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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 및 그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며,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 요

청이 있으면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 할 수 있는 제1키를 전송하는 가입자 관리 서버와, 컨트롤키를 이용하여 방

송 신호를 스크램블링 하고, 상기 방송 신호에 대한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스크램

블링 된 방송 신호에 포함시켜 송신하며,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 생성 시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할 수 있

는 제1키를 기 설정된 주기마다 포함하는 디지털 방송 송신기와, 상기 가입자 관리 서버로부터 사용기간이 미리 설정된 제

1키를 수신하여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제1키를 이용하여 상기 스크램블 된 방송 신호에 포함된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

크립션하고, 상기 디크립션된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를 디크립션 한 후, 컨트롤키를 생

성하여 상기 생성된 컨트롤키를 통해 상기 방송 신호를 디스크램블링 하여 재생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를 포함하되,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는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제1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저장된 제1키를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포함된 제1키로 갱신함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스마트 카드를 구비한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대한 디지

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단문 메시지와 스마트 카드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디지털 방송을 제한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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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며,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 요청이 있으면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 할 수

있는 제1키를 전송하는 가입자 관리 서버와,

컨트롤키를 이용하여 방송 신호를 스크램블링 하고, 상기 방송 신호에 대한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스크램블링 된 방송 신호에 포함시켜 송신하며,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 생성 시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

보를 디크립션할 수 있는 제1키를 기 설정된 주기마다 포함하는 디지털 방송 송신기와,

상기 가입자 관리 서버로부터 사용기간이 미리 설정된 제1키를 수신하여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제1키를 이용하여 상기

스크램블 된 방송 신호에 포함된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하고, 상기 디크립션된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를 디크립션 한 후, 컨트롤키를 생성하여 상기 생성된 컨트롤키를 통해 상기 방송 신호를 디스크

램블링 하여 재생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를 포함하되,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는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제1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저장된 제1키를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포함된 제1키로 갱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는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 및 상기 컨트롤키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자격 제어 메시지(Entitle

Control Message)임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는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를 디크립션(Decryption) 하기 위한 제2키 및 가입자별 시청 자격

정보를 포함하는 시청 자격 관리 메시지(Entitle Management Message)임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

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방송 송신기는

상기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 가입자별 방송 시청 자격 정보, 상기 제1키 및 제2키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

청구항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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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는

상기 가입자 관리 서버에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을 요청하여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 하기 위한 제1키를 수

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는

단문 메시지 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상기 가입자 관리 서버에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을 요청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는

상기 수신된 제1키를 심(SIM) 카드 또는 메모리 중 어느 하나에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는

상기 저장된 제1키를 이용하여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포함된 제2키와 가입자별 시청 자격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검

출된 제2키를 이용하여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에 포함된 컨트롤키 및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를 검출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는

상기 검출된 가입자별 시청 자격 정보와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를 비교하여 사로 일치하면 상기 생성된 컨트롤키를

이용하여 상기 스크램블 된 디지털 방송 신호를 디스크램블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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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있어서,

가입자 관리 서버에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을 요청하고, 상기 가입자 관리 서버로부터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 하

기 위한 사용 기간이 미리 설정된 제1키를 수신하는 무선송수신부와,

상기 수신된 제1키를 저장하는 심(SIM) 카드와,

스크램블 된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부와,

상기 수신된 방송 신호로부터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검출하는 필터링부와,

상기 저장된 제1키를 이용하여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하며,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제1키가 포함되어

있으면 상기 제1키를 상기 심카드로 전달하여 상기 심 카드에 저장된 제1키를 갱신하도록 하고, 상기 디크립션된 방송 시

청 자격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를 디크립션한 후, 컨트롤키를 생성하는 컨트롤키 생성부와,

상기 컨트롤키를 이용하여 상기 스크램블 된 방송 신호를 디스크램블링 하는 디스크램블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

지털 방송 수신기.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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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는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 및 상기 컨트롤키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자격 제어 메시지(Entitle

Control Message)임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는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를 디크립션 하기 위한 제2키 및 가입자별 시청 자격 정보를 포함하

