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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PVR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암호화된 유료 디지털 케이블 방송 채널 2이상에 대해 시청 및 녹화를 동시에 가능하

게 하는 오픈 케이블 PVR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암호화된 하나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 채널을 시청함과 동시에

원하는 다른 암호화된 채널을 트랜스포트 스트림 형태로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시청중인 채널이 종료되었는

지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시청중인 채널이 종료된 경우 상기 저장된 암호화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암호를 풀어 클리어

스트림 형태로 저장매체에 재저장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오픈 케이블 PVR에서 한 채널 시청과 동시에 다른 채널 녹화를 가

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PVR, POD, open cable, CAS, MPEG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디지털 케이블 PVR을 나타낸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오픈 케이블 PVR을 나타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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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 내지 3b는 본 발명에 따른 PVR의 동작 방법을 나타낸 플로우 차트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203 : Triple demux 204 : POD I/F chip

205 : POD 206 : MPEG-2 및 AC-3 decoder

207 : HDD 제어기 208 : HDD

209 : CPU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오픈 케이블 PVR 수신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암호화된 디지털 케이블 방송 2채널에 대한 시청 및 녹음 기능

을 지원하는 오픈 케이블 PVR 수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업체별 독자 방식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이 실시되고 있어 공개 경쟁 시장이 아닌 독과점 시장으로 형성되

고 있다. 이러한 독과점 시장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 방식이며 소매점에서 구입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케이블 표

준인 오픈 케이블(open cable) 규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도 디지털 케이블 표준 방식을 오픈 케이블 방식으로 결정하였으며,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도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다양한 디지털 방송들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고급 제품들이 공급되고 있으며, 특히 하드 디스크(Hard disk)를 내장한

PVR(Personal Video Recoder) 기능은 고급 가전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상기 PVR 제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한 방송을 보면서 동시에 다른 채널을 녹화하는 기능인 시

청 및 녹화(Watch ＆ Record) 기능은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디지털 방송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차별화가 가장 많이 나

타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도 1은 종래 업체별 독자 방식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는 디지털 케이블 PVR 수신 장치의 구성도를 나타낸 도면이

다.

도 1과 같이, 입력된 케이블 신호는 두 개로 분리되어 Tuner0(1)와 Tuner1(2)으로 입력된다. 이 때, 사용자가 현재 방송

을 보고자 하는 채널은 상기 Tuner0(1)을 통해 튜닝(tuning)되고, 녹화하려고 하는 채널은 Tuner1(2)을 통해 튜닝된다.

상기 Tuner0(1)와 tuner1(2)에서 채널이 튜닝되면 각각의 QAM demodulator를 거쳐 TS(Trasnport Stream)형태로 출

력된다. 이 때, 유료 채널인 경우 암호화가 걸려 있으며, 이러한 암호화는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module(3)

을 통해 암호화가 풀린 clear stream으로 출력되게 된다.

상기 내장된 CAS module(3)의 경우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descramble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CAS module(3)을 통과

한 두 채널은 모두 암호화가 풀린 clear stream으로 출력되게 된다.

때문에, 이 중 보고자 하는 채널은 triple demux(4)를 통해 MPEG-2 및 AC-3 decoder(5)로 출력되어 디코딩(decoding)

된 후 AV출력을 통해 출력되어 사용자가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녹화하고자 하는 나머지 1채널에 대한 clear stream은 triple demux(4) 및 HDD 제어기(6)를 통해 HDD(Hard

Disk Drive)(7)에 기록된다. 이렇게 HDD(7)에 기록될 때는 clear stream에 time stamp를 붙여 기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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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clear stream에 time stamp를 붙여 기록함으로써, HDD(7)로부터 읽어내 재생하거나 트릭 플레이(trick play)시 상

기 time stamp를 활용하므로 시청 및 녹화(watch ＆ record)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CAS module(3)이 내장된 PVR 수신 장치는 공개 경쟁 시장이 아닌 일부 업체의 독과점 공급 시장이 되어

버리고, 미국 및 한국에서 표준으로 정한 오픈 케이블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오픈 케이블에서 암호화를 푸는 POD(Point Of Deployment) module을 사용할 경우, 상기 POD module은 한

번에 1채널밖에는 암호화를 풀지 못해 유료 채널 2개 이상에 대해서는 시청 및 녹화할 수 있는 오픈 케이블 PVR STB(Set

Top Box)를 구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오픈 케이블 PVR STB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녹화시에 암호화된 TS 형태로 HDD에 저장해두었다가 나중에

재생할 때 암호화를 푸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CAS를 풀기 위해서는 POD가 Head-end로부터 암호 해독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해독하게 되는데, 이 정보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래서, HDD에 암호화된채로 기록해두었다가

