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H04L 12/56 (2006.01)

     H04L 29/06 (2006.01)

     H04N 7/173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026010

2006년03월22일

(21) 출원번호 10-2005-7019615

(22) 출원일자 2005년10월14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5년10월14일

(86) 국제출원번호 PCT/EP2004/050566 (87) 국제공개번호 WO 2004/093452

국제출원일자 2004년04월19일 국제공개일자 2004년10월28일

(30) 우선권주장 03290954.1 2003년04월17일 유럽특허청(EPO)(EP)

(71) 출원인 톰슨 라이센싱

프랑스 에프-92100 블로뉴-빌랑꾸르 꿰 아 르 걀로 46

(72) 발명자 갈로, 길레스

프랑스 에프-35690 아시그네 뤼 데 라 티모니에레 10

헤이즈넨, 헹크

프랑스 에프-35340 리페르 뤼 세인트 존 퍼세 1

매잔테, 앙겔로

프랑스 에프-35235 토리그니 폴라드 알레 데스 브뤼예레스 27

(74) 대리인 주성민

백만기

전경석

심사청구 : 없음

(54) 데이터 요청 및 전송 장치, 및 프로세스

요약

본 발명은 데이터 요청 및 전송 장치 및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서버로 결정된 데이터의 요청(REQU)을

송신하기 위한 수단(22), 상기 서버로부터 스트리밍된 데이터(DATA)를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를 프로세싱 수단(24)에 제

공하기 위한 수단(23), 및 데이터 스트리밍을 일시정지하기 일시정지 제어 신호(XOFF)를 생성하여, 이를 서버에 송신하는

것을 트리거링하기 위한 수단(30)을 포함하는, 데이터 서버(10)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하는 데이터 요청 장치(2)에 관한 것

이다. 요청 장치는, 서버가 요청 장치에서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기 위한 정상 상태 신호(NORMAL)를 생성하고, 서버로 이

들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트리거링하기 위한 수단(31)을 포함한다. VOD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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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주문형 비디오, 데이터 요청 장치, 데이터 전송 장치, 스트리밍, AV 데이터, 서버, 네트워크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특히 주문형 비디오(VOD;"Vidio On Demand")를 위한 데이터 요청 및 전송 장치 및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제품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PC(개인용 컴퓨터)에 이용가능한 종래 기술에 따르면, 요청 PC를 서버에 접속시키고, 여기에 PC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서버로부터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데이터(이하, "AV 데이터"라 함)를 순서화하

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예를 들어, 트레일러(trailer) 또는 광고에 적용된다. 스트리밍에 의존하는 이러한 기술은, 후속 디

스플레이를 위한 저장 공간에 AV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되는 것과 동시에 AV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종래 기술의 문제점은, 데이터가 잘 수신되고, 수신기에 의해 기한내에 정확하게 활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너무 많은 데이터가 수신기의 버퍼에 도달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또한, 오버플로우를 피하기 위해서 전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 전송이 중단된 시점에서, 버퍼가 일단 다음 데이터를 수신하려고 준비하면, 실질적으로 전송을 재시

작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수신기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스트리밍이 뒤따를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통과대역

이 낭비될 수 있다.

종래의 기술은, 스트리밍을 중지, 일시정지 또는 재시작하기 위해서, 수신기로부터 서버로 특정 제어 신호를 송신하는 것

으로 구성된다.

특히, 문서 WO-9704585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VOD 서버로부터 수신기로 MPEG 인코딩된 텔레비젼 신호를 송신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수신기는, 수신기측에서의 기능들로서 저속 모션 뿐만 아니라 일시정지 및 재시작을 지시할 수 있다. 네

트워크 레이턴시 및 재다중화(remultiplexing)와 같은 네트워크 양상들은, 전송 중단 후에, 서버가 신호의 전송을 재시작

할 수 있는 위치들에서의 비트 스트림으로 위치 라벨을 삽입함으로써 고려될 수 있다. 일시정지 요청에 따라서, 수신기는

처음에, 이러한 위치 라벨이 검출될 때까지, 재생을 계속한다. 재생을 재시작하라는 요청에 따라서, 수신기는, 검출된 위치

에서 신호 개시를 재전송하라고 서버에 요청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서버와 수신기 사이의 신뢰성 있는 통신, 및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수신기가 기한내에 지시를 송신

할 수 없거나, 이에 따라 서버가 이 지시를 수신하지 못할 때의 전송 실패를 포함한다. 그러면, 더이상 활용되지 않는 스트

리밍된 데이터를 통해 전송이 진행되고, 이는 통과대역 손실과 관련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데이터, 특히 AV(오디오/비디오) 데이터의 유동적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요청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WAN을 통해 원격 서버와 통신하도록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수신기 및 데이터 서버 간의 통신 네트워크내에서 또는 수

신기측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부적당한 데이터 스트리밍의 위험성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요청 장치

는 특히 이러한 서버로부터 재생되는 영화를 일시정지 및 다시 재생시킬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은 또한, 데이터 요청 프로세스, 데이터 전송 장치 및 프로세스, 및 이 요청 장치에 대응하고, 유사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덕트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발명은 청구항 1에 정의된 바와 같은 데이터 요청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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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본 발명은 2개의 상이하고 상보적인 메카니즘의 조합에 따르고, 이 중 하나는 전송을 일시정지하기 위한 특정

제어 신호에 기초하고, 다른 하나는 수신기측에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즉, 스트리밍된 데이터의 수령 및 활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주기적 신호에 기초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신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스트리밍된 데이터의 정상적인 활용을 막으면, 주기적 신호는 더이상 서버

로 송신되지 않고, 이는 서버가 그 수신기로 더이상 아무것도 전송하지 않게 한다. 반면에, 서버에 의한 데이터 전송이 일

시정지는 수신기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따라서, 서버는, 수신기로부터의 리턴 경로 정보를 이용해서, 환경에 따라서 2개의 상이한 방식으로 데이터 스트리밍을

(일시적으로 또는 계속) 중단해야 한다.

데이터 요청 장치를 사용하는 제1 및 제2 통신 네트워크는 단일의 양방향 통신 네트워크로 구성될 수 있다. 다양한 실시예

에서, 이들 네트워크는 예를 들어, 인터넷 등의 WAN 네트워크로 구성되거나, 또는, 예를 들어, 홈 네트워크, 또는 제한된

지리적 영역들(예를 들어, 빌딩) 또는 회사에 대해 국부적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와 같은 LAN 네트워크("근거리 통신망")

로 구성된다. 또한, 제1 통신 네트워크는 요청된 데이터를 스트리밍하기 위한 방송 네트워크, 및 제어 정보를 전송하기 위

한 양방향 네트워크(예를 들어, 전화 링크)를 포함한다.

데이터 요청 장치는 바람직하게 종속 청구항 2 내지 7 중 어느 한 항에 따른다.

특히, 데이터 요청 장치에서 일시정지 제어 신호의 생성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특별히

트리거링되거나, 또는 중앙 메모리에서 오버플로우를 피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트리거링될 수 있다.

또한, 서버측에서의 일시정지 후에 데이터 스트리밍의 재시작은 구체적으로, 주어진 기간(일시정지 제어 신호에서 사용자

에 의해 특별히 전송될 수 있는 기간, 예를 들어, 5분 동안 일시정지) 후에 자동적으로 수행되거나, 데이터 요청 장치로부

터의 재시작 제어 신호의 송신에 의해 트리거링된다.

