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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콘텐츠 배신 방법 및 콘텐츠 서버

(57) 요약

콘텐츠 배신 방법은, 콘텐츠에 대하여, 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처리를 실행하는 보호 처리 단계와, 콘텐

츠의 이용 조건을 결정하는 결정 단계와, 콘텐츠 또는 콘텐츠의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제1디지털 아이템으로서, 다른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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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아이템을 내부에 정의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템, 또는 제1디지털 아이템을 내부에 정의한 제2디지털 아이템을 디지털

아이템 선언 형식으로 기술하는 기술 단계와, 디지털 아이템 선언 형식으로 기술된 제1디지털 아이템 또는 제2디지털 아

이템을 패키지화하는 패키지화 단계와, 패키지화된 제1디지털 아이템 또는 제2디지털 아이템을 사용자 단말에 배신하는

배신 단계를 포함하고, 기술 단계에서, 제1디지털 아이템내에,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과 이용 조건에 관한 기술이 모두 기

술된다.

대표도

도 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콘텐츠에 대하여, 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처리를 실행하는 제1보호 처리 단계와,

상기 콘텐츠의 이용 조건을 결정하는 결정 단계와,

상기 콘텐츠 또는 상기 콘텐츠의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제1디지털 아이템으로서, 다른 디지털 아이템을 내부에 정의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템, 또는 상기 제1디지털 아이템을 내부에 정의한 제2디지털 아이템을 디지털 아이템 선언 형식으로 기

술(記述)하는 제1기술 단계와,

디지털 아이템 선언 형식으로 기술된 상기 제1디지털 아이템 또는 제2디지털 아이템을 패키지화하는 패키지화 단계와,

패키지화된 상기 제1디지털 아이템 또는 제2디지털 아이템을 사용자 단말에 배신하는 배신 단계를 포함하는 콘텐츠 배신

방법으로서,

상기 제1기술 단계에 있어서, 상기 제1디지털 아이템내에,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과 상기 이용 조건에 관한 기술이 모

두 기술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배신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에 의해서 상기 이용 조건에 관한 기술이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보다도 먼저 해석

되도록, 상기 제1디지털 아이템에서, 상기 이용 조건에 관한 기술은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보다도 먼저 기술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배신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술 단계는,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로서, 상기 콘텐츠의 저작권이 보호되어 있

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flag)와, 그 보호를 해제하는 보호 해제 툴의 정보를 기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콘텐츠 배신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보호 처리 단계는, 상기 콘텐츠에 전자 워터마킹을 매입(埋入)하는 단계, 상기 콘텐츠를 암호화

하는 단계, 및 상기 콘텐츠를 디지털 서명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의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1기술 단계는,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로서, 상기 보호 처리의 종류에 따라서, 상기 콘텐츠에 전자 워터마킹이

매입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와 상기 전자 워터마킹을 검출하는 검출 툴의 정보, 상기 콘텐츠가 암호화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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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나타내는 플래그와 상기 콘텐츠를 복호화하는 복호화 툴의 정보, 및 상기 콘텐츠가 디지털 서명되어 있는 것을 나타

내는 플래그와 상기 디지털 서명을 조회하는 조회 툴의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기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배신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보호 처리 단계는 암호 키를 이용하여 상기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1기술 단계는,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로서, 상기 콘텐츠가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 상기 복호

화 툴의 정보, 및 상기 콘텐츠를 암호화한 암호 키의 정보를 기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배신 방

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보호 처리 단계는 암호 키를 추가로 암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1기술 단계는,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로서, 추가로, 암호화된 상기 암호 키를 복호하는 라이선스 키의 정보를

기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배신 방법.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이용 조건에 관한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처리를 실행하는 제2보호 처리 단계와,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로서, 상기 이용 조건에 관한 기술의 저작권이 보호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와, 그 보호

를 해제하는 보호 해제 툴의 정보를 기술하는 제2기술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배신 방법.

청구항 8.

콘텐츠에 대하여, 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처리를 실행하는 보호 처리부와,

상기 콘텐츠의 이용 조건을 생성하는 이용 조건 생성부와,

상기 콘텐츠 또는 상기 콘텐츠의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제1디지털 아이템으로서, 다른 디지털 아이템을 내부에 정의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템, 또는 상기 제1디지털 아이템을 내부에 정의한 제2디지털 아이템을 디지털 아이템 선언 방식으로 기

술하는 기술부와,

디지털 아이템 선언 형식으로 기술된 상기 제1디지털 아이템 또는 제2디지털 아이템을 패키지화하는 패키징부와,

패키지화된 상기 제1디지털 아이템 또는 제2디지털 아이템을 사용자 단말에 배신하는 배신부를 포함하는 콘텐츠 서버로

서,

상기 기술부는, 상기 제1디지털 아이템내에, 상기 이용 조건에 관한 기술과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을 모두 기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서버.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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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기술부는,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로서, 상기 콘텐츠의 저작권이 보호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와, 그 보호를 해제하는 보호 해제 툴의 정보를 기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서버.

청구항 10.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 처리부는, 상기 이용 조건에 관한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처리를 실행하고,

상기 기술부는,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로서, 상기 이용 조건에 관한 기술의 저작권이 보호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플

래그와, 그 보호를 해제하는 보호 해제 툴의 정보를 기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서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콘텐츠 배신(配信) 방법 및 콘텐츠를 배신하는 콘텐츠 서버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일반적인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또는 지적 재산권 관리 및 보호(IPMP)에 관한 것이고, 더욱더 상세하게는 임의

의 데이터 포맷에 따르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있으므로, CD, DVD를 이용하는 것 외에,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

용자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배포 및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응하는 문제가 콘텐츠 소유자에 의해서 제기되

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가?

하드 디스크 또는 다른 기억 내장 장치가 한층 더 많아짐에 따라서, 다른 문제는, 콘텐츠 보호 기술이, 부여된 권리를 공정

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 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도록 디지털 형식으로 콘텐츠를 패키지화하는데에 이용하는 많은 상

이한 디지털 포맷이 존재하므로, 상이한 디지털 포맷 중에서 보호 기술을 어떻게 상호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동시에, 사용자가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갖기 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친구와 공유하여 콘텐츠

를 저비용으로 즐기는 편리성에 대하여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콘텐츠 소유자는 임의의 불법적인 복제를 염려하고 있으므로, 갈등이 항상 있고, 그때 시장에 공개된 보호 기술이 없기 때

문에, 콘텐츠 제공자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콘텐츠를 보호하려고 한다.

이것은 콘텐츠를 판매하는 콘텐츠 소유자에 대하여 큰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공자가 이용하는 다양한 보호

기술에 정확하게 적합시키기 위하여 상이한 버전을 제작하는 CE(가전 제품) 메이커에 있어서도 큰 비용을 초래한다.

MPEG-21은 광범위한 네트워크 및 상이한 공동체에 의해서 이용되는 장치 간에 디지털 콘텐츠의 투과적이고 또한 증대하

는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범용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정의하려고 하고 있다. 네트워크 또는 장치 간에 이용되

고 있는 콘텐츠 보호 방법은 MPEG-21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 항목은 MPEG-21의 part 4이고,

MPEG-21 IPMP(지적 재산권 관리 및 보호)라고 부른다.

과거에, 콘텐츠가 MPEG-4/2 포맷으로 패키지화되어 있는 경우, MPEG-4/2 IPMP 확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의

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하여, MPEG-4/2 시스템에 따르는 콘텐츠 보호 스킴(scheme)을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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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21에서는, 디지털 아이템(DI)은, 표준 표현, 식별 및 기술(記述)을 갖는 임의의 디지털 콘텐츠를 위한 구조화 디지

털 오브젝트로서 정의되고, MPEG-21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교환, 배포, 및 트랜잭션의 기본 단위로서 사용된다.

디지털 아이템은 디지털 아이템 선언(Digital Item Declaration: DID)에 의해서 XML을 이용하여 선언되고, 표현된다. 영

화, 음악, 화상 등의 MPEG-21에서의 매체 자원(media resource)으로서 표현되는 디지털 콘텐츠 이외에, DID는 다양한

종류의 기능적인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유연한 구조를 부여한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는, 예로서, 매체 자원 포맷을 기술하

고, 자원 보호 스킴을 지정하고, 자원에 식별명을 부여하고, 사용자 선호도(user preference)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DID 기술의 핵심 이외에, 다른 주요한 기술도 또한 정성들여서 개발되었거나, 또는 개발 중이다. 디지털 아이템 식별(DII),

디지털 아이템 적응(DIA), 지적 재산권 관리 및 보호(IPMP), REL(권리 표현 언어)/RDD(권리 데이터 사전) 이외에, ER(이

벤트 보고)는 모두 디지털 아이템의 용법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이다. 실제의 매체 자원 소비를 지원하

기 위하여, 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정의되는 기능적인 메타데이터를 모두 DID 문서(DID document)에 넣을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복제 등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등의 보호 처리가 실행된다. 상기

DID 문서에서, IPMP에 관한 기술(이하, 간단히 "IPMP 기술"이라고 한다)은, 예로서, 상기 보호 처리를 실행할 때에 이용

한 보호 처리 툴(tool), 또는 상기 보호를 해제하는 보호 해제 툴에 대한 기술이다. 사용자측의 단말은 그 IPMP 기술을 해

석한다. 사용자는 그 해석 결과로부터 필요한 보호 해제 툴을 다운로드하고, 이 보호 해제 툴을 이용하여 콘텐츠의 보호를

해제함으로써, 이 콘텐츠의 재생이나 인쇄 등의 처리를 실행한다. 또한, 보호 처리 툴과 보호 해제 툴은 1쌍으로 되어 있으

므로, IPMP 기술에 보호 처리 툴이 기술되어 있어도, 그것에 대응하는 보호 해제 툴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보호 처리 툴은, 예로서, 암호화 툴, 전자 워터마크(watermark) 매입(埋入) 툴, 및 디지털 서명 툴 등이고, 이것들에 대응

하는 보호 해제 툴은, 각각, 복호화 툴, 검출 툴, 및 조회(照會) 툴이다. 이하, "IPMP 툴"이라는 것은 상기 보호 처리 툴 또는

보호 해제 툴을 말한다.

