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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 및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헤드엔드의 방송 신호와 양방향 서비스 정보를 수신하고,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

하는 미들웨어(121)가 탑재된 호스트, 및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키지 신청 및 해지에 관한 메시지를 암호화된 키를 이

용해 해당 패키지를 구성하는 채널이 시청/시청 불가 되도록 하는 제한 수신 모듈, 패키지 구성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호스트 또는 제한 수신 모듈로 전송하고, 유료 채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제한 수신 모듈로 전

송하고 제한 수신 모듈의 요청시 가입자의 암호화된 키를 전송하는 헤드엔드를 포함함으로써, 가입자는 TV를 시청하

면서 원격으로 유료 패키지 서비스를 신청 및 해지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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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색인어

디지털 케이블 방송, 호스트, 헤드엔드, 제한 수신 모듈, 패키지 서비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디지털 케이블 TV 방송 시스템의 구성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제1 실시예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방법에서 호스트로 패키지 구성 

정보가 전송될 경우의 패키지 서비스 신청 및 해지 절차를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제2 실시예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방법에서 제한 수신 모듈로 패키

지 구성 정보가 전송될 경우의 패키지 서비스 신청 및 해지 절차를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호스트와 제한 수신 모듈간의 리소스 사용 절차를 도시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유료 패

키지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의 원격 신청/해지가 가능한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일반적인 디지털 케이블 TV 방송 시스템의 구성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 케이블 TV 방송 시스템은 헤드엔드(10), 호스트(20), 제한 수신모듈(30), TV(40)를

포함하고 있다.

헤드엔드(10)는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의 인코더 시스템, 가입자 관리 시스템, 제한 수신 시스템, 양방향 서비스를 제

공하는 응용 서버와, 이러한 정보들을 방송신호로 구성하는 시스템을 포괄한다.

호스트(20)는 헤드엔드(10)로부터 방송 신호 및 양방향 서비스를 수신한다. 이때, 헤드엔드(10)와 호스트(20) 사이에

는 방송 신호를 전송하는 대역 내 채널 망(N1), 부가 정보 및 양방향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역 외 채널 망(N

2)이 있다.

제한 수신모듈(30)은 호스트(20)로 대역 외 채널 망(N2)을 통해 수신된 데이터 및, 제한 수신 데이터를 분석한다. TV

(40)는 사용자가 호스트(20)의 응용 프로그램 및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한다.

위에서, 제한 수신모듈(30)은 유료 서비스를 시청하기 위해 호스트(20)에 삽입되기도 한다. 제한 수신모듈(30)이 호

스트(20)와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면 케이블 방송 사업자는 EAS(Emergency Alert System), 대화식(intera

ctive) 프로 그램 가이드, IPPV(Impulse Pay Per View), VOD(Video On Demand), 대화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패키지 서비스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채널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패키지 

서비스는 시청률이 저조한 채널을 패키지에 추가하여 판매함으로써 유료 서비스의 수익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케이

블 방송 사업자는 유료 방송으로 패키지 서비스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패키지 서비스 제공 방법은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사업 관점에 따라 패키지 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유료 서비스로 제공

될 경우에, 제한 수신 모듈(30)이 호스트(20)에 삽입되어야만 패키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패키지 서비스를 무료의 부가 서비스 정보로 제공할 경우에, 패키지 정보의 수신은 호

스트(20)로 전송되어 제한 수신 모듈(30)이 호스트(20)에 삽입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한다

.

참고로, 오픈 케이블(Open cable) 규격 중에서 유료 서비스에 관해 IPPV 제너릭 서포트(Generic Support)를 제공하

여 제한 수신 모듈은 헤드엔드에서 어떠한 메시지 포맷에 의해 전송한 메시지라도 수신하여 분석한다.