본 발명은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요청 장치를 포함하는 디코더, 및 청구항 9에 정의된 바와 같은 데이터 요청 프로세

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청구항 10에 정의된 바와 같은 데이터 전송 장치에 관한 것이고, 바람직하게, 청구항 11 내지 13 중 임의의

하나에서 언급된 실시예들 중 하나, 및 청구항 14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대상은,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실행될 때,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요청 프로세스 또는 데이터 전송 프

로세스의 단계들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명령들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덕트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덕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것을 의미하고, 디스켓 또는 카세트와 같이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저장 공간 뿐

만 아니라, 전기적 또는 광학적 신호와 같은 신호로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첨부 도면을 참조해서, 비제한적인 예로서 제시되고 실시되는 다음의 실시예들에 의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것

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전송 장치를 포함하는 서버, 및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요청 장치를 포함하는 수신기를 포함

하는 통신 환경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도 1의 데이터 전송 장치의 블록도.

도 3은 도 1의 데이터 요청 장치의 블록도.

도 4는, 요청 장치가 IRD("집적 수신기 디코더(Integrated Receivers Decoders)")와 결합되고, 전송 장치가 PC 서버와

결합되는, 도 1의 통신 환경의 특정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도 4의 통신 환경에서 스트리밍에 관련된 파이프 및 버퍼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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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도 4의 통신 환경에서 서버측으로부터의 프로토콜 상태 변화도.

도 7은 도 4의 통신 환경에서 서버측으로부터의 스트리밍 상태 변화도.

도 8은 도 4의 IRD의 프로세싱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도 4의 IRD들 중 하나에서 인젝터(injector)의 기능을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

도 2 및 3에서, 표시된 블록들은 단순히 기능적인 엔티티들이며, 이들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엔티티들에 반드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엔티티들은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개발될 수 있거나, 또는, 하나 또는 다수의 집적 회로로 구현될 수 있

다.

데이터 전송 장치(1)를 포함하는 서버(10)(도 1)는 제1 네트워크(5)를 통해 적어도 하나의 수신기(20)로 데이터를 스트리

밍할 수 있고, 이 수신기(20)는 데이터 요청 장치(2)를 포함한다. 수신기(20)는 그 일부에서 제2 네트워크(6)를 통해 반환

경로를 통과해서 서버(10)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 네트워크(5)는 특히 위성, 라디오 방송, 또는 케이블에

따르는 방송 네트워크이고, 제2 네트워크(6)는 전화 네트워크이다. 두 네트워크(5 및 6)는 모두, 예를 들어, DSL(디지털

가입자 회선;Digital Subscriber Loop) 통신 기반의 특정한 양방향 네트워크로 구성될 수 있다.

서버(10)의 데이터 전송 장치(1)(도 2)는:

- 수신기(20)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 모듈(11) - 이들 메시지는 특히, 데이터 요청 REQU, 수신기(20)의 용량

에 대한 정보 INFO, 수신기측에서의 정확한 기능을 검사하기 위해 서버(10)로 주기적으로 송신되는 정상 상태 신호

NORMAL, 및 (특히, 저속 또는 고속 모션, 또는 역 모션을 지시하기 위한, 전송의 일시정지 또는 재시작에 대한) 데이터 스

트리밍 양식을 변경하기 위한 제어 신호 CTRL을 포함할 수 있음 -;

- 수신기(20)로 제공될 데이터의 연속 부분들의 크기, 및 이 부분들의 2개의 연속적 송신 단계 사이의 지연을, 정보 INFO

의 함수로서 결정하기 위한 특정화 모듈(12) - 즉, 수신기(20)가 최대 대역폭 레이트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입력 버퍼(또

는 다수의 입력 버퍼들)를 포함하고, 정보 INFO는 그 최대 대역폭 레이트 및 그 입력 버퍼의 크기 (또는 이들 입력 버퍼의

축적된 크기)에 관련됨 -;

- 제어 신호 STRM을 이용해서 데이터 부분들의 형태로서 요청된 데이터의 스트리밍을 트리거링하기 위한 스트리밍 모듈

(13) - 이 부분들의 스트리밍에 있어서 주기성은 클럭(41)에 의해 보장됨 -;

- 임의의 정상 상태 신호 NORMAL이 기한(due time)내에 수신되지 않을 때, 경고 메시지 WARN를 수신기(20)로 송신하

기 위한 전달 모듈(14)

- 경고 메시지 WARN이 송신된 후에도 정상 상태 신호 NORMAL가 기한내에 수신되지 않을 때, 알람을 트리거링하기 위

한 알람 모듈(15); 및

- 특정화 모듈(12)과 상호적으로 고속 모션 및 역 모션(reverse motion)을 위해 사용되는 분석 모듈(16) - 상기 분석 모듈

(16)은 원하는 모션에 대해 요청된 데이터의 연속적 관련 장소들을 식별할 수 있고, 특정화 모듈(12)은 이들 장소들에 연속

적으로 위치결정함 -

을 포함한다.

수신기(20)의 데이터 요청 장치(2)(도 3)는:

- 요청 메시지 REQU, 정보 INFO, 정상 상태 신호 NORMAL, 및 제어 신호 CTRL를 서버(10)에 전송하기 위한 송신 모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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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10)로부터 특히 스트리밍된 데이터 DATA를 수신하고, 이를 입력 버퍼(21)(또는 다수의 입력 버퍼들)로 전달하기

위한 수신 모듈(23) - 상기 수신 모듈(23)은 또한 서버(10)로부터 특히 경고 신호 WARN를 수신하기 위해 제공됨 -;

- 예를 들어,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함으로써 수신된 데이터 DATA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싱 모듈(24);

- 정보 INFO를 검색하고, 검색한 정보를 서버(10)로 전송하기 위한 송신 모듈(22)로 보낼 수 있는 검색 모듈(25);

- 프로세싱 모듈(24)로 전송하기 전에, 입력 버퍼(21)로부터 전달된 데이터 DATA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중앙 메모

리(26);

- 입력 버퍼(21)에서 사용가능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중앙 메모리(26)로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펌프(27);

- 중앙 메모리(26)의 데이터가 중앙 메모리(26)의 선정된 임계 레벨 중간까지 채워졌을 때, 중앙 메모리(26)로부터의 데이

터를 프로세싱 모듈(24)로 전달하기 위한 인젝터(28);

제어 신호 CTRL를 생성하여, 이들을 서버(10)로 전송하기 위한 송신 모듈(22)에 제공할 수 있는 제어 모듈(30);

정상 상태 신호 NORMAL를 생성하고, 송신 모듈(22)을 사용해서 서버(10)로 이들을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트리거링

하기 위한 유지 모듈(31) - 정상 상태 신호 NORMAL의 송신에 있어서 주기성은 클럭(42)에 의해 보장됨 -;

데이터 펌프(27)와 결합된 조정 모듈(32) - 상기 조정 모듈(32)은, 중앙 메모리(26)내의 데이터가 선정된 고 임계 레벨을

초과할 때, 제어 모듈(30)을 트리거링하여 제어 신호를 생성하고, 데이터 스트리밍이 조정 모듈(32)에 의해 미리 중단되어,

데이터가 선정된 저 임계치로 감소하는 경우, 재시작(resume) 제어 신호를 생성함 -; 및

- 사용자가, 제어 모듈(30) 및 송신 모듈(22)을 트리거링하여, 서버(10)에 제공될 제어 신호 CTRL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35)

를 포함한다.

