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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MPEG-21 IPMP 시스템에 사용될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을 기술한

다. 또한, 이것은, MPEG-21 아키텍처하에서 디지털 아이템 분배 및 보호에 대한 IPMP 전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MP

EG-21 IPMP 시스템 개발자에 대해서 상호 운용가능하고 안전한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른 툴 정보뿐 

아니라 중요한 IPMP 툴 관련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IPMP 정보를 배치하기 위한 적당한 장소를 설계한다. 정보는 컨

테이너의 DID 기술자 스테이트먼트에 배치되거나 자원 소자에 단단히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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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MPEG-21 범위에서 컨텐츠 분배 및 보호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보호된 컨텐츠를 MPEG-21 종순 장치(co

mpliant device)에 기반해서 배달 및 전송하는 적용예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오늘날,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배달 및 소비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를 확립하기 위한 많은 많은 요소

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요소들이 기존에 또는 개발중에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전체상 (全

體像)'은 없다. MPEG-21의 목적은 이들 다양한 소다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MPEG-21은 어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지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면, MPEG은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기준

을 개발할 것이며, 한편 기타의 관련 기준이 다른 바디(body)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 이들 세부사항은 MPEG과 이들

바디간의 협동을 통해서 멀티미디어 구조로 통합된다.

MPEG-21은 다른 커뮤너티에 의해서 사용되는 광범위의 네트워크 및 장치에 걸친 멀티미디어 자원의 투과 및 증보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비젼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상체'의 설정은,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배달 및 소

비에 대 한 인프라스트럭쳐를 구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소자의 사양의 방법을 기술하는 것이다. 현재 6개의 중

요한 기술 요소가 MPEG-21에 설정되어 있다: DID(Digital Item Declaration; 디지털 아이템 선언), DII amp; DIID(

Digital Item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디지털 아이템 식별 및 기술), IPMP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

ent and Protection; 지적 재산 관리 및 보호), RDD(Rights Data Dictionary; 권리 데이터 사전), REL(Rights Expre

ssion Language; 권리 표현 언어), 및 DIA(Digital Item Adaptation; 디지털 아이템 적응).

디지털 아이템은, 표준 표현 및 식별, 및 메타 데이터(meta-data)를 포함하는, 구조화된 디지털 오브젝트로서 설정된

다. 이 엔트리는 전체로서 MPEG-21 프레임워크내의 분산 및 트랜스레이션의 기본 유닛이다. 디지털 아이템을 설정

하는 수단이 디지털 아이템 선언이다. DID는 디지털 아이템의 조립, 구조 및 편성을 특정한다. DID는 디지털 아이템

을 설정하기 위한 한 조(組)의 추상적인 용어와 개념에 의해서 형성된 유용한 모델을 설정했었다. 이 모델내에서, 디

지털 아이템은 '워크'의 디지털 표현이며, 그와 같이, 이것은 모델내에서 작동(관리, 기술, 교환, 수집 등)되는 아이템

이다. 이 모델의 목표는, 보다 높은 레벨의 기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후크(hook)' 제공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유연하

고 보편적인 것이다. 이것은, 차례로, 기타의 MPEG-21 소자에 있어서의 보다 높은 레벨의 모델의 구성에 중요한 기

초의 역할을 하는 모델을 허용할 것이다.

MPEG 표준화 그룹에서는, 사람은, 종순 단말을 포함하는 IPMP(지적 재산 관 리 및 보호)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것을 

향하는 작업이다. 모든 단말은, 이들이 어떤 종류의 IPMP 툴(tool)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동일한 IPMP 표준

에 따름으로써 암호화되고 보호되는 보호 컨텐츠를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넓은 상호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IP

MP는 툴의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제공하고, 이때 툴은 원격으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IPMP는 파라메트릭 기술에 따

라서 단말이 그 자체의 기호 툴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IPMP 단말은 어떤 파라메틱 집합에 따라서 (단 하나

의 툴로서 작동하는) 툴 세트를 형성하기 위해 몇 개의 툴을 함께 모을 수도 있다.

IPMP 소자는, DID 모델에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MPEG-21 IPMP 단말은 MPEG-21 프레임워크 베이스 컨

텐츠-디지탈 아이템 분배 및 보호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IPMP 툴 정보와 같은 IPMP 스킴(s

cheme)(정보)은, 컨텐츠를 소비하고 보호하는 종순 MPEG-21 단말에 대한 코어 엔티티(core entity)인 DIE 모델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연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IPMP 시스템을 MPEG-21 아키텍처 (architecture) 전체에 맞추기 위해서,

MPEG-21 DID 모델 하에서 기타 MPEC-21 소자 정보 및 참조 자원을 갖는 IPMP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하고

정당한 장소를 설계하고,

MPEG-21 IPMP 시스템에 대한 모든 IPMP 관련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준 방법을 공급하고,



공개특허 10-2004-0080329

- 3 -

MPEG-21 관련 '컨텐츠' 분배 및 보호에 관한 IPMP 정보에 의거해서 종순 MPEG-21 IPMP 시스템을 구출하기 위해

서 MPEG-21 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임플리멘터 (MPEG21-based application implementer)에 대한 표준 방법을 공

급해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컨텐츠 프로바이더(provider)측에서는, 입력 '컨텐츠'는 인코딩되고 그 참조 자원을 갖는 디지털 아이템 선언(DID)를 

포함하는 MPEG-21 디지털 아이템이 되도록 형성된다. 디지털 아이템이 MPEG-21 IPMP를 이용해서 보호되면, IP

MP 제어 정보 및 기타 정보는 검색되어 DID에 구축될 필요가 있다.

DID가 구축되어 DID 파서(parser)로 보내진 후에, DID 파서는, IPMP 스킴 기술(정보)을 추출하여 IPMP 파서에 보

낸다. 그 다음에, IPMP 파서는 모든 IPMP 정보를 추출하여, 그 정보를 IPMP 툴 관리자 및 메시지 루터에 전송한다. I

PMP 메시지, 키 등과 같은 기타 IPMP 정보는 IPMP_Descriptor의 불명료한 데이터(OpaqueData)로서 또는 IDI의 

자원 소자로서 배치될 수 있다. IPMP_Contro_Info_Descriptor 하에 권리 표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이것은 REL 파

서에 전송된다. 파싱(parsing)된 권리 정보는, (원격으로) DID에 캐리(carry)된 권리 관리 툴 또는 기술자 기준을 통

해서 자원에 의해 강요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서버의 디지탈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의 단계;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IPMP 시스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IPMP 제어 정보 및 툴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

서 유연한 IPMP 스킴 기술 스키마(IPMP Scheme Description Schema) 및 언어를 에 의거해서, 그 참조 자원을 갖

는 디지털 아이템 선언(DID)가 생성되고 인코딩되는 경우에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내부에서 IP

MP 정보를 갖는 IPMP 스킴 기술자를 생성하는 단계와;

사용자에게 분배되는 특정 장소의 DID에 IPMP 스킴 기술자를 조립하는 단계와;

DID를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단말은, DID로부터 IPMP 스킴 기술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작동하는

IPMP 파서를 포함하고,

상기 단말은, IPMP 파서에 의해서 추출되어 전송된 IPMP 스킴 기술자 내부의 IPMP 정보를 해석하고 상기 단말에 

있는 컨텐츠의 보호를 실행하기 위해서 툴 관리자 및 메시지 루터 중 하나는 포함한다.