또한, REL은, "John은 1개월간 1개의 악곡을 재생할 수 있다"라는 사용자의 권리, 다시 말하면, 콘텐츠의 이용 조건을 규

정하는 언어이다. 사용자 단말은 REL의 기술을 해석한다. 사용자는 그 REL 기술에 의해서 규정된 이용 조건을 만족시키

는 경우에만, 그 콘텐츠의 재생이나 인쇄 등의 처리를 실행할 수 있다.

도 1은 종래의 DID 문서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DID 문서 1.1은 그 내부에 콘텐츠, 또는

콘텐츠 어드레스를 "자원"으로서 포함하는 디지털 아이템 1.6을 구비하고 있다. 도 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DID 문서 1.1

은 IPMP 기술(1.2)을 포함하고 있다. IPMP 기술(1.2)에는 각각의 디지털 아이템 1.6에 필요한 보호 해제 툴이 모두 기술

되어 있다. 또한, 콘텐츠의 이용 조건을 나타내는 REL 기술(도시되어 있지 않음)은, 그 콘텐츠 또는 콘텐츠 어드레스를 포

함한 디지털 아이템 1.6의 기술자(記術子)에 기술되어 있다.

콘텐츠 보호 및 관리 기구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히 MPEG-21 도메인의 범위에 있어서, 많은 상이한 애플

리케이션 도메인에 의해서 작성되는 요건의 대부분을 대처하도록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비특허문헌 1: 발명자; 황 종양(Zhongyang Huang), 지 밍(Ming Ji), 쉔 쉥메이(Shengmei Shen), 센오 타카노리, 코구레

타쿠요, 우에노 타카후미, "MPEG-21 시스템 장치(Apparatus of a MPEG-21 System)"에 관한 특허, 내부 특허 번호

Pat01.028, 2002년 2월 일본에서 출원

비특허문헌 2: "MPEG-21 디지털 아이템 선언 최종 국제 표준안(ISO/IEC 21000-2 MPEG-21 Digital Item Declaration

FDIS)", ISO/IEC JTC1 SC29/WG11/N4813, 2002년 5월

비특허문헌 3: "MPEG-21 아키텍처, 시나리오 및 IPMP 요건(MPEG-21 Architecture, Scenarios and IPMP

Requirements)", ISO/IEC JTC1 SC29/WG11/N5874, 2003년 7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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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DID 문서에 있어서, 특정한 콘텐츠에 관한 IPMP 기술과 REL 기술은, 그 콘텐츠 또는 콘텐츠 어드레스를 구비한

동일한 디지털 아이템에 함께 기술되지 않고, 별개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IPMP 기술과 REL 기술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므로, 그것들의 기술을 별개로 해석하면, 효율이 낮고, 시간 손실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로서, 도 1에 나타내는

DID 문서를 사용자에게 배신(配信)한 경우, 사용자 단말은, DID 문서를 최초의 기술로부터 순서대로, 즉, 도 1에서 좌측

위, 좌측 밑, 우측 위, 우측 밑의 순서로 해석하므로, 우선 IPMP 기술(1.2)을 해석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IPMP

기술에는 각각의 디지털 아이템 1.6에 필요한 보호 해제 툴이 모두 기술되어 있다. 사용자 단말은 IPMP 기술(1.2)에 의해

서 표시된 모든 보호 해제 툴을 다운로드하고, 그 후, 각각의 디지털 아이템 1.6의 콘텐츠에 관한 REL 기술을 순차적으로

해석한다. 이 경우, 각각의 디지털 아이템의 REL 기술에 따라서는, 미리 다운로드한 특정한 보호 해제 툴이 불필요하게 되

는 경우가 있고, 그 불필요하게 된 보호 해제 툴을 다운로드하기 위하여 소비한 시간 및 비용은 낭비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본 발명은 이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MPEG-21 IPMP에 관한 요건이, 본 발명에서 목적으로 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IPMP, 구체적으로는 MPEG-21 IPMP는 기술자 및 기술 스킴에서의 지적 재산의 관리 및 보호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IPMP, 구체적으로는 MPEG-21 IPMP는 어디에서도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

다.

IPMP, 구체적으로는 MPEG-21 IPMP는, 장치가 새로운 매체 포맷, IPMP 툴을 지원하기 위한 업그레이드의 발견, 요구,

입수 및 지원을 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IPMP, 구체적으로는 MPEG-21 IPMP는 언어의 일부로서 디지털 아이템 기술을 참조하여, 외부의 콘텐츠 기술을 조회하

는 기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IPMP, 구체적으로는 MPEG-21 IPMP는 합성 디지털 아이템에 관한 표현을 관련시키는 기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IPMP, 구체적으로는 MPEG-21 IPMP는 디지털 아이템의 컨테이너 또는 다른 집합체를 참조하는 기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IPMP, 구체적으로는 MPEG-21 IPMP는 특정한 표현이 보호의 대상이 되도록 플래그(flag)를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보호

그 자체(필요하면)는 디지털 아이템으로서 표현을 제어하는 IPMP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된다.

IPMP, 구체적으로는 MPEG-21 IPMP는 인증 스킴을 참조하는 기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IPMP, 구체적으로는 MPEG-21 IPMP는, IPMP가 포맷 또는 디지털 아이템의 배신 채널에 따르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기

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IPMP, 구체적으로는 MPEG-21 IPMP는 IPMP 툴 및 IPMP 기능에 관련되는 요건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한다.

IPMP, 구체적으로는 MPEG-21 IPMP는 신뢰할 수 있는 IPMP 실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IPMP 툴 및 IPMP 기능을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한다.

IPMP 툴 및 IPMP 기능은, IPMP 가능 단말 또는 피어(peer)를 구축하기 위한 구성 부분이다. 또한, 단말 또는 피어는 그

IPMP 성능(IPMP 툴 및 IPMP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에 따라서, 통신 단말 또는 피어가 참가하는 것을 결

정하기 전에, 다른 단말 또는 피어의 IPMP 성능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은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용자가 효율 좋게, 또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보호 해제

툴을 취득하여 콘텐츠의 재생 등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콘텐츠 배신 방법 및 콘텐츠 서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콘텐츠의 패키지화 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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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권리 및 보호 정보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하여, IPMP 제어 그래프의 개념을 도입하고,

콘텐츠의 패키지화 및 보호에 이용되는 권리 및 보호 정보를 포함하기 위하여, 보호 메타데이터 홀더(holder)로서 IPMP

제어 그래프 또는 REL-IPMP 제어 그래프를 정의하고,

IPMP 제어 그래프 또는 REL-IPMP 제어 그래프에 권리 및 조건을 넣고,

IPMP 제어 그래프 또는 REL-IPMP 제어 그래프에 콘텐츠 암호화 정보를 넣고,

IPMP 제어 그래프 또는 REL-IPMP 제어 그래프에 전자 워터마크 정보를 넣고,

IPMP 제어 그래프 또는 REL-IPMP 제어 그래프에 권리 보호 정보를 넣고,

IPMP 제어 그래프 또는 REL-IPMP 제어 그래프에 콘텐츠를 암호화하는데에 사용되는 키(key) 정보를 넣어서 표시하고,

IPMP 제어 그래프 또는 REL-IPMP 제어 그래프에, 또는, 권리, DID 또는 키 위치에 의해서 표시되는 임의의 장소에 키 라

이선스 정보를 넣고,

IPMP 제어 그래프 또는 REL-IPMP 제어 그래프에서 툴 ID를 이용하여, 어느 IPMP 툴이 암호화, 디지털 서명, 전자 워터

마킹을 위하여 사용되는가를 나타내고,

콘텐츠 ID 또는 DII 및 서브 콘텐츠 ID를 이용하여, 보호되는 디지털 콘텐츠 또는 그 서브 콘텐츠에 대하여 권리 및 보호를

대응시키고,

DID 컨테이너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의 다른 적절한 장소에 IPMP 제어 그래프 또는 REL-IPMP 제어 그래프를

배치한다.

단말 측에서는,

콘텐츠 ID 또는 서브 콘텐츠 ID, 및 IPMP 제어 그래프 또는 REL-IPMP 제어 그래프를 검색하기 위하여, DID를 구문 해석

하고,

기술에 관련되는 권리 및 보호를 검색하기 위하여, IPMP 제어 그래프 또는 REL-IPMP 제어 그래프를 구문 해석하고,

콘텐츠 또는 권리 또는 다른 메타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IPMP 툴을 호출하고,

키 데이터 홀더로부터 키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검색하고,

보호된 라이선스 매니저로부터 키 라이선스를 검색하고,

상기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보호된 콘텐츠를 보호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하고,

툴 ID에 의해서 표시되는 툴을 이용하여, 권리의 완전성을 확인하고,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 및 조건을 구문 해석하고,

전자 워터마킹 기술을 검색하여, 다음 행위의 준비를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제1콘텐츠 배신 방법은, 콘텐츠에 대하여, 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처리를 실행하는 제1

보호 처리 단계와, 상기 콘텐츠의 이용 조건을 결정하는 결정 단계와, 상기 콘텐츠 또는 상기 콘텐츠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제1디지털 아이템으로서, 다른 디지털 아이템을 내부에 정의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템, 또는 상기 제1디지털 아이템을 내

부에 정의한 제2디지털 아이템을 디지털 아이템 선언 형식으로 기술하는 제1기술(記述) 단계와, 디지털 아이템 선언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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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술된 상기 제1디지털 아이템 또는 제2디지털 아이템을 패키지화하는 패키지화 단계와, 패키지화된 상기 제1디지

털 아이템 또는 제2디지털 아이템을 사용자 단말에 배신하는 배신 단계를 포함한다. 이 콘텐츠 배신 방법은, 상기 제1기술

단계에서, 상기 제1디지털 아이템 중에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과 상기 이용 조건에 관한 기술이 모두 기술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사용자 단말에 의해서 상기 이용 조건에 관한 기술이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보다도 먼저 해석되

도록, 상기 제1디지털 아이템에서 상기 이용 조건에 관한 기술은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보다도 먼저 기술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기술 단계는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로서, 상기 콘텐츠의 저작권이 보호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

