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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및 복사 방지 방법 및 에 관한 것으로, 종래에는 퍼브릭 키 암호화 방식이 고
속 암호화에는 부적합하며 불법 복사 방지를 위한 CA 시스템이 디지탈 브이씨알과 같은 DSM을 통해 배포되는 프로그
램에 대한 불법 복사 방지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스크램블링된 
비트스트림과 스크램블링에 사용된 부호화된 키를 서로 다른 경로로 전송하떠 부호화된 키를 스마트 카드에서 복호한 
후 그 정보에 따라 비트 스트림을 디스크램블링하도록 하고 비트 스트림만으로는 정상적인 디코딩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불법 시청 및 복사를 방지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본 발명은 파워-온시나 디지탈 브이씨알간의 연결시 자동적으로 
인증 및 키 교환 과정을 수행하므로 불법 스마트 카드에 대한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
므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일반적인 스크램블러의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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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일반적인 디스크램블러의 블럭도.

제3도는 전송 포멧의 예시도.

제4도는 제3항에 있어 PES 헤더의 상세 예시도.

제5도는 키 분배에 의한 전송 포멧의 예시도.

제6도는 종래 ATV 디코더의 블럭도.

제7도는 본 발명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장치의 블럭도.

제8도는 제7도에서 복사 방지 처리부의 상세 블럭도.

제9도는 제7도에서 스마트 카드의 상세 블럭도,

제10도는 제8도에서 비트 스트림의 스프리팅을 보인 예시도.

제11도는 각 비트 스트림의 포멧을 보인 예시도.

제12도내지 제18도는 본 발명의 접속 상태를 보인 예시도.

제19도및 제20도는 본 발명의 동작을 위한 신호 흐름도.

제21도는 본 발명에서 키 교환 및 인증 과정을 위한 신호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복조 및 에러 정정부 2,7: ATV 디코더

3,7: 스마트 카드 4,8: 복사 방지 처리부

5.9: 브이씨알 11.16: 프로세서

12.13.18: 알고리즘 저장부 14: 롬(ROM)

15,17: 램(RAM)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탈 영상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디지탈 영상 시스템태서 불법 시청 방지를 위하여 Conditional Access( 이하 CA라 약칭함) 시스템의 구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CA 시스템은 케이블 티브이나 위성 방송과 같은 유료 채널에서 방송 신호를 스크램블링된 형태로 방송하므로써 
정식으로 돈을 지불한 사용자만이 디스크램블링을 동해 제대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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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의 ATV 규격인Grand Alliance( 이하 GA라 약칭함) 시스템은 CA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
으며 GI사의 비디오 사이퍼와 같은 위성 방송에 사용될 수 있는 스크램블링/디스크램블링 장치도 이미 상용화되었다.

일반적인 CA 시스템을 위한 스크램블링 시스템은 GI 사의 Video Cipher 시스템으로 Gilhousen의 U.S.Pat. No.461
3901 특허를 기초로 하며 이는 유료 티브이 시스템에서 정규 가입자의 디스크램블러로 전송되는 티브이 신호를 스크램
블링하면 디스크램블러에서 선택적으로 디스크램블링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다.

그리고, 디스크램블링을 수행하는 비디오 사이퍼(Video cipher) 시스템을 스마트 카드를 도입하여 구현한 것이 U.S. 
Pat. No. 5111504 이며 이는 Gilhousen의 시스템을 디스크램블러에 해당하는 " Information Processor(정보 프로
세서)" 와 '스마트 카드(smart card)'와 같은 대체 가능한 " Security Element(보호 엘리먼트)" 의 두 부분으로 분할
하여 구현한 것이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방식을 적용함에 의하여 스크램블링 시스템을 제1도와 같이 구현하면 디스크렘블링 시스템은 제2
도와 같이 구현하게 된다.

즉, 종래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방지 장치는 일반 규격 정보(commom category key)(CK) 및 초기화 벡터
(initialization vector)(PK)에 따라 티브이 신호(Vi)를 스크램블링하여 스크램블링된 티브이 신호(SVo)와 스크램블
링 정보(EU(D) EU(S) (CK)),(ECK (PK))를 출력하는 스크램블러(101)와, 디스크램블링을 위한 정보(A(D))),(A(
S))를 디스크램블링 정보(U(S))에 대하여 부호화하는 스마트 카드(103)와, 이 스마트 카트(103)의 디스크램블링을 
위한 정보(EA(D) [EA(S) (WK)])를 복호하여 상기 스크램블러(101)의 전송 티브이 신호(SVo)를 디스크램블링함에 
따라 원래의 티브이 신호(DVo)를 복원하는 정보 프로세서(102)로 구성된다.

여기서, A(D))는 정보 프로세서인 정보 프로세서(102)의 인증 키(authentication key)이고 A(S)는 스마트 카드(1
03)의 인증 키(authentication key)이며 U(D)는 상기 정보 프로세서(102)의 유니트 키(unit key)이고 U(S)는 상
기 스마트 카드(103)의 유니트 키(unit key)이다.

상기 스크램블러(101)는 일반 키(CK)를 디스크램블링을 위한 정보(U(D) (U(S))에 대하여 부호화하는 제1 부호화기
(111)와, 초기화 벡터(PK)를 일반키에 대하여 부호화하는 제2 부호화기(112)와, 초기화 벡터(PK)를 상기 제2 부호
화기(112)에 대하여 부호화하는 제3 부호화기(113)와, 티브이 신호를 상기 제3 부호화기(113)의 출력에 따라 스크램
블링하는 스크램블링 수행단(114)으로 구성된다.

이와같이 구성된 종래 장치의 동작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송 시스템에서 티브이 신호를 전송하려는 경우 스크램블러(101)는 제1 부호화기(111)에서 일반 규격 정보(
Common Category key)(CK)를 디스크램블링을 위한 정보(U(D)),(U(S))에 대하여 부호화하고 제2 부호화기(112)
에서 초기화 벡터 정보(Initialization Vector)(PK)를 일반 규격 정보(CK)에 대하여 부호화하며 제3 부호화기(113)
에서 초기화 벡터 정보(PK)를 상기 제2 부호화기(112)의 출력(E CK (PK))에 대하여 부호화하여 스크램블링 처리단(
114)에 출력하게 된다.

이때, 스크램블링 수행단(114)은 제3 부호화기(113)의 출력(WK)를 기준으로 티브이 신호(Vi)를 스크램블링하게 된
다.

여기서, 스크램블링 정보(Wk)는 EECK(PK) (PK) 로 표시된다.

이에 따라, 스크램블러(101)는 일반 규격 정보(CK)에 대한 부호화 정보(E U(D) EU(S) (CK)), 초기화 벡터 정보(PK)
에 대한 부호화 정보(ECK (PK)) 및 스크램블링된 티브이 신호(SVi)를 정보 프로세서(102)에 전송하게 된다.

한편, 스크램블링된 티브이 신호(SVo)를 디스크램블링하는 경우 스마트 카드(103)는 정보 프로세서(102)의 인증 정
보(A(D))와 자신의 인증 정보(A(S))에 대하여 디스크램블링에 필요한 정보(WK)를 부호화한 후 그 부호화된 디스크
램블링 정보(EA(D) [EA(S) (WK)])를 정보 프로세서(Information Processor)인 정보 프로세서(102)에 출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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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보 프로세서(102)는 스마트 카드(103)에서 출력된 부호화된 정보(E A(D) [EA((S) (WK)])를 복호하고 
이를 이용하여 스크램블러(101)에서 전송된 티브이 신호(SVo)를 디스크램블링함에 따라 원래의 티브이 신호(DVo)로 
복원하게 된다.

여기서, 정보 프로세서(102)와 스마트 카드(103)간의 정보 전송에 부호화(encryption)의 적용은 불법 시청 및 복사
로부터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예로서, Grand Alliance(이하 GA라 약칭함) 고화질 티브이 시스템의 내역(spec.)은 CA 시스템을 지원하며 아울러 
전송 프로토콜에 필요한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 구현된 기능들은 사용 가능한 모든 디스크램블링 방법 및 키 부호화(key encryption) 방법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융통성이 있고(flexible) 유용하며 또한, 비트 스트림을 선택적으로 스크램블링할 수 있어 엘리먼트(elemen
t) 스트림 단위로 CA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flexibility)이 보장된다.

