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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ＭＯＴ 데이터 복호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에 따라 MOT 데이터 복호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MOT 데이터 복호 방법은, MOT 객체의 데이터가 하나 이상의 조각으로 분할된 청크 단위 데이터를 포함

하는 청크 데이터 및 상기 청크 단위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MOT 파일 디렉토리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M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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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디렉토리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청크 단위 데이터를 디코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

하면, 방송 서비스에 있어서 대용량의 미디어 메타 파일을 에러에 강하고 시간적으로 유리하게 전송함으로써 수신단에서

전송된 데이터의 디코드시 에러에 강인하게 하고 데이터를 랜덤하게 액세스하여 실시간으로 랜더링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9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라 MOT 객체를 데이터 캐로셀로 방송하는 매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MOT 객체의 개략적인 구조도,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MOT 객체의 세부적인 구조도,

도 4는 종래 기술에 따른 MOT 디렉토리의 구조도,

도 5는 종래 기술에 따른 MOT 데이터 수신기의 개략적인 블록도,

도 6은 종래 기술에 따른 MOT 데이터 복호기의 블록도,

도 7a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라 MOT 객체를 데이터 캐로셀로 방송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7b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라 MOT 객체를 데이터 캐로셀로 방송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 및 제2실시예에 따른 MOT 디렉토리의 구조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라 MOT 객체를 데이터 캐로셀로 방송하는 매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라 MOT 객체가 전송되는 데이터 구조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라 MOT 파일 디렉토리의 디렉토리 헤더 필드의 구조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라 MOT 파일 디렉토리의 디렉토리 엔트리 정보 필드의 구조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라 MOT 디렉토리의 메타 데이터 정보 필드의 구조도,

도 14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라 메타 파일이 전송되는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MOT 데이터 복호기의 블록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방송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써, 좀더 구체적으로는, DMB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큰 용량인 미디어 메타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MOT 데이터 복호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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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다기능화를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색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시청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게 한다.

종래 기술에 따른 MOT 프로토콜을 먼저 설명한다.

"MOT(Multimedia Object Transfer) 프로토콜"이란 초단파 디지털라디오방송의 데이터 채널을 이용하여 텍스트, 정지

영상, 동영상, 오디오 시퀀스 등의 멀티미디어 객체를 전송하고, 이 객체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 및 조작에 관한 규칙을 포

함하는 멀티미디어 객체 전송 프로토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는 다양한 형태와 형식의 정보 또는 표현을 의미한다. 그 멀티미디어 재료들은 일반적으로 컨테이

너 또는 파일로 구조화되고 패킷화 되는데, 이들은 표현되기 전에 이용 가능한 형태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형태

로 전달되어야 한다.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표현 방법에 대한 제어기능이 요구되며 따라서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에 직접 접속

이 가능하여야 한다. 적절한 표현을 위해서 시간적인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오디오 및 비디오와 같은 요소들에

대한 동기화 기능이 요구된다. 즉, 특정 동작환경이 필요하다.

MOT 프로토콜의 대상이 되는 객체는 Java, HTML 등과 같은 기성(self-contained) 멀티미디어 객체와, JPEG, ASCII 텍

스트, MPEG 비디오 또는 오디오 시퀀스와 같은 실제 파일이다. 이 프로토콜은 멀티미디어 객체의 전송을 위하여 초단파

디지털라디오방송의 PAD(Program Associated Data) 또는 패킷 모드 데이터 채널을 이용한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라 MOT 객체를 데이터 캐로셀로 방송하는 매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MOT 프로토콜에서 '디렉토리' 포맷은 MOT 객체를 데이터 캐로셀로 방송하기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데이터 캐

로셀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특정 객체 집합을 어플리케이션 복호화기에 표현하도록 하는 전달 메커니즘으로, 캐로셀의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전송한다. 데이터 캐로셀에서 디렉토리는 캐로셀 컨텐츠에 대한 명확한 설명 즉, 객체의 헤

더를 각각의 설명된 객체에 대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만일 어플리케이션이 특정 개체

를 요구한다면, 수신기는 해당 디렉토리를 조사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요구된 객체가 캐로셀에 존재하는가의 여부

⊙ 해당 객체 데이터의 위치

만일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한 객체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수신기는 단순하게 해당 객체가 다음에 방송되기를

기다릴 수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세 개의 MOT 파일 즉, MOT #1(110), MOT 파일 #2(120), MOT 파일 #3(130)을 하나의 캐로셀(100)

로 구성한다. 그리고, 각 MOT 파일이 전송되는 사이에 MOT 디렉토리(140)를 전송한다. MOT 디렉토리(140)는 이 캐로

셀내에서 전송되는 MOT 파일들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수신기에서는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전송되는 MOT 디렉토리

(140)를 이용하여 MOT 파일의 객체를 디코드할 수 있게 된다.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MOT 객체의 개략적인 구조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MOT 객체(200)는 헤더(210)와, 바디(220)가 순서대로 연결되어 구성되며, 헤더(210)는 헤더 코어

(211)와 헤더 확장(212)으로 구성된다.

