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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워크에서 ＱｏＳ 프로파일 파라미터를 통지 및부여하는 방법, 시스템 및 통신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송신을 위한 방법 및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멀티미디어 스트림은 통신 시스템에서

송신 통신 장치로부터 적어도 부분적으로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신 통신 장치로 송신된다.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관한 정보는 네트워크 자원의 예약을 위한 적어도 하나의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 파라미터를 포함하여 수신 통신 장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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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된다. 파라미터는 송신에 필요한 최대 비트 레이트 또는 송신에 이용될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이다. 언급된

양 파라미터들은 세션 기술 프로토콜의 속성으로서 송신되는 것도 가능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수신 통신 장치는, 무

선 통신 네트워크가 송신을 위해 부여한 QoS 프로파일 파라미터들에 관하여 송신 통신 장치에 통지한다.

대표도

도 4a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송신 통신 장치로부터 수신 통신 장치로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멀티미디어 스트림이 송신되는 통신 시스템에서 이

루어지는 통신방법에 있어서,

수신 통신 장치에 대한 예약된 통신 자원들에 관한 정보가 다음의 정보:

-부여된 최대 비트 레이트,

-부여된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및

-부여된 전송 지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송신 통신 장치로 송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통신 장치는 네트워크 자원의 예약을 위해 다음의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 파라미터:

-최대 비트 레이트, 및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중 적어도 하나를 통지받는 통신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관한 정보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송신되고,

상기 세션 기술 프로토콜의 속성 필드는 상기 수신 통신 장치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통지하는데 이용되는 통신

방법.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무선 통신 장치로의 송신을 위해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선택하는 단계,

송신 통신 장치에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선택을 통지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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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된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최대 비트 레이트를 검사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최대 비트 레이트를 상기 수신 무선 통신 장치에 통지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수신하기 위해 상기 수신 통신 장치에 대한 통신 자원들을 예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

신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통신 장치에 대한 통신 자원을 예약하는 단계에서, 상기 자원의 예약은 상기 최대 비트 레이트를 이용하여 수행

되는 통신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멀티미디어 스트림은 스트리밍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인 통신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통신 장치는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송신 접속을 이루고 있는 서버이고,

상기 스트리밍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서버에 저장되며,

상기 스트리밍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서버에서 상기 인터넷으로, 그리고 스트리밍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예약된 자원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무선 통신 장치로 송신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로 송신되는 통신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리밍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은 정의된 최대 사이즈를 가지는 서비스 데이터 유닛으로서 상기 서버로부터 송신

되고,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의 최대 사이즈는 상기 수신 무선 통신 장치로 통지되고,

상기 수신 무선 통신 장치는 상기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에 따라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에 대한 저장 용량을 예

약하는 통신방법.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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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선택을 위한 요청은 RTSP의 DESCRIBE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 통신 장치(MT1)로부터

통지되고,

상기 선택된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최대 비트 레이트는 상기 RTSP의 응답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 통신 장치로 통지

되고,

상기 수신 통신 장치에 대한 예약된 통신 자원에 관한 정보는 실시간 송신 프로토콜의 SETUP 메시지 또는 PLAY 메시지

를 이용하여 상기 송신 통신 장치로 송신되는 통신방법.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비트 레이트 파라미터는 상기 최대 비트 레이트에 대한 kbit단위의 값을 포함하는 통신방법.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파라미터는 상기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에 대한 정수값을 포함하는 통신방

법.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임의의 송신 패킷에 대한 제안된 최대 전송 지연도 통지되는 통신방법.

청구항 13.

제1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일한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다수의 대체물이 존재하고, 각각은 상이한 평균 비트 레이트들 및 상이한 최대 비트 레

이트들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타겟으로 정해지고, 상기 평균 비트 레이트보다 큰 최대 비트 레이트가 초기 버퍼링 시간의

지속을 감소시키는데 이용되는 통신방법.

청구항 14.

적어도 하나의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제1 통신 장치와 제2 통신 장치 사이에서 대화식 멀티미

디어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통신방법으로서, 상기 대화식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의 멀티미디어 스트림은 상기 제1

통신 장치와 제2 통신 장치 사이에서 송신되며, 자원은 상기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을 위해 상기 무선 통신 네트워크로부

터 예약되며, 선택된 자원에 관한 정보는 적어도 상기 제1 통신 장치로부터 상기 제2 통신 장치로 송신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 장치에 대한 예약된 통신 자원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정보:

-부여된 최대 비트 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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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된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및

-부여된 전송 지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상기 제1 통신 장치로 송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제2 통신 장치는 네트워크 자원의 예약을 위해 다음의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 파라미터:

-최대 비트 레이트, 및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중 적어도 하나를 통지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법.

청구항 16.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관한 정보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송신되고,

상기 세션 기술 프로토콜의 속성 필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상기 수신 통신 장치에 통지하는데 이용되는 통신

방법.

청구항 17.

송신 통신 장치, 수신 통신 장치 및 상기 송신 통신 장치로부터 상기 수신 통신 장치로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멀티

미디어 스트림을 송신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수신 통신 장치는 상기 수신 통신 장치에 대한 예약된 통신 자원에 관한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포함하고, 상기 정

보는 다음의 정보:

-부여된 최대 비트 레이트,

-부여된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및

-부여된 전송 지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상기 송신 통신 장치로 송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시스템은,

다음의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 파라미터: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송신에 의해 요구되는 최대 비트 레이트, 및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중 적어도 하나를 정의하는 검출기, 및

등록특허 10-0731963

- 5 -



네트워크 자원의 예약을 위해 상기 수신 통신 장치로 적어도 상기 파라미터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더 포함하는 통신 시스

템.

청구항 19.

제17항 또는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관한 정보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에 기술되고,

상기 통신 시스템은 상기 정의된 파라미터의 값으로 상기 세션 기술 프로토콜의 속성 필드를 설정하는 메시지 컴포저를 포

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0.

제17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통신 장치는 상기 수신 무선 통신 장치로의 송신을 위해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선택하도록 구성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 선택기, 및

상기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선택을 상기 송신 통신 장치에 통지하도록 구성되는 송신기를 포함하고,

상기 검출기는 상기 선택된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최대 비트 레이트를 검사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송신 통신 장치는 상기 선택된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최대 비트 레이트에 관한 정보를 상기 수신 무선 통신 장치로 송

신하도록 구성되는 송신기를 포함하고,

상기 통신 시스템은 상기 선택된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수신하기 위해 상기 수신 통신 장치에 대한 통신 자원을 예약하도록

구성되는 무선 액세스 노드를 더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액세스 노드는 상기 선택된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수신하기 위해 상기 수신 통신 장치에 대한 통신 자원의 예약

에 상기 최대 비트 레이트를 이용하도록 구성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2.

제20항 또는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통신 장치는 상기 무선 액세스 노드에 의해서 부여된 통신 자원에 관한 정보를 상기 송신 통신 장치로 송신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3.

