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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셋톱 박스에서 안전 모듈(security module)이 분리된 오픈케이블 수신 시스템 및 시스템 진단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현재 정의된 오픈케이블용 디지털 케이블 셋톱의 POD 인터페이스에 셋톱 기능을 진단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추
가하여 케이블 헤드-엔드에서 각 가입자가 소유한 셋톱을 구별할 수 있는 ID 정보 및 모니터링한 동작 상태 정보를 실
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셋톱 문제 발생시 문제가 발생한 셋톱에 관한 진단 정보를 셋톱 제작 메이커와 
해당 가입자들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신속한 수리나 교체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
율적인 소비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1

색인어
오픈 케이블, 진단, POD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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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일반적인 디지털 케이블 셋톱 박스의 구성 블록도

도 2는 일반적인 오픈케이블 셋톱 박스의 구성 블록도

도 3은 도 2의 POD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스택의 예를 보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오픈케이블 셋톱 박스 진단 시스템의 구성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Diag_open_req() 오브젝트의 코딩 예를 보인 도면

도 6a는 Diag_open_cnf() 오브젝트의 코딩 예를 보인 도면

도 6b, 도 6c는 도 6a의 Diag_open_cnf() 오브젝트에서 미리 정의되는 Datatype_id값, length, Subsystem_id의 예
들을 보인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Diag_stat_req() 오브젝트의 코딩 예를 보인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Diag_stat_cnf() 오브젝트의 코딩 예를 보인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Diag_data_req() 오브젝트의 코딩 예를 보인 도면

도 10a는 본 발명에 따른 Diag_data_cnf() 오브젝트의 코딩 예를 보인 도면

도 10b는 도 10a의 Diag_data_cnf() 오브젝트에서 미리 정의되는 각 서브 시스템에 대한 상태들의 예를 보인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진단 방법의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셋톱 박스에서 안전 모듈(security module)이 분리된 오픈케이블 수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분리
된 안전 모듈이 케이블 셋톱의 동작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오픈 케이블 수신 시스템 및 시스
템 진단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상용 서비스를 위해 보급되고 있는 디지털 케이블 셋톱은 디지털 케이블용 프로그램을 보내주는 일종의 방송국인 
케이블 헤드-엔드와 연결되어 케이블 주파수 대역중 인-밴드 대역을 통해 A/V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하고 아웃 어브 
밴드(Out-Of-Band ; OOB) 대역을 통해 헤드-엔드와 양방향 통신을 하게 된다.

    
도 1은 일반적인 디지털 케이블 셋톱의 구성 블록도로서, 인-밴드를 통해 전송되는 A/V 방송 프로그램은 튜너(101),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복조기(102)를 거쳐 튜닝 및 복조된 후 한정 수신(Conditional Access) 
시스템(103)으로 출력된다. 그리고, OOB 수신기(107), OOB 프로토콜 처리부(108), OOB 송신기(109)로 구성된 O
OB 처리부는 OOB를 통해 채널 튜닝 및 프로그램 안내와 같은 데이터 정보를 전송받아 처리한다. 상기 CA 시스템(10
4)은 중앙처리 장치(CPU)(100)의 제어에 의해 상기 QAM 복조된 신호가 스크램블되어 있는 경우 디스크램블시켜 트
랜스포트(TP) 디멀티플렉서(104)로 출력하고, 상기 TP 디멀티플렉서(104)는 다중화되어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패
킷을 분리하여 각각 비디오 디코더(105)와 오디오 디코더(106)로 출력한다. 상기 비디오 디코더(105)는 비디오 패킷
에서 오버헤드(각종 헤더 정보, 스타트 코드등)를 제거하고, 순수한 데이터 정보를 가변 길이 디코딩(Variable Le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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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Decoding ; VLD)한 후 역양자화 과정, 역 이산 코사인 변환(IDCT),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 움직임 보상 과정을 거
쳐 원래 화면의 픽셀 값으로 복원하여 모니터로 출력한다. 그리고, 오디오 디코더(106)는 AC-3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오디오 패킷을 디코딩한 후 스피커로 출력한다.
    