여기서, 스크램블링(scrambling)은 정보 데이타에 따라 데이타 비트 스트림을 랜덤(random)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부호화(encryption)는 불법 사용자들로부터 정보 데이타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CA 시스템은 전송되는 태이타를 불규칙(random)하게 하여 티브이 방송을 무단으로 시청하려는 불법 사용자측의 
디코더는 제대로 디코딩할 수 없게 하고 티브이 방송이 허가된 사용자측의 디코더는 회로를 초기화하는 정보를 제공하
여 수신된 티브이 방송 신호를 정상적으로 디코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작을 위한 GA 전송 프로토콜은 제3도와 같은 포멧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송 프로토콜은 CA 기능을 
지원하는 두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2비트의 transport-scrambling-control 필드는 전송 스트림이 스크램블링되었는지의 여부와 스크램블링되
었을 경우에 어떠한 스크램블링 키가 사용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둘째로, 전송 스트림의 Adaptation 헤더 내의 transport-private-data 필드를 이용하여 각개의 데이타를 GA 전송 
시스템내에 삽입하는 기능으로 이리한 필드에는 부호화된 스크램블링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특징을 갖는 제3도와 같은 GA 전송 프로토콜은 전송(transport) 헤더, PES 헤더 그리고 이어서 오더오와 
비디오 데이타를 각각 또는 동시에 전송하는데, 전송 헤더는 링크(Link) 헤더와 적응(Adaptation) 해더 그리고 Payl
oad 영역으로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링크 헤더는 4바이트의 길이이고 적응 헤더는 가변적인 길이를 갖는다.

상기 링크(Link) 헤더에는 transport-scrambling-control 필드가 삽입되며 이 필드의 값이 " 00" 이면 Nol Scram
bled, " 10" 이떤 이븐 키, " 11" 이면 오드 키, " 01" 이면 reserved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적응 헤더에는 플레그(flag) 비트와 transport-private-date 필드가 포함되며 상기 플래그 비트중에는 한 비
트의 transport-private-date 플래그를 포함한다.

또한, 제3도와 같은 CA 전송 프로토콜의 PES 헤더는 제4도와 같이 구성되어진다.

이 PES 헤더에는 디지탈 브이씨알과 같은 디지탈 스토리지 메디아(DSM)를 위한 필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필드는 
14비트의 길이를 갖는 PES헤더 플래그 영역과 가변 길이를 갖는 PES 헤더 필드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PES 헤더 플래그 영역에는 1비트의 CR(Copyright) 플래그, 1비트의 OC(original-or-copy) 플래그, 2비트의 
PD 플레그, 1비트의 TM 플래그 그리고, 1비트의 AC 플래그를 포함하여 구성하게 된다.

 - 4 -



등록특허 10-0332743

 
그리고, PES 헤더 필드는 가변적인 길이를 갖으며 PES 헤더 플래그 영역에 포함된 PD, TM, AC 플래그들에 의하여 
일부 영역이 설정되어진다.

즉, PES 헤더 필드에서 PTS/DTS 영역은 PD 플래그의 값이 " 00" 이면 존재하지 않고 " 10" 이면 40비트, " 11" 이
면 80비트가 존재하며 DSM Trick Mode 필드는 TM 플래그의 값이 " 0" 이면 존재하지 않고 " 1" 이면 8비트가 되며 
Additional Copy Info. 필드는 AC 플래그가 " 1" 로 세트될 때 8비트로 존재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포멧을 적용함에 의해 스크램블링 정보를 전송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디스크램블링하는 과정을 제5도에 
도시하였다.

여기서, 디스크램블링 시스템은 현재 디스크램블링에 사용되고 있는 키와 함께 다음의 부호화된 키가 복호되고 있어야 
하므로 디스크램블러는 " 오드 키(odd key)" 와 " 이븐 키(even key)" 두개를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스크램블링 시스템은 현재의 전송 스트림이 디스크램블링되어질 방식에 따라 링크(Link) 헤더 내의 transpor
t-scrambling-control 필드의 값을 세팅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디스크램블러는 수신 데이타에서 복호된 전송 헤드의 transport-scrambling-control 필드의 값에 따라 '
이븐 또는 오드' 키를 판별한 후 수신 데이타를 디스크램블링하여 복호하게 된다.

즉, 제5도와 같은 포멧의 데이타가 전송되어 스마트 카드에서 복호된 transport-scrambling-control 필드의 값에 따
라 디스크램블러가 K2n-1 번째의 프레입을 오드 키로 디스크램블링하고 있을 때 스마트 카드는 다음에 디스크램블링
할 K2n 번째 프레임에서 transport-scrambling-control 필드를 복호하게 되며 이러한 동작은 순차적으로 수행되어
진다.

한편, CA 기능을 수행하는 ATV 디코더를 예를 들면 제6도와 같이 구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ATV 디코더(]10)는 전
송 디멀티플렉서(105)에 고속 연산이 필요한 디스크램블러를 내장하여 DES 알고리즘이나 PN 시퀀스를 이용한 스트
림 사이퍼(stream cipher) 알고리즘등으로 디스크램블링을 수행하게 되며 이 ATD 디코더(110)의 부호화된 키(enc
rypted key)는 스마트 카드(103)에서 복호화(decryption)되어진다.

여기서, 스마트 카드(103)와 ATV 디코더(110)의 인터페이스는 ISO-7816 표준 규격에 의하여 수행되어진다.

즉, 제6도의 실시예는 튜너에서 수신된 신호가 복조 및 에러 정정부(104)에서 복조된 후 RS디코딩을 통해 전송시 발
생된 에러가 정정되어 ATV 디코더(110)에 입력되면 전송 디멀티플렉서(105)에서 디스크램블링되는데, 마이크로 콘
트롤러(109)는 디스크램블링된 제어 신호 및 데이타를 연산하여 스마트 카드(103)에 디스크램블링을 위한 부호화 정
보를 전송하고 상기 스마트 카드(103)는 전송된 부호화 정보를 복호하여 ATV 디코더(110)에 전송하게 된다.

이때, 전송 먼티플렉서(104)가 디스크램블링 정보에 따라 압축 비디오 신호 및 압축 오디오 신호 그리고 제어 신호및 
데이타를 복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디오 디코더(107)는 압축 비디오 신호를 신장하여 메모리(106)에 일시 저장한 후 그 저장 데이타를 출
력하여 영상을 표시하고 오디오 디코더는 압축 오디오 신호를 신장하여 오디오를 재생하게 된다.

또한, 마이크로 콘트롤러(109)는 전송 멀티플렉서(104)에서 출력된 제어 신호 및 데이타를 판독하여 상기 비디오 디
코더(107) 및 오디오 디코더(108)의 동작을 제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호화(encryption)에 사용되는 여러 방식중에서 DES 와 같은 블럭-사이퍼(block-cipher) 알고리즘 및 
PN 시퀀스를 이용한 스트림-사이퍼(seream-cipher) 알고리즘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은 암호 키 하나만으로 부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하므로 키 관리(key management) 및 키 분배
(keydistribution)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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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U.S.Pat. No.4200770와 같은 퍼브릭-키(public-key) 암호화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 
방식은 공개된 키인 퍼브릭-키를 이용하여 부호화를 수행하고 자신만의 암호-키(secret-key)로 복호를 수행하는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퍼브릭-키 암호화 방식을 개선하여 암호화 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이 U.S.Pat No.4405829로서 RSA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퍼브릭 키 암호화 방식은 고속 암호화에는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CA 시스템은 불법 시청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디지탈 브이씨알과 같은 DSM을 통해 배포되는 프로그
램에 대해서는 불법 복사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즉, DSM과 같은 기록 매체로 보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는 불법 복사의 방지를 의미하는데, 기존의 아날로그 브이
씨알 시스템에 적용된 복사 방지 방식은 디지탈 방식의 스토리지 메디아에 적용하기 어렵고 또한 아직까지 DSM을 위
한 복사 방지 방식에 대한 연구는 별로 진척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크램블링된 비트스트림과 스크램블링에 사용된 부
호화된 키를 서로 다른 경로로 전송하여 부호화된 키를 스마트 카드에서 복호한 후 그 정보에 따라 비트 스트림을 디스
크램블링하도록 하고 비트 스트림만으로는 정상적인 디코딩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불법 시청 및 복사를 방지하도록 
창안한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방법을 제공한다.