제1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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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멀티미디어 스트림은 스트리밍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이용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통신 장치는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송신 접속을 이루고 있는 서버이고,

상기 스트리밍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서버에 저장되며,

상기 스트리밍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의 멀티미디어 스트림은 서버에서 인터넷으로, 그리고 멀티미티어 스트림이 예약

된 자원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무선 통신 장치로 송신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로 송신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스트림은 정의된 최대 사이즈를 가지는 서비스 데이터 유닛으로서 상기 서버로부터 송신되고,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의 최대 사이즈는 상기 수신 무선 통신 장치에 통지되고,

상기 수신 무선 통신 장치는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에 따라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에 대한 저장 용량을 예약하

기 위한 메모리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6.

제20항에 있어서,

RTSP 프로토콜의 DESCRIBE 메시지는 상기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선택 요청을 통지하는데 이용되도록 구성되고,

상기 RTSP 프로토콜의 응답 메시지는 상기 수신 무선 통신 장치로 상기 선택된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최대 비트 레이트를

통지하는데 이용되도록 구성되고,

상기 수신 통신 장치에 대한 예약된 통신 자원에 관한 정보는 실시간 송신 프로토콜의 SETUP 메시지 또는 PLAY 메시지

로서 상기 송신 통신 장치로 송신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7.

제1 통신 장치, 제2 통신 장치, 및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대화식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스트림 전송을 위한 베어러 서

비스를 통해, 제1 통신 장치 및 제2 통신 장치 사이에 대화식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스트림을 전송하는 무선 통신 네트

워크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으로서, 상기 제1 통신 장치가 상기 제2 통신 장치로 선택된 자원들에 관한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 장치는,

다음의 정보:

-부여된 최대 비트 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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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된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및

-부여된 전송 지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제2 통신 장치에 대해 예약된 통신 자원에 대한 정보를 상기 제1 통신 장치

로 송신하는 송신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제1 통신 장치는,

다음의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 파라미터: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에 의해 요구되는 최대 비트 레이트, 및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중 적어도 하나를 정의하는 검출기, 및,

네트워크 자원의 예약을 위해 제2 통신 장치로 적어도 상기 파라미터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더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9.

제27항 또는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관한 정보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에 기술되고,

상기 통신 시스템은 상기 정의된 파라미터의 값으로 상기 세션 기술 프로토콜의 속성 필드를 설정하는 메시지 컴포저를 포

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30.

송신 통신 장치로부터 수신 통신 장치로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송신하는 통신 시스템용 송신

통신 장치로서, 상기 시스템에서 상기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관한 정보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로 기술되는 송신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수신 통신 장치로부터 송신되며 상기 수신 통신 장치에 대해 예약된 통신 자원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기를 포

함하며,

상기 정보는 다음:

-부여된 최대 비트 레이트,

-부여된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및

-부여된 전송 지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통신 장치.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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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 파라미터: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송신에 의해 요구되는 최대 비트 레이트, 및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중 적어도 하나를 정의하는 검출기,

상기 세션 기술 프로토콜의 속성 필드를 상기 정의된 파라미터의 값으로 설정하는 메세지 컴포저, 및

네트워크 자원의 예약을 위해 상기 수신 통신 장치로 적어도 상기 속성 필드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더 포함하는 송신 통신

장치.

청구항 32.

송신 통신 장치로부터 송신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신하는 통신 시스템용 수신 통신 장

치로서,

선택된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수신하기 위해 네트워크 자원의 예약에 대한 요청을 송신하고, 다음의 정보:

-부여된 최대 비트 레이트,

-부여된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및

-부여된 전송 지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상기 수신 통신 장치에 대해 예약된 통신 자원에 대한 정보를 상기 송신 통

신 장치로 송신하는 송신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통신 장치.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통신 장치로부터 상기 수신 통신 장치로 송신될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선택하는 선택기,

상기 송신 통신 장치로 상기 선택에 관한 정보를 송신하고, 다음의 상기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 파라미터: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에 의해 요구되는 최대 비트 레이트, 및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중 적어도 하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송신기를 더 포함하고,

상기 송신기는 상기 선택된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수신하기 위해 네트워크 자원의 예약 요청을 송신하기에 적합한 수신 통

신 장치.

청구항 34.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대화식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스트림 송신을 위한 베어러 서비스를 통해, 무선 통신 장치와 다

른 무선 통신 장치 사이에 대화식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의 스트림을 송신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통신 시

스템용 무선 통신 장치로서,

상기 다른 무선 통신 장치로 선택된 자원에 관한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다른 통신 장치로부터 부여된 네트워크 자원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은 다음의 파라미터:

등록특허 10-0731963

- 9 -



-부여된 최대 비트 레이트,

-부여된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및

-부여된 전송 지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장치는,

다음의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 파라미터:

-상기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송신에 의해 요구되는 최대 비트 레이트, 및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중 적어도 하나를 정의하는 검출기, 및

네트워크 자원의 예약을 위해 상기 다른 무선 통신 장치로 적어도 상기 파라미터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더 포함하는 무선

통신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스트림이 송신 통신 장치로부터 적어도 부분적으로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신 통신 장치로

송신되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송신 통신 장치, 수신 통신 장치 및, 송신 통신 장치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신 통신 장치로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송신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

하는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송신 통신 장치 및 수신 통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본 명세서에서, 송신 통신 장치라는 용어는 통신 네트워크로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송신하도록 구성된 송신기를 포함하는

통신 장치를 말한다. 수신 통신 장치라는 용어는 각각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수신하는 수신기를 포함

하는 통신 장치를 말한다. 동일한 통신 장치는, 송신기와 수신기 양자를 포함하여,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일방향 또는 쌍방

향 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무선 통신 장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무선 통신을 실현하는 송신기 및/또

는 수신기를 포함한다. 이동 통신 시스템과 같은 무선 통신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장치의 사용자가

시스템의 동작 범위내에서 이동중일 경우, 무선 통신 장치와 시스템의 고정부 사이에 무선 데이터 송신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임의의 통신 시스템을 말한다. 통상적인 무선 통신 시스템은 공중 육상 이동 네트워크(PLMN)이다. 공지의 예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Telecommunications) 시스템이다. 본 발명은 제3 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

면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용 이동 통신 시스템(UMTS)는 이런 제3 세대 통신 시스템의 일례로서 이용된다.

제3 세대 시스템에서, 베어러(bearer) 서비스 및 서비스라는 용어가 이용된다. 베어러 서비스는 액세스 포인트 사이에서

신호들을 송신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 타입이다. 일반적으로, 베어러 서비스는 예를 들어, 정보가 무선 통신 장

치와 시스템의 다른 부분 사이에서 송신될 때 시스템에서 이용될 데이터 송신 레이트 및 서비스 품질(QoS)을 정의하는 트

래픽 채널의 이전 용어에 대응한다. 무선 통신 장치와 기지국 사이의 베어러 서비스는, 예를 들어, 무선 베어러 서비스이

고, 무선 네트워크 제어 유닛과 코어 네트워크 사이의 베어러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Iu 베어러(인터페이스 UMTS 베어러)

서비스이다. UMTS 시스템에서, 무선 네트워크 제어 유닛과 코어 네트워크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Iu 인터페이스로 불린다.