상기 방법의 하나의 주요한 특징은, 서버의 특정 장소의 DID에 IPMP 스킴 기술자를 조립하는 단계임에 주목한다. 따

라서, 본 발명은 적어도 '조립' 단계에 의해 나중에 설명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잇다. 상기 단말의 컴포넌트(compone

nt)는, 서버에 관하여 본 발명에서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컨텐츠의 소비자의 단말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을 실행하기에 앞서,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IPMP 시스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PMP 제어 정보 및

툴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유연한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서버는, 이 참조 자원을 갖는 디지털 아

이템 선언(DID)이 생성되어 인코딩되는 경우에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내부에 IPMP 정보를 갖

는 IPMP 스킴 기술자 를 생성한다. 서버는, 사용자에게 분배되는 특정 장소의 DID에 IPMP 스킴 기술자를 조립한다. 

서버는, DID로부터 IPMP 스킴 기술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IPMP 파서가 

설치되어 있는 단말에 DID를 전송한다.

이어서, 이 방법은,

단말의 IPMP 스킴 기술자의 IPMP 정보를 갖는 DID 및 그 참조 자원을 수취하는 단계와,

수취한 DID로부터 IPMP 정보를 갖는 IPMP 스킴 기술자를 추출하는 단계와,

단말의 IPMP 파서에 의해서 IPMP 스킴 기술자를 파싱하는 단계와,

단말의 IPMP 툴 관리자 및 메시지 루터 중 하나에 IPMP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단말의 컨텐츠에 보호를 실행하는 IPMP 스킴 기술자 내부의 IPMP 정보를 해석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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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의 자원에 보호를 기동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방법의 하나의 주요한 특징은, 단말이 DID의 특정 장소내에 배치된 IPMP 스킴 기술자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IPMP 스킴 기술자를 처리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단계 또는 DID를 포함하는 발명은, 나중에 설

명하는 이점을 달성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상기 단계를 각각 실행하는 컴포넌트를 갖는 서버 및 단말로서 설명된다.

본 발명은, MPEG-21 관련 '컨텐츠' 분배 및 보호를 위한 전체 IPM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MPEG-21 IPMP 시

스템 임플리멘터에 관한 모든 IPMP 관련 정보를 나타내는 표준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보안 방법으로 소비하는 MPE

G-21 디지털 아이템에 사용되도록 표준 방법을 설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본 발명은 또한, MPEG-21 DID 모델하에 IPMP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적당하고 정당한 장소를 설계함으로써, MPE

G-21 프레임워크 전체에 IPMP 소자/부품을 조립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상세는 실시예에서 상세하게 설명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기 및 기타 목적 및 특징은, 동일한 부분을 동일한 참조 번호로써 표시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이루

어지는 그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부터 분명해질 것이다.

도 1은 MPEG-21 컨텐츠 모델 아키텍처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MPEG-21 컨텐츠 모델 시스템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DID, DIID 및 IPMP_Scheme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DID와 IPMP 시스템간의 IPMP 정보 전송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5는 IPMP_Scheme XML 스키마의 아키텍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서버 및 단말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실시예

디지털 아이템은, 표준 표시 및 식별과, 각각의 내용, 예를 들어, 타이틀에 관한 데이터와 동화상에 대한 복제 허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의 디지털 아이템 에 속하는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는 구조화된 디지털 오브젝트로서 규정된다. 

이 엔티티는, 전체로서 MPEG-21 프레임워크 내의 분배 및 트랜스액션의 기본 유닛이다. 본 발명은 MPEG-21 이외

의 어떤 포맷, 예를 들어 MPEG-7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MPEG-21에 관한 이 유닛에 집중하여, MPEG

-21하에 존재하는 6가지의 기술적 요소를 이하에 간단하게 기술하고 열거한다.

- 디지털 아이템 선언(디지털 아이템을 선언하기 위한 균등하고 유연한 추상적 개념 및 공동 사용 가능한 스키마): 이

것은, 디지털 아이템의 구조 및 조립을 선언하기 위한 기구를 특정한다.

- 디지털 아이템 식별 및 기술(그 특성, 종류 또는 세분성에 관계없이 어떤 엔티티의 식별 및 기술에 대한 프레임워크

): 이것은, 디지털 아이템 및 이들의 부분 및 집합을 기술하고 독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특정한다.

- 지적 재산 관리 및 보호 아키텍처 또는 툴 표현 및 통신 시스템(광범위의 네트워크 및 장치에 걸쳐서 컨텐츠를 계속

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수단): 이것은 디지털 아이템에 관련된 지적 재산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정보를 특정한다.

- 권리 표현 언어(권리 데이터 사전에 규정된 바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권리 및 허가를 선언할 수 있는 기계 판독 

가능 언어): 이것은, 사생활 및 개인 데이터의 사용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자원의 투과 및 증보 사

용을 지지하고 그들의 권리 및 권익을 표현하기 위한 유연하면서도 공동 사용 가능한 기구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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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데이터 사전(MPEG-21 권리 표현 언어에 사용하는 용어의 한 조(組)의 명쾌하고 일관되며 구조화되고 통합된

정의)

- 디지털 아이템 적응 : 자원 적응, 기술자('메타 데이터') 적응 및 서비스 관리의 품질을 지지하기 위한 툴을 제공.

이 명세서에서 '툴'이라 함은, 상호 인증이나 데이터 암호화 규격(DES; Data Encryption Standard)에 따른 해독과 같

은 하나 이상의 소정 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로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DLL; Dynamic Link Library), JAVA 코드 프로그램 모듈 등의 형식으로 이용가능하다.

디지털 아이템을 규정하는 수단은 디지털 아이템 선언(DID)(도 3의 구조 전체)이다. DID는 디지털 아이템의 조립, 구

조 및 편성을 특정한다. 이것은 자원 목록, 관련 메타 데이터, 및 부분간의 관계를 포함한다. DID는, 디지털 아이템을 

규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도 3의 유닛 3.7, 3.8, 3.13으로 나타낸) 컨테이너, 아이템, 컴포넌트, 앵커(Anchor), 기

술자, 컨디션(Condition), 쵸이스(Choice), 셀렉션(Selection), 주석(Annotation), 단정(Assertion), 자원(Resource),

프래그먼트 (Fragment), 스테이트먼트(Statement) 등과 같은 추상 용어 및 개념에 의해서 형성된 유용한 모델(도 3

의 유닛 3.1)을 규정했다. 이 모델내에서는, 디지털 아이템이 '워크'의 디지털 표현이며, 그와 같이, 이것은 모델내에서

작동(관리, 기술, 교환, 수집 등)되는 아이템이다. 이 모델의 목표는, 보다 높은 레벨의 기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후크'

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유연하고 보편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 것은, 그 결과로서, 기타의 MPEG-21 소자에 

있어서의 보다 높은 레벨의 모델의 구축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초의 역할을 하는 모델을 허용할 것이다. 또한, IPMP (

지적 재산 관리 및 보호) 소자는 이 모델에 맞출 수 있다.

