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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변조된 신호를 사용하여 사용권을 표현하는 시스템 및 방법

요약

권리표현에 따라서 아이템의 사용을 제어하기 위하여 시스템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과 관련한 권리표현을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아이템의 사용방법을 지시하는 권리표현정보가 지정된다. 그리고 나서, 권리표현정

보의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이 생성된다. 이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은 아이템의 사용이 권리표현의 실시를 허락

하도록 제어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해석기에 의해 해석되도록 구성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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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콘텐트(content) 또는 다른 아이템들(items)의 사용을 콘텐트 또는 다른 아이템들과 

관련되는 사용권들을 통하여 제어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그래픽 표현들, 변조된 신호 표현들 등과 

같은 상징적 표현들에 의거하여 콘텐트 또는 다른 아이템들의 사용권들을 표현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2] 문서,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정보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트를 컴퓨터 장치들에 의해 사용가능한 형태로, 전

자수단 및 특히 인터넷을 통해 폭넓게 배포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는 디지털 저작물들의 배

포 및 사용하는 동안 지적재산권을 실시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들이 여

기에서는 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로 지칭된다. 그러나, DRM 시스템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인증, 인가, 회계, 지불 및 재정상의 청산, 권리 사양, 권리 검증

, 권리 실시, 및 문서 보호 문제들을 들 수 있다.

[0003] 예를 들어, 인쇄문서들 및 다른 물리적인 콘텐트의 세계에서는, 저작자에 의해 창작된 작품은 일반적으로 발

행인(출판업자)에게 제공되고, 그는 그 작품을 조판하여 다량의 사본들을 인쇄한다. 그리고 나서, 이 사본들이 배포자

에 의해 서점들이나 혹은 다른 소매판로들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마지막 사용자에 의해 구입되게 된다. 프린트물의 

낮은 복사 품질과 높은 배포 비용은 대부분의 인쇄된 서류들의 불법적인 복사에서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비보

호된 디지털 문서들을 높은 품질로 복사, 변경 그리고 재배포하는 것은 너무 쉽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트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0004] 사람들이 전자 콘텐트의 사본을 불법적으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거나 혹은 제지하는 것이, 근거리통신망(LAN

s), 인트라넷 및 인터넷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기타 수단과 같은 현

재 범용의 컴퓨팅 및 통신 시스템 내에서는 어렵다는 것은 폭넓게 인식되어져 있다. 불법적인 복사를 방지하려는 하

드웨어 기반의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더욱이, 고밴드(band)폭 “광대역” 통신 

기술(NII)의 확산 및 현재 '국가정보조직'(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으로 알려진 정보조직의 발전은, 

전장 동영상(full length motion pictures)과 같은 비디오 파일들을 포함하여, 대규모 문서들을 전자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디지털 콘텐트의 불법적인 복사 및 배포의 확산을 쉽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DRM 기술 발

전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 있다.

[0005]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여된 미국 특허 제5,634,012호는 디지털 콘텐트의 배포를 제어하는 DRM시스템을 공

개하고 있는데, 이 DRM시스템의 장치들은 그것과 관련되는 저장장치(repository)를 포함하고 있다. 기설정된 일련의

사용 거래 과정들은 문서와 관련된 사용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저장장치에 의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사용

권은 문서 콘텐트와 함께 존속하고 콘텐트와 관련된 사용권은 디지털 저작물을 포함한다. 사용권은 다양한 콘텐트의 

사용방법, 예컨대 콘텐트를 보거나 인쇄하거나 표시하는 권리, 단지 한번 콘텐트를 사용하는 권리, 콘텐트의 배포 또

는 재배포하는 권리 등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런 사용권은 지불 혹은 기타 조건들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콘텐

트와 관련되는 사용권 및/또는 조건들을 유연하고 견고한(robust) 방식으로 표현하고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0006] 위와 같거나 기타 다른 필요성들이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의해 언급된다. 본 발명은 사용권의 변조되거나 변

경된 신호 또는 그래픽 표현들에 의거하여 콘텐트 또는 기타 아이템들의 사용권을 표시하는 개량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1측면에서는, 권리표현에 따라 아이템의 사용을 제어하는 시스템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아이템과

관련된 권리표현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방법은 아이템의 사용방법을 지시하는 권리표현정보를 지

정하는 단계와, 상기 권리표현정보의 변조된 신호기반의 표현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변조된 신호기반

의 표현은 상기 아이템의 사용이 상기 권리표현정보에 의거한 권리표현의 실행을 허락하도록 제어하기 위하여 시스

템의 해석기에 의해 해석되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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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 본 발명의 다른 측면들과 특징들 그리고 장점들은, 단지 본 발명을 실시하는 데 최상의 모드(mode)라고 생각

되는 것과 다른 많은 전형적인 실시예들과 구현들을 예시하는 것에 의해，후술하는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분명해질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기타 다른 실시예가 가능하다. 그리고 본 발명의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정될 수 있다. 따라서 도면과 설명들은 예시적인 것이지 제한

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08] 본 발명은 첨부도면의 도시에 있어서 한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시적인 방식으로 도시되며 유사한 구성요소

들에 같은 참조번호가 부여된다.

[0009] 도 1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이 구현될 수 있는 예시적인 디지털권 관리시스템의 개략도이고,

[0010] 도 2는 권리표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원으로부터 파생된 한 세트 8개의 상징(symbol)을 도시하고,

[0011] 도 3은 권리표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사각형으로부터 파생된 한 세트 4개의 상징을 도시하고,

[0012] 도 4 내지 도 6은 권리표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원형구조로부터 파생된 한 세트 8개의 상징을 도시

하고,

[0013] 도 7 및 도 8은 권리표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사각형구조의 4 변과 2 대각선으로부터 파생되는 

한 세트 8개의 상징을 도시하고,

[0014] 도 9는 권리표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사각형구조의 2변과 2 대각선으로부터 파생되는 한 세트 4

개의 상징을 도시하고,

[0015] 도 10은 권리표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사각형구조의 4모서리로부터 파생되는 한 세트 4개의 상

징을 도시하고,

[0016] 도 11은 권리표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사각형구조의 4변 및 2 대각선으로부터 파생되는 한 세트

8개의 상징을 도시하고,

[0017] 도 12는 권리표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원형구조로부터 파생되는 한 세트 8개의 상징을 도시하고,

[0018] 도 13은 권리표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정사각형과 0도, 90도, 180도, 270도로 회전되는 4

개의 다른 방향의 삼각형을 사용하는 한 세트 5개의 상징을 도시하고,

[0019] 도 14는 권리표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원형 구조로부터 파생되는 한 세트 4개의 상징을 도시하고,

[0020] 도 15는 권리표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3개의 다른 색상, 즉 적색(R), 녹색(G), 청색(B)으로 별(sta

r)형 구조로부터 파생된 한 세트 12개의 상징을 도시하고,

[0021] 도 16은 도 15에 도시된 상징들을 조합하는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하고,

[0022] 도 17은 도 10에 도시된 한 세트 4개의 상징들을 사용하여 권리표현을 표현하기 위해, 좌측으로부터 우측으

로 판독되는 예시적인 메시지를 도시하고,

[0023] 도 18은 도 15에 도시된 한 세트의 상징들을 사용하여 전자책에 접근하기 위한 만료일을 지시하기 위한 예시

적인 권리표현을 도시하고,

[0024] 도 19 및 도 20은 도 15에 도시된 한 세트의 상징들을 사용하여 동작(action)을 수행하기 위한 예시적인 권

리표현을 도시하고,

[0025] 도 21은 도 15에 도시된 한 세트의 상징들을 사용하여 식별번호 443 및 12를 가진 2개의 전자책의 100개의 

사본을 인쇄하는 권리를 위한 예시적인 권리표현을 도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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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6] 도 22는 도 15에 도시된 한 세트의 상징들을 사용하여 식별번호 443 및 13을 가진 100분용 2개의 음악을 실

행하거나 표시하는 것과 같은 음악 청취권을 위한 예시적인 권리표현을 도시하고,

[0027] 도 23은 도 15에 도시된 한 세트의 상징들을 사용하여, 식별번호 212를 갖는 소유자의 식별번호 143을 갖는

전자책의 전자책 데이터 기록을 위한 예시 적인 권리표현을 도시하고,

[0028] 도 24는 동일한 세트의 상징들이 다른 상황, 문맥(context), 어플리케이션 또는 산업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각 어플리케이션 또는 산업은 도 15에 도시된 한 세트의 상징들을 사용하여 주문제작 될(custom-made) 수 

있고,

[0029] 도 25 및 도 26은 사용권의 변조된 신호 또는 그래픽 표현에 의거하여 콘텐트 또는 다른 아이템의 사용권을 

표현하기 위한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조작을 도시하는 예시적인 흐름도이다.

실시예

[0030] 사용권의 변조된 신호 또는 그래픽 표현에 의거하여 콘텐트 또는 다른 아이템의 사용권을 표현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설명된다. 다음의 설명에서, 설명을 위해, 다수의 특정 상세들(specific details)이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시된다. 그러나,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에게 본 발명은 이러한 특정 상세들 없이 또는 균등한 배치를 

가지고 실시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인식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잘 알려진 구조나 장치가 본 발명의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블록도 형태로 도시된다.

[0031] 상술한 바와 같이, 인증, 인가, 회계, 지불 및 재정상의 청산, 권리 사양, 권리 검증, 권리 실시, 및 문서 보호 

문제들은 디지털권 관리시스템에 의해 역점을 두어 다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여된 미국 특허 5,530,235, 5,62

9,980, 5,634,012, 5,715,403, 6,233,684 및 5,236,971들은 참조로 여기에 게재되어 공개되어 있으며, 이러한 그리

고 기타 문제들을 역점을 두어 다루고 있는 DRM 시스템들을 개시하고 있다.

[0032] 또한, 시스템 및 방법들이 정보의 상징적 표현을 위해 개발되어왔다. 예를 들어, 서적명, 서적가격, 거리주소 

등은 일차원 또는 이차원 바코드, 패턴, 상형문자(glyph), 알파벳, 또는 기타 상징에 의해 표현될 수 있고, 그것은 기계

가독형, 인간가독형, 또는 양자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여된 미국특허 5,091,966, 5,128,525, 5,168,147, 5,221,83

3, 5,245,165, 5,444,779, 5,449,895, 5,449,896, 5,453,605, 5,521,372, 5,576,532, 5,684,885, 5,864,127, 6,00

0,613, 6,076,738, 6,182,901, 6,208,771은 참조로 여기에 게재되어 공개되어 있으며, 다양한 상형문자 (glyph)의 

유형들 및/또는 그것의 사용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

[0033] 예를 들어, 미국특허 6,208,771은 상형문자 주소 카펫(carpet)의 확실한 부호화 방법 및 장치를 교시하며, 미

국특허 6,076,738은 셀프-클록킹(self-clocking) 상형문자형 코드를 교시하며, 미국특허 5,684,885는 색 관련(colo

r relationship)에 의거한 이진 상형문자 코드를 교시하며, 미국특허 5,864,127은 아날로그 상형문자 감지기 및 감지

기 배열을 교시하며, 미국특허 5,576,532는 셀프- 클록킹 상형문자 코드용 인터리브되고(interleaved) 그리고 인터

레이스된(interlaced) 동기 코드 및 주소 코드를 교시하며, 미국특허 6,000,613은 멀티-비트 디지털 값의 분산적 부

호화를 위한 복합 상형문자를 갖는 셀프-클록킹 상형문자 코드를 교시하며, 미국특허 6,182,901은 셀프-클록킹 상

형문자 코드용의 방향의 명확성(orientational disambiguation)을 교시하며, 미국특허 5,521,372는 셀프-클록킹 상

형문자 코드의 확실한 동기화 및 주소화를 위한 프레이밍(framing) 코드를 교시하며, 미국특허 5,453,605는 셀프-클

록킹 상형문자 코드용 광역 어드레서빌리티(global addressability)를 교시하며, 미국특허 5,449,896은 셀프-클록킹

상형문자 코드를 사용하는 랜덤 액세스(random access) 기법을 교시하며, 미국특허 5,449,895는 셀프-클록킹 상형

문자 코드를 위한 견고한 동기화를 교시하며, 미국특허 5,221,833은 셀프-클록킹 상형문자 코드를 읽어들이는 데 있

어 비트 에러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및 수단을 교시하며, 미국특허 5,444,779는 상형문자를 사용하는 전자 저작

권 사용료 회계시스템을 교시하며, 미국특허 5,245,165은 듀얼비트(dual bit) 디지털값을 확실하게 부호화하기 위한 

셀프-클록킹 상형문자 코드를 교시하며, 미국특허 5,128,525는 셀프-클록킹 상형문자형 코드를 복호화하기 위한 회

선 필터링(convolution filtering)을 교시하며, 미국특허 5,168,147은 셀프-클록킹 상형문자형 코드를 복호화하기 위

한 이진 이미지 처리를 교시하며, 미국 5,091,966은 공간적으로 주기적인 셀프-클록킹 상형문자형 코드를 복호화하

기 위한 적응적으로 스케일링 하는 것(adaptively scaling)을 교시한다.