호스트는 제한 수신 모듈에서 분석한 메시지를 읽어들여 TV 화면을 통해 가입자의 구매 의사가 확인되면, 원격으로 

가입자가 IPPV 프로그램의 구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패키지 서비스의 경우에, 케이블 방송 사업자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원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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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패키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해 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패키지 서비스 정보를 호스트로 전송하더라도 호스트와 제한 수신 모듈 간에 패키지 서비스 정보를 요청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지만, 제한 수신 모듈이 헤드엔드의 제한 수신 시스템으로부터 암호화된 키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를 

가입자가 원격에서 신청 및 해지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의 특

징은,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여 방송신호로 구성하는 헤드엔드부; 상기 헤드엔드부의 방송 신호와 양방향 서비스 정보

를 수신하고,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호스트; 대역내 채널 또는 대역외 채널로

수신된 데이터 및 제한 수신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기 데이터 중에서 패키지 신청 및 해지에 관한 메시지를 암호화된 

키를 이용해 해당 패키지를 구성하는 채널이 시청/시청불가 되도록 하는 제한 수신 모듈; 상기 패키지 관련된 정보를 

패키지 구성 정보로 구성하여 이를 상기 호스트 또는 제한 수신 모듈로 전송하고, 가입자가 신청한 패키지 서비스 정

보를 기록하여 과금 정보로 이 용하는 운영 관리부; 및 상기 운영 관리부를 이용하여 각 채널별 유료 채널에 대한 자

격 제어 메시지(Entitlement Control Message, ECM)와 자격관리 메시지(Entitlement Management Message, EM

M)를 생성하여 상기 헤드엔드부를 통해 상기 제한 수신 모듈로 전송하고, 상기 제한 수신 모듈의 요청시 가입자의 암

호화된 키를 전송하는 제한 수신부를 포함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방법의 특징은, a) 헤드엔드는 패키지 관련된 정

보를 패키지 구성 정보로 정의하고, 상기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 정보와 상기 패

키지 구성 정보를 전송 프로토콜 규격에 맞도록 구성하여 호스트로 전송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에서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과 패키지 구성 정보를 전송받은 호스트는 상기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

위에 패키지 구성 정보를 읽어 들이는 단계; c) 상기 b) 단계를 통해 가입자가 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를 시청하고 패

키지 신청/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 수신 모듈이 자격 관리 메시지를 복호화하기 위한 암호화된 키를 헤드엔드

로 요청하는 단계; 및 d) 상기 c) 단계의 요청에 따라 헤드엔드는 해당 가입자의 암호화된 키를 상기 제한 수신 모듈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가입자의 패키지 서비스의 신청/해지에 대한 채널 시청/채널 시청 불가가 수행되도록 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방법의 또 다른 특징은, a) 헤드엔드는 패키지 관련된 

정보를 패키지 구성 정보로 정의하고, 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규격에 맞도록 구성하여 제한 

수신 모 듈로 전송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를 통해 제한 수신 모듈은 패키지 구성 정보를 필터링하고, 호스트와 인

터페이스 하여 호스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를 호스트로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b) 단계를 통해 가입자가 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를 시청하고 패키지 신청/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

수신 모듈이 자격 관리 메시지를 복호화하기 위한 암호화된 키를 헤드엔드로 요청하는 단계; 및 d) 상기 c) 단계의 요

청에 따라 헤드엔드는 해당 가입자의 암호화된 키를 상기 제한 수신 모듈로 전송함으로써, 가입자의 패키지 서비스의

신청/해지에 대한 채널 시청/채널 시청 불가가 수행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시스템은, 헤드엔드부(110), 호스트(120), 제한 수신 모듈(130), 

운영 관리부(140), 제한 수신부(150)를 포함하고 있다.

도 2에서 헤드엔드부(110), 호스트(120), 제한 수신 모듈(130)은 도 1에서 기술된 내용과 중복되는 설명을 이하 생략

하고, 한편, 참조부호 I1은 제한 수신 모듈과 호스트간의 인터페이스, 참조 부호 I2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다.

또한, 헤드엔드부(110), 운영관리부(140), 제한 수신부(150)는 헤드엔드를 기능상 3부분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운영 관리부(140)는 패키지 관련 정보를 패키지 구성 정보를 정의하고, 이 패키지 구성 정보를 호스트(120), 또는 제

한 수신 모듈(130)로 전송한다. 그리고 운영 관리부(140)는 가입자가 신청한 유료 서비스 정보, 예를 들어 패키지 서

비스 신청 및 해지 정보를 기록하여 과금 정보로 활용한다.

이때, 패키지 구성 정보는 패키지 명, 패키지 ID, 패키지 타입, 가격, 서비스 기간, 패키지를 구성하는 채널 또는 프로

그램 번호, 패키지를 구성하는 채널 또는 프로그램 명과 같은 정보들로 구성된다.