즉, 본 발명은 스마트 카드를 도입하여 분리된 키 스트림을 복호함에 따라 디스크램블링 방식을 설정하도록 하므로써 
무단 사용자의 불법 시청 및 복사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은 CA 시스템에서 스마트 카드를 도입하여 자동으로 요금을 체킹(checking)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더욱 
PPV(pay per view) 기능을 강력하게 하고 스마트 카드의 대체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함에 의해 시스템의 성능을 
간편하게 업그레이드(upgrade)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전송 데이타를 분리하므로 보호할 데이타의 키 분량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파워-온시 또는 녹화를 위하
여 디지탈 브이씨알간의 연결시 자동적으로 인증 및 키 교환 과정을 수행하므로 불법 스마트 카드로는 동작이 되지 않
으므로 보호 기능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키게 된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크램블링된 키가 입력되는지 판별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키 스
트림(EG (KS))이 입력되면 불법 시청 방지 모드인지 판별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불법 시청 방지 모드이면 키 스
트림(EG (KS))의 복호에 따른 키 정보(KS)로 비트 스트림(S KS (BS))을 디스크램블링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불
법 시청 방지 모드가 아닌 최초 녹화 모드이면 비트 스트림과 키 스트림이 혼합된 데이타(S KS (BS)+EG (KS))를 녹화
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 데이타의 복사를 수행하면 'Back-up Copy' 기능인지 판별
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Back-up Copy'기능이 아닌 PPC(Pay Per Copy) 기능이면 다시 부호화한 키 스트림(ES

C
AK [EG (KS)])을 전송하여 기록측의 키 정보(Al)에 대하며 복호된 키 스트림(D SC

AI [EG (KS)])을 전송하는 단계
와, 상기 단계에서 복호된 키 스트림(DSC

AI [EG (KS)])을 기록측의 키 정보(Al)에 대하여 부호화하여 키 스트림(E G

(KS))과 비트 스트림(SKS (BS))을 혼합한 후 녹화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Back-up Copy'이면 키 스트림(EG (
KS))을 자신의 키 정보(Ak)와 기록측의 키 정보(Al)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복호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복호된 키 
스트림(DSC

AI {DSC
Ak [EG (KS)]})을 기록측의 키 정보(Al)에 대하여 부호화하여 비트 스트림(S KS (BS))과 혼합한 

후 녹화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 6 -



등록특허 10-0332743

 
한편,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생된 데이타를 비트 스트림과 키 스트림으로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키 스트림(EG (KS))이 분리되면 자신의 키 정보(Ak)에 대하여 부호화한 후 인덱스 코드(IDX)에 대응
하여 복호하여 키 정보(KS)에 따라 비트 스트링(S KS (BS))을 디스크램블링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키 스트림(D
SC

Ak [EG (KS)])이 분리되면 자신의 키 정보(Ak)에 대하여 2번 부호화한 후 부호화된 키 스트림(E SC
Ak [EG (KS)])

을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전송된 키 스트림(ESC
Ak [EG (KS)])을 인덱스·코드(IDX)에 대응하여 자신의 키 

정보(Ak)에 대한 복호를 수행하고 이 복호된 키 정보(KS)에 따라 비트 스트림(S KS (BS))을 디스크램블링하는 단계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단계를 수행할 때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동작으로 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본 발명은 불법 복사 방지를 위한 PPC 기능을 수정할 때 비트 스트림과 분리된 키 스트림(E G (KS))을 자신의 키 정보
(Ak)에 대하여 부호화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부호화된 키 스트림(E SC

Ak [EG (KS)])을 자신의 키 정보(Ak)에 
대하여 복호한 후 기록측 키 정보(Al)에 대하여 복호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복호된 키 스트림(D SC

AI [EG (KS)])
을 기록측 키 정보(Al)에 대하여 복호한 후 비트 스트림(S KS (BS))과 함께 기록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불법 재생 방지를 위한 PPP(Pay Per Play) 기능을 수행할 때 비트 스트림과 분리된 키 스트림(EG (KS))이 
있는지 판별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키 스트림(EG (KS))이 있으면 인덱스 코드(IDX)와 대응하여 자신의 키 정보
(Ak)에 대하여 복호함에 의해 디스크램블링 정보(KS)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발생된 디스크램블링 정보
(KS)에 따라 비트 스트림(SKS (BS))을 디스크램블링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복사 방지를 위한 Back-up Copy 기능을 수행할 때 비트 스트림에서 분리된 키 스트림(E G (KS))이 있는지 
판별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분리된 키 스트림(EG (KS))을 자신의 키 정보(Ak)에 대하여 부호화하는 단계와, 상
기 단계에서 부호화된 키 스트림(ESC

Ak [EG (KS))을 자신의 키 정보(Ak)애 대하여 2번 복호한 후 기록측 키 정보(A
l)에 대하여 복호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전송된 키 스트림(D SC

AI {DSC
AK [EG (KS)]})을 기록측 키 정보(Al)에 

대하여 부호화한 후 비트 스트림(SKS (BS))과 혼합하여 기록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Back-up Copy 기능 적용 테이프의 재생시 비트 스트림과 부호화된 키 스트림(D SC
Ak [EG (KS)])을 분리

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키 스트림(DSC
Ak [EG (KS)])을 인식하면 지신의 키 정보(Ak)에 대하여 2번 부호화한 후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전송된 키 스트림(ESC
Ak [EG (KS)])을 인덱스 코드(IDX)와 대응하게 하여 자신의 키 

정보(Ak)에 대해 복호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복호된 디스크램블링 정보(KS)에 따라 비트 스트림(S KS (BS))을 
디스크램블링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단계를 수행하는 본 발명은 CA 시스템과 디지탈 브이씨알의 복사 방지 수단이 모두 스마트 카드를 필요로 
하므로 스마트 카드(smart card)를 공유하도록 구성한다. 즉, 본 발명은 수신된 GA 비트 스트림을 모니터 장치에 표
시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디코더 수단(ATV 디코더)과 디브이씨알(DVCR) 수단을 스마트 카드로 통합하는 것이다.

    
즉, 본 발명은 상기와 단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날로그인 방송 신호를 변복조하여 RS 디코딩하는 복조 및 에러 정정 
수단과, 디스크램블링 정보에 따라 상기 복조 및 에러 정정 수단의 출력을 디스크램블링하는 ATV 디코더 수단과, 스크
램블링된 기록 신호를 비트 스트림과 부호화된 키 스트림으로 분리하는 복사 방지 처리 수단과, 이 복사 방지 처리 수단
의 부호화된 키 스트림및 상기 ATV 디코더 수단의 인덱스 코드를 복하하여 상기 ATV 디코더 수단에 디스크램블링 정
보(KS)를 출력하는 스마트 카드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복사 방지 처리 수단은 스마트 카드 고유의 키 정보를 저장하는 램(RAM)과, 부호화 알고리즘을 저장하는 알고리
즘 저장 메모리와 상기 램(RAM)의 키 정보로 상기 알고리즘 저장용 메모리의 부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서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복사 방지 처리 수단은 CA 기능을 포함하며 아울러 불법 시청 방지 와 불법 복사 방지를 합한 포괄적인 프로그
램의 저작권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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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마트 카드는 비트 스트림을 위한 복호화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제1 알고리즘 저장 메모리와, 자신의 복
호화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제2 알고리즘 저장 메모리와, 자신의 키 정보를 저장하는 롬(ROM)과, 다른 스마
트 카드의 키 정보를 일시 저장하는 램(RAM)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제7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아날로그인 방송 신호를 변복조하여 RS 디코딩하는 복조 및 에러 정정
부(1)와, 디스크램블링 정보에 따라 상기 복조 및 에러 정정부(1)의 출력을 디스크램블링하는 ATV 디코더(2)와, 스
크램블링된 기록 신호를 비트 스트림과 부호화된 키 스트림으로 분리하는 복사 방지 처리부(4)와, 이 복사 방지 처리부
(4)의 부호화된 키 스트림및 상기 ATV 디코더(2)의 인덱스코드를 복호하여 상기 ATV 디코더(2)에 디스크램블링 정
보(KS)를 출력하는 스마트 카드(3)로 구성한다.
    

상기 복사 방지 처리부(4)는 제8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스마트 카드 고유의 키 정보를 저장하는 램(RAM)(17)과, 부
호화 알고리즘을 저장하는 알고리즘 저장부(18)와, 상기 램(RAM)(17)의 키 정보로 상기 알고리즘 저장부(18)의 부
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서(16)로 구성한다.

    
상기 스마트 카드(3)는 제9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비트 스트림을 위한 복호화 알고리즘을 저장하는 제1 알고리즘 저
장부(12)와, 자신의 복호화 알고리즘을 저장하는 제2 알고리즘 저장부(13)와, 자신의 키 정보를 저장하는 롬(ROM)
(14)과, 다른 스마트 카드의 키 정보를 일시 저장하는 램(RAM)(15)과, 상기 롬(14) 또는 램(15)에 저장된 키 정보
에 대하여 상기 제1,제2 알고리즘 저장부(12)(13)의 저장 알고리즘으로 부호화 또는 복호화를 실행하는 프로세서(1
1)로 구성한다.
    

상기 프로세서(11)(16)는 와이어드 로직(wired logic)으로 구성하기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마이
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경우 스마트 카드를 위한 부호화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으로 내장하게 된다.

