임계값

(threshold) 즉, 오디오 샘플의 임계값인 x와 비디오 샘플의 임계값인 y를 바운드로 설정한다. 임계값은 오디오 샘플과 비

디오 샘플 간 버퍼링을 순차적으로 전환할 시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각 샘플의 임계값인 x, y의 기본값은 미디어 플레이어

의 초기 버퍼링의 절반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과정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면 하기 표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표 2]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컨텐츠 파일을 다운로드 및 재생하는 단계를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랜덤 레인지 억세스를 통한 다운로드 및 재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먼저, 도 5를 설명하기에 앞서 단말기(300)는 프로빙 과정을 통해 획득한 메타 데이터를 근거로 어느 위치의 어느 샘플을

가져올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면 단말기(300)는 서버(320)로부터 오디오 샘플 또는 비디오 샘플을 가져오는 버퍼링을

수행하여 로컬 메모리(340)에 다운로드하면서 A/V 버퍼(350)를 채운 후 재생을 시도한다.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컨텐츠

파일 다운로드를 위한 랜덤 레인지 억세스 및 실시간 버퍼링 제어 방식은 다운로드와 재생을 동시에 수행할 때마다 A/V

버퍼(350)에서 오디오 샘플 또는 비디오 샘플을 선택적으로 채우는 버퍼링을 동기화할 수 있도록 서버(320)에 랜덤 접근

및 버퍼링 제어를 반복함으로써 다운로드 중에도 끊김없는 연속 재생을 보장한다.

끊김없는 연속 재생을 위해 A/V 버퍼(350)에서 미디어 플레이어(360)으로 출력되어 소모되는 데이터만큼 단말기(300)는

서버(320)로부터 해당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는데, 도 5에서는 컨텐츠 파일에 대해 랜덤 레인지 억세스 방식을 통해 오디오

와 비디오 샘플이 번갈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수신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먼저 단말기(300)는 재생을 시작하기 전 초기 A/V 버퍼(350)를 어느 정도 채워야하는데, 이를 위해 초기 버퍼링을 수행한

다. 여기서, 단말기(300)는 메타 데이터를 근거로 서버(320)의 어느 오프셋에서 얼마만큼의 오디오 샘플 또는 비디오 샘플

을 가져와야할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버(320)로부터 오디오 샘플 또는 비디오 샘플을 조금씩 가져오면서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단말기(300)는 초기 버퍼링 후 A/V버퍼(350)에 오디오 샘플이 채워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오디

오버퍼링의 버퍼링량이 임계값 x이하로 떨어지면 오디오 샘플들의 위치를 레인지(Randge)에 설정하여 GET 패킷에 실어

등록특허 10-0724899

- 10 -



서버(320)로 보낸다. 이에 따라 단말기(300)는 설정된 레인지만큼의 오디오 샘플을 수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오디오버

퍼링은 비디오버퍼링의 버퍼링량이 임계값y이하로 떨어질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비디오버퍼링의 버퍼링량이

임계값y이하로 떨어지면 오디오버퍼링은 중단되고 비디오버퍼링으로 전환되어 비디오 샘플을 채우는 동작을 나타내는 비

디오버퍼링이 시작되게 된다.

도 5를 참조하여 A/V 샘플 획득 및 재생 과정을 설명하면, 초기 버퍼링한 후 A/V 버퍼(350)에 채워진 오디오 샘플 및 비

디오 샘플을 미디어 플레이어(360)의 표시부 및 스피커로 각각 출력하게 되면 그만큼의 오디오 샘플 및 비디오 샘플이 소

모되게 된다. 이에 따라 단말기(300)는 재생 가능한 비디오 샘플이 임계치 이하로 남게 되면 A/V 버퍼(350)에 채워넣어야

함을 인지하여 500단계에서 서버(320)로부터 가져올 비디오 샘플들의 위치를 레인지에 설정하여 A/V 버퍼(350)를 채울

비디오 샘플을 요청한다. 이에 대해 서버(320)로부터 505단계에서 응답신호인 200 OK를 수신하면서 이어 그 요청에 대

응하는 비디오 샘플을 다운로드받는다. 그리고나서 단말기(300)는 다운로드한 비디오 샘플을 일단 로컬 메모리에 라이트

한 후 파싱하여 A/V 버퍼(350)로 보내고 미디오 플레이어(360)을 통해 출력함으로써 끊김없는 재생을 수행한다. 이때, 비

디오 샘플을 출력하다가 재생 가능한 오디오 샘플도 임계치 이하가 되면 단말기(300)는 515단계에서 일정 레인지를 가지

는 오디오 샘플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서버(320)로부터 응답 신호가 수신되면 그 응답 신호에 이어 해당 오디오 샘플을 다

운로드받게 된다.