최초에, 도 3은 참조해서, 디지털 아이템의 컨테이너 3.1의 편성을 설명한다. 다음의 구성을 갖는 컨테이너 3.1은, 소

자를 배치함으로써 서버에 의해서 생성된다. 컨테이너 3.1의 개시로부터, 컨테이너 3.1은, 이 순서로 기술자 3.11, 아

이템 3.12, 3.13 및 3.14를 갖고 XML을 사용함으로써 텍스트 포맷으로 기술된다.

기술자 3.11은,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아이템이 컨테이너 3.1에 포함되는가를 나타내고, 디지털 아이템 선언(DID)

이나 컨테이너 기술자로도 불린다. 기술자 3.11은, '스테이트먼트'로서 나타내어지는 IPMP 스킴 기술자 3.2를 포함한

다. IPMP 스킴 기술자 3.2의 처음에는, IPMP 제어 정보 기술자 기술자(IPMP_Control _Info_Descriptor)가 배치되

고, 서버의 엔코더가 컨텐츠를 엔코딩할 때 사용되는 툴의 리스트를 기술한다.

아이템 3.12 내지 3.14는 각각, 동화상, 정지 화상 및 음성과 같은 컨텐츠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템 3.12는 

기술자 3.15와, 컴포넌트 3.16과 같은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를 포함한다. 컴포넌트 3.16은 자원 3.17 및 자원 3.17에

대한 기술자 3.18을 포함한다. 기술자(DID) 3.18은, 식별자에 의해 자원 3.17을 식별하는 디지털 아이템 식별 및 기

술(DIID) 3.5를 포함한다. 자원 3.17은 동화상, 정지 화상 및 음성과 같은 실제의 데이터이다. 대안으로서, 자원 3.17

은, 실제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네트워크의 서버를 특정하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일 수 있 다.

아이템 3.13 및 3.14의 각 구성은 아이템 3.12의 구성과 동일하다. 아이템 3.13 및 3.14는, 기술자(DID) 및 자원을 포

함하는 컴포넌트를 갖는다. 각각의 기술자(DID)는, IPMP 스킴 기술자로서 스테이트먼트 3.3 및 3.4를 갖는다. IPMP 

스킴 기술자는, 특정의 보호된 자원에 대한 완전하게 기술된 IPMP 툴 정보 및 관련 제어 메시지 중 하나에 관한 필요

한 필요한 IPMP 정보를 특정하는 IPMP 기술자를 갖는다. IPMP 기술자는, 사용자에게 분배되는, DID 하의 동일 컴

포넌트 친소자(親素子)내의 가장 가까운 자원 기술자(즉, 자원에 대응하는 기술자(DID))에 배치된다. 상기 소자의 상

세한 설명은 다음에 기술한다.

도 1은, MPEG-21 컨텐츠 모델 아키텍처를 나타낸다. 유닛 1.1 DID는, 유닛 3.1에 나타낸 바와 같은 디지털 아이템

의 구성, 구조 및 편성을 특정한다. 유닛 1.1 DID는, 디지털 아이템의 ID 번호와 같은 식별(유닛 1.2), 디지털 아이템

의 타이틀 및 저작권 정보와 같은 기술(유닛 1.3), 자원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과 같은 참조 자원(유닛 

1.4)의 리스트, 및 부분간의 관계를 포함한다.

IPMP 프레임워크는, (직접 포함, 또는 어떤 그 밖의 연계(linkage)에 의해서) 관련지워질 수 있는 권리 표현을 실행하

기 위한 툴을 지지하는 단말 시스템 인터페이스이다. DID를 IPMP 프레임워크와 연계시키게 하기 위해서 DID 모델 

하에 하나의 유닛 1.5 'IPMP_Scheme'을 추가한다. 유닛 1.6 권리 표현은, 기술 (및/또는 refs), 및/또는 자원 ref(s) 

및/또는 IPMP_Scheme에 포함될 수 있다. 유닛 1.6 권리 표현은, 유닛 1.3 내지 1.5에 있는 정보를 이것에 의해 참조

할 수 있는, 저작권 정보를 갖는다. 유닛 1.6은, 스테이트먼트 3.2(도 3)의 끝, 아이템 1.13내의 컴포넌트의 스테이트

먼트 3.3(도 3), 또는 어떤 스테이트먼트에 포함될 수 있다.

도 2는 MPEG-21 시스템 아키텍처를 나타낸다. MPEG-21 프레임워크 하에서, 명쾌한 DI 선언이 오는 경우에, 이것

은 DID 파서에 의해 파싱된다. 본 발명에서는, 이것은, 선언의 일부를 파싱하는 동시에, DId 파서가 컨텐츠(DI) 또는 

컨텐츠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IPMP_Scheme 기술을 식별하는 기술자와 조우하는 것을 고려한다(컴포

넌트 자원). DID 파서는, IPMP_Scheme 스키마를 해석하기 위해서 모듈 2.2 IPMP 파서를 호출하고, 이어서 보호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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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정보(또는 이것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와 함께 IPMP_Scheme 정보를 IPMP 시스템에 넘겨준다. 또한, DID 파서

(모듈 4.1)와 IPMP 파서(모듈 4.2)가의 IPMP 스킴 (정보) 전송에 관한 설명은 도 4의 순서도에서 볼 수도 있다.

보호 컨텐트는 그 자체가 다른 DID, 또는 DID의 프래그먼트, 또는 자원일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디지털 아이템 선

언 전체 하에서 IPMP_Scheme의 두 개의 부분/기술자는 DID 전체와는 별도로 또는 서명/암호화 선언의 일부로서 서

명 암호화될 수 있다.

디지털 아이템 선언은 어떤 수단에 의해서 도착한다. 어떤 경우에는, 선언 전체가 암호화되거나 서명될 수 있다. 또한,

DID 하의 IPMP 스킴 기술자만이 암호화되거나 서명되는 것도 가능하다.

도 2에서, MPEG-21 시스템 아키텍처에 존재하는 상이한 모듈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기술될 수 있다.

1) DID 파서 (모듈 2.1, 4.1)

이것은, MPEG-21(De) Mux로부터 DID를 받고, 디지털 아이템의 구조를 선언하는 DIDL 텍스트를 파싱한다. DID 파

서가 DIDL 텍스트를 파싱하여 <IPMP_Scheme> Element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4에서 '아니오'), DID 파서는 

다른 DIDL 소자 처리를 실행한다. 반면에, DID 파서가 <IPMP_Scheme> Element를 발견한 경우에(도 4에서 '예'), D

ID의 IPMP 정보 텍스트는 IPMP 파서 4.2로 보내진다.