는 플래그와, 그 보호를 해제하는 보호 해제 툴의 정보를 기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경우의 콘텐츠 배신 방법을 제2콘

텐츠 배신 방법이라고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2콘텐츠 배신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보호 처리 단계는, 상기 콘텐츠에 전자 워터마킹을 매입(埋

入)하는 단계, 상기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단계, 및 상기 콘텐츠를 디지털 서명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의 단계를 포함하

고, 상기 제1기술 단계는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記述)로서, 상기 보호 처리의 종류에 따라서, 상기의 콘텐츠에 전자

워터마킹이 매입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와 상기 전자 워터마킹을 검출하는 검출 툴의 정보, 상기 콘텐츠가 암호화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와 상기 콘텐츠를 복호화하는 복호화 툴의 정보, 및 상기 콘텐츠가 디지털 서명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와 상기 디지털 서명을 조회하는 조회 툴의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기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경

우의 콘텐츠 배신 방법을 제3콘텐츠 배신 방법이라고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3콘텐츠 배신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보호 처리 단계는 암호 키를 이용하여 상기 콘텐츠를 암호화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1기술 단계는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로서, 상기 콘텐츠가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나타

내는 플래그, 상기 복호화 툴의 정보, 및 상기 콘텐츠를 암호화한 암호 키의 정보를 기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경우의

콘텐츠 배신 방법을 제4콘텐츠 배신 방법이라고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4콘텐츠 배신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보호 처리 단계는 암호 키를 추가로 암호화하는 단계를 포함

하고, 상기 제1기술 단계는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로서, 추가로, 암호화된 상기 암호 키를 복호하는 라이선스 키의 정

보를 기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경우의 콘텐츠 배신 방법을 제5콘텐츠 배신 방법이라고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 내지 제5의 각각의 콘텐츠 배신 방법은, 상기 이용 조건에 관한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의 저작권

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처리를 실행하는 제2보호 처리 단계와,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로서, 상기 이용 조건에 관한 기

술의 저작권이 보호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와, 그 보호를 해제하는 보호 해제 툴의 정보를 기술하는 제2기술 단계

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한 제1콘텐츠 서버는, 콘텐츠에 대하여, 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처리를 실행하는 보호 처

리부와, 상기 콘텐츠의 이용 조건을 생성하는 이용 조건 생성부와, 상기 콘텐츠 또는 상기 콘텐츠의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제1디지털 아이템으로서, 다른 디지털 아이템을 내부에 정의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템, 또는 상기 제1디지털 아이템을 내

부에 정의한 제2디지털 아이템을 디지털 아이템 선언 형식으로 기술하는 기술부와, 디지털 아이템 선언 형식으로 기술된

상기 제1디지털 아이템 또는 제2디지털 아이템을 패키지화하는 패키징부와, 패키지화된 상기 제1디지털 아이템 또는 제2

디지털 아이템을 사용자 단말에 배신하는 배신부를 포함한다. 이 콘텐츠 서버에 있어서, 상기 기술부는, 상기 제1디지털

아이템 중에, 상기 이용 조건에 관한 기술과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을 모두 기술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콘텐츠 서버에 있어서, 상기 기술부는,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로서, 상기 콘텐츠의 저작권이

보호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와, 그 보호를 해제하는 보호 해제 툴의 정보를 기술한다. 이 경우의 콘텐츠 서버를 제

2콘텐츠 서버라고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 및 제2의 각각의 콘텐츠 서버에 있어서, 상기 보호 처리부는, 상기 이용 조건에 관한 기술에 대하

여, 그 기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처리를 실행하고, 상기 기술부는, 상기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로서, 상기 이용

조건에 관한 기술의 저작권이 보호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와, 그 보호를 해제하는 보호 해제 툴의 정보를 기술한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콘텐츠 배신 방법 및 콘텐츠 서버에 의하면, 콘텐츠 또는 콘텐츠의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디지털 아이템 중

에 그 콘텐츠에 관한 IPMP 기술과 REL 기술을 모두 기술한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 단말은, 콘텐츠마다 그 콘텐츠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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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REL 기술 및 IPMP 기술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그 콘텐츠를 처리하는데에 필요한 보호 해제 툴만을 취득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디지털 아이템에서 REL 기술을 IPMP 기술보다도 먼저 기술하면, 사용자 단말은 IPMP 기술보다도

REL 기술을 먼저 해석하므로, REL 기술에 따라서 필요한 보호 해제 툴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사용자가 효율

좋게, 또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보호 해제 툴을 취득하여 콘텐츠의 재생 등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은, 권리 및 조건에 관하여 콘텐츠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히 이러한 콘텐츠가 임의의 데이터 형태이고, 다

양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송신될 수 있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본 발명은, 이러한 보호를, 콘텐츠 ID로써, 보호되는 콘텐츠에 관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특히 이러한 보호 정보가 콘텐

츠 ID 또는 MPEG-21의 DII를 이용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에 첨부되는 일련의 기술(記述)로서 정의되는 경우에 유용하다.

본 발명은, 이러한 보호가, 콘텐츠의 작성, 콘텐츠의 배포 이외에, 콘테츠의 소비를 위하여, 명확하고 또한 편리한 일반적

인 IPMP 제어 그래프 홀더 또는 REL-IPMP 제어 그래프 홀더에 배치되는 경우에 유용하다. 이러한 홀더는 MPEG-21 정

적(靜的) 파일 포맷의 DID에 포함되어도 좋고, RTP 전송을 위한 SDP에 포함되어도 좋다.

본 발명은, 유연성, 갱신 가능성 및 확장성을 위하여, 정의된 IPMP 툴 및 외부의 IPMP 툴의 모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각의 보호가 툴 ID에 의해서 지시되는 경우에 유용하다.

실시예

도 5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콘텐츠 보호 측에서는, MPEG-21이 사용 가능하면, 콘텐츠 식별자(識別子; CID) 또는 DII

에 의해서 식별되는 콘텐츠에 직접 관련되는 권리 및 보호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기 위하여, 도 7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

이, IPMP 제어 그래프가 생성된다.

콘텐츠는, 지문(指紋), 지속적인 관련성, 또는, CID 또는 다른 정보를 매입(埋入)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등의 일정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자 워터마킹 툴을 이용하여 전자 워터마킹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툴 IDXXX를 갖는 IPMP 툴로써 콘텐츠를 암호화할 수 있다. 또한, xxx는 어느 암호화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나타

내기 위하여, RA(등록 기관)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번호이다. AES 등의 디폴트(default) 툴은, 실장되는 간단한 하드웨

어를 위하여 정의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키 정보는, IPMP 제어 그래프에, 직접, 또는 전체의 키 정보 데이터를 발

견할 수 있는 위치를 나타냄으로써 포함되어도 좋다. 암호 키를 추가로 암호화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IPMP 제어 그래프,

REL 데이터 또는 다른 권리 표현 데이터, 또는 DID 자체, 또는 키 위치 인디케이터에 의해서 IPMP 제어 그래프/REL/DID

에 포함된 것이 지시될 수 있는 임의의 장소 중 어느 하나에서 라이선스를 생성하여 직접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보호되는 콘텐츠가 동기(同期)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될 때에는, 관련되는 콘텐츠의 세그먼트와 함께,

키 정보의 세그먼트도 패키지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MPEG-21에서 정의되는 REL 등의 독립적인 기존의 기술 표준 또는 다른 권리 표현 방법으로써, 권리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완전성을 위하여 디지털 서명에 의해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도 9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콘텐츠 소비측에서는, 권리 및 보호 정보와 함께 패키지화되는 콘텐츠는, IPMP 제어 그래

프에 의하여 구문 해석 처리되어서, 그 결과로부터 콘텐츠가 보호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콘텐츠가 암호화되어 있

는가, 전자 워터마킹이 매입되어 있는가, 또는 권리도 보호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대응하는 보호 툴이 호출되어서, 보호된 오브젝트상에서 동작한다. 툴은 MPEG-21 표준에 따라서 정의되어서, 장치에 설

치되는 표준이 되는 툴이라도 좋고, 또는 툴은, 저작권이 있고, 원격 위치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는 툴 ID에 의해서 식별

되어도 좋다.

툴은 등록되어 있는 툴 ID에 의해서 식별되고, 툴 ID는 대응하는 툴을 작성하거나, 또는 툴을 미리 배치하도록 단말 또는

장치에 통지하는 플래그이다.

키 정보는, 정의되어서 IPMP 제어 그래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포함되는 키 데이터 홀더로부터 검색된다. 키 정보는,

또한 콘텐츠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배포되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되는 대응하는 콘텐츠의 세그먼트와 함께 세그먼트에

서 입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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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매니저로부터 라이선스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라이선스 매니저는 라이선스가 어떻게 라이선스 매니저로부터

검색되는가가 일체 폭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찬(改竄) 방지 가능한(tamper resistant) 엔티티(entity)라도 좋다.

권리 및 콘텐츠는, 상기의 키, 키 데이터 및 보호 툴을 이용함으로써, 보호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된다. 권리 및 조건의 처리

를 실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형태로 권리 및 조건을 입수하기 위하여, 권리는 권리 파서에 의해서 추가로 구문 해석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의 재생, 렌더링(rendering), 수정, 소거 또

는 적응을 실행할 수 있다.

종래 기술(비특허문헌 1 및 비특허문헌 2를 참조)에 관하여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는 관련되는

가능한 보호가 실행되도록 DID에 의해서 패키지화된다.

DID는, 디지털 아이템을 정의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아이템", "구성 요소", "앵커(anchor)", "기술자(記述子)", "조건", "

선택", "선발", "주석(注釋)", "주장", "자원", "단편(斷片)", "명령문"(예로서, 도 1의 유닛 1.6, 1.7, 1.8) 등의 일련의 추상적

인 항목 및 개념에 의해서 형성되는 유용한 모델(도 1의 유닛 1.1)을 정의하였다.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모듈 1.2는, 이 컨테이너 내부에서 보호되게 되어 있는 모든 아이템에 대하여 이용되는 전체의

IPMP 제어 정보이다. 모듈 1.3, 1.4는 보호되는 콘텐츠에 관련되는 특정한 보호 정보이다. 모듈 1.5는 콘텐츠 ID를 지정하

기 위한 DII이다.