[0034] 여기에 설명되는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바람직하게는 아이템, 예컨대디지털 콘텐트, 서비스, 요약물(abstract 

objects), 자원, 상품 등과 관련된 권리정보를 표현하는 권리표현을 가진 레버리지 상징적 표현들(leverage symbolic

representations)에 대해 설명된다. 또한, 상징적 표현들은 정보, 예컨대 권리표현정보, 사용권을 다루는 문법 또는 

언어에 대한 정보, 정보 접근에 대한 정보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이센스 등의 형태로 된 권리

표현의 사용은 디지털 콘텐트에 대한 접근 등과 같은 아이템 사용의 허락된 방식을 지정하기 위한 사용권을 정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사용권은 아이템 사용의 지정된 방식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지불 등과 같은 하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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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건에 관련될 수 있다. 확장형 권리생성언어(eXtensible Rights Markup Language; XrML) 등과 같은 권리표현

언어는 예를 들어 사용권을 표현하기 위하여 채용될 수 있다.

[0035] 예시적인 실시예들에 따르면, 콘텐트와 관련된 사용권에 대응하는 권리표현정보는 권리표현정보의 그래픽 

표현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들에서, 그래픽 표현은 상형문자, 기계 및 인간 가독형 상징, 및 

권리표현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다른 형식의 상징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들에서, 권리표현정보는 

변조된 광 및 음향(sound) 신호와 같은 변조된 신호를 통하여 표현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상

징적 표현들을 사용권, 조건, 디지털 콘텐트와 관련된 접근, 서비스, 요약물, 아이템, 자원 등에 대한 정보를 운반하기 

위한 권리표현과 유연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결합시킨다.

[0036] 동일 또는 대응 부분에 동일한 참조번호가 부여된 다수의 도면들 중에서, 특히 도 1에는, 콘텐트, 서비스 또는

다른 재산을 위한 사용권을 지정하고 실행하는 설명되는 예시적인 실시예들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디알암(DRM

)시스템(100)이 도시되어 있다. 도 1에서, DRM 시스템(100)은 한쌍의 공개 및 비밀 키(11)를 콘텐트 사용자에게 보

호된 형태로 발행하는 활성화서버(110)의 형식으로 된 사용자 활성화요소(user activation component)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DRM 시스템(100)을 처음으로 사용할 때, 사용자는 예를 들어 특별한 콘텐트 포맷을 위해 렌더

링 어플리케이션(rendering application)을 작동시키거나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0037] 이 소프트웨어는 클라이언트 환경(120), 예를 들어 사용자와 관련된 컴퓨팅 장치내에 설치된다. 이 소프트웨

어는 DRM 시스템(100)의 일부일 수 있고 보호된 콘텐트(134)에 접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설치후, 소프트웨어는 

활성화될 수 있다. 활성화처리동안, 활성화서버(110)와 클라이언트 환경(120) 사이에서 정보가 교환될 수 있다. 클라

이언트 소프트웨어 요소(122)는 조작 방지성이 있고(tamper resistant) 다른 구성요소들 뿐만 아니라 활성화서버(11

0)에 의해 발행된 한쌍의 공개 및 비밀 키(112)를 포함할 수 있다.

[0038] 권리제공(132)은 보호된 콘텐트(134)와 관련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대응조건들(132B)이 만족

될 때, 말단사용자가 이용가능한 사용권(132A)을 지정할 수 있다. 라이센스 서버(140)는 암호화 키를 관리하고 보호

된 콘텐트(134)를 위한 라이센스(142)를 발행한다. 라이센스(142)는 말단사용자에 대한 사용권(132A)의 실질적 허

여를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리제공(132)은 말단사용자에게 보호된 콘텐트(134)를 5달러의 사용료 지불을 조

건으로 시청하는 권리를 허가하고, 보호된 콘텐트를 10달러의 사용료 지불을 조건으로 인쇄하는 권리를 허가할 것이

다. 라이센스(142)는 5달러의 비용이 지불될 때 시청권을 위해 발행되고/되거나 10달러의 비용이 지불될 때 인쇄권

을 위해 발행된다. 클라이언트 요소(122)는 라이센스(142)에 지정되어 있는 권리를 해석하고 실시한다.

[0039] 예컨대 비보호된 콘텐트 등과 같은 순수한(clear) 콘텐트(136)는 콘텐트 발행자, 콘텐트 배포자, 콘텐트 서비

스 제공자 또는 기타 적합한 당사자와 관련된 컴퓨터(130)상에 설치되는 문서 작성(document preparation) 어플리

케이션과 같은 어플리케이션(138)과 함께 마련될 수 있다. 순수한 콘텐트(136)의 준비는 순수한 콘텐트(136)가 사용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권(132A)과 그 조건(132B)을 위한 권리정보를 지정하는 것, 권리제공(132)을 순수한 콘텐

트(136)와 관련시키는 것과, 순수한 콘텐트(136)를 예를 들어 보호된 콘텐트(134)를 생성시키는 암호화 알고리즘으

로 보호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확장형 권리생성언어(XrML), 확장형 접근제어 생성언어(eXtensible Access Cont

rol Markup Language; XACML), 개방형 디지털권리 언어(Open Digital Rights Language; ODRL) 등과 같은 권리

언어가 권리 제공(132)을 지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제공(132)은 어떤 적절한 방식으로 지정될 수 있

다. 여기에 사용된 문구 '권리정보를 지정하는 것'은 권리표현에 관련한 정보를 생성하는 것, 파생하는 것, 또는 한편

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련한다는 것을 주목하라. 또한, 권리제공(132)은 보호된 콘텐트(134)와 관련될 수 있는 미리 

정의된 명세(pre-defined specification), 프로파일(profile), 템플릿(template) 등의 형식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권

리제공(132)을 지정하는 처리는 권리, 조건 등과 관련하는 어떤 적절한 처리를 포함할 수 있다. 보호된 콘텐트(134)

와 관련된 권리제공(132)과 순수한 콘텐트(136)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 암호화 키(112)는 라이센스 서버(140)로 전

송될 수 있다.

[0040] DRM 시스템(100)의 전형적인 동작흐름은 활성화서버(100)에 의해 보호된 콘텐트(134)를 수신하기 위해 활

성화되는 클라이언트 환경(120)내의 사용자 조작과정을 포함한다. 활성화 처리는 결과적으로 공개 및 비밀 키쌍(112

) 및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 및/또는 기계 특정의 정보 등이 클라이언트 환경(120)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요소(12

2) 형식으로 다운로드(download)되게 한다. 이 활성화 처리는 예를 들어 라이센스(142)의 발행에 앞서 어떤 적절한 

시간에 수행될 수 있다.

[0041] 사용자가 보호된 콘텐트(134)를 사용하기 원할 때, 사용자는 보호된 콘텐트(134)를 위한 요청을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웹서버(150)상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클라이언트 환경(120)내에 설치된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구

경하고 (browser), 보호된 콘텐트(134)의 다운로드를 시도한다. 이러한 처리동안, 사용자는 콘텐트 판매에서의 비용

거래, 정보 수집과 같은 기타 거래 등을 가능한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할 것이다. 적절한 조건과 요금의 수금과

사용자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의 검증과 같은 다른 전제조건들이 만족될 때, 웹서버(150)는 예를 들어 보안 소켓층(Se

cure Sockets Layer; SSL)을 사용하는 채널과 같은 보안된 통신채널을 통하여 라이센스 서버(140)와 접촉한다. 라

이센스 서버(140)는 그럼 보호된 콘텐트(134)를 위한 라이센스(142)를 생성시키고 웹서버(150)는 보호된 콘텐트(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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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와 라이센스(142)를 다운로드 한다. 이 라이센스(142)는 사용권(132A)의 적절한 사용권을 포함할 수 있고, 라이센

스 서버(140) 또는 관련된 장치로부터 다운로드될 수 있다. 이 보호된 콘텐트(134)는 발행인, 배포자, 또는 다른 당사

자와 관련된 컴퓨터(130)로부터 다운로드될 수 있다. 권리제공(132)은 지속될 수 있고 그리고 보호된 콘텐트(134)와 

관련되어 잔존할 수 있다.

[0042] 클라이언트 환경(120)에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요소(122)는 그럼 라이센스(142)의 해석을 진행하고 라

이센스(142)내에 지정된 권리(132A)와 조건(132B)에 의거하여 보호된 콘텐트(134)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사용

권의 해석 및 실행은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부여된 미국특허 5,530,235, 5,629,980, 5,634,012, 5,638,443, 5,715,4

03, 6,233,684 및 6,236,971에 개시되어 있다. 위의 과정들은 일련적으로, 대략 동시에, 다양한 순서로 일어날 수 있

다.

[0043] DRM 시스템은 보호된 콘텐트(134)를 보호하는 보안측면에 중점을 주어 다룬다. 특히, DRM 시스템(100)은 

라이센스 서버(140)에 의해 발행된 라이센스(142)를 인증할 수 있다. 그런 인증을 수행하는 일 방법으로는 클라이언

트 소프트웨어 요소(122)가 라이센스(142)가 신뢰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 소프트

웨어 요소(122)는 암호화 서명 또는 라이센스(142)의 다른 식별 특성을 검증하고/하거나 유효화하는 능력을 포함할 

수 있다. 상술한 활성화 단계 동안, 클라이언트 환경(120)과 라이센스 서버(140)는 변경 억제된 소프트웨어 패키지내

의 키(112) 세트를 수신할 수 있으며,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예를 들어 라이센스(142)의 서명을 검증하기 위해 활

성화된 클라이언트 환경(120)용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요소(122)와 같은 다른 구성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0044] DRM 시스템(100)은 예시적인 것이며, 다수의 다른 균등한 배치들로 실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이센스(1

42)와 보호된 콘텐트(134)는 다른 실체들(entities)로부터 배포될 수 있다. 다른 예에서는, 권리제공(132)은 보호된 

콘텐트(134)를 준비하는 당사자보다 다른 당사자에 의해 보호된 콘텐트(134)와 관련될 수 있다. 또 다른 예에서는, 

정보센터(160)는 지불거래를 처리하고 라이센스(142)를 발행하기에 앞서 지불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다양한 처리 및 거래는 예를 들어 온라인 및/또는 오프라인 환경 및/또는 그들의 조합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말단사용자는 콘텐트를 컴퓨터에 다운로드(download)하고 나서 그 콘텐트를 컴퓨터로부터 개인용 디

지털 보조장치(PDA)로 전 송한다. 그런 다음, 말단사용자는 콘텐트를 위한 라이센스를 예를 들어 슈퍼마켓 정보안내

기(kiosk), 현금등록기(cash register), 선불 라이센스 카드 등을 통해서 구입한다. 그리고 나서, 피디에이(PDA) 및/

또는 컴퓨터상에서 사용을 위해 콘텐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런 오프라인 시나리오에서, 필요하지 않는 것을 제

외하고, 다양한 장치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교신하고, 어떤 적절한 방식으로, 예컨대 장치들 사이에서 매체를 물리적으

로 이동시킴으로써 교환될 수 있다.

