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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복호기에 접근할 수 없는 적어도 제1 스키마에서 정의되는 구조를 가지며, 적어도 상기 복호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제2 

스키마의 변화로부터 기인하는 구조화된 문서를 상기 복호기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복호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구조화된 문서는 서로 포위되는 정보 요소들을 포함하며, 상기 문서의 상기 정보 요소들은 정보 

요소들의 각각의 요소구조를 각각 정의하는 각각의 요소 유형과 적어도 제1 및 제2 스키마에서 관련되며, 상기 제1 

스키마는 복호기에 접근할 수 없고 상기 제2 스키마는 상기 복호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상기 제1 스키마는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정의되는 해당 요소로부터 유도되는 적어 하나의 유도되는 정보 요소를 정의하며, 상기 부호화 방법은, 

상기 제1 및 제2 스키마를 이용하여, 상기 문서의 각 정보 요소에 대하여 상기 정보 요소를 부호화하는 이진 시퀀스를

포함하는 이진 스트림으로 상기 문서를 부호화하는 단계와, 상기 유도된 정보 요소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에

상기 유도된 요소의 구조를 정의하는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를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스키

마를 가리키는 상기 참조는 상기 문서를 부호화하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스키마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 스키마 참조

리스트에서 정의되고 상기 스키마 참조 리스트는 상기 복호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문서, 압축, 복호기, 스키마, 부호화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및 X

ML(eXtensible Markup Language)과 같은 일반화된 마크업 언어로 된 문서 표현을 이용한 구조화된 문서를 압축하

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문서는 미디어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배경기술

수 년 내에 컴퓨터 네트워크는 통신을 위한 주 미디어가 되었다. 컴퓨터는 이제 공유 네트워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며, 운영체제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메시지들을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해주며, 인터넷 인프라구조는 컴퓨터들이 그들의

대리자를 발견하게 하고, 응용 프로그램들은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을 동기화한다.

상호 작동성의 배경에서는, 일반화된 마크업 언어들이 문서처리를 다루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실은 문서의 구조는 

문서 사용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수행한다. 문서를 포매팅하고 인쇄하고 색인하는 것은 그 구조를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SGML은 애초부터 문서 표현을 문서 구조와 내용으로부터 쉽게 분리시키도록 만들어졌다. 구조들을 부

호화하는 능력 때문에 XML은 비문서 응용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어냈다. XML 청중

은 더 넓어져서 전자 상거래, 데이터베이스 지식 표현 집단을 (다른 것들 중에서) 포함한다.

XML과 더 일반적으로 마크업 언어들은 현재 문서들(메타데이터)을 표현하고 구조화하는 데에 넓게 사용된다. 구조

화된 문서는 서로 포위되는 몇 개의 정보 요소들을 포함한다. 정보 요소들은 태그에 의해 서로 구별되고 분리된다. 그

태그들은 정보 요소들의 요소 유형들을 나타낸다. 구조화된 문서는 전체 문서를 나타내고 문서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

는 태그로 구분된 제1 정보 요소 즉 기본 요소를 일반적으로 포함한다. 이 제1 요소는 예를 들어 텍스트의 패러그래프

와 같은 정보 부요소를 포함한다. 각 정보 부요소는 요소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태그에 의해 구별된다. 태그들은 정

보 요소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태그 속성과 관련될 수도 있다.

태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표시되거나 조작되도록 의도되는 정보를 나타낸다. 태그 내용은 선택적이거

나 태그의 유형에 따라 요구될 수도 있고, 태그들에 의해 차래로 제한되는 다른 포위되는 정보 부요소를 포함하고 내

용과 속성을 가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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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 문서는 '유효'라고 생각되도록 구조화된 문서가 검증해야 하는 규칙을 반영하는 스키마와 연관될 수도 있다.

그것은 디폴트 값들, 요소와 속성들 유형들 및 유형 계층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유효성은 수신된 문서가 스키마

에 맞다는 것을 보장한다. 따라서 그 수신된 문서는 의도하는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그것은 특성 즉, 각 기술 아이템(

정보 요소 또는 속성들)의 유형을 결정한다. XML 표준은 같은 구조를 가지는 XML 문서의 클래스를 위한 문법을 특

정하도록 설계된 XML 스키마 언어를 포함한다.

그러나 XML은 장황한 언어이다. 따라서 비효과적으로 처리되고 값 비싸게 전송된다. 이러한 이유로, ISO/IEC 1593

8-1과 더 자세히는 MPEG-7(Moving Picture Expert Group)은 구조화된 문서의 기술을 부호화(압축)하고 그러한 

이진 포맷을 복호화하는 방법과 이진 포맷을 제안한다. 이 표준은 더욱이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같이 고도로 구조화된

데이터를 다루도록 설계된다.

압축 효율을 얻기 위하여, 이 방법은 스키마 분석 상태에 기초한다. 이러한 상태 동안에 내부 표들은 이진 코드를 각

각의 XML 요소들과 유형들과 속성들에 관련시키도록 계산된다. 이 방법은 부호기와 해당 복호기에 의해 같은 스키마

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요구한다.

구조화된 문서를 부호화하는 데에 쓰이는 스키마는 확장되기를 요구할 때에 최선의 솔루션은 복호기에 유용한 확장 

스키마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확장 스키마에 접근하기 위하여 복호기를 쉽게 갱신하는 것은 가능

하지 않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목적은 스키마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복호기에 의해 알려지지 않더라도 문서가 부분적으로 복호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조화된 문서를 부호화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방 및 후방 호환성을 보장하는 즉, 복호기에 접근할 수 없는 적어도 제1 스키마에서 정의되

는 구조를 가지며, 적어도 상기 복호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제2 스키마의 변화로부터 기인하는 구조화된 문서를 상기 복

호기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복호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호화 방법으로서, 상기 구조화된 문서는 서로 포위되는 정보 

요소들을 포함하며, 상기 문서의 상기 정보 요소들은 정보 요소들의 각각의 요소구조를 각각 정의하는 각각의 요소 

유형과 적어도 제1 및 제2 스키마에서 관련되며, 상기 제1 스키마는 복호기에 접근할 수 없고 상기 제2 스키마는 상

기 복호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상기 제1 스키마는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정의되는 해당 요소로부터 유도되는 적어 하

나의 유도되는 정보 요소를 정의하는 부호화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부호화 방법은 상기 제1 및 제2 스키마를 이용하여, 상기 문서의 각 정보 요소에 대하여 상기 정보 

요소를 부호화하는 이진 시퀀스를 포함하는 이진 스트림으로 상기 문서를 부호화하는 단계와, 상기 유도된 정보 요소

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에 상기 유도된 요소의 구조를 정의하는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를 삽입하

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상기 참조는 상기 문서를 부호화하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스키마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 스키마 참조 리스트에서 정의되고 상기 스키마 참조 리스트는 상기 복호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본 발명의 관점에 따르면, 상기 문서의 각각의 요소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는, 상기 요소의 부호화된 값을 포

함하는 내용 필드와, 상기 내용 필드 앞에 위치하고 상기 내용 필드의 길이의 부호화된 값을 포함하는 길이 필드를 포

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 따르면, 상기 유도되는 정보 요소는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정보 요소의 구조유형에 

대하여 제한된 구조유형에 제1 스키마에서 연관되며, 상기 유도된 요소들을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는 내용필드