이와 같이 비디오 샘플 및 오디오 샘플을 다운로드받는 과정은 다운로드와 재생이 완료될 때까지 520단계 내지 535단계

에서와 같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비디오버퍼링과 오디오버퍼링 간의 전환 시마다 1회의 GET 패킷이 서버(320)로 전달

되게 된다. 그리고 단말기(300)는 그 다운로드와 재생을 완료하게 되면 540단계에서와 같이 서버(320)와의 TCP 연결을

해제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은 과정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면 하기 표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표 3]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호환성있는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를 수행하는 단말기에서의 제어 과정을 도 6을 참조하

여 설명한다.

도 6을 참조하면, 우선 단말기(300)는 700단계에서 네트워크(310)를 통해 서버(320)와 TCP 연결(connect)을 수행한다.

그리고나서 단말기(300)는 705단계에서 컨텐츠 파일의 포맷 정보를 얻기 위해 메타 데이터를 탐색한다. 이에 따라 단말기

(300)는 컨텐츠 파일의 각 박스에 대한 헤더정보를 얻기 위해 소정 레인지의 GET 패킷을 서버(320)로 반복적으로 보낸

다. 그리고나서 단말기(300)는 이에 대응하여 수신되는 데이터 즉, 헤더정보를 분석하여 현재의 박스명과 박스 크기 정보

를 획득한다. 만일 현재의 박스명을 분석한 결과 메타 데이터가 들어있는 박스가 아닐 경우에는 다음 박스에 해당하는 위

치를 가리키도록 파일포인터를 계산한다. 그러면 단말기(300)는 파일포인터가 가르키는 위치에서부터 소정 레인지의 데

이터를 다시 읽어옴으로써 메타 데이터가 들어있는 박스인지의 여부를 분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각 박스가 시작하는 위치

에서부터 수십바이트씩의 데이터를 읽어옴으로써 단말기(300)는 메타 데이터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게 되고, 메타 데이터

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만일 이와 다르게 서버(320)가 응답신호의 헤더 등을 이용하여 미리 컨텐츠 파일의 포맷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상기한 바와 같은 메타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본 발명이 적용되는 단말기(300)는 메타 데이터를 프로빙하는 과정을 통해 컨텐츠 파일의 포맷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서버(320)로부터 직접 메타 데이터를 제공받아 컨텐츠 파일의 포맷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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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300)는 710단계에서 메타 데이터 획득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 메타 데이터를 획득한 경우 715단계로 진행하

여 획득한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컨텐츠 파일의 포맷 정보를 알아내어 미디어 각각의 위치를 파악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미디어는 오디오 샘플 또는 비디오 샘플을 의미한다. 그리고나서 단말기(300)는 720단계로 진행하여 서버(320)

로부터 해당 위치의 미디어 즉,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샘플을 다운로드하여 라이팅(writing) 및 재생을 수행한다. 이때, 오

디오 샘플과 비디오 샘플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은 서로 번갈아가면서 수행된다.

한편, 다운로드 과정을 통해서는 각 미디어가(오디오 샘플 또는 비디오 샘플)이 A/V 버퍼(350)에 채워짐과 동시에 그 A/V

버퍼(350)에 있는 각 샘플들이 미디어 플레이어(360)를 통해 출력되어 소모되게 된다. 이에 따라 단말기(300)는 725단계

에서 A/V 버퍼(350)에 재생 가능한 각 샘플이 임계치 이하가 되는지를 판단한다. 즉, 단말기(300)는 재생 도중에 각 미디

어에 대한 데이터버퍼링량이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재생이 수행

되어 오디오 샘플 및 비디오 샘플 둘다 소모되더라도 오디오 샘플 또는 비디오 샘플 중 어느 하나만 다운로드하는 상태이

므로, 재생만이 수행되어 소모되는 샘플이 임계치 이하가 될 것이다. 여기서, 임계치는 오디오 샘플 및 비디오 샘플마다 각

각 다르게 설정됨은 물론이다.

만일 단말기(300)는 725단계에서 임계치 이하가 되는 샘플이 있지 않는 한 715단계로 되돌아가 다운로드받을 미디어의

위치를 파악하여 계속해서 다운로드받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와 다르게 725단계에서 임계치 이하가 되는 샘플이 있는 경

우 단말기(300)는 730단계로 진행하여 임계치 이하가 되는 미디어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오디오 샘플을 다운로드받는

오디오버퍼링을 수행하다가 A/V 버퍼(350)에 남아있는 비디오 샘플이 즉, 버퍼링량이 비디오 샘플의 임계값인 y이하로

떨어질 경우 단말기(300)는 비디오 샘플을 다운로드받는 비디오버퍼링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오디오 샘

플에 대한 버퍼링량이 오디오 샘플의 임계값인 x이하로 떨어질 경우 단말기(300)는 비디오 샘플의 버퍼링을 중단하고 임

계치 이하가 된 오디오 샘플을 버퍼링한다. 이에 따라 735단계에서 서버(320)와의 TCP 연결이 해제되지 않는 한 오디오

버퍼링 또는 비디오버퍼링을 반복적으로 랜덤하게 수행한다. 이와 같이 단말기(300)는 재생 도중에 각 미디어에 대한 데

이터 버퍼링량이 임계값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서버(320)로부터 다운로드하던 미디어에 대한 버퍼링을 중단하는 대신 임

계값 이하가 된 미디어를 버퍼링한다.