UMTS에서는 Iu 인터페이스에 부가하여 Gb 인터페이스로 불리는 인터페이스를 또한 이용하는 소위 GERAN 부분도 있

다. 이와 관련해서, 태스크(태스크들)을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가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 의해서 제공되는데, 예를 들어 데이

터 서비스는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송신을 수행하고 전화 서비스는 전화 통화, 멀티미디어 등에 관련된다. 따라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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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무선 통신 장치와 시스템의 고정부 사이의 전화 통화 또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송신과 같은 데이터 송신을 요구한

다. 제3 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의 동작 중 중요한 태스크는, 각각 요청된 서비스가 가용 대역폭을 낭비함이 없이 이동국에

할당될 수 있는 방식으로 베어러 서비스를 제어(필요에 따라, 초기화, 유지 및 종료)하는 것이다.

서비스 품질은 예를 들어, 어떻게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이 송신 동안에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서 처리되는지를 결정

한다. 예를 들어, 접속 어드레스들에 대해 정의된 QoS 레벨은 특히 2 이상의 접속이 동시에 송신될 패킷을 가질 때, 서포트

노드 및 게이트웨이 서포트 노드에서 송신 순서를 제어하고, (패킷 스트링들을) 버퍼링하며, 그리고 패킷들을 거부하는데

이용된다. 상이한 QoS 레벨은 예를 들어, 상이한 비트 레이트 뿐만 아니라 상이한 접속단들 사이의 패킷 송신에 대한 상이

한 지연을 결정한다. 또한, 거부 그리고/또는 소실된 패킷 데이터 유닛의 수는 상이한 QoS 레벨들과 관련하여 변화할 수

있다.

각각의 PDP 컨텍스트에 대하여 상이한 QoS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메일 접속에서, 상대적으로 긴 지연

이 스트림 송신에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비디오 컨퍼런싱과 같은 실시간 쌍방향 애플리케이션은, 하이 레이트의 패킷

송신을 요구한다. 파일 전송과 같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패킷 교환식 송신이 무결한 것이 중요하며, 오류 환경에서는

필요하다면 패킷 데이터 유닛이 재송신된다.

UMTS 시스템의 패킷 교환식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4개의 상이한 트래픽 클래스들의 정의가 제안되어 왔으며, 이들 트래

픽 클래스들의 특성에 대해서, 상이한 접속 타입에 대해 상이한 기준을 고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제1 클래스 및 제2

클래스들에 대해 정의된 하나의 기준은, 송신이 실시간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며, 그 송신은 상당한 지연을 가져서는 안된

다. 그러나, 이러한 클래스들에서, 데이터 전송의 정확성은 그렇게 중요한 성질이 아니다. 상응하는 방식으로, 비-실시간

데이터 송신은 제3 트래픽 클래스 및 제4 트래픽 클래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만, 상대적으로 정확한 데이터 송신이 그 클

래스들에 대해 요구된다. 실시간 제1 클래스 통신의 예는 2 이상의 사람들이 무선 통신 장치들에 의해 서로 논의하고 있는

환경에서의 대화 신호들의 송신이다. 실시간 제2 클래스 통신이 실행가능한 환경의 예는, 즉시 보기 위한 비디오 신호의

송신이다. 비-실시간 패킷 통신인 제3 클래스는, 예를 들어 합당한 레이트의 상대적으로 정확한 데이터 송신이 실시간 데

이터 송신보다 더 중요한 인자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브라우징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의 이용에 이용될 수 있다.

이 예에 따른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이메일 메시지들 및 파일들의 전송은 제4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다. 물론, 트래픽 클

래스들의 수는 여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반드시 4개일 필요가 없으므로, 본 발명은 다수의 트래픽 클래스들을 포함하는

패킷 교환 통신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다. 4가지로 나타낸 트래픽 클래스들의 특성들이 표 1에 간략하게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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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증된 비트 레이트는 RAN 및 CN에서 승인 제어 및 자원 예약용으로 이용되고, 최대 비트 레이트는 CN에서 폴리싱용으

로 이용되고, 즉 최대 비트 레이트보다 크지 않은 비트 레이트는 GGSN에서 CN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며, 이 비트 레이

트를 초과하는 패킷들은 감소된다.

현대의 제2 및 제3 세대 무선 통신 장치들은 이전의 무선 통신 장치들보다 훨씬 나은 데이터 처리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

어, 그것들은 이미 무선 통신 장치에서 인터넷에 접속되며 브라우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검

색하는 기능을 지니며, 미래에는 예를 들어, 실시간 비디오 컨퍼런스 등에 대한 멀티미디어 통화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

해질 것이다.

상이한 애플리케이션들의 요구사항들은 상당히 상이할 수도 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은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빠른

통신을 요구한다. 이들 애플리케이션들은 예를 들어, 비디오 및 전화 애플리케이션들을 포함한다. 어떤 다른 애플리케이션

들은 가능한 한 정확한 데이터 송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데이터 송신 접속의 비트 레이트는 덜 중요하다. 이들 애플리케이

션들은 예를 들어 이메일 및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들을 포함한다. 그 반면에, 이들 애플리케이션들은 여러 무선 통신

장치에서 상이한 특성으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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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신 장치의 사용자는 무선 통신 장치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워칭하려고 할 수도 있다. 사용자는 이런 프리젠

테이션의 로딩 어드레스를 발견하고 무선 통신 장치로 프리젠테이션을 전송하도록 하는 요청을 전송한다. 이 요청은 통신

시스템에서 처리된다. 요청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로딩 어드레스는 인터넷의 서버와 같은, 통신 네트워크의 서버

로 어드레싱할 수 있다. 수신 무선 통신 장치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전달하는 서버는 본 명세서에서 스트리밍 서버

라고 언급된다.

통신 시스템은 스트리밍 서버와 무선 통신 장치 사이의 통신을 위해 충분한 자원들을 예약하여 요청된 멀티미디어 프리젠

테이션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프리젠테이션은 수신 무선 통신 장치에서 동일한 정확성과 무오류

로 나타내질 수 없다. UMTS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통신 장치는 우선 특정한 QoS 파라미터들로 PDP 컨텍스트를 요청한

다. 그 다음, 네트워크는 어떤 선택 기준들 예를 들어 무선 통신 장치가 아마도 그 요청에 사용한 파라미터들을 사용하여

접속에 대해 베어러 서비스를 선택한다. 이러한 선택 기준들은 충분히 적합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베어러 서비스가 접속에 대해 충분한 송신 용량을 제공할 수 없거나 또는 필요한 용량보다 큰 용량을 제공하는 상황이 생

길 수 있음으로써, 네트워크 자원들의 사용이 효과적이지 않다.