헤더 코어(211)는 객체의 크기와 내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부터 수신기는 해당 객체의 복호 및 표현에 필요

한 시스템 자원의 보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헤더 코어(211)는 Bodysize(213),

HeaderSize(214), Content Type(215), Content Subtype(216) 등 4개의 서브필드로 이루어진다.

헤더 확장(212)은 객체 처리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 응용에 사용될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헤더 확장

은 각 파일과 관련된 임의 수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며 그 길이는 가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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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220)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구조나 내용은 헤더 코어와 헤더 확장에서 기술된다.

객체는 다수의 세그먼트로 분할되어 전송되며, 각 세그먼트는 하나 이상의 헤더를 포함하지만 바디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

다. 각 세그먼트는 하나의 데이터 그룹이 된다.

MOT 전송시 헤더를 바디와 분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바디를 전송하기 전이나 전송하는 중에 헤더를 수 차례 반복하여 전송할 수 있다. 수신할 데이터에 대해 수신기가 미리 준

비할 수 있도록 헤더를 먼저 보낸다. 바디는 암호화할 수 있으나 헤더는 암호화하지 않는다. 헤더는 바디가 전송되기 전에

최소 1회 전송되어야 한다.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MOT 객체의 세부적인 구조도이다.

송신단의 데이터 흐름에서, 먼저 전송될 데이터 객체는 MOT 객체를 만드는 MOT 부호화기를 거친다. 다음으로 PAD나

패킷 모드로 부호화된다. 이어지는 여러 단계들은 초단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송수신정합표준을 참조한다. 패킷 모드의 서

브채널은 여러 개의 서비스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 컴포넌트는 패킷 주소로 구별된 MOT 객체의 스트림

이다. 마지막으로 스트림모드 오디오, 스트림모드 데이터, 패킷 모드 등의 서브채널은 DMB 앙상블로 다중화된다.

부호화 과정은 전송될 데이터 객체 즉, 메타 데이터(Meta data)와 실제 데이터(Real data)로 구성된 메타 파일을 입력으로

받아 시작된다. MOT 부호화는 입력된 메타 파일에 부가적인 정보 즉, 헤더 코어(Header Core)와 헤더 확장(Header

Extension)을 포함한 완전한 MOT 객체를 생성하며, 생성된 MOT 객체를 하위 계층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세그먼트

(Segment)로 분할하고, 각 분할된 세크먼트에 세그먼테이션 헤더(Segmentation Header)를 부가한다. 패킷 모드 및 PAD

부호화기는 세그먼트를 데이터 그룹, 나아가 DMB에서 제공하는 전송방식에 부합하는 패킷들로 변환한다. DMB 부호화와

다중화는 패킷 모드 및 PAD 부호화기의 출력을 받아 패킷 모드 서브채널을 만들거나 오디오 스트림의 X-PAD 영역에 채

워 넣는다.

도 4는 종래 기술에 따른 MOT 디렉토리의 구조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MOT 디렉토리(400)는 크게 디렉토리 헤더(410)와, 디렉토리 바디(420)로 이루어진다.

디렉토리 헤더(410)는, 장래의 사용을 위해 예약된 Rfu 필드(411), MOT 디렉토리의 전체 크기를 나타내는 Directory

size 필드(412), 이 디렉토리에 의해 설명되는 객체의 총 수를 나타내는 Number of Objects 필드(413), 한 사이클을 완료

하기 위한 캐로셀의 최대 시간을 나타내는 Carousel Period 필드(414), 장래의 사용을 위해 예약된 Rfu 필드(415), 장래

의 추가를 위해 예약된 Rfa 필드(416), MOT캐로셀내에서 객체의 세그먼트를 위해 사용될 세그먼트의 크기를 나타내는

Segment Size 필드(417), 디렉토리 확장 필드의 길이를 나타내는 Directory Extension Length 필드(418), 전체 캐로셀

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파라미터들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Directory Extension 필드(419)를 포함한다.

디렉토리 바디(420)는 이 디렉토리에 의해 설명되는 객체들의 각각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디렉토리 엔트리들로 이루어

진다. 도 4를 참조하면, 디렉토리 바디에는 디렉토리 엔트리 1(421)부터 디렉토리 엔트리 N(423)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각 디렉토리 엔트리 n(422)은, 객체 n에 대한 TransportId(424)와, MOT Header(425)를 포함한다. TransportId(424)는

다음에 나오는 MOT Header가 참조하는 객체를 식별한다. 즉, 객체의 특정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MOT Header(425)는 그 객체의 헤더 코어와 헤더 확장 정보를 운반한다.

도 5는 종래 기술에 따른 MOT 데이터 수신기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MOT 데이터 수신기는 고주파부(510)와, FFT,역다중화, 채널복호화기(520)와, 오디오 복호화기(530)

와, PAD 스트리핑부(540)와, PAD 복호화기(550)와, 패킷모드 복호화기(560)와, MOT 복호화기(570)와, 어플리케이션

(580)를 포함한다.