[0045] 도 1의 DRM 시스템(100)의 장치들 및 서브시스템들(subsystems)은 예를 들어 통신 네트워크(170)상에서 

교신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공개된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서버, 네트워크, 개인용 

컴퓨터(PCs), 랩탑 컴퓨터, 피디에이(PDAs),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셋톱 박스, 모뎀, 핸드헬드(handheld) 장치들, 전

화, 휴대폰, 무선장치, 다른 장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DRM 시스템(100)의 장치들 및 서브시스템들은 예를 들어 어

떤 적절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서로 교신할 수 있고 일반 용도의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행될 수 있다. 하나이

상의 인터페이스 메커니즘들이 예를 들어 인터넷 접근, 음성, 모뎀 등과 같은 어떤 적절한 형태의 전신, 무선통신매체 

등을 포함하는 DRM 시스템(100)에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통신 네트워크(170)는 예를 들어 무선통신 네트워크, 

셀방식의 통신 네트워크, 위선통신 네트워크, 공중전화교환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s; PSTNs), 패

킷데이터 네트워크(Packet Data Networks; PDNs), 인터넷, 인트라넷, 하이브리드(hybrid) 통신 네트워크, 그것들의

결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통신 네트워크(170)는 동일한 또는 다른 네트워크일 수 있다.

[0046] 상술한 바와 같이, 도 1의 DRM 시스템(100)은 예시적인 목적으로 이해될 것이며, 따라서 공개된 예시적인 

실시예들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한 하드웨어의 수많은 변경들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DRM 시스템(100)의 장

치들 및 서브시스템들의 기능은 하나이상의 프로그램된 컴퓨터 시스템 또는 장치들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그런 

변경 뿐만 아니라 다른 변경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단일의 컴퓨터 시스템은 DRM 시스템(100)의 하나이상의 장치들 

및 서브시스템들의 특별한 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한편으로, 두개이상의 프로그램된 컴퓨터 시

스템 또는 장치들은 DRM 시스템(100)의 어느 하나의 장치 및 서브시스템으로 대체될 수 있다. 따라서, 덧붙임성(red

undancy), 복제성(replication) 등과 같은 분산된 처리의 원리 및 장점은 바람직하게는 예를 들어 DRM 시스템(100)

의 견고성 및 성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될 수 있다.

[0047] 상형문자 상징(glyph symbols) 등과 같은 그래픽 표현을 사용하여 권리제공(132)과 같은 권리정보를 표현

하기 위한 상징적 표현에 맞춰진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이 이제 설명될 것이다. 도 2 내지 도 24에 도시된 예시

적인 상형문자들은 인쇄된 형태와 같은 가시적인 형태로, 전자적 형태와 같은 디지털 형태 등으로 생성될 수 있다. 보

안 또는 기타 목적들을 위하여,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 (background) 및 포어그라운드(foreground) 상징이 채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 상징은 인간에게 의미를 갖지 않도록 구성되고 보안 목적을 위하여 예컨대 가능한 해커

들을 혼란시키도록 채용될 수 있다. 반면에, 기설정 된 패턴, 배치, 마커(markers), 코드, 포인터들의 조합 등에 의거

하여 백그라운드 상징으로부터 분리되거나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을 갖는 포어그라운드 상징들은 권리표현정보를 표현

하도록 구성되고 채용될 수 있다. 또한, 랜덤 또는 세미-랜덤(semi-random) 노이즈(noise) 등은 상징에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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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능 또는 기타 기능들을 제공하도록 채용될 수 있다.

[0048] 또한, 백그라운도 및 포어그라운드 상징은 백그라운드 상징의 의미가 포어그라운드 상징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인간 또는 기계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나아가, 제2상징이 기설정된 방식으로 존

재한다면, 예컨대 제1상징과 동일한 기판상에 인쇄되어 있고, 제1상징과 관련한 어떤 물리적 위치에 인쇄되어 있다면

, DRM 시스템(100)은 제1상징을 해석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49] 예를 들어,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권리표현의 그래픽 표현은 백그라운드 부분과 포어그라운드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백그라운드 부분은 예를 들어 요일이 수요일이다 등과 같은 기설정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의

미를 갖지 않도록 구성될 수 있다. 다른 예에서는, 포어그라운드 부분은 '당신이 이 아이 템을 스캐닝하고 있고 날짜가

2003년 7월 4일 이후라면,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 백그라운드 부분을 보고, 그렇지 않다면 백그라운드 부분을 무시하

고 계속해라'라는 것을 특정하도록 구성될 수있다. 따라서, 백그라운드 부분과 포어그라운드 부분 사이의 다양한 관계

는 적절한 권리표현으로, 예를 들어 여기에 설명되는 예시적 실시예들의 상징 표현들의 그래픽 및 기타 형태를 사용

하여 지정될 수 있다.

[0050] 예시적 실시예들의 상징은 또한 중복된 정보를 운반하기 위해서 채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손상

되기 쉬운 종이 티켓(ticket)의 경우에 있어, 대응하는 판독기는 여전히 손상된 티켓을 판독하여 그 상징에 의해 운반

될 수 있는 중복된 정보에 의거하여 권리표현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성(redundancy)은 티켓 판독기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징들의 몇몇 또는 모든 정보를 오버래핑(overlapping)하거나 복사(duplicating)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해석된 권리표현정보에 관한 불일치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및

보안 목적 등으로 이 상징은 체크-썸(check-sum), 에러정정코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또한 전

자적 정보 등과 같은 디지털 정보를 포함하는 권리표현정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권리

표현정보를 포함하는 디지털 매체가 손상되는 경우, 디지털 상징을 얻기 위한 다수의 방법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사

용될 수 있다.

[0051]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징은 예를 들어 비자명한 패턴, 형태 등으로 서 다른 이미지, 패턴 등에 숨겨질 수 있

고, 그래서 기설정된 파라미터를 갖고 숨겨진 정보의 파라미터에 대한 기설정된 지식을 갖는 적합한 시스템, 기계, 장

치 등에 의해 감지될 수 있다.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들에서, 상징은 다른 이미지내의 워터마크(watermark)의 부분일 

수 있다. 또한, 다른 기술들, 예를 들어 열감지 잉크(ink), 마그네틱 잉크, 비가시성 잉크, 어떤 각도, 다른 화학적 조건,

다른 조명에서 보이는 잉크 등과 같은 특수한 잉크가 상징 생성, 워터마킹 목적 등을 위하여 채용될 수 있다.

[0052] 예시적인 실시예들에서, 상징은 정보, 예를 들어 라이센서, 문법, 권리표현, 권리양도, 지불, 메타-데이터(me

ta-data), 콘텐트 소유자, 콘텐트에 관련한 내역, 콘텐트의 상태, 암호화 키, 만료일, 디지털 서명, 조건, 구속(constrai

nt), 자체보호(self-protecting) 문서의 파라미터, 디지털 저작물, 콘텐트, 디지털 콘텐트, 자원, 목적물 등에 대한 정

보를 운반할 수 있고, 그것은 말단사용자가 제공하고, 소비하고, 사용하고, 배포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0053] 또한,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징 패턴은 작동, 명령, 기능, 처리, 모듈, 서브루틴(subroutine), 실행가능한 코

드 등에 대한 정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압축된 정보는 예를 들어 정보센터(160)를 통하여 특정 

계좌에 대한 자금의 전송을 지시하고, 특별 주소에 대한 전자책의 전송을 지시하고, 콘텐트, 예를 들어 보호된 콘텐트

(134)의 배포 또는 전송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고, 콘텐트의 사용자를 위한 제한을 추가하고, 암호화키, 예를 들어 공

개/비밀 키쌍(112)을 기설정된 콘텐트의 사용회수 후에 파괴하며, 콘텐트에 대한 접근을 정지하거나 중단하고, 콘텐

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고, 콘텐트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고, 상표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고, 저작권자

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고, 사용료(royalties) 및/또는 초소액 결제(micro-payments)를 추가하기 위한 정보를 전송하

고, 콘텐트 배포의 상태에 관하여 콘텐트 소유자에게 전자메일(e-mail)을 보내는 것을 지시하고, 멀티미디어 책이나 

뉴스레터(newsletter)를 생산하기 위하여 다른 위치로부터 유래된 콘텐트의 다른 섹션(section), 조각 또는 챕터(cha

pter)를 결합하거나 첨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정보는 원 콘텐트위에 재차 기록되거나, 업데이트되고, 또는 원

콘텐트로 만들어진 사본상에 기록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복사기,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씨디라이터(CD-

writer), 기록장치, 복사장치, 복제장치, 컴퓨팅 장치, 표시장치 등에 채용될 수 있다.

[0054]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부여된 미국특허 5,091,966에서 개시된 바와 같이, 회선 필터

링 및 부식, 팽창, 개방 및 폐쇄 조작 등과 같은 형태학적 조작에 의거하여 복호화하는 과정이 채용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예시적인 실시예는 공간적으로 주기적인 셀프-클록킹 상형문자형 코드를 채용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그런 예

시적인 실시예들은 상당한 양의 이미지 왜곡과 격감하는 높은 주파수 노이즈를 견딜 수 있다.

[0055]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부여된 미국특허 5,221,833에서 개시된 바와 같이, 주어진 상형문자에 할당된 하나의 

값은 상형문자들에 할당된 값들로부터 단지 한 비트 위치만 다르게 설정될 수 있고 상기 주어진 상형문자들은 상기 

상형문자들과 가장 혼동되기 쉬운 것이라는 점에서,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또한 셀프-클록킹 상형문자 코드를 읽는 데

있어 비트에러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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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6] 확실한 복호화와 작은 에러율을 가지기 위하여,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복수의 독립적으로 변조가능하고 쉽게 

구별가능한 특성들, 예컨대 대략 직교하는 특성들을 갖는 상형문자를, 상징 셀들(cells) 의 적절한 디자인으로, 예컨대

각 상형문자를 위한 대응하는 픽셀값을 갖는 픽셀위치의 배열로 포함할 수 있다. 복호화 목적의 공간적 동기화 및 방

향성 결정은 예를 들어 에러의 전파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마커(marker) 또는 패턴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인터리브된 코드, 인터레이스된 코드 등을 채용하여,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부여된 미국특허 5,

576,532에 개시된 바와 같이, 그런 상형문자 코드내에 삽입된 데이터의 분할 및 상호관계를 촉진시키도록 부호화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또한 여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다른 색상 또는 형태를 가진 합성 상형문자 및 상형

문자를 채용할 수 있다.

[0057] 따라서, 도 2는 권리표현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원으로부터 파생되는 한 세트(200)의 상징들(20

1-208)을 도시한다. 도 3은 권리표현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사각형으로부터 파생되는 한 세트(300)의 4

개 상징들(301-304)을 도시한다. 도 4는 권리표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원형구조로부터 파생되는 한 세

트(400)의 8개 상징들(401-408)을 도시한다. 도 5는 권리표현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원형구조로부터 

파생되는 한 세트(500)의 8개의 상징들(501-508)을 도시한다. 도 6은 권리표현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원형구조로부터 파생되는 한 세트(600)의 8개의 상징(601-608)을 도시한다. 도 7은 권리표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사각형 구조의 4 변과 2 대각선으로부터 파생되는 한 세트(700)의 8개의 상징(701-708)을 도시한다. 도 8

은 권리표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사각형 구조의 4 변과 2 대각선으로부터 파생되는 한 세트(800)의 8개

의 상징(801-808)을 도시한다. 도 9는 권리표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사각형 구조의 2 변과 2 대각선으

로부터 파생되는 한 세트(900)의 4개의 상징(901-904)을 도시한다. 도 10은 권리표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사각형 구조의 4모서리로부터 파생되는 한 세트(1000)의 4개의 상징(1001-1004)을 도시한다. 도 11은 권리표현

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사각형 구조의 4변 및 2 대각선으로부터 파생되는 한 세트(1100)의 8개의 상징(11

01-1108)을 도시한다. 도 12는 권리표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원형구조로부터 파생되는 한 세트(1200)의 

8개의 상징(1201-1208)을 도시한다. 도 13은 권리표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정사각형과 0도, 90

도, 180도, 270도로 회전되는 4개의 다른 방향의 삼각형을 사용하는 한 세트(1300)의 5개의 상징(1301-1305)을 도

시한다. 도 14는 권리표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 는, 원형구조로부터 파생되는 한 세트(1400)의 4개의 상징(14

01-1404)을 도시한다.