도 4 내지 9를 참조한 상세한 특정 실시예를 통해서 상술한 데이터 전송 장치(1) 및 데이터 요청 장치(2)의 기능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 20-1...20-n(이들 각각은 상술한 수신기(20)와 유사하고, 아래에서는 포괄적인 표시로서 참조 번호 "20"이 사용됨)

으로 표시되는 IRDs(IRD1...IRDn) 및 서버(10)를 포함하는 통신 환경(도 4)은, 네트워크들 5 및 6(동일 네트워크) 둘 다를

PSTN 네트워크(7)로서 구성하는 PSTN("일반 전화 교환망;Public Switch Telephone Network") 배선을 통해서 통신한

다. 이 환경은 인터넷 세계에 맞는 실질적 비디오 스트리밍 시스템을 제공한다. 서버(10)는 이더넷 링크를 사용해서 제1

VSDL(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Very high speed Digital Subscriber Loop) 모뎀(43)에 접속되고, IRD는 예를 들어,

각각 TV 세트와 결합되고, 이더넷 링크를 통해서 스위치(45)를 통해 제2 VDSL 모뎀(44)에 접속된다.

VSDL 모뎀(43 및 44)은 60 Mbit/s 까지의 높은 비트 레이트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상술한 통신 환경은 실제 주문형

비디오(Video-On-Demand) 시스템을 제공하며, 말단 사용자들은 카달로그로부터 자신들의 전용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대역폭을 낭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재생 및 중지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술한 통신 환경은, IRD를 구성하는 LAN(Local Area Network)에 접속된 셋탑 박스들(이하, "STBs")(20-1

내지 20-n), VSDL 모뎀(43 및 44), 및 리눅스(Linux) 기술에 기초한 PC 서버(10)를 포함한다. 물론, 리눅스 이외의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IRD는 요청 장치(2)를 포함하고, 서버(10)는 결합된 전송 장치(1)를 포함한다.

변형예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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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SL("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oop") 모뎀 기술 및 멀티캐스팅이 기존의 VSDL

모뎀 실시예들을 대신해서 사용되고, 'x'DSL은 일반적으로 다른 가능성들(HDSL - "High-data-rate DSL(고속 디지털 가

입자 회선)", 10MDSL - "10 Mbits/s DSL", ADSL2...)을 제공하고;

- 사용자측에서 이더넷 링크를 대신하여 USB(Universal Serial Buses) 커넥터들(다른 접속 수단, 예를 들어, 버스상에서

직접 접속될 수도 있음)이 사용되고; 및/또는

- 단 하나의 IRD가 제2 VSDL 모뎀(44)에 직접 접속된 사용자측에 존재한다.

A/ 시스템 설명: 특징들

사용자에게 비디오/오디오 스트림의 요청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동시적 스트림의 제

한이 5개까지로 고정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이 제한이 달라질 수 있거나, 전혀 없을수도 있다.

TV 세트의 말단 사용자는 특히, 카달로그로부터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를 재생, 중지, 및/또는 일시정지/재시작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A/1 네트워크

ADSL 모뎀과 같이 VSDL 모뎀(43 및 44)은 실제의 사용자 로컬 전화선을 사용한다. 이들 모뎀은 이더넷 또는 USB

(Universal Serial Buses) 커넥터들을 포함한다.

전송 포맷은 MPEG2("Moving Picture Experts Group") SPTS("Simple Program Transport Stream")이고, 다수의 오디

오 정보 세트들이 언어용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STB들은 이러한 유형의 스트림을 쉽게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서버측에서, PC(10)는 이더넷 100BT 링크("100Base-T")를 통해 모뎀(43)에 접속된다.

사용자측에서, (4개까지의) STB는 이더넷 10BT 링크를 통해서 스위치(45)에 접속되고, 이 스위치(45)는 100BT/10BT

스위치이다. 그 다음, 임의의 사용자가, 홈 PC, 다른 룸의 STB,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용을 위해 VSDL 회선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충돌 공간이 분할되어, 충돌이 전파되지 않는다.

도시된 예에서, UDP("User Datagram Protocol") 프로토콜 스택 상의 특정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이 해결법의 장점(링크

가 충분히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은, 모뎀에 의한 대역폭 지연, 및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반양방향(half-duplex) 능력만을

갖는 STB의 현재 이용가능성에 의존하고, 따라서, 더 복잡하고 덜 효율적인 프로토콜이 필요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실험

을 통해서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프로토콜 스택이, 소위 "윈도우 스케일 옵션(Window Scale Option)"

을 사용해도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질적 제한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2/ 서버 10

리눅스에 기초해서, 서버(10)는:

· 말단-사용자 IP("Internet Protocol") 어드레스를 셋업하기 위한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버

를 포함하고;

· 상주 프로그램으로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 프로그램의 카달로그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고, 각 프로그램은 서버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기초한 파일이고;

· 개발된 프로토콜에 기초해서 파일을 스트리밍하고;

· 사용자 데드 상태(user dead state) 뿐만 아니라 사용자 접속/단락 상태를 조정하고; 기존의 포트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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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10)는 중앙 오피스에서 DSLAM("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카달로그는 효율적으로(리프레시 방법, 캐시 알고리즘...) 오퍼레이터에 의해 조정된다.

A3/ 셋탑 박스들 20-1...20-n

셋탑 박스들은:

· 리스트로부터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 "실행 프로그램" 버튼을 누름으로써 그 프로그램을 개시시키고;

· "일지정지/재시작 프로그램" 버튼을 누름으로써 그 프로그램을 일지정지/재시작시키고;

·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돌리고;

· 적절히 디코딩하여, 오디오 및 비디오를 동기시키고;

· 플로우 서버로부터 고유 비디오 비트 레이트를 5 Mbits/s까지 수용할 수 있다.

B/ 프로토콜

B1/ 특징들

서버(10) 및 STB들(20-1...20-n)은 TCP/IP LAN에서 서로 접속된다. 실제로(도 5), STB들(20) 중 하나는 소켓을 서버

(10)에 접속시키고, 오디오/비디오 파일을 요청한다. 그 다음, 서버(10)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17)로부터 그 파일을 버

퍼 소켓(18)을 통해, 이후의 STB 요청에 의해서만 종료되는 루프 프로세스에 배치한다.

파일은 STB(20)의 소켓 버퍼(21)로 네트워크(7)를 통해 전송된다. 여기에서부터, 파일은, 예를 들어, 1M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본 실시예에서 FIFO("선입선출(First In, First Out)")로 구성되는 중앙 메모리(26)로 전달되고, 그 다음, MPEG

MLMP("Main Level Main Profile") 버퍼(50)로 전달된다.

파일 전달 프로토콜은 특히:

· 사용가능한 카달로그에 대한 질의;

· 스트림 전송 파라미터 셋업을 위한 접속;

· 파일의 오프닝/클로우징;

· 클라이언트 데이터 소비를 고려한, MPEG2-SPTS 파일의 스트리밍

· 파일의 가능한 인덱싱;

· 클라이언트 데드 상태에 대한 검사

를 가능하게 하도록 설계된다.

프로토콜은:

· 스트리밍된 데이터를 전달하여, 데이터 복구가 필요하지 않고;

· 완전한 네트워크(fair network)에서, 즉, 데이터 손실없이 작동하고 - 본 시스템의 경우에, 모뎀들 및 스위치가 사용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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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 두꺼운 파이프로, 즉, 네트워크 또는 클라이언트 버퍼 중 하나에 다수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작동하도록

구성된다.

이는 UDP가 낮은 프로토콜로서 매우 적합하도록 한다.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즉, IRD들 중 하나)가 저장 매체(본 실시예에서는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MPEG 디코딩 프로세스에 따라서 데이터 스트리밍을 조절한다.