멀티미디어 정보의 전달이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은, 2개의 무선 통신 장치들이 서로 통신하여 비디오나 정지 이미지들

과 같은 멀티미디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서, 충분한 자원들은 통신을 위해 네트워크에 의

해 예약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래의 방법을 이용할 때, 접속을 위한 요구를 접속 양단에 통지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현재에는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되는 최대 비트 레이트를 단 대 단으로 신호하는 방법은

없다. 스트리밍 서버는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최대 비트 레이트를 스트리밍 클라이언트(수신 무선 통신 장치)로

신호할 수 없다. 후자는 보증된 비트 레이트에 관한 정보만을 가지지만 최대 비트 레이트에 관한 정보를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는 3가지 종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첫번째로, 클라이언트는 보증된 비트 레이트(GBR)과 동일한 최

대 비트 레이트(MBR)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비트 레이트가 보증된 비트 레이트(=최대 비트 레이트)를 초과할 때마다 패

킷 손실과 불량한 수신 품질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GBR=MBR=60kbps이고 압축된 비디오 소스 비트 레이트가 평

균 60kbps로 인코딩되지만, 64kbps에서 어떤 산발적인 높은 비트 레이트 피크가 일어나게 되면 그 효과는 수신 단에서 특

정 기간의 패킷 손실이 될 것이다(이 기간은 비트 레이트가 60kbps를 초과하는 시간과 동일하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MBR 및 GBR은 GBR=MBR=64kbps라는 식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는 패킷 손실을 피할 것이지만, 60kbps와

64kbps 사이의 대역폭이 항상 이용되지 않아서 평균 4kbps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엔지니어링(over-

engineering)을 통하여 네트워크 자원을 처리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둘째로, 클라이언트는 어떤 추정을 함으로써 보증된 비트 레이트보다 높은 최대 비트 레이트를 선택할 수 있다. 클라이언

트가 비트 레이트에 관한 과거 이력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일반 서버에 의해 이용되는 최대 비트 레이트가 쉽게 예측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추정은 부정확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 패킷 손실들이 일어날 수 있다.

셋째로,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로부터 최대로 신청된 비트 레이트로 다운그레이딩(downgrading)을 얻기 위하여 매우 높

은 최대 비트 레이트값을 선택할 수 있다.

제2 해법 및 제3 해법은, 스트리밍 서버가 UMTS 베어러의 최대 비트 레이트를 통지받지 못해서 송신 비트 레이트 및 대

역폭 적응 알고리즘에 관해 아마도 잘못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동 통신 장치의 대화식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이동 통신 장치로 세션의 최대 비트 레이트를 신호할 수 없다.

이것은 각각의 통신 장치가 (대칭적으로) 어떤 보증된 비트 레이트에서 다른 통신 장치가 멀티미디어 스트림들을 인코딩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각의 통신 장치는 (대칭적으로) 다운링크 최대 비트 레이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즉, 각각의 통신 장치는 어떤 최대 비트 레이트에서 다른 통신 장치가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인코딩할

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 이동 통신 장치는 상술한 3개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상술한 대안

중 어느 하나의 선택은, 각각의 통신 장치가 어떤 최대 비트 레이트에서 각각의 인코더들이 미디어 흐름을 인코딩할 것인

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스트리밍에 대해 상술한 것과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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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화식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은 일방적 통신 애플리케이션(일방향 대화식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일-대

-다 통신 애플리케이션(멀티캐스트 또는 브로드캐스트)일 수 있다.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세션도 일-대-다 통신 애플리케

이션일 수 있다.

현 시스템에서, 무선 통신 장치 및 이동 통신 네트워크는 QoS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러한 베어러 서비스를 선택하

도록 교섭한다. 예를 들어, UMTS 표준에 따른 시스템에서, 무선 통신 장치는 소망의 서비스 품질을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UMTS 이동 통신 네트워크가 무선 통신 장치에 의해 요청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 지를 검사한

다. 무선 통신 장치에서 실행될 애플리케이션이 QoS 요구사항을 포함한다면, 무선 통신 장치는 이들 QoS 요구사항을 그

자체로 베어러 서비스의 선택을 위해 이동 통신 네트워크로 송신한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이 무선 통신 장치로 QoS 요

구사항을 송신하지 않는다면, 특정의 특성들이 접속을 위해 선정된 경우, 네트워크에 저장된 디폴트 QoS 프로파일이 (통

상적으로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HLR)에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선 통신 장치의 특성이 모든 면에서 애플리케이

션에 대해 요청된 서비스 품질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은 아마도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최대 비트 레이트에 부가하여, 다른 파라미터인, 다른 접속 파티, 즉 스트리밍 서버 및/또는 송신 통신 장치에 의해 알려지

지 않은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 사이즈 파라미터가 있다. SDU 사이즈 파라미터는 스트리밍 서버에 의해 송신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패킷들의 사이즈를 기술한다. 따라서,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는, 스트리밍 클라이언트가 모든 패킷들

을 수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값을 최대 SDU 사이즈용으로 선택해야 한다.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는 임의의 값을 시험해

보거나 SDU 사이즈에 대해 최대로 허용가능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선택은 불필요한 자원들이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세션에 대해 예약되게 할 수 있다.

또한, 스트리밍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로(예를 들면 요청에 있어서 최대 비트 레이트 및 최대 SDU 사이즈 파라미터를 나

타내는) 자원 할당 요청을 송신할 때, 네트워크는 요청된 자원들을 예약할 수 없는(뿐만 아니라, 예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종래 시스템에서,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는 할당된 자원들을 스트리밍 서버로 통지할 수 없다. 그러

므로, 스트리밍 서버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통신 장치 사이의 접속에 적절한 것보다 더 큰 데이터 유닛으로 멀티미

디어 스트림을 송신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떤 고정된 바이트 수(예컨데, 1500바이트)가 항상 QoS 프로파일에서 이용된다면, 이는 네트워크에서 비효율성을 초래

하고 이러한 비효율성은 패킷 교환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로 더 낮은 미디어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 사실, 모든 패킷들을 고

정된 사이즈로 가정하는 네트워크는, 패킷들이 더 클수록 선정된 값 아래로 목표 SDU 에러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

지기 때문에, QoS 프로파일에서 소정의 지연을 가지고 타겟 SDU 에러율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

다.