를 포함하며, 상기 내용필드와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와 상기 유도된 요소의 상기 구조유형을 가리키는 참

조는 상기 내용 필드에 부착되고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정의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 상기 유도되는 정보 요소는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정보 요소의 구조유형

에 대하여 확장된 구조유형에 제1 스키마에서 연관되며, 상기 유도된 정보 요소의 구조유형은 제2 스키마에서 정의된

해당 정보 요소의 구조유형을 가지는 제1 부분과 상기 유도된 정보 요소에 대하여 특별하고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정

의된 구조유형을 가지는 제2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이진 시퀀스는 내용 필드를 포함하는 상기 유도된 요소들을 부호

화하며, 상기 내용 필드는, 상기 제2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를 포함하는 필드와,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요

소의 구조 유형을 가리키는 구조 유형 참조를 포함하는 필드와, 상기 제1 부분의 부호화된 값을 포함하는 필드와, 상

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를 포함하는 필드와, 상기 제2 부분의 상기 구조 유형을 가리키는 구조 유형 참조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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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필드와, 상기 제2 부분의 부호화된 값을 포함하는 필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 정보 요소를 부호화하는 이진 시퀀스는 정보 요소의 이름이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대체 플래그를 포함하는 대체 필드를 포 함하며, 상기 대체 플래그가 변화를 나타내면 요소이름 참조 필드는 상기 정

보 요소의 새로운 이름을 지칭하는 참조를 포함하고, 스키마 참조 필드는 상기 새로운 이름 참조가 정의되는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 상기 부호화된 문서에서 하나의 정보 요소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는 스키

마 상태모드 필드를 포함하며, 상기 스키마 상태모드 필드는, 상기 정보 요소가 상기 제2 스키마에서 해당 요소에 대

한 제1 스키마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1 상태와, 상기 정보 요소의 어떠한 부요소들도 상기 제2 스키

마에서 상기 해당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2 상태와, 상기 제2 스키마에

서 상기 해당 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상기 정보 요소가 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3 상태를 포함하며, 상

기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가 제1 상태에 있을 때에 상기 부호화된 정보 요소는 어떤 스키마 참조와 어떤 다른 변화 정

보라도 포함하고, 상기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가 제2 상태에 있을 때에 상기 부호화된 정보 요소의 어떤 부요소도 어

떤 스키마 참조와 어떤 다른 변화 정보라도 포함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 상기 부호화된 문서에서 적어도 하나의 정보 요소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

는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는, 상기 제2 스키마에서 해당 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상기 정보 요소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1 상태와, 상기 정보 요소의 어떠한 부요소들도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2 상태와,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상기 정보 요소가 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3 상태와

,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상기 정보 요소가 변한다는 것과 상기 정보 요

소의 어떠한 부요소들도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

타내는 제4 상태를 포함하며, 상기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가 상기 제1 상태일 때에 상기 부호화된 정보요소는 어떤 스

키마 참조와 다른 어떤 변화 정보라도 포함하고, 상기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가 상기 제2 상태이거나 제4 상태일 때에

상기 정보요소의 어떤 부요소도 스키마 참조와 다른 어떤 변화 정보라도 포함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 상기 구조화된 문서를 부호화하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스키마들을 가리키는 참조

들을 포함하는 상기 스키마 참조 리스트는 상기 구조화된 문서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스트림과 연관된 헤더에 삽입

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복호기에 접근할 수 없는 적어도 제1 스키마에서 정의되는 구조를 가지며, 적어도 상기 복호

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제2 스키마의 변화로부터 기인하는 구조화된 문서를 부호화하는 이진 스트림을 적어도 부분적

으로 복호화하기 위한 복호화 방법으로서, 상기 구조화된 문서는 서로 포위되는 정보 요소들을 포함하며, 상기 문서의

상기 정보 요소들은 정보 요소들의 각각의 요소구조를 각각 정의하는 각각의 요소 유형과 적어도 제1 및 제2 스키마

에서 관련되며, 상기 제1 스키마는 복호기에 접근할 수 없고 상기 제2 스키마는 상기 복호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상

기 제1 스키마는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정의되는 해당 요소로부터 유 도되는 적어 하나의 유도되는 정보 요소를 정의

하는 복호화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 상기 복호화 방법은, 상기 문서의 각 정보 요소를 부호화하는 이진 시퀀스를 상기 

이진 스트림에서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제2 스키마를 이용하여 상기 구조화된 문서를 부호화하는 이진 스트림을 순

차적으로 읽는 단계와, 상기 복호기에 의해 알려진 스키마 참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

조를 부호화된 정보 요소의 각각의 검출된 이진 시퀀스에서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검출된 이진 시퀀스에서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상기 참조가 검출되지 않으면,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요소와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요소의 구조 유형을 가리키는 구조 유형 참조를 포함하는 필드와 상기 제1 부분의 부호화된 값을 포함하는 필드

와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를 포함하는 필드와 상기 제2 부분의 상기 구조 유형을 가리키는 구조 유형 참조

를 포함하는 필드에 따라 상기 검출된 이진 시퀀스를 복호화하는 단계와, 상기 이진 스트림을 순차적으로 읽고 복호

화하는 동안, 상기 제1 스키마에 관려된 상기 이진 데이터를 건너뛰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 상기 문서의 각각의 요소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는, 상기 요소의 부호화된

값을 포함하는 내용 필드와, 상기 내용 필드 앞에 위치하고 요소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의 끝을 결정하기 위

한 복호기에 의해 사용되는 상기 길이 부호화 값을 포함하는 길이 필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 상기 복호화 방법은,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를 포함하는 상기 이진 시퀀

스 내에서 길이 코드 값을 읽고 복호화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상기 참조의 상기 이진 시퀀스 내에

서 상기 복호화된 길이 값과 상기 위치의 기능으로서 건너뛰기 위한 이진 데이터의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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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 상기 유도되는 정보 요소는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정보 요소의 구조유형

에 대하여 제한된 구조유형에 제1 스키마에서 연관되며, 상기 유도된 요소들을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는 내용

필드를 포함하며, 상기 내용필드와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와 상기 유도된 요소의 상기 구조유형을 가리키

는 참조는 상기 내용 필드에 부착되고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정의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 상기 유도되는 정보 요소는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정보 요소의 구조유형

에 대하여 확장된 구조유형에 제1 스키마에서 연관되며, 상기 유도된 정보 요소의 구조유형은 제2 스키마에서 정의된

해당 정보 요소의 구조유형을 가지는 제1 부분과 상기 유도된 정보 요소에 대하여 특별하고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정

의된 구조유형을 가지는 제2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이진 시퀀스는 내용 필드를 포함하는 상기 유도된 요소들을 부호

화하며, 상기 내용 필드는, 상기 제2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를 포함하는 필드와,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요

소의 구조 유형을 가리키는 구조 유형 참조를 포함하는 필드와, 상기 제1 부분의 부호화된 값을 포함하는 필드와, 상

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를 포함하는 필드와, 상기 제2 부분의 상기 구조 유형을 가리키는 구조 유형 참조 를 

포함하는 필드와, 상기 제2 부분의 부호화된 값을 포함하는 필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 상기 유도된 정보 요소는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정보 요소의 이름에 대하

여 변하는 이름을 제1 스키마에서 가지고, 상기 유도된 요소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는 상기 유도된 정보 요소