또한, 헤드-엔드에서는 가입자를 관리하고 유료 TV(pay TV)나 페이퍼-뷰(paper-view)와 같은 유료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받아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정보들을 OOB를 통해 내려주어서 셋톱에서 프로그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가입자 관리 서버 시스템(server system)들이 케이블 네트워크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셋톱의 동작이 잘 되지 않는 경우 헤드-엔드에서 셋톱에게 진단(diagnostic)을 해보는 명령을 내
리면 셋톱은 자신의 진단 프로그램을 동작시켜 각 서브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고 이 결과를 OOB 처리부를 통해 
헤드-엔드에게 보고하면 헤드-엔드는 이 보고를 서버에서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들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셋톱은 표준이 정해져 있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품은 아니며 케이블 시스템 운영자(system operator 
; SO)와 제휴한 셋톱 메이커만이 주문을 받아 납품을 하는 클로우즈드 비즈니스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다 보니 케이블 
SO들이 미리 셋톱 주문을 내고 납품받아 재고로 갖고 있다가 가입자가 신청하면 그때 셋톱을 설치해야 하므로 케이블 
SO의 셋톱에 대한 재고부담이 상당히 많으며 셋톱 기능이 업그레이될 때 교체해 주어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
다.
    

그래서, 미국의 케이블 SO들은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픈 케이블이라고 하는 표준 규격을 제정하여 여러 소비자 제조업자들이 케이블 셋톱을 만들어 일반 소매(retail) 판
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도록 하여 케이블 SO들의 부담을 줄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오픈 케이블 세톱의 구성은 도 2와 같으며, 오픈 케이블의 개념은 기존 케이블 셋톱 내에 존재하던 CA 시스템을 포함
한 안전 모듈(이하, POD(Point Of Deployment) 모듈이라 칭함)을 셋톱으로부터 분리하고 셋톱과 POD 모듈간 표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여 이 POD I/F만 맞추면 누구나 셋톱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상기 셋톱을 VCR
처럼 직접 구입하도록 하고 케이블 SO는 가입자에게 POD 모듈만 주면 가입자는 상기 POD 모듈과 오픈케이블 셋톱을 
사용하여 각종 케이블 방송을 수신하게 된다.이때, 상기 POD 모듈에는 POD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상기 헤드엔
드 또는 방송국과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POD 인터페이스 포트(Interface port)를 포함하는데, POD 인터페이스 포
트에는 PCMCIA 카드 형태의 통신 모듈이 접속된다. 상기 POD 모듈은 인-밴드 대역을 통해 수신한 케이블 프로그램
의 스크램블을 풀어 다시 셋톱에게 출력한다. 또한, 셋톱에서 제공하는 OOB 송/수신기를 이용해 헤드-엔드와 통신을 
해서 헤드-엔드로부터 받은 명령을 해석한 후 데이터 채널 및 확장(extend) 채널을 통해 셋톱에 있는 CPU와 서로 통
신을 하면서 헤드-엔드가 지시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거나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들을 헤드-엔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
게 된다.
    

이때, 상기 POD 모듈과 셋톱간에 데이터 채널을 통해 통신하는 프로토콜은 도 3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도 3의 POD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스택에서 세션 층(session layer)까지는 모든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공통적
으로 사용되고, 리소스 층(resource layer)부터는 서로 다른 내용들을 지원하게 되며, 오브젝트(object)라고 하는 소
프트웨어 모듈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어플리케
이션이든지 상기 리소스들만 이용해 POD 모듈과 셋톱간의 통신을 하게 되므로 상기 리소스들의 정의가 상기 POD I/F
의 기능 확장성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 미국 오픈 케이블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는 리소스들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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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esource DVS064 파트B 오픈케이블
Resource Manager Yes Yes
MMI Yes Yes
Application info Yes Updated
Low Speed Communication Yes Updated
Conditional Access Support Yes Yes
Smart Card Reader Optional Optional
Copy Protection No Yes
Host Control-info Resource Yes Updated
Extend Channel Support No Yes
Generic IPPV Support No Yes
Specific Application Support No Yes