[0058] 도 15는 권리표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도 14의 별형상 구조로부터 파생되는 한 세트(1500)의 상

징들을 도시한다. 도 15에서, 각 상징들(1401-1404)은 적색, 녹색, 청색의 (RGB) 색상공간으로부터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도 14의 별형(star) 상징들(1401-1404)의 각각은 적색(R), 녹색(G), 및/또는 청색(B) 색상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경우에, 색상이 없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12개의 상징들이 생성될 수 있다.(예를 들어, 4개의 상징 *

3개의 색상) 그러나, 멤버들(members) 또는 상징들의 숫자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도 15의 한 세트(1500)로부터 파

생되고 오버래핑(overlapping)된 색상들을 갖는 복합 상징들이 도 16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생성될 수 있다.

[0059] 도 16에서, 다른 색상의 2개 이상의 상징(예를 들어, 전부 12개 상징까지)은 물리적 위치에 오버랩되도록 결

합되어, 별 모양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색상으로 또는 별 모양의 각 부분의 색상들의 조합으로, 잠재적으로 생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16에서, 결과로 생긴 수평 상징(1401)의 색상은 녹색과 적색 상징의 결합(1401)에 의거할 

수 있고, 수직 상징(1402)의 색상은 녹색이고, 대각선 상징(1403)의 색상은 청색일 수 있다. 설명된 결합은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합 상징(1601)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도 14의 세트(1400)보다 상징들에 

관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진 복합 상징들의 새로운 세트가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공백공

간이 상징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도 16에 도시된 새로운 세트의 복합 상징들의 수는 (2 12 -1) 또는 409

5개의 상징들일 수 있다. 도 16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처럼, 제공되는 복합 상징들의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에, 바람직하게는 권리표현을 위한 문법, 언어 등에 관해 그에 대응하여 더 복잡하고 포괄적인 상징적 표현들이 생성

될 수 있다.

[0060]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들에서, 다른 색상 공간, 예컨대 황색, 마젠터(Magenta) 및 시안(Cyan) 및 흑색의 (YM

CK) 색상공간이 채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황색, 마젠타, 시안 및 흑색의 (YMCK) 색상공간은 채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K 요소내의 정보가 YMC 요소들의 조합내의 정보와 오버랩되어, K 요소의 기여는 그 조합들로부터 쉽게 

구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복호화처리 동안에 혼동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단일의 그리고 명백한 

일대일 관계와 해석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0061] 생성된 상징에서 색상을 감지하기 위해서, 센서, 감지기 등이 비교적 매우 높은 정확도로 사용될 수 있다. 도 

16의 상징(1601)과 같은 복합 상징의 경우, 각도 감지는 실무적으로 색상감지와 독립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각도 감지에서의 에러는 색상감지에서의 에러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vis

a versa), 바람직하게는 에러 전파를 감소시키고, 생성된 복합 상징들 또는 복합 상징들로부터 생성된 메시지 등의 복

호화 및 인식에 관한 총 에러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0062] 한 세트의 멤버(member)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예시적인 실시예가 도 17의 예를 통하여 도시된다. 도 17

에서는,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읽혀질 수 있고, N개의 단어들을 가지며, 도 10에 도시된 세트(1000)의 4개의 상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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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004)을 사용하는 메시지가 도시된다. 본 예에서는, 상징들은 한 단어 내에서 문자를 표현하고, 각 단어는 3

개의 문자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시작하여 읽혀지는 모두 3개의 상징들은 한 단어를 표시한

다.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첫번째 단어는 일련의 상징들(1002,1004 및 1001)을 포함하고, 두 번째 단

어는 일련의 상징들(1003, 1003 및 1004)을 포함하고, N번째 단어는 일련의 상징들(1001, 1002 및 1003)을 포함한

다. 그래서, 공백공간은 한 단어 내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 세트내의 단어들의 수가 4 3 또는 64(예를 들

어, 단어당 3개의 상징들을 가진 4개의 상징들)이라는 점에서, 한 세트의 단어들이 정의될 수 있다.

[0063] 상징의 일부에 그려진 특별한 선, 상징의 일부로부터 삭제된 한 선과 같은 물리적-수준의 에러가 발생한다면,

하나의 단어 또는 상징은 서로 혼동될 수 있다. 이것은 길이가 긴 단위, 예컨대 100개의 상징들의 길이로 정의된 단어

(예를 들어, 각 단어가 일련의 100개의 상징들을 포함하는 경우)에서는 큰 문제이다. 그런 경우에, 위치, 회전, 방향, 

동기 등을 위한 보다 많은 마커(marker)가 에러율을 줄이는 것을 돕기 위해 채용될 수 있다. 나아가, 그 세트의 몇몇 

멤버들은 제외될 수 있으며, 그리고 상징들 또는 단어들의 보다 나은 인식을 위하여, 인식에서 좀더 확실하고 덜 혼동

스럽게 하기 위해, 전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0064] 도 16 및 도 17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는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한 세트내의 멤버들의 수를 증가시키도록 결

합될 수 있다. 또한, 문법, 규칙 등은 도 17에 정의된 단어들 사이에 심지어 결과로 생긴 세트내의 멤버수를 더 증가시

키기 위하여 추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법, 규칙 등은 단어, 단어의 순서, 문맥내의 의미, 예외 등의 사이에 관계를 

지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일반 규칙, 예컨대 영어문법 규칙, 컴퓨터 언어규칙, 알고리즘 규칙, 파스칼, 확장형 생성

언어(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 포-루프(FOR-loop) 구조와 같은 문법 등이 또한 채용될 수 있다.

[0065] 그 결과로 얻어진 복합 상징 또는 단어의 비교적 큰 세트는, 예를 들어, 매핑시키고, 표현하고, 생략하고, 상징

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다른 완전한 메시지, 부분 메시지, 영어 구, 단어, 문자, 부분 단어, 압축 테이블 영어 또는 

다른 언어로 된 사전, 다른 상징, 기타 상형문자, 기타 문자, 기타 언어, 논리적 표현, 컴퓨터 명령어들, 실행할 수 있는

것들, 코드 조각, 기타 인간 가독형 언어 또 는 상징, 음성, 소리, 음성인식명령, 지시, 규칙, 수, 문법, 권리양도 또는 

아이템에 접근을 허락하거나 제어하는 것의 파라미터, 조건, 비용, 날짜, 아이템 또는 아이템 소유자에 대한 정보에 대

응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고,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공식, 곡선, 번역 체계(scheme), 기 정의된 또는 동적인 매핑(ma

pping) 관계, 예컨대 비-정적(non-static) 및 가변적인 매핑 관계, 문맥, 상황, 또는 기타 파라미터 등에 의존하는 매

핑관계를 가지고서, 특정한 동작 및 그런 동작을 하는 것, 예컨대 자금 또는 아이템의 전송, 콘텐트의 삭제, 아이템에 

대한 접근의 무력화 또는 방지를 요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0066] 예를 들어, 도 18은 전자책에 대한 접근의 만료일을 도 15에 도시된 세트(1500)의 상징들을 사용하여 지시하

는 예시적인 권리표현을 도시한다. 도 18에서, 예를 들어 주어진 저작자에 의해 소설로 언급되는 데이터베이스내의 

책 식별번호(ID)는 245이고, 만료일은 2003년 7월 12일이다. 따라서, 첫번째 복합 상징은 문구 '책 (또는 자원) ID 번

호'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두 번째 복합 상징은 정수 '245'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세 번째 복합 상징은 문구 '접

근/만료 일'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네 번째 복합 상징은 년도의 일자와 달('7월 12일', 또는 7-12)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다섯번째 복합 상징은 년도 '2003'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0067]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적절한 표현, 문법, 규칙 등은 예시적 실시예 들의 상형문자 및/또는 복합 상징에 의거

하여 바람직하게는 권리 관리, 권리 양도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표현될 수 있다. 설명되는 예시적인 실시예들을 

사용하여 표현될 수 있는 XrML 언어, 문법, 표현, 상태, 라이센스, 권리 양도 등과 같은 권리 양도 및 관리를 위한 추

가적인 예시적 표현 및/또는 문법은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부여된 미국특허 5,715,403, 5,629,980, 6,236,971, 6,23

3,684, 5,634,012, 5,638,443 및 5,530,235에 개시되어 있다.

[0068] 도 19는 도 15에 도시된 세트(1500)의 상징들(1401-1404)을 사용하여 표현되는 동작(action)을 수행하기 

위한 예시적 권리표현을 도시한다. 예를 들어, 도 19에서, 이 동작은 자금, 55달러를 ID번호 212를 가진 은행의 계좌

번호 435에 보내는 것일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표현된 동작은 어떤 적합한 형태의 동작을 포함할 수 있

고, 예를 들어 계층적, 논리적, 조건적인 문장을 자체의 구조 내에 가져서 구조가 복합화 될 수 있다.

[0069] 도 20은 도 15에 도시된 세트(1500)의 상징들(1401-1404)을 사용하여 동작을 수행하는 예시적인 권리표현

을 도시한다. 예를 들어, 도 20에서, 이 동작은 ID번호 125를 가진 전자책 파일의 삭제일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표현된 동작은 권리 관리 동작, 편집 동작, 조합 동작, 아이템, 목적물 또는 자원 등을 전송하기 위한 동작을 

포함할 수 있다.

[0070] 도 21은 도 15에 도시된 세트(1500)의 상징들(1401-1404)을 사용하여, ID번호 443 및 12를 가진 전자책의

100개의 사본을 인쇄하는 권리를 표현하는 예시적인 권리표현을 도시한다.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논리구, 예컨

대 AND, OR, XOR(exclusive OR) 등은 예시적 권리표현내에 채용될 수 있다. 예시적 실시예에 따르면, 채용된 상형

문자들은 그들 자신의 내부로직(logic), 규칙, 문법, 구조, 선택사항, 주문(ordering) 등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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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1] 도 22는 도 15에 도시된 세트(1500)의 상징들(1401-1404)을 사용하여, 100분동안 ID번호 443 및 13을 가

진 2개의 음악에 대하여 음악 청취, 음악 실행, 음악 표시 등을 하는 권리를 표현하는 예시적인 권리표현을 도시한다. 

예를 들어, 도 22에서, 음악 ID번호는 연속해서, 하나씩 차례대로(one after the other) 리스트 되고, ID번호들의 리

스트의 끝은 'ID번호들의 리스트의 끝'으로 지칭되는 상형문자에 의해 플래그(flag)되고, 지시된다. 예시적인 실시예

에 따르면, 표현된 리스트는 확장적이고, 서로 안에, 예컨대 디렉토리들내에 많은 층들을 포함할 수 있다.

[0072] 도 23은 전자책 소유자의 ID번호가 212인 ID번호 143를 가진 전자책의 전자책 데이터 기록을 표현하는 예

시적 권리표현을, 도 15에 도시된 세트(1500)의 상징들(1401-1404)을 사용하여 도시한다. 예를 들어, 도 23에서, 기

록의 끝은 '데이터의 끝'을 지칭하는 상형문자에 의해 지시되고, 플래그 된다. 예시적인 실 시예에 따르면, 표현된 기

록은 책, 콘텐트 소유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예컨대 콘텐트 소유자에게 지불을 어떻게 보내는 지 등과 같은 정보

를 포함한다. 또한, 표현된 기록의 크기는 어떤 적절한 크기로 구성될 수 있고, 이 표현된 기록은 그 자신의 디렉토리

들(directories) 등을 포함하는 계층적일 수 있다.