상당 시간 후 재생시켰을때는 암호 해독 정보가 바뀌어 기록된 방송을 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위성 및 지상파와의 디지털 경쟁 시대에서 고급 기능인 open cable 수신 장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케이블 사업자들이 경쟁에서 자리를 잃게 되어, 케이블 산업이 위축되고, 미국과 한국 공히 가장 많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디지털 TV로의 전환도 늦어지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미국과 한국의 디지털 케이블

표준인 오픈 케이블 규격을 준수하면서 PVR의 중요 기능인 시청 및 녹화(watch ＆ record) 기능을 원활히 지원하는 수단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오픈 케이블 PVR은 사용자가 시청하고자 하는 하나의 암호화된 채널이

입력되는 제 1 튜너와, 사용자가 녹화하고자 하는 다른 암호화된 채널이 입력되는 제 2 튜너와, 상기 튜닝된 채널이 암호화

된채로 각각 트랜스포트 스트림 형태로 변환되는 디모듈레이터와, 상기 암호화되어 있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암호를 풀

어 클리어 스트림으로 변환되는 POD 모듈과, 상기 암호화되어 있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중 녹화하고자 하는 트랜스포트 스

트림 및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이 상기 POD 모듈에서 변환된 클리어 스트림을 저장하는 저장매체와, 상기 클리어 스트림

을 디코딩하여 AV출력하는 MPEG-2 및 AC-3 디코더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저장매체는 HDD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오픈 케이블 PVR의 동작 방법은, 암호화된 하나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 채널을 시청함과 동시에 원하

는 다른 암호화된 채널을 트랜스포트 스트림 형태로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시청중인 채널이 종료되었는지 판

단하는 단계와, 상기 시청중인 채널이 종료된 경우 상기 저장된 암호화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암호를 풀어 클리어 스트림

형태로 저장매체에 재저장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하나의 암호화된 디지털 방송 채널을 시청하는 단계는, 튜너를 통해 상기 방송 채널을 입력 받는 단계와, 상기 입력

받은 방송 내용을 암호화된채로 트랜스포트 스트림 형태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암호화되어 있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POD 모듈을 통해 클리어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클리어 스트림을 디코딩하여 AV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암호화된 다른 디지털 방송 채널을 트랜스포트 스트림 형태로 저장하는 단계는, 튜너를 통해 상기 방송 채널을 입력

받는 단계와, 상기 입력 받은 방송 내용을 암호화된채로 트랜스포트 스트림 형태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암호화되어 있

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시청중인 채널이 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단계는, 튜너를 통해 트랜스포트 스트림이 출력되는지 확인하는 단계와, 저

장매체에서 재생되는 스트림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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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암호화된 채널의 암호를 풀어 재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암호화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읽어내어

POD 모듈을 통해 암호를 풀어 클리어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클리어 스트림을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저장매체에 재저장 중 사용자의 방송 시청 상황이 발생하면,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읽어낸 저장매체의 마지막 지

점 정보 및 클리어 스트림 재저장 마지막 지점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와, 사용자의 방송 시청 상황이 종료될때까지 대기하

는 단계와, 상기 방송 시청 상황이 종료되면 상기 마지막 지점부터 재저장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

짐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구성 및 작용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오픈 케이블 PVR 수신 장치를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2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오픈 케이블 PVR 수신 장치는 오픈 케이블 규격에 따라 POD(Point of Deployment)(205)를

외부에 배치한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오픈 케이블 PVR 수신 장치의 동작 관계를 상기 도 2 및 첨부한 본 발명에 따른 플로우 차트인 도 3a,

3b를 참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하나의 케이블 입력은 두 개로 분기되어 Tuner0(201)와 Tuner1(202)으로 입력된다. 사용자가 현재 방송을 보고자

하는 채널은 Tuner0(201)으로 튜닝(tuning)되고, 녹화하려고 하는 채널은 Tuner1(202)으로 튜닝된다.

상기 Tuner0(201)와 Tuner1(202)에서 채널이 튜닝되면 각각의 QAM demodulator를 거쳐 TS(Transport Stream)형태

로 출력된다.(S10, S15)

이 때, 2채널 모두 유료 채널인 경우 모두 암호화가 걸려 있는데, 우선 시청자가 보고자 하는 채널은 Triple demux(203)를

거쳐 POD I/F chip(204)을 통해 POD module(205)로 전달된다.(S25)

상기 전달된 stream은 POD module(205)에서 암호화가 풀린 후 다시 POD I/F chip(204)를 거쳐 MPEG-2 및 AC-3

decoder(206)로 출력된다.(S35) 상기 출력된 암호화가 풀린 clear stream은 MPEG-2 및 AC-3 decoder(206)에서 디코

딩(decoding)된 후(S45), AV출력을 통해 출력되어 사용자가 방송을 시청하게 된다.(S55)