제한 수신부(150)는 운영 관리부(140)를 이용하여 각 채널별 유료 채널에 대한 자격 제어 메시지(ECM)와 자격 관리 

메시지(EMM)를 생성하고, 이 메시지들을 헤드엔드부(110)를 통해 대역내 채널과 대역외 채널을 이용하여 제한 수신

모듈(130)로 전송한다.

대역내 채널로 전송된 방송 신호와 대역외 채널로 전송된 부가 정보는 미들웨어(121)가 탑재된 호스트(120)로 전송

되므로, 가입자는 텔레비전과 같은 외부 장치(160)에 의해 방송신호의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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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방송인 경우에, 스크램블링된 방송신호가 호스트(120)로 전송되므로 제한 수신 모듈(130)은 스크램블링된 방송

신호를 해석하기 위해 제한 수신부(150)로 암호화된 키를 요구한다.

제한 수신부(150)는 제한 수신 모듈(130)의 암호화된 키의 요청에 의해 해당 가입자의 암호화된 키를 제한 수신 모듈

(130)로 전송해준다.

이때, 서비스 정보(Service Information, SI) 및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관점에 따라 전송된 데이터를 필터링하기 우해

호스트(120)와 제한 수신 모듈(130)은 인터페이스 되어야 한다.

위에서, 운영 관리부(140)에서 정의된 패키지 구성 정보는 패키지 서비스를 위한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오픈

케이블의 데이터 방송 규격인 OCAP(Open Cable Application Platform)의 전송 프로토콜 중 SCTE DVS 161r2(AT

SC DATA Broadcast Standard A/90)에 정의된 프로토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자의 호스트(120)로 전송된

다.

또는, 패키지 구성 정보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메시지 포맷을 정의하여 제한 수신 모듈(130)로 전송되고, 이때 패키

지 응용 프로그램은 호스트(120)의 미들웨어(121)에서 실행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의 동작을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제1 실시예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방법에서 호스트로 패키지 구성 

정보가 전송될 경우의 패키지 서비스 신청 및 해지 절차를 도시한 것이다.

도 3에 나타나 있듯이, 운영관리부(140)가 패키지 구성 정보를 호스트(120)로 전송하는 경우에, 운영 관리부(140)는 

디지털 케이블 TV 방송의 미들웨어(121) 규격인 OCAP의 전송 프로토콜에 맞게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패키지

응용 프 로그램과 함께 패키지 구성 정보를 호스트(120)로 전송한다.

가입자와 호스트(120)는 정보 요청 및 전달을 통해 가입자의 외부장치(160), 즉 TV 화면 위에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

을 실행하고, 그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 위에 패키지 정보를 읽어들여 원하는 패키지를 신청 또는 해지한다.

이때, 운영 관리부(140)가 패키지 서비스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과 패키지 구성 정보를 전송하는 시점은,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패키지 구성 정보보다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하여 호스트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저장한 후에, 패키지 구성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 호스트로부터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다,

그런데,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하지 않는다면, 운영 관리부(140)는 호

스트(120)의 전원이 켜질 때마다 패키지 구성 정보를 포함하는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호스트(120)로 전송한다.

즉, 어떠한 방법을 통해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패키지 구성 정보와 응용 프로그램을 전송하더라도 호스트(120)는 가

입자의 TV 화면에 다운받는 정보를 네비게이션하여 해당 패키지를 선택하거나 해지되도록 한다.

위에서, 가입자가 패키지 구성 정보를 선택하게 되면, 유료 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는 자격 관리 메시지(EMM)를 복호

화하기 위해 제한 수신 모듈(130)은 제한 수신부(150)로 암호화된 키를 요청한다.

가입자가 패키지 서비스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패키지가 이미 가입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인지를 확인

한다. 즉, 제한 수신 모듈(130)이 해지를 선택한 패키지에 대한 암호화된 키를 저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

한다.

이때, 제한 수신 모듈(130)이 암호화된 키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 이 암호화된 키를 만료시키기 위한 암호화 키를 

제한 수신부(150)로 요청한다.

제한 수신부(150)는 제한 수신 모듈(130)이 신청한 가입자의 암호화 키를 대역외 채널로 전송한다.