는 시청 자격 관리 메시지(Entitle Management Message)임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송수신부는

단문 메시지 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을 요청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심 카드는 상기 필터링부 및 컨트롤키 생성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청구항 32.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키 생성부는

상기 제1키를 이용하여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포함된 제2키 및 가입자별 시청 자격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제

2키를 이용하여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에 포함된 컨트롤키 및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를 검출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키 생성부는

상기 검출된 가입자별 시청 자격 정보와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면 상기 컨트롤키를 상기 디

스크램블부로 전달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청구항 34.
삭제

등록특허 10-0744340

- 5 -



청구항 35.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방법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 요청에 응답한 가입자 관리 서버로부터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 하기 위한 사용 기간이 미

리 설정된 제1키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과정과,

스크램블 된 방송 신호 수신 시 상기 방송 신호에 포함된 방송 시청 제한 정보와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저장된 제1키를 통해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 하는 과정과,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제1키가 포함된 경우 상기 저장된 제1키를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포함된 제1키로 갱신

하는 과정과,

상기 디크립션 된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통해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를 디크립션하여 컨트롤키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컨트롤키를 이용하여 상기 방송 신호를 디스크램블링 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방

법.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는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 및 상기 컨트롤키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자격 제어 메시지(Entitle

Control Message)임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방법.

청구항 38.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는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를 디크립션 하기 위한 제2키 및 가입자별 시청 자격 정보를 포함하

는 시청 자격 관리 메시지(Entitle Management Message)임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방법.

청구항 39.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 요청은 단문 메시지 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제한 수

신 방법.

청구항 40.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과정은

상기 수신된 제1키를 심(SIM) 카드 또는 메모리 중 어느 하나에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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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1.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 과정은

상기 디크립션 된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포함된 제2키 및 가입자별 시청 자격 정보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검출된 제2키를 이용하여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에 포함된 컨트롤키 및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검출된 가입자별 시청 자격 정보와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가 일치하는지 체크하는 단계와,

상기 가입자별 시청 자격 정보와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가 일치하면 면 상기 컨트롤키를 생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방법.

청구항 42.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지털 방송을 제한 수신하는 시스템(Conditional Access system :

CAS)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한 수신 시스템은 간단히 요약하면 유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서, 유료로 전파를 방사하는

방송국에서 방송 신호를 송출하기 전에 스크램블링(Scrambling)을 실시하고, 수신측에서는 수신된 방송 신호를 디스크램

블링 하여 적법한 가입자만 시청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 수신 시스템은 해당 방송국이 무료 방송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하고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없으나, 어떤 이유

(예컨대, 음영 지역에서의 방송 시청이나 과금이 필요한 컨텐츠 시청의 경우)로 과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제

한 수신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스마트카드(Smart Card)가 구비된 이동 통신 단말기가 개발되었으며, 상기 스마트카드의 플래시 메모리

(Flash Memory)에 사용자 정보 및 각종 데이터들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다.

스마트카드의 대표적 용도 중 하나는 이동 통신 단말기 사용자 확인 모듈을 내장하여 이동 통신 단말기의 로밍(Roam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 사용자 확인 모듈용 스마트카드로서는 GSM 시스템의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카드,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의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카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스템의 UIM( User Identity Module) 카드 및 RUIM(Removal

User Identity Module) 카드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용자 확인 모듈을 내장한 스마트카드는 이동 통신 단말기와의 정보

공유를 위해 기본적으로 접촉식 스마트카드가 많이 사용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기와 같은 스마트 카드를 구비한 단말기의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해지면서 점차 그 수요도 점차 늘어

가고 있으므로 상기 스마트 카드를 구비한 단말기에 대한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의 구현이 필요한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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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스마트 카드를 구비한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대한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

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SMS(Short Messaging Service)와 스마트 카드를 이용한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 및 그 방

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

며,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 요청이 있으면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 할 수 있는 제1키를 전송하는 가입자 관리 서버

와, 컨트롤키를 이용하여 방송 신호를 스크램블링 하고, 상기 방송 신호에 대한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