2) IPMP 파서 (모듈 2.2, 4.2)

이것은, DID에 유지된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은 계단 구조를 갖는 XML에서) IPMP 정보 텍스트를 받아서 그것을 파

싱한다. 이것은, 이 IPMP 정보 (및 기타 정보, 예를 들어 REL)에 동작하기 위해서 IPMP 툴을 통상적으로 사용할 것

이다. IPMP 파서가 IPMP 정보를 파싱한 후, 디지털 아이템(즉, 컨텐츠)은, 예를 들어, 도 4에서 'IPMP TRACS'로 나

타내어진 IPMP 툴 관리자 6.23/메시지 루터 6.24(도 6)에 의해서 파싱된 IPMP 정보에 따라 처리된다.

3) REL 파서 (모듈 2.4)

이것은 DID에 유지된 (XML의) REL 텍스트 또는 IPMP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파싱한다.

IPMP_Scheme 기술자에 유지된 디지털 아이템 식별(DIID)(유닛 3.5) 및 IPMP 정보(유닛 3.2, 3.3, 3.4)를 포함하는 

DID 모듈 전체 및 DID(MPEG-21 파트2), DIID(MPEG-21 파트3), 및 IPMP(MPEG-21 파트4)간의 관계는, 도 3에

서 볼 수 있다. 도 3의 두 개의 기술자, 'IPMP_Control_Info_Descriptor'(유닛 3.2) 및 'IPMP_Descriptor'(유닛 3.3, 

3.4)는 MPEG-21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MPEG-21 IPMP 시스템에 대하여 상이한 IPMP 정보 기술을 공급할 수

있다.

MPEG-21 IPMP_Scheme descriptor-IPMP_Control_Info_Descriptor 및 IPMP_Descriptor

MPEG-21 IPMP 시스템은 동일한 보호 컨텐츠를 다른 벤더(vendor)의 단말로 소비시키도록 프레임워크 및 사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다. 또, 이것은 동일 컨텐츠를 상이한 벤더의 IPMP 툴에 의해서 보호시킨다. 이것은 IP

MP Tools를 통해서 상호 운용성, 계속성(renewability) 및 유연성을 공급할 수 있다. (IPMP Tools: 인증, 해독, 워터

마킹(watermarking)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IPMP 기능을 실행하는 모듈 2.5, 2.6)

그래서 IPMP_Scheme의 두 개의 제안된 기술자에서, DID 모델과 IPMP 시스템간에 전송할 필요가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메시지는, 관련된 IPMP Tools 및 기타 IPMP 제어 정보이다.

IPMP_Control_Info_Descriptor

컨테이너는 아이템을 그룹으로 나누게 하는 구조이다. 아이템의 그룹은, (트랜스포트 또는 교환을 위한) 논리 패키지 

또는 (편성을 위한) 논리 셀프(shelf)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컨테이터의 기술자 '라벨 부착'은, 그룹을 목

적으로 적당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한다. IPMP_Control_Info_Descriptor는 최외부 컨테이너 기술자의 스테이

트먼트하에 설계된다. 이것은, Tool List(툴 리스 트), IPMP Tool Holder(IPMP 툴 홀더) 및 IPMP Rights Holder(IP

MP 권리 홀더)와 같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IPMP 제어 정보를 포함한다.

IPMP Tool List는, 컨텐츠를 처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IPMP Tools를 식별하고 IPMP Tools의 선택을 가능

하게 한다. 이것은, IPMP 툴의 리스트를 포함하고,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야 할 모든 IPMP 툴을 특정하

는데 이용된다. 이 Tool List에 의해서, 단말은, 로컬 단말, 컨텐츠에 캐리(carry)된 어느 하나로부터 취득되거나 또는

리모트 사이트(remote site)로부터 취득된 IPMP Tools을 결정할 것이다. ToolID는, 장치에 의해서 요구되고 Un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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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Integer(부호가 없는 정수)로 표현되는 논리 IPMP Tool의 식별자이다. Tool List는, 대체(代替) IPMP Tools의 리

스트 및 IPMP Tools의 파라메트릭 기술을 나타내기 위해서 IPMPAlternative 및 IPMPParametric을 포함할 수 있다

. 이들 두 개의 소자의 정의 및 의미는 더축 확장될 수 있다.

Tool Holder는, 컨텐츠(DI) 그 자체가 바이너리(binary) IPMP Tool을 캐리하는 경우일 수 있다. 장치는, 컨텐츠로부

터 IPMP Tool을 검색하여, 이것을 로드 (load)하고, 이것을 인스턴스 생성하고, 컨텐츠를 다 써버릴 수 있도록 그것

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바이트(Byte)로 표현된 ToolID 및 ToolBody를 포함한다.

Rights Holder(권리 홀더)는, IPMP 보호 컨텐츠에 관련된 권리/사용규칙을 전달한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특히 REL 

파서(모듈 2.4), 소유권 관리 툴(XrML 파서, ODRL 파서 등)과 같은 Rights Parser(권리 파서)에 대하여 Rights Tool

ID를 포 함한다. XML-베이스 권리 표현으로부터 변환된 바이트 표시 사용 규칙은 권리 홀더의 다른 소자이다. 이것

은, IP(REL 관련 권리/사용 규칙 정보)가 위치되어야 곳과 이것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하여 MPEG-21 적용범위에서 

폭넓게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하나의 해결책은, 권리 정보를 밴드(band)로부터 티켓 또는 교환권의 형식으로 패키지

화해야한다는 것이다. 티켓은 통상 일정한 권리 언어를 사용하여 컨텐츠에 대한 상세한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디스

크램블 키(descramble key)를 티켓에 캐리할 수도 있다. 교환권 및 티켓을 일정한 컨텐츠와 유일하면서도 명백하에 

링크할 수 있도록, 일종의 ID 스킴도 또한 티켓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권리 양도 및 인도는 중요한 문제

이며, MPEG은 이를 표준화할 필요가 없다. 다른 하나는, 권리 정보가 각가의 자원에 존재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이 해서 컨텐츠와 권리 정보는, 서로 단단히 결합된다. 본 발명에서는, IPMP_Scheme하의 IPMP_Control_Info_Desc

riptor의 새로운 홀더 RighsHolder가 권리 정보를 캐리하기 위해서 제안된다.

IPMP_Descriptor

자원은 비디오 또는 오디오 클립, 화상 또는 텍스트 자산(textual asset)과 같은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자산이다. 또

한, 자원은 잠재적으로 물리 오브젝트일 수 있다. 모든 자원은 명백한 어드레스를 통해서 위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

다. IPMP_Descriptor는, 아이템의 자원이 이러한 자원을 소비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기술된 IPMP Tool 정보 및 관련

제어 메시지에 의해서 커버되도록 설계된다. 이것은, 동일한 컴포넌트 친소자내의 자원 소자의 가장 가까운 기술자 

소자에 존재해야 한다.

또한, 이 기술자는, (실제 자원 소비의 전 또는 후에) 툴이 존재하는 제어점을 포함하고 있는, IPMP Tool의 제어점 정

보와, 제어점에 존재하는 기타 툴에 대한 그 시퀀스 관계를 전달한다.