상기 표 1에서 보면, 현재 리소스들은 주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지원(support)하는 리소스들만 정의
가 되어 있으며, 셋톱 고장시 셋톱의 동작 상태 및 고장 부위 진단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리소스들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즉, 오픈 케이블 셋톱은 여러 메이커가 각자의 제품을 판매하고 각자 소비자 서비스를 하게 되므로 POD I/F에 진단기
능을 요구할 수 있는 리소스가 없는 경우 POD 모듈은 셋톱의 고장 여부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도 
POD 모듈과 셋톱 중에서 어느 쪽에 고장이 났는지 모르므로 애프터 서비스(A/S)를 케이블 OS에 신청해야 할지, 셋톱 
제조업자에게 신청해야할 지를 결정하는데 곤란을 겪을 수 있으며, 두 곳을 여러번 연락하거나 기기를 들고 방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소비자측에서 보면 케이블 셋톱이 고장났을 경우 A/S가 너무 힘들고 번거롭게 된다.
    

이와 같이 오픈 케이블 셋톱에서 헤드-엔드는 가입자 셋톱의 고장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없으므로 종래의 케이블 SO
들이 제공했던 소비자 서비스보다 매우 느리고 불편한 서비스를 받게 되어 경쟁관계에 있는 위성 방송이나 지상파 방송
에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POD 인터페이스를 위해 정의된 리소스에 
셋톱의 동작 상태를 체크해볼 수 있는 진단 리소스를 추가하여 케이블 헤드 엔드에서 POD 모듈을 통해 셋톱의 동작 상
태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오픈 케이블 수신 시스템 및 시스템 진단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셋톱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한 셋톱에 관한 진단 정보를 셋톱 제작 메이커들에게 네트
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분배하여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오픈 케이블 수신 시스템 및 시스템 진단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오픈케이블 수신 시스템의 셋톱 박스는 헤드 엔드(head end) 또는 
방송국으로부터 전송되는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디코딩하여 출력하는 주회로부; 상기 주회로부를 제어하고 POD
(Point Of Deployment)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통하여 상기 헤드 엔드 또는 방송국과 POD 인터페이스를 수행하며, 
상기 POD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의 리소스 레이어(Resource Layer) 상에 진단 리소스(diagnostic resource)를 구비
하여, 상기 주회로부의 고유 정보 또는 작동 상태를 진단하는 CPU; 상기 CPU의 POD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상
기 헤드엔드 또는 방송국과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POD 인터페이스 포트(Interface port)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상기 POD 인터페이스 포트에는 PCMCIA 카드 형태의 통신 모듈이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상기 진단 프로
그램은 주회로부의 상태 또는, 작동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진단을 헤드엔드 또는 방송국에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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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상기 진단 리소스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진단 요구 오브젝트(diagnostic request object)와 진단 확인 오브젝트
(diagnostic confirmation object)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상기 진단 요구 오브젝트는 시스템의 진단을 수행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헤드엔드 또는, 방송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상기 진단 확인 오브젝트는 프로세서
에서 수행된 진단 결과를 헤드엔드 또는, 방송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상기 리소스 레이어에는 리소스 매
니저(resource manager) 리소스, MMI 리소스, 어플리케이션 정보(application information) 리소스, 로우 스피드 
통신 리소스, 컨디셔널 억세스 지원(conditional access support) 리소스, 복제 방지(copy protection) 리소스, 호스
트 제어 정보(host control information) 리소스, 채널 지원(extended channel support) 리소스, IPPV 지원(gene
ric IPPV support) 리소스, 어플리케이션 지원(specific application support) 리소스, 그리고 진단 리소스(diagnos
tic resourc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상기 진단 리소스는 진단 요청 오브젝트(diagnostic open request ob
ject), 진단 확인 오브젝트(diagnostic confirmation request object), 진단 상태 오브젝트(diagnostic state reque
st object), 진단 상태 확인 오브젝트(diagnostic state confirmation request object), 진단 정보 요구 오브젝트(d
iagnostic data request object), 진단 정보 확인 오브젝트(diagnostic data confirmation request object)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상기 주회로부는 수신되는 방송을 튜닝하는 튜너와, 상기 튜너로부터 튜닝된 방송 신호를 복