통신망을 통해서 수신된 MOT 데이터는 고주파부(510)와, FFT,역다중화, 채널복호화기(520)와, PAD 스트리핑부(540)

와, PAD 복호화기(550)와, 패킷모드 복호화기(560)를 거쳐서 데이터그룹으로 만들어져 MOT 복호화기(570)에 입력된

등록특허 10-0608059

- 4 -



다. 고주파부(510)와, FFT,역다중화, 채널복호화기(520)와, 오디오 복호화기(530)와, PAD 스트리핑부(540)와, PAD 복

호화기(550)와, 패킷모드 복호화기(560) 부분은 초단파 디지털 라디오 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 따르며, 자세한 설명한 생

략한다.

PAD 복호화기(550), 패킷 모드 복호화기(560)와 MOT 복호화기(570)사이의 통신은 완전한 메인 서비스 채널 데이터 그

룹을 이용한다. MOT 복호화기에 의해 출력되는 객체 데이터는 MOT 바디에 의해 운반되는 데이터를 말하고, 추가 정보는

MOT 헤더에 의해 운반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 추가 정보는 MOT 복호화기(570)에 의해 디코드된다.

실제 데이터의 표현은 오디오 복호화기(530)에 의해 복호된 오디오 데이터가 스피커에 의해 재생되고, 또한 어플리케이션

(580)에 의해 해석된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멀티미디어 단말에 의해 재생됨으로써 이루어진다.

도 5에 도시된 MOT 복호화기(570)의 세부적인 구성이 도 6에 도시되어 있다.

도 6은 종래 기술에 따른 MOT 데이터 복호기와 인터페이스의 블록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네트워크 레벨에 패킷 모드 복호화기(560)는 패킷을 수신하여 처리하고, PAD 복호화기(550)는 X-PAD

데이터 서브필드를 수신하여 처리하여 MSC 데이터 그룹을 출력한다.

이러한 MSC 데이터 그룹은 MOT 데이터 복호기(570)로 전송된다.

MSC 데이터 그룹은 데이터 그룹 레벨의 데이터 그룹 복호기(571)를 통해서 세그먼트로 나뉘어지며, 세그먼트는 세그먼테

이션 레벨에서 어셈블리 단위(572)로 분할된다. 어셈블리 단위(572)는 MOT 헤더와 MOT 바디와 MOT 디렉토리로 이루

어진다.

객체 관리부(573)는 MOT 헤더와 MOT 디렉토리를 수신하며, 이러한 헤더와 디렉토리를 이용하여 MOT 바디(574)의 데

이터를 해석한다. 이 단계가 객체 레벨을 형성한다.

객체 관리부(573)에 의해 해석된 데이터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복호기(580)를 통해서 랜더링된다. 이것이 사용자 어플리

케이션 레벨이다.

이와 같이 종래의 MOT 프로토콜에 의한 서비스 형태에서는 비디오 서비스, 오디오 서비스, 부가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작은 용량의 파일을 부가 및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충분하게 제공 될 수 있으나, 미디어 메타 파일 같은 큰 파일

용량을 사용자들에 전송할 때에는 방송망의 상태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랜덤하게 방송망에 접속하는 사

용자들에게 각각의 수신 상태를 반영할 수 없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적합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방송 서비스에 있어서 대용량의 미디어 메타 파일을 에러에 강하고 시간적으로 유리하게 전송함

으로써 수신단에서 전송된 데이터의 디코드시 에러에 강인한 MOT 데이터 복호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방송 서비스에 있어서 대용량의 미디어 메타 파일을 에러에 강하고 시간적으로 유리하게 전송함으

로써 수신단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랜더링하며 랜덤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MOT 데이터 복호 방법 및 장치

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은, MOT 데이터 복호 방법에 있어서, 실제 데이터와 상기 실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담고있는 메타 데이터로 이루어진 MOT 객체 및 상기 메타 데이터가 포함된 MOT 디렉토리를 수신

하는 단계와, 상기 MOT 객체에 들어있는 메타 데이터 또는 상기 MOT 디렉토리에 포함된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MOT 객체에 들어있는 실제 데이터를 디코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상기 MOT 디렉토리는 MOT 객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 이상의 디렉토리 엔트리를 포함하며, 상기 각 디렉토리

엔트리는 상기 각 MOT 객체의 메타 데이터 및 상기 메타 데이터의 길이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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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MOT 데이터 복호 방법에 있어서, 실제 데이터로 이루어진 MOT 객체 및 상기 실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 데이터가 포함된 MOT 디렉토리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MOT 디렉토리에 포함된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MOT 객체에 들어있는 실제 데이터를 디코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상기 MOT 디렉토리는 MOT 객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 이상의 디렉토리 엔트리를 포함하며, 상기 각 디렉토리

엔트리는 상기 각 MOT 객체의 메타 데이터 및 상기 메타 데이터의 길이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MOT 데이터 복호 방법에 있어서, MOT 객체의 데이터가 하나 이상의 조각으로 분할된 청크 단