의 이름이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대체 플래그를 포함하는 대체 필드를 포함하며, 상기 대체 플래그가 변화를 나타내면

스키마 참조 필드는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상기 유도 정보 요소의 이름

을 지칭하는 요소 이름 참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 상기 부호화된 문서에서 하나의 정보 요소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는 스키

마 상태모드 필드를 포함하며, 상기 스키마 상태모드 필드는, 상기 정보 요소가 상기 제2 스키마에서 해당 요소에 대

한 제1 스키마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1 상태와, 상기 정보 요소의 어떠한 부요소들도 상기 제2 스키

마에서 상기 해당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2 상태와, 상기 제2 스키마에

서 상기 해당 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상기 정보 요소가 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3 상태를 포함하며, 상

기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가 제1 상태에 있을 때에 상기 부호화된 정보 요소는 어떤 스키마 참조와 어떤 다른 변화 정

보도 포함하지 않고, 상기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가 제2 상태에 있을 때에 상기 부호화된 정보 요소의 어떤 부요소도 

어떤 스키마 참조와 어떤 다른 변화 정보라도 포함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 상기 부호화된 문서에서 적어도 하나의 정보 요소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

는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는, 상기 제2 스키마에서 해당 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상기 정보 요소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1 상태와, 상기 정보 요소의 어떠한 부요소들도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2 상태와,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상기 정보 요소가 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3 상태와

,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상기 정보 요소가 변한다는 것과 상기 정보 요

소의 어떠한 부요소들도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

타내는 제4 상태를 포함하며, 상기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가 상기 제1 상태일 때에 상기 부호화된 정보요소는 어떤 스

키마 참조와 다른 어떤 변화 정보라도 포함하고, 상기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가 상기 제2 상태이거나 제4 상태일 때에

상기 정보요소의 어떤 부요소도 스키마 참조와 다른 어떤 변화 정보라도 포함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 상기 구조화된 문서를 부호화하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스키마들을 가리키는 참조

들을 포함하는 상기 스키마 참조 리스트는 상기 구조화된 문서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스트림과 연관된 헤더 내에서

읽힌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다양한 형태와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다음의 설명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함으로써 더 잘 이해 될 수도 있다.

도 1은 MPEG-7 표준에 따른 구조화된 문서의 트리구조의 이진 포맷.

도 2는 MPEG-7 복호기의 블록도.

도 2a는 도 2에 나타난 복호기의 상세부분의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부호화된 정보 요소의 이진 포맷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트리 구조에서 서로에 대하여 정의된 요소 유형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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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트리 구조에서 조직된 정보 요소들을 포함하는 구조화된 문서를 나타낸 도면.

- 도면의 설명 번역-

<도 1>

1: 문서

2: 헤더

3: 요소 집합

31: 요소 헤더

32: 요소 바디

33: 길이

35: 유형

36: 속성

37: 값

Integer: 정수

Key: 키

<도 2>

7: 부호화된 문서

8: 복호화된 문서

9: 스키마

10: 복호기

11: 스키마 컴파일레이션

12: 유한 상태 오토마타

13: 이진 구문

<도 2a>

9: 스키마

11: 스키마 컴파일레이션

12: 유한 상태 오토마타

15: 실현된 스키마

16: 구문 트리

17: 정규화된 구문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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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4: 대체

5: 모드

32: 요소 바디

33: 길이

34: 내용

35: 유형

36: 속성

37: 값

38: Sch

41: 대체 풀래그

42: Sch 대체물

43: 요소 번호

<도 4>

extention: 확장

extention: 확장

extention: 확장

restriction: 제한

restriction: 제한

extention: 확장

extention: 확장

extention: 확장

<도 5>

freeze schema: 프리즈 스키마

frozen schema: 프로즌 스키마

no schema change: 스키마 무변화

schema change: 스키마 변화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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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을 참조하면, MPEG-7 표준에 따른 부호화된 구조화된 문서(1)의 이진 포맷은 부호화 모드들을 특정하는 문서 

헤더(2) 및 적어도 하나의 구조화된 정보 요소 또는 요소들의 집합(3)을 포함한다.

문서 헤더(2)는 다음의 파라미터를 부호화한다.

- 'allows_skipping': 이 파라미터는 요소 길이들이 부호화된 문서들 내에서 부호화되는지를 특정한다. 이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은 값들을 가질 수도 있다.

00- 길이가 부호화되지 않는다.

01- 길이가 선택적으로 부호화된다.

10- 길이의 부호화는 필수적이다.

- 'allows_partial_instantiation': 이 파라미터는 모든 서브트리 또는 문서 내의 구조화된 정보 요소들이 온전히 사례

화되는지를 특정한다. 이 파라미터는 다 음과 같은 값을 갖는다.

0 - 부분적 사례화도 허락되지 않는다. 문서의 모든 요소들은 부호화된 문서에 나타난다.

1 - 부분적 사례화는 허용된다.

- 'allows_subtyping': 이 파라미터는 서브트리가 동질이형 즉, 데이터 유형의 다른 가능한 부휴형을 가질 수도 있는 

정보 요소들 또는 요소 속성들을 가지는지를 특정한다. 이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진다.

0 - 서브트리 내에서는 동질이형이 부호화되지 않는다.

1 - 동질이형이 허용된다.

도 1에서, 구조화된 정보 요소(3)의 집합은 요소집합 헤더(31)와 요소(32) 및/또는 요소들(3)의 집합을 포함한다. 요

소 집합 헤더(31)는 복호화 상태 동안 요소의 유형에 대하여 잠제적 모호성을 명확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는 키와, 다

음의 더 높은 계층 레벨의 요소(3)에서의 유사한 요소들 또는 요소 집합의 발생수 Nb를 포함한다.

문서의 구조를 정의하는 스키마가 요소 또는 요소 집합의 유형에 대한 단일 필수값을 특정하면, 밸생수는 부호화된 

문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요소(32)는 다음의 필드들을 포함한다.

- 요소의 부호화된 값의 비트들 내의 길이를 특정하는 길이 파라미터(33),

- 요소값과 요소의 속성의 구조를 특정하는 데이터 유형수를 포함하는 유형(35),

- 예들 들어 알파벳 순서로 순서 지어진, 요소의 속성 값들(36),

- 요소 자체의 값을 부호화하는 값(37), 요소가 정수나 문자열 등과 같은 단일 유형을 가질 때에 이 필드는 요소(32) 

또는 요소 집합(3)의 구조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요소 또는 단일 값을 포함할 수도 있다.

부호화된 문서의 헤더(2) 내의'allows_skipping'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 길이 파라미터(33)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

다. 길이가 요소(32) 내에서 부호화될 때에, 문서 내의 특정 요소에의 빠른 접근은 길이 정보를 이용하여 문서 내에서 

이전 요소를 건너뜀으로써 가능하다.

필드들(35, 36, 37)은 부호화된 요소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요소의 가능한 데이터 유형은 문서의 스키마에서 

유일하면, 유형수(35)는 부호화되지 않는다. 스키마에서 특정되지 않은 유형이 속성들을 가지면, 속성값들(36)은 부

호화되지 않는다. 요소는 예를 들어 문서의 부분 사례화의 경우에 비어있으면, 요소의 값(37)은 부호화되지 않는다.