서버 계산

UDP에 기초한 프로토콜, 및 대용량의 대역폭을 갖는 서버(10)에 있어서, 서버는 클라이언트를 오버플로우하지 않도록 주

의해야만 한다. 파라미터는 이를 보장하도록 셋업 시간에서 클라이언트에 의해 주어진다. 이들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 클라이언트 최대 지원 대역폭 레이트: CBW; 이 레이트는 전체적으로 STB(20)를 수신하는 용량을 포함하고, 입력 소켓

버퍼(또는 다수의 입력 소켓 버퍼들)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레이트에 연결된다;

- 클라이언트 입력 소켓 버퍼 크기: CSOCKBUFSZ; 다수의 입력 소켓 버퍼들이 있는 경우에, 이들간에 진입 데이터가 공

유되고, 파라미터 CSOCKBUFSZ는 이들 버퍼의 축적된 크기로 주어진다; 및

- 클라이언트 생존(keep alive) 메시지 반복 주기; 이러한 메시지는, 서버에 STB(20)가 정확하게 작동하여 스트리밍된 데

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STB(20)로부터 서버(10)로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5초마다 송신되며, 이 메시지

의 분실은 STB의 데드 상태 또는 실패로서 해석된다.

서버(10)는 이들 파라미터에 따라서 데이터를 스트리밍한다. 서버(10)는 "UNIT_SIZE" 값을 계산하고, 이 값은, 소켓 버퍼

크기로부터, 요청 STB로 연속적으로 송신될 부분들의 크기를 제공한다. 바람직한 예에서, 이 값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UNIT_SIZE = CSOCKBUFSZ/8.

팩터 "8"은 서버측에서 작은 크기를 갖는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스트리밍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해한

것을 입증한다. 즉, 수신측에서 오버플로우의 가능성은 매우 낮게 되며, 다수의 분할은 다른 스트림들에 대한 공유 통과 대

역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서버가 가능하게 한다면, 더 큰 수의 팩터 뿐만 아니라, 작은 수의 팩터(예를 들어, 2까지)

도 가능하다.

서버(10)는 송신 데이터를 그 값에 대응하는 상한(ceiling)에 놓이도록 루핑(loop)하고("UNIT_SIZE"로 "UNIT_SIZE" 루

핑), CBW 비트 레이트를 넘지 않도록 지연을 삽입한다. 연속적인 데이터 부분들을 송신하기 위한 주기 "PERIOD"는

PERIOD = UNIT_SIZE/CBW 로 정의된다.

이 주기는 일반적으로 생존 송신 주기보다 훨씬 더 짧다.

클라이언트 계산

2개의 파라미터들은, 파일을 스트리밍하기 위해 필요한 대역폭에서 어떠한 손실도 없이 데이터 전송을 일시정지/재시작하

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에 의해 계산된다. 이들 파라미터는 STB(20)의 중앙 FIFO 메모리(26)에 파일링 레벨의 임계값을 제

공하고, 이 메모리는, 입력 버퍼(21)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FIFO-

SIZE"의 크기를 갖는다. 한편, 낮은 FIFO 임계값 "LFIFO"는, "XON"으로 불리는 특정 메시지를 이용해서, 데이터 스트리

밍이 일시정지 되었을 때, 데이터 스트리밍의 재시작을 지시하기 위한 하한을 제공한다. 반면에, 높은 FIFO 임계값

"HFIFO"는, "XOFF"로 불리는 특정 메시지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로세싱에도 불구하고 임계값이 초과되는 경우, 서버(10)

로부터 데이터 스트리밍을 일시정지하기 위한 상한을 제공한다.

임계값 LFIFO 및 HFIFO는 다음과 같이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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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RTT는 Round-Trip-Time이고, 즉, 패킷을 송신하고 그 확인을 얻는 시간 사이의 지연이다(FIFO의 크기는 충

분히 커서 FIFO-SIZE > CBW*RTT이다). 이 시간은 셋업 시간에서 클라이언트에 의해 측정되고, 주기적으로 재측정된

다. 이는, 서버로부터의 통신이 중단될 때, 네트워크에서 수신될 데이터의 남아 있을 수 있는 양을 나타낸다.

입력 소켓 버퍼(21)

이들 입력 버퍼에는 UDP/IP 스택이 포함된다. 이 입력 버퍼는 STB(20)를 초과 실행(overrun)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크

다. 서버(10)는 클라이언트 소켓 버퍼 크기에 따라서 자신의 스트리밍 부분을 계산한다.

중앙 FIFO(26)

이 중앙 버퍼(26)는 버스트 부작용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클라이언트는, 이 FIFO가 충분한 데이터를 갖는 경우에만

디코딩을 시작하고, 이는 제3 FIFO 임계값을 이용해서 결정되고, 이 임계값은 낮은 임계값 LFIFO와 높은 임계값 HFIFO

사이에 포함되는 값을 갖는 중간 임계값 "MFIFO"이다. 프로세싱부로 데이터 전달 처리를 트리거링하기 위한 이 임계값

MFIFO는, 효율적인 실시예에서, 낮은 임계값 LFIFO와 동일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는 또한, FIFO가 가득 찬

경우에(임계값 HFIFO), 서버 스트리밍을 일시정지하고, FIFO가 로우인 경우에(임계값 LFIFO), 서버 스트리밍을 재시작

한다.

상술한 일시정지 및 재시작은 각각, STB(20)로부터 서버(10)에 송신된 XOFF 및 XON 메시지를 이용해서 수행된다. 동일

한 신호들이, 언제라도 스트리밍을 일시정지하고, 이후에 이를 재시작하도록 결정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설명되는 바람직한 성과로서, 일시정지 상태 동안에도, 생존 메시지가 정기적으로 계속 송신되어, 서버

에 의해 검사된다.

제1 특정 구현에서, 임계값은 다음 값으로 선택된다:

LFIFO = MFIFO = 1/4FIFO-SIZE; HFIFO = 3/4FIFO-SIZE.

FIFO-SIZE가 1Mbyte이면, 이는 다음을 제공한다:

LFIFO = MFIFO = 250kbytes, HFIFO = 750kbytes.

이제, 데이터가 CBW=6 Mbits/s의 스트리밍 레이트로 수신되고, 데이터 프로세싱 레이트가 4 Mbits/s와 동일한 인코딩

비트 레이트 "EBR"에 대응하는 디코딩 레이트인 경우에, 2초의 스트리밍 주기("XON")는 1초의 일시정지 주기("XOFF")와

번갈아서 바뀐다. 실제로, 스트리밍이 온일 때, FIFO의 효율적인 파일링 레이트는 CBW-EBR(본 명세서에서는 2 Mbits/

s)이고, 스트리밍이 오프일 때, 비우기(emptying) 레이트는 EBR(본 명세서에서는 4 Mbits/s)이다.

제2 특정 구현에서, 임계값은 다음 값으로 선택된다:

이제, 스트리밍 레이트가 CBW이고, 이는 6 Mbits/s 정도이고, 프로세싱 레이트가 4 Mbits/s와 동일한 EBR인 경우에,

7,4s의 스트리밍 주기는 1,85s의 일시정지 주기와 번갈아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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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MP MPEG 버퍼(50)

이들 버퍼는 MPEG2 PES("Packet Elementary Stream") 스트림을 정확하게 디코딩하기 위해 제공된다. 오디오/비디오

디코더 스택이 포함된 STB가 사용된다. Main-Level/Main-Profile이 구현된다.