종래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점은, DID가 각 요소간의 정적(靜的) 관계를 대처하는 것이고, 파일 포맷으로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권리 및 보호 정보를 도 5에 나타낸 IPMP_제어_그래프로서 그 보호된 콘텐츠에 직접 관련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키 정보는, IPMP_제어_그래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키 데이터 홀더로부터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가 네

트워크를 통하여 배포되는 경우에는, 키 정보는 세그먼트화되어도 좋다.

암호화될 수도 있는 권리는 보호 정보와는 별도로, 또는 보호 정보와 함께 포함된다.

다른 종래 기술은, MPEG-21 IPMP 아키텍처에 관하여, 도 2(비특허문헌 3 참조)에 도시되어 있다.

모듈 2.1의 권리 표현 언어(REL) 엔진은, 인증 요구 및 일련의 라이선스 및 루트 권한 부여가 주어지면, REL 인증을 결정

하는 구성 요소이다. REL 엔진은 라이선스 매니저를 이용하여, 인증 조회의 해결에 조력한다.

모듈 2.2의 디지털 아이템 매니저는, 디지털 아이템 중의 디지털 아이템 선언을 구문 해석한다. 디지털 아이템 매니저는,

또한 디지털 아이템이 존재하는 장소에 액세스하고, 모듈 2.3의 디지털 아이템 인스턴스(instance)도 작성한다. 디지털 아

이템 매니저는 디지털 아이템 선언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의 라이선스를 라이선스 매니저에 전달한다.

모듈 2.3의 디지털 아이템 인스턴스는 신뢰되는 도메인내의 디지털 아이템을 나타낸다. 디지털 아이템 인스턴스는, 저장

위치 및 가능하면 콘텐츠 암호 키에 관한 정보 등의 디지털 아이템에 관한 로컬 메타데이터를 포함한다.

모듈 2.4의 라이선스 매니저는, 라이선스의 지속 상태 및 그 인증 또는 파기(破棄)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REL 엔진을 지원

한다. 라이선스 매니저는 또한 라이선스의 완전성의 입증을 담당하고 있다.

모듈 2.5의 조건 프로세서는, 조건을 선택하고, 조건을 평가하고, 조건을 만족시키며, 일단, 조건이 만족되면 인증된 동작

의 실행을 개시한다(DIP 프로세서로써 권리의 행사를 실행한다).

모듈 2.6의 IPMP 사용자 세션 매니저는, (조건 이밸류에이터(evaluator)로써) 디지털 아이템 동작의 호출을 지휘하고, 또

한 (REL 엔진에 의해서) 적정한 인증이 입수되고, (조건 이밸류에이터에 의해서) 조건이 평가되었는가를 우선 확인한다.

모듈 2.7의 권리의 행사는,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는 기록, 즉 디지털 아이템 호출 동작의 기록이다. 이 기록은, 사용자 세

션 매니저에 의해서 유지되고, 조건의 충족을 권리의 행사와 관련시키는데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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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2.8의 디지털 아이템 처리 엔진은, 디지털 아이템 방법(DIM), 모듈 2.9의 디지털 아이템 기본 동작(DIBO), 모듈 2.10

의 디지털 아이템 확장 동작(DIXO)을 포함하는 디지털 아이템 동작을 실행한다. DIM은 DIM 엔진에 의해서 실행되고,

DIXO는 DIXO 엔진에 의해서 실행되며, DIBO는 DIBO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실행된다. 디지털 아이템 처리 엔진은 처리 상

태 정보에 관하여 사용자 세션 상태를 갱신한다.

도 2에 대한 큰 문제점은, 특히, 콘텐츠가 복수의 툴에 의해서 보호되어 있고, 권리도 다른 툴을 이용하여 보호되어 있을 때

에, 처리, 해석 및 전송의 대상인 보호 정보가 없는 것이다. 콘텐츠가 어떻게 보호되어 있고, 어떻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가

를 알기 위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도 2에 대한 제2의 문제점은, MPEG-21 REL에서 정의된 기존의 REL 엔진이 권리 표현만을 처리하므로, 라이선스 매니

저로부터의 데이터의 흐름이 REL 엔진을 통과해서는 안되는 것에 있다. 라이선스 매니저로부터의 출력은, 도 15에 도시되

어 있는 IPMP 매니저가 되어야 하는 엔티티에 의해서 제어되는 콘텐츠를 복호화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암호 키를 포함할

수 있다. 복호화 자체는, IPMP 툴, DIP 프로세서, DIME 또는 DIXO에서 실행되어도 좋다.

도 2에 대한 제3의 문제점은, REL 엔진이 처리하는 이러한 REL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가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흐름의 지

시가 없는 것이다. 권리 조건을 포함하는 이러한 권리 표현은, MPEG-21 REL 포맷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DID 컨테

이너에 DI와 함께 메타데이터로서 포함되고, DI 매니저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다. DI 매니저는, 어느 DID가 정의되어 있는

가에 따라서, 정보를 구문 해석만 하는 DID 파서로 변경되어야 한다.

더 좋은 권리 및 보호에 대하여, 2개의 사례에 따라서 설계된다. 제1의 사례는, 대응하는 권리 및 조건을 표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REL을 사용하는 경우이고, 보호 제어 기구는 암호화, 전자 워터마킹, 키 관리를 포함하는 콘텐츠 보호를 고려하여

정의된다. 제2의 사례는, 암호화, 전자 워터마킹, 키 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보호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REL이

확장되는 경우이다.

두 가지 사례 모두에 대하여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실시형태 1

(개별적인 권리 및 보호 기능이 구비된 콘텐츠의 패키지화 및 소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의한 콘텐츠 서버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본 실시형

태 1에 의한 콘텐츠 서버(20)는 입력 인터페이스부(22), 콘텐츠 ID 할당부(23), 콘텐츠 보호 처리부(24), 이용 조건 데이터

생성부(25), DID 기술부(26), 패키징부(27), 및 배신부(28)를 구비하고 있다. 입력 인터페이스부(22)는 콘텐츠 서버(20)와

외부 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실행하고, 이 인터페이스부(22)를 통하여 외부 장치로부터 디지털 콘텐츠가 입력된다. 콘텐

츠 ID 할당부(23)는 입력된 콘텐츠에 대하여 이 콘텐츠를 특정하는 콘텐츠 ID를 할당한다. 콘텐츠 보호 처리부(24)는 콘텐

츠 ID가 할당된 콘텐츠에 대하여, 예로서, 암호화 또는 전자 워터마킹의 매입 등의, 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처리를 실행한다. 이 보호 처리는 보호 처리의 종류에 따른 보호 처리 툴을 이용하여 실행된다. 콘텐츠 보호 처리부

(24)는, 이 보호 처리 툴 및 이 보호 처리 툴과 쌍을 이루는 보호 해제 툴에 대하여 툴 ID를 할당하고, 배신부(28)를 통하여

이 보호 해제 툴을 외부 장치에 출력한다. 사용자는 필요할 때에 필요한 보호 해제 툴을 이 외부 장치로부터 다운로드한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보호 처리 툴과 보호 해제 툴은 쌍으로 되어 있으므로, 보호 처리 툴의 툴 ID로부터 보호 해제 툴

을 알 수 있다. 이용 조건 데이터 생성부(25)는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조건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 이용 조건의

데이터는 콘텐츠의 배신자에 의해서 외부 입력장치(도시되어 있지 않음)로부터 이용 조건 데이터 생성부(25)에 직접 입력

되어도 좋다.

DID 기술부(26)는, ID가 할당된 콘텐츠 또는 그 콘텐츠의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디지털 아이템을 디지털 아이템 선언 형식

으로 기술한다. 또한, DID 기술부(26)는, 이용 조건 데이터 생성부(25)로부터 입력된 이용 조건 데이터가 나타내는 콘텐츠

의 이용 조건에 관한 기술, 및 그 콘텐츠에 대하여 실행된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을 디지털 아이템내에 기술한다. 패키징부

(27)는 디지털 아이템 선언 형식으로 기술된 디지털 아이템을 패키지화한다. 배신부(28)는 패키지화된 디지털 아이템을

사용자 단말에 배신한다. 또한, 배신부(28)는 콘텐츠 보호 처리부(24)로부터 출력된 보호 해제 툴을 외부에 출력한다. 디지

털 아이템을 재귀적(再歸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디지털 아이템이 디지털 아이템 자체내에 다른 디지털 아이템을 정의

할 수 있다. DID 기술부(26)는, 상기 콘텐츠 또는 콘텐츠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디지털 아이템과 동일한 디지털 아이템내

에, 그 콘텐츠의 이용 조건에 관한 기술과 그 콘텐츠의 보호 처리에 관한 기술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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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3에 도시된 콘텐츠 서버(20)에 의해서 실행되는 콘텐츠 배신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차트의 예이다. 도 4에 나타

내는 바와 같이, 콘텐츠 서버(20)는, 콘텐츠 ID 할당부(23)에서, 입력된 콘텐츠 ID를 할당하고(단계 S1), 콘텐츠 보호 처리

부(24)에서, 그 콘텐츠에 대하여,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처리를 실행하는 동시에, 그 보호를 해제하는 보

호 해제 툴에 ID를 할당한다(단계 S2). 그리고, 배신부(28)에서, 그 보호 해제 툴을 외부 장치에 출력한다(단계 S3). 이어

서, 콘텐츠 서버(20)는 이용 조건 데이터 생성부(25)를 이용하여 그 콘텐츠의 이용 조건을 결정한다(단계 S4). 이어서, 콘

텐츠 서버(20)는, DID 기술부(26)에서, 그 콘텐츠 또는 콘텐츠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디지털 아이템을 디지털 아이템 선언

형식으로 기술한다(단계 S5). 그때에, 디지털 아이템내에 상기 보호 해제 툴의 ID 등의 보호 해제 툴의 정보, 및 상기 이용

조건이 기술된다. 이어서, 콘텐츠 서버(20)는, 패키징부(27)에서, 그 디지털 아이템 선언 형식으로 기술된 디지털 아이템을

패키지화한다(단계 S6). 마지막으로, 콘텐츠 서버(20)는, 배신부(28)에서, 그 패키지화된 디지털 아이템을 콘텐츠의 사용

자 단말에 배신한다(단계 S7).