도 2를 참조하면, MPEG-7 복호기(10)는 복호기(10)의 입력에서 적용되는 부호화된 문서(7)를 복호화하는 데에 실

행되는 이진 구문 코드(13)를 얻기 위하여 XML 스키마와 같은 스키마들(9)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설계된 스키마 컴파

일레이터(11)를 포함한다. 후자는 예를 들어 XML 포맷에서 복호화된 문서(8)를 출력하는 데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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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에서, 스키마 컴파일레이셔 처리(11)는 4개의 상태를 포함한다. 스키마 실현의 제1 상태는 유형 상속을 고르게 

할 때와 네임스페이스 지지를 해결할 때이 다. 이 상태는 실현된 스키마(15)를 생성한다. 제2 상태는 각각의 복잡한 

유형으로부터 구문 트리를 생성할 때이다. 이에 따라 생성된 이 구문 트리(16)는 이진 부호화를 쉽게 하고 압축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변형된다. 제3 상태는 각 트리 노드에 대한 신호와 정규화된 구문 트리들(17)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전 상태에 의해 생성된 구문 트리를 정규화할 때이다. 이 신호들은 요소 헤더(31)에 나타나는 헤더 키들과 트리 노

드 사이의 관계를 생성하는 다음의 상태에 사용된다. 제4 상태는 복호화 처리에 사용되는 유한 상태 오토마타(12)를 

생성하는 때이다.

스키마 실현 상태에서는, 스키마는 확장된 이름을 각 요소와 속성과 유형과 요소들의 그룹에 부여하기 위하여 스키마

에 사용되는 모든 이름들을 목록화하도록 해석된다. 이 이름들은 소위 네임스페이스를 이룬다. 확장된 이름들은 네임

스페이스 구분자와 아이템 이름을 연결하여 구성된다. 실현된 복잡한 유형들은 각각의 복잡한 유형에 요소 참조를 참

조된 요소들의 정의로 대체함으로써 생성된다.

구문 트리 생성 상태에서는, 아이템 노드들은 요소 이름을 요소의 유형에 관련시킴으로써 생성된다. 그룹 노드들을 

통한 관계를 포함함으로써 연결된 아이템 노드들은 각각의 복잡한 유형을 위하여 생성된 구문 트리를 구성한다. 특별

한 경우에, 구문 트리들은 결과되는 이진 포맷의 조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줄어든다. 이러한 처리는 비파괴 방법

으로 복잡한 유형 정의를 단순화하는 데에 실행된다.

구문 트리 정규화는 유일한 이름을 구문 트리에서 모든 그룹 노드에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처리는 노드들의 순

서를 짓고 결국 키를 그것들에 주는 동작이다. 이 키는 오토마타 구성 상태 동안 필요하다.

신호는 모든 요소 또는 요소들의 그룹을 위하여 생성된다. 모든 노드 신호는 그것의 자식 노드 신호들을 연결함으로

써 생성된다. 다른 그룹 또는 비순서 노드들의 그룹의 경우에는, 노드 신호들은 알파벳 순서로 정렬되고 추가된다. 순

서 지어진 노드들의 그룹의 경우에는, 노드 신호들은 스키마 내에 정의의 순서 내에 추가된다. 아이템 노드 신호들은 

그것들의 요소 이름과 같다.

유한 상태 오토마타 생성 상태에서는, 복잡한 유형 오토마톤은 재귀적으로 다음의 규칙에 의해 정의된다.

1. 구문 트리의 모든 노드는 오토마톤을 생성한다.

2. 복잡한 유형 오토마톤은 그것의 뿌리 노드에 의해 생성되는 오토마톤이다.

3. 모든 노드 오토마톤은 그것의 자식 오토마타를 합함으로써 생성된다. 이 합하는 것의 특징은 노드의 특징에 따라 

다르다.

처리의 마지막에서는, 그들의 천이 부호화 키를 생성하기 위하여 오토마타는 실현된다. 이 오토마타는 2개의 유형 상

태들과, 구문 트리에 각각의 아이템 노드를 위한 후자를 연결하는 요소 천이를 포함한다. 해당 요소가 복호화될 문서

의 입력 스트림에 나타날 때에 요소 천이는 교차한다. 단순한 유형의 경우에는 특정 데이터 유형 복호기가 되고 복잡

한 유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또는 특정한 유형의 복호기가 될 수도 있는 특정 복호기가 활성화될 때에 유형 상태는 

트리거된다.

어떤 경우에는, 문서의 구조를 정의하는 스키마는 화장되고 수정될 것을 요구한다. 복호기에 적용되는 부호화된 문서

의 새로운 스키마가 유용하면, 후자는 텍 스트 포맷과 이진 포맷 모두에 대하여 온전한 전후방 호환성을 제공할 수 있

다. 사실, 전체 표현은 유효화 될 수 있고, 네임스페이스들은 각각의 요소와 속성에 부착될 수 있다. 더욱이, 유형의 계

층은 유용하고 확장성 포인트들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외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스키마 갱신은 확장성과 호

환성에 의해 제기된 많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한다. 그러나 표준 MPEG-7은 부호화된 문서를 복호화하는 데에 사용

되는 스키마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스키마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복호기는 수정된 스키

마로 부호화된 문서를 복호화할 수 없다(전방향 호환성 불가). 이 문제는 부호화된 문서를 복호화하기 전에 사용될 스

키마에 대한 정보를 복호기에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해결될 수 있다. 또는, 그러한 오토마타 또는 구문 트리는 입력 이

진 스트림을 형성하는 동안 문서를 복호화하는 복호기에 의해 실행되는 이진 구문 코드로 변형될 수도 있다.

특별한 경우에, 스키마 갱신에 의해 기인되는 복잡성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는 수정된 스키마(전방향 

호환성)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쉽게 복호기를 갱신할 수 없을 때에 예를 들어 갱신될 복호기의 개수가 매우 높거

나 복호기가 다른 스키마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한다. 이 특정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정보 요소 이진 포맷과, 복호기가 복호기에 예ㅎ새 알려진 스키마에 대하여 수정되거나 확장된 구조를 가지는

문서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복호화하도록 하는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호환성의 레벨이 부호화 상태에서 선택된다. 이 레벨은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스키마들의 집합



공개특허 특2003-0085527

- 10 -

과 관련하여 표현된다. 부호화 처리는 기 대되는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리던던시를 추가한다. 극단적인 경

우에, 하나의 현재의 스키마와의 호환성이 필요하면, 리던던시는 제거되고 결과적인 이진 부호화된 문서는 현재의 스

키마를 따른다.

기본적으로, 부호화 처리는 부호화 상태에서 사용되는 스키마에 대하여 부호화된 문서 정보 내에 부가된다. 이 정보는

스키마 구분자들과 길이 정보를 포함하여 복호기에 유용하지 않은 스키마를 사용하여 부호화하는 문서 내에서 요소

를 건너뛰도록 한다.

스키마 구분자들은 복호기로부터 알려진 스키마 구분자 사전에 의해 정의된다. 예를 들어, 스키마 구분자들은 부호화

된 문서의 헤더(2)에 삽입되거나 복호기 초기화와 복호기에 의해 사용되는 구성 파일에 삽입된다. 이 스키마 구분자 

사전은 받은 부호화된 문서를 복호화하는 복호기에 의해 사용될 모든 가능한 스키마 구분자들을 포함한다. 이 사전은

다음의 이진 구문을 사용하여 복호기에 의해 읽힐 수 있다.