서버측에서는 인코딩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PCR("Program Clock References")이 조정되지 않지만, 로컬 VCXO

("Voltage Control Crystal Oscillator")가 27MHz로 설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디오는, 비디오 및 오디오 PTS

("Program Time Stamps")를 사용해서 비디오와 동기화된다. 디코딩 프로세스는 버퍼-언더플로우를 허용(tolerant)하고,

MLMP 버퍼(50)를 잘못 리셋하거나 플러쉬(flush)하지 않는다.

B2/ 프로토콜 스택

서버측에서의, 프로토콜 및 스트리밍 상태 변화 도면이 도 3 및 4에 각각 도시된다.

사용되는 프로토콜 스택은 다음과 같다:

 층  프로토콜

 5/7(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특정 소켓

 4(전달)  UDP

 3(네트워크)  IP

 2(링크)  이더넷

 1(물리적)  이더넷 802.3

소켓은 UDP 프로토콜을 통해 오픈된다.

B3/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프로세스는 다음 단계들로 나뉜다:

- 소켓 생성;

- 애플리케이션 층 프로세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 교환 시작: "스트림 오픈",

- 교환: "스트림 기입/판독"

- 교환 종료: "스트림 클로우즈"

- 소켓 클로우즈.

애플리케이션 층으로 구성된 패킷은 메시지이다. 모든 메시지들은 다음과 같은 고유의 포맷을 갖는다:

- 헤더:

- 메시지 유형(길이 1);

- 4개까지의 선택적 파라미터(길이 4);

- 데이터: 스트림의 일부 또는 신호화 메시지를 위한 빈 공간.

모든 데이터 유형들은 네트워크 정렬된, 즉, 빅엔디언(big-endian)(MSB;"Most Significant Bi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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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측으로부터의 주요 프로토콜 동작들은 다음과 같다(도 6, 여기에서, "recv"는 "receive"를 나타냄):

- STB들 중 하나로부터 메시지 수신을 대기하고(단계 S1);

- STB들 중 하나로부터 접속 메시지 "CONNECT"를 수신하고(단계 S2);

-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세스를 분기(fork)시키고;

- 접속 확인 CONNECT_ACK를 송신하고(단계 S4);

- STB로부터 접속 파라미터를 수신하고(단계 S6), 파라미터를 얻고 대응 계산을 수행하고(단계 S7), 접속 메시지를 송신

(단계 S8)함으로써, 요청 STB에 접속하고(단계 S5);

- 요청된 STB가 그 서버에 대해 정확하게 남아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데드 상태 알람을 개시시키고(단계

S9); 즉, 선정된 송신 주기(예를 들어, 5s)를 갖는, 생존 메시지 "KEEPALIVE"의 주기적 수령을 통해서 검사하고;

- 관련 파일 "OPEN(file)"을 나타내는 오프닝 메시지를 수신하고(단계 S11), 대응 파일 식별자 File_id를 얻어, 이를 오프

닝함으로써(단계 S12), STB 클라이언트가 목표로 하는 파일을 오픈하고(단계 S10);

- 주기적으로 생존 메시지를 수신하고(단계 S14), 이에 따라 파일 전송의 종료까지 알람을 재시작시키면서(단계 S15), 요

청 STB 클라이언트로 파일을 스트리밍하고(단계 S13),

- 클로우징 메시지 CLOSE를 수신할 때 파일 전송을 중단시키고(단계 S16);

- 기한내에 수령된 생존 메시지가 없어서 알람을 트리거링하는(단계 S17) 경우에,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세스를 빠져 나온

다(단계 S18).

서버측으로부터의 스트리밍 동작은 다음과 같다(도 7):

- 생존 메시지가 수신되는(단계 S14) 한, 데이터 파일 스트리밍(단계 S13)이 진행되어, 파일이 완전히 전송되지 않는 한

알람이 재시작되고(단계 S15); 생존 메시지가 기한내에 수령되지 않으면 상술한 바와 같이 알람 트리거링(단계 S17)이 시

작되고;

- 수신된 생존 메시지의 검사를 계속하고(단계 S14), 후속하여 알람을 재시작(단계 S15)시키면서, 특정 중단 메시지

"XOFF"를 수신하면(단계 S19), 스트리밍을 일시정지하고(단계 S20),

- 이후에 특정 재시작 메시지 "XON"를 수신하면(단계 S21), 이전에 중단된 지점에서 파일 전송을 재시작하고(단계 S13),

- 스트리밍이 현재 수행되고 있거나 또는 일시정지되었거나, 생존 메시지가 기한내에 수신되지 않는 경우에는, 클라이언

트 서버 프로세스를 빠져나온다.

이 프로세스로 인해서, 서버(10)는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수신기(20) 특징들에 대해 매우 적합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이

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가 스트리밍된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대역폭만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알람을 트리거링하는데 있어서의 시간 제한은, 왕복 시간 RTT에 따른 기간, 예를 들어, 3 또는 4

RTT로 증가되는 예정 주기 시간에 의해 주어진다.

클라이언트측에서의 스트리밍된 데이터의 정확한 수령을 서버측에서 검사하는 것과 관련된 개선된 버전에서, 알람은, 생

존 주기보다 현저히 긴 기간동안, 예를 들어, 그 주기의 3배동안 아무 생존 메시지도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만 트리거링된

다. 이는, STB와 서버 간의 전송에서 가능한 지연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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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방법에서의 또 다른 개선점에 따르면, 서버측에서 생존 메시지를 수신하는데 예상되는 시간이 일단 지나고, 이러한

어떠한 메시지도 수신되지 않으면, 서버는 클라이언트 STB에게, 여전히 액티브 수령 상태에 있다면, 생존 메시지를 즉시

다시 되돌려 보내라고 경고한다. 이는, 네트워크에서의 전송 문제, 특히, 패킷 손실로 인해 스트리밍 프로세스가 잘못 중단

될 위험성을 상당히 감소시킴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상술한 특징들(중요 시간 및 경고 메시지의 결정) 모두는 바람직하게 결합된다.

a/ 소켓 접속

IP 어드레스는 일정하다.

b/ 접속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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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셋탑 박스들(20)

STB들(20) 중 하나가 일단 "AL_OPEN" 메시지를 송신하면, STB(20)는, 서버(10)가 스트림 데이터 패킷들을 송신할 때까

지 대기한다(수령은 차단되지 않음). STB(20)는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소켓으로부터 판독하고, 예정된 프로세스를 삽입

및 디코딩하기 위해서 CPU("중앙 처리부")를 공개시킨다. 적절한 알고리즘이, 데이터 펌프(27)의 각 스케줄에서 절반의

버퍼 소켓 크기를 판독하는 것으로 구성되고, 이 펌프는 STB(20)에 결합된 요청 장치(2)의 일부이다.

현재 사용가능한 STB 설계에서, 측정된 최대 유지 비트 레이트는 약 6 Mbits/s이고, 이는 훌륭한 MPEG2 비디오 및 오디

오 품질을 보장하기에 충분히 높다.

데이터 펌프(27)는, 입력 소켓 버퍼(21)에 중앙 FIFO(26)의 "Write" 포인터 및 이 FIFO의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공간을

직접 제공한다(이는, 소켓 버퍼로부터 FIFO 버퍼로의 중간 복사를 피하게 한다).

프로세싱을 위한 중앙 FIFO(26)로부터 각 전달 동안의 데이터의 볼륨은 "LenAsked" 값으로 주어지고, 이는 FIFO 크기의

절반이며, 과중한 스케줄링 작업을 피하도록 한다. 이러한 FIFO 전달이 완료된 후에, LenAsked는 소비자 포인터에 따른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크기이다. 요청 장치(2)의 일부인 인젝터(28)는 이 값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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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일 플로우에서 다른 플로우로 갑자기 바꾸면, 소켓, FIFO(26), 및 비트 버퍼(21)는 플러쉬될 것이다.