ToolID는, IPMP_Control_Info_Descriptor에 규정된 것과 같은 개념을 가지며, 어떤 툴이 부가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용되는가 하는 툴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한다. 불 타입(Boolean Type)으로 나타내어지는 ControlPoint(제

어점) 값은, IPMP 툴이 존재하고 실재 자원 소비의 전 또는 후에 액티브한 IPMP 제어점을 특정한다. 바꾸어 말하면, 

불 타입이 '참(True)'인 경우에는, 툴이 컨텐츠를 복호하기 전에 사용된다. '거짓(False)'인 경우에, 툴은 컨텐츠를 복

호한 후에 사용된다. SequenceCode 값은, 동일 제어점에 존재하고 있는 IPMP Tool(s)에 대한 IPMP Tool의 관계를

특정한다. 소자의 값은, 이 특정 제어점에서의 이 IPMP Tool의 우선 순위를 특정한다. IPMP_Descriptor의 최후 소

자는, IPMP Tool을 제어하기 위해서 불명료한 데이터를 나타내는 IPMPOpaqueData이다. 불명료한 데이터는 각 사

용자에 의존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IPMP 메시지, 키 등과 같은 기타 IPMP 정보는, DID의 자원 소자에 배치할 수 있다.

Schema for proposed IPMP_Scheme desciptor

<?xml version='1.0'encoding='UTF-8'?>

<!-- edited with XML Spy v4.0 (http://www.xmlspy.com) by Huang Zhongyang (Panasonic Singapore Labora

tories Pte Ltd)-->

<xs:schema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elementFormDefault='qualified' attributeForm

Default='unqualified'>

<xs:element name='IPMP_Scheme'>

<xs:annotation>

<xs:documentation>Information for MPEG-21 IPMP under DID Model</xs: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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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annotation>

<xs:complexType>

<xs:choice>

<xs:element name='IPMP_Control_Info_Descriptor'>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ToolList'>

<xs:complexType>

<xs:sequence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name='ToolID'type='xs:unsignedlnt'/>

<xs:element name='IPMPAlternative'minOccurs='0'/>

<xs:element name='IPMPParametric'minOccurs='0'/>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xs:element name='ToolHolder'minOccurs='0'>

<xs:complexType>

<xs:sequence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name='ToolID'type='xs:unsignedlnt'/>

<xs:element name='ToolBody'type='xs:byte'/>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xs:element name='RightsHolder'minOccurs='0'>

<xs:complexType>

<xs:sequence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name='RightsToolID'type='xs:unsignedlnt'/>

<xs:element name='UsageRules'type='xs:byte'/>

</xs: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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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complexType>

</xs:element>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xs:element name='IPMP_Descriptor'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ToolID'type='xs:unsignedlnt'/>

<xs:element name='ControlPoint'type='xs:boolean'minOccurs='0'/>

<xs:element name='SequenceCode'type='xs:unsignedlint'minOccurs='0'/>

<xs:element name='IPMPOpaqueData'type='xs:byte'minOccurs='0'/>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xs:choice>

</xs:complexType>

</xs:element>

</xs:schema>

도 5는 스키마에 있는 소자의 그 의미가 섹션을 설명하는 'MPEG-21 IPMP_Scheme descriptor-IPMP_Control_Inf

o_Descriptor 및 IPMP_Descriptor'를 참 조할 수 있는 IPMP_Scheme XML 스키마의 아키텍처를 나타낸다.

이제, 컨텐츠 공급자의 서버 및 소비자의 단말의 일반적인 동작을 아래에 설명한다. 도 6은 서버 6.10과 단말 6.20에 

있어서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서버 6.10의 엔코더 6.11은, 엔코딩된 자원 A를 생성하기 위해서 툴 1을

사용하여 컨텐츠를 엔코딩하고, 엔코딩된 자원 B를 성생하기 위해서 툴 2를 사용하여 기타 컨텐츠를 엔코딩한다. 서

버 6.10의 프로세서 6.12는 IPMP 스킴 기술자내의 엔코딩된 자원에 관한 정보를 생성한다. IPMP 스킴 기술자는, 도 

3에 나타낸 것과 같은 기술자인 IPMP 정보를 포함하는 3개의 기술자 3.2 내지 3.4를 포함한다. 아이템내의 컴포넌트

의 기술자 3.3은, 툴 1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툴 1이 이용가능한 URL(Uniform Resouce Locator)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다는 것에 주목한다. 마찬가지로, 기술자 3.4는 툴 2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다. 프로세서 6.12는 그 중에서 3개

의 기술자 3.2 내지 3.4를 끼워넣은 DID를 또한 생성한다. 다음에, 서버 6.10의 송신기 6.13은 DID를 단말 6.20으로 

송신한다. DID에 의해, 송신기 6.13은, 또한, 엔코딩된 자원 A 및 B를 단말 6.20으로 송신한다.

단말 6.20의 수신기 6.21은 DID를 수신한다. 그 다음에, 단말 6.20의 추출 장치 6.22는 수신한 DID로부터 IPMP 정

보를 갖는 IPMP 스킴 기술자 3.2 내지 3.4를 추출한다. IPMP 파서 2.2(도 2)는, IPMP 정보를 단말 6.20의 IPMP 툴 

관리자 6.23/메시지 루터 6.24로 전송하기 위해서, 추출된 IPMP 스킴 기술자 3.2 내지 3.4를 파싱한다. IPMP 스킴 

기술자의 IPMP 정보가 툴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정보는, IPMP 툴 관리자 6.23으로 보내진다. 해석에 대한 제어에 

관한 정보가 IPMP 스킴 기술자 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정보는, 적당한 타겟으로 보내지기 위해서 메시지 루터 6.24로

보내진다. 바꿔 말하면, IPMP 툴 관리자 6.23/메시지 루터 6.24는 단말의 자원에 보호를 기동하도록 IPMP 정보를 해

석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IPMP 툴 관리자 6.23/메시지 루터 6.24는 툴1 및 툴 2를 발견하고 취득하기 위해서 UR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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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URL B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웹 6.30내의 하나 이상의 웹 사이트에 액세스한다. 이어서, 단말 6.20은 툴 1 및 2를 

사용함으로써 엔코딩된 자원 A 및 B를 디코딩할 수 있다. 나머지 DID는, 자원 A에 대한 요약인 텍스트 A를 나타내고,

텍스트 B를 나타낸다. 상기 동작에 의하면, 소비자는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 도 2는 단말 6.20의 컴포넌트를 보다 상

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본 발명의 서버에 의하면,

IPMP 정보를 포함하도록 DID를 위한 장소를 규정하는 수단과,

효과적으로 구성 및 편성되도록 XML 스키마에 의거해서 디지털 아이템에 관한 IPMP 스킴 기술자를 규정하는 수단

과,

MPEG-21 아키텍처의 어떠한 디지털 아이템 자원에 액세스하기에 앞서 IPMP 제어 정보를 MPEG-21 IPMP 시스템

에 전달하기 위한 수단과,

MPEG-21 종순(從順) 단말에 있는 인접 IPMP 정보를 사용하는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서버 및 단말의 처리 방법을 제공할 수 있고, 게다가 다음과 같은 서버 및 단말을 제공한다.