도 5에, 권리 및 보호 스킴에 관하여 콘텐츠의 패키지측이 도시되어 있다. 모듈 5.8의 REL은 조건에 관계되는 권리를 패키

지화하는데에 이용되는 기존의 권리 표현 언어이다. 다른 부분 5.3, 5.4, 5.5, 5.6, 5.7, 5.9, 5.11, 5.13은 보호 관련 기능

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IPMP 제어 그래프인 모듈 5.15에 있다. MPEG-21의 DID 컨테이너에 포함되어도 좋지만, 다른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의 다른 장소에 포함되어도 좋다.

콘텐츠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전송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통상은 세그먼트화 및 암호화가 실행되어, 자원(resource)으로

서 어느 한 장소에 저장되고, 대응하는 시간 변화 키가, 모듈 5.9에서 IPMP 제어 그래프의 키 데이터 홀더에 키 정보로서,

직접적으로 또는 위치를 나타냄으로써 간접적으로 저장된다.

예로서, 보호되는 콘텐츠가 RTP에 의해서 전송될 때, IPMP 제어 그래프는 SDP(섹션 기술 프로토콜)에 포함되고, 키 정보

는 RTP 헤더에 포함되어도 좋고, 또는 영상 및 음성 패킷을 위한 특수한 사례로서, 동기화되어 있는 한, 시간 변화 키 및

보호되는 영상 또는 음성 데이터내에 포함되어도 좋다.

모듈 5.1은 콘텐츠 ID를 할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MPEG-21의 DII를 이용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서브 콘

텐츠 ID를 이용할 수 있고, 서브 콘텐츠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를 이 서브 콘텐츠 ID에 관련시킬 수 있다. 콘

텐츠 ID의 할당은 콘텐츠 할당부(23)가 실행한다.

모듈 5.2는 콘텐츠가 보호되어 있는가 또는 보호되어 있지 않은가(free)를 통지하기 위하여, IPMP 제어 그래프에 플래그

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모듈 5.3은 전자 워터마킹이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나타내기 위하여, IPMP 제어 그래프에

플래그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플래그의 배치는 DID 기술부(26)에 의해서 실행된다.

콘텐츠에 매입된 전자 워터마킹이 있는 경우에는, 모듈 5.4는, 이 사례에 이용되는 전자 워터마킹(WM) 툴용으로 WM 툴

ID를 할당한 후, 툴 ID가 기록되고, IPMP 제어 그래프에 배치된다. 모듈 5.5는 IPMP 제어 그래프에 배치되는 전자 워터마

킹 인터페이스 또는 API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WM 기술을 작성한다. WM 툴 ID의 할당은 콘텐츠 보호 처리부(24)에 의해

서 실행된다. 또한, 그 WM 툴 ID의 IPMP 제어 그래프에의 배치, 및 상기 WM 기술의 작성은 DID 기술부(26)에 의해서 실

행된다.

모듈 5.6은 콘텐츠가 암호화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모듈 5.15에서 "YES/NO"에 관한 플래그가

IPMP 제어 그래프에 배치된다. 이 플래그의 배치는 DID 기술부(26)에 의해서 실행된다.

모듈 5.9는 이 사례에 이용되는 암호화 툴용으로 암호화 툴 ID를 할당한 후, IPMP 제어 그래프에 배치된다. 모듈 5.7은

IPMP 제어 그래프에 직접, 또는 홀더에 의해서 다른 위치를 나타냄으로써 키 데이터 홀더의 키 정보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

다. 암호화 툴 ID의 할당은 콘텐츠 보호 처리부(24)에 의해서 실행된다. 또한, 그 암호화 툴 ID의 IPMP 제어 그래프에의 배

치, 및 상기 키 정보의 배치는 DID 기술부(26)에 의해서 실행된다.

모듈 5.11, 5.13에 있어서, 암호 키가 추가로 암호화되어, 라이선스로서의 키가 IPMP 제어 그래프, REL, DID 또는 키 위

치(1)에 의해서 표시되는 임의의 장소에 최종적으로 배치된다. 암호 키의 암호화는 콘텐츠 보호 처리부(24)에 의해서 실행

되고, 라이선스로서의 키의 배치는 DID 기술부(26)에 의해서 실행된다.

모듈 5.8은 기존의 REL 표준에 적합한 대응하는 조건에 관하여 권리를 작성해서 패키지화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콘텐

츠 배신 가치 사슬(value chain)의 판매 대리인에 의해서 수정 및 편집되어도 좋다. 상기 권리의 작성은 이용 조건 데이터

생성부(25)에 의해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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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5.10은 권리를 디지털 서명함으로써 권리의 메타데이터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모듈 5.12는 디지털 서명의 조회를

위한 툴 ID를 할당하게 되어 있고, 모듈 5.14는 IPMP 제어 그래프 또는 DID, 또는 키 위치(2)에 의해서 표시되는 임의의

장소에 엔티티_키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권리의 디지털 서명, 및 디지털 서명의 조회를 위한 툴 ID의 할당은 콘텐츠 보

호 처리부(24)에 의해서 실행된다. 또한, 엔티티_키의 배치는 DID 기술부(26)에 의해서 실행된다.

모듈 5.15의 상세는, XML을 기본으로 하는 접근 방법이 IPMP 제어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MPEG-21의 사

례에서의 예로서 도 7A에 도시되어 있다. DI(DID 6.1에 의해서 선언되는 6.2)는 2개의 디지털 아이템(6.3, 6.4)으로 이루

어지고, 각각의 디지털 아이템은 각각의 첨부되는 매체 자원(6.9, 6.10)을 갖는 식별 스킴(6.5, 6.6)을 포함한다. 모듈 6.7

은 위에서 설명한 IPMP 제어 그래프를 나타내고, 모듈 6.8은 자원에 연계되는 실제의 권리 표현(조건 및 이용 규칙)을 부

여한다.

이하에, 도 6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6은 DID 형식으로 기술된 디지털 아이템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디지

털 아이템은 재귀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디지털 아이템 자체내에 디지털 아이템을 포함할 수 있다. 도 6에 나타내는 디

지털 아이템 6.2는 디지털 아이템(6.3, 6.4)을 포함한다. 디지털 아이템(6.3, 6.4)의 자원(6.9, 6.10)은, 디지털 콘텐츠 또

는 디지털 콘텐츠를 소유하는 소유자의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또한, 명령문(6.5, 6.6)은, 각각, 콘텐츠 ID를 지정하기 위한

DII이다. 또한, 도 6에 나타낸 콘텐츠 또는 콘텐츠의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디지털 아이템(6.3, 6.4)은 제1디지털 아이템을

구성하고, 복수의 제1디지털 아이템이 내부에 정의된 디지털 아이템(6.2)은 제2디지털 아이템을 구성한다.

도 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콘텐츠 또는 콘텐츠의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디지털 아이템(6.4)에는, 그 콘텐츠에 관한 IPMP

기술(6.7)과 REL 기술(6.8)의 모두가 기술된다. 표 1은 IPMP 기술(6.7)의 의미를 나타낸다. 표 1에서, 좌측 난은 실제의

기술을 나타내고, 우측 난은 그 기술의 간단한 의미를 나타낸다.

[표 1]

<Watermarking flag="true"> 전자 워터마킹(Watermarking)이 매입되어 있다.

<Tool ID> 11 </Tool ID> 전자 워터마킹을 검출하는 툴은, 툴 ID가 "11"인 툴이다.

<WMInfo> <API> OPIMA </API>

</WMUInfo>

전자 워터마킹에 기입된 정보에 대한 API(파라미터의 배열 방

법의 포맷)는 "OPIMA"이다.

<Encryption flag="true"> 콘텐츠는 암호화되어 있다.

<Tool ID> 12 </Tool ID> 암호를 복호화하는 툴은, 툴 ID가 "12"인 툴이다.

<Name> Default:AES </Name> 복호화 툴의 이름은 "Default:AES"이다.

<KeyData> KeyInformation </KeyData> 암호화 정보의 이름은 "KeyInformation"이다.

<LicenseKey> URI:xxx </LicenseKey> 라이선스 키는 특정한 장소(URI:xxx)에 배치되어 있다.

표 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IPMP 기술 중의 "KeyInformation"은 콘텐츠를 암호화한 암호 키의 키 정보이다. 그 암호 키

는 사용자에게 배신될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악용되지 않도록 암호화되어 있다. 라이선스 키는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키이다. 상기 IPMP 기술에는 그 라이선스 키가 배치된 장소가 기술되어 있다.

이어서, 표 2는 REL 기술(6.8)의 의미를 나타낸다. 표 2에서, 좌측 난은 실제의 기술을 나타내고, 우측 난은 그 기술의 간

단한 의미를 나타낸다.

[표 2]

<grant>

<mx:play/>

<validityInterval><notBefore>

2001-12-24T23:59:59</notBefore>

<notAfter>2002-01-24T23:59:59

</notAfter></validityInterval>

</grant>

콘텐츠의 재생은 2001년 12월 24일의 23시 59분 59초부터

2002년 1월 24일의 23시 59분 59초까지의 기간만 허가되

어 있다.

<issuer>

<details><timeOflssue>2001-01-27T

15:30:00</timeOflssue></details>

</issuer>

권리의 발행일은 2001년 1월 27일의 15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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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콘텐츠 또는 콘텐츠의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디지털 아이템 중에 그 콘텐츠에 관한 IPMP 기술

과 REL 기술이 모두 기술되므로, 사용자 단말은 그 콘텐츠에 관련된 REL 기술 및 IPMP 기술만을 해석하면 되고, 사용자

단말은 그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 해제 툴만을 취득할 수 있다.