[0073] 도 24는 예시적 권리표현을 도시하는데, 동일한 세트의 상징들은 다른 상황들, 문맥들, 어플리케이션들, 산업

들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 15에 도시된 세트(1500)의 상징들(1401-1404)을 사용하여, 각 어

플리케이션 또는 산업을 위해 주문 제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24에서, 상형문자는 권리표현이 적용되려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예컨대 전자책, 영화, 음악, 비디오 등과 같은 것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의 상형문자는 주

어진 형태의 콘텐트에 관해 채용된 단위들, 예컨대 전자책의 경우 '페이지들', 음악 및 영화의 경우 분(minutes), 데이

터의 경우 바이트(bytes), 음악의 경우 트랙(tracks) 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의 상형문자는 유닛의 범

위, 예컨대 전자책의 페이지의 범위 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의 두개의 상형문자는 범위를 위한 '시작'

과 '끝', 예컨대 전자책의 경우에서 '5페이지와 10페이지 사이', 음악파일의 경우에서 '5분과 10분사이' 등의 범위를 

표현하기 위한, 5와 10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어떤 적절한 정보가 또한 추가될 

수 있는데, 그 정보는 예를 들어 전자책 또는 콘텐트 소유자의 이름과 ID, 권리양도 또는 권리관리에 관련한 정보 등을

지시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예시적 실 시예들의 상형문자는 유연한 해석성을 가질 수 있고, 다수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문맥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에 의존할 수 있다.

[0074]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도 2 내지 도 24와 관련하여 설명되는 바와같이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징들, 상징들

의 세트들 등은 DRM시스템(100)의 장치들 또는 서브시스템들의 하나이상의 메모리, 예컨대 하드디스크, 광디스크, 

광자기디스크, 램(RAM) 등에 저장될 수 있는 정보에 의거하여, 예를 들어 대응하는 정보, 예컨대 권리표현 또는 그것

의 부분들 등과 상관되고 관련될 수 있다. DRM시스템(100)의 장치들 및 서브시스템들의 하나이상의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이상의 메모리, 예컨대 여기에 리스트된 메모리 등에 포함되는, 

데이터 구조, 예컨대 레코드, 테이블, 배열, 필드, 그래프, 트리, 리스트 등을 사용하여 조직될 수 있다.

[0075]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하나이상의 상형문자는 두번째 메시지, 숨겨진 메시지 등을 운반하기 위해서 채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항 보안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상형문자는 승객의 티켓에 삽입될 수 있고, 도서관 보안의 경우

에서는 그런 상형문자는 학생의 도서관 카드에 삽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항 보안 실시예에서, 예를 들어 승객, 식

별된 테러리스트가 그런 상형문자를 채용한 티켓을 제출하는 것에 응답하여, 당국에 알려 테러리스트가 알지 못하는 

않는 방식으로 당국이 그 상황에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 소리없는 경보(silent alarm)가 작동될 (triggered) 수 있다. 

따라서,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티켓 소유자에게 보여지지 않는, 티켓을 통하여 개시될 수 있는 다양한 동작을 표현하는

데 채용될 수 있는데, 그것은 당국이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고/하거나 제어하기 쉽게 만든다.

[0076]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는 3차원으로 종이상에, 컴퓨터 화면상에 예를 들어 홀

로그램(holographic) 기술을 이용하여 표시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들은 비

밀로 설계되어, 상형문자를 복제하거나 위조하기 어렵고, 보안층이 예컨대 워터마킹, 인증, 체크-썸(check-sum) 등

의 체계(schemes)를 채용함으로써 추가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DRM시스템(110)과 같은 시스템의 상태, 

내역 등과 콘텐트 등은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들을 이용하여 부호화될 수 있다.

[0077]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들은 예시적인실시예들의 상형문자들이 스캐너, 판독 

펜(wand), 바코드 판독기 등의 적절한 장치를 사용하여 기계 가독될 수 있는 한, 인쇄될 필요도 인간시야에 보여질 필

요도 없다.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는,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들 또는 상징들은 기계에 의해 '보여질' 수 있

는 형식으로 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들 또는 상징들은 어떤 다른 방법, 예컨대 청취

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감지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78]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정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예시적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은 

예를 들어 어떤 적절한 주파수, 진폭 등을 사용하는 빛, 음향, 일련의 음향들, 광펄스 등을 이용하여 부호화될 수 있고,

자외선파장, X-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등을 포함할 수 있고, 레이저, 변조되거나 회선상의 정보, 다른 색상 또는 파

장, 전기 또는 자기장 변화 등을 채용할 수 있다. 채용된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어떤 적절한 일련의 상형문자들, 상징들

, 단어들, 메시지들 등은 전송된 메시지에 의미를 제공하는 그 자신의 문법, 규칙 등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

의 눈 또는 귀에 감지될 수 없는 주파수 범위의 음향 또는 빛은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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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안 적용(security applications), 비밀 적용(privacy applications) 동안에 전송하기 위하여 채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송된 메시지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들에게 투명하게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적합한 센서, 감지기 등에 의해 검

색되고 인식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은 감지된 정보, 

메시지 등이 수, 비트, 바이트 등에 의거하여 양자화되고, 디지털화되고, 표현될 수 있는 한, 어떤 적절한 인간 또는 기

계 감지 조직 또는 장치 등을 사용하여 표현될 수 있다.

[0079] 예를 들어, 터치톤(touch tone) 전화 등과 같은 장치는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

과 대응하는 일련의 음향을 전화선 등과 같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전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시퀀스(sequence), 기

간, 다른 요인들 등을 포함하는 특정한 음향은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으로 표현되는 상

징적 표현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예시적 실시예를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은 고객으로 하여금, 

예를 들어 그 거래가 음향에 기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온라인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효과를 갖는 온라인거래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0080]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권리표현정보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일련의 수들로 단순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명백한 표준 권리표현은 이진포맷으로 변환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그런 이진포맷은 예시적인 실시예

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에 의거하여 음향, 일련의 음향들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0081]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권리표현 템플릿, 프로파일(profile) 등은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에 의거하여, 음향, 일련의 음향들을 사용하여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별된 장치상에서 콘텐트(

예를 들어, 식별된 노래)의 특정된 방법의 사용(예를 들어, 실행)에 대한 권리를 허 여하는 라이센스의 형태로 된 예시

적인 권리표현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0082] 그리고 나서,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대응하는 템플릿, 프로파일 등은 예를 들어 라이센스내의 변수들이 

제거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생성될 수 있다.

[0083] 그래서, 그런 권리표현 템플릿, 프로파일 등은 바람직하게는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

지 등에 의거하여, 음향, 일련의 음향을 사용하여 표현될 수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어떤 적절한 주파수에서 자외선파장, X-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등을 포함하는 빛, 일련의 광펄스 등은 예를 들어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에 의거하여, 정보를 표현하는 데 채용될 수 있다.

[0084] 그래서,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에 의거하여, 권리표현 등

과 같은 정보를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적절한 권리표현은 공지된 포맷으로 해석될 수 있고, 기

계 처리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증진된 효율성, 어떤 기술을 채용된 장치에 부합시키는 것과 

같은 타겟 연산 환경(target computational environment)에 대한 자원의 보다 나은 부합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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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5] 예를 들어,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는 개인용 컴퓨터 화면상에 사용자가 이미 획득했고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내에 존재하는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완전한 작품' 사본을 표시하기를 원한다. 예시적

인 실시예에서는,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응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방

문하고,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얻기를 원하는 작품 및 권리에 대한 접근 요청을 표시하기 위해 어떤 정

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위해 지불하기 위한 신용카드 번호를 제공하며, 그 작품을 컴퓨터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여 사

용자로 하여금 작품을 표현하는 것을 인가하는 그 작품에연관된 디지털 라이센스를 그 인테넷 사이트로부터 다운로

드한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라이센스를 번역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성공적인 

해석을 했을 대 사용자는 그 작업물을 표현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다.

[0086]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위의 예는 일련의 음향들을 전송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

예에서, 인터넷 사이트는 음조(tone)를 전송할 수 있고, 개인용 컴퓨터, 예컨대 모바일(mobile) 전화 등과 같은 기타 

수단에 의해, 작품을 제공하는 권리를 허여하는 라이센스와 대응되게 해석될 수 있다. 터치톤 전화시스템은 음조를 

전송하고 인식하기 위하여 채용되고 구성될 수 있다. 기타 장치들은 통신수단상에서 다른 소리들을 예를 들어 보안목

적을 위해 복제하기 어려운 정교한 방해물(fine nuisances)과 함께 전송하도록 채용되거나 구성될 수 있다.

[0087]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음향신호, 광신호 등의 형태로 된 상징은, 예를 들어 온라인 상점에서 체크아웃(c

heckout)시에, 전자책, 음악파일, 영화 등과 같은 아이템에 비용이 지불되고 그리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잠금이 해제

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전송되고 사용될 수 있다. 한편으로, 그런 전송의 부재는 아이템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0088]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상술한 바와 같이 상징의 표현으로써 음조, 주파수, 음향 또는 빛의 시퀀스 등은 

동작, 일련의 동작 등을 개시하는 신호로서 방송된다. 예를 들어, 회사와 같은 디지털 콘텐트의 소유자는 빌딩을 통하

여 음향을 방송하여, 빌딩내의 장치들이 전자파일들을 해제하도록(lock down) 거래를 개시한다. 왜냐하면, 컴퓨터 시

스템은 타협하여 처리되도록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에서, 개인용 컴퓨터 등과 같은 장치는 오프라인이지

만, 예를 들어 방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 등을 통하여 방송된 신호에 응답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

예에서, 방송된 신호표현은 전자파일, 디지털 작품 또는 콘텐트, 특정 디지털 작품 또는콘텐트 등의 제공 또는 전송을 

허락하는 인가장치들을 인가하는, 미리 획득된 라이센스를 포기하거나 중지하는 명령일 수 있다.

[0089] 예시적인 실시예들에 따르면,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은 그 위에 인쇄된 상형

문자를 가진 종이티켓의 경우에서와 같이 인쇄되거나 가시적인 형태일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은 전자적 형태 등의 디지털 형태로 될 수 있다.

[0090]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에 의거하여 권리표현의 디지털 표현을 채용함으로써 

바람직하게는 보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해커, 비인가된 컴퓨터장치 등과 같은 비인가된 당사자가 예시적인 실시예

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의 형태로 된 권리표현의 상징적 표현에 대한 접근을 얻는다면, 비인가된 당사자

는 상징적 표현을 해석할 작업에 직면하게 된다. 반대로, XML표현 등을 채용한 것과 같은 인간 가독형 권리표현을 채

용하는 경우, 비인가된 당사자는 그 권리표현에 포함된 권리, 조건, 기타 정보 등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바람직하게는 

비인가된 당사자는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에 의거하여 권리표현의 상징적 표현에 의해

표현되는 정보를 해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부차적인(second) 해킹시도, 부차적인 복호화 과정 등과 같은 부차적

인 행동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0091] 예를 들어, 예시적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에 의거하는 즉, 디지털 형태의 상징적 표현에 

의거한 권리표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뢰된 통신세션은 상징적 표현을 채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 카드 등의 

저장장치와 상징적 표현을 읽어들이는 판독장치, 스캐닝장치 등과 같은 장치들 사이에 수립될 수 있다. 이 경우, 상징

적 표현내에 포함된 정보는 상징적 표현이 해석될 때 계속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신뢰된 세션은 예를 들어 상

징적 표현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대하지 않다면,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대하지 않다면, 그 적

용이 면제될 수 있다.

