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방송의 디지털화는 압축처리의 발달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 되어 왔으며 이에 힘입어,

방송 컨텐츠의 디지털화도 가속화 되고 있다 기존의 아.

날로그 방송에서는 단방향성 이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방송된 내용을 사용자가 단지 방송 시간에 맞추어 보는

수준이었고 저장을 해서 재생을 한다고 하여도, VCR(Video

을 통해 방송 시간에 맞추어 저장된Cassette Recorder)

컨텐츠를 재생해서 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디지털. ,

기기의 발달과 디지털 방송의 발달이 가속화 될수록 방송

도 인터넷 환경과 마찬가지로 양방향성으로 진화해 가고

그로 인해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의 생성 배급 소비에, ,

관한 권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요구되어질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기반의 방송용 디지털 아이템을 여러 표준 규격들 예( ,

에 근거하여 설계 제작함으로써 방송용 디지MPEG-2/7/21)

털 아이템 제작 시 다양한 방송 컨텐츠의 생성 배급, , ,

전송 관리 보호 소비 등 일련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 ,

수 있는 기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 권한의 표.

현방법도 제안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장에서는 관련 연II

구로 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과 방송용 디지털MPEG-21

아이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 장에서 본 논문III

에서 제안하는 디지털 아이템 권리 표현에 대해서 소개하

고 실제적인 디지털 아이템 제작결과를 제 장에서 기술IV

한다 마지막으로 제 장에서 최종적인 결론 및 향후 연. V

구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II. 관련연구 및 디지털 아이템

디지털 방송 컨테츠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에MPEG-21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에 관한 집중적인Part5 REL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디지털 아이템의 개념에 대해서 기술 하겠다.

1.관련연구

은 제 차MPEG(Motion Picture Expert Group)-21 52 (2000

년 월 스위스 제네바 모임에서 첫 표준화 작업이 시5/6 )

작되었다 은 와 같이 동영상이나 오디. MPEG-21 MPEG-1,2,4

을 이용한 방송용 디지털 아이템의 기술MPEG-21

*박성준, **김명훈, **김혁만, *설상훈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국민대학교 컴퓨터학부

sjpark@mpeg.korea.ac.kr

Description of Digital Item using MPEG-21 for

Broadcasting

*Sungjun Park, **Myounghoon Kim, **Hyeokman Kim, *Sanghoon Sull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Korea Univ,

**School of Computer Science, Kookmin Univ

요 약

본 논문은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디지털 아이템의 교환 과정에 적용될 시나리오를

표준에 따라 기술하고 교환 시 요구되는 권한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한 기술자를MPEG-7/21 ,

제안하였다 권한 관계를 기술하는 방법은 의 표준인 을 기반으로 하였고. MPEG-21 REL XrML ,

컨텐츠의 기술은 을 이용하여 표현 하였다 디지털 방송의 컨텐츠 흐름을 나타내기 위MPEG-7 .

한 시나리오를 표현하기위한 가상 는 을 통해 구현 하였으며 컨텐츠 권한 관UI MPEG-21 DIDL ,

계의 명확성을 위하여 확장 스키마를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오에 대한 새로운 코딩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

라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전달과 소비를 위한 하부 인프,

라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떻,

게 조화될 수 있는 가를 설명하는 규격을 만드는 것이다.

즉 의 비전은 여러 단체에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MPEG-21

네트워크와 장비에서 멀티미디어 자원을 투명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를 정의

하는 것이다.

은MPEG-21 Part5 REL(Right Expression Language)

컨텐츠 가드 에서 제안한(Contentguard) XrML(eXtensible

이 작업 표준안으로 채택되었다right Markup Language) .

데이터 모델은 그림 에서XrML ( 2) Right, Principal,

네 개의 핵심요소와 엔터티들 사이Resource, Condition

의 관계로 이루어 지며 기본적인 관계는 에 의, ‘Grant'

해 정의고 들이 모여서 가 된다Grant License .

그림 2 데이터 모델Xr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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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용 디지털 아이템(Digital Item)

디지털 아이템은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같은 개념으로

디지털 형태로 표현되어 네트워크나 터미널에서 취급 거

래 이용되는 기본적인 컨텐츠 단위이다 이는 일종의 구, .

조적인 멀티미디어 객체로서 멀티미디어 리소스 정지 동( /

영상 오디오 클립 등 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아이템의, ) ,

식별자 와 기술자 와 같은 메타데(Identifier) (Descriptor)

이타 를 포함한다 디지털 아이템은 디지털 아(Metadata) .