위 데이터를 포함하는 청크 데이터 및 상기 청크 단위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MOT 파일 디렉토리를 수신하는 단

계와, 상기 MOT 파일 디렉토리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청크 단위 데이터를 디코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상기 청크 단위 데이터는 상기 MOT 객체의 실제 데이터만을 포함하고, 상기 MOT 객체의 메타 데이터는 상기 MOT 파일

디렉토리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청크 데이터는 상기 MOT 객체의 헤더 정보 및 상기 청크 단위 데이터로 이루어지며, 상기 헤더 정보는 상기 MOT 객

체에서 상기 청크 단위 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청크 인덱스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디렉토리 파일 엔트리는, 상기 MOT 객체에 포함된 각 청크 단위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디렉토리 엔트리의

리스트 및 상기 MOT 객체에 포함된 실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 데이터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각 디렉토리 엔트리는, 대응하는 청크 단위 데이터의 Transport ID 와 대응하는 청크 단위 데이터의 헤더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메타 데이터 정보는, 상기 MOT 객체의 메타 데이터 및 상기 메타 데이터의 길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MOT 데이터 복호 장치에 있어서, 실제 데이터와 상기 실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담고있는 메

타 데이터로 이루어진 MOT 객체 및 상기 메타 데이터가 포함된 MOT 디렉토리를 수신하고, 상기 MOT 객체에 들어있는

메타 데이터 또는 상기 MOT 디렉토리에 포함된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MOT 객체에 들어있는 실제 데이터를 디코

드하는 디코딩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MOT 데이터 복호 장치에 있어서, 실제 데이터로 이루어진 MOT 객체 및 상기 실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 데이터가 포함된 MOT 디렉토리를 수신하고, 상기 MOT 디렉토리에 포함된 메타 데이터를 이

용하여 상기 MOT 객체에 들어있는 실제 데이터를 디코드하는 디코딩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MOT 데이터 복호 장치에 있어서, MOT 객체의 데이터가 하나 이상의 조각으로 분할된 청크 단

위 데이터를 포함하는 청크 데이터 및 상기 청크 단위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MOT 파일 디렉토리를 수신하고,

상기 MOT 파일 디렉토리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청크 단위 데이터를 디코드하는 디코딩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MOT 데이터 복호화 장치에 있어서, MOT 객체가 하나 이상의 조각으로 분할된 청크 단위 데이

터 및 상기 청크 단위 데이터의 상기 MOT 객체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청크 인덱스를 포함하는 청크 데이터를 저장하는

실제 데이터 저장부와, 상기 MOT 객체의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는 MOT 파일 디렉토리를 이용하여 상기 실제 데이터 저장

부에 저장된 청크 데이터를 해석하는 메타 데이터 리더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제,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는 MOT 파일의 메타 데이터를 MOT 디렉토리에 부가하여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수신단에서 랜

더링준비를 빠르게 하고 에러에 대한 강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는 MOT 파일의 메타 데이터를 추출하여 MOT 디렉토리에 부가하여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수신

단에서 랜더링준비를 빠르게 하고 에러에 대한 강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1실시예와 거의 유사하지만 MOT 객체에

로는 메타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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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3실시예는 MOT 파일의 메타 데이터는 MOT 파일 디렉토리에 담아서 전송하고, MOT 파일의 실제 데이터는

복수개의 청크 단위 데이터로 분할하여 전송하고 각 청크 단위 데이터 마다 청크 인덱스를 부여함으로써 수신단에서는 이

러한 청크 인덱스를 참조하여 파일의 임의의 위치로부터 랜덤하게 액세스하여 랜더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

다.

이제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3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1실시예

도 7a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라 MOT 객체를 데이터 캐로셀로 방송하는 매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7a를 참조하면, 세 개의 MOT 파일 즉, MOT 파일 #1(710)?? MOT 파일 #2(720), MOT 파일 #3(730)을 하나의 캐로

셀(100)로 구성한다. 그리고, 각 MOT 파일이 전송되는 사이에 MOT 디렉토리(740)를 전송한다.

특히,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라 MOT 파일 #1(710)에 들어있는 메타 데이터 #1(711), MOT 파일 #2(720)에 들어있는

메타 데이터 #2(721), MOT 파일 #3(730)에 들어있는 메타 데이터 #3(731)가 MOT 디렉토리(740)에 추가된다.

이와 같이, MOT 파일에 포함된 실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 데이터들이 각 MOT 파일 객체를 통해서 전송

될 뿐만 아니라 MOT 디렉토리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전송된다. 따라서, 수신기에서는 예를 들어, MOT 파일 #1(710)을

다 받지 않고서도 MOT 디렉토리(740)를 통해 MOT 파일 #1(710)에 관한 메타 데이터 #1(711)을 얻음으로써 MOT 파일

#1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알 수 있게 되어 디코딩 성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메타 데이터에는 실제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타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를 전송받기에 앞서 수신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메타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므로, 이와 같은 메타

데이터를 MOT 디렉토리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이 에러 강인성은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2실시예

도 7b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라 MOT 객체를 데이터 캐로셀로 방송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7b를 참조하면, 세 개의 MOT 파일 즉, MOT 파일 #1(710)?? MOT 파일 #2(720), MOT 파일 #3(730)을 하나의 캐로

셀(100)로 구성한다. 그리고, 각 MOT 파일이 전송되는 사이에 MOT 디렉토리(740)를 전송한다.