본 발명의 요약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송신 통신 장치로부터 수신 통신 장치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송신하기 위해 네트워크

자원들의 적절한 선택용으로 요청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특성을 통지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통신에 필요한 자원을 수신 파티에 통지하도록 세션 기술 프로토콜의 속성 필드를 이용함으로써 달성된

다. 그 후, 수신 파티는 접속에 대해 적절한 베어러 서비스를 선택할 것을 무선 네트워크에 요청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수신 통신 장치가 네트워크 자원의 예약을 위해 다음의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 파라미터:

- 최대 비트 레이트, 및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중 적어도 하나를 통지받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시스템은,

다음의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 파라미터: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송신에 의해 요구되는 최대 비트 레이트, 및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중 적어도 하나를 정의하는 검출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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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자원의 예약을 위하여 수신 통신 장치로 적어도 상기 파라미터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본 발명에 따른 송신 통신 장치는, 송신 통신 장치가,

다음의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 파라미터: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송신에 의해 요구되는 최대 비트 레이트,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중 적어도 하나를 정의하는 검출기,

상기 정의된 파라미터의 값으로 세션 기술 프로토콜의 속성 필드를 설정하는 메시지 컴포저, 및

네트워크 자원 예약을 위해 수신 통신 장치로 적어도 상기 속성 필드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수신 통신 장치는,

상기 송신 통신 장치로부터 상기 수신 통신 장치로 송신될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선택하는 선택기,

상기 송신 통신 장치로 상기 선택에 관한 정보를 송신하고 다음의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 파라미터: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송신에 의해 요구되는 최대 비트 레이트, 및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송신기, 및

상기 선택된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수신하도록 네트워크 자원의 예약 요청을 송신하는 송신기를 포함하고,

다음의 파라미터,

-부여된 최대 비트 레이트,

-부여된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부여된 전송 지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부여된 네트워크 자원에 관한 정보를 상기 송신 통신 장치로 송신하는 송신

기를 또한 포함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종래 기술의 시스템 및 방법과 비교해볼 때 상당한 이점을 가진다. 본 발명은 스트리밍 클라이언트가 스트리밍

서버에 의해 송신된 사전에-인코딩된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최대 비트 레이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더 정확한

QoS 프로파일 파라미터들을 지정함으로써 더 양호한 베어러 할당을 허용한다.

또한, 대화식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의 이점은,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인코딩할 때 이동 통신 장치가 다른 파티로부터 이

용된 최대 비트 레이트를 인식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더 정확한 QoS 프로파일 파라미터들을 지정함으로써 더 양

호한 베어러들의 할당을 허용한다.

다른 중요한 이점은 최대 비트 레이트-보증된 비트 레이트로서 계산된 델타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가능성

에 있다. 이 대역폭은 대역폭 적응 또는 비디오 비트 레이트의 피크 처리에 이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비트 레

이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인코딩 파라미터들을 신속하게 변경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멀티미디어 스트림들을 인코딩할 때 최

상의 미디어 품질을 전달하는데 상기 델타 대역폭이 이용될 수 있다.

SDP의 최대 비트 레이트 파라미터의 또 다른 이점은, 컨텐트가 패킷 교환 스트리밍 서버에 의해 상이한 비트 레이트로 제

공되는 경우, 패킷 교환 스트리밍 클라이언트가 부여된 QoS 프로파일 파라미터에 따라 상이한 대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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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방법에 의하면, 어떤 베어러 서비스가 접속에 대해 최적인지와 어떤 베어러 서비스가 송신 동안 상당한 데이터

손실을 일으키지 않는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네트워크 로딩이 최적화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접속들에 대해 너무 큰 자원들이 예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패킷 교환 스트리밍 서버로부터 패킷 교환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로 최대 SDU 사이즈를 신호하는 이점은, PDP 컨텍스트가

적정한 파라미터값으로 무선 통신 장치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따른다. 그러므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클

라이언트로 전달할 때, 더 양호한 미디어 품질이 달성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는 타겟 SDU 에러율을 종래 시스템을 통

해서보다 QoS 프로파일의 소정 지연을 통해 더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다.

패킷 교환 스트리밍 클라이언트와 패킷 교환 스트리밍 서버 사이에 부여된 QoS 프로파일 파라미터를 통신하는 장점은, 실

제값을 인식하게 되는 패킷 교환 스트리밍 서버에 큰 이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버는 (새로운 최대 SDU 사이즈

값을 처리하도록) 패킷화 방식을 변경할 것을 결정하고, 새로운 최대 비트 레이트값을 처리하도록 어떤 송신 레이트 제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버는 패킷 교환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로 더 양호한 미디어 품질을 전개하도록 할 수

있다.

다음에서,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더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다음의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에서, UMTS 타입 무선 통신 시스템은 예로서 이용될 것이지만, 당업자에

게는 본 발명이 단지 이 시스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에 대한 다양한 QoS 레벨을 결정할 수 있는 다른 통신 시스템

에도 적용될 수 있음이 명백할 것이다.

다음에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가 더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인터넷 멀티캐스트 백본(M본)에서, 세션 디렉토리 툴은 멀티미디어 컨퍼런스를 광고하고 컨퍼런스 어드레스와 참가에 필

요한 미디어-특정 정보를 통신하는데 이용된다. 멀티미디어 백본은 IP(인터넷 프로토콜)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는 인터넷의

일부이고, 따라서 효율적인 다-대-다 통신을 허용한다. 이것은 멀티미디어 컨퍼런싱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그러한 컨퍼

런스들은 일반적으로 엄격한 컨퍼런스 멥버쉽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지만, 컨퍼런스를 수신하기 위해서, 멀

티캐스트 백본 사이트의 사용자는 컨퍼런스의 멀티캐스트 그룹 어드레스 및 컨퍼넌스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UDP 포트를

알아야만 한다.

세션 디렉토리들은 컨퍼런스 세션들의 광고를 지원하고 관련 컨퍼런스 설정 정보를 가망이 있는 참가자에게 통신하다.

SDP는 이러한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도록 설계된다. SDP는 순전히 세션 기술에 대한 포맷이고, 이것은 전송 프로토콜

을 통합하지 않으며, 세션 알림 프로토콜,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실시간 스트리밍 프로토콜(RTSP), MIME 확장을 이용한

전자 메일 및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상이한 프로토콜들로 전달될 수 있다.

SDP는 범용이도록 의도되어서, 단지 멀티캐스트 세션 디렉토리보다는 더 광범위한 네트워크 환경 및 애플리메이션에 이

용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컨퍼런스는 통신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2 이상의 통신중인 통신 장치들의 세트이다.

멀티미디어 세션은 멀티미디어 송신기 및 수신기들의 세트이고 송신기로부터 수신기로 흐르는 데이터 스트림이다. 멀티미

디어 컨퍼런스는 멀티미디어 세션의 일례이다.

다음에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의 현재의 정의의 몇가지 세부사항이 2002년 5월 27일의 문서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draft-ieft-mmusic-spd-new-10.txt"의 8쪽을 참조하여 설명할 것이다. 프로토콜의 어떤 기술은 요구되고 어떤

것은 선택적이다. 선택적인 아이템은 '*'로 표시한다.