서버(10)는 판독 파일을 예측하지 않는다. 판독 길이 및 송신 길이는 일정하고, 버스트 전송을 피하기 위해서 내부 입력 소

켓 버퍼(21)(CSOCKBUFSZ)보다 작다. 프로토콜은 또한 전송 레이트를 소비자 레이트(CBW 파라미터: 중앙 FIFO(26)는

STB(20)에서 데이터 펌프(27)에 의해 관리된다)에 맞춰 조절한다.

IRD 프로세싱 개요가 아래에서 설명되고(도 8 참조), 다양한 기술된 요소들은 IRD 요청 장치의 일부이다.

·재퍼(Zapper)(Appli)(54): 사용자 입력 선택(프로그램 식별자)을 얻고, 데이터 펌프(27) 및 인젝터(28)를 실행시키고, AV

디코더를 시작시키고;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변경하면, 재퍼는 데이터 펌프(27) 및 인젝터(28)를 다시 실행시키기 전에, 이

들을 중지시킨다. 비디오 디코더는 중지될 필요가 없다.

·이더넷 드라이버(54): 물리적 이더넷 제어기(51)와 TCP/IP 스택(53)을 상호접속하고, 이 제어기는 예를 들어, Cirrus

Logic사의 "CS8900A"와 같이 상품화된 것일 수 있다. 레이트는 3 Mbits/s와 6 Mbits/s 사이에서 구성된다. 따라서, 레이

트가 4 Mbits/s이면, 일 프레임(1460 바이트)은 2.86 ms내에 처리된다. 중단 프로세스("IT")는 드라이버(52)에게 제어 데

이터 전송을 알리기 위해서 제공된다.

· TCP/IP 스택(53): 소켓 비-차단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갖는, 이더넷

을 통한 TCP/UDP/IP 스택(53). DHCP(동적 호스트 설정 통신 규약"D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클라이언

트는 IP 어드레스를 동적으로 얻기 위해서 포함된다. TCP/IP 스택(53)은 최대 64 kbytes를 갖는 소켓 버퍼(21) 및 타이머

(42)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데이터 펌프(27): MPEG2-TS(전송 스트림"Transport Stream")을 얻기 위해서 UDP 포트를 사용한다. 동작시에, 파일

식별자는 사용자에 의해 특정되어, 접속동안에 서버(10)로 직접 전송된다. 서버(10)로 일단 접속되면, 데이터 펌프(27)는,

사용가능한 FIFO 길이를 판독하고, FIFO(26)가 거의 가득 찼을 때(HFIFO 임계값), 서버(10)가 데이터 스트리밍을 일시정

지(XOFF 메시지)하고, FIFO(26)가 거의 비었을 때(LFIFO 임계값), 데이터 스트리밍을 재시작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또

한, 사용자가 재핑하여(zap) FIFO(26)를 플러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 플러쉬 방법은 인젝터(28)로 전달된다.

· 중앙 FIFO(26): X Mbytes FIFO(예를 들어, 1 Mbyte)가 디코딩 프로세스 및 스트리밍 프로세스를 조절하고, 네트워크

버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FIFO 관리자는 3개의 임계값들을 조정하고, 낮은 임계값 LFIFO 및 높은 임계값

HFIFO는 각각 인젝터 프로세스를 트리거링 및 일시정지시키고, 중간 임계값 MFIFO는 데이터 펌프 프로세스를 트리거링

한다.

전송을 위해서, 예를 들어, 32 kbytes의 유닛 크기가 선택된다(50 kbytes의 유닛 크기이면, 전송은 20ms 걸린다). 즉, 4

Mbits/s의 레이트를 고려하면, 중앙 FIFO(26)를 채우는데 2초가 걸리고, 대응하는 전체 FIFO의 디코딩도 2초가 걸린다.

서버 파일에 8 kbytes의 청크(chunk)를 취하면, 클라이언트 소켓 버퍼에 도달하는데 16msec가 걸린다. 동일한 데이터가,

STB에 포함된 CPU에 따라서 약 2 내지 4 kbytes/msec의 레이트로 FIFO(26)로 전달된다. 따라서, STB 전달 프로세스는

무시해도 된다.

중앙 FIFO(26)는 서버(10) 및 네트워크로부터 가능한 지터(jitter)를 완화시킨다. 클라이언트의 대역폭 레이트 CBW는 인

코딩 레이트 EBR보다 큰 것이 바람직하다. EBR 및 CBW의 값이 클로우즈인 경우에, FIFO(26)는 더 작아진다.

· 인젝터(28): PC 서버(10)(생산자)와 디코딩 프로세스(소비자) 간의 플로우 제어에 대한 개념은 본 명세서에서 다음과 같

이 추정된다: 일단 개시되면, 인젝터(28)는 비디오 비트 버퍼 레벨을 선택하여, SWTS("Software Transport Stream") 입

력(56)을 이용해서, 소정 품질의 FIFO 데이터를 DMA("Direct Memory Access")를 통해 TSMUX("Transport Stream

Multiplexer")(55)로 삽입시킨다. 그 다음, 중앙 FIFO(26)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져야만 한다.

· TSMUX(55):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사의 "ST5516"과 같이 상품화된 레지스터와 같은 레지스터(61)(도 9)에 기초해

서, 이 인터페이스는, SWTS 모드(구성 레지스터(63)을 사용)에서, 메모리로부터 PTI("Programmable Transport

Interface")로 데이터를 삽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레지스터는 자신의 내부 32바이트 SWTS FIFO(62)에 데이터를 일시

적으로 저장하고, 이들을 PTI(57)로 스트리밍한다. 바이트 전송 속도는 조정될 수 있다. 페이스(pace) 레이트는 예를 들

어, 40 Mbits/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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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 스택(58): 오디오 및 비디오 디코딩 프로세스는, 디코딩을 위한 목표 PID("Packet Identifier")에 대한 디코딩 프로세

스를 셋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디코딩 프로세스를 개시시키고, 비디오 비트 버퍼 레벨("VBBL")을 나타내며, 여기에서,

비트 버퍼는 언더플로우를 허용한다.

· AV 동기화: 이는 비디오 및 오디오로부터의 PTS("Program Time Stamp") 값에 기초한다. PCR은 조정되지 않으므로,

27 MHz의 VCXO가 고정된 명령값을 갖는다. 비디오 디코딩 프로세스이 시작되어, STC("System Time Clock") 값을 제1

비디오 PTS로 초기화한다. 오디오는, PTS 값이 STC값에 근접할 때까지 프레임을 건너 뛴다.

C1/ 인젝터(28)

인젝터(28) 및 그 기능이 이제 (도 9를 참조해서)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SWTS 입력(56)으로 데이터를 삽입하는 것은, PTI "DMA3" 채널을 통해 라우팅되는 "SWTS_REQ" 신호를 사용해서 조절

된다. 이 SWTS_REQ 신호는, 내부 SWTS FIFO(62)가 적어도 16바이트를 위한 룸을 포함할 때, 나타난다. SWTS_REQ

신호가 로우일 때마다, X-M바이트의 FIFO(26)로부터 판독될 데이터가 존재하고, 프로그램가능한 바이트의 수가 SWTS

입력(56)으로 전달된다. 전송 완료의 종료 시점에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신호 인젝터 작업에 중단이 설정된다.