[표 1]

SchemaDictionary() { Number of bits

NumberOfSchemaIdentifiers UINTVLC

i = 0

while (i < NumberOfSchemaIdentifiers) {

SchemaIdentifier[i] String

i++

}

}

여기서, 'NumberOfSchemaIdentifiers'과 'SchemaIdentifier[]'는 각각 사전에서 스키마 구분자의 개수와 스키마 구

분자를 포함하는 배열을 나타낸다. 그리고 'UINTVLC'는 부정 크기의 비부호 정수를 부호화하는 포맷을 특정한다. 포

맷 'UINTVLC'에서는 정수는 정수 청크의 부정 집합에 의해 부호화된다. 각각의 청크는 5비르로 구성된다. 각 청크의

제1 비트는 다른 청크가 현재의 청크를 따르는지를 특정하고, 그 청크의 마지막 제4 비트는 그 정수를 부호화한다.

이 이진 구문은 스키마 사전이 개수를 포함한다는 나타낸다. 개수 뒤에는 문자 스트링 형태의 각각의 스키마 구분자

의 목록이 뒤따른다. 목록 내의 각 스키마 구분자의 위치는 특정 스키마를 구분하는 부호화된 문서에 사용될 수도 있

는 스키마 개수를 자동으로 정의한다. 사전의 읽기 처리는 순차적으로 스키마들의 개수 'NumberOfSchemaIdentifier

s'를 사전에서 읽는 단계와, 카운터 i를 초기화하는 단계와, 배열 'SchemaIdentifier[]' 내의 i번째 값을 읽는 소단계와

0 ?? i < NumberOfSchemaIdentifiers인 카운터 i를 증가시키는 소단계를 포함하는 루프 명령들을 포함한다. 다음의 

표에서 사전은 3개의 스키마 구분자들을 포함한다. 각각의 스키마는 사전에서 스키마 구분자의 순위에 의해 정의되는

이진 스키마 개수와 내부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표 2]

Schema Identifier Implicit Number

S 1 00

S 2 01

S 3 10

이진 스키마 개수의 길이(비트의 개수)는 사전 내의 스키마 구분자들의 개수의 기능으로 정의되어 있고 E(log2(Num

berOfSchemaIdentifiers))과 같다. E(x)는 다음의 더 높은 정수의 반올림한 x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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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호화된 문서 내의 각 유형 수 필드(35)는 스키마 수 필드(38)와 연관되어 있다. 스키마 개

수는 스키마 사전에 정의된 스키마 구분자에 해당한다. 이 스키마 개수는 연관된 유형이 정의된 스키마를 구분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발명에 따른 부호기와 복호기는 문서를 부호화하고 복호화하는 여러 개의 스키마들을 이용할 수

있다.

변화의 3개의 유형은 스키마 S0와 수정된 스키마 S1 사이의 XML 언어로 고려된다. 이러한 변화 유형은 함께 조합된

다. 변화의 제1 유형은 전역 요소 이름에서 다른 전역 요소 이름을 뺀 것이다. 전역 요소는 다른 요소(다른 요소에 의

해 포위되지 않음)에 대하여 독립된 방법으로 스키마에서 정의된다. 그러한 변화는 XML 스키마 언어에서 다음과 같

이 정의되다.

XML 스키마 S0에서:

...

<complexType name = 'S0:t0' base = 'string'>

...

<element name = 'e0' type = 'S0:t0'/>

그리고 XML 스키마 S1:

...

<element name = 'e1' type = 'S0:t0' substitutionGroup = 'S0:e0'/>

...

이 구문은 북잡한 유형 't0'과, 유형 't0'을 가지는 'e0'과 'e1'로 이름 지 어진 두 개의 요소들을 정의한다. 요소 'e1'은 

요소 'e0'으로 대체된다. 값 'value1'을 가지는 요소 'e1'은 다음과 같이 스키마 S1에 기초하여 XML 문서 내에서 나타

날 수도 있다.

...

<e1> value1 </e1>

...

본 발명에 따르면 그러한 수정은 요소(32)에 감산 필드 4를 추가함으로써 부호화된다. 감산 필드 4는 다음을 포함한

다.

- 감산 플래그(41)와,

- 감산 요소 개수(43)와,

- 감산 요소 개수(43)이 정의되는 스키마 개수(42).

감산 플래그가 0이 될 때에 다음의 감산 필드들(42, 43)은 부호화된 요소에 나타나지 않는다.

'e1'의 정의를 포함하는 스키마 S1로 부호화된 요소 'e1'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음의 필드 값들을 포함하다.

[length]1[S1][e1][S0][t0][value1]

여기서, [length]는 요소의 이진 부호화된 길이이고, '1'는 감산을 나타내는 감산 플래그의 값이고, [S1]과 [S0]은 스

키마 사전에 의해 정의된 스키마 S1과 S0의 부호화된 개수이고, [t0]은 유형 't0'의 부호화된 유형 개수이고, [value1

]은 요소 'e1'의 값 'value1'의 부호화된 값이고, [e1]은 요소 'e1'의 부호화된 값이 다. 그러한 이진 코드는 스키마 S0

(과 따라서 'e0')을 알기만 하는 복호기에 의해 본 발명에 따라 복호될 것이다. 그리고 복호화된 요소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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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될 수 있다.

<e0 DDL:IsSubstituted = 'true'> value1 </e0>

따라서 복호기는 [e1]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value1'이 다른 모르는 요소에 의해 대체되는 요소 'e0'의 값이라는 

것을 고려한다.

스키마 S0와 새로운 스키마 S1 사이의 변화의 제2 유형은 유형 't0'으로부터 새로운 유형 't1'을 제한함으로써 유도하

는 것이다. 그러한 제한은 유형 정의에서 적어도 하나의 요소 또는 요소들의 그룹의 최대 발생수를 줄이거나, 최소 발

생수를 증가시키거나, 유형 t0를 부유형 t1으로 변화시키거나, 유형 t0에서 미리 정의된 제한을 존중하는 요소들의 새

로운 그룹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다음의 예에서 XML 스키마 언어에서 표현된다. XML 스키마 S0은 다음의 텍스트 구문을 포함한다.

<complexType name = 't0'>

<sequence>

<element name = 'e1' type = 'string' maxOccurs = 'unbounded'/>

</sequence>

</complexType>

...

<element name = 'e' type = 'S0:t0'/>

...

XML 스키마 S1에서:

...

<complexType name = 't1'>

<complexContent>

<restriction base = 'S0:t0'>

<sequence>

<element name = 'e1' type = 'string' maxOccurs = '1'/>

</sequence>

</restrict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

이 예에서, 유형 't0'은 요소 'e1'의 어떤 발생수도 포함하는 XML 스키마 언어에서 정의된다. 유형 't1'은 유형 't0'의 

제한으로서 정의되며 유형 't0'의 특별한 경우인 0 또는 하나의 단일 요소 'e1'을 포함하는 XML 스키마 언어에서 정

의된다. 따라서, 유형 't1'은 유형 't0' 제한을 강화하고 같은 이진 포맷이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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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화될 문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S0:e xsi:type = 'S1:t1'>

<e1> value1 </e1>

</S0:e>

이는 문서가 스키마 S0 내에 정의되는 요소 'e'의 기대되는 유형 't0'의 부유형인 유형 't1'을 가지는 요소 'e'를 포함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방향 호환성이 요구되지 않으면, 이 요소는 다음과 같이 부호화될 수 있다.