세션 기술

v= (프로토콜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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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유자/생성자 및 세션 식별자)

s= (세션 이름)

i= *(세션 정보)

u= *(기술의 URI)

e= *(이메일 어드레스)

p= *(전화 번호)

c= *(접속 정보-모든 미디어에 포함되면 요구되지 않음)

b= *(대역폭 정보)

1 이상의 시간 기술(아래 참조)

z= *(시간대 조정)

k= *(암호화 키)

a= *(0 이상의 세션 속성 라인들)

0이상의 미디어 기술(아래 참조)

시간 기술

t= (세션이 활성인 시간)

r= *(0 이상의 반복 시간)

미디어 기술

m= (미디어 이름 및 전송 어드레스)

i= *(미디어 제목)

c= *(접속 정보-세션 레벨로 포함되면 선택적임)

b= *(대역폭 정보)

k= *(암호화 키)

a= *(0이상의 미디어 속성 라인들)

이러한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서 SDP의 최대 비트 레이트를 통지하는 속성은 다음의 수단에 의해 만들어진다:

a=3gpp-maxbitrate:<value>

여기에서 <value>는 b=AS SDP 파라미터의 <대역폭값>과 동일한 신택스(syntax)로 표현된다. 이것은 사용자-정의 속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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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변형적인 방법은 새로운 대역폭 기술자(descriptor)를 이용하는 것이다.

b=X-3gpp-maxbitrate:<대역폭-값>

X-기술자는 SDP의 실험적 기술자를 나타낸다.

상술한 문서에 따르면, 대역폭 기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변형자>:<대역폭-값>

이는 세션 또는 미디어에 의해 이용될 제안된 대역폭을 지정하며 선택적이다.

<대역폭-값>은 디폴트에 의한 초당 킬로비트이다. 변형자들은 대체 유닛들이 이용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변형자>는 대역폭 지수의 의미를 제공하는 단일 문자숫자식의 단어이다. 2개의 변형자는 초기에 정의된다:

CT(컨퍼런스 총계): 세션 또는 세션 미디어의 대역폭이 유효 범위로부터 암시되는 대역폭과 상이하면, 'b=CT...' 라인이

제안된 상한을 이용된 대역폭에 제공하도록 세션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의 제1 목적은 2이상의 세션이 동시에 공

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략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AS(애플리케이션-특정 최대값): 대역폭은 애플리케이션-특정되도록 번역되며, 즉, 애플리케이션의 최대 대역폭 개념이

될 것이다. 대개, 응용가능하다면, 이것은 애플리케이션의 '최대 대역폭' 제어로 설정되는 것과 일치할 것이다. RTP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AS는 (미디어 비트 레이트 및 UDP/IP 헤더 오버헤드를 포함하여) RFC 1889(RTP)의 섹션 6.2.에

서 정의된 바와 같은, RTP "세션 대역폭"을 제공한다.

실시간 스트리밍 프로토콜은 실시간 특성으로 데이터의 전달을 제어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프로토콜이다. 이것은 오디오

와 비디오 같은 연속적 미디어의 단일 또는 여러 시간-동기화된 스트림을 확립하고 제어하는데 이용된다. RTSP는 UDP와

TCP와 같은 전송 프로토콜로 전달된다. 즉, RTSP는 멀티미디어 서버용 네트워크 원격 제어로서 동작한다.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피드(예를 들어, 실시간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및 저장된 클립(예를 들어, 정지 화상) 양자를 포함할 수 있다.

RTSP 클라이어언트와 서버는,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파라미터들을 서술하는 SDP 신택스를 이용하여 미디어 전달용 파라

미터의 적절한 세트를 협의한다.

이러한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서, SDP의 세션 최대 데이터 유닛 사이즈를 통지하는 속성은 다음의 의미에 의해 만들

어진다:

a=3gpp-maxSDUsize:<값>

여기에서, <값>은 정수(바이트들의 개수)로서 표현된다. 또한 이것은 사용자-정의 속성이다.

도 1은 무선 통신 장치 (MT1), 기지국(2; BS), 및 기지국(2)을 제어하고 기지국(2)과 시스템의 나머지 사이의 접속을 루팅

하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3;RNC)를 포함하는 무선 액세스 노드(1: RNA)를 포함하며,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3)에 부가

하여 루팅 가능성으로서 무선 이동 전화 교환국(4; WMSC) 및 패킷 데이터 액세스 노드(5; PDAN)를 포함하는 UMTS 시

스템의 일부를 도시한다. 도 1에 따른 UMTS 시스템은 예를 들어, 백본 네트워크(6)와 인터넷 프로토콜(IP) 네트워크(7)

와 같은 다른 패킷 네트워크들로의 패킷 데이터 게이트웨이(8; PDG)도 포함하는데, 이 경우 무선 통신 장치는 예를 들어

IP 네트워크에 결합된 서버(10)와 통신할 수 있다. 또한, 도 1은 예를 들어 제2 이동 통신 네트워크(NW2)에 결합한 회선

교환 게이트웨이(9)(게이트웨이-이동 서비스 교환국, GWMSC)와, 예를 들어 가입자의 액세스 약정 데이터를 저장하는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11; HLR)를 도시한다.

또한,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무선 통신 장치(MT1)를 간략화된 블록도로 도시하며, 이 예에서 상기 통

신 장치는 NokiaTM9210iTM 커뮤니케이터와 같은, 데이터 처리 기능과 이동국 기능을 포함하는 통신 장치이다. 무선 통신

장치(MT1)는 예를 들어 1 이상의 프로세서(CPU, DSP), 메모리 수단(MEM), UMTS 가입자 식별 모듈(USIM) 또는 가입

자를 식별하는 상응하는 수단, 및 기지국(2)과 통신하는 무선부(RF)를 포함한다. 프로세서(CPU)는, 예를 들면 무선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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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MT1)의 다수개의 논리적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주문형 반도체(12; ASIC)에 통합될 수 있다. 메모리 수단은 램

(RAM), 롬(ROM), 및 가입자 식별 모듈(USIM)의 메모리의 적어도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선 통신 장치

(MT1)는 1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포함하며, 이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바람직하게는 키패드(13, 14), 디스플레

이 장치(15, 16) 및 예를 들어, 마이크로폰(17), 스피커(18) 및 코덱(19)과 같은 오디오 수단을 포함한다.

도 1에서, 통화 관리(CM)에 관련된 기능은 무선 통신 장치(MT1)에서 구현되고 무선 이동 전화 교환국(4)과 패킷 데이터

액세스 노드(5) 양자에서 구현된다고 가정한다. 이들 통화 관리 기능은 통화를 초기화하고 유지하며 종료하는 수단을 구성

한다. 결과적으로, 무선 통신 장치(MT1)와 무선 이동 전화 교환국(4) 또는 패킷 데이터 액세스 노드(5)는 통화를 초기화하

고, 유지하고 종료하는 통화 시그널링 메시지들을 교환한다. 베어러 관리(BM)와 무선 자원 관리(RM)의 기능은 무선 통신

장치 (MT1)와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3)에서 구현된다. 베어러 관리 기능들은 예를 들어, 무선 통신 장치(MT1)와 기지국

(2) 사이의 통신에 대해 선택된 베어러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논리 채널들을 선택하여, 베어러 서비

스에 따른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도록 이용된다. 예를 들어, 무선 자원 관리 기능은 무선 통신 장치(MT1)와 기지국(2) 사이

의 무선 통신을 위한 무선 채널을 선택하는데 이용된다.