특히,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라 MOT 파일 #1(710)에 들어있는 메타 데이터 #1(711), MOT 파일 #2(720)에 들어있는

메타 데이터 #2(721), MOT 파일 #3(730)에 들어있는 메타 데이터 #3(731)가 MOT 디렉토리(740)를 통해 전송된다.

상기 본 발명의 제1실시예와 거의 구조가 유사하며,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점은, 제2실시예에서는 메

타 데이터가 MOT 디렉토리를 통해서만 전송되며 MOT 파일 객체를 통해서는 전송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MOT 파일에는 실제 데이터만이 들어있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비해서 메타 데이터를 조금 덜 반복적으로 수신하

게 되지만, 여전히 MOT 디렉토리를 통해서 중복적으로 MOT 파일의 메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 및 제2실시예에 따른 MOT 디렉토리의 구조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MOT 디렉토리(800)는 디렉토리 헤더(810)와, 디렉토리 바디(820)를 포함한다.

디렉토리 헤더(810)는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으며, 디렉토리 바디(820)는 디렉토리 엔트리 #1(821), 디렉토리

엔트리 #2(822), ...디렉토리 엔트리 #N(823)을 포함한다.

각 디렉토리 엔트리는 종래 기술에 따라 포함되는 정보외에 본 발명의 제1실시예 및 제2실시예에 따라 메타 데이터에 관

한 정보를 담고 있다.

도 8을 참조하면, 디렉토리 엔트리 #N(823)은 MOT 파일 #N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TransportID

(831), MOT 헤더(832), 메타 데이터 길이(833), 메타 데이터(834)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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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ID(831)는 MOT 파일 #N을 전송하기 위해 유일하게 부여된 아이디이며, MOT 헤더(832)는 MOT 파일 #N 의

헤더 정보, 즉, 헤더 코어 정보와 헤더 확장 정보를 나타내며, 메타 데이터 길이(833)는 MOT 파일 #N에 관한 메타 데이터

의 길이를 나타내며, 메타 데이터(834)는 MOT 파일 #N에 관한 메타 데이터를 나타낸다.

제3실시예

도 9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라 MOT 객체를 데이터 캐로셀로 방송하는 매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하나의 MOT 파일을 구성하는 MOT Chunk #1(910), MOT Chunk #2(920), MOT Chunk #3(930),

MOT Chunk #4(940), MOT Chunk #5(950), MOT Chunk #6(960)을 하나의 캐로셀(900)로 구성한다. 그리고, 각 MOT

Chunk가 전송되는 사이에 MOT 파일 디렉토리(970)를 전송한다.

MOT Chunk #1(910), MOT Chunk #2(920), MOT Chunk #3(930), MOT Chunk #4(940), MOT Chunk #5(950),

MOT Chunk #6(960)은 하나의 MOT 파일을 하나 이상의 조각으로 분할하여 구성된 각 "청크 단위 데이터"이다. 전송할

멀티미디어 파일이 대용량 파일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하나의 파일을 복수개의 청크 단위를 분할하여 전송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MOT 파일 디렉토리(970)는 이 캐로셀내에서 전송되는 MOT Chunk #1(910), MOT Chunk #2(920), MOT Chunk #3

(930), MOT Chunk #4(940), MOT Chunk #5(950), MOT Chunk #6(960)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종래 기술에서

MOT 디렉토리는 캐로셀내에서 전송되는 여러개의 MOT 파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

른 MOT 디렉토리는 캐로셀내에서 전송되는 하나의 MOT 파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MOT 파일 디렉토

리"로 지칭하기로 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라 MOT 객체가 전송되는 데이터 구조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대용량 MOT 파일(1000)은 메타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라서

MOT 파일(1000)의 실제 데이터는 복수개의 조각으로 분할된다. 도 10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6개의 조각으로 분할하였다.

따라서, MOT 파일(1000)은 메타 데이터(1142)와, Chunk 1(914), Chunk 2(924), Chunk 3(934), Chunk 4(944),

Chunk 5(954), Chunk 6(964)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MOT 파일이 캐로셀로 전송시 메타 데이터(1142)는 MOT 파일 디렉토리(1100)에 담겨져서 전송된다. 이러한 메

타 데이터(1142)는 Chunk 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MOT 파일의 메타데이터 부분은 MOT 파일 디렉토리에 포함되어

MOT 프로토콜 전송방식에 따라 반복적으로 전송된다.

각 청크 단위 데이터 Chunk 1(914), Chunk 2(924), Chunk 3(934), Chunk 4(944), Chunk 5(954), Chunk 6(964)는 각

각 그 청크 단위 데이터에 대한 헤더 정보가 붙여져서 MOT Chunk를 이루어 전송된다.