[length]0[S1][t1][value1]

여기서, '0'은 감산에 설정되지 않은 대체 플래그의 값이다.

스키마 S1이 아닌 S0을 아는 복호기는 필드 [length]와 [S1]을 복호화한다. S1은 스키마 사전에서 정의되지 않으므

로, 그것은 요소 'e'에 관련된 다른 필드들이 스키마 S0을 이용하여 해석될 수 없고 길이 정보를 이용하여 요소 'e'를 

건너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호기가 스키마 S1(과 따라서 S0)을 알면, 그것은 요소 'e'의 원래의 구조를 입력받는다

.

전방향 호환성이 요구되면, 요소 'e'는 다음과 같이 도 3에 정의된 구조에 따라 부호화된다.

[length]0[S0][t0][value1][S1][t1]

두 스키마들 S0과 S1을 아는 복호기는 부호화된 요소 'e'의 모든 필드를 복호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길이 필드와 복

호화된 스트림의 길이를 비교함으로써, 더 이상의 부유형이 없고 요소 'e'의 원래의 구조을 입력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복호기가 스키마 S1이 아닌 S0을 알면, 그것은 필드들의 제1 부분을 복호화 하고 (길이 필드를 이용하여)

[S1]과 [t1] 필드들을 건너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음의 텍스트 트리를 생성한다.

<S0:e xsi:type = 'S0:t0' DDL:isSubtype = 'true'>

<e1> value1 </e1>

</S0:e>

옛 스키마 S0와 새로운 스키마 S1 사이의 변화의 제3 유형은 유형 't0'으로부터 새로운 유형 't1'을 확장함으로써 유

도하는 것이다. 전방향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하면, 새로운 유형 't1'은 두 부분에서 정의되어야 하고, 제1 부분은 유형

't0'을 가지며, 제2 부분은 새로운 스키마 S1에서 정의되어야 하는 유형 't1'을 가진다.

그러한 변화는 다음의 예에서 XML 스키마 언어에서 표현된다. XML 스키마 S0은 다음의 텍스트를 포함한다.

<complexType name = 't0'>

<sequence>

<element name = 'e1' type = 'string'/>

</sequence>

</complexType>

...

<element name = 'e' type = 'S0:t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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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스키마 S1에서, 새로운 유형 't1'은 유형 't0'의 확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complexType name = 't1'>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 = 'S0:t0'>

<sequence>

<element name = 'e2' type = 'string'/>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

전방향 호환성이 요구되면, 부호화될 XML 문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S0:e xsi:type = 'S1:t1'>

<e1> value1 </e1>

<e2> value2 </e2>

</S0:e>

여기서, value1은 유형 't1' 내의 유형 't0'의 부분이다. 'value2'는 유형 't1'에 특정한 부분이고 유형 't0'에 부가된다. 

정보는 다음과 같이 부호화된다.

[length]0[S0][t0][value1][S1][t1][value2]

복호기가 스키마 (S1이 아닌) S0을 알면, 그것은 이진 부호화된 정보의 제1 부분을 복호화하고 길이 정보를 이용하여

t1 부분(즉, [t1][value2])을 건너뛸 것이다. 그러한 처리는 다음의 텍스트 트리에 대하여 수행된다.

<S0:e xsi:type = 'S0:t0' ddl:isSubtype = 'true'>

<e1> value1 </e1>

</S0:e>

그러므로 t1의 특정 부분은 복호화되지 않을 것이다. 복호기가 두 시키마들 S0과 S1을 알면, 그것을 원래의 텍스트 

트리를 입력받을 것이다.

상기 설명은 조합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스키마들 내에서 정의될 수도 있는 유형의 복잡한 계층들의 정의는 허용

된다. 도 4는 유형 t5와 t6이 유형 t4의 두 확장인 계층의 예를 나타낸다. 유형 t4는 유형 t3의 확장이고, 유형 t3은 유

형 t1의 제한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유형 t8과 t9는 각각 유형 t7의 제한과 확장이다. 유형 t7은 유형 t2의 확장이다. 

유형 t2은 유형 t1의 확장이다. 유형들 t1 내지 t9의 각각은 각각의 다른 스키마 S1 내지 S9에서 정의 된다는 것을 고

려하여, 호환성은 스키마들 S1, S3, S4 및 S5에 요구되면, 유형 t5의 요소는 다음 형태로 부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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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0[S1][t1][att1][value1][S3][t3][S4][t4][att4][value4][S5][t5][att5][value5]

여기서, 필드들[att-i]은 유형 t-i의 각각의 부호화된 속성 값들이다. [att- i][value-i]은 유형 t5의 t-i 부분이다(-i 

= 1, 4, 5). 호환성이 스키마들 S3와 S5에 요구되면, 유형 t5의 요소는 다음의 형태로 부호화된다.

[length]0[S3][t3][att3][value3][S5][t5][att5][value5]

여기서, 필드들[att3][value3]은 유형 t3에 따라 부호화된 유형 t5의 t1 부분이고, [att5][value5]는 유형 t5에 따라 

부호화된 유형 t5의 t4 + t5 부분이다.

물론, 스키마들 사이의 변화의 상술한 제1 유형은 대체 필드 4를 부호화된 요소에 더함으로써 변화의 제2 및 제3 유

형과 조합될 수도 있다.

상술한 바에서 전방향 호환성은 이진 대체 필드들(필드들(41, 42, 43))과 각각의 요소 유형에 관계된 스키마 개수 필

드를 화된 문서에 더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러므로 이 솔루션은 결과적인 부호화된 문서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부호화

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부호화된 문서의 부분들은 같은 스키마에 자주 연결된다는 것이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발명은 도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의 부호화된 요소(32)에 스키마 상태 모드를 나타내는 스키마 상태 코드를 포

함하는 필드(5)를 추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필드는 해당 요소와 부요소가 같은 스키마로부터 명세서를 요구

하는지를 정의한다. 같은 스키마가 요소와 후자의 모든 부요소를 부호화하(고 복호화하)는 데에 사용되면, (스키마 수

들을 포함하는) 전방향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가되는 필드(38, 42)는 부호화된 요소로부터 제거된다. 따라서 결

과적인 압축률을 증가시칸다.

다음의 표는 스키마 상태 코드의 가능한 값들을 정의한다.

[표 3]

Schema Status Mode Value

no change 0

freeze the schema 10

Change the schema 11

여기서, 'no change'는 요소의 복호화 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스키마는 요소 자체를 위하여 사용되는 스키마와 같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요소(32)는 스키마 수 필드(38)와 대체 스키마 필드(42)를 포함하지 않는다.

'freeze the schema'는 요소의 복호화 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스키마와 요소의 모든 부요소(요소의 모든 서브트리)

는 요소 자체를 위하여 사용되는 스키마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요소(32)와 요소의 모든 부요소는 어떤 스

키마 수 필드들(38, 42)과 스키마 상태 필드(5)라도 포함하지 않는다.

'change the schema'는 요소의 스키마는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스키마 수 필드들(38, 42)은 요소(32) 

내에 나타난다.