따라서 제한 수신 모듈(130)은 제한 수신부(150)로부터 암호화 키를 전송받아 해당 패키지를 복호화할 수 있는 서비

스 기간을 만료시키고 패키지를 구성하는 채널의 시청을 방지한다.

그런데, 가입자가 패키지 서비스의 신청을 요청한 경우에, 제한 수신 모듈(130)과 제한 수신부(150)는 가입자의 암호

화된 키를 송수신하고, 제한 수신 모듈(130)은 패키지 서비스 정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EMM을 복호화한다.

그 후, 제한 수신 모듈(130)은 채널을 암호화하고 있는 키를 얻어내어 최종적으로 대역내 채널로 전송되는 CW(Cont

rol Word)을 암호화하고 있는 채널 키를 복호화하여 CW를 얻는다.

따라서 제한 수신 모듈(130)은 호스트(120)로 전송되는 CW가 삽입된 스크램블링된 방송신호를 해석하여 가입자가 

패키지를 구성하는 채널을 시청하도록 한다.

또한, 제한 수신 모듈(130)은 패키지 번호의 구매 내역을 기록하고, 추후 운영관리부(140)가 과금 정산시 제한 수신 

모듈(130)에 저장되어 있는 패키지 구매 내역을 활용하도록 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제2 실시예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 스 관리 방법에서 제한 수신 모듈로 패키

지 구성 정보가 전송될 경우의 패키지 서비스 신청 및 해지 절차를 도시한 것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운영 관리부(140)가 패키지 구성 정보를 제한 수신 모듈(130)로 전송하는 경우에, 운영 관

리부(140)는 패키지 구성 정보를 디지털 케이블 TV 방송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규격에 맞도록 구성하여 제한 수신 

모듈(130)로 전송한다.

이렇게 제한 수신 모듈(130)로 전송된 패키지 구성 정보는 필터링 되고, 호스트(120)의 미들웨어(121)에서 실행되고

있는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가입자에게 디스플레이 된다.

이때, 제한 수신 모듈(130)과 호스트(120)간의 인터페이스 규정은 오픈 케이블 규격의 호스트/제한 수신 모듈 인터페

이스 규격인 OC-SP-HOSTPOD-IF-I10-020524의 SAS를 위한 리소스를 사용하여 응용 대상에 패키지 구성 정보

를 캡슐화하여 호스트와 제한 수신 모듈간의 통신을 지원하도록 한다.

도 5는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호스트와 제한 수신 모듈간의 리소스 사용 절차를 도시한 것이다.

도 5에 나타나 있듯이, SAS를 사용한 호스트와 제한 수신 모듈간의 통신 방법은 호스트와 제한 수신 모듈간 Open_S

ession_Request/Open_Session_Response(S1)에 의해 세션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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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호스트와 제한 수신 모듈이 Sas_Connect_Rqst/Sas_Connect_Cnf(S2)에 이해 연결되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S3(Sas_Data_Rqst/Sas_Data_Av/Sas_Data_Cnf)에서 확인한다.

S3을 통해 호스트와 제한 수신 모듈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 경우에, 헤드엔드에서 전송되는 패키지

구성 정보를 호스트가 제한 수신 모듈로부터 질의(Sas_Sever_Query/Sas_Sever_Reply)하게 된다.(S4)

이때, 호스트가 제한 수신 모듈로부터 질의해 온 패키지 구성 정보는 호스트(120)의 미들웨어(121)에서 실행되는 응

용 프로그램에 의해 가입자에게 디스플레이 된다.

가입자는 TV 화면을 통해 원하는 패키지 서비스의 신청/해지를 도 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행한다.