그리고, 이 때 녹화하고자 하는 나머지 채널에 대한 stream은 상기 POD module(205)이 한번에 하나의 채널밖에 암호화

를 풀지 못하는 관계로, 암호화를 풀지 않은채로 Triple demux(203) 및 HDD 제어기(207)를 통해 HDD(Hard Disk

Drive)(208)에 저장된다. 이렇게 HDD(208)에 저장될 때는 암호화 되어 있는 TS에 추가로 time stamp를 붙여 저장하게

된다.(S20)

상기 저장된 암호화 stream은 HDD(208)에 계속 저장되어 있다가 사용자가 방송을 시청하는지를 체크하여 시청자가 방송

을 보지 않는 시간에 stream을 HDD(208)로부터 읽어내어 POD module(205)로 전달한다.(S60)

이 때, 사용자가 방송을 시청하는지를 판단하는 조건은 두 개의 Tuner(201,202)로부터 MPEG TS(Transport Stream)이

나오는 지를 확인하고(S40), 또한, HDD(208)에서 재생되는 stream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S50)

상기 확인 결과, 이러한 stream들이 나오지 않으면 시청자가 방송을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암호화되어 기록된 stream

들을 읽어내어 POD module(205)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 때, 사용자가 오픈 케이블 수신 장치의 전원을 끄더라도 오픈 케이블 수신 장치는 케이블 방송국과의 통신을 위해 내부

전원은 살아 있도록 규격에 정의되어 있어 위의 동작을 무리없이 수행하게 된다.

상기 POD module(205)은 전달받은 stream에 대한 암호화를 풀게 된다. 상기 암호화가 풀린 clear stream은 Triple

demux(203) 앞단에 있는 mux를 통해 Triple demux(203)로 피드백(feed back)된다.(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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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Triple demux(203)는 이러한 암호화가 풀린 clear stream에 다시 독립된 time stamp를 붙여 HDD 제어기(207)를

통해 다시 HDD(208)에 기록하고, 기록된 stream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update)함으로써, 기록된 stream이 나중에 원

활히 재생되도록 한다.(S80)

이처럼, HDD(208)에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 stream을 읽어내어 처리하는 도중에 사용자가 다시 방송을 시청하게 되는 경

우에는(S100), 지금까지 읽어낸 마지막 하드 디스크 지점을 저장하고, 또 암호화가 풀려 기록되던 마지막 하드 디스크 지

점에 대한 정보를 저장 관리한다.(S110)

이후, 사용자가 방송 시청을 끝내면 상기 저장된 정보들을 이용해 후속 작업을 계속하여 암호화 stream들을 모두 clear

stream으로 바꾸어 HDD(208)에 저장함으로써 나중에 기록된 stream을 원활히 시청하도록 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오픈 케이블 PVR 수신 장치는 미국 및 한국의 디지털 케이블 표준인 오픈 케이블

규격을 준수하면서 유료 채널 1개만을 암호 해독하는 POD를 이용하는 오픈 케이블 PVR STB에서도 PVR의 중요 기능인

시청과 녹화를 동시에 하는 기능을 유료 채널 2개 이상에 대해서도 원활히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a) 암호화된 하나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 채널을 시청함과 동시에 원하는 다른 암호화된 채널을 트랜스포트 스트림 형태로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

(b) 상기 시청중인 채널이 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단계 ; 및

(c) 상기 시청중인 채널이 종료된 경우 상기 저장된 암호화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암호를 풀어 클리어 스트림 형태로 저

장매체에 재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피브이알 동작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 중 상기 하나의 암호화된 디지털 방송 채널을 시청하는 단계는,

튜너를 통해 상기 방송 채널을 입력받는 단계 ;

입력받은 방송 내용을 암호화된 채로 트랜스포트 스트림 형태로 변환하는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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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암호화되어 있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POD 모듈을 통해 클리어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단계; 및

상기 클리어 스트림을 디코딩하여 AV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피브이알 동작 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 중 상기 암호화된 다른 디지털 방송 채널을 트랜스포트 스트림 형태로 저장하는 단계는,

튜너를 통해 상기 방송 채널을 입력 받는 단계;

상기 입력 받은 방송 내용을 암호화된채로 트랜스포트 스트림 형태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암호화되어 있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피브

이알 동작 방법.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튜너를 통해 트랜스포트 스트림이 출력되는지 확인하는 단계; 및,

저장매체에서 재생되는 스트림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피브이알 동작 방법.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암호화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읽어내어 POD 모듈을 통해 암호를 풀어 클리어 스트림으로 변환

하는 단계;

상기 클리어 스트림을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피브이알 동작방법.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 수행 중에 사용자의 방송 시청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읽어낸 저장매체의 마지막 지점 정보 및 클리어 스트림 재저장 마지막 지점 정보를 저장하는 단

계;

사용자의 방송 시청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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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방송 시청 상황이 종료되면 상기 마지막 지점부터 재저장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케이블 피브이알 동작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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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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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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