MOT Chunk #1(910)은 Header Core(911), Header Extension(912), Chunk 1 데이터(914)로 구성된다. 특히, Header

Extension(912)은 ChunkIndex(913)를 포함하며, 이 ChunkIndex(913)는 뒤에 나오는 Chunk 데이터가 이 MOT 파일에

서 위치 즉, 이 MOT 파일에서 몇번째 청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삽입된다. 이러한 청크 인덱스 정보를 통하여 수신기에서

는 청크 단위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게 되어 디코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Chunk 정보를 통해서 수신단의

MOT Carousel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수신된 정보가 전체 파일에서 위치를 빠르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MOT 파일의 실제 데이터 부분은 Chunk 단위로 나누어서 일반적인 객체 구조의 Body 부분에 포함하여 전송하

고 ChunkIndex 파라미터를 Header Extension에 명시하므로 파일에서의 위치를 수신단에 알려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이유는 메타데이터를 전체 실제 데이터보다 빨리 받으므로 수신단에서 실제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받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사용자들에게 받은 만큼의 데이터를 즉시 랜더링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수신단은 MOT Carousel를 이용하여 완성된 파일을 구성하기 위해 ChunkIndex를 이용한다. 이렇게 파일을

Chunk 단위로 나누어서 전송하면 수신단은 파일의 중간 부분부터 랜더링(Rendering)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를 잃어버

린 경우 또는 에러가 있을 경우 처음의 데이터부터 받지 않고 감지된 Chunk 부분만 받으므로 수신단은 처리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이렇게 파일을 전송하므로 미디어데이터를 패킷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세스를 생략 할 수 있고, 수신단에서 파

일저장 시스템(레코딩시스템)장치를 포함하지 않아도 실시간 Play를 하면서 레코딩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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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라 MOT 파일 디렉토리의 디렉토리 헤더 필드의 구조도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MOT 파일 디렉토리(1100)는 크게 디렉토리 헤더(1110)와, 디렉토리 바디(1120)로 이루어진다.

디렉토리 헤더(1110)는, 장래의 사용을 위해 예약된 Rfu 필드(1111), MOT 파일 디렉토리의 전체 크기를 나타내는

Directory size 필드(1112), 이 디렉토리에 의해 설명되는 객체의 총 수를 나타내는 Number of Objects 필드(1113), 한

사이클을 완료하기 위한 캐로셀의 최대 시간을 나타내는 Carousel Period 필드(1114), 장래의 사용을 위해 예약된 Rfu 필

드(1115), 장래의 추가를 위해 예약된 Rfa 필드(1116), 캐로셀내에서 객체의 세그먼트를 위해 사용될 세그먼트의 크기를

나타내는 Segment Size 필드(1117), 디렉토리 확장 필드의 길이를 나타내는 Directory Extension Length 필드(1118),

전체 캐로셀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파라미터들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Directory Extension 필드(1119)를 포함한다. 도

4에 도시된 종래 기술의 구성과 거의 동일하며, 다만 본 발명의 제3실시예의 경우에 상기 Number of Objects 필드(1113)

는 이 디렉토리에 의해 설명되는 객체 즉, 청크의 총 수를 나타낼 것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라 MOT 파일 디렉토리의 디렉토리 엔트리 정보 필드의 구조도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디렉토리 바디(1120)는 디렉토리 엔트리 정보(1130)와, 메타 데이터 정보(1140)로 구성된다.

디렉토리 엔트리 정보(1130)는 이 캐로셀내에 포함된 객체 즉 각 청크에 관한 정보들의 리스트로서, 디렉토리 엔트리 #1

(1210)과, 디렉토리 엔트리 #2(1220)와, 디렉토리 엔트리 #3(1230)와, 디렉토리 엔트리 #4(1240)와, 디렉토리 엔트리 #

5(1250)와, 디렉토리 엔트리 #6(1260)을 포함한다.

각 디렉토리 엔트리는 TransportId와 MOT 헤더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디렉토리 엔트리 #1(1210)은 chunk#1 TransportId(1211)와, Chunk #1 MOT 헤더(1212)로 구성된다.

chunk#1 TransportId(1211)는 Chunk #1을 전송시 Chunk #1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유 아이디이고, Chunk #1

MOT 헤더(1212)는 Chunk #1에 관한 헤더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 11에서 각 청크 단위 데이터에 부가되는 Header

Core와 Header Extension를 말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라 MOT 파일 디렉토리의 메타 데이터 정보 필드의 구조도이다.

도 13을 참조하면, 메타 데이터 정보(1140)는 캐로셀로 보내지는 MOT 파일의 메타 데이터의 길이를 나타내는 메타 데이

터 길이 필드(1141)와, 그 메타 데이터(1142)를 포함한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라 메타 파일이 전송되는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14를 참조하면, 송신측에서는 메타 포맷 파일을 메타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로 나누어 메타 데이터는 MOT 파일 디렉토

리에 담고, 실제 데이터는 청크 단위로 나누어 각 청크 단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MOT 객체를 생성한다.