도 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디지털 아이템 중에서, IPMP 기술이 REL 기술보다도 먼저 기술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 단말

은 IPMP 기술을 먼저 해석한다. 이 경우, 사용자 단말은 REL 기술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보호 해제 툴의 다운로드를 실행

한다. 예로서, 도 6에 도시된 디지털 아이템을 수신한 경우, 사용자 단말은 허가된 콘텐츠의 이용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필

요한 툴의 다운로드와 설치를 실행한다. 이 경우, 사용자 단말이 그 이용 기간이 시작된 후에 콘텐츠의 재생을 실행할 때는

보호 해제 툴의 다운로드가 필요 없게 되고, 신속한 콘텐츠의 재생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도 7은 도 6에 나타내는 디지털 아이템을 작성하는 경우의 기술 단계(도 4에서, 단계 S5로 표시되어 있다)의 상세를

나타내는 플로차트의 다른 예를 나타낸다. 도 7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콘텐츠 서버(20)의 DID 기술부(26)는, 콘텐츠 ID

할당부(23)로부터 입력된 ID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아이템에 할당된 콘텐츠 ID를 기술한다(단계 S41). 그리고, 콘

텐츠 보호 처리부(24)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콘텐츠에 전자 워터마킹이 매입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단계 S42), 전자 워터마킹이 매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단계 S42에서 YES), IPMP 기술로서, 전자 워터마킹이 매입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 및 검출 툴의 정보, 예로서, 검출 툴의 툴 ID를 기술한다(단계 S43). 매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단계 S42), 다음의 단계 S44로 진행한다. 이어서, DID 기술부(26)는 콘텐츠 보호 처리부(24)로부터 입력

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콘텐츠가 암호화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고(단계 S44), 암호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단

계 S44에서 YES), IPMP 기술로서,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 등을 기술한다(단계 S45). 암호화되어 있지 않

은 것으로 판단하면(단계 S44에서 NO), 다음 단계 S46으로 진행한다. 이어서, DID 기술부(26)는 콘텐츠 보호 처리부(24)

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콘텐츠가 디지털 서명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고(단계 S46), 디지털 서명되어 있

는 것으로 판단하면(단계 S46에서 YES), IPMP 기술로서 전자 서명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 및 조회 툴의 정보,

예로서, 조회 툴의 툴 ID를 기술한다(단계 S47). 디지털 서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단계 S46에서 NO), 다음 단

계 S48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DID 기술부(26)는 이용 조건 데이터 생성부(25)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REL

기술로서, 콘텐츠의 이용 조건을 기술한다(단계 S48).

도 8은 도 7에 도시된 플로차트의 단계 S45의 상세를 나타내는 플로차트이다. DID 기술부(26)는, 콘텐츠가 암호화되어 있

는 경우(단계 S44에서 YES), IPMP 기술로서 콘텐츠가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 복호화 툴 ID 등의 복호화

툴의 정보, 및 암호 키의 정보를 기술한다(단계 S452). 그리고, 다시 콘텐츠 보호 처리부(24)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

하여, 암호 키가 추가로 암호화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고(단계 S452), 암호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단계 S452

에서 YES), IPMP 기술로서, 암호 키를 복호하는 라이선스 키의 정보를 기술한다(단계 S453).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

로 판단하면(단계 S452에서 NO), 도 7에 나타내는 단계 S46으로 진행한다.

또한, REL 기술(권리의 메타데이터)에 대하여 보호 처리가 실행되어도 좋다. 그 경우, DID 기술부(26)는 이용 조건 데이터

생성부(25)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REL 기술을 작성하고, 그 REL 기술을 콘텐츠 보호 처리부(24)에 입력한다.

콘텐츠 보호 처리부(24)는 입력된 REL 기술에 대하여 보호 처리를 실행한다. 이때, 콘텐츠 서버(20)가 실행하는 처리는,

콘텐츠에 대하여 보호 처리가 실행된 경우의 처리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는, 도 4의 단계 S2, S3에 나타내는 처리가 실행

된다. 그 후, DID 기술부(26)는, 콘텐츠 보호 처리부(24)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보호 처리의 종류에 따른

플래그, 및 보호 해제 툴의 정보를 디지털 아이템에 기술한다. 이 기술 처리는 콘텐츠에 대하여 보호 처리가 실행된 경우에

DID 기술부(26)가 실행하는 처리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는, 도 7에 나타낸 단계 S42∼S47의 처리가 실행된다.

도 9는 보호되는 콘텐츠를 모듈 9.18에서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전에, IPMP 제어 그래프에 포함되는 보호 및 패키

지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단말 처리의 플로차트를 나타낸다.

모듈 9.1은, IPMP 제어 그래프가 MPEG-21의 DID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DID 파서가 필요하게 될 때에, DID 및 IPMP 제

어 그래프 정보를 구문 해석하도록 되어 있다.

RTP 네트워크에 의한 콘텐츠의 배신의 경우에는, 키 정보가 시간 변화인 경우에는 키 정보를 제외한 권리 및 보호 기술 정

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SDP로부터 IPMP 제어 그래프를 검색할 수 있다.

모듈 9.2는 콘텐츠가 보호되어 있는가 또는 보호되어 있지 않은가를 검출하도록 되어 있다. 콘텐츠가 보호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를 위하여 모듈 9.18에 의해서 재생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듈 9.3, 9.4, 9.5에 각각 진행하여

확인하기 위한 브랜치(branch)가 3개 존재한다.

공개특허 10-2006-0126958

- 14 -



모듈 9.3은 권리가 암호화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검출하게 되어 있고, 모듈 9.4는 콘텐츠가 암호화되어 있는가를 검출하게

되어 있고, 모듈 9.5는 콘텐츠에 전자 워터마킹이 매입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검출하도록 되어 있다.

권리가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듈 9.6은 툴 ID를 구비한 보호 툴을 호출하게 되어 있고, 모듈 9.7은 툴을 이용하여 권

리의 완전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모듈 9.8에서 완전성이 성공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REL 표준에 적합한

REL 엔진으로써 권리를 구문 해석하기 위하여, 권리가 모듈 9.9에 송신된다.

모듈 9.11은, 콘텐츠에 첨부되는 권리 및 조건을 처리하고, 버퍼에 부여된 권리 및 조건을 저장한다. 모듈 9.19에서, 사용

자에 의해서 요구되는 권리가 버퍼에 저장된 권리 및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권리에 포함된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에는, 모듈 9.10은 보호된, 개찬(改竄) 방지 가능한 라이선스 매니저로부터 라이선스

를 검색하도록 되어 있다.

콘텐츠가 보호 및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듈 9.13은, IPMP 제어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는 툴 ID에 의해서 표시되는

암호화 툴을 호출하게 되어 있고, 모듈 9.14는 키 정보를 검색하게 되어 있고, 모듈 9.12는 라이선스 매니저로부터 키 라이

선스를 입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복호화 엔진이 콘텐츠의 보호를 해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실제의 라이선스를 라이선스 매니저가 제공하므로,

라이선스 매니저가, 단말의 일부 또는 다른 장소의 임의의 장소이면, 개찬(改竄) 방지 기술에 의해서 보호되어도 좋다.

암호화 툴은, 대부분의 단말이 그 실장에 이용되는 디폴트로서 정의될 수 있고, 특수한 도메인에서의 디폴트의 암호화 툴

이외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IPMP 툴 ID가 제공된다. 플랫폼(platform)은 툴 ID에 의해서 지시되는 상이한 암호화 툴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상이한 도메인에 걸쳐서 상호 운용성을 실현하는 동시에, 확장성, 유연성

및 갱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된다.

다양한 네트워크에 의한 콘텐츠 배신의 경우에는, 상이한 장소로부터 키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도 좋다. 이것은 키 정보를

배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좌우된다. RTP 헤더에 키 정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RTP 헤더에서 입수할 수 있고, 영상 및 음

성 데이터 등의 다른 패킷으로서 배치되는 경우에는, 영상 및 음성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서 입수할 수 있다.

영상 및 음성의 콘텐츠를 복호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 변화의 키 정보를 동시에 입수할 필요가 있다.

모듈 9.15는, 호출된 툴, 키 데이터 및 라이선스를 포함하는 콘텐츠를 복호화하여, 추가적인 처리를 위하여 모듈 9.17에 전

송하도록 되어 있다.

모듈 9.5에서, 콘텐츠가, 전자 워터마킹이 매입되어 있는 것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모듈 9.16에서, 툴 ID를 구비한 전자

워터마킹 툴 및 인터페이스를 비롯한 그 기술 데이터가 호출되고, 사용자의 요구에 합치하는 행위의 준비가 실행된다.

최종적으로, 모듈 9.17은 부여된 권리 및 조건에 따라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모듈 9.15의 출력인, 보호되

어 있지 않은 콘텐츠에 작용하도록 되어 있다.

도 9에서, 개찬 방지 기능은, 보호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를 입수하기 위한 콘텐츠의 복호화라도, 라이선스, 권리 및 조건 처

리를 제공하여, 권리를 준비하는 라이선스 매니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도 10은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REL 및 IPMP 제어 그래프를 구비한 수정된 IPMP 아키텍처를 나타낸다. 도 9 및 도 10의

권리 및 보호(IPMP에 관련되는) 기능을 비교하면, 도 2의 종래 기술에는 결여되어 있는 IPMP에 관련되는 기능이 많이 있

는 것이 명백하다. 도 2에 나타낸 종래 기술에는, 도 9에서 REL 엔진에 관한 모듈 9.9, 라이선스 매니저에 관한 모듈 9.10,

9.12 및 조건 처리에 관한 모듈 9.11인 청색(靑色)의 블록만이 도입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 블록은, 도 2에서는 모듈 2.1,

모듈 2.4 및 모듈 2.5이다.

도 10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듈 10.11이 IPMP 제어 그래프 정보를 구문 해석해서 처리하기 위하여 추가되어서,

대응하는 결과가 모듈 10.4의 라이선스 매니저에 전달되고, REL에 관련되는 데이터는 그 완전성이 확인된 후, 모듈 10.1

의 REL 엔진에 전달되고, 콘텐츠 보호 및 전자 워터마크 정보가 추가적인 처리를 위하여, 모듈 10.3의 DI 인스턴스에 전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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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10.12의 복호화, 전자 워터마킹 등은, 이러한 방법이 DIME에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듈 10.8에서 실행되어도 좋

고, 또는 DIBO의 하나의 기능으로서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듈10.9에서 실행되어도 좋고, 또는 외부의 기능인 경우에

는 모듈 10.10에서 실행되어도 좋다.