이와같이 구성한 본 발명의 동작 및 작용 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서 GA 비트 스트림이 제11도(가)내지 (다)와 같은 포멧으로 전송되는데. 제11도(가)는 스크램블링되지 않
은 포멧이며 제11도(나)는 비트 스트림에 대하여 스크램블링된 포멧이며 제11도(다)는 비트 스트림이 선택적으로 스
크램블링된 포멧이다.

본 발명에서는 GA 비트 스트림에 대하여 스크램블링이 된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protection)를 가한다고 전제한
다.

따라서, 복사 방지 처리부(4)에 제11도(나) 또는 (다)와 같은 포멧의 스크램블링된 스트림 데이타(" S KS (BS)+EG (
KS)" )가 입력된 경우 제10도와 같이 스프리터(splitter)에서 제11도(라)내지 (바)와 같은 비트 스트림(" S KS (BS)
+IDX" )과 키 스트림(" E G (KS)" )으로 분리하게 되며 기록 모드를 수행하면 상기 부호화된 키 스트림(" E G (KS)" )
은 다시 부호화되어 스마트 카드(3)로 전송되어진다.

여기서, 제11도(다)와 같이 비트 스트림이 부분적으로 스크램블링된 경우에는 스크램블링된 부분에 대해서만 불법 시
청 및 복사 방지 기능을 적용하므로 부분적인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먼저, 본 발명은 제11도(가)와 같이 스크램블링디지 않은 비트 스트림이 전송된 경우 복조 및 에러 정정부(1)에서 변
복조 및 복호된 비트 스트림이 복사 방지 처리부(4)에 입력되어도 스마트 카드(3)로 데이타를 전송하지 않으며 상기 
복조 및 에러 정정부(1)의 비트 스트림이 입력된 ATV 디코더(2)도 상기 스마트 카드(3)에 데이타를 전송함이 없이 
비트 스트림을 복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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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튜너로부터 복조 및 에러 정정부(1)에 입력되는 신호와 ATV 디코더(2)로부터의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는 아
날로그 신호로서 상기 튜너로부터의 신호는 GA 비트스트림이 VBS(Vestigial SideBand) 변조된 신호이다.

그리고, 입출력 신호중 비트 스트림과 키 스트림은 디지탈 브이씨알을 위한 디지탈 신호이다.

이때, 기록을 수행하면 디지탈 브이씨알에 비트 스트림이 기록되고 이 기록된 비트 스트림은 일반적인 디지탈 브이씨알
에서 재생되어진다.

즉, 스크램블링이 걸리지 않은 GA 비트 스트림이 복사 방지 처리부(4)에 입력되어 제10도와 같이 스프리터(splitter)
를 통과하여도 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 카드(3)로 전송되는 데이타가 없으므로 스크램블링이 걸리지 않는 경우
에는 시청 및 복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본 발명은 녹화 또는 복사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비트 스트림과 키 스트림으로 분리되어 각기 다른 라인으로 
전송되는데, 복사 방지 방법에 관한 정보는 PES 헤더내의 Additional copy Info. 필드에 실려 전송되어진다. 이때, 부
호화된 키가 없는 스크램블링된 비트 스트림을 퍼브릭 채널로 전송하여도 키에 관한 정보가 제거된 상태이므로 불법 사
용자에게 유출된 경우에도 제대로 디스크램블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분리된 키는 다시 부호화되어 전송되므로 
복호 알고리즘이 없는 경우에는 비트 스트림을 디스크램블링할 수 없다.
    

이러한 본 발명은 불법 시청및 복사 방지를 위하여 GA 전송 프로토콜에서 임의의 필드를 이용하는데, 스크램블링이 수
행된 비트 스트림은 복사 방지 기능이 적용된 것이다.

우선, 'transport-scrambling-control 필드'를 " Not Scrambled" 모드로 바꾸어 놓은 경우에는 ATV 디코더(2)에
서 디스크램블링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불법 사용자는 상기 필드를 조작할 수 없다.

이러한 복사 방지 방법은 'transport-scrambling-control 필드'에 의하여 복사 방지가 되도록 할 것인지 복사 가능(
free-copy)이 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므로 불법 사용자는 이 필드를 조작하는 것만으로는 복사 방지 기능을 해제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불법 사용자가 PES 헤더내의 'Additional Copy Info. 필드'를 수정(modity)하는 방법으로 이 필드의 수정은 
보호 방법을 변환시키는 것으로 보호 방비 자체를 해체하는 것은 아니므로 복사 방지 기능에 커다란 손상을 주지 않는
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본 발명에 의하여 지원되는 복사 방지 방법은 CA 기능인 PPV(Pay per View) 그리고 PPP(Pay 
per Play) 기능을 디폴트(default)로 하여 " No Copy" 방법, " PPC(Pay per Copy)" 방법, " Back-up Copy" 방법
이 있다.

여기서, " No Copy" 방법은 다른 비디오 테이프로의 복사를 전혀 못하게 하는 방법이고, " PPC" 방법은 1회 복사마다 
요금을 받는 것이며, " Back-up Copy" 방법은 일측의 디지탈 브이씨알에서 재생되는 비디오 테이프를 타측의 디지탈 
브이씨알에서 복사하였을 때 복사된 비디오 테이프는 일측의 디지탈 브이씨알에시만 정상적으로 표시 가능하고 타측의 
디지탈 브이씨알에서는 표시할 수 없는 방법이다.

본 발명의 복사 방지 방법 및 그에 따른 GA 비트 스트림의 흐름을 제19도내지 제21도에서 셜명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제19도는 기록 또는 재생 모드시에 복사 방지 처리부의 동작에 대한 신호 흐름도이고, 제20도는 상기 복사 방
지 처리부에 대응하는 스마트 카드의 동작에 대한 신호 흐름도이며, 제21도는 기록 또는 재생 동작시 키 교환 및 인증 
과정에 대한 신호 흐름도이다.

먼저, 제19도(가)의 신호 흐름을 설명하면, 비트 스트림이 입력된 복사 방지 치리부(4)는 키 정보의 유무를 확인하여 
스크램블링 여부를 판별하고 키 정보가 있어 스크램블링된 경우 최초의 녹화인지 또는 복사 녹화인지를 판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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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스크램블링된 데이타일 경우 비트 스트림(SKS (BS))과 키 스트림(EG (KS))의 분리에 의하여 SKS (BS)+IDX 형
태의 스트림으로 전송되는지 점검하여 검출되면 복사 녹화로 판별하고 검출되지 않으면 최초의 녹화로 판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초 녹화로 판변할 경우 브이씨알(5)에서 비트 스트림과 키 스트림이 혼합된 스트림(S KS (BS)+EG (KS))
을 녹화하게 되고 복사로 판별한 경우 키 스트림(EG (KS))이 분리된 비트 스트림(SKS (BS)+IDX)을 기록측 복사 방
지 처리부(8)에 전송함과 아울러 상기 키 스트림(EG (KS))을 키 정보(Ak)에 대하여 다시 부호화한 후 그 부호화된 키 
스트림(ESC

Ak [EG (KS)])을 스마트 카드(3)를 통해 기록측 스마트 카드(7)에 전송함에 의해 기록측 브이씨알(9)에
서 테이프에 녹화하게 된다.

반대로, 제19도(나)는 제19도(가)와 같은 신호 흐름으로 녹화를 한 테이프를 재생하는 경우의 신호 흐름도로서 이를 
설명하면, 복사 방지 처리부(4)는 브이씨알에서 재생된 비트 스트림이 입력될 때 키 스트림을 분리하여 판별함에 의해 
녹화 기능이 'Back-up Copy'인지 판별하게 된다.

이때, 키 정보가 없으면 일반적인 녹화 테이프로 판별하고 부호화된 키 스트림(EG (KS))이 검출되면 최초 녹화 테이프
로 판별하며 자신의 키 정보(Ak)에 대하여 복호된 키 스트림(D SC

Ak [EG (KS)])이면 PPC 기능의 녹화 테이프로 판별
하고 다른 스마트 카드의 키 정보(Al)에 대하여 복호된 키 스트림(D SC

AI [EG (KS)])이면 Back-up Copy 기능의 녹
화 테이프로 판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복사 방지 처리부(4)는 일반 녹화 테이프인 경우 비트 스트림(BS)를, 복사 방지용 녹화 테이프인 경우 키 
스트림(EG (KS))이 분리된 비트 스트림(SKS (BS)+IDX)을 ATV 디코더(2)에 전송하게 된다.