보를 생성하여 상기 스크램블링 된 방송 신호에 포함시켜 송신하며,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 생성 시 상기 방송 시청 자

격 정보를 디크립션할 수 있는 제1키를 기 설정된 주기마다 포함하는 디지털 방송 송신기와, 상기 가입자 관리 서버로부터

사용기간이 미리 설정된 제1키를 수신하여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제1키를 이용하여 상기 스크램블 된 방송 신호에 포함

된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하고, 상기 디크립션된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를 디

크립션 한 후, 컨트롤키를 생성하여 상기 생성된 컨트롤키를 통해 상기 방송 신호를 디스크램블링 하여 재생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를 포함하되,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는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제1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저장

된 제1키를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포함된 제1키로 갱신함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또한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있어서, 가입자 관리 서버에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을 요청하고, 상기 가입자 관리

서버로부터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 하기 위한 사용 기간이 미리 설정된 제1키를 수신하는 무선송수신부와, 상기

수신된 제1키를 저장하는 심(SIM) 카드와, 스크램블 된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부와, 상기 수신된 방송 신

호로부터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검출하는 필터링부와, 상기 저장된 제1키를 이용하여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하며,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제1키가 포함되어 있으면 상기 제1키를 상기 심카드로 전달

하여 상기 심 카드에 저장된 제1키를 갱신하도록 하고, 상기 디크립션된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를 디크립션한 후, 컨트롤키를 생성하는 컨트롤키 생성부와, 상기 컨트롤키를 이용하여 상기 스크램블 된 방송

신호를 디스크램블링 하는 디스크램블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삭제

또한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방법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 요청에 응답한 가입자

관리 서버로부터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 하기 위한 사용 기간이 미리 설정된 제1키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과정과,

스크램블 된 방송 신호 수신 시 상기 방송 신호에 포함된 방송 시청 제한 정보와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저장된 제1키를 통해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 하는 과정과,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제1키가 포함된

경우 상기 저장된 제1키를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포함된 제1키로 갱신하는 과정과, 상기 디크립션 된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통해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를 디크립션하여 컨트롤키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컨트롤키를 이용하여 상기 방송

신호를 디스크램블링 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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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

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이다.

도시된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디지털 방송 데이터로 구성하여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공

하는 디지털 방송 송신기(100)(예컨대, 방송국)와 상기 디지털 방송 데이터를 수신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출력하는 디

지털 방송 수신기(200)를 포함한다.

중계기들(40)는 디지털 방송 송신기(100)에서 송신된 디지털 방송 신호를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로 전달된다.

즉, 디지털 방송 송신기(100)는 컨트롤키를 이용하여 방송 신호를 스크램블링(Scrambling) 하고, 상기 방송 신호에 대한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생성한다. 이어 디지털 방송 송신기(100)는 상기 생성된 방송 시청 제한 정

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상기 스크램블 된 방송 신호에 포함시켜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로 송신한다.

디지털 방송 수싱기(200)는 상기 스크램블 된 방송 신호에 포함된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검출하여

상기 컨트롤키를 생성하고, 상기 컨트롤키를 통해 상기 방송 신호를 디스크램블링 하여 재생한다. 상기 컨트롤키는 상기

방송 신호를 스크램블하거나 디스크램블(Descramble) 하기 위한 CW(Control Word)를 의미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방송 시청 제한 정보는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 및 상기 컨트롤키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자격 제

어 메시지(Entitle Control Message)를 의미한다. 여기서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는 방송 채널별로 방송되는 프로그

램의 수신이 가능한 자격을 나타내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유료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는 자격 정

보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는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를 디크립션(Decryption) 하기 위한 제2키 및 가입자별 시청

자격 정보를 포함하는 시청 자격 관리 메시지(Entitle Management Message)를 의미한다. 여기서 상기 가입자별 시청 자

격 정보는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자격을 나타내는 정보를 의미한다.

한편, 디지털 방송 송신기(100)는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 생성 시 상기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 할 수 있는 제1키를

기 설정된 주기마다 포함시켜 생성할 수 있으며, 상기 제1키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가 구비하고 있는 제1키를 갱신하

는데 이용된다. 이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가 구비한 제1키가 기간별(예컨대,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등)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방송 송신기(100)는 상기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 가입자별 방송 시청 자격 정보, 상기 제1키 및 제2키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한다.