선(線) 10.14는 IPMP 제어 그래프 처리 모듈로부터 REL 엔진에의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선 10.15는 IPMP 제

어 그래프 처리 모듈로부터 DI 인스턴스에의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선 10.16은 라이선스를 발행하기 위하여, 라이선스 매니저로부터 모듈 10.12의 보호되어 있지 않은 블록에의 데이터의 흐

름을 나타내고 있다.

모듈 10.13은, 도 2와 비교하여 동일한 신뢰되는 도메인에 배치되는 이벤트 보고용 엔진이다.

TR은 라이선스 매니저 동작 및 조건 처리 동작을 보호하는데에 사용되는 개찬 방지 모듈을 의미한다.

다른 모듈은 도 2에 설명된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실시형태 2

(합성한 권리 및 보호 기능이 구비된 콘텐츠의 패키지화 및 소비)

본 실시형태 2에 의한 콘텐츠 서버는, 실시형태 1에 의한 콘텐츠 서버와, 그 구성 및 동작이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이 경우에는, 권리와 보호의 명확한 경계가 없고, 권리 및 보호는 혼합되어서, IPMP 제어 그래프를 REL-IPMP 제어 그래

프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현재의 MPEG-21 REL 또는 다른 권리 표현 언어에 따라서, 콘텐츠의 보호 이외에, 콘텐츠의 보호 방법의 표기가 정의되

어 있지 않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REL은 이러한 보호 신호 발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확장될 필요가 있다.

도 5를 기본으로 한 도 1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듈 11.16은, 기존의 REL 표준을 확장함으로써, 콘텐츠 보호 신호

발신을 지원하는 REL＋확장인 것으로 간주되고, 모듈 11.15는 REL-IPMP 제어 그래프로 변경된다. 모듈 11.8은 기존의

REL 기능이다.

기타 모듈은 상기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

도 1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권리 및 보호 스킴에 관하여 콘텐츠의 패키지화 측을 나타내고 있다. 모듈 11.8의 REL

은 그 조건에 관련되는 권리를 패키지화하는데에 이용되는 기존의 권리 표현 언어이다. 기타 부분 11.3, 11.4, 11.5, 11.6,

11.7, 11.9, 11.11, 11.13은 보호 관련 기능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REL-IPMP 제어 그래프인 모듈 11.15에 있다.

MPEG-21의 DID 컨테이너에 포함되지만, 상이한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포함되어도

좋다.

콘텐츠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전송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통상은 세그먼트화 및 암호화가 실행되어서, 자원으로서 어느

한 장소에 저장되고, 대응하는 시간 변화의 키가, 모듈 11.9에서 REL-IPMP 제어 그래프의 키 데이터 홀더에 키 정보로서,

직접적으로 또는 위치를 나타냄으로써 간접적으로 저장된다.

예로서, 보호되는 콘텐츠가 RTP에 의해서 전송될 때, REL-IPMP 제어 그래프는 SDP(섹션 기술 프로토콜)에 포함되고,

키 정보는 RTP 헤더에 포함되어도 좋고, 또는 영상 및 음성 패킷을 위한 특수한 사례로서, 동기화되어 있는 한, 시간 변화

키 및 보호되는 영상 또는 음성 데이터 중에 포함되어도 좋다.

모듈 11.1은 콘텐츠 ID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서, MPEG-21의 DII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듈 11.2는 콘텐츠가 보호

되어 있는가 보호되어 있지 않은가를 통지하기 위하여, REL-IPMP 제어 그래프에 플래그를 배치되도록 되어 있다. 모듈

11.3은 전자 워터마킹이 매입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나타내기 위하여, REL-IPMP 제어 그래프에 플래그를 배치하도록 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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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에 매입된 전자 워터마킹이 있는 경우에는, 모듈 11.4는, 이 사례에 이용되는 WM 툴용으로 전자 워터마킹(WM) 툴

ID를 할당한 후, 툴 ID가 기록되고, REL-IPMP 제어 그래프에 배치된다. 모듈 11.5는, REL-IPMP 제어 그래프에 배치되

는 전자 워터마킹 인터페이스 또는 API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WM 기술을 작성한다.

모듈 11.6은, 콘텐츠가 암호화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모듈 11.15에서는 "YES/NO"에 관한 플래그가

REL-IPMP 제어 그래프에 배치된다.

모듈 11.9는, 이 사례에 이용되는 암호화 툴용으로 암호화 툴 ID를 할당한 후, 툴 ID가 기록되고, REL-IPMP 제어 그래프

에 배치된다. 모듈 11.7은, REL-IPMP 제어 그래프에 직접, 또는 홀더에 의해서 다른 위치를 나타냄으로써 키 데이터 홀더

의 키 정보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모듈 11.11, 11.13에서, 암호 키가 추가로 암호화되어서, 라이선스로서의 키가 REL-IPMP 제어 그래프, REL, DID 또는

키 위치(1)에 의해서 표시되는 임의의 장소에 최종적으로 배치된다.

모듈 11.8은 기존의 REL 표준에 적합한 대응하는 조건에 관하여 권리를 작성해서 패키지화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콘

텐츠 배신 가치 사슬의 판매 대리인에 의해서 수정 및 편집되어도 좋다.

모듈 11.10은 권리를 디지털 서명함으로써 권리의 메타데이터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모듈 11.12는 디지털 서명의 조회

를 위한 툴 ID를 할당하도록 되어 있고, 모듈 11.14는 REL-IPMP 제어 그래프 또는 DID 또는 키 위치(2)에 의해서 표시되

는 임의의 장소에 엔티티_키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모듈 11.15의 상세는, XML을 기본으로 하는 접근 방법이 IPMP 제어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MPEG-21의 사

례에서 실시예로서 도 12에 도시되어 있다. 이 도면은 도 6과 유사하다. 도 6에 도시되어 있는 모듈 6.7, 6.8 대신에 REL-

IPMP 제어 그래프(12.11)를 이용하지만, 모든 권리 및 보호 정보를 나타내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으로서 작용한다.

여기서는, REL IPMP 확장은 권리 표현뿐만 아니라, 보호 기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원래는 권리, 조건 이외에, 원

리 및 발행자를 나타내기 위하여만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확장은 기존의 MPEG-21 REL 또는 다른 권리 표현 언어에

추가하여 실행되는 것을 도 12로부터 알 수 있다. 도 12의 XML 표현에 나타내어져 있는 ipmpx는 보호를 위한 REL의 확

장 부분이다.

도 12는 DID 형식으로 기술된 다른 디지털 아이템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IPMP 기술 및 REL 기술(12.11)의 내용은

도 6과 동일하지만, 도 6과 상이하게, REL 기술이 최초에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DID 기술부(26)가 IPMP 기술보다도

REL 기술을 먼저 기술하는 것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 단말은 IPMP 기술보다도 REL 기술을 먼저 해석하므

로, 보호 해제 툴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콘텐츠의 재생이 가능한가의 여부, 즉, 재생이 허가되어 있는 기간인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생이 허가되어 있지 않은 기간인 경우, 보호 해제 툴을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운로드에 소

비하는 시간 및 비용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도 13은 도 12에 나타낸 디지털 아이템을 작성하는 경우의 기술 단계(도 4에서, 단계 S5로 나타낸다)의 상세를 나타

내는 플로차트의 다른 예를 나타낸다. 도 1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콘텐츠 서버(20)의 DID 기술부(26)는, 콘텐츠 ID 할당

부(23)로부터 입력된 ID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아이템에 할당된 콘텐츠 ID를 기술한다(단계 S51). 그리고, 이용 조

건 데이터 생성부(25)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REL 기술로서, 콘텐츠의 이용 조건을 기술한다(단계 S52). 이어

서, DID 기술부(26)는, 콘텐츠 보호 처리부(24)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콘텐츠에 전자 워터마킹이 매입되어 있

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고(단계 S53), 전자 워터마킹이 매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단계 S53에서 YES), IPMP 기술로

서, 전자 워터마킹이 매입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 및 검출 툴의 정보를 기술한다(단계 S54). 매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단계 S53에서 NO), 다음 단계 S55로 진행한다. 이어서, DID 기술부(26)는, 콘텐츠 보호 처리부(24)로부

터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콘텐츠가 암호화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고(단계 S55), 암호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하면(단계 S55에서 YES), IPMP 기술로서,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 등을 기술한다(단계 S56).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단계 S55에서 NO), 다음 단계 S57로 진행한다. 이어서, DID 기술부(26)는, 콘텐츠 보호 처리

부(24)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콘텐츠가 디지털 서명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고(단계 S57), 디지털 서명되

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단계 S57에서 YES), IPMP 기술로서, 전자 서명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 및 조회 툴의

정보를 기술한다(단계 S58). 디지털 서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단계 S57에서 NO), 처리를 종료한다. 또한, 도

13의 단계 S56에 나타낸 처리는 도 8을 이용하여 설명된 처리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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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콘텐츠에 관한 IPMP 기술과 REL 기술을, 그 콘텐츠를 포함하는 디지털 아이템내에 모두 기술하고, 이러한 IPMP

기술과 REL 기술을 동일한 패키지에 포함시켜서 단말에 배신하는 본 발명의 특징은, 예로서, 이하와 같은 경우에도 응용

할 수 있다.

REL 기술에, 어떠한 콘텐츠가 복수의 해상도로 시청 가능한 것이 기술되고, IPMP 기술에, 각 해상도에 대하여 그 콘텐츠

를 복호화할 때에 필요한 복호화 툴이 모두 기술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콘텐츠에 관한 IPMP 기술과 REL 기술이, 별개의

디지털 아이템에 각각 기재되고, 수신측에서 이러한 REL 기술과 IPMP 기술을 별개로 해석하면, IPMP 기술이 해석된 시

점에서, 각각의 해상도로 시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모든 복호화 툴이 일괄해서 다운로드된다. 이 경우, 사용자가 특정한 하

나의 해상도로 시청하는 것을 희망해도, 모든 복호화 툴이 다운로드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복호화 툴의 전송에 많은 시간

과 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사용하지 않는 툴을 보존해 놓기 위한 메모리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하여, IPMP 기술과 REL 기술을, 그 콘텐츠를 포함하는 디지털 아이템내에 모두 기술하여, 동일한 패키지로 배신하면,

사용자가 희망하는 해상도에 대하여 필요한 복호화 툴만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서, 복호화 툴의 전송을 위한 시간 및 비용

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툴을 메모리에 저장해 놓을 필요도 없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도 9를 기본으로 하는 도 14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듈 14.19는, 확장된 REL로써 콘텐츠 보호도 지원하기 위한

REL＋확장인 것으로 간주되고, 모듈 14.9는 기존의 REL 엔진이다. 모듈 14.1은 REL-IPMP 제어 그래프로 변경되고 모

듈 14.0은 MPEG-21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DID 파서이다.