SWTS 엔트리의 경우에, 수신지 포인터가 비디오 및 오디오 압축 데이터 FIFO에 고정되고, 이 FIFO는 각각 64 및 65로 표

시되고, 이 인젝터는 "CD_FIFO"와 같이 프로세스된다. SWTS 레지스터 어드레스는 CD_FIFO 어드레스로 대체되고,

"PTI_DMA3SETUP" 레지스터에 의해 직접 프로그램되는 증가분은 없다(따라서, "DMA3BLOCKMOVE = 0").

PTI(57) 버전 드라이버

PTI 드라이버는 DMA 삽입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PTI1" 후방 적합 모드에서

사용되는 "PTI3" 하드웨어에서 동작한다. 본 실시예에서의 유일한 제한점은, 중단 모드가 시그널링 DMA 전송 종료시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DMA 전송의 종료까지 "pti_data_dma_synchronize" 기능 블록들에 대한 호출이 존재한다.

TSMUX(55)와 PTI DMA3의 상호접속

"SWTS_REQ" 신호는, "CONFIG_CONTROL_A" 레지스터를 구성함으로써 "PTI NOT_CDREQ3" 신호로 다중화된다(즉,

"PTIA_CDREQ3_MUXSEL[3:0]=TSSUB_SWTS_REQ").

인젝터는 작업을 위해, 데이터를 PTI(57)에 삽입하기 전에, 각각 66 및 67 비디오 및 오디오 비트 버퍼의 점유 레벨을 알아

야 한다. 각 스트림이 비디오 및 오디오 성분을 포함하고, 오디오 비트 버퍼(67)의 용량이 오버플로우 및 언더플로우를 피

하기에 충분하다고 가정하면, 비디오 비트 버퍼 레벨만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VID_VBL" 레지스터가 판독되고, 이는, 비디오 비트 버퍼(66)의 현재 레벨을 2 kbits(256bytes)의 유닛에

제공한다. 그 다음, 이 버퍼의 자유 공간의 크기가 즉시 유추된다. 인젝터 작업은, TSMUX(55)를 통해서 사용자 중앙 FIFO

(26)로부터 PTI(57)로의 DMA 전송을 시작하고, 전송 크기는 다음과 같다:

min(RVBB, 중앙 FIFO 사용가능 데이터)

여기에서, RVBB("Remaining space in Video Bit Buffer")는 VBB("Video Bit Buffer")(66)에 남아있는 자유 공간을 나타

낸다.

따라서, VBB(66)만을 고려하여 전송이 계산된다. 이는, ABB("Audio Bit Buffer")(67)가 충분히 커서 오버플로우하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4 Mbits/s(500 kbytes/s)에서의 플로우에 대해, 데이터를 50kbytes 전송하는 것은 매번 100ms를 추가시킨다. 40 Mbits/

s(5 Mbytes/s)로 고정된 SWTS 페이스 레이트에 따라서, 전송 기간은 적어도 10ms가 걸린다. 따라서, 대응하는 스레드

(thread)는 각 전송 사이에 90ms동안 활동하지 않는다.

c2/ 오디오/ 비디오 스택(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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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비디오 스택(58)은 다음 3개의 주요 기능을 갖는다:

· 역다중화를 구성하고, 오디오 및 비디오 디코더를 개시시킨다;

· 오디오와 비디오 사이의 동기화를 조정한다;

· 데이터 스트리밍을 조절하고, 비디오 비트 버퍼 레벨을 획득하여, 이를 인젝터 클라이언트에 제공한다.

비디오를 일시정지하거나 고정시키고, 사운드를 묵음으로 하거나, 정지 픽쳐를 디스플레이할 필요가 없다.

오디오와 비디오 디코더의 동기화는 오디오 PTS 및 비디오 PTS에 의해 구성된다. 플로우로부터의 PCR은 조정되지 않고,

VCXO가 27 MHz로 설정되다.

STC 값은 제1 비디오 PTS로 설정된다. 동기화 알고리즘은 이미 오디오 드라이버에 존재한다. STC 값을 비디오 PTS로

설정하기 위해서만 기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프로세스된다.

스트림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PTS의 시청이 중지되지 않는다(STC/비디오 PTS 거리는 PTS가 매번 발생할

때마다 갱신된다).

스택은 또한 비트-버퍼 언더플로우에 대해 허용적이고, 즉, 디코딩 프로세스 리셋이나 비트 버퍼 리셋에 대해서는 아니다.

비트 버퍼들(VBB(66) 및 ABB(67))은 PULL 모델에 대해 정확하게 크기가 정해지고, 즉, 디코더 프로세스는 데이터 스트

리밍을 조절한다. VBB(66)에 대해서와 같이, MLMP 특성에 대해 약 356 Kbyets로 크기가 정해진다. ABB(67)의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 최저 비디오 비트 레이트와 최고 오디오 비트 레이트 간의 비율이 계산된다. 이 비율은 ABB(67)의 크기를,

아래와 같이 최소 비디오 비트 레이트를 나타내는 mVBR 및 최대 오디오 비트 레이트를 나타내는 MABR로 정하는데 적용

된다.

ABB크기 = MABR/mVBR*(MLMP VBB 크기)

예를 들어, mVBR 및 MABR은 각각 1 Mbits/s 및 448 kbits/s이다.

추가적인 특징들로서, 클라이언트는 저속 또는 고속 모션에 대한 제어 메시지를 서버(10)에 보낼 수 있다.

저속 모션에 대한 특정 실시예에서, 데이터 부분들을 송신하기 위한 주기 PERIOD는 더 길어지지만(클라이언트에 의해 요

청된 저속화 레벨에 따라서 주기성 변경), 생존 메시지에 대한 주기성은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고속 모션 및 역 모션에 대한 다양한 특정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는 또한, 스트리밍될 데이터 파일에서의 위치 결정을 지

시하기 위해서, 특정 제어 메시지 "SEEK"를 서버(10)에 보낼 수 있고, 이 메시지는 그 파일의 시작 또는 종료에 관한 다수

의 바이트일 수 있다. 그 다음, SEEK 메시지는 방향 및 오프셋 둘 다를 포함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XOFF 및 XON 메

시지들 사이의 SEEK 메시지를 사용하여, 선택된 데이터의 품질뿐만 아니라 재생 속도를 관리하고, 고속 모션의 경우에 언

더플로우를 보상한다. 송신 명령들의 시퀀스는 XOFF/SEEK(방향, 오프셋)/XON/XOFF...일 수 있다.