전송레이어에서는 이와 같이 구성된 MOT 파일 디렉토리와 MOT 객체를 소정의 단위로 분할하고, 분할된 데이터에 헤더

정보를 부가하여 데이터 그룹으로 만든다.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이와 같은 데이터 그룹의 데이터를 소정단위의 패킷으로 만들어 DAB 멀티플렉싱하여 방송망에

보낸다.

수신측에서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방송망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DAB 디멀티플렉싱하여 각 패킷 데이터로 만들어

전송 레이어로 보낸다.

전송 레이어에서는 이러한 패킷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그룹 데이터를 얻고, 이 데이터 그룹 데이터를 세션 레이어로

전송한다.

세션 레이어에서는 수신된 데이터 그룹 데이터를 이용하여 메타 데이터와 청크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 청크 데이터로부터

실제 데이터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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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MOT 데이터 복호기의 블록도이다.

도 15를 참조하면, 송신측(1501)에서 보내는 MOT 데이터는 방송망(1502)을 통해서 MOT 데이터 복호기(1500)가 수신

하고, MOT 데이터 복호기(1500)는 이 데이터를 A/V 재생부(1503)로 전송하여 재생되도록 한다.

실제로 방송망(1502)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는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단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MOT 데이터 복

호기(1500)로 수신된다.

MOT 데이터 복호기(1500)는 MOT 캐로셀(1510)과, 메타 데이터 리더(1520)와, 실제 데이터 저장부(1530)를 포함한다.

MOT 캐로셀(1510)은 송신측으로부터 수신된 MOT 데이터를 재조립하여 MOT 객체와 MOT 파일 디렉토리로 구성된 데

이터를 저장한다.

그리고, MOT 캐로셀(1510)에 저장된 데이터중 메타 데이터와 MOT 디렉토리, MOT 파일 디렉토리는 메타 데이터 리더

(1520)로 보내지고, 실제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 저장부(1530)에 저장된다.

메타 데이터 리더(1520)는 수신된 메타 데이터 또는 MOT 디렉토리 또는 MOT 파일 디렉토리를 참조하여 실제 데이터 저

장부(1530)에 저장된 실제 데이터를 읽어서 디코드하고, 디코드된 데이터를 A/V 재생부(1503)로 전송한다.

특히,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라서 메타 데이터 리더(1520)는 메타 데이터 및 메타 데이터를 담고 있는 MOT 디렉토리

를 수신하여, 상기 메타 데이터 또는 상기 MOT 디렉토리에 담긴 메타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실제 데이터 저장부(1530)

에 저장된 실제 데이터를 디코드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경우에는 메타 데이터가 MOT 디렉토리에만 담겨져 전송되므로, 메타 데이터 리더(1520)는

MOT 디렉토리를 수신하고, 이 MOT 디렉토리에 담긴 메타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실제 데이터 저장부(1530)에 저장된

실제 데이터를 디코드한다.

본 발명의 제3실시예의 경우에는, 메타 데이터 리더(1520)는 메타 데이터가 담긴 MOT 파일 디렉토리를 수신하며, 실제

데이터 저장부(1530)에는 MOT 파일이 하나 이상의 조각으로 분할된 청크 단위 데이터가 저장된다. 메타 데이터 리더

(1520)는 MOT 파일 디렉토리에 담겨 있는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 데이터 저장부(1530)에 저장된 청크 데이터를

디코드한다. 메타 데이터에는 각 청크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또한 실제 데이터 저장부(1530)에 저장된 청크 데

이터도 그 청크인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 데이터 리더(1520)는 파일의 중간 부터라라도 랜더링할 수 있게 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은 복호 방법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

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

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복호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function) 프로그램, 코드 및 코드 세그

먼트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하면 메타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MOT 디렉토리에 추가하여 전송하거나, 메타 데이터를

추출하여 MOT 디렉토리를 통해 전송하므로써, 파일의 랜더링(Rendering)를 빠르게 하고, 에러환경에도 빨리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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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디어 데이터를 레코딩할 수 없는 단말기라면 송신단에서 파일로 안정적으로 전송하여 수신단은 레코딩과 랜더링

(Rendering)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방송망에서 사용자들이 랜덤하게 접속할 때에 파일 수신에 대한 랜덤 액세스를 가

능하게 하고, 레코딩을 하기 위한 시스템 정보 재구성 과정을 생략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MOT(Multimedia Object Transfer) 데이터 복호 방법에 있어서,

실제 데이터와, 상기 실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는 MOT 객체; 및 상기 MOT 객체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며 또한 상기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는 MOT 디렉토리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MOT 객체에 포함된 메타 데이터 또는 상기 MOT 디렉토리에 포함된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MOT 객체에 포

함된 실제 데이터를 디코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T 데이터 복호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MOT 디렉토리는 MOT 객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 이상의 디렉토리 엔트리를 포함하며,

상기 각 디렉토리 엔트리는 상기 각 MOT 객체의 메타 데이터 및 상기 메타 데이터의 길이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T 데이터 복호 방법.