이템 선언 에 의해 선언되(Digital Item Declaration:DID)

고 이를 식별하는 디지털 아이템 식별, (Digital Item

자는 디지털 품목의 검색 저작권 보Identification:DII) ,

호 등을 위해 하나의 디지털 품목에 하나의 유한 식별자

를 부여하는 방법에 의해 기술되어 진다 정의된 디지털.

아이템은 크게 아이템들이 패키지화된 형태인 컨테이너

와 하위 레벨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부품과(Container)

같은 컴포넌트 아이템 이라는 요소로 구분되어져, (Item)

있다.

III. 방송용 디지털 아이템 권리 표현

이 장에서는 디지털 방송 컨텐츠의 권리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1. 디지털 컨텐츠 권리 관계

디지털 방송 컨텐츠의 유통 구조는 컨텐츠의 제공자

메타데이터 제공자(Content Provider), (Metadata

컨텐츠 유통자 컨텐츠 소비자Provider), (Broadcaster),

로 크게 세분화 할 수 있으며 컨텐츠 유통을(Consumer) ,

위한 방송용 디지털 아이템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명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즉. ,

그림 에서 보듯이 컨텐츠 제공자가 메타데이터 제공( 3) ,

자에게 컨텐츠를 가공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하고 컨텐,

츠 제공자와 메타데이터 제공자는 방송국에 컨텐츠와 메

타데이터에 대한 사용 권한을 승인하며 또한 방송국 가,

입자 소비자 에게 최종 가공된 방송 디지털 아이템을 사( )

용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필

요하고 이를 명시하기 위한 스키마가 필요하다 그림. ( 1)

은 일반적 디지털 아이템을 위한 표준 스키마와 디지털

방송에서 디지털 아이템을 교환하기 위한 권리 관계를 명

확하게 명시하기 위한 확장 스키마를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림 에서 보인( 1) XrML2

core, XrML2 standard extension, MPEG-21 REL(MPEG

과 방송용 디지털 아이템의 권리 관계를 명확extension)

그림 1 확장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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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 확장 스키마가 필요하게 된(kux)

다.

그림 3 디지털 아이템 라이선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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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용 컨텐츠를 위한 디지털 아이템 확장

그림 에서 표준으로 규정된 권리에 따라 디지털 아( 1)

이템을 의 표준인 과 을 이용해 디지털 아이템REL XrML XML

의 권리 표현을 위해서 승인 를 확장 하였다 기존(Grant) .

의 표준 확장 승인 만으로는 방송 컨텐츠를 위한(Grant)

디지털 아이템 라이선스 관계를 명확하게 명시 할 수 없

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장이 필요하다.

i 방송 권리) (broadcast)

디지털 방송을 위한 방송 디지털 아이템의 총체적인 권

리 을 규정하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표준으로 정(right)

의된 권리를 확장해서 디지털 방송에 적합한 권리를 기술

할 수 있다.

ii 컨텐츠 리소스) (contentResource)

방송 디지털 아이템으로 표현하기 위한 원 리소스를 명

시하기 위해서 표준으로 정의된 리소스 를 확장(Resource)

하였다.

IV. 실험결과

방송용 디지털 아이템의 제작을 위한 최우선적인 작업

으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와 에서 방송중인 디지털 방송 중 의 역사 스KBS EBS KBS "

페셜 과 의 서바이벌 일글리쉬 수능특강 으로 그" EBS " ", " "

대상을 선정 하였고 의, 720x480 SD(Standard Definition)

급의 해상도로 형식으로 인코딩하였다 메MPEG-2 . MPEG-7

타데이터 생성도구를 이용하여 의MPEG-7 Summarization

의 메타데이터를 제작하였다 최DS hierarchical summary .

종적으로 의 각 를 적용하여 가상 시나리오에MPEG-21 Part

맞춘 인터페이스를 메타데이터로 작성했다 주어진 가상.

시나리오는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한 STB(Set-Top

은 켄텐츠 제공자와 인터렉티브한 관계에 있다는 전-Box)

제를 두었다.

그림 에서 본 화면6. STB UI

1. 방송 컨텐츠의 권리 관계 메타데이터

개의 컨텐츠에 대해 추출한 메타데이터를 각각 하나의5

디지털 아이템으로 선언하고 선언된 디지털 아이템들에

대한 고유값을 각각 할당해 준다 할당된 고유값을 참조.