또한, 특정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는 고속 모션에 대해 선택된 디코딩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를 서버(10)에 송신하여, 예

를 들어, 디코딩을 위한 GOP들(Groups of Pictures)에서 "I"형 화상만을 택한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는 적절한 위치 결정을 통해서 안정된 재생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저속 모션에서와 같이, 생존 메시지의 주기성은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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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서버(10)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제1 통신 네트워크(5)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하는 데이터 요청 장치

(2)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제2 통신 네트워크(6)를 통해서, 결정된 데이터의 요청(REQU)을 상기 서버(10)로 송신하기 위한 송신 수

단(22),

상기 제1 통신 네트워크(5)를 통해서, 상기 서버(10)로부터 스트리밍된 데이터(DATA)를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를 프로세

싱 수단(24)에 제공하여 활용(exploit)하기 위한 수신 수단(23), 및

상기 서버(10)로부터 데이터 스트리밍을 일시정지하기 위한 일시정지 제어 신호(XOFF)를 생성하고, 상기 송신 수단(22)

을 통해서, 상기 제2 네트워크(6)를 통해 상기 일시정지 제어 신호(XOFF)를 상기 서버(10)에 송신하는 것을 트리거링하기

위한 제어 수단(30)

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요청 장치(2)는, 상기 서버(10)가 상기 데이터 요청 장치(2)에서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기 위한 정상 상태 신호

(NORMAL, KEEPALIVE)를 생성하고, 상기 송신 수단(22)을 통해서, 상기 제2 네트워크(6)를 통해 상기 서버(10)로 정상

상태 신호(NORMAL, KEEPALIVE)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트리거링하기 위한 유지 수단(31)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데이터 요청 장치(2).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30)은, 일시정지 후에 상기 서버(10)로부터 데이터 스트리밍을 재시작하기 위한 재시작

제어 신호(XON)를 생성하고, 상기 송신 수단(22)은 상기 제2 네트워크(6)를 통해서 상기 서버(10)로 상기 재시작 제어 신

호(XON)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요청 장치(2).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요청 장치(2)는, 사용자가 상기 제어 수단(30) 및 상기 송신 수단(22)을 트리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35)를 포함하여, 상기 제어 신호(XOFF, XON)가 상기 제2 네트워크(6)를 통해 상기

서버(10)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요청 장치(2).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데이터(DATA)는, 활용되기 전에 중앙 메모리(26)에 저장되고, 상

기 데이터 요청 장치(2)는, 상기 중앙 메모리(26)내의 상기 데이터가 상기 중앙 메모리(26)의 선정된 고 임계 레벨(HFIFO)

을 초과할 때, 상기 제어 수단(30)을 트리거링하여, 일시정지 제어 신호(XOFF)를 생성하는 조정 수단(32)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요청 장치(2).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조정 수단(32)은, 상기 스트리밍이 상기 조정 수단(32)에 의해 일시정지되고, 상기 중앙 메모리(26)

내의 상기 데이터가 상기 중앙 메모리(26)의 선정된 저 임계 레벨(LFIFO) 아래로 감소할 때, 상기 제어 수단(30)을 트리거

링하여, 재시작 제어 신호(XON)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요청 장치(2).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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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 메모리(26)의 상기 임계 레벨들(HFIFO, LFIFO)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데이터 요

청 장치(2)와 상기 서버(10) 간의 왕복 시간(RTT;round-trip time)에 따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요청 장치(2).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수단(23)은, 상기 서버(10)가 상기 정상 상태 신호(NORMAL, KEEPALIVE)를 기한내에 수신하지 않으면, 상기

제1 네트워크(5)를 통해서 상기 서버(10)로부터 특정 경고 메시지(WARN)를 수신하고,

상기 유지 수단은, 상기 특정 경고 메시지(WARN)가 수신되면 즉시, 상기 제2 네트워크(6)를 통해서 정상 상태 신호

(NORMAL, KEEPALIVE)를 상기 서버(10)로 송신하는 것을 트리거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요청 장치(2).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데이터 요청 장치(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코더.

청구항 9.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서버(10)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제1 통신 네트워크(5)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하는 데이터 요청 프로

세스는,

적어도 하나의 제2 통신 네트워크(6)를 통해서, 결정된 데이터의 요청(REQU)을 상기 서버(10)로 송신하는 단계,

상기 제1 통신 네트워크(5)를 통해서 상기 서버(10)로부터 스트리밍된 데이터(DATA)를 수신하여, 활용하는 단계, 및

상기 서버(10)로부터 데이터 스트리밍을 일시정지시키기 위한 일시정지 제어 신호(XOFF)를 생성하여, 상기 제2 네트워크

(6)를 통해 상기 서버(10)로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요청 프로세스는, 상기 서버(10)가 상기 데이터 요청 장치(2)에서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기 위한 정상 상태 신

호(NORMAL, KEEPALIVE)를 생성하여, 상기 제2 네트워크(6)를 통해서 상기 서버(10)로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데이터 요청 장치(2).

청구항 10.

적어도 하나의 제1 통신 네트워크(5)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 장치(1)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제2 통신 네트워크(6)를 통해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요청 장치(2)로부터 결정된 데이터의 요청(REQU)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 수단(11), 및

상기 제1 네트워크(5)를 통해서, 상기 데이터 요청 장치(2)로 상기 데이터(DATA)의 스트리밍을 트리거링하기 위한 스트

리밍 수단(13)

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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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 수단(11)은, 상기 데이터 요청 장치(2)로부터 일시정지 제어 메시지(XOFF)를 수신하고, 상기 스트리밍 수단

(13)은, 상기 일시정지 제어 메시지(XOFF)가 수신되면, 상기 데이터 스트리밍을 일시정지하고,

상기 수신 수단(11)은 상기 데이터 요청 장치(2)로부터 정상 상태 신호(NORMAL, KEEPALIVE)를 주기적으로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 요청 장치(2)는, 상기 정상 상태 신호(NORMAL, KEEPALIVE)가 기한내에 수신되지 않을 때, 알람 상태를 트

리거링하는 알람 수단(15)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전송 장치(1)는,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데이터 요청 장치(2)에 바람직하게 제공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장치(1).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알람 수단(15)은, 상기 정상 상태 신호를 수신하는데 예상되는 주기적 시간 이후에 안전 기간

(safety duration)이 지난 후에, 상기 정상 상태 신호들(NORMAL, KEEPALIVE) 중 하나도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알람

상태를 트리거링하고, 상기 안전 기간은, 상기 데이터 요청 장치(2)와 상기 데이터 전송 장치(1) 간의 왕복 시간(RTT)에

따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장치(1).

청구항 12.

제10항 또는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알람 수단(15)은, 상기 정상 상태 신호(NORMAL, KEEPALIVE)가 기한내에 하나도 수신되지 않으면, 경고 메시지

(WARN)를 생성하고,

상기 데이터 전송 장치(1)는, 상기 제1 네트워크(5)를 통해 상기 데이터 요청 장치(2)로 상기 경고 메시지(WARN)를 송신

하는 전달 수단(14)을 포함하고,

상기 알람 수단(15)은, 상기 경고 메시지(WARN)를 송신한 후에 보충 기간이 경과했을 때만, 상기 알람 상태를 트리거링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장치(1).

청구항 13.

제9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수단(11)은 상기 데이터 요청 장치(2)로부터 재시작 제어 메시지

(XON)를 수신하고, 상기 스트리밍 수단(13)은, 상기 스트리밍이 일시정지되고, 상기 재시작 제어 메시지들(XON) 중 하나

가 수신되면, 상기 데이터 스트리밍을 재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장치(1).

청구항 14.

적어도 하나의 제1 통신 네트워크(5)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제2 통신 네트워크(6)를 통해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요청 장치(2)로부터 결정된 데이터의 요청(REQU)

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1 네트워크(5)를 통해서 상기 데이터 요청 장치(2)로 상기 데이터(DATA)를 스트리밍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 요청 장치(2)로부터 일시정지 제어 메시지(XOFF)를 수신하고, 상기 일시정지 제어 메시지(XOFF)가 수신되

면, 상기 데이터 스트리밍을 일시정지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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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요청 장치(2)로부터 정상 상태 신호(NORMAL, KEEPALIVE)를 주기적으로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정상 상태 신호(NORMAL, KEEPALIVE)가 기한내에 수신되지 않으면, 알람 상태를 트리거링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는, 제10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데이터 전송 장치(1)에 의해 바람직하게 실행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

청구항 15.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실행될 때, 제9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의 프로세스들 중 하나의 프로세스의 단계들을 실행하

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명령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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