무선 통신 장치(MT1)와 IP 네트워크(7) 사이의 패킷 데이터 송신 접속은 패킷 데이터 백본(6)과 패킷 데이터 게이트웨이

(8; PDG)를 통하여 패킷 데이터 액세스 노드(5; PDAN)로부터 설정될 수 있다. 무선 통신 장치(MT1)와 무선 액세스 노드

(1), 무선 이동 전화 교환국(4) 및 게이트웨이-이동 서비스 교환국(9; GWMSC)을 통한 이동 통신 네트워크 사이의 회선

교환 데이터 송신 접속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게이트웨이-이동 서비스 교환국(9)은 이동 통신 네트워크와

GSM, PSTN 또는 ISDN과 같은 제2 네트워크(NW2) 사이의 접속을 설정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본 발명은 2개의 상이한 유형의 상황: 스트리밍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과 대화식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에 적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스트리밍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도 1의 시스템을 참

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무선 통신 장치(MT1)의 사용자는 예를 들어 무선 통신 장치(MT1)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무선 통신 장치(MT1)의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한다. 애플리케이션은,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어 게임,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무선 채널 청취 애

플리케이션, 서류 뷰잉 애플리케이션, 또는 WWW 브라우저와 같은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프로

그램 코드는 예를 들어, IP 네트워크에 결합된 서버(10)로부터 프리로드되고 무선 통신 장치의 메모리 수단(MEM)에 저장

될 수 있다. 무선 통신 장치(MT1)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실행 환경을 가진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송신되는 서비스 요청에 의해 활성화된다. 무선 통신 장치의 실행 환경 기능은,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품질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결정하는 것이다.

실행 환경과 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수행은 무선 통신 장치의 프로세서(CPU)에 의해서 제어된다. 또한, 무선 통신 장치는

한개의 프로세서(CPU)보다 많은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음에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단

하나의 프로세서(CPU)가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사용자가 워칭을 위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선택하고 싶을 경우, 요청이 무선 통신 장치(MT1)에 의해 서버(10)로

전송되어 선택가능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들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요청은, 예를 들면, RTSP 프로토콜에 따른

DESCRIBE 메시지이다. 무선 통신 장치(MT1)는 패킷 교환 스트리밍 클라이언트(PSS 클라이언트)로 간주될 수 있다. 또

한, 요청은 해당 스트리밍 서버(패킷 교환 스트리밍 서버, PSS 서버), 예를 들면 IP-네트워크(7)의 서버(10)로 송신된다.

서버(10)는 그 요청을 검사하고 요청된 프리젠테이션의 정보를 검색하여 제안된 프리젠테이션을 송신하는데 필요한 적어

도 최대 비트 레이트를 찾아낸다. 프리젠테이션은 서버(10)에서 인코딩된 형태로 저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버는 미리

최대 비트 레이트의 정보를 가진다. 그러나, 프리젠테이션이 인코딩된 형태로 저장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라이브 프리

젠테이션), 서버(10)는 그에 대한 어떤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최대 비트 레이트를 평가한다. 서버(10)가 최대 비트 레이

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경우, 최대 비트 레이트에 관한 정보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 정의에 속성 필드로서 삽입된다. 세션

기술 프로토콜 정의 정보는 서버(10)로부터 IP-네트워크(7)와 무선 네트워크(NW1)를 통하여 무선 통신 장치(MT1)로 송

신된다. 이는 서버(10)로부터 무선 네트워크(NW1)를 통하여 무선 통신 장치(MT1)로 응답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시지는 선택가능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에 관한 정보와 최대 비트 레이트 및 최대 SDU 사이즈

정보와 같은,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에 관한 어떤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RTSP 프로토콜의 "200/OK" 메시지이다.

사용자가 무선 통신 장치(MT1)에 의해 워칭을 위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선택한 경우, SDP 정보는 무선 통신 장치

(MT1)에서 검사되고 서버에 의해 제안된 그 파라미터들을 이용하여 PDP 컨텍스트(또는 베어러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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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무선 통신 네트워크(NW1)에 송신된다. 그 요청에서 무선 통신 장치(MT1)는 접속에 필요한 최소한 최대 비트 레이

트를 정의한다. 다른 파라미터들은, 표 1에 제공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최대 SDU 사이즈, 보증된 비트 레이트, 전송 지연

등일 수 있다. 이 요청은 무선 네트워크(NW1)에서 검사되고 베어러 서비스에 대해 선택이 이루어진다. 무선 통신 네트워

크(NW1)는 가급적 요청된 QoS와 정합하며 필요 이상의 네트워크 자원들을 예약하지 않는 그러한 베어러 서비스를 접속

에 대해 선택하도록 시도한다. 선택된 베어러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무선 통신 장치 (MT1)로 송신된다. 파라미터들은 서

버(10)에 의해 제안된 파라미터들에 대응(동일)할 수 있거나, 예를 들어 사용자의 가능한 가입 제한 또는 불충분한 네트워

크 자원들 때문에, 무선 통신 네트워크(NW1)에 의해 다운그레이드될 수 있다.

그 후에 선택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송신을 설정하거나 개시하는 요청이 무선 통신 장치(MT1)에 의하여 (무선 통

신 네트워크(NW1)를 통하여) 서버(10)로 전송된다. 요청 메시지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NW1)에 의해 부여된 QoS 프로파

일 파라미터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파라미터들은 예를 들어,

3gpp-GrantedMaxbitrate: <value>

3gpp-GrantedMaxSDUsize: <value>

3gpp-GrantedTransferDelay: <value>

와 같은, 메시지의 헤드 필드로서 통지된다.

첫번째 2개의 신택스는 대응하는 SDP 속성들에 대해 정의된 것과 동일하다. 세번째 속성의 신택스(부여된 전송 지연)는

제2 속성의 신택스와 동일하며, 바람직하게는 밀리초로 표현된다. 부여된 전송 지연은, 패킷들이 무선 통신 네트워크

(NW1)로부터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로 송신되는 지연을 나타낸다.

부여된 파라미터들은, 무선 통신 장치(MT1)에서 PDP 컨텍스트가 활성화된 후에 예를 들어 SETUP 메시지나 PLAY 메시

지로서, RTSP 메시지들을 이용함으로써 송신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부여된 파라미터들은 세션의 전수명 동안

RTSP 프로토콜의 다른 메시지나 다른 프로토콜의 메시지를 이용하여 송신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해법은 무선 통신 장치

(MT1)에 의해서 서버(10)로 전송된 제1 SETUP 메시지내에 2개의 헤더들을 끼워넣는 것이다. 메시지가 수신된 후에, 서

버(10)는 부여된 QoS 파라미터들이 제안된 파라미터들에 대응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제안된 파라미터들과 부여된 파라

미터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서버(10)는 송신될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송신 설정을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버는 부여된 QoS 파라미터들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패킷화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서버는 필요하

다면 SDU 사이즈를 변경할 수도 있다.