또한 상기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은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가입자 관리 서버를 더 구비할 수 있

으며, 상기 가입자 관리 서버는 예컨대, 무선 자동 등록(OTA: Over-The-Air activation) 서버로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상기 가입자 관리 서버는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 요청을 한 디지털 방송 수신기들에게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

션 할 수 있는 제1키를 전송한다. 이 때 상기 가입자 관리 서버는 상기 제1키를 OTA 메시지의 데이터 영역에 포함시켜 전

송한다. 상기 OTA 메시지의 구조는 공지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상기 가입자 관리 서버에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을 요청할 때 단문 메시지 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기 가입자 관리 서버로부터 수신된 제1키를 심(SIM) 카드에 저장한다.

이 때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심 카드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기 제1키를 메모리에 저장할 수도 있다.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스크램블 된 방송 신호가 수신되면 심 카드에 저장된 제1키를 이용하여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포함된 제2키와 가입자별 시청 자격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제2키를 이용하여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에

포함된 컨트롤키 및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를 검출한다. 이 때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

에 제1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저장된 제1키를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포함된 제1키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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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송신기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시된 디지털 방송 송신기(100)는 비디오/오디오 인코더(110), 스크램블부(120), CW 생성부(130), ECM 생성부(140),

EMM 생성부(150), 데이터베이스(160), 다중화부(170), 변조부(180) 및 송출부(190)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도 2에 도시

하지는 않았으나 상기 디지털 방송 송신기(1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한 것으로 가정한다.

비디오/오디오 인코더(110)는 입력되는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를 포함하는 방송 신호를 인코딩(Encoding)한다.

스크램블부(120)는 상기 인코딩 된 방송 신호를 컨트롤키를 이용하여 스크램블 하고, 스크램블 된 방송 신호를 다중화부

(170)로 출력한다.

CW 생성부(130)는 방송 신호를 스크램블 하거나 디스크램블 하기 위한 컨트롤키 즉, CW를 생성하여 스크램블부(120) 및

ECM 생성부(140)로 출력한다. CW 생성부(130)는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을 요구한 가입자의 정보들을 이용하여 컨트롤

키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CM 생성부(140)는 CW 생성부(130)에서 출력된 컨트롤키와 데이터베이스(160)에 저장된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

를 포함하는 방송 시청 제한 정보(즉, ECM)을 생성하고, 생성된 방송 시청 제한 정보를 다중화부(170)로 출력한다.

EMM 생성부(150)는 데이터베이스(160)로부터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를 디크립션 하기 위한 제2키 및 가입자별 시청

자격 정보를 독출하여 상기 제2키 및 상기 가입자별 시청 자격 정보를 포함하는 방송 시청 자격 정보(즉, EMM)를 생성하

고, 생성된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다중화부(170)로 출력한다. 한편, EMM 생성부(150)는 방송 시청 자격 정보 생성 시 상

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 할 수 있는 제1키를 데이터베이스(160)로부터 독출하여 기 설정된 주기마다 포함시킬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160)는 가입자의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 가입자별 방송 시청 자격 정보,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 하기 위한 제1키 및 방송 시청 제한 정보를 디크립션 하기 위한 제2키를 저장한다.

다중화부(170)는 상기 생성된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스크램블부(120)에서 스크램블 된 방송 신호

에 포함시켜 변조부(170)로 출력하며, 변조부(180)에서 변조된 방송 신호는 송출부(190)를 통해 송신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송신기의 방송 신호 송신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디지털 방송 송신기(100)는 인코딩 된 방송 신호를 스크램블 하기 위한 컨트롤키를 생성한다

(S110).

디지털 방송 송신기(100)는 상기 생성된 컨트롤키를 이용하여 상기 인코딩된 방송 신호를 스크램블 한다(S120).

디지털 방송 송신기(100)는 상기 방송 신호에 대한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각각 생성한다(S130).