하여 컨텐츠 제공자와 방송국 방송국과 소비자 간의 권,

리 관계에 적합한 즉 컨텐츠 제공자와 방송국 간에는 방,

송 기간 방송 지역 프로그램 타입 로고의 사용 등의, , ,

권리 관계를 방송국과 소비자 간에는 시청료에 따른 프로

그램 제한 사항 복사 전송 등과 같은 권리 관계가 기술, ,

된 메타파일을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권(Description) ,

리 메타 파일을 통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소비자는 방송국에서 할당한 라이선스를 통해 그 라이

선스에 승인된 권한에 따라 방송 컨텐츠 이용을 할 수 있

고 방송국은 컨텐츠 제공자가 할당한 라이선스를 방송국,

에서 발행한 라이선스를 승인 받은 사용자에게 한해서 방

송 컨텐츠의 라이선스를 승인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에 보이는 방송국에서 사용자 에게 할당한 유( 7)

일한 아이디 값을 통해 권한 있는 사용자는 방송국의 권

그림 권리 확장 스키마4. kux (right)

<xsd:element name="broadcast" type= "Broadcast"
substitutionGroup="r:right"/>

<xsd:complexType name="Broadcast">
<xsd:complexContent>

<xsd:extension base="r:right"/>
</xsd:complexContent>

</xsd:complexType>

그림 리소스 확장 스키마5. kux (resource)

<xsd:element name="validityIntervalDurationPattern"
type="ValidityIntervalDurationPattern"
substitutionGroup="r:conditionPatternAbstract"/>

<xsd:element name="contentResource"
type="ContentResource"
substitutionGroup="r:resource"/>

<xsd:complexType name="ContentResource">
<xsd:complexContent>

<xsd:extension base="r:Resource">
<xsd:sequence minOccurs="0">
<xsd:element name="Name" type="xsd:string"/>

</xsd:sequence>
</xsd:extension>

</xsd:complexContent>
</xsd:complexType>



한 파일을 요청하고 방송국에서는 권한 있는 사용자면 방

송국 디지털 컨텐츠로 접근 할 수 있도록 그림 과 같( 8)

은 메타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전송 하면 사용자는 에STB

저장되어 있는 방송 멀티미디어 컨텐츠(HistorySpecial.m

와 에 내려받아 이용되는 원 컨텐츠의pg) STB Summariza

이 기술되어 있는 과 같은tion (HistorySpecial.xml) STB

에 저장된 컨텐츠에 접근해서 사용자는 그림 과 같은( 6)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V. 결론 및 향후과제

본 논문은 을 이용한 방송 디지털 아이템을 디MPEG-21

지털 방송 환경과 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STB

용 예를 제시하였으며 컨텐츠 제공자와 방송국 방송국, ,

과 사용자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확장을 제안 하였다 이.

를 통해 향후 디지털 방송의 컨텐츠 관리 보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예제가 되리라 생각 한다 향후 연.

구 방향은 컨텐츠 제공자와 방송국 방송국과 소비자 뿐,

만 아니라 소비자와 소비자 사이의 전송 복사 등에 관한,

권리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더욱 지능적이고 자동적인,

권리관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 기술을 연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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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xml version="1.0" encoding="euc-kr"?>

<DIDL xmlns="urn:mpeg:mpeg21:2002:01-DIDL-NS"

xmlns:mpeg7="urn:mpeg:mpeg7:schema:2001"

xmlns:xsi="http://www.w3.org/2001/

XMLSchema-instance" xsi:schemaLocation=

"urn:mpeg:mpeg21:2002:01-DIDL-NS ./Schemas/

MPEG-21/Mpeg21.xsd">

<Item>

<Descriptor>

<Statement mimeType="text/plain">Digital Item of

Content Rights from broadcaster to user

</Statement>

</Descriptor>

<Component>

<Descriptor>

<Statement mimeType="text/xml">

<dii:Identifier>urn:mpegRA:mpeg21

:dii:isrc:US-ZO3-99-32437

</dii:Identifier>

</Statement>

</Descriptor>

<Resource mimeType="text/xml"

ref="HistorySpecial_bc3.xml"/>

</Component>

</Item>

</DIDL>

그림 8

<kux:contentResource licensePartId="HistorySpecial">

<kux:Name>HistorySpecial.mpg</kux:Name>

</kux:contentResource>

<kux:contentResource licensePartId="HistorySpecial_meta">

<kux:Name>HistorySpecial_MPEG7.xml</kux:Name>

</kux:contentResou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