다음에서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따른 메시지들의 어떤 제한적이지 않은 예를 보여준다:

SDP:

a=3gpp-maxbitrate:70

a=3gpp-maxSDUsize:1000

RTSP:

C->S: SETUP rtsp://example.com/foo/bar/baz.rm RTSP/1.0

CSeq: 302

Transport: RTP/AVP;unicast;client_port=4588-4589

3gpp-GrantedMaxbitrate: 64

3gpp-GrantedMaxSDUsize: 800

3gpp-GrantedTransferDela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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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10)로부터의 요청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송신은, 접속이 무선 통신 장치(MT1)에 대해 확립된 후에 시작할

수 있다. 송신은 바람직하게는 패킷 포맷으로 수행되며, 이 경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은 IP-네트워크(7)에서 이용되

는 프로토콜의 패킷들로 캡슐화된다. 예를 들어 패킷들은 IP-패킷이다. 무선 네트워크(NW1)에서, IP-패킷은 프로토콜 및

무선 네트워크(NW1)에 의해 전달된다.

프리젠테이션은 비트 레이트가 세션의 보증된 비트 레이트를 초과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비

트 레이트에 따라 자원들을 예약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를 들면 평균 비트 레이트가 고려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서, 다른 파라미터, 그 자체로 알려진 델타 대역폭이 상술한 상황에서 이용될

수 있다. 이 파라미터는 최대 비트 레이트와 보증된 비트 레이트 간의 차이를 표현하고, 따라서 최대 비트 레이트-보증된

비트 레이트로 계산될 수 있다. 이 델타 대역폭은 대역폭 적응에 이용되거나 비디오 비트 레이트의 피크를 조정하는데 이

용될 수 있다. 또한, 이 델타 대역폭은, 실시간으로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인코딩할 때, 예를 들어 비트 레이트에 영향을 미

치는 인코딩 파라미터를 신속하게 변경함으로써, 최상의 미디어 품질을 전달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인코딩하는데 2이상의 변형이 있는 것도 가능하다. 이 장점의 예는 다음과 같다: PSS 클라이언트는

PSS 서버에 DESCRIBE RTSP 메시지를 전달한다. 서버는 (소위 "200/OK"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SDP 기술로 응답한다.

SDP 기술은 다수의 동일한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대체물들을 포함하고, 이들 각각은 상이한 평균 및/또는 최대 비트 레이

트가 타겟으로 정해져 있다(예를 들어: 선택 1- GBR = 64kbps, MBR = 64; 선택 2 - GBR = 64, MBR = 128). 평균 비트

레이트 보다 높은 최대 비트 레이트는 예를 들어 초기 버퍼링의 기간을 감소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 PSS 클라이언트는

최종-사용자 선호도 및 단말 성능들에 따라 바람직한 미디어 스트림을 선택하고 바람직한 스트림의 평균 비트 레이트 및

최대 비트 레이트와 정합하는 QoS 프로파일로 PDP 컨텍스트를 요청한다. 부여된 QoS 프로파일 파라미터들이 요청된 것

보다 낮으면, PSS 클라이언트는 대체 미디어 스트림을 선택해야 하고, 그 미디어 스트림의 비트 레이트 파라미터는 부여

된 QoS 프로파일 파라미터들의 범위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PSS 클라이언트는 선택된 미디어 스트림을 나타내게 하는

SETUP 요청을 PSS 서버로 전달한다.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상황을 도시한다. 이는 대화식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다. 예를 들어, 대

화식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함으로써, 1 이상의 통신 네트워크(NW1)를 통하여 서로 통신하는 2 이상의 무선 통

신 장치들이 있다. 제1 무선 통신 장치(MT1)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NW1)에의 부가와 PDP 컨텍스트 활성화를 수행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패킷 데이터 통신을 시작한다. 그 절차들 자체가 공지되어 있고, 이 점에서 본원에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

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제2 무선 통신 장치(MT2)는 동일한 무선 통신 네트워크(NW1)와 유사한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다

른 무선 통신 네트워크(미도시)와 유사한 태스크를 수행한다. 무선 통신 네트워크(NW1)는 PDP 컨텍스트를 위해 무선 통

신 장치(MT1, MT2)용의 특정 자원들을 예약한다. 제1 무선 통신 장치(MT1)는 최대 비트 레이트를 제2 무선 통신 장치

(MT2)에 통지하고, 제1 무선 통신 장치(MT1)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제2 무선 통신 장치(MT2)로 송신하기 위해 인코

딩할 때 상기 최대 비트 레이트를 이용하도록 허용된다. 최대 비트 레이트 정보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의 상술된 속성 필드

를 이용함으로써 통지될 수 있다. 대응하여, 제2 무선 통신 장치(MT2)는 미디어 정보 인코딩 프로세스의 최대 비트 레이

트를 제1 무선 통신 장치(MT1)에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RTSP 메시지들은 대화식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응용할

수 없다. 필요한 정보가 세션의 다른 파티로 송신될 때, 통신이 시작할 수 있다. 무선 통신 장치(MT1, MT2) 양자는 최대

비트 레이트 및/또는 최대 SDU 사이즈를 인식하는데, 이 경우 무선 통신 장치(MT1, MT2)는 파라미터들에 따라 송신에

적응할 수 있다.

또한, 무선 통신 장치(MT1, MT2)는 세션의 다른 파티로 채택된 파라미터들을 통지할 수 있다. 채택된 파라미터는, 예를

들면 다음: 부여된 최대 비트 레이트, 부여된 최대 서비스 데이터 유닛 사이즈 및/또는 부여된 전송 지연 중 1 이상을 포함

한다.

도 4a는 서버(10)로부터 무선 통신 장치(MT1)로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송신하기 위한 시스템의 예를 단순화된 도면으

로 도시한다. 화살표(410)는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의 송신 흐름을 나타낸다. 점선으로 된 화살표(402)는 스트리밍 애플

리케이션의 설정 동안의 제안된 파라미터 및 부여된 파라미터들에 관한 정보의 송신을 나타낸다.

도4b는 무선 통신 장치(MT1, MT2) 사이의 일방향 대화식 애플리케이션(일방향, 화살표 403) 또는 2방향 대화식 애플리

케이션(양방향, 화살표 404)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예를 단순화된 도면으로 도시한다. 화살표(403 및 404)는 각각 대화식

애플리케이션의 송신 흐름을 나타낸다. 점선으로 표시된 화살표(405)는 대화식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동안 메시지들의 송

신을 도시한다.

본 발명이 상기의 실시예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첨부된 청구범위 내에서 변형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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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장치를 단순화된 블록도로 도시한다.

도 4a는 서버와 무선 통신 장치 간의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하는 예를 도시한다.

도 4b는 2개의 무선 통신 장치 사이의 대화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하는 예를 도시한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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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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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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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등록특허 10-0731963

- 25 -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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