조하는 복조기와, 상기 복조기에서 복조된 신호와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디멀티플렉
서와, 상기 디멀티플렉서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디코더와, 상기 튜너로부터 방송 정보를 수신하
는 OOB 수신기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튜너로 전송하는 OOB 송신기를 포함하여 구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상기 헤드엔드에서는 주기적으로 셋톱 박스의 동작 상태를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한 셋톱 박스에 
대한 진단 정보를 해당 셋톱 박스 제조 메이커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상기 진
단 리소스는 POD 인터페이스 모듈과 셋톱 박스가 서로 진단 데이터를 교환하는데 사용할 오브젝트를 미리 정의하고, 
가입자 셋톱 박스를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ID 정보 데이터 포맷을 결정하여, 전체 시스템을 체크할 기능 단위인 서브 
시스템으로 나누어 ID를 부여하고, 각 서브 시스템의 상태를 정의하여 각 서브 시스템의 상태 정보를 오브젝트의 데이
터로서 서로 교환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본 발명에 따른 오픈 케이블 수신 시스템의 POD 인터페이스 모듈은, 
디코딩된 신호를 수신하고 컨디셔널 억세스 키(CAK)에 따라 상기 수신된 신호를 디스크램블링(descrambling)하는 
한정 수신부(conditional access unit);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OOB 프로토콜 처리부
; 상기 OOB 프로토콜 처리부로부터 입/출력되는 신호와 상기 디코딩된 신호를 선택하는 디멀티플렉서; 그리고 상기 한
정 수신부를 제어하고 통신 프로토콜을 통하여 셋톱 박스와 POD 인터페이스를 수행하며, 상기 POD 인터페이스 프로
토콜의 리소스 레이어 상에 진단 리소스를 구비하여 상기 셋톱 박스의 고유 정보 또는, 작동 상태를 진단하는 CPU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상기 리소스 레이어에는 리소스 매니저(resource manager) 리소스, MMI 리
소스, 어플리케이션 정보(application information) 리소스, 로우 스피드 통신 리소스, 컨디셔널 억세스 지원(condit
ional access support) 리소스, 복제 방지(copy protection) 리소스, 호스트 제어 정보(host control information) 
리소스, 채널 지원(extended channel support) 리소스, IPPV 지원(generic IPPV support) 리소스, 어플리케이션 
지원(specific application support) 리소스, 그리고 진단 리소스(diagnostic resourc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본 발명에 따른 오픈 케이블 수신 시스템은 헤드 엔드 또는 방송국으로부터 수신되는 방송 신호를 디코딩하여 출
력하는 셋톱 박스; 한정 수신부를 갖고 상기 헤드 엔드 또는, 방송국으로부터 수신되는 방송 신호를 디스크램블링하며, 
상기 셋톱 박스 및 헤드 엔드와 쌍방향 통신을 수행하는 POD 모듈; 상기 셋톱 박스와 POD 모듈간을 인터페이싱하도록 
POD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구비하며, 상기 POD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은 리소스 레이어에 진단 리소스를 구비하여 헤
드 엔드 또는 방송국에서 상기 셋톱 박스의 고유 정보 또는 동작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POD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상기 셋톱 박스와 POD 모듈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구성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본 발명에 따른 오
픈 케이블 수신 시스템의 진단 방법은, 헤드 엔드 또는 방송국으로부터 셋톱 박스의 동작 상태 점검 명령에 따라 상기 
셋톱 박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단계; 상기 정보로부터 상기 셋톱 박스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진단 결과 이상이 있으면 상기 셋톱 박스의 각 회로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상기 정보를 요구하는 단계는 셋톱 박스와 관련된 ID 정보와 서브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상기 상세 정보 요구 단계는 셋톱 박스의 상태 정보를 주기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상기 상
세 정보를 셋톱 박스의 제조사나 가입자 관리 서버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잇점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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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오픈케이블 셋톱 박스의 구성 블록도로서, 현재 POD I/F를 위해 정의된 리소스들에 셋톱 동작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진단 리소스를 추가하여 케이블 헤드-엔드 또는 방송국에서 POD 모듈을 통해 셋톱의 동작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케이블 SO들이 가입자 셋톱의 관리 및 필요한 조치를 미리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셋톱에 문제가 발생하면 케이블 헤드 엔드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셋톱에 관한 진단 정보를 해당 셋톱 제작 메이커
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수리나 교체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POD I/F의 리소스 층에 진단이라고 하는 리소스를 추가한다.