그러면 전술한 오디오버퍼링 및 비디오버퍼링을 위한 버퍼링 제어 과정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도 7을 참조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버퍼링 제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도 7에서는 오디오 10k byte/s 및 비디오 20k byte/s를 포함하는 총 30k bytes/s의 3M byte 파일(메타 데이터 제외)을

30k bytes/s로 다운로드한다고 가정한다. 먼저 단말기(300)는 초기에 A/V 버퍼(350)에 어느 정도 각 샘플이 채워졌을 경

우에 재생을 시작하는데, 이를 위해 단말기(300)는 초기버퍼링값으로 6초간 버퍼링을 수행한다. 이러한 버퍼링 수행을 통

해 단말기(300)는 초기에 오디오 60bytes와 비디오 120k bytes가 될 때까지 버퍼링하게 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기(300)는 서버(320)로부터 오디오 샘플을 가져오는 오디오버퍼링을 먼저 시작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부터 즉, 60k bytes만큼의 오디오 샘플이 A/V 버퍼(350)에 채워진 후부터 비디오 샘플을 가져오는 비디오

버퍼링을 시작한다. 그 일정 시간은 도 7에서는 2초에 해당한다. 비디오버퍼링을 시작하여 120k bytes만큼의 비디오 샘플

이 A/V 버퍼(3500에 채워질 경우 재생 가능한 만큼의 각 샘플들이 채워진 상태이므로 단말기(300)는 초기 버퍼링이 완료

되었다고 인지한다. 즉, 비디오버퍼링을 수행하여 4초만에 버퍼링을 완료하게 되면 초기 버퍼링이 완료되어 6초 시점에

재생이 시작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말기(300)는 6초 시점에 재생을 시작하면서 오디오버퍼링을 먼저 수행한다. 이때, 재생 중 오디오 샘플은 30k

byte/s로 수신하나 미디어 플레이어(360)에 의해 10k byte/s로 소비되므로 결과적으로 20k byte/s씩 증가하게 되고, 이

에 반해 오디오버퍼링이 수행되는 동안에는 비디오 샘플을 가져올 수 없으므로 미디어 플레이어(360)에 의해 20k byte/s

씩 소모되게 된다. 이와 같이 A/V 버퍼(350)에 채워진 비디오 샘플이 소모되면서 남아있는 비디오 샘플이 비디오 샘플의

임계값인 y이하에 이르게 되는 시점에는 오디오버퍼링이 중단되고 대신 비디오버퍼링이 수행되어 비디오 샘플이 10k

byte/s씩 증가하게 된다. 도 7에서는 남아있는 비디오 샘플이 비디오 샘플의 임계값인 y이하에 이르게 되는 시점이 9초임

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A/V 버퍼(350)에 남아있는 즉, 재생 가능한 오디오 샘플이 오디오 샘플의 임계값인 x이하에 이르게 되면 예컨

대, 도 7에서는 18초 지점에서 단말기(300)는 비디오 샘플을 수신하는 비디오버퍼링을 중단하고 오디오 샘플을 수신하는

오디오버퍼링으로 전환하여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상기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호환성있는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를 수행함에 있어 단말기 내의 HTTP 클라이언트 또

는 서버의 프로토콜을 일정수준 확장하여 컨텐츠 파일의 포맷 정보를 미리 획득함으로써 단말기에서는 다운로드받을 컨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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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파일을 파악하여 재생 중에도 끊김없이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미리 획득한 컨텐츠 파일의 포맷 정보를 근

거로 인터리빙 정보를 결정할 수 있어 랜덤 레인지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버퍼링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

하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3GPP의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식을 3GPP가 정의하는 포맷 이외에 다른 모든 mpeg4 컨

텐츠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버에서 별도의 컨텐츠 포맷을 수정하지 않고도 단말기에서의 수정만으로도

기술적용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3GPP의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식의 호환성 제공 분야에 표준이 될

수 있으며, 최근 3G망 내에서만 규정된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식이 향후 유무선망 통합, 오픈(open) 아키텍쳐를 표방

하는 4G를 향해 진화함에 따라 기존 컨텐츠와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c는 일반적인 mpeg4 컨텐츠 파일의 다양한 포맷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2a는 종래의 TCP를 사용한 다운로드 방식에 따른 데이터 전송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2b는 종래의 이어받기 다운로드 방식에 따른 데이터 전송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를 수행하는 시스템의 구현 예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메타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랜덤 레인지 억세스를 통한 다운로드 및 재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호환성있는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를 수행하는 단말기에서의 제어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버퍼링 제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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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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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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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c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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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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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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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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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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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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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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