이 때 디지털 방송 송신기(100)는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생성할 때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에 구비된 제1키를 갱신하도

록 하기 위해 새로운 제1키를 기 설정된 주기마다 포함시켜 생성할 수 있다.

디지털 방송 송신기(100)는 상기 생성된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상기 스크램블 된 방송 신호와 함

께 다중화 한다(S140). 즉,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와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상기 방송 신호에 포함시킨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경우 디지털 방송 프레임은 방송 데이터를 포함하는 주서비스채널(MSC: Main Service Channel)과

상기 주서비스 채널의 정보를 나타내는 고속정보채널(FIC: Fast Information Channel)을 포함하며, 상기 주서비스채널은

비디오채널, 오디오채널 및 데이터 채널을 포함하는 다중 서브채널(Sub-channel)들(예컨대, 0 ~ 63서브채널)로 구성된

다.

따라서 디지털 방송 송신기(100)는 상기 생성된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상기 스크램블 된 방송 신

호와 함께 다중화할 때, 상기 고속정보채널에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포함시키거나 상기 64개

의 서브채널들 중 소정 서브채널(예컨대, 64번째 서브채널)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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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디지털 방송 송신기(100)는 상기 다중화 된 방송 신호를 송신한다(S150).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시된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디지털 방송 수신부(205), 복조부(210), 역다중화부(215), 디코더(220), 표시부(225),

스피커(230), 제어부(240), 무선송수신부(245), 메모리(250), 디스크램블부(255), 키입력부(260) 및 심카드부(265)를 포

함한다.

디지털 방송 수신부(205)는 제어부(240)의 제어에 의해 스크램블 된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복조부(210)로 출력한다.

복조부(210)는 디지털 방송 수신부(110)로 수신되는 방송 신호를 디지털 방송 전송 스트림으로 복조하여 역다중화부

(215)로 출력한다. 상기 역다중화부(215)는 제어부(240)에 포함되어 구현될 수도 있다.

역다중화부(215)는 복조부(210)에서 디지털 방송 전송 스트림으로 복조된 방송 신호를 역다중화하여 오디오 데이터 스트

림과 영상 데이터 스트림으로 분리한다. 상기 분리된 오디오 데이터 스트림 및 영상 데이터 스트림은 디코더(220)를 통해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 및 아날로그 영상 신호로 디코딩 된 후, 출력부를 통해 출력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상기 출력

부는 표시부(225) 및 스피커(230)를 의미한다.

또한 역다중화부(215)는 상기 방송 신호에 포함된 방송 시청 자격 정보 및 방송 시청 제한 정보를 분리하여 제어부(240)로

출력한다. 이 때 역다중화부(215)는 상기 도 1에서도 상술한 바와 같이 방송 신호의 서브채널들을 검색하여 소정 서브채널

에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분리한다.

한편, 상기 방송 신호에 포함된 방송 시청 자격 정보 및 방송 시청 제한 정보는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자들의 수에 따라 그

정보의 용량이 가변된다. 따라서 상기 방송 신호에 포함된 방송 시청 자격 정보 및 방송 시청 제한 정보는 다수의 가입자별

로 그 정보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제어부(240)(예컨대, MSM)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또한 제

어부(240)는 사용자의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 요청이 있으면 무선송수신부(245)를 제어하여 별도의 서버(예컨대, 가입자

관리 서버)에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을 요청하고, 상기 요청에 응답한 서버로부터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 하

기 위한 제1키를 수신한다. 상기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 요청은 단문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상기 수신된 제1키는 심(SIM) 카드(265)에 저장된다. 물론 상기 제1키는 메모리(250)에 저장될 수도

있다.

또한 제어부(240)는 필터링부(242) 및 컨트롤키 생성부(244)를 포함한다.

필터링부(242)는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 중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의 가입자 정보에 해당되

는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만 검출 즉, 필터링 하여 컨트롤키 생성부(244)로 전달한다. 즉, 필터링부

(242)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의 가입자 정보에 따른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검출하는 것이다.