    
그리고, POD 모듈과 셋톱이 서로 진단 데이터들을 교환하는데 사용할 오브젝트들을 정의한다.즉, 상기 진단 리소스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진단 요구 오브젝트(diagnostic request object)와 진단 확인 오브젝트(diagnostic confirmatio
n object)를 포함하는데, 상기 진단 요구 오브젝트는 시스템의 진단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헤드엔드 또는, 방송
국으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진단 확인 오브젝트는 프로세서에서 수행된 진단 결과를 헤드엔드 또는, 방송국으로 전송
한다.그리고, 제조회사명, 모델명, 시리얼 번호등 가입자 셋톱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ID 정보 데이터 포맷을 결정하
고, 전체 시스템을 체크할 기능 단위인 서브 시스템으로 나누어 ID를 부여하고, 각 서브 시스템의 상태들을 정의하여 
각 서브 시스템의 상태 정보를 오브젝트의 데이터로서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본 발명의 진단 리소스에 속한 오브젝트들의 일 예로서, 6개의 오브젝트로 규정한다.

Diag_open_req() POD 모듈 - 셋톱 : 진단 리소스 오픈 요구

Diag_open_cnf() POD 모듈 < - 셋톱 : 셋톱의 서브 시스템 구성정보 응답

Diag_stat_req() POD 모듈 - 셋톱 : 시스템 상태 요구

Diag_stat_cnf() POD 모듈 < - 셋톱 : 시스템 상태 이상 유무 응답

Diag_data_req() POD 모듈 - 셋톱 : 시스템 이상시 상세정보 요구

Diag_data_cnf() POD 모듈 < - 셋톱 : 문제있는 서브시스템 상태 응답

    
그리고, 각 오브젝트의 코딩 예를 도 5 내지 도 10에 도시하고 있다. 즉, 도 5는 진단 요청 오브젝트(diagnostic open 
request object)인 Diag_open_req() 오브젝트의 코딩 예이고, 도 6a는 진단 확인 오브젝트(diagnostic confirmati
on request object)인 Diag_open_cnf() 오브젝트의 코딩 예이며, 도 6b, 도 6c는 Diag_open_cnf() 오브젝트에서 미
리 정의되는 Datatype_id값, length, Subsystem_id의 예들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 7은 진단 상태 오브젝트(diagno
stic state request object)인 Diag_stat_req() 오브젝트, 도 8은 진단 상태 확인 오브젝트(diagnostic state confi
rmation request object)인 Diag_stat_cnf() 오브젝트, 도 9는 진단 정보 요구 오브젝트(diagnostic data request 
object)인 Diag_data_req() 오브젝트의 코딩 예를 보이고 있고, 도 10a는 Diag_data_cnf() 오브젝트 코딩 예, 도 1
0b는 진단 정보 확인 오브젝트(diagnostic data confirmation request object)인 Diag_data_cnf() 오브젝트에서 미
리 정의되는 각 서브 시스템에 대한 상태들의 예를 보이고 있다.
    