상기 도면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단지 본 발명의 예시적인 것으로서,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

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은 미들웨어(121)가 탑재된 양방향 

터미널을 보유한 가입자는 TV를 시청하면서 원격으로 유료 패키지 서비스를 신청 및 해지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

이 증대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여 방송신호로 구성하는 헤드엔드부;

상기 헤드엔드부의 방송 신호와 양방향 서비스 정보를 수신하고,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

을 실행하는 호스트;

대역내 채널 또는 대역외 채널로 수신된 데이터 및 제한 수신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기 데이터 중에서 패키지 신청 및

해지에 관한 메시지를 암호화된 키를 이용해 해당 패키지를 구성하는 채널이 시청/시청불가 되도록 하는 제한 수신 

모듈;

상기 패키지 관련된 정보를 패키지 구성 정보로 구성하여 이를 상기 호스트 또는 제한 수신 모듈로 전송하고, 가입자

가 신청한 패키지 서비스 정보를 기록하여 과금 정보로 이용하는 운영 관리부; 및

상기 운영 관리부를 이용하여 각 채널별 유료 채널에 대한 자격 제어 메시지(Entitlement Control Message, ECM)와

자격관리 메시지(Entitlement Management Message, EMM)를 생성하여 상기 헤드엔드부를 통해 상기 제한 수신 

모듈로 전송하고, 상기 제한 수신 모듈의 요청시 가입자의 암호화된 키를 전송하는 제한 수신부

를 포함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는 상기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미들웨어가 탑재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운영관리부는,

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를 패키지 명, 패키지 ID, 패키지 타입, 가격, 서비스 기간, 패키지를 구성하는 채널 또는 프로그

램 번호, 패키지를 구성하는 채널 또는 프로그램 명과 같은 정보들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

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는 방송신호의 시청이 가능한 외부장치와 연결되어 있어 외부장치의 화면상에 상기 패키지 응용 프로그

램을 실행하고, 상기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 위에 패키지 정보를 읽어 들여 가입자가 원하는 패키지를 신청/해지할 수

도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운영 관리부는,

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를 호스트로 전송하는 경우에, 상기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도 함께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운영관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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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를 호스트로 전송하는 경우에, 상기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패키지 구성 정보보다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하여 상기 호스트에 상기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저장한 후에, 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의 변경시 상기 호스

트에 저장해 둔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읽어 들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운영 관리부는,

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를 호스트로 전송하는 경우에, 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를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보다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하여 상기 호스트의 전원이 켜질 때마다 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를 포함하는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호스트

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운영 관리부는, 대역내 채널로 AIT(Application Information Table)를 상기 호스트로 전송하거나, 대역외 채널

로 서비스 정보(Service Information)의 기술자에 XAIT를 구성하여 최근 갱신된 패키지 서비스를 위한 응용 프로그

램 시그널 링을 통해 갱신된 패키지 구성 정보를 호스트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운영 관리부는,

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를 제한 수신 모듈로 전송하는 경우에, 상기 제한 수신 모듈은 패키지 구성 정보를 필터링하여 

상기 호스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

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 수신 모듈과 호스트는 SAS(Specific Application Support) 리소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 수신 모듈은 가입자가 패키지 서비스 정보를 시청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상기 EMM의 복호화를 위한 암호

화된 키를 상기 제한 수신부로 요청하고, 상기 제한 수신부는 상기 제한 수신 모듈의 요청에 의해 가입자가 신청한 암

호화된 키를 대역외 채널을 통해 상기 제한 수신 모듈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

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 수신 모듈은 가입자가 패키지 서비스 정보의 시청을 신청한 경우에, 상기 제한수신부로부터 암호화된 키를

전송받아 상기 EMM을 복호화하고, CW(Control Word)가 삽입된 스크램블링된 방송신호를 해석하여 가입자가 시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 수신 모듈은 가입자가 패키지 서비스 정보의 시청을 해지한 경우에, 상기 제한 수신부로부터 암호화된 키

를 전송받아 해당 패키지를 복호화할 수 있는 기간을 만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

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 수신 모듈은, 패키지 번호에 대한 패키지 구매 내역을 저장하여 상기 운영 관리부의 과금 정산시 상기 패키

지 구매 내역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15.
a) 헤드엔드는 패키지 관련된 정보를 패키지 구성 정보로 정의하고, 상기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 정보와 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를 전송 프로토콜 규격에 맞도록 구성하여 호스트로 전송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에서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과 패키지 구성 정보를 전송받은 호스트는 상기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 위에 패키지 구성 정보를 읽어 들이는 단계;

c) 상기 b) 단계를 통해 가입자가 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를 시청하고 패키지 신청/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 수신