(1) MPEG-21 아키텍처의 디지탈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 방법은,

MPEG-21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MPEG-21 IPMP 시스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PMP 제어 정보 및 

툴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서 유연한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를 특정하고 규정하는 단계와,

그 참조 자원을 갖는 MPEG-21 DID가 생성되어 엔코딩될 때 상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내부

에 IPMP 정보를 갖는 IPMP 스킴 기술자를 생성하는 단계와,

사용자에게 분배되는 특정 장소의 상기 MPEG-21 DID에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짜 넣는 단계와,

상기 DID로부터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추출하여 MPEG-21 IPMP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에 전송하기 위해서 상

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IPMP 파서를 구축하여 MPEG-21 단말을 실현하는 단계와,

상기 IPMP 스킴 기술자 내부의 상기 IPMP 정보를 해독하고 상기 단말의 MPEG-21 컨텐츠의 보호를 실시하기 위해

서 상기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를 갖는 상기 단말을 구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2) MPEG-21 아키텍처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 방법은,

MPEG-21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MPEG-21 IPMP 시스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PMP 기술 정보 및 

툴 정보를 기술하기 위하여 유연한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를 특정하고 규정하는 단계와,

그 참조 자원을 갖는 MPEG-21 DID가 생성되어 엔코딩될 때 상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내부

에 IPMP 정보를 갖는 IPMP 스킴 기술자를 생 성하는 단계와,

사용자에게 분배되는 MPEG-21 IPMP 시스템 사양에 맞도록 특정 장소의 상기 MPEG-21 DID에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짜 넣는 단계와,

상기 DID로부터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추출하여 MPEG-21 IPMP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에 전송하기 위해서 상

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IPMP 파서를 구출하여 MPEG-21 단말을 실현하는 단계와,

상기 IPMP 스킴 기술자 내부의 상기 IPMP 정보를 해석하고 상기 단말의 MPEG-21 컨텐츠의 보호를 실시하기 위해

서 상기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를 갖는 상기 단말을 구축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의 상기 IPMP 스킴 기술자의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DID 및 그 참조 자원을 수신하는 단계와,

수신한 DID로부터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의 상기 IPMP 파서에 의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파싱하여 IPMP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에 상기 IPM

P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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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의 자원에 보호를 기동하기 위해서 IPMP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에 의해서 상기 IPMP 정보를 해석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3) MPEG-21 아키텍처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 방법은,

MPEG-21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MPEG-21 IPMP 시스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PMP 제어 정보를 기

술하기 위해서 유연한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를 특정하고 규정하는 단계와,

그 참조 자원을 갖는 MPEG-21 DID가 생성되어 엔코딩될 때 상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내부

에 IPMP 정보를 갖는 IPMP 스킴 기술자를 생성하는 단계와,

툴 리스트, IPMP 툴 홀더 및 IPMP 권리 홀더와 같은, 필요한 IPMP 정보를 특정하기 위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IPMP 제어 정보 기술자를 상기 IPMP 스킴 기술자의 일부로서 생성하는 단계와,

사용자에게 분배될, MPEG-21 IPMP 시스템 사양에 맞도록 특정 장소의 상기 MPEG-21 DID에 상기 IPMP 스킴 기

술자를 짜 넣는 단계와,

상기 DID로부터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추출하여 MPEG-21 IPMP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에 전송하기 위해서 상

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IPMP 파서를 구축하여 MPEG-21 단말을 실현하는 단계와,

상기 IPMP 스킴 기술자 내부의 상기 IPMP 정보를 해석하고 상기 단말의 MPEG-21 컨텐츠의 보호를 실시하기 위해

서 상기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를 갖는 상기 단말을 구축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의 상기 IPMP 기술자의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DID 및 그 참조 자원을 수신하는 단계와,

수신한 DID로부터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IPMP 기술자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의 상기 IPMP 파서에 의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파싱하여 상 기 IPMP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에 상

기 IPMP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의 자원에 보호를 기동하기 위해서 IPMP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에 의해서 상기 IPMP 정보를 해석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4) MPEG-21 아키텍처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 방법은,

MPEG-21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MPEG-21 IPMP 시스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PMP 제어 정보 및 

툴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서 유연한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를 특정하고 규정하는 단계와,

그 참조 자원을 갖는 MPEG-21 DID이 생성되고 엔코딩될 때 상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내부

에 IPMP 정보를 갖는 IPMP 기술자를 생성하는 단계와,

툴 리스트, IPMP 툴 홀더 및 IPMP 권리 홀더와 같은 필요한 IPMP 정보를 특정하기 위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 스

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IPMP 제어 정보 기술자를, 상기 IPMP 스킴 기술자의 일부로서 생성하는 단계와,

사용자에게 분배될, MPEG-21 IPMP 시스템 사양에 맞도록 특정 장소의 상기 MPEG-21 DID에 상기 IPMP 스킴 기

술자를 짜 넣는 단계와,

사용자에게 분배될, 컨테이너 기술자 스테이트먼트 소자의 처음에서 상기 MPEG-21 DID하에 상기 IPMP 제어 정보 

기술자를 배치하는 단계와,

상기 DID로부터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추출하여 MPEG-21 IPMP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에 전송하기 위해서 상

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IPMP 파서를 구축하여 MPEG-21 단말을 실현하는 단계와,

상기 IPMP 스킴 기술자 내부의 상기 IPMP 정보를 해석하고 상기 단말의 MPEG-21 컨텐츠의 보호를 실시하기 위해

서 상기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를 갖는 상기 단말을 구축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의 상기 IPMP 기술자의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DID 및 그 참조 자원을 수신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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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한 DID로부터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IPMP 기술자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의 상기 IPMP 파서에 의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파싱하여 IPMP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에 상기 IPM

P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이 자원에 보호를 기동하기 위해서 IPMP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에 의해서 상기 IPMP 정보를 해석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5) MPEG-21 아키텍처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 방법은,

MPEG-21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MPEG-21 IPMP 시스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PMP 제어 정보 및 

툴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서 유연한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를 특정하고 규정하는 단계와,

그 참조 자원을 갖는 MPEG-21 DID가 생성되어 엔코딩될 때 상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내부

에 IPMP 정보를 갖는 IPMP 스킴 기술자를 생성하는 단계와,

특정의 보호된 자원에 대하여 완전하게 기술된 IPMP 툴 정보 및 관련 제어 메시지와 같은 필요한 IPMP 정보를 특정

하기 위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IPMP 기술자를 상기 IPMP 스킴 기술자의 일부로서 

생성하는 단계와,

사용자에게 분배될, MPEG-21 IPMP 시스템 사양에 맞도록 특정 장소의 상기 MPEG-21 DID에 상기 IPMP 스킴 기

술자를 짜 넣는 단계와,

상기 DID로부터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추출하여 MPEG-21 IPMP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에 전송하기 위해서 상