상기 도 5 내지 도 10은 하나의 실시예이며, 도 5내지 도 10에 나타낸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은 보다 넓고 다양
하게 응용될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은 도 5 내지 도 10에서 제시한 것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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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케이블 헤드-엔드와 POD 모듈, 그리고 셋톱간의 시스템 진단 과정을 보인 흐름도의 일 예이
다. 이때, 상기 POD 모듈은 셋톱에서 제공하는 OOB 송/수신기를 이용해 헤드-엔드와 통신을 해서 헤드-엔드로부터 
받은 명령을 해석한 후 데이터 채널 및 확장(extend) 채널을 통해 셋톱에 있는 CPU와 서로 통신을 하면서 헤드-엔드
가 지시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거나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들, 셋톱의 각 서브 시스템의 상태등을 헤드-엔드로 전달한다.

즉, 케이블 헤드-엔드에서는 셋톱 관련 각종 ID 정보 및 서브 시스템 구성에 대한 정보를 POD 모듈로 요구하면, POD 
모듈은 Diag_open_req() 오브젝트를 이용해 셋톱에게 진단 리소스 오픈을 요구한다. 그러면, 상기 셋톱은 미리 설정
된 입력 정보를 이용하여 POD 모듈의 요구 정보 즉, 셋톱의 서브 시스템 구성 정보를 Diag_open_cnf() 오브젝트를 이
용해 POD 모듈로 전송한다.

그리고 나서, 케이블 헤드-엔드에서는 주기적으로 POD 모듈에게 셋톱의 동작 상태를 체크해 보고하도록 OOB를 통해 
명령을 내린다.

상기 POD 모듈은 진단 명령을 받으면 POD I/F에 정의되어 있는 진단 리소스를 통해 셋톱의 동작 상태를 체크해 헤드
-엔드로 보고한다.

즉, 상기 POD 모듈은 진단 명령을 받으면 Diag_stat_req() 오브젝트를 이용해 셋톱에 시스템 상태가 어떤지를 요구하
고, 상기 셋톱은 주기적으로 셋톱의 동작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가 POD 모듈로부터 시스템 상태 요구가 있으면 Diag_
stat_cnf() 오브젝트를 이용해 시스템 상태를 POD 모듈로 전송한다. 상기 POD 모듈은 다시 상기 시스템 상태를 케이
블 헤드-엔드로 전송하고, 케이블 헤드-엔드에서는 전송된 정보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상태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

    
만일, 이상이 없다면 계속 주기적으로 셋톱의 동작 상태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다고 확인되면 이상이 있는 서브 시스템
의 상세한 상태 정보를 POD 모듈로 요구한다. 그러면, POD 모듈은 다시 Diag_data_req() 오브젝트를 이용해 이상이 
있는 서브 시스템의 상세 정보를 셋톱에게 요구한다. 상기 셋톱은 POD 모듈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Diag_data_cnf() 오
브젝트를 이용해 문제있는 서브 시스템의 상세 정보를 POD 모듈로 전송하고, POD 모듈은 이를 헤드-엔드로 다시 전
송한다.
    

상기 헤드-엔드에서는 셋톱의 동작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다가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POD 모듈로부터 받으면 보
고된 내용을 가입자 관리 서버에 등록 관리하고, 해당 셋톱 메이커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셋톱 ID 및 문제 
내용을 통보해준다.