[0092]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과 같은 상징적 표현의 사용은 암호화 등과 같은 다른 

종류의 보안메카니즘들로 대체되거나 결합되어 동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수 색상의 홀로그램과 같은 높은 복합 

상징은 예시적인 실시예들에 채용될 수 있다.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그런 상징은 완전히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안에 표현된 정보는 충분히 복합적으로 되어, 그 런 정보는 쉽게 식별될 수 없고, 상징은 쉽게 위조될 수 없다. 바람직

하게는, 그런 상징적 표현은 예를 들어 평면도 내에, 제공될 때 평면도 내에 존재할 수 있고, 그런 정보를 암호화할 필

요없이 민감한 정보를 구현할 수 있다.

[0093]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과 같은 상징적 표현들은 복제, 

위조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비밀로 설계되고, 워터마킹 스키마, 인증 스키마, 체크-썸 스키마 등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층이 채용될 수 있다. 그래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상징적 표현들은 예를 들어 보안 방법 및 시스템 등에서 사용



공개특허 10-2004-0101312

- 13 -

될 수 있는 보안측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시적 실시예들의 상징적 표현들은 디지털 콘텐트 등과 같은 

아이템내에 삽입될 수 있고, 적절한 방법,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부여된 미국특허 5,530,235, 5,634,012, 5,638,443,

5,715,403 및 5,629,980 등에 개시되어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아이템에 통합될 수 있다.

[0094]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예시적 실시예들의 상징적 표현은 두번째 메시지, 숨겨진 메시지 등을 운반하는 데 사

용되고, 인간 가독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보안대상물을 부호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런 보안대상물(security obj

ect)은 항공권, 탑승카드 등에 인쇄될 수 있고, 또는 항공권, 탑승카드 등의 자기선(magnetic stripe)상에 자기적인 형

태로 표현될 수 있다. 항공권의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런 보안대상물은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당국이 반응하도록 알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

[0095] 따라서, 다양한 동작들이 적절한 상징적 표현들로 개시(initiated)될 수 있는데, 그것은 승객에게 보이지 않고,

당국이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고 제어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 인간 가독형 보안대상물의 경우에서는, 비록 승객이 

보안대상물을 볼 수 있더라도, 승객은 그것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보안대상물이 적절한 장치에 의해 읽혀지

고, 기술자에게 의해 확인될 때, 그 보안대상물은 숨겨지거나 두 번째 메시지, 예를 들어 티켓 소유자가 두 번째 보안

점검(check)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 항공사 직원에게 티켓 소유자가 미성년자임을 일깨워주는 메시

지, 항공사 직원에게 티켓 소유자가 특별한 요구를 가진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다.

[0096]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보안대상물은 식별카드, 스마트카드, 저장장치등과 같은 아이템내에 디지털로, 인간 

가독형태 등으로 존재할 수 있고, 어떤 빌딩에 들어가는 권리 및 운반인(bearer)이 되기 위해 존 스미스의 이름으로 

발행된 메리랜드(Maryland) 운전면허 번호 1234567890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아

이템내 또는 아이템상의 정보는 소유자, 심지어는 비인가된 소유자에게도 그 아이템이 빌딩에 대한 접근을 얻기 위하

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지만, 운전면허의 소유가 요구된다는 조건은 예를 들어 보안 관리자가 

동일한 것을 상술하는 보안대상물을 읽을 때까지 숨겨질 수 있다. 따라 서, 인가된 소유자는 예를 들어 빌딩에 접근하

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판독가능한 형태로 얻을 수 있지만, 숨겨진 정보는 아이템의 비인가된 소유자를 

잡기 위하여 보안대상물의 형태로 포함될 수 있다.

[0097] 예시적인 실시예들에서, 부모(parent)는 예를 들어 자녀(child)의 도서관카드내에 또는 카드상에 부호화된 보

안대상물을 예를 들어 사서에게 자녀가 단지 'G'로 평가된 비디오, 책 등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사서는 그 보안상징에 의해 운반되는 숨겨진 메시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나, 자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0098]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보안대상물을 지닌 아이템의 소유자가 보안대상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보안대상물

의 완전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바람직한 어떤 적절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는 방문자에게 그 위에 

부호화된 그런 보안대상물을 갖는 식별 뱃지(badge)를 발행할 수 있고, 방문자에게 그 뱃지가 단지 A빌딩에 접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방문자가 그 뱃지를 카드리더기 등과 같은 적

절한 장치에 제공함으로써 B빌딩에 접근을 시도할 때, 이 보안대상물은 B빌딩으로의 진입을 부인하는 경고를 발할 

뿐만 아니라 보안대상물에 정의된 어떤 기타 동작, 예를 들어 경고를 내고, 인간 간섭(human intervention)의 경우에 

인간을 억류하는 등을 개시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0099] 예시적인 실시예들에서, 인간 간섭은 예를 들어 아이템을 시험해야 하는 보안 요원의 경우와 관련될 수 있고,

또는 인간 간섭이 없는 것은 예를 들어 자동 보안시스템의 경우에서 필요할 것이다. 뱃지는 또한 예를 들어 A빌딩에 

특정된 날, 특정된 시간 등의 제한된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상형문자에 의해 표현되는 권리로 부호화될 수 있다. 바람

직하게는, 여기에 설명되는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디지털 저작물 또는 콘텐트가 제공되는 것을 허락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예컨대 문을 개방함으로써 빌딩에의 접근을 허락하는 데 채용될 수 있다.

[00100]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접근되거나 사용되거나 획득되는 비디오 파일 또는 음악 파일과 같은 자원이 변경되

어 있지 않는지 또는 변경 방지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사용권의 실시조건은 예를 들어 예시적인 실시예들

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을 사용하여 지정될 수 있다. 그런 조건은 하나이상의 조건과 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권은 비디오 파일이 무제한의 회수만큼 제공될 수 있고,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특정

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그 제공은 2003년 7월 4일에 앞서 수행된다는 조건상에서, 그리고 제공이 요청된 각 경우에 

있어서 특정 방법이 비디오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결정한다는 가정하에서이다. 파일이 변경되지 않도록 결정될 

수 없다면, 제공(rendering)은 부인될 수 있고 다른 결과가 따를 수 있고, 예컨대 파일을 잠금(lock down)하도록 프로

그램된 DRM시스템(100)과 같이, 적절한 당국에 보고서를 생성시켜 의심된 변경 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뒤따

를 수있다.

[00101]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DRM시스템(100)은 예를 들어 디지털 저작물 또는 콘텐트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

비스에 대한 접근, 컴퓨터 사이트에 대한 접근, 디지털 저작물 또는 콘텐트에 대한 접근을 얻도록, 어떤 권리를 실시하

기 위한 조건을 포함하는 사용권리 표현을 이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그런 조건은 예를 들어 해당 디지털 콘텐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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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temper) 또는 변조(alter)되지 않았는지와, 사용권의 상징적 표현이 변경 또는 변조되지 않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DRM시스템(100)이 디지털 콘텐트와 상징적 표현이 변조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실

패한다면, 추구된 사용권의 실행은 부인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예시적 실시예는 두 갈래의 보호층을 제공

한다. 왜냐하면, 비인가된 접근권 또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두개의 장애물(hurdle)을 통과하

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그런 비인가된 당사자는 위조(forgery)하거나 두 가지사항을 해킹(hack)하지 않으면 안

된다.

[00102]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비디오 파일의 시청권과 같은 사용권을 실시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용권을 표현

하는 상형문자를 포함하는 아이템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상형문자는 전자적 형태, 인쇄된 형태, 하드카피 포맷(hard c

opy format) 등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예시적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 요소(122)이고, 사용권의 시행조건이 만족되

는 것을 보증하도록 구성되는 DRM 어플리케이션은 상형문자 및/또는 비디오 파일이 사용권의 실행을 허락하기 위하

여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결정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DRM 어플리케이션이 상형문자 및/또는 비디오 파일이 변경되

었다고 결정하면, DRM 어플리케이션은 사용권의 실행을 방지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DRM 어플리케이션이 

상형문자 및 비디오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결정한다면, DRM 어플리케이션은 예를 들어 DRM 어플리케이션에 의

해 채용된 다른 처리의 성공적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사용권의 실행을 허락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103] 예시적 실시예에서, 변경없음 결정은 사용권의 실행이 허락되기 전에 채용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테스트가

실패한다면 실행되지 못하는 사용권에 치우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변경없음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

래서 사용권의 실행을 허락하는 것에 치우친다는 점에서, 변경될 수 있다.

[00104] 다른 예시적 실시예에서는, 혼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변경의 결정은 요청된 완전한 

사용권을 실행하는 데 채용될 수 있지만, 그런 결정이 실패한다면, 몇몇의 사용권은 실행가능하고, 다른 것들은 그렇

지 않다. 그래서, 실행가능한 사용권은 완전한 사용권의 부분(subset)으로서 구성될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예

를 들어, DRM시스템(100)은 컴퓨터 화면상에 파일의 표시에 의한 제공을 허락하지만, 복사되고, 이동되고, 대여(loa

n)되고, 전송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구성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DRM시스템(100)은 서버, 저 장장치, 장치 등과

같은 인가하는 당국에 오류보고서를 생성하도록 구성될 수 있고, 그것의 보고서는 인간 중재(human intervention) 

등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DRM시스템(100)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과 그런 결정의 결과

를 상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인가하는 당국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인가된다면, DRM시스템(100)은 사용권의 실행

을 허락할 수 있다.

[00105] 바람직하게는,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예를 들어 경찰 범죄 현장 사진 등의 사진과 같은 아이템이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채용될 수 있다.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디지털 사진은 신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진이 변경되지 않는지를 보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사진이 변경된다면 그런 변경이 감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채용된 상징이 더 복잡할수록, 상징 또는 디지털 콘텐트내에서 감지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변경을 실시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징적 표현내에 채용된 복잡성의 수준은 

요구되는 보안 수준에 달려 있다. 예시적 실시예들은 사진, 비디오 파일 등보다 다른 대상에, 당업자에게 인지될 수 있

는 바와 같이, 증거의 발견 이외의 다른 상황에 채용될 수 있다.

[00106] 사진, 비디오 파일 등과 같은 아이템이 변경되었는지를 감지하는 어떤 적절한 방법이 예시적 실시예들에 채

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선정되고, 계류되어 있는 발명자 태디욘(tadayon) 외, 제목 '데이터 무결성을 데

이터 압축 파라미터에 의거하여 검증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로 2002년 5월 17일에 출원된 미국특허출원번호 10/14

7,304의 여기에 참조로 개재된 특허에 개시된 바와 같은, 검증방법이 채용될 수 있다. 그런 검증방법은 예를 들어 하

나이상의 데이터의 압축 또는 다른 조작으로부터 오거나 그것들을 위해 사용된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것과, 

그 파라미터의 값 또는 특징을 전송후 원래의 값 또는 특징과 비교하는 것, 처리 및/또는 시기를 포함할 수 있다. 압축

스키마 또는 다른 조작이 사용될 수 있다. 나아가, 파라미터들의 조합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논리처리들을 통하여

사용되고 처리될 수 있다.

[00107] 예시적 실시예에서, 예시적 실시예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과 같은 백그라운드 및 포어그라운드 

상징은 의미, 메시지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 상징의 의미는 백그라운드 상징이 

존재할 때, 포어그라운드 상징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그라운드 상징과 포어그라운드 상징은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DRM시스템(100)은 두번째 상징이 어떤 방식, 예컨대 첫번째 상징과 동

일한 기판상에 인쇄되는 것, 첫번째 상징과 관련한 물리적 위치에 인쇄되는 것 등으로 존재한다면, 첫번째 상징을 해

석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108] 또한, 각 상징은 운반되고 있는 정보의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구성될 수있고, 그 결과 운반되는 정보는 복수

의 상징들에게 배포될 수 있고, 운반된 정보는 복수의 상징들에게 덧붙임 방식(redundant manner)으로 배포될 수 있

다. 나아가, 모든 상징들은 디지털 형태로 구성될 수 있고, 한편으로 복수의 상징 중 어떤 것은 디지털 형태로 구성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종이 티켓은 적절한 판독기, 기계 등에 의해 읽혀질 수 있는 인쇄된 상

징을 포함할 수 있고, 사용권을 표현하기 위해 감지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권을 실행하기 위해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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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를 들어 스마트카드, 핸드헬드 장치 등과 같은저장소에 포함된 디지털 상징의 판독기, 기계 등에 대한 표시(pre

sentment) 또는 추가적으로 인쇄된 상징 등의 표시일 수 있다.