그리고, 복사 방지 처리부(4)는 복사 방지용 녹화 테이프의 재생일 때 Back-up Copy 기능이 적용된 경우 키 스트림(
DSC

Ak [EG (KS)])을 자신의 키 정보(Ak)에 대하여 부호화 알고리즘(E SC
AK (·))으로 2번 부호화함에 의해 부호화

된 키 스트림(ESC
Ak [EG (KS)])을 스마트 카드(3)에 전송하고 Back-up Copy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키 스트림

(EG (KS))을 자신의 키 정보(Ak)에 대하여 부호화 알고리즘(E SC
Ak (·))으로 부호화함에 의해 부호화된 키 스트림

(ESC
Ak [EG (KS)])을 스마트 카드(3)에 전송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동작을 복사 방지 처리부(4)에서 수행할 때 스마트 카드(3)는 제20도와 같은 신호 흐름의 동작을 수행하
는데, 이를 설명하면 방송 또는 재생을 수행함에 의해 상기 스마트 카드(3)는 ATV 디코더(2)에서 인덱스 코드(IDX) 
또는 키 스트림(EG (KS))가 입력되는지 판별하게 된다.

이때 인덱스 로드(IDX)가 아닌 키 스트림(EG (KS))가 입력되면 PPV기능의 방송시청으로 판별한 스마트 카드(3)는 
상기 키 스트림(EG (KS))을 비트 스트림(GA)에 대한 복호화 알고리즘(D G (·))으로 복호하여 키 정보(KS)를 ATV 
디코더(2)에 입력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ATV 디코더(2)는 스마트 카드(3)의 키 정보(KS)를 판독하여 디스크램블링 방식을 판별하고 그 판별된 디
스크램블링 방식으로 비트 스트림(SKS (BS))을 디스크램블링하여 아날로그인 비디오 신호 및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므
로써 시청자는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덱스 코드(IDX)가 입력될 때 스마트 카드(3)는 복사 방지 처리부(4)에서 입력된 키 스트림(E SC
Ak [EG (KS)

])을 키 정보(Ak)에 대하여 복호화 알고리즘(D SC
Ak (·))으로 복호한 후 재생 동작인지 또는 기록 동작인지 판별하

게 된다.

이때, 재생 동작이면 스마트 카드(3)는 복호된 키 스트림(EG (KS))을 비트 스트림(GA)에 대한 복호화 알고리즘(D G

(·))으로 복호하여 키 정보(KS)를 ATV 디코더(2)에 입력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ATV 디코더(2)는 스마트 카드(3)의 키 정도(KS)를 판독하여 디스크 램블링 방식을 판별하고 그 판별된 
디스크램블링 방식으로 복사 방지 처리부(4)에서 분리된 비트 스트림(SKS (BS))을 디스크램블링하여 아날로그인 비
디오 신호 및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므로써 시청자는 테이프의 녹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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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록 동작이면 스마트 카드(3)는 'Back-up Copy' 기능인지 판별하는데 'Back-up Copy'기능이면 키 스트림
(EG (KS))을 키 정보(Ak)에 대하여 복호화 알고리즘(D SC

Ak (·))에 대하여 복호화한 후 그 복호된 키 스트림(D SC

Ak [EG (KS)])를 키 정보(Al)에 대하여 복호화 랄고리즘(D SC
AI (·))에 대하여 복호화하게 된다.

이때, 스마트 카드(3)애서 복호화된 키 스트림(D SC
AI {DSC

Ak [EG (KS)]})이 기록측으로 전송되어 스마트 카드(7)
를 통해 복사 방지 처리부(8)에 입력되면 부호화 알고리즘(ESC

AI (·))으로 부호화되어진다.

이에 따라, 스마트 카드(7)가 부호화된 키 스트림(DSC
AK [EG (KS)])을 인덱스 코드(IDX)가 지정하는 위치에 혼입시

켜 재생측의 복사 방지 처리부(4)에서 출력된 비트스트림(SKS (BS))과 혼합하면 브이씨알(9)에서 테이프에 녹화하게 
된다.

한편, 기록 동작일 때 'Back-up Copy' 기능이 아닌 PPC 기능이 적용되었으면 스마트 카드(4)는 키 스트림(EG (KS))
을 키 정보(Al)에 대하여 복호화 알고리즘(D SC

AI (·))으로 복호화하고 그 복호된 키 스트림(DSC
AI [EG (KS)])을 

기록측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때, 스마트 카드(7)를 통해 키 스트림(D SC
AI {DSC

Ak [EG (KS)]})을 입력받은 기록측의 복사 방지 처리부(8)는 부
호화 알고리즘(ESC

AI (·))으로 부호화한 후 그 부호화된 키 스트림(EG (KS))을 인덱스 코드(IDX)가 지정하는 위치
에 혼입시켜 재생측의 복사 방지 처리부(4)에서 출력된 비트 스트림(SKS (BS))과 혼합하게 된다.

따라서, 복사 방지 처리부(8)에서 출력된 비트 스트림(SKS (BS)+EG (KS))은 브이씨알(9)에 의하여 테이프에 녹화되
어진다.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모든 스마트 카드가 GA 비트 스트림에 대한 부호화 알고리즘(E G (·))과 복
호화 알고리즘(DG (·))에 대하여 공통의 알고리즘 및 공통의 키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스마트 카드에 대한 부호화 알고리즘(ESC
AK (·))과 복호화 알고리즘(DSC

AK (·))은 모든 스마트 카드가 
공통의 알고리즘을 가지나 키 정보는 스마트 카드별로 다르다. 즉, 각 스마트 카드는 자신의 인식명(ID)에 해당하는 인
증 키를 내장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등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복사 방지 처리부와 스마트 카드간, 스마트 카드와 스마트 카드간에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인증 과정 및 키를 교환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초기화 동작이 필요하다.

이때, 인증 과정은 DES 알고리즘과 같은 대칭 키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 RSA 와 같은 퍼브릭 키 알고리즘을 이용
하는 방법, FS(Fiat-Shamir) scheme 을 이용하는 방법등의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는 퍼브릭-키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인증 과정을 수행함과 아울러 키를 교환하는 방법의 예를 제21도에 도
시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퍼브릭 키(n,e)를 인증하고자 하는 두 수단이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적용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흐름으로 동작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제12도내지 제18도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서는 제11도(가)와 같은 스크램블링되지 않은 비트스트림(BS)이 전송된 경우 제12도와 같이 회로가 동작하
므로 MODEM/RS디코더로 이루어진 복조 및 에러 정정부(1)의 출력이 ATV 디코더(2)에시 복호됨에 의해 아날로그인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가 출력피어진다.

이때, 기록의 경우 비트 스트림(BS)은 복조 및 에러 정정부(1)에 입력된 후 복사 방지 처리부(4)를 통해 브이씨알(5)
에서 테이프에 기록되어지고 재생의 경우 브이씨알(5)애히 재생된 비트 스트림이 복사 방지 처리부(4)를 통해 ATV 
디코더(2)에 입력되어 복호됨에 의해 아날로그인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가 출력되어진다.

즉, 복사 방지 처리부(4)에서 스마트 카드(3)로 데이타를 출력하지 않으므로 시청 및 복사때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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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11도(나) 또는 (다)와 같은 스크램블링된 비트 스트림이 들어올 경우 CA 기능을 적용함에 의해 제13도에서 
제18도와 같은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PPV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제13도와 같은 신호 흐름으로 동작하는데 스크램블링된 비트 스트림 S KS (BS)과 부
호화된 키 스트림 EG (KS)이 전송되면 복조 및 에러 정정(1)는 변조된 입력 신호를 복조한 후 RS 디코딩을 통해 전송
중에 발생한 에러를 정정하게 된다.

이때, ATV 디코더(2)가 복조 및 에러 정정부(1)의 출력(S KS (BS)+EG (KS))중 키 스트림(EG (KS))을 분리하여 출
력하면 스마트 카드(3)는 상기 부호화된 키 스트림(EG (KS))을 복호하여 키 스트림(KS)를 상기 ATV 디코더(2)에 
출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ATV 디코더(2)는 스마트 카드(3)의 키 스트림(KS)을 판독하여 디스크램블링 방식을 판별한 후 비트 스트
림(SKS (BS))을 복호하므로 아날로그인 비디오 신호 및 오디오 신호가 출력되어진다.

상기에서 제9도와 같은 스마트 카드(3)는 프로세서(11)가 복호화 알고리즘(E G (·))으로 부호화된 키 스트림(EG (K
S))을 복호하여 그 복호된 키 스트림(KS)을 ATV 디코더(2)에 출력하게 된다.

한편, 스크램블링된 비트 스트림을 최초로 녹화하는 경우 제14도와 같은 신호흐름으로 동작하는데, 복조 및 에러 정정
부(1)가 전송된 비트 스트림(SKS (BS)+EG (KS))을 복조한 후 에러 정정하면 복사 방지 처리부(4)를 통해 브이씨알
(5)에 입력되어 테이프에 녹화되어진다.