스키마 상태 코드에 의해 제어되는 메커니즘은 도 5에 의해 도시된다. 이 도면은 3개의 부요소(52, 53, 54)를 포함하

는 주 요소(51)을 포함하는 구조화된 문서의 트리 구조를 도시한다. 요소(52)는 2개의 부요소(55, 56)를 포함하고, 요

소(54)는 3개의 부요소(57, 58, 59)를 포함한다. 요소(55)는 부요소(60, 61)를 포함한다.

요소들(51, 53, 54, 57, 59)은 0('no change')으로 설정된 스키마 상태 코드(5)로 부호화된다. 이 요소는 어떤 스키마

수 필드들(38, 42)도 포함하지 않는다. 요소(52)의 스키마 상태 코드(5)는 10('freeze the schema')로 설정된다. 그

러므로 요소(52)의 모든 부요소들(55, 56, 60, 61)은 요소(52)에서 정의된 같은 스키마로 부호화된다. 이 부요소들은 

어떤 스키마 수 필드들(38, 42)와 스키마 상태 코 드 필드(5)도 포함하지 않는다.

요소(58)는 2개의 부요소(62, 63)를 포함하는 다른 스키마에서 수정되고 정의된다. 그러므로 요소(58)의 스키마 상태

코드(5)는 11('Change the schema')로 설정된다. 요소(62, 63)가 요소(58)와 같은 스키마에서 정의되면, 요소(62, 6

3)의 스키마 상태 코드(5)는 0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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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한 최적화는 가능한 하나의 값을 스키마 상태 코드(5)에 다음과 같이 부가함으로써 수행될 수도 있다.

[표 4]

Schema Status Mode Value

no change 0

freeze the schema 10

Change the schema 110

Change and freeze the schema 111

요소의 스키마 상태 코드가 110 또는 111로 설정될 때에, 요소의 스키마는 변한다. 이 코드가 110으로 설정되면, 후

자의 부요소는 스키마 상태 코드(5)를 포함한다. 이 코드가 111로 설정될 때에, 후자의 스키마를 이용해서 요소의 모

든 부요소들은 부호화된다.

도 5의 예에서, 요소들(62, 63)이 요소(58) 같은 스키마에서 정의된다는 것을 특정하기 위하여 요소(58)의 스키마 상

태 코드는 111로 설정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스키마 상태 코드 필드(5)는 요소들(62, 63)에서 요구되지 않는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스키마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복호기에 의해 알려지지 않더라도 문서가 부분적으로 복호화될 수 있는 방법으

로 구조화된 문서를 부호화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전방 및 후방 호환성을 보장하는 즉, 복호기에 접근할 수 없는 적어도 제1 스키마에서 정의되는 구조

를 가지며, 적어도 상기 복호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제2 스키마의 변화로부터 기인하는 구조화된 문서를 상기 복호기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복호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호화 방법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호기에 접근할 수 없는 적어도 제1 스키마에서 정의되는 구조를 가지며, 적어도 상기 복호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제2 

스키마의 변화로부터 기인하는 구조화된 문서를 상기 복호기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복호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구조화된 문서는 서로 포위되는 정보 요소들을 포함하며, 상기 문서의 상기 정보 요소들은 정보 

요소들의 각각의 요소구조를 각각 정의하는 각각의 요소 유형과 적어도 제1 및 제2 스키마에서 관련되며, 상기 제1 

스키마는 복호기에 접근할 수 없고 상기 제2 스키마는 상기 복호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상기 제1 스키마는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정의되는 해당 요소로부터 유도되는 적어 하나의 유도되는 정보 요소를 정의하며,

상기 부호화 방법은,

상기 제1 및 제2 스키마를 이용하여, 상기 문서의 각 정보 요소에 대하여 상기 정보 요소를 부호화하는 이진 시퀀스를

포함하는 이진 스트림으로 상기 문서를 부호화하는 단계와,

상기 유도된 정보 요소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에 상기 유도된 요소의 구조를 정의하는 상기 제1 스키마를 가

리키는 참조를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상기 참조는 상기 문서를 부호화하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스키마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

는 스키마 참조 리스트에서 정의되고 상기 스키마 참조 리스트는 상기 복호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방법.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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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문서의 각각의 요소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는,

상기 요소의 부호화된 값을 포함하는 내용 필드와,

상기 내용 필드 앞에 위치하고 상기 내용 필드의 길이의 부호화된 값을 포함하는 길이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부호화 방법.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유도되는 정보 요소는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정보 요소의 구조유형에 대하여 제한된 구조유형에 제1 

스키마에서 연관되며, 상기 유도된 요소들을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는 내용필드를 포함하며, 상기 내용필드와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와 상기 유도된 요소의 상기 구조유형을 가리키는 참조는 상기 내용 필드에 부착되

고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방법.

청구항 4.
제2 항 또는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유도되는 정보 요소는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정보 요소의 구조유형에 대하여 확장된 구조유형에 제1 

스키마에서 연관되며, 상기 유도된 정보 요소의 구조유형은 제2 스키마에서 정의된 해당 정보 요소의 구조유형을 가

지는 제1 부분과 상기 유도된 정보 요소에 대하여 특별하고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정의된 구조유형을 가지는 제2 부분

을 포함하며, 상기 이진 시퀀스는 내용 필드를 포함하는 상기 유도된 요소들을 부호화하며, 상기 내용 필드는,

상기 제2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를 포함하는 필드와,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요소의 구조 유형을 가리키는 구조 유형 참조를 포함하는 필드와,

상기 제1 부분의 부호화된 값을 포함하는 필드와,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를 포함하는 필드와,

상기 제2 부분의 상기 구조 유형을 가리키는 구조 유형 참조를 포함하는 필드와,

상기 제2 부분의 부호화된 값을 포함하는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방법.

청구항 5.
제1 항 내지 제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정보 요소를 부호화하는 이진 시퀀스는 정보 요소의 이름이 바뀌는지를 나타 내는 대체 플래그를 포함하는 대체 필드

를 포함하며, 상기 대체 플래그가 변화를 나타내면 요소이름 참조 필드는 상기 정보 요소의 새로운 이름을 지칭하는 

참조를 포함하고, 스키마 참조 필드는 상기 새로운 이름 참조가 정의되는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방법.

청구항 6.
제1 항 내지 제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된 문서에서 하나의 정보 요소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는 스키마 상태모드 필드를 포함하며, 상기

스키마 상태모드 필드는,

상기 정보 요소가 상기 제2 스키마에서 해당 요소에 대한 제1 스키마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1 상태와

,

상기 정보 요소의 어떠한 부요소들도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2 상태와,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상기 정보 요소가 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3 

상태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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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가 제1 상태에 있을 때에 상기 부호화된 정보 요소는 어떤 스키마 참조와 어떤 다른 변화 

정보라도 포함하고, 상기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가 제2 상태에 있을 때에 상기 부호화된 정보 요소의 어떤 부요소도 

어떤 스키마 참조와 어떤 다른 변화 정보라도 포함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방법.