    
이와 같이 오픈케이블 셋톱 박스에서도 이상 동작시 진단 리소스를 이용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고, 체크
된 내용을 헤드-엔드로 통신을 통해 전달을 하며, 헤드 엔드에서는 어떤 가입자의 셋톱이 고장났는지 그리고, 고장 원
인이 무엇인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POD 모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는 자체 A/S 요원을 해당 가입자에게 보내
고, 셋톱에서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셋톱 메이커와 해당 가입자에게 셋톱 ID 및 문
제 내용을 통보해줌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빠른 고객 서비스(고장조기통보, 수리, 교체등)를 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오픈 케이블 수신 시스템 및 시스템 진단 방법에 의하면, 현재 정의된 오픈케이블용 디
지털 케이블 셋톱의 POD 인터페이스에 셋톱 기능을 진단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추가하여 케이블 헤드-엔드에서 각 
가입자가 소유한 셋톱을 구별할 수 있는 ID 정보 및 모니터링한 동작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셋톱 문제 발생시 문제가 발생한 셋톱에 관한 진단 정보를 셋톱 제작 메이커와 해당 가입자들에게 네트워크를 통
해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신속한 수리나 교체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 서비스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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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로써, 위성과 같은 경쟁 미디어와의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해져
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헤드 엔드(head end) 또는 방송국으로부터 전송되는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디코딩하여 출력하는 주회로부;

상기 주회로부를 제어하고 POD(Point Of Deployment)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통하여 상기 헤드 엔드 또는 방송국과 
POD 인터페이스를 수행하며, 상기 POD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의 리소스 레이어(Resource Layer) 상에 진단 리소스(
diagnostic resource)를 구비하여, 상기 주회로부의 고유 정보 또는 작동 상태를 진단하는 CPU; 그리고

상기 CPU의 POD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상기 헤드엔드 또는 방송국과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POD 인터페이스 
포트(Interface port)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셋톱 박스.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POD 인터페이스 포트에는 PCMCIA 카드 형태의 통신 모듈이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
픈 케이블 셋톱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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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진단 프로그램은 주회로부의 상태 또는, 작동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진단을 헤드엔드 또는 방송국에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셋톱 박스.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진단 리소스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진단 요구 오브젝트(diagnostic request object)와 진단 확인 오브젝트(diag
nostic confirmation object)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셋톱 박스.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진단 요구 오브젝트는 시스템의 진단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헤드엔드 또는, 방송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셋톱 박스.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진단 확인 오브젝트는 프로세서에서 수행된 진단 결과를 헤드엔드 또는, 방송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셋톱 박스.

청구항 13.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레이어에는 리소스 매니저(resource manager) 리소스, MMI 리소스, 어플리케이션 정보(application i
nformation) 리소스, 로우 스피드 통신 리소스, 컨디셔널 억세스 지원(conditional access support) 리소스, 복제 방
지(copy protection) 리소스, 호스트 제어 정보(host control information) 리소스, 채널 지원(extended channel 
support) 리소스, IPPV 지원(generic IPPV support) 리소스, 어플리케이션 지원(specific application support) 리
소스, 그리고 진단 리소스(diagnostic resourc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셋톱 박스.
    

청구항 14.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진단 리소스는 진단 요청 오브젝트(diagnostic open request object), 진단 확인 오브젝트(diagnostic confirm
ation request object), 진단 상태 오브젝트(diagnostic state request object), 진단 상태 확인 오브젝트(diagnost
ic state confirmation request object), 진단 정보 요구 오브젝트(diagnostic data request object), 진단 정보 확
인 오브젝트(diagnostic data confirmation request object)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셋톱 박스.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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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주회로부는

수신되는 방송을 튜닝하는 튜너와,

상기 튜너로부터 튜닝된 방송 신호를 복조하는 복조기와,

상기 복조기에서 복조된 신호와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디멀티플렉서와,

상기 디멀티플렉서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디코더와,

상기 튜너로부터 방송 정보를 수신하는 OOB 수신기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튜너로 전송하는 OOB 송신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셋톱 박스.

청구항 16.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엔드에서는 주기적으로 셋톱 박스의 동작 상태를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한 셋톱 박스에 대
한 진단 정보를 해당 셋톱 박스 제조 메이커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
블 셋톱 박스.