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IPMP 파서를 구축하여 MPEG-21 단말을 실현하는 단계와,

상기 IPMP 스킴 기술자 내부의 상기 IPMP 정보를 해석하고 상기 단말의 MPEG-21 컨텐츠의 보호를 실시하기 위해

서 상기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를 갖는 상기 단말을 구축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의 상기 IPMP 기술자의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DID 및 그 참조 자원을 수신하는 단계와,

수신한 DID로부터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IPMP 기술자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의 상기 IPMP 파서에 의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파싱하여 IPMP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에 상기 IPM

P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의 자원에 보호를 기동하기 위해서 IPMP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에 의해서 상기 IPMP 정보를 해석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6) MPEG-21 아키텍처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 방법은,

MPEG-21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MPEG-21 IPMP 시스템에 대하여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IPMP 제어 정보 및 

툴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서 유연한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를 특정하고 규정하는 단계와,

그 참조 자원을 갖는 MPEG-21 DID가 생성되어 엔코딩될 때 상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내부

에 IPMP 정보를 갖는 IPMP 스킴 기술자를 생성하는 단계와,

특정의 보호된 자원에 대하여 완전하게 기술된 IPMP 툴 정보 및 관련 제어 메시지와 같은 필요한 IPMP 정보를 특정

하기 위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IPMP 기술자를 상기 IPMP 스킴 기술자의 일부로서 

생성하는 단계와,

사용자에게 분배될, MPEG-21 IPMP 시스템 사양에 맞도록 특정 위치의 상기 MPEG-21 DID에 상기 IPMP 스킴 기

술자를 짜 넣는 단계와,

사용자에게 분배될, 상기 MPEG-21 DID하의 동일 컴포넌트 친소자 내부에 가장 가까운 자원 기술자에 상기 IPMP 

기술자를 배치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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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DID로부터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추출하여 MPEG-21 IPMP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에 전송하기 위해서 상

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IPMP 파서를 구축하여 MPEG-21 단말을 실현하는 단계와,

상기 IPMP 스킴 기술자 내부의 상기 IPMP 정보를 해석하고 상기 단말의 MPEG-21 컨텐츠의 보호를 실시하기 위해

서 상기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를 갖는 단말을 구축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의 상기 IPMP 기술자의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DID 및 그 참 조 자원을 수신하는 단계와,

수신한 DID로부터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IPMP 기술자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의 상기 IPMP 파서에 의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파싱하여 IPMP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에 상기 IPM

P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의 자원에 보호를 기동시키기 위해서 IPMP 툴 관리자/메시지 루터에 의해서 상기 IPMP 정보를 해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7) MPEG-21 아키텍처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항목 (1), (2), (3), (4), (5) 및 

(6) 중 하나에 있어서의, 상기 DID에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짜 넣는 단계는,

어떤 기존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상기 모든 DID(DIDL 파일)를 암호화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에게 내부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암호화된 DID를 분배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8) MPEG-21 아키텍처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항목 (1), (2), (3), (4), (5) 및 

(6) 중 하나에 있어서의, 상기 DID에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짜 넣는 단계는,

어떤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상기 모든 DID(DIDL 파일)를 디지털 서명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에게 내부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서명된 DID를 분배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9) MPEG-21 아키텍처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항목 (1), (2), (3), (4), (5) 및 

(6) 중 하나에 있어서의, 상기 DID에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짜 넣는 단계는,

어떤 기존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만을 암호화하는 단계와,

상기 DID에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암호화된 IPMP 스킴 기술자를 짜 넣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10) MPEG-21 아키텍처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항목 (1), (2), (3), (4), (5) 

및 (6) 중 하나에 있어서의, 상기 DID에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짜 넣는 단계는,

어떤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만을 디지털 서명하는 단계와,

상기 DID에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서명된 IPMP 스킴 기술자를 짜 넣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11) MPEG-21 아키텍처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항목 (2), (3), (4), (5) 및 (6)

중 하나에 있어서의, 상기 수신한 DID로부터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IPMP 기술자를 추출하는 단계는,

상기 단말의 DID 파서에 의해서 상기 DID를 파싱하는 단계와,

상기 DID 파서가 상기 IPMP 스킴 기술자의 IPMP_Scheme 태그에 맞을 때 상기 DID 내부의 상기 IPMP 스킴 기술자

를 검출하는 단계와,

IPMP_Scheme 태크에 의해서 상기 수신한 DID로부터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IPMP 기술자를 추출하여 상기 I

PMP 파서에 의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파싱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12) MPEG-21 아키텍처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항목 (2), (3), (4), (5) 및 (6)

중 하나에 있어서의, 상기 단말의 상기 IPMP 파서에 의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파싱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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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의 상기 IPMP 파서에 의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파싱하는 단계와,

상기 IPMP 파서가 상기 IPMP 스킴 기술자의 REL 태그에 맞을 때 상기 IPMP 스킴 기술자 내부의 REL 정보를 검출

하는 단계와,

상기 REL 태그에 의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로부터 상기 REL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REL 파서에 의해서 상기 R

EL 정보를 파싱하는 단계와,

상기 REL 정보에 의해서 기술된 상기 권리 및 사용 규칙을 기동하기 위해서, 상기 단말의 각 컴포넌트에 상기 권리 

정보의 동작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본 발명은 이렇게 기술되며, 본 발명이 수많은 방법으로 변형될 수 있음이 분명해질 것이다. 이러한 변형은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없으며, 이 분야의 당업자에게 자명한 모든 이러한 변형은 다음의 특

허청구의 범위내에 포함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MPEG-21 관련 '컨텐츠' 분배 및 보호에 대한 IPMP 시스템 전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MPEG-21 IPMP 시

스템 개발자에 대하여 모든 IPMP 관련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표준 방법을 공급함으로써, 안전한 방법으로 MPEG-21

디지털 아이템 소비에 사용될 표준 방법을 설계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본 발명은, MPEG-21 DID 모델 하에서 IPMP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장소를 설계함으로써, MPEG-21 

프레임워크 전체에 IPMP 소자/부분을 짜 넣는 것의 문제를 해결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IPMP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PMP 제어 정보 및 툴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서 유

연한 IPMP 스킴 기술 스키마(IPMP Scheme Descripton Schema) 및 언어에 의거해서, 그 참조 자원을 갖는 디지털 

아이템 선언(DID)이 생성되어 엔코딩될 때 상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내부에 IPMP 정보를 갖

는 IPMP 스킴 기술자(IPMP Scheme Descriptor)를 생성하는 단계와,

사용자에게 분배될 특정된 장소에 있어서의 상기 DID에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짜 넣는 단계와,

상기 DID를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단말은, 상기 DID로부터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

거해서 동작하는 IPMP 파서(IPMP Parser)를 포함하고,

상기 단말은, 상기 IPMP 파서에 의해 추출되어 전송된 상기 IPMP 스킴 기술자 내부의 상기 IPMP 정보를 해석하고 

상기 단말의 컨텐츠의 보호를 실시하기 위해서 툴 관리자 및 메시지 루터 중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