한편,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의 가입자 정보에 따른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는 미리 설정된 주기로

수신된다. 즉,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는 제1시간(예컨대, 2분) 간격으로 방송 신호에 포함되어 수신되며, 상기 방송 시

청 자격 정보는 상기 제1시간 보다 긴 제2시간(예컨대, 2분 10초) 간격으로 방송 신호에 포함되어 수신된다. 따라서 필터

링부(242)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의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상기 제1시간 간격으로 수신되는 방송 시청 제한 정보

와, 상기 제1시간보다 긴 제2시간 간격으로 수신되는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동시에 컨트롤키 생성부(244)로 전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필터링부(244)는 별도의 버퍼를 구비할 수 있으며, 상기 버퍼는 제어부(240) 내에 별도로 구비

될 수도 있다.

컨트롤키 생성부(244)는 상기 검출된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이용하여 컨트롤키를 생성한다. 즉,

컨트롤키 생성부(244)는 심카드부(265) 또는 메모리(250)에 저장된 제1키를 이용하여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

하고,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포함된 제2키 및 가입자별 시청 자격 정보를 검출하는 것이다. 이어 컨트롤키 생성부

(244)는 상기 검출된 제2키를 이용하여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를 디크립션 하고,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에 포함된 컨

트롤키 및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를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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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키 생성부(244)는 상기 검출된 가입자별 시청 자격 정보와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면

(즉, 정당한 가입자이면) 제어부(240)의 제어에 의해 상기 컨트롤키를 디스크램블부(255)로 전달한다.

한편, 컨트롤키 생성부(244)는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제1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어부(240)의 제어에 의해 상기

제1키를 심카드(265) 또는 메모리(250)로 전달하여 기 저장된 제1키를 갱신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제1키의 갱신은 보

안 유지를 위해 디지털 방송 시청 기간을 갱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 사용자의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 기간이 1달이라도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 시 가입자 관리 서

버로부터 수신한 제1키를 1달 동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 신호에 포함되어 수신된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통해 제1

키를 소정 주기(예컨대, 일주일) 단위로 갱신하여 보안성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최초에 심카드부(265)에 저장되는 제1키는 예컨대, 일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상기 제1키는 방송 신호에

포함되어 수신된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통해 일주일 단위로 갱신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모리(25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의 동작 제어를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저장한다. 또

한 메모리(250)는 사용자의 디지털 방송 시청 가입 요청에 응답한 서버로부터 수신된 제1키를 제어부(240)의 제어에 의해

저장할 수도 있다.

디스크램블부(255)는 컨트롤키 생성부(244)에서 생성된 컨트롤키를 이용하여 상기 스크램블 된 방송 신호를 디스크램블

한다. 상기 디스크램블 된 방송 신호는 디코더(220)에서 디코딩 되어 출력부로 출력된다.

키입력부(260)는 문자키, 숫자키와 각종 기능키 등을 구비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에 대응하는 키 입력 신호를

제어부(240)로 출력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키입력부(260)를 통해 상기 디지털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디지

털 방송 시청 가입을 요청하거나 시청 가입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심카드(265)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와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하는 심 카드 인터페이스부(미도시)를 통해 무선송수

신부(245)로 수신된 제1키(즉,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 하기 위한 키)를 저장한다. 상기 심 카드는 상기 디지털 방

송 수신기(200)와 착탈 가능하다.

또한 심 카드(265)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필터링부(242)와 컨트롤키 생성부(244)를 포함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

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블록 구성도이다.

또한 심카드(265)는 통신 시스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카드로 대체할 수 있다. 예컨대, UMTS의 경우 USIM 카드,

CDMA 시스템의 경우 UIM 카드 및 RUIM 카드 등으로 심카드(265)를 대체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심카드(265)가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제1키가 구비된 선불(Prepaid) 심 카드일 경우,

상기 선불 심 카드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제한된 컨텐츠(예컨대, 장르별, 카테고리별)만 시청하도록 할 수도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제어부(240) 또는 심카드(265)가 필터링부(242)와 컨트롤키 생성부(244)를 포함하고 있

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필터링부(242)와 컨트롤키 생성부(242)는 역다중화부(215)에 포함