[00109] 예시적 실시예에서, 예시적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과 같은 상징은 거의 또는 전혀 정보

를 운반하지 않지만, 대신에 정보를 얻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운반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예에

서, 예를 들어 상징은 다른 시스템, 장치, 파일 등에 대한 지시자(pointer)로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

예는 보안이 요구되는 곳에서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인가된 당사자, 장치 등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다수의 시스

템들을 해킹(hack)하고 크랙(crack)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인가된 당사자는 비인가된 접근을 얻

기 위하여 두번째 시스템이 양해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도록 상징을 크랙(crack)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나서, 비

인가된 당사자는 두번째 시스템을 크랙하지 않으면 안된다.

[00110] 그래서,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상징들은 정보가 얻어지고, 거래가 발생하는 시스템, 장치, 장소 등에 

대한 지시자로서 구성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예를 들어 하나이상의 상징은 예를 들어 시스템, 장치, 자원, 

파일, 문서, 음악 파일, 비디오 파일, 영화, 전자책, 소프트웨어 등을 위한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Uniform Resource

Locator; URL) 정보를 운반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판독기, 기계 등이 상징을 읽을 때, 그 상징은 UR

L을 표시하도록 해석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웹브라우저를 음악 파일, 비디오 파일 등을 얻기 위하여 그 URL로 전환하

는 것과 같은 적절한 동작이 일어날 수 있다.

[00111] 본 발명은 인터넷상에서 전화선, 모뎀 등을 통하여 서버, 저장장치, 장치 등과의 통신연결을 확립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못하고 심지어 가능하지도 않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사용자

는 온라인 거래를 개시함으로써 디지털 콘텐트, 서비스 등과 같은 아이템에 대한 접근을 얻기 위하여 시도할 수 있다. 

온라인 거래는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요구된 아이템에 대한 접근을 얻게 한다. 그러나, 통신 능력이 구속될 수 있는 상

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우편을 통하여 영화 파일을 포함한 디스크를 받을 수 있고, 사용자는 예컨대 

클라이언트 환경(120)내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상에 영화 파일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00112] 위의 경우에, 영화 파일의 소유자, 예컨대 영화 스튜디오(studio), 비디오 가게 등은 예를 들어 사용자가 온

라인 거래를 개시하고, 영화에 접근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신용카드 번호를 전송하고, 개인용 컴퓨터의 화면상

에서의 영화 파일의 시청에 의한 영화의 제공을 허락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수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사용자가 온라인 세션(session)을 개시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못할지도 모르고, 사용자가 온라인 세션을 개시하기를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며, 사용자가 온라인 세션을 개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사

용자는 예를 들어 개인용 컴퓨터의 화면상에서 영화파일을 시청함으로써 영화를 제공하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허여하

는 라인센스를 포함하고, 개인용 컴퓨터에 의해 읽혀질 수 있는 티켓을 채용할 수 있다.

[00113]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티켓은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과 같은 상징의 형태로 

될 수 있다. 요구되는 보안수준에 따라, 이 상징은 위조를 방지하도록 복잡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티켓의 각각

의 사용은 레코드내에, 예를 들어 티켓 그 자체상에,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다른 저장장치내에 기록될 수 있

다. 티켓이 한번, 여러 번 사용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기록은 티켓이 사용되었던 회수를 지시하도록 구

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영화 스튜디오, 영화 상점 등에 의해 배포된 10개의 영화를 시청하는 권리를 획득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내에 기록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티켓에 의해 영화 스

튜디오로부터 각각 인가된 대응하는 영화 파일의 각각의 제공 후에, 사용자가 자격을 갖는 시청 회 수는 1회만큼 감소

될 수 있다.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티켓은 그것의 사용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차라리 대응하는 영화 파일의 사

용을 인가하는 정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00114]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는, 그러나 티켓은 티켓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 다른 저장장치 등과 같은 제공 저장장치가 사용에 관한 정보의 기록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는 점에서, 영화 파일의 제공을 인가하는 티켓의 각 사용은 결과적으로 인가된 사용수가 1까지 감소되게 하고 그

것이 티켓에 반영되게 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티켓은 디지털 형태로 되어, 그 사용정보는 티켓상에 기록될 수 있

다. 그러나,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그런 사용정보는 티켓상에 인쇄될 수 있다. 또한, 인가된 사용회수가 만

료된다면 티켓이 사용될 수 없도록, 티켓은 변경될 수 있고, 정보는 그 티켓상에 기록될 수 있다. 그런 변경은 예를 들

어 기계적인 수단을 통하여 장치가 티켓을 읽는 것에 의해, 또는 인간 중재, 예컨대 매점에서 점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00115]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하나의 티켓은 디지털 형태이고 사용에 관한정보를 기록하고, 다른 티켓은 디지털 또

는 인쇄된 하드카피(hard copy)형태이고 접근이 요구되는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두개의 티켓이 

채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스튜디오는 영화 파일에 관련되는 사용권, 사용방식, 조건 등에 관련한 권리표현정보

를 표현하는 하나 이상의 상형문자들을 채용할 수 있는 하드카드인쇄 티켓을 배포할 수 있다. 이 인쇄된 티켓은 디지

털 티켓과 함께 적절한 장치에 제공될 수 있다. 그럼, 장치는 그 중 하나 또는 두개 모두의 티켓상에 제공되는 권리표

현정보를 상형문자에 의거하여 읽어들이고, 사용권이 실행되도록 허락하는 거래, 예컨대 개인용 컴퓨터의 화면상에서

영화 파일을 시청함으로써 영화를 제공하는 것을 적용가능한 조건에 따라 처리하고, 사용정보를 예를 들어 하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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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모두의 티켓상에, 제공장치상에, 다른 장치상에 기록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116]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과 같은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징은 권리표현정보를

예를 들어 자원 제약적인(resource constrained) 시스템 또는 환경, 예컨대 좁은 점유공간(small foot print)을가진 

장치, 핸드헬드 장치, 제한된 처리자원들을 가진 시스템 등에 표현하는 데 채용될 수 있다.

[00117] 상술한 바와 같이,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권리표현은 표현되는 권리표현정보를 표현하는, 적절한 상징, 상징

들의 그룹(groups), 음향, 음향의 그룹, 광펄스, 광펄스의 그룹 등으로 한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설정된 톤(tone), 

톤 세트 등은 이진포맷으로 부호화된 명백한 표준 권리표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진포맷으로 

부호화된 예시적인 명백한 표준 권리표현은 다 음과 같이 주어질 수 있다.

01 03 04 202103123 05 22 06 232103456 09 24 00 202103024,

여기서,

[00118]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아이템의 사용방법은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과 

같은 상징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대응하는 신호들의 진폭, 주파수 및폭은 표현된 메시지를 변경하도록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형문자는 음향, 색상, 이미지, 펄스, 빛 등에 의하여 표현될 수 있다. 나아가, 빛, 조건 등에 관련한 

정보는 3차원(3D) 정보로서, 예컨대 홀로그램 상형문자 이미지 등을 통하여 표현될 수 있다.

[00119]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과 같은 상징은 만료일 등

과 같은 권리표현정보를 운반하고, 예를 들어 컴퓨터 모니터 상에 정보의 표시를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권리표현정보를 운반하는 상형문자는 컴퓨터 모니터상에 표시될 수 있고, 적절한 감지기, 핸드

-헬드 스캐너 등을 통하여 스캔되고, 판독펜으로 읽혀질(wanded)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런 권리표현정보는 인터넷상

의 경매 웹사이트, 상점프론트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성될 수 있다.

[00120]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음향, 빛, 빛과 음향의 조합 등은 권리표현정보의 전송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빌딩내의 사용자의 움직임은 모니터될 수 있고, 방내의 사용자의 존재는 예를 들어 조리개(iris) 스캔, 스마

트 카드, 음성인식, 생명측정법, 사용자의 의복에 관한 장치 등을 사용하여 모니터되고 감지될 수 있다. 그럼, 펜타곤(

Pentagon) 도서관과 같은 방, 극비(top-secret) 파일과 같은 그 방내의 아이템 등에 할당된 보안수준에 따라서, 대응

하는정보, 데이터,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을 얻기 위한 사용자의 특권은 방내에 전송된 권리표현정보에 지정된 사용

권, 조건, 제한 등에의거할 수 있다.

[00121]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보안목적을 위하여, 예를 들어 세미-랜덤(semi-random) 노이즈, 랜덤 노이즈

와 같은 노이즈, 스테가노그래픽으로(steganographically) 부호화된 신호, 스크램블된(scrambled) 신호 등을 포함하

는 백그라운드 신호는 권리표현정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

지 등과 같은 상징에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플래그(flag), 지시자 등은 백그라운드 신호가 신

호의 전부 또는 부분을 위하여, 권리표현정보를 운반하는 상징의 적합한 스캐너에 의해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지시

하는 데 채용될 수 있다.

[00122] 예시적인 실시예들에서 권리표현의 상징적 표현은 예를 들어 기계에 의해 스캔되고 읽혀질 수 있는 디지털 

티켓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상징적 표현은 스캐너와 판독기가 특정 목적 또는 작업을 위해 지정되고 맞추어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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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특정 그룹, 회사 또는 산업의 필요에 맞추어질 수 있다. 결정적이고, 명확하고, 신속한 해석을 위해 제한된 특

징공간을 가진 다양한 산업을 위해 설계된 바코드에서는, 권리표현의 상징적 표현이 정보량을 압축하고, 정보를 인식

하는 데 요구되는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의 양을 감소시키고, 상대적으로 낮은 에러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정밀

도를 제공하면서도 콘텐트의 말단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처리속도를 증진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00123] 바코드 또는 상징 판독기, 패턴인식 엔진, 스캐너 등은 바람직하게는 예시적인 실시예들을 실행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에 약간의 또는 전혀 변경없이 채용될 수 있다. 패턴인식 엔진은 신경망, 퍼지로직(fuzzy

logic) 기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가능한 기술들은 판독기 및 인식 엔진 기능을 위하여 사용되어, 예시적

인 실시예들을 실시하기 위한 설정 비용(set-up cost)을 줄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징패턴을 판독 펜으로 읽고(

wand)하고 권리표현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판독기 또는 패턴인식 처리기를 사용하여 권리정보를 표현하는 상징을 처

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콘텐트의 말단사용자를 위한 해석처리동안 속도를 높이고 신뢰성을 준다.

[00124] 또한, 권리표현정보는 순수한 영어 텍스트, 음성 또는 음향 등의 어떤 다른 적절한 인간가독형 언어 또는 형

식으로서 출력될 수 있다. 따라서, 콘텐트의 말단사용자는 말단사용자를 위한 학습시기를 과감히 감소시키는, 권리표

현정보에 관련되는 규칙 및/또는 언어를 알지 않으면 안되고, 그래서 말단사용자를 위한 조작 비용을 상당히 감소시

킬 수 있다.