이와 같이 녹화된 비트 스트림을 재생하는 경우 PPP 기능일 때 제15도와 같은 신호 흐름으로 동작하는데, 브이씨알(5)
에서 재생된 비트 스트림(SKS (BS)+EG (KS))이 복사 방지 처리부(4)에 입력되면 비트 스트림(S KS (BS))과 키 스트
림(EG (KS))으로 분리한 후 상기 분리된 키 스트림(E G (KS))을 부호화 알고리즘(ESC

Ak (·))으로 다시 부호화하여 
스마트 카드(3)에 출력하고 상기 분리된 비트 스트림(SKS (BS))은 키 스트림(EG (KS))이 추출된 부분에 인덱스 코드
(IDX)가 부가되어 ATV 디코더(2)에 출력되어진다.

이때, ATV 디코더(2)에서 인덱스 코드(IDX)를 입력받은 스마트 카드(3)는 복사 방지 처리부(2)의 부호화된 키 스트
림(ESC

Ak [EG (KS)])을 스마트 카드를 위한 복호화 알고리즘(D SC
Ak (·))으로 복호하여 디스크램블링 정보인 키 스

크림(KS)을 상기 ATV 디코더(2)에 출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ATV 디코더(2)는 스마트 카드(3)의 키 스트림(KS)를 판독하여 디스크램블링 방식을 판별한 후 복사 방지 
처리부(4)를 통해 입력된 비트 스트림(SKS (BS))을 복호하므로써 아날로그인 비디오 신호 및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그리고, 제14도와 같은 신호 흐름으로 녹화된 데이타를 다른 브이씨알로 녹화하는 경우 제16도의 신호 흐름과 같이 P
PC 기능을 수행하는데, 브이씨알(5)에서 재생된 비트 스트림(SKS (BS)+EG (KS))이 복사 방지 처리부(4)에 입력되
면 비트 스트림(SKS (BS))과 키 스트림(EG (KS))으로 분리한 후 상기 분리된 키 스트림(E G (KS))을 부호화 알고리
즘(ESC

Ak (·))으로 다시 부호화하여 스마트 카드(3)에 출력하고 상기 분리된 비트 스트림(S KS (BS))은 키 스트림
(EG (KS))이 추출된 부분에 인덱스 코드(IDX)를 부가하여 기록측의 복사 방지 처리부(8)에 출력하게 된다.

이때, 재생측의 스마트 카드(3)는 복사 방지 처리부(4)의 부호화된 키 스트림(E SC
Ak [EG (KS)])을 램(RAM)에 저장

된 키 정보(Al)에 대하여 복호화 알고리즘(D AC
AI (·))으로 복호한 후 그 복호된 키 스트림(D SC

AI [EG (KS)])을 기
록측의 스마트 카드(7)에 출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록측의 스마트 카드(7)가 재생측의 스마트 카드(3)의 키 스트림(D SC
AI [EG (KS)])을 입력받아 기록측

의 복사 방지 처리부(8)에 출력하면 상기 복사 방지 처리부(8)는 상기 키 스트림(D SC
AI [EG (KS)])을 부호화하여 원

래의 부호화된 키 스트림(EG (KS))으로 복원한 후 인덱스 코드(IDX)에 따라 재생측의 복사 방지 처리부(4)에서 출력
된 비트 스트림(GKS (BS))에 혼합하여 브이씨알(9)에 출력하므로써 다른 테이프에 녹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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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동작을 녹화된 테이프의 데이타는 PPP 기능을 적용하여 제15도와 같은 신호 흐름으로 재생할 수 있다.

또한, 제14도와 같은 신호 흐름으로 녹화된 데이타를 다른 브이씨알로 녹화하는 경우 제17도의 신호 흐름과 같이 Bac
k-up Copy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브이씨알(5)에서 재생된 비트 스트림(S KS (BS)+EG (KS))미 복사 방지 저리
부(4)에 입력되면 비트 스트림(SKS (BS))과 키 스트림(EG (KS))으로 분리한 후 상기 분리된 키 스트림(E G (KS))을 
부호화 알고리즘(ESC

Ak (·))으로 다시 부호화하여 스마트 카드(3)에 출력하고 상기 분리된 비트 스트림(S KS (BS))
은 키 스트림(EG (KS))이 추출된 부분에 인덱스 코드(IDX)를 부가하여 기록측의 복사 방지 처리부(8)에 출력하게 된
다.

이때, 재생측의 스마트 카드(3)는 복사 방지 처리부(4)의 부호화된 키 스트림(E SC
Ak [EG (KS)])을 롬(ROM)에 저장

된 자신의 키 정보(Ak)에 대하여 복호화 알고리즘(DSC
AI (·))으로 복호화한 후 다시 램(RAM)에 저장된 기 정보(A

l)에 대하여 복호화 알고리즘(DSC
AI (·))으로 복호하여 그 복호된 키 스트림(DSC

AI {DSC
Ak [EG (KS)]})을 기록측

의 스마트 카드(7)에 출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생측의 스마트 카드(3)의 키 스트림(DS SC
AI {DSC

Ak [EG (KS)]})이 기록측의 스마트 카드(7)를 통해 
출력하면 복사 방지 처리부(8)는 상기 키 스트림(DSC

AK {DSC
Ak [EG (KS)]})을 키 정보(Al)에 대하여 부호화함에 

의해 복호된 부호화 키 스트림(DSC
Ak [EG (KS)])으로 복원하고 그 부호화 키 스트림(D SC

Ak [EG (KS)])을 인덱스 
코드(IDX)에 따라 재생측의 복사 방지 처리부(4)에서 출력된 비트 스트림(G KS (BS))에 혼합하여 브이씨알(9)에 출
력하므로써 다른 테이프에 녹화하게 된다.

여기서, 요금은 개선된 스마트 카드(3) 또는 (7)에서 계수하게 된다.

이러한 Back-up Copy 기능을 수행하여 녹화된 데이타는 원 테이프를 녹화한 브이씨알에서만 재생할 수 있게 되는데, 
정상적인 재생인 경우 제20도(가)와 같은 신호 흐름으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즉, 브이씨알(5)에서 재생된 비트 스트림(S KS (BS)+DSC
Ak [EG (KS)])이 복사 방지 처리부(4)에 입력되면 비트 스

트림(SKS (BS))과 키 스트림(D SC
Ak [EG (KS)])으로 분리한 후 상기 분리된 키 스트림(E G (KS))을 부호화 알고리즘

(ESC
Ak (·))으로 다시 부호화하여 스마트 카드(3)에 출력하고 상기 분리된 비트 스트림(S KS (BS))은 키 스트림(D

SC
Ak [EG (KS)])이 추출된 부분에 인덱스 코드(IDX)가 부가되어 ATV 디코더(2)에 출력되어진다.

이때, ATV 디코더(2)에서 인덱스 코드(IDX)를 입력받은 스마트 카드(3)는 복사 방지 처리부(4)의 부호화된 키 스트
림(ESC

Ak [EG (KS)])을 스마트 카드를 위한 복호화 알고리즘(D SC
Ak (·))으로 복호하여 디스크램블링 정보인 키 스

크림(KS)을 상기 ATV 디코더(2)에 출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ATV 디코더(2)는 스마트 카드(3)의 키 스트림(KS)를 판독하여 디스크램블링 방식을 판별한 후 복사 방지 
처리부(4)를 통해 입력된 비트 스트림(SKS (BS))을 복호하므로써 아날로그인 비디오 신호 및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그리고, 최초 녹화한 브이씨알이 아닌 다른 브이씨알로 재생하는 비정상 재생의 경우 제20도(나)와 같은 신호 흐름으
로 동작하게 되어 테이프의 재생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테이프 복사를 수행한 브이씨알(9)에서 복사 테이프를 재생하면 복사 방지 처리부(8)가 재생된 데이타(S KS (BS)
+DSC

Ak [EG (KS)])를 스프리팅 처리하여 비트 스트림(S KS (BS)+IDX)을 분리하는데, 키 스트림(D SC
Ak [EG (KS)

])은 자신의 키 정보(Al)에 대하여 부호화된 후 다시 키 정보(Al)애 대하여 부호화되므로 스마트 카드(7)에 'D SC
AI

{DSC
AI (DSC

Ak [EG (KS)])}' 인 키 스트림이 전송되어진다.