되어 구현될 수도 있다. 또한 디스크램블부(255)도 필터링부(242)와 컨트롤키 생성부(242)와 같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역다중화부(215)가 제어부(240)에 포함되어 구현되어도 본 발명이 적용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동작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1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상기 도 6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사용자의 디지털 방송 가입 요청이 있는지 체크한다(S210). 상기 요청은 디지털 방송에 대한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가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1키를 요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방송 수신기

(200)는 상기 제1키를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 송신기(100)에서 송신하는 방송 신호에 포함된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

립션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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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별도의 서버(예컨대, 가입자 관리 서버)에 상기 사용자의 디지털 방송

가입을 요청한다(S220). 이 때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가입자 정보를 상기 서버로 전송하며, 단문 메시지 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상기 가입자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상기 가입자 정보는 상기 사용자 정보와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에 구

비된 심 카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상기 서버가 상기 요청을 인증하여 제1키를 전송하면, 상기 제1키를 수신하여 저장한다

(S230).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사용자의 디지털 방송 수신 요청이 있는지 체크한다(S240). 사용자는 디지털 방송 수신을 위

해 미리 설정된 핫 키를 입력하거나 메뉴를 통해 디지털 방송 수신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핫 키는 디지털 방송 수신

기(200)에 구비된 키들 중 어느 하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도로 구비된 키가 될 수도 있다.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사용자의 디지털 방송 수신 요청이 있으면 디지털 방송 수신 모드로 동작 모드를 전환하고, 스

크램블 된 방송 신호를 수신한다(S250).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상기 방송 신호에 포함된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검출한다(S260). 이

때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상기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 중 해당 가입자 정보(즉, 디지털 방송 수

신기(200) 가입자 정보)에 해당되는 방송 시청 제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만 검출한다.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상기 검출된 시청 자격 정보 및 시청 제한 정보를 이용하여 컨트롤키를 생성한다(S270). 여기

서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가 상기 S270 과정에서 컨트롤키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하기 도 7에서 자세히 설명하

기로 한다.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상기 생성된 컨트롤키를 이용하여 스크램블 된 방송 신호를 디스크램블링 한다(S280).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상기 디스크램블 된 방송 신호를 출력한다(S290).

도 7은 도 6의 동작 과정에서 컨트롤키를 생성하는 과정을 상세히 나타낸 순서도이다. 즉, 도 7은 상기 도 6의 S270 과정

을 상세히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6 및 도 7를 참조하면,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상기 도 6의 S260 과정에서 상기 방송 신호에 포함된 방송 시청 제

한 정보 및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검출한 후, 미리 저장된 제1키를 이용하여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포함된 제2키 및 가입

자별 시청 자격 정보를 검출한다(S310). 상기 제1키는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 하기 위한 키이며, 상기 제2키는

방송 시청 제한 정보를 디크립션 하기 위한 키이다.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를 디크립션 하여 상기 제2키 및 가입자별 시청 자격 정보를 검출할

때 제1키가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한다(S320).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상기 제1키가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기 저장된 제1키를 갱신한다

(S330).

한편,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상기 방송 시청 자격 정보에 제1키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기 검출된 제2키를 이용하

여 방송 시청 제한 정보에 포함된 컨트롤키 및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를 검출한다(S340).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상기 검출된 가입자별 시청 자격 정보와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를 비교하여(S350), 상기

가입자별 시청 자격 정보와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체크한다(S360).

디지털 방송 수신기(200)는 상기 가입자별 시청 자격 정보와 방송 채널별 수신 자격 정보가 일치하면(즉, 정당한 가입자가

맞으면) 컨트롤키를 생성하고 리턴한다(S370).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

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 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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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스마트 카드를 구비한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대한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수신기가 단문 메시지와 스마트 카드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디지털 방송을 제한 수신할 수 있

도록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제한 수신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송신기의 블록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송신기의 동작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블록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블록 구성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동작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도 7은 도 6의 동작 과정에서 컨트롤키를 생성하는 과정을 상세히 나타낸 순서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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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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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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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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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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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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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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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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