모듈이 자격 관리 메시지를 복호화하기 위한 암호화된 키를 헤드엔드로 요청하는 단계; 및

d) 상기 c) 단계의 요청에 따라 헤드엔드는 해당 가입자의 암호화된 키를 상기 제한 수신 모듈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가입자의 패키지 서비스의 신청/해지에 대한 채널 시청/채널 시청 불가가 수행되도록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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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a) 단계에서 상기 헤드엔드가 패키지 구성 정보를 호스트로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패키지 구성 정보보다 우선순위가 높게 설정된 경우에, 상기 호스트는 상기 응용 프로

그램을 저장한 후에 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가 변경되면 저장해 둔 상기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읽어 들이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헤드엔드가 패키지 구성 정보를 호스트로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가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보다 우선순위가 높게 설정된 경우에, 상기 헤드엔드는 호스트의 전원

이 켜질 때마다 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를 포함하는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호스트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엔드가 패키지 구성 정보를 포함하는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호스트로 전송하는 경우에, 대역내 채널로 AI

T(Application Information Table)를 상기 호스트로 전송하거나, 대역외 채널로 서비스 정보(Service Information)

의 기술자에 XAIT를 구성하여 최근 갱신된 패키지 서비스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 시그널링을 통해 갱신된 패키지 구

성 정보를 호스트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방법.

청구항 19.
a) 헤드엔드는 패키지 관련된 정보를 패키지 구성 정보로 정의하고, 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규격에 맞도록 구성하여 제한 수신 모듈로 전송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를 통해 제한 수신 모듈은 패키지 구성 정보를 필터링하고, 호스트와 인터페이스 하여 호스트에서 실

행되고 있는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를 호스트로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b) 단계를 통해 가입자가 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를 시청하고 패키지 신청/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 수신

모듈이 자격 관리 메시지를 복호화하기 위한 암호화된 키를 헤드엔드로 요청하는 단계; 및

d) 상기 c) 단계의 요청에 따라 헤드엔드는 해당 가입자의 암호화된 키를 상기 제한 수신 모듈로 전송함으로써, 가입

자의 패키지 서비스의 신청/해지에 대한 채널 시청/채널 시청 불가가 수행되도록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제한 수신 모듈과 호스트가 인터페이스 하는 단계는,

SAS(Specific Application Support) 리소스를 사용하여 호스트와 제한 수신 모듈간의 통신을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제한 수신 모듈과 호스트가 인터페이스 하는 단계는,

가) 상기 제한 수신 모듈과 호스트 사이에 세션(Session)이 형성된 후에 상호 연결되면, 데이터 처리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나) 상기 가) 단계에서 데이터 처리 준비가 완료된 경우에 상기 헤드엔드에서 전송되는 패키지 구성 정보를 상기 호스

트가 상기 제한 수신 모듈로부터 질의하는 단계; 및

다) 상기 나) 단계의 호스트로부터의 질의에 의해 상기 제한 수신 모듈은 패키지 구성 정보를 상기 호스트에서 실행되

는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으로 건네주어 가입자가 패키지 구성 정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방법.

청구항 22.
제15항 또는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패키지 구성 정보를 정의하는 단계는,

상기 패키지 구성 정보가 패키지 명, 패키지 ID, 패키지 타입, 가격, 서비스 시간, 패키지를 구성하는 채널 또는 프로그

램 번호, 패키지를 구성하는 채널 또는 프로그램 명과 같은 정보들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

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방법.

청구항 23.
제15항 또는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호스트는 상기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는,

상기 호스트와 연결된 외부 장치의 화면 상에 상기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가입자가 패키지 구성 정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방법.

청구항 24.
제15항 또는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에서 제한 수신 모듈은 패키지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의 구매 내역을 저장하여 과금 정산시 이용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방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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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 또는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에서 가입자가 패키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단계는,

상기 제한 수신 모듈이 헤드엔드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된 키를 이용해 자격 관리 메시지를 복호화하고, 암호화되어 

있는 패키지를 구성하는 채널의 스크램블링된 방송신호를 해석하여 가입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방법.

청구항 26.
제15항 또는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에서 가입자가 패키지 서비스를 해지하는 단계는,

상기 제한 수신 모듈이 헤드엔드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된 키를 이용해 해당 패키지를 복호화할 수 있는 서비스 기간

을 만료시켜 패키지를 구성하는 채널의 시청을 불가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

송에서의 패키지 서비스 관리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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