청구항 3.

MOT 데이터 복호 방법에 있어서,

실제 데이터로 이루어진 MOT 객체 ; 및 상기 실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는 MOT 디렉토

리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MOT 디렉토리에 포함된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MOT 객체에 들어있는 실제 데이터를 디코드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T 데이터 복호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MOT 디렉토리는 MOT 객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 이상의 디렉토리 엔트리를 포함하며,

상기 각 디렉토리 엔트리는 상기 각 MOT 객체의 메타 데이터 및 상기 메타 데이터의 길이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T 데이터 복호 방법.

청구항 5.

MOT 데이터 복호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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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 객체의 데이터가 하나 이상의 조각으로 분할된 청크 단위 데이터를 포함하는 청크 데이터; 및 상기 청크 단위 데이터

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MOT 파일 디렉토리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MOT 파일 디렉토리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청크 단위 데이터를 디코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T 데이터 복호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청크 단위 데이터는 상기 MOT 객체의 실제 데이터만을 포함하고, 상기 MOT 객체의 메타 데이터는 상기 MOT 파일

디렉토리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T 데이터 복호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청크 데이터는 상기 MOT 객체의 헤더 정보 및 상기 청크 단위 데이터로 이루어지며,

상기 헤더 정보는 상기 MOT 객체에서 상기 청크 단위 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청크 인덱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MOT 데이터 복호 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MOT 파일 디렉토리는,

상기 MOT 객체에 포함된 각 청크 단위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디렉토리 엔트리의 리스트 및 상기 MOT 객체에

포함된 실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 데이터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T 데이터 복호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각 디렉토리 엔트리는,

대응하는 청크 단위 데이터의 Transport ID 와 대응하는 청크 단위 데이터의 헤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T 데이터 복호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메타 데이터 정보는,

상기 MOT 객체의 메타 데이터 및 상기 메타 데이터의 길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T 데이터 복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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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MOT 데이터 복호 장치에 있어서,

실제 데이터와, 상기 실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는 MOT 객체; 및 상기 MOT 객체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며 또한 상기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는 MOT 디렉토리를 수신하고, 상기 MOT 객체에 포함된 메타 데이터 또

는 상기 MOT 디렉토리에 포함된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MOT 객체에 포함된 실제 데이터를 디코드하는 디코딩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T 데이터 복호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MOT 디렉토리는 MOT 객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 이상의 디렉토리 엔트리를 포함하며,

상기 각 디렉토리 엔트리는 상기 각 MOT 객체의 메타 데이터 및 상기 메타 데이터의 길이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T 데이터 복호 장치.

청구항 13.

MOT 데이터 복호 장치에 있어서,

실제 데이터로 이루어진 MOT 객체; 및 상기 실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메타 데이터가 포함된 MOT 디렉토리를

수신하고, 상기 MOT 디렉토리에 포함된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MOT 객체에 들어있는 실제 데이터를 디코드하는

디코딩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T 데이터 복호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MOT 디렉토리는 MOT 객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 이상의 디렉토리 엔트리를 포함하며,

상기 각 디렉토리 엔트리는 상기 각 MOT 객체의 메타 데이터 및 상기 메타 데이터의 길이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T 데이터 복호 장치.

청구항 15.

MOT 데이터 복호 장치에 있어서,

MOT 객체의 데이터가 하나 이상의 조각으로 분할된 청크 단위 데이터를 포함하는 청크 데이터; 및 상기 청크 단위 데이터

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MOT 파일 디렉토리를 수신하고, 상기 MOT 파일 디렉토리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청

크 단위 데이터를 디코드하는 디코딩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T 데이터 복호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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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청크 단위 데이터는 상기 MOT 객체의 실제 데이터만을 포함하고, 상기 MOT 객체의 메타 데이터는 상기 MOT 파일

디렉토리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T 데이터 복호 장치.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청크 데이터는 상기 MOT 객체의 헤더 정보 및 상기 청크 단위 데이터로 이루어지며,

상기 헤더 정보는 상기 MOT 객체에서 상기 청크 단위 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청크 인덱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MOT 데이터 복호 장치.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MOT 파일 디렉토리는,

상기 MOT 객체에 포함된 각 청크 단위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디렉토리 엔트리의 리스트 및 상기 MOT 객체에

포함된 실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 데이터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T 데이터 복호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각 디렉토리 엔트리는,

대응하는 청크 단위 데이터의 Transport ID 와 대응하는 청크 단위 데이터의 헤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T 데이터 복호 장치.

청구항 20.

MOT 데이터 복호 장치에 있어서,

MOT 객체가 하나 이상의 조각으로 분할된 청크 단위 데이터; 및 상기 청크 단위 데이터의 상기 MOT 객체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청크 인덱스를 포함하는 청크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부와,

상기 MOT 객체의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는 MOT 파일 디렉토리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된 청크 데이터를

해석하는 메타 데이터 리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T 데이터 복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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