이때 스마트 카드(7)는 키 스트림(ESC
AI {ESC

AI (DSC
Ak [EG (KS)])})을 복호하지 못하므로 ATV 디코더(6)에 키 

정보(KS)를 전송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스마트 카드(7)가 비트 스트림(S KS (BS))을 디스크램블링하지 못하여 복사 테이프의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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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파워-온시나 디지탈 브이씨알간의 연결시 자동적으로 인증 및 키 교환 
과정을 수행하므로 불법 스마트 카드에 대한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고 아울러 부분적으
로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보호를 원하는 부분에 대한 스크람블링 처리를 수행하여 
자동으로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비트 스트림과 분리시킨 키 스트림을 다른 경로로 전송하므로 보호 데이타의 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 
효율적으로 불법 시청및 복사 방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스마트 카드에 불법 시청 방지와 불법 복사 방지 기능
을 구현할 때 PPV, PPP, PPC및 Back-up Copy 기능을 구별하도록 하므로써 각 기능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요금을 부
과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은 DSM 응용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탈 신호의 복사 방지 기능을 구현하므로써 디지탈 브이씨알과 같은 
DSM에서의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을 적용하면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타가 전송되면 스크램블링 여부를 판별하는 제1 단계와, 제1 단계에서 스크램블링된 데이타일 때 불법 시청 방지 
모드인지 또는 기록 모드인지 판별하는 제2 단계와, 제2 단계애서 불법 시청 방지 모드이면 키 스트림을 분리한 후 대
응하는 비트 스트림을 디스크램블링하는 제3 단계와, 제2 단계에서 기록 모드이면 비트 스트림과 키 스트림을 혼합한 
상태에서 기록하는 제4 단계와, 제4 단계에서 기록이 종료되었을 때 복사 모드인지 또는 재생 모드인지 판별하는 제5 
단계와, 제5 단계에서 복사 모드이면 키 스트림을 암호화한 후 비트 스트림과 혼합하여 기록하고 재생 모드가 되는지 
판별하는 제6 단계와, 제5 단계 또는 제6 단계에서 재생 모드이면 키 스트림에 따른 디스크램블링 방식으로 비트 스트
림을 디스크램블링하는 제7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디스크램블링되지 않은 데이타는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기능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제3 단계의 불법 시청 방지 동작은 키 스트림(E G (KS))을 GA 비트 스트림에 대한 복호화 알고리즘으
로 복호화하는 제1 과정과, 제1 과정에서 복호화된 키 정보(KS)로 디스램블링 방식을 판별하여 대응하는 비트 스트림
을 디스크램블링하는 제2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제4 단계의 기록 동작은 비트 스트림과 키 스트림이 혼합된 스크램블링된 데이타(SKS (BS)+EG (KS)) 
상태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정 및 복사 방지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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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제6 단계의 복사 동작은 재생된 키 스트림(EG (KS))을 자신의 키 정보(Ak)에 대하여 부호화하는 제
1 과정과, 제1 과정의 부호화된 키 스트림 (E SC

Ak [EG (KS)])이 전송되면 'Back-up Copy' 모드인지 또는 'PPC' 모
드인지 판별하는 제2 과정과, 제2 과정에서 'PPC' 모드이면 기록측의 키 정보에 대하여 복호화한 키 스트림을 전송하
면 기록측의 키 정보에 대하여 부호화한 후 인덱스 코드(IDX)에 대응하는 위치에 삽입하여 비트 스트림과 같이 기록하
는 제3 과정과. 제2 과정에서 'Back-up Copy' 모드일 때 자신의 키 정보와 기록측의 키 정보에 대하여 복호화한 키 스
트림을 전송하면 기록측의 키 정보에 대하여 부호화하고 그 자신의 키 정보에 대하여 복호화된 키 스트림을 인덱스 코
드(IDX)에 대응하는 위치에 삽입한 후 비트 스트림과 같이 기록하는 제4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
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제3 과정의 'PPC' 모드 동작은 비트 스트림(SKS (BS))과 키 스.트림(EG (KS))을 분리하여 그 키 스
트림(EG (KS))이 분리된 부분에 인덱스 코드 (IDX)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에시 분리된 키 스트림(E
G (KS))을 자신의 키 정보에 대하여 부호화한 후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전송된 키 스트림(E SC

Ak [EG (KS)
])를 자신의 키 정보(Ak)와 기록측 키 정보(Al)에 대하여 복호하여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전송된 키 스트림
(DSC

Al [EG (KS)])을 인덱스 코드(IDX)에 대응하여 기록측 키 정보(Al)에 대해 부호화한 후 비트 스트림 (S KS (BS))
과 기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기록이 종료되어 재생을 수행하면 비트 스트림(SKS (BS))과 키 스트림(EG (KS))을 분리하여 그 키 
스트림(EG (KS))리 분리된 부분에 인덱스 코 드(IDX)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분리된 키 스트림
(EG (KS))을 자신의 키 정보(Ak)에 대하여 부호화한 후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전송된 키 스트림(E SC

Ak [
EG (KS)])을 자신의 키 정보(Ak)와 GA 비트 스트림에 대하여 복호함에 의해 키 정보(KS)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전송된 키 정보(KS)에 대하여 비트 스트림(SKS (BS))를 디스크램블링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제4 과정의 'Back-up Copy' 모드 동작은 비트 스트림 (SKS (BS))과 키 스트림(EG (KS))을 분리하
여 그 키 스트림(EG (KS))이 분리된 부분에 인덱스 코드(IDX)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분리된 키 
스트림 (EG (KS))을 자신의 키 정보에 대하여 부호화한 후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전송된 키 스트림(E SC

A

k[EG (KS)])을 자신의 키 정보(Ak)에 대하여 2번 복호화함과 아울러 기록측 키 정보(Al)에 대하여 복호한 후 전송하
는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전송된 키 스트림(DSC

Al {DSC
Al [EG (KS)])을 인덱스 코드(IDX)에 대응하여 기록측 키 정

보 (Al)애 대해 부호화한 후 비트 스트림(S KS (BS))과 기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기록이 종료되어 재생을 수행하면 비트 스트림(SKS (BS))과 키 스트린(D SC
Ak [EG (KS)])을 분리하

여 그 키 스트림(DSC
Ak [EG (KS)])이 분리된 부분에 인덱스 코드(IDX)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분리된 키 스 트림(DSC
Ak [EG (KS)])을 자신의 키 정보(Ak)에 대하여 2번 부호화한 후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

에서 전송된 키 스트림(ESC
Ak [EG (KS)])을 자신의 키 정보(Ak)와 GA 비트 스트림에 대하여 복호함에 의해 키 정보

(KS)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전송된 키 정보(KS)에 대하여 비트 스트림(S KS (BS))를 디스크램블링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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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램블링된 데이타(SKS (BS)+EG (KS))가 입력될 때 시청 모드인지 녹화 모드인지 판별하는 제1 단계와, 제1 단계
에서 시청 모드이면 키 스트림(EG (KS))을 복호하여 대응하는 비트 스트림(S KS (BS))을 디스크램블링하는 제2 단계
와, 제1 단계에서 녹화 모드이면 비트 스트림과 키 스트림이 혼합된 스크램블링된 데이타 (S KS (BS)+EG (KS))를 기
록하는 제3 단계와, 제3 단계에서 기록이 종료된 후 재생 동작을 하면 키 스트림(E G (KS))을 분리하여 다시 부호화하
는 제4 단계와, 제4 단계에서 부호화된 키 스트림(E SC

Ak [EG (KS)])을 복호하여 대응하는 비트 스트림(S KS (BS))을 
디스크램블링하는 제5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제2 단계의 복호화 동작은 키 스트림(E G (KS))을 GA 비트 스트림에 대한 복초화 알고리즘(D G (·))
으로 복호하여 키 정보(KS)로 디스크램블링 방식을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제3단계에서 키 스트림(EG (KS))와 분리된 비트 스트림 (S KS (BS))는 인덱스 코드(IDX)를 부가하
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제4 단계의 부호화 동작은 키 스트림(E SC
Ak [EG (KS)])을 자신의 키 정도(Ak)에 대하여 부호화 

알고리즘(ESC (·))으로 부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방법.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제5 단계의 복호화 동작은 키 스트림(E SC
Ak [EG (KS)])을 자신의 키 정보(Ak)에 대하여 복호화 

알고리즘(DSC
Ak (·))으로 복호한 후 GA 비트 스트림에 대하여 복호화 알고리즘(D G (·))으로 복호하여 키 정보(K

S)로 디스크램블링 방식을 판별하는 것은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방법.

청구항 15.