기타 모듈은 상기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

도 14에는, 보호되는 콘텐츠가 모듈 14.18에서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전에, IPMP 제어 그래프에 포함되는 보호 및

패키지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단말 처리의 플로차트를 나타낸다.

모듈 14.1은, REL-IPMP 제어 그래프가 MPEG-21의 DID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DID 파서가 필요하게 될 때에, DID 및

REL-IPMP 제어 그래프 정보를 구문 해석하도록 되어 있다.

RTP 네트워크에 의한 콘텐츠의 배신의 경우에는, 키 정보가 시간 변화인 경우에는 키 정보를 제외한 권리 및 보호 기술 정

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SDP로부터 REL-IPMP 제어 그래프를 검색할 수 있다.

모듈 14.2는 콘텐츠가 보호되어 있는가 또는 보호되어 있지 않은가를 검출하도록 되어 있다. 콘텐츠가 보호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를 위하여 모듈 9.18에 의해서 재생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듈 14.3, 14.4, 14.5에 각각 진행하

여 확인하기 위한 브랜치(branch)가 3개 존재한다.

모듈 14.3은 권리가 암호화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검출하게 되어 있고, 모듈 14.4는 콘텐츠가 암호화되어 있는가를 검출하

게 되어 있고, 모듈 14.5는 콘텐츠에 전자 워터마킹이 매입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검출하도록 되어 있다.

권리가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듈 14.6은 툴 ID를 구비한 보호 툴을 호출하게 되어 있고, 모듈 14.7은 툴을 이용하여

권리의 완전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모듈 14.8에서 완전성이 성공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REL 표준에 적합

한 REL 엔진으로써 권리를 구문 해석하기 위하여, 권리가 모듈 14.9에 송신된다.

모듈 14.11은, 콘텐츠에 첨부되는 권리 및 조건을 처리하고, 버퍼에 부여된 권리 및 조건을 저장한다. 모듈 14.19에서, 사

용자에 의해서 요구되는 권리가 버퍼에 저장된 권리 및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권리에 포함된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에는, 모듈 14.10은 보호된, 개찬(改竄) 방지 가능한 라이선스 매니저로부터 라이선스

를 검색하도록 되어 있다.

콘텐츠가 보호 및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듈 14.13은, REL-IPMP 제어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는 툴 ID에 의해서 표

시되는 암호화 툴을 호출하게 되어 있고, 모듈 14.14는 키 정보를 검색하게 되어 있고, 모듈 14.12는 라이선스 매니저로부

터 키 라이선스를 입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복호화 엔진이 콘텐츠의 보호를 해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실제의 라이선스를 라이선스 매니저가 제공하므로,

라이선스 매니저가, 단말의 일부 또는 다른 장소의 임의의 장소이면, 개찬 방지 기술에 의해서 보호되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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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툴은, 대부분의 단말이 그 실장에 이용되는 디폴트로서 정의될 수 있고, 특수한 도메인에서의 디폴트의 암호화 툴

이외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IPMP 툴 ID가 제공된다. 플랫폼(platform)은 툴 ID에 의해서 지시되는 상이한 암호화 툴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상이한 도메인에 걸쳐서 상호 운용성을 실현하는 동시에, 확장성, 유연성

및 갱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된다.

다양한 네트워크에 의한 콘텐츠 배신의 경우에는, 상이한 장소로부터 키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도 좋다. 이것은 키 정보를

배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좌우된다. RTP 헤더에 키 정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RTP 헤더에서 입수할 수 있고, 영상 및 음

성 데이터 등의 다른 패킷으로서 배치되는 경우에는, 영상 및 음성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서 입수할 수 있다.

영상 및 음성의 콘텐츠를 복호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 변화의 키 정보를 동시에 입수할 필요가 있다.

모듈 14.15는, 호출된 툴, 키 데이터 및 라이선스를 포함하는 콘텐츠를 복호화하여, 추가적인 처리를 위하여 모듈 14.17에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모듈 14.5에서, 콘텐츠가, 전자 워터마킹이 매입되어 있는 것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모듈 14.16에서, 툴 ID를 구비한 전

자 워터마킹 툴 및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그 기술 데이터가 호출되고, 사용자의 요구에 합치하는 행위의 준비가 실행된

다.

최종적으로, 모듈 14.17은 부여된 권리 및 조건에 따라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모듈 14.15의 출력인, 보호

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에 작용하도록 되어 있다.

도 14에서, 개찬 방지 기능은, 보호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를 입수하기 위한 콘텐츠의 복호화라도, 라이선스, 권리 및 조건

처리를 제공하여, 권리를 준비하는 라이선스 매니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도 15는 REL-IPMP 제어 그래프를 구비한 수정된 IPMP 아키텍처를 나타낸다. 도 14 및 도 15의 권리 및 보호(IPMP에 관

련되는) 기능을 비교하면, 도 2의 종래 기술에는 결여되어 있는 IPMP에 관련되는 기능이 많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 도 2에

나타낸 종래 기술에는, 도 14에서 REL 엔진에 관한 모듈 14.9, 라이선스 매니저에 관한 모듈 14.10, 14.12 및 조건 처리에

관한 모듈 14.11인 청색의 블록만이 도입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 블록은, 도 2에서는 모듈 2.1, 모듈 2.4 및 모듈 2.5이다.

도 15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듈 15.11이 IPMP 제어 그래프 정보를 구문 해석해서 처리하기 위하여 추가되어서,

대응하는 결과가 모듈 15.4의 라이선스 매니저에 전달되고, REL에 관련되는 데이터는 그 완전성이 확인된 후, 모듈 15.1

의 REL 엔진에 전달되고, 콘텐츠 보호 및 전자 워터마크 정보가 추가적인 처리를 위하여, 모듈 15.3의 DI 인스턴스에 전달

된다.

모듈 15.12의 복호화, 전자 워터마킹 등은, 이러한 방법이 DIME에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듈 15.8에서 실행되어도 좋

고, 또는 DIBO의 하나의 기능으로서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듈 15.9에서 실행되어도 좋고, 또는 외부의 기능인 경우에

는 모듈 15.10에서 실행되어도 좋다.

선(線) 15.14는 REL-IPMP 제어 그래프 처리 모듈로부터 REL 엔진에의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선 15.15는

REL-IPMP 제어 그래프 처리 모듈로부터 DI 인스턴스에의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선 15.16은 라이선스를 발행하기 위하여, 라이선스 매니저로부터 모듈 15.12의 보호되어 있지 않은 블록에의 데이터의 흐

름을 나타내고 있다.

모듈 15.13은, 도 2와 비교하여 동일한 신뢰되는 도메인에 배치되는 이벤트 보고용 엔진이다.

TR은 라이선스 매니저 동작 및 조건 처리 동작을 보호하는데에 사용되는 개찬 방지 모듈을 의미한다.

다른 모듈은 도 2에 설명된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

도 16에는, IPMP 제어 그래프 또는 REL-IPMP 제어 그래프에서의 권리 및 보호의 레이아웃이 도시되어 있고, 콘텐츠 ID,

보호되는 오브젝트의 인디케이터, 보호 플래그, 상세한 권리 및 조건 이외에, 상세한 보호 기술이 이 홀더에 배치 및 포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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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특정한 실시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당업자에게는 다른 많은 변형예, 수정, 및 기타 이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여기에서의 특정한 개시(開示)에 한정되지 않으며,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가능한 보호 정보에 관한 DID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종래 기술의 MPEG-21 IPMP 아키텍처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의한 콘텐츠 서버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4는 도 3에 나타낸 콘텐츠 서버(20)에 의해서 실행되는 콘텐츠 배신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차트의 예.

도 5는 개별적인 권리 및 보호에 관련되는 콘텐츠의 패키지화의 플로차트.

도 6은 DID에 포함된 권리 및 보호에 관한 정보를 위한 IPMP 제어 그래프.

도 7은 도 4에 나타내는 기술 단계의 상세를 나타내는 플로차트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도 7에 나타낸 플로차트의 단계 S45의 상세를 나타내는 플로차트.

도 9는 IPMP 제어 그래프 정보에 관하여 보호 및 패키지화되는 콘텐츠를 위한 단말 처리의 플로차트.

도 10은 IPMP 제어 그래프의 처리에 관련되는 IPMP 아키텍처를 나타내는 도면.

도 11은 합성한 권리 및 보호에 관한 콘텐츠의 패키지화의 플로차트.

도 12는 DID에 포함된 권리 및 보호에 관한 정보를 위한 IPMP 제어 그래프.

도 13은 도 4에 나타내는 기술 단계의 상세를 나타내는 플로차트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4는 REL-IPMP 제어 그래프 정보에 관하여 보호 및 패키지화되는 콘텐츠를 위한 단말 처리의 플로차트.

도 15는 REL-IPMP 제어 그래프의 처리에 관련되는 IPMP 아키텍처를 나타내는 도면.

도 16은 REL-IPMP 제어 그래프에서의 권리 및 보호의 레이아웃을 나타내는 도면.

(부호의 설명)

20: 콘텐츠 서버 22: 입력 인터페이스부

23: 콘텐츠 ID 할당부 24: 콘텐츠 보호 처리부

25: 이용 조건 데이터 생성부 26: DID 기술부(記述部)

27: 패키징(packaging)부 28: 배신부(配信部)

5.1: 모듈 5.2: 모듈

5.3: 모듈 5.4: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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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모듈 5.6: 모듈

5.7: 모듈 5.8: 모듈

5.9: 모듈 5.10: 모듈

5.11: 모듈 5.12: 모듈

5.13: 모듈 5.14: 모듈

5.15: 모듈 5.16: 모듈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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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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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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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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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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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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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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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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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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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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