청구항 17.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진단 리소스는 POD 인터페이스 모듈과 셋톱 박스가 서로 진단 데이터를 교환하는데 사용할 오
브젝트를 미리 정의하고, 가입자 셋톱 박스를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ID 정보 데이터 포맷을 결정하여, 전체 시스템을 
체크할 기능 단위인 서브 시스템으로 나누어 ID를 부여하고, 각 서브 시스템의 상태를 정의하여 각 서브 시스템의 상태 
정보를 오브젝트의 데이터로서 서로 교환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셋톱 박스.

청구항 18.

디코딩된 신호를 수신하고 컨디셔널 억세스 키(CAK)에 따라 상기 수신된 신호를 디스크램블링(descrambling)하는 
한정 수신부(conditional access unit);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OOB 프로토콜 처리부;

상기 OOB 프로토콜 처리부로부터 입/출력되는 신호와 상기 디코딩된 신호를 선택하는 디멀티플렉서; 그리고

상기 한정 수신부를 제어하고 통신 프로토콜을 통하여 셋톱 박스와 POD 인터페이스를 수행하며, 상기 POD 인터페이
스 프로토콜의 리소스 레이어 상에 진단 리소스를 구비하여 상기 셋톱 박스의 고유 정보 또는, 작동 상태를 진단하는 C
PU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시스템의 POD 인터페이스 모듈.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레이어에는 리소스 매니저(resource manager) 리소스, MMI 리소스, 어플리케이션 
정보(application information) 리소스, 로우 스피드 통신 리소스, 컨디셔널 억세스 지원(conditional access suppo
rt) 리소스, 복제 방지(copy protection) 리소스, 호스트 제어 정보(host control information) 리소스, 채널 지원(
extended channel support) 리소스, IPPV 지원(generic IPPV support) 리소스, 어플리케이션 지원(specific app
lication support) 리소스, 그리고 진단 리소스(diagnostic resourc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시
스템의 POD 인터페이스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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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헤드 엔드 또는 방송국으로부터 수신되는 방송 신호를 디코딩하여 출력하는 셋톱 박스;

한정 수신부를 갖고 상기 헤드 엔드 또는, 방송국으로부터 수신되는 방송 신호를 디스크램블링하며, 상기 셋톱 박스 및 
헤드 엔드와 쌍방향 통신을 수행하는 POD 모듈;

상기 셋톱 박스와 POD 모듈간을 인터페이싱하도록 POD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구비하며,

상기 POD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은 리소스 레이어에 진단 리소스를 구비하여 헤드 엔드 또는 방송국에서 상기 셋톱 박스
의 고유 정보 또는 동작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POD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시스템.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셋톱 박스와 POD 모듈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구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시스
템.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진단 리소스는 POD 모듈과 셋톱 박스가 서로 진단 데이터를 교환하는데 사용할 오브젝트를 
미리 정의하고, 가입자 셋톱 박스를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ID 정보 데이터 포맷을 결정하여, 전체 시스템을 체크할 기
능 단위인 서브 시스템으로 나누어 ID를 부여하고, 각 서브 시스템의 상태를 정의하여 각 서브 시스템의 상태 정보를 
오브젝터의 데이터로서 서로 교환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시스템.

청구항 23.

POD 모듈이 분리된 오픈 케이블 셋톱 박스의 진단 방법에 있어서,

헤드 엔드 또는 방송국으로부터 셋톱 박스의 동작 상태 점검 명령에 따라 상기 셋톱 박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단계
;

상기 정보로부터 상기 셋톱 박스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진단 결과 이상이 있으면 상기 셋톱 박스의 각 회로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셋톱 박스의 진단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를 요구하는 단계는 셋톱 박스와 관련된 ID 정보와 서브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셋톱 박스 진단 방법.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상세 정보 요구 단계는 셋톱 박스의 상태 정보를 주기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
픈 케이블 셋톱 박스 진단 방법.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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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상세 정보를 셋톱 박스의 제조사나 가입자 관리 서버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셋톱 박스 진단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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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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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도면 5

 - 14 -



등록특허 10-0351817

 
도면 6a

도면 6b

도면 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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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도면 8

도면 9

도면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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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b

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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