복사 수행시 자신의 키 정보(Ak)에 대하여 부호화된 키 스트림 (E SC
Ak [EG (KS)])이 전송되면 'Back-up Copy' 모

드인지 또는 'PPC' 모드인지 판별하는 제1 단계와, 제1 단계에서 'PPC' 모드이면 기록측의 키 정보(Al)에 대하여 복호
화한 키 스트림(DSC

Ak [EG (KS)])을 전송하는 제2 단계와, 제2 단계에서 전송된 키 스트림 (D SC
Ak [EG (KS)])을 

기록측의 키 정보(Al)에 대하여 부호화(EG (KS))한 후 인덱스 코드(IDX)에 대응하는 위치에 삽입하여 녹화하는 제3 
단계와, 제1 단계에서 'Back-up Copy' 모드이면 자신의 키 정보(Ak)와 기록측의 키 정보(Al)에 대하여 복호화한 키 
스트럼(DSC

Al {DSC
Ak [EG (KS)]})을 전송하는 제4 단계와, 제4 단계에서 전송된 키 스트림(D SC

Al {DSC
Ak [EG (K

S)])을 기록측의 키 정보(Al)에 대하여 부호화한 후 녹화하는 제5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
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제2 단계의 복호화 동작은 키 스트림(E SC
Ak [EG (KS)])을 자신의 키 정보(Ak)에 대하여 복호화하

고 다시 기록측의 키 정보(Al)에 대하여 복호화한 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제4 단계의 복호화 동작은 키 스트림(E SC
Ak [EG (KS)])을 자신의 키 정보(Ak)때 대하여 2번의 복

호화하고 다시 기록측의 키 정보(Al)에 대하여 복호화한 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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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테이프의 재생시 키 스트림(EG (KS))이 검출되는지 판별하는 제1 단계와, 제1 단계에서 키 스트림(E G (KS))이 검출
되면 'PPC' 또는 최초 기록 테이프로 판별하여 키 스트림을 자신의 키 정보에 대하여 부호화한 후 전송하는 제2 단계와, 
제2 단계에서 전송된 키 스트림을 인덱스 코드(IDX)에 대응하게 자신의 키 정보로 복호하여 키 정보(KS)를 판독하는 
제3 단계와, 제3 단계에서 판독한 키 정보의 디스크램블링 방식으로 비트 스트림을 디스크램블링하는 제4 단계와, 제1 
단계에서 키 스트림(DSC

Ak [EG (KS)])가 검출되면 'Back-up Copy' 테이프로 판별하여 자신의 키 정보 (Ak)에 대하
여 2번 부호화한 후 전송하는 제5 단계와, 제5 단계에서 전송된 키 스트림을 인덱스 코드(IDX)에 대응하게 자신의 키 
정보로 복호하여 키 정보(KS)를 판독하는 제6 단계와, 제6 단계에서 판독한 키 정보의 디스크램블링 방식으로 비트 스
트림을 디스크램블링하는 제7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방법.

청구항 19.

    
아날로그인 방송 신호를 변복조하여 RS 디코딩하는 복조 및 에러 정정 수단과 디스크램블링 정보(KS)애 따라 상기 복
조 및 에러 장정 수단의 출력을 디스크램블링하는 ATV 디코더 수단과, 상기 복조 및 에러 정정 수단의 출력을 디지탈 
브이씨알에 전송하고 그 디지탈 브이씨알에서 재생되는 스크램블링된 기록신호를 비트 스트림과 부호화된 키 스트림으
로 분리하는 복사 방지 처리 수단과, 이 복사 방지 처리 수단의 부호화된 키 스트림을 복호하여 상기 ATV 디코디 수단
에 디스크램블링정보(KS)로 출력하는 스마트 카드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복조 및 에러 정정 수단이 접속된 ATV 디코더 수단을 스마트 카드에 접속하여 상기 스마트 카드에
서 상기 ATV 디코더 수단의 키 스트림을 자신의 키 정보로 복호하여 디스크램블링 정보(KS)를 상기 ATV 디코더 수
단에 출력함에 의해 불법 시청 방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장치.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복조 및 에러 정정 수단이 접속된 복사 방지 처리 수단을 디지탈 브이씨알에 접속하여 최초 녹화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브이씨알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장치.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디지탈 브이씨알이 집속된 복사 방지 처리 수단의 키 스트림 라인을 스마트 카드에 접속함과 아울러 
비트 스트림 라인을 ATV 디코더 수단에 접속하고 상기 복사 방지 처리 수단과 ATV 디코더 수단을 접속하여 상기 스
마트 카드가 상기 ATV 디코더 수단의 인덱스 코드에 대응하는 상기 복사 방지 처리 수단의 키 스트림을 자신의 키 정
보로 복호하여 상기 ATV 디코더 수단에 출력함에 의해 불법 재생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
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복사 방지 처리 수단은 'PPC' 모드의 테이프 재생시 디지탈 브이씨알의 재생 데이타에서 분리한 키 
스트림을 자신의 키 정보로 부호화하여 스마트 카드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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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복사 방지 처리 수단은 'Back-up Copy' 모드의 테이프 재생시 디지탈 브이씨알의 재생 데이타에서 
분리한 키 스트림을 자신의 키 정보로 2번 부호화하여 스마트 카드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
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장치.

청구항 25.

제19항 또는 제21항 또는 제22항중 어느 한 항에 에 있어서, 복사 방지 처리 수단은 스마트 카드 고유의 키 정보를 저
장하는 램(RAM)과. 부호화 알고리즘을 저장하는 알고리즘 저장 메모리와, 상기 램(RAM)의 키 정보로 상기 알고리즘 
저장용 메모리의 부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서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장치.

청구항 26.

제19항 또는 제20항 또는 제2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스마트 카드는 비트 스트림을 위한 복호화 알고리즘 프로그
램을 저장하는 제1 알고리즘 저장 메모리와, 자신의 복호화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제2 알고리즘 저장 메모리와, 
자신의 키 정보를 저장하는 롬(ROM)과, 다른 스마트 카드의 키 정보를 일시 저장하는 램(RAM)으로 구성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장치.

청구항 27.

    
제1 디지탈 브이씨알의 재생 데이타를 비트 스트림과 키 스트림으로 분리하는 제1 복사 방지 처리 수단과, 이 제1 복사 
방지 처리 수단의 부호화된 키 스트림을 자신의 키 정보와 기록측 키 정보에 대하여 복호하는 제1 스마트 카드와 제2 
스마트 카드를 통해 전송된 상기 제1 스마트 카드의 키 스트림을 자신의 키 정보로 부호화하여 상기 제1 복사 방지 처
리 수단의 인덱스 코드(IDX)에 대응하게 비트 스트림과 혼합한 후 제2 디지탈 브이씨알에 전송하는 제2 복사 방지 처
리 수단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장치.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제1 복사 방지 처리 수단은 키 스트림을 자신의 키 정보 (Ak)에 대하여 부호화한 후 제1 스마트 카
드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장치.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제1 스마트 카드는 'PPC' 모드일 때 제1 복사 방지 처리 수단의 키 스트림을 자신의 키 정보와 기록
측 키 정보에 대하여 복호화한 후 제2 스마트 카드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장치.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제2 복사 방지 처리 수단은 제2 스마트 카드에서 전송되는 키 스트림을 제1 복사 방지 처리 수단의 
인덱스 코드(IDX)에 대응시켜 자신의 키 정보(Al)에 대하여 부호화한 후 제1 복사 방지 처리 수단의 비트 스트림과 혼
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장치.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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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항에 있어서, 제1 스마트 카드는 'Back-up Copy' 모드일 때 제1 복사 방지 처리 수단의 키 스트림을 자신의 키 
정보에 대하여 2번 복호한 후 기록측 키 정보에 대하여 복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장치.

청구항 32.

제27항에 있어서, 제2 복사 방지 처리 수단은 제2 스마트 카드에서 전송되는 키 스트림을 자신의 키 정보(Al)에 대하
여 부호화하고 그 부호화된 키 스트림을 제1 복사 방지 처리 수단의 인덱스 코드(IDX)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비트 스트
림과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장치.

청구항 33.

제27항에 있어서, 제1,제2 복사 방지 처리 수단은 스마트 카드 고유의 키 정보를 저장하는 램(RAM)과, 부호화 알고리
즘을 저장하는 알고리즘 저장 메모리와, 상기 램(RAM)의 키 정보로 상기 알고리즘 저장용 메모리의 부호화 프로그램
을 실행하는 프로세서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장치.

청구항 34.

제27항에 있어서, 제1,제2 스마트 카드는 비트 스트림을 위한 복호화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제1 알고리즘 저
장 메모리와, 자신의 복호화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제2 알고리즘 저장 메모리와, 자신의 키 정보를 저장하는 
롬(ROM)과, 다른 스마트 카드의 키 정보를 일시 저장하는 램(RAM)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영상 시
스템의 불법 시청 및 복사 방지 장치.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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