버에 있어서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툴 리스트(Tool List), IPMP 툴 홀더(IPMP Tool Holder) 및 IPMP 권리 홀더 (IPMP Rights Holder) 중 하나에 관해

서 필요한 IPMP 정보를 특정하기 위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IPMP 제어 정보 기술자

를, 상기 IPMP 스킴 기술자의 일부로서 생성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에 있어서의 디지

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분배될, 컨테이너 기술자 스테이트먼트 요소의 처음에서 상기 DID하에 상기 IPMP 제어 정보 기술자를 

배치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에 있어서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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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완전하게 기술된 IPMP 툴 정보 및 특정의 보호된 자원에 대한 관련 제어 메시지 중 하나에 관한 필요한 IPMP 정보를

특정하기 위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IPMP 기술자를, 상기 IPMP 스킴 기술자의 일부

로서 생성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에 있어서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

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분배될, 상기 DID하의 동일 컴포넌트 친소자(parent element) 내부의 가장 가까운 자원 기술자에 상기 I

PMP 기술자를 배치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에 있어서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어떤 기존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모든 DID(DIDL 파일)를 암호화하는 단계와,

내부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암호화된 DID를 사용자에게 분배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

버에 있어서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어떤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모든 DID(DIDL 파일)를 디지털 서명하는 단계와,

내부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서명된 DID를 사용자에게 분배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에 있어서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어떤 기존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만을 암호화하는 단계와,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암호화된 IPMP 스킴 기술자를 상기 DID에 짜 넣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서버에 있어서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어떤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만을 디지털 서명하는 단계와,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서명된 IPMP 스킴 기술자를 상기 DID에 짜 넣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서버에 있어서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의 DID 파서는 상기 DID를 파싱(parsing)하고,

상기 DID 파서는, 상기 DID 파서가 상기 IPMP 스킴 기술자의 IPMP_Scheme 태그에 맞을 때, 상기 DID 내부의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검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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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IPMP 파서는 상기 IPMP_Scheme 태그에 의해서 수신한 DID로부터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IPMP 기술자

를 추출하여 그 IPMP 기술자를 파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에 있어서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

술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의 상기 IPMP 파서는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파싱하고,

상기 IPMP 파서는, 상기 IPMP 파서가 상기 IPMP 스킴 기술자의 REL 태그에 맞을 때 상기 IPMP 스킴 기술자 내부

의 REL 정보를 검출하고,

REL 파서는, 상기 REL 태그에 의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로부터 상기 REL 정보를 추출하여 그 REL 정보를 파

싱하고,

상기 REL 파서는, 상기 REL 정보에 의해서 기술된 권리 및 사용 규칙을 기동하기 위해서, 권리 정보의 동작 정보를 

단말의 각 컴포넌트(component)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에 있어서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2.
단말에 있어서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IPMP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PMP 제어 정보 및 툴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서 유

연한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서버는, 그 참조 자원을 갖는 디지털 아이템 선언(DID)이 생성되어

엔코딩될 때 상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내부에 IPMP 정보를 갖는 IPMP 스킴 기술자를 생성

하고,

상기 서버는, 사용자에게 분배될 특정된 장소의 상기 DID에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짜 넣고,

상기 서버는, 상기 DID로부터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

거해서 IPMP 파서가 설치되는 단말에 상기 DID를 전송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단말의 상기 IPMP 스킴 기술자의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DID 및 그 참조 자원을 수신하는 단계와,

수신한 DID로부터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의 상기 IPMP 파서에 의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파싱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의 IPMP 툴 관리자와 메시지 루터 중 하나에 상기 IPMP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의 컨텐츠의 보호를 실시하는 상기 IPMP 스킴 기술자 내부의 상기 IPMP 정보를 해석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의 자원에 보호를 기동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에 있어서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

PMP 스킴 기술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툴 리스트, IPMP 툴 홀더 및 IPMP 권리 홀더 중 하나에 관한 필요한 IPMP 정보를 특정하기 위해서 상

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IPMP 제어 정보 기술자를, 상기 IPMP 스킴 기술자의 일부로서 생성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에 있어서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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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버는, 완전하게 기술된 IPMP 툴 정보 및 특정의 보호된 자원에 대한 관련 제어 메시지 중 하나에 관한 필요한 

IPMP 정보를 특정하기 위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IPMP 기술자를, 상기 IPMP 스킴 

기술자의 일부로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에 있어서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을 처리하

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사용자에게 분배될, 상기 DID하의 동일 컴포넌트 친소자 내부의 가장 가까운 자원 기술자에 상기 IPMP

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에 있어서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의 DID 파서에 의해서 상기 DID를 파싱하는 단계와,

상기 DID 파서가 상기 IPMP 스킴 기술자의 IPMP_Scheme 태그에 맞을 때 상기 DID 내부의 상기 IPMP 스킴 기술자

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IPMP_Scheme 태그에 의해서 수신한 DID로부터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IPMP 기술자를 추출하고 상기 I

PMP 파서에 의해서 그 IPMP 스킴 기술자를 파싱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에 있어서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의 상기 IPMP 파서에 의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파싱하는 단계와,

상기 IPMP 파서가 상기 IPMP 스킴 기술자의 REL 태그에 맞을 때 상기 IPMP 스킴 기술자 내부의 REL 정보를 검출

하는 단계와,

상기 REL 태그에 의해서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로부터 상기 REL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REL 파서에 의해서 그 REL

정보를 파싱하는 단계와,

상기 REL 정보에 의해서 기술된 권리 및 사용 규칙을 기동하기 위해서, 권리 정보의 동작 정보를 상기 단말의 각 컴

포넌트에 전송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에 있어서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8.
자원을 생성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엔코딩하는 엔코더와,

그 참조 자원을 갖는 디지털 아이템 선언(DID)을 생성하고,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IPMP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PMP 제어 정보 및 툴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서 유연한 IP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내부에 

IPMP 정보를 갖는 IPMP 스킴 기술자를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분배되기 위해서 특정 장소의 상기 DID에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짜 넣는 프로세서와,

상기 DID를 단말에 송신하는 송신기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을 처리하

는 서버.

청구항 19.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IPMP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PMP 제어 정보 및 툴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서 IP

MP 스킴 기술 스키마 및 언어에 의거해서 IPMP 스킴 기술자의 IPMP 정보를 갖는 디지털 아이템 선언(DID) 및 그 참

조 자원을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수신기와,

수신한 DID로부터 상기 IPMP 정보를 갖는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추출하는 추출 장치와,

상기 IPMP 스킴 기술자를 파싱하는 IPMP 파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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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IPMP 파서로부터 전송된 상기 IPMP 스킴 기술자 내부의 상기 IPMP 정보를 해석하고, 자원에 보호를 기동함으

로써 단말의 컨텐츠의 보호를 실시하는, IPMP 툴 관리자와 메시지 루터 중 하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지털 아이템에 대한 IPMP 스킴 기술을 처리하는 단말.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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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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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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