청구항 7.
제1 항 내지 제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된 문서에서 적어도 하나의 정보 요소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는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를 포함하

고, 상기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는,

상기 제2 스키마에서 해당 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상기 정보 요소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1

상태와,

상기 정보 요소의 어떠한 부요소들도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2 상태와,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상기 정보 요소가 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3 

상태와,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상기 정보 요소가 변한다는 것과 상기 정보 요소

의 어떠한 부요소들도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

내는 제4 상태를 포함하며,

상기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가 상기 제1 상태일 때에 상기 부호화된 정보요소는 어떤 스키마 참조와 다른 어떤 변화 

정보라도 포함하고, 상기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가 상기 제2 상태이거나 제4 상태일 때에 상기 정보요소의 어떤 부요

소도 스키마 참조와 다른 어떤 변화 정보라도 포함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방법.

청구항 8.
제1 항 내지 제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구조화된 문서를 부호화하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스키마들을 가리키는 참조들을 포함하는 상기 스키마 참조 리

스트는 상기 구조화된 문서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스트림과 연관된 헤더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방

법.

청구항 9.
복호기에 접근할 수 없는 적어도 제1 스키마에서 정의되는 구조를 가지며, 적어도 상기 복호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제2 

스키마의 변화로부터 기인하는 구조화된 문서를 부호화하는 이진 스트림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복호화하기 위한 복호

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구조화된 문서는 서로 포위되는 정보 요소들을 포함하며, 상기 문서의 상기 정보 요소들은 정

보 요소들의 각각의 요소구조를 각각 정의하는 각각의 요소 유형과 적어도 제1 및 제2 스키마에서 관련되며, 상기 제

1 스키마는 복호기에 접근할 수 없고 상기 제2 스키마는 상기 복호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상기 제1 스키마는 상기 제

2 스키마에서 정의되는 해당 요소로부터 유도되는 적어 하나의 유도되는 정보 요소를 정의하며,

상기 복호화 방법은,

상기 문서의 각 정보 요소를 부호화하는 이진 시퀀스를 상기 이진 스트림에서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제2 스키마를 

이용하여 상기 구조화된 문서를 부호화하 는 이진 스트림을 순차적으로 읽는 단계와,

상기 복호기에 의해 알려진 스키마 참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를 부호화된 정보 요

소의 각각의 검출된 이진 시퀀스에서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검출된 이진 시퀀스에서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상기 참조가 검출되지 않으면, 상기 검출된 이진 시퀀스로

부호화된 상기 정보 요소의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정의된 상기 구조에 따라 상기 검출된 이진 시퀀스를 복호화하는 단

계와,

상기 검출된 이진 시퀀스에서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상기 참조가 검출되면, 상기 제1 스키마 이진 데이터를 가

리키는 상기 검출된 참조로부터 구별하고,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정의되는 구조를 가지는 상기 구조화된 문서의 정보 

요소를 부호화하고, 상기 이진 스트림을 순차적으로 읽는 동안에 상기 구별된 이진 데이터를 건너뛰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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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상기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의 각각의 요소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는,

상기 요소의 부호화된 값을 포함하는 내용 필드와,

상기 내용 필드 앞에 위치하고 요소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의 끝을 결정하기 위한 복호기에 의해 사용되는 

상기 길이 부호화 값을 포함하는 길이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화 방법.

청구항 11.
제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를 포함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 내에서 길이 코드 값을 읽고 복호화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상기 참조의 상기 이진 시퀀스 내에서 상기 복호화된 길이 값과 상기 위치의 기능으로서

건너뛰기 위한 이진 데이터의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화 방법.

청구항 12.
상기 제9 항 내지 제1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도되는 정보 요소는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정보 요소의 구조유형에 대하여 제한된 구조유형에 제1 

스키마에서 연관되며, 상기 유도된 요소들을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는 내용필드를 포함하며, 상기 내용필드와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와 상기 유도된 요소의 상기 구조유형을 가리키는 참조는 상기 내용 필드에 부착되

고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화 방법.

청구항 13.
제9 항 내지 제1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도되는 정보 요소는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정보 요소의 구조유형에 대하여 확장된 구조유형에 제1 

스키마에서 연관되며, 상기 유도된 정보 요소의 구조유형은 제2 스키마에서 정의된 해당 정보 요소의 구조유형을 가

지는 제1 부분과 상기 유도된 정보 요소에 대하여 특별하고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정의된 구조유형을 가지는 제2 부분

을 포함하며, 상기 이진 시퀀스는 내용 필드를 포함하는 상기 유도된 요소들을 부호화하며, 상기 내용 필드는,

상기 제2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를 포함하는 필드와,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요소의 구조 유형을 가리키는 구조 유형 참조를 포함하는 필드와,

상기 제1 부분의 부호화된 값을 포함하는 필드와,

상기 제1 스키마를 가리키는 참조를 포함하는 필드와,

상기 제2 부분의 상기 구조 유형을 가리키는 구조 유형 참조를 포함하는 필드와,

상기 제2 부분의 부호화된 값을 포함하는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화 방법.

청구항 14.
제9 항 내지 제1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도된 정보 요소는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정보 요소의 이름에 대하여 변하는 이름을 제1 스키마에서 

가지고, 상기 유도된 요소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는 상기 유도된 정보 요소의 이름이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대체 플래그를 포함하는 대체 필드를 포함하며, 상기 대체 플래그가 변화를 나타내면 스키마 참조 필드는 상기 제1 스

키마를 가리키는 참조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상기 유도 정보 요소의 이름을 지칭하는 요소 이름 참조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화 방법.

청구항 15.
제9 항 내지 제1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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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호화된 문서에서 하나의 정보 요소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는 스키마 상태모드 필드를 포함하며, 상기

스키마 상태모드 필드는,

상기 정보 요소가 상기 제2 스키마에서 해당 요소에 대한 제1 스키마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1 상태와

,

상기 정보 요소의 어떠한 부요소들도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2 상태와,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상기 정보 요소가 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3 

상태를 포함하며,

상기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가 제1 상태에 있을 때에 상기 부호화된 정보 요소는 어떤 스키마 참조와 어떤 다른 변화 

정보도 포함하지 않고, 상기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가 제2 상태에 있을 때에 상기 부호화된 정보 요소의 어떤 부요소

도 어떤 스키마 참조와 어떤 다른 변화 정보라도 포함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화 방법.

청구항 16.
제9 항 내지 제14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된 문서에서 적어도 하나의 정보 요소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시퀀스는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를 포함하

고, 상기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는,

상기 제2 스키마에서 해당 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상기 정보 요소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1

상태와,

상기 정보 요소의 어떠한 부요소들도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2 상태와,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상기 정보 요소가 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3 

상태와,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 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상기 정보 요소가 변한다는 것과 상기 정보 요소

의 어떠한 부요소들도 상기 제2 스키마에서 상기 해당요소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키마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

내는 제4 상태를 포함하며,

상기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가 상기 제1 상태일 때에 상기 부호화된 정보요소는 어떤 스키마 참조와 다른 어떤 변화 

정보라도 포함하고, 상기 스키마 상태 모드 필드가 상기 제2 상태이거나 제4 상태일 때에 상기 정보요소의 어떤 부요

소도 스키마 참조와 다른 어떤 변화 정보라도 포함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화 방법.

청구항 17.
제9 항 내지 제1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구조화된 문서를 부호화하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스키마들을 가리키는 참조들을 포함하는 상기 스키마 참조 리

스트는 상기 구조화된 문서를 부호화하는 상기 이진 스트림과 연관된 헤더 내에서 읽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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