[00125]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징적 표현은 물리적 기판, 예컨대 종이에 인쇄될 수 있고, 또는 적절한 판독기에 의

한 스캐닝에 의해 컴퓨터 모니터상에 표시될 수 있다. 권리표현정보는 평행선들, 다른 폭, 각, 비, 원근 또는 거리를 가

진 바코드들, 교차된 선들, 동심원들, 기하학적인 형태들, 다른 색상들, 다른 상형문자 및 형태를 표현하고 쉽고 빠른 

광인식을 위한 다른 파장들을 갖는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광원들, 모르스 코드, 다른 존속기간을 갖는 광펄스들, 일본

어 문자들, 영어 문자들, 일차원 이미지들, 이차원 이미지들, 상징들, 특정 각도 관계를 가진 상징들의 세트, 문법 또는

규칙의 다른 형태를 정의하기 위하여 특정 공간 관계를 가진 상징들의 세트, 회전 동형 상징(rotational invariant sy

mbols), 공간적인 불변 상징(spatial invariant symbols), 하나의 의미, 숨겨진 의미들 또는 인간에 의해 판독가능하

지 않는 의미, 또는 어떤 정보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전문화된 기계에 의해 판독가능한 상징, 워터마크, 스테가노그래

픽으로 부호화된 상징, 인간가독형 메시지가 딸린 상징, 단지 기계에 의해 판독가능한 상징, 그러한 조합 등으로 표현

될 수 있다.

[00126] 또한, 다른 권리표현정보 또는 메시지는 상징들의 순서, 서로에 관련한 상징들의 배치에 의거하여 운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징들의 특정 시퀀스는 권리표현정보의 산업 또는 목적에 대한 정보와 같은 특정 상황 또는 문맥을

운반할 수 있다. 이 상징적 표현은 전자적 형태 등과 같은 디지털로 될 뿐만 아니라 인쇄된 형태, 가시적인 형태 등으

로 될 수 있다. 이 상징은 일종의 전자적 매체, 예컨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서버, 플로피 디스크, 스마트카드 장치 등

에 저장될 수 있다. 상징적 표현은 바람직하게는 콘텐트의 말단사용자 또는 콘텐트의 제공자가 권리표현 언어 및/또

는 문법의 완전한 지식을 갖도록 요구하지 않는, 템플릿,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등을 사용하여 생성될 수 있다

.

[00127] 또한,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들에서, 상징의 생성을 위해 사용된 조리법(recipe), 알고리즘, 공식 등은 공용(p

ublic domain)이거나, 상징의 표준화를 장려하는 표준체(standards body)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그럼, 표준체는 상

징 생성의 형태 또는 방법의 파라미터들을 설정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들에서는, 상징의 생성을 위해 사용되는 조

리법, 알고리즘, 공식 등은 예를 들어 비인가된 사용자들이 위조 상징 및/또는 디지털 티켓을 발생시키는 것을 저지시

키기 위하여 공중으로부터 비밀로 유지된다. 다른 예시적 실시예들에서, 상징들의 형태 또는 배치에서의 파라미터들

이 설정 표준에 따르지 않는다면, 상징 판독기는 그 티켓을 무효로서 거절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128] 예시적인 실시예들에서, 상징 또는 상징들로부터 추출된 권리표현정보는 스캐너 또는 판독기가 기설정된 

동작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티켓은 사용자가 보고서의 4개의 사본을 인쇄할 권리를 가진다

는 것을 지시하는 권리표현에 대응하는 상징 또는 상징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사용자가 

첫번째 사본을 얻으면, 그 상징들은 판독기가 디지털 티켓상에 다른 상징을 인쇄하고, 새로운 티켓을 인쇄하고, 티켓

을 바꾸도록 지시하여, 지금 사용자가 3개 사본을 더 인쇄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00129] 예시적인 실시예들에서, 상징들 그 자체는 그들 자신의 문법, 예를 들어 새로운 의미 또는 특별한 정보를 표

현하는 데 사용되는 상징들 자신들 내부의 관계를, 예를 들어 이웃하는 상징들 또는 기설정된 근접한 다른 특정한 상

징들에 관하여,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상징이 다른 상징으로부터 떨어진 정확히 2개의 상징들이거나 그들 

내에존재한다면, 그런 위치관계는 상징들의 그 시퀀스 로부터 포함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그런 문법은 서로와 관련하거나 마커와 관련한 문맥이나 상징들의 근접성(proximity)에 의거할 수 있다.

[00130] 도 25 및 도 26은 콘텐트 또는 다른 아이템들을 사용권의 변조된 신호 또는 그래픽 표현에 의거하여 표현하

는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동작을 나타내는 예시적 흐름도이다. 예를 들어, 도 25는 권리표현정보의 그래픽 표현을 나

타내는 예시적인 흐름도이고, 도 26은 권리표현정보의 변조된 신호기반의 표현을 나타내는 예시적 흐름도이다.



공개특허 10-2004-0101312

- 18 -

[00131] 따라서, 도 25에서, 단계2501에서, 예를 들어 권리표현정보가 지정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단계2503에서,

예를 들어 권리표현정보의 그래픽 표현이 예를 들어 예시적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을 사용하여 

생성될 수 있다. 예시적 실시예에 따르면, 예를 들어 도 1의 DRM시스템(100)의 컴퓨터(130)는 도 25의 권리표현정

보의 그래픽 표현의 처리를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DRM시스템(100)의 하나이상의 장치들 및

서브시스템들과 같은 어떤 적절한 장치, 시스템 등은 그런 처리를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132] 비슷하게, 도 26에서, 단계2601에서, 예를 들어 권리표현정보는 지정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단계2603에

서, 예를 들어 권리표현정보의 변조된 신 호기반의 표현은 예를 들어 예시적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을 사용하여 생성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예를 들어 도 1의 DRM시스템(100)의 컴퓨터(130)는 도 2

6의 권리표현정보의 변조된 신호기반의 표현을 위한 처리를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DRM시

스템(100)의 하나이상의 장치 및 서브시스템과 같은 어떤 적절한 장치, 시스템 등은 그런 처리를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133] 도 1 내지 도 26과 관련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DRM시스템(100)은 예를 들어 여기에 설명되는 다양한 처

리들에 관련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정보는 DRM시스템(100)의 장치 및 서브시스템의 하드

디스크, 광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램 등과 같은 하나이상의 메모리내에 저장될 수 있다. DRM시스템(100)의 장치 및 

서브시스템의 하나이상의 데이터베이스는 예시적인 실시예들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 데

이터베이스는 위에 열거된 메모리들과 같은 하나이상의 메모리내에 포함되는 레코드, 테이블, 배열, 필드, 그래프, 트

리, 리스트 등과 같은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여 조직될 수 있다.

[00134] DRM시스템(100)의 전부 또는 일부는 도 1 내지 도 26과 관련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공개된 예

시적인 실시예들의 교시에 따라 프로그램된 하나이상의 일반 용도의 컴퓨터 시스템, 마이크로 프로세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마이크로-컨트롤러 등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실시될 수 있다. 적절한 소프트웨 어는 공개된 예시적인 실시

예들의 교시에 의거하여 통상의 기술을 가진 프로그래머에 의해 쉽게 준비될 수 있다. 또한, DRM시스템(100)은 주문

형 집접회로(ASIC) 의해 또는 구성 회로들의 적절한 네트워크의 상호연결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

[00135] 바람직하게는, 여기에 공개된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오프라인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 등 및 어플리케이션, 예

컨대 TV 어플리케이션,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DVD 어플리케이션, VCR 어플리케이션, 전기기구(appliance) 어플리

케이션, CD 플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등에 채용될 수 있다. 또한,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형문자, 상징, 단어, 메시지 등

을 전송하기 위해 채용된 신호들은 인간에 가시적인 스펙트럼내에, 인간에 청취가능한 스펙트럼내에, 인간에 가시적

인 스펙트럼 외에, 인간에 청취가능한 스펙트럼 외에, 그것들의 조합 등에서 전송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136] 본 발명은 많은 실시예들 및 실시장치들과 관련하여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제한적이지 않고, 첨부되는 

청구범위내에서 다양한 변경, 균등한 배치 등을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권리표현에 따라서 아이템의 사용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아이템과 관련한 권리표현을 생성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아이템의 사용방법을 지시하는 권리표현정보를 지정하는 단계; 및

상기 권리표현정보의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은 상기 아이템의 사용을 상기 권리표현정보에 의거한 상기 권리표현의 실시를 허락하

도록 제어하기 위해 시스템의 해석기에 의해 해석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은 변조된 광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광신호는 인간에 가시적인 스펙트럼내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광신호는 인간의 가시 스펙트럼의 외부에 존재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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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장치가 상기 권리표현정보를 실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상기 변조된 광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광신호를 광설비(light fixture)를 통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은 변조된 광펄스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광펄스의 특성을 상기 권리표현정보를 위한 복수의 해석에 대응하도록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광신호를 표시장치를 통하여 컴퓨팅장치에 전 송하여, 상기 컴퓨팅장치가 상기 권리표

현정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은 변조된 음향 신호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음향 신호는 인간에게 청취가능한 주파수 범위내의 음향 주파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음향 신호는 인간에게 청취가능한 주파수 범위 외의 음향 주파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음향 신호를 장치가 상기 권리표현정보를 실시하도록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음향 신호를 스피커를 통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은 음조(tones)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음조를 상기 권리표현정보를 위한 복수의 해석에 대응하도록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음향 신호를 상기 전화통신장치를 통하여 컴퓨팅장치에 전송하여, 상기 컴퓨팅장치가 

상기 권리표현정보를 실시하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표현정보는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콘텐트, 서비스, 요약물, 자원 및 상품의 사용방법을 실

시하기 위하여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제2 변조된 신호가 기설정된 방식으로 존재한다면 해석되는 제1 변조된 신호를 포함하는 상기 권리

표현정보의 상기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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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표현정보의 상기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이 상기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의 해석을 위한

조건으로써 변경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을 상기 권리표현정보와 관련되는 다른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 및 

상기 권리표현정보와 관련되는 정보중의 하나에 대한 지시자로서 구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2.
권리표현에 따라서 아이템의 사용 제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아이템과 관련한 권리표현을 생성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시스템은:

아이템의 사용방법을 지시하는 권리표현정보를 지정하는 수단; 및

상기 권리표현정보의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을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은 상기 아이템의 사용을 상기 권리표현정보에 의거한 상기 권리표현의 실시를 허락하

도록 제어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해석기에 의해 해석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은 변조된 광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광신호는 인간에 가시적인 스펙트럼 내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광신호는 인간에 가시적인 스펙트럼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광신호를 장치가 상기 권리표현정보를 실시하도록 전송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

템.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수단은 상기 변조된 광신호를 상기 광설비를 통하여 전송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8.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은 변조된 광펄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광펄스의 특성을 상기 광표현정보를 위한 복수의 해석에 대응하도록 변경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0.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광신호를 표시장치를 통하여 컴퓨팅 장치에 전송하여, 상기 컴퓨팅 장치가 상기 권리

표현정보를 실시하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1.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은 변조된 음향 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음향 신호는 인간에게 청취가능한 주파수 범위내의 음향 주파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음향 신호는 인간에게 청취가능한 주파수 범위 외의 음향 주파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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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음향 신호를 장치가 상기 권리표현정보를 실시하도록 전송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

스템.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수단은 스피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6.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은 변조된 음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음조의 특성을 상기 권리표현정보를 위한 복수의 해석에 대응하도록 변경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8.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음향 신호를 전화통신장치를 통하여 컴퓨팅장치에 전송하여, 상기 컴퓨팅장치가 상기 

권리표현정보를 실시하게 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9.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표현정보는 디지털 콘텐트, 서비스, 요약물, 자원 및 상품 중 적어도 하나의 사용방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0.
제22항에 있어서, 제2 변조된 신호가 기설정된 방식으로 존재한다면 해석되는 제1 변조된 신호를 포함하는 상기 권

리표현정보의 상기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을 생성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1.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표현정보의 상기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이 상기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의 해석을 위

한 조건으로써 변경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2.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을 상기 권리표현정보와 관련되는 다른 변조된 신호 기반의 표현 및 

상기 권리표현정보와 관련되는 정보중의 하나에 대한 지시자로서 구성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지정수단과 상기 생성수단은 컴퓨터 시스템의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지정수단과 상기 생성수단은 매체상에 기록된 컴퓨터 가독형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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