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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상이나 음성정보, 문자정보, 데이타 또는 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을 압축하여 얻어지는 유료프로그램정보 및 다채널프
로그램통신서비스등으로 부터 전송된 유료프로그램의 지불시스템을 갖는 양방향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써, 유료프로
그램방송의부정수신을 방지하고, 또한 시청자에 대한 수신요금의 과금을 지체없이 확실하게 실행하는 시스템을 제공하
기 위해서 1차단말은 수신한 영상신호를 에러체커에서 전송에러의 유무를 확인하고, 과금기에서 에러정보 및 분리회로
에서 영상신호로 부터 분리된 프로그램정보등에 따라서 시청자에 대해서 수신료의 과급을 실행한다. 압축영상데이타는 
또 단말식별코드, 키신호와 시간축다중하여 2차단말에 송신한다. 2차단말에서는 1차단말에서 다중된 단말식별코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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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시청자로의 과금의 유무를 확인하고, 복호회로에서의 압축데이타복호의 처리를 제어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가입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가입자로 부터 그 이용료를 과금하
는 것이 가능한 양방향통신방송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영상신호수신용 단말의 블럭도.

도 2는 제1 실시예에 있어서 프로그램중계국에서 송신된 영상신호의 데이타 구성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제1 실시예에 있어서 1차 단말부와 2차 단말부 사이에서 송신되는 영상신호의 데이타구성의 1예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1차단말부의 블럭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2차단말부의 블럭도.

도 6은 상호작용네트워크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영상신호수신용 단말의 블럭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를 도시한 블럭도.

도 9는 도 8의 실시예의 부분의 회로블럭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따른 양방향통신방송시스템의 정보송신국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11은 정보송신국과 가입자단말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데이타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12는 도 10에 도시된 정보압축송신장치의 내부구조의 블럭도.

도 13은 도 10에 도시된 정보압축송신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내부구조의 블럭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상이나 음성정보, 문자정보, 데이타 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압축하여 얻어지는 유료프로그램정보 
및 양방향통신케이블지상파, 위성파 또는 전화회선 등을 사용해서 예를들어 프로그램요구 홈쇼핑 등을 실행하기 위해 
다채널 프로그램 통신서비스 등에서 송신된 유료프로그램의 과금시스템을 갖는 양방향유료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히, 스크램블된 방송을 수신하는 시청자가 사용자가 수신하는 프로그램만을 지불하는 페이 퍼 뷰(Pay-P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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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V)방식에 따라서 전용의 디코더를 사용해서 스크램블을 해제하는 것에 의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유료방송시스템
에 관한 것이다.
    

VHF 또는 UHF파를 사용해서 각 가정으로 프로그램영상을 송신하는 종래의 지상방송 이외에, 그 사이를 연장하는 동
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등의 케이블을 사용하여 중계국에서 각 가정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송신하는 케이블은 대중적
이며 특히 통신위성 또는 방송위성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송신이 최근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다채널서비스를 제공하
는 많은 유선방송사가 설립되고 있다.

또한, 광파이버기술, 디지탈전송기술 및 고효율부호화기술의 발달로 홈쇼핑 또는 비디오 온 디맨드(VOD)프로그램 등
의 양방향통신케이블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요구에 의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랜털영상으로 대
체할 수 있는 오락프로그램배급시스템 등의 통신서비스의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

이들 케이블방송 또는 VOD시스템은 동축케이블 등을 통해서 영상신호를 송신한다. 그러므로, 지상파를 사용하는 프로
그램방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스트 등의 전파장해를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 시스템은 지상파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배급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재송신 및 프로그램배급회사에 대해 특정한 방송에 사용할 수 있다.

    
각 시청자는 VOD 등의 서비스사와 연결하여 전용수신단말을 텔레비전수신자 등의 자신의 영상신호표시장치에 연결하
는 것에 의해 전파장해 없이 케이블방송사 또는 서비스공급사에 의해 공급되는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시청할 수 있다. 
또, 전용단말 이외에 다른 특별한 어떤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한 회사로부터 극영화, 각종 스포츠중계, 음악프로그
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또, VTR 등의 영상신호 기록재생장치를 전용단말에 연결하는 것에 의해 이들 프로그램을 
기록할 수 있다.
    

    
한편, 서비스사는 그들과 계약한 시청자에게만 프로그램영상소프트웨어를 송신한다. 그러므로, 서비스사로서는 그들과 
계약하고 있고 징수가능한 시청자에게만 프로그램을 바람직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즉, 서비스사와 계약을 하고 있
지 않은 비계약자가 이 서비스사가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은 서비스사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종래의 시스템에 있어서, 전용단말이 없는자가 이러한 서비스사로부터 프로그램을 직접 수신하여 텔레비젼상에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를들어 VTR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전용단말에 의해 수신된 프로그램을 복사했을 때, 전용
단말이 없는자도 쉽게 그 복사물을 볼 수 있다. 즉, 종래의 시스템에 있어서, 서비스사의 배급프로그램에 대한 부정한 
시청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바야시 저, " BS에 의해 1∼2스크램블된 방송" , 텔레비젼 엔지니어학회지, Vol. 46, No. 4. pp. 387∼
391(1992)에 개시된 BS표준스크램블시스템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내용은 스크램블되고, 각 채널에 대해 방송사와 계
약을 맺은 시청자는 전용디코더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프로그램을 스크램블 해제하여 시청할 수 있다.

    
상기 시스템에 있어서, 과금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일정한 시청료를 부가하는 플랫요금(Flat-Fee)시스템에 따른다. 
한편, 시청자가 보고자 하는 프로그램만을 시청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불하는 페이퍼뷰(PPV)라고 하는 다른 
과금시스템이 있다. PPV에는 시청자가 시청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에 따라서 요금을 지불하는 페이퍼타임(P
PT)과 시청자가 본 각 프로그램에 대해 요금을 지불하는 페이퍼프로그램(PPP)가 있고, (PPP)에는 각 시청자가 요구
한 프로그램정보를 시청자에게 송신하는 비디오 온 디맨드(VOD)와 하나의 프로그램이 방송시간이 이동하면서 연속적
으로 방송하는 채널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니어 비디오 온 디맨드(Near-Video-On-Demend)(NVOD)가 있다.
    

    
(PPP) 과금시스템을 사용하는 유료방송에서 여러가지방법 중 어느 하나로 스크램블된 프로그램을 하나의 채널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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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시청자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그것을 해제하고, 선택하고 해제된 프로그램에 대해 요금을 지불한다. 이러한 경
우, 방송국측은 단지 각 스크램블된 프로그램을 단지 순차 방송하면 된다. 그러나, 시청자가 프로그램 중 어떤 것을 보
고자 할 때, 시청자는 일시적으로 중지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재확인해야 하고, 요금을 지불하여 동일한 프로그램을 
다시 보거나 시청하고 있는 동안, VTR 등에 기록해 두어야만 한다.
    

한편, CATV에서 데이타는 각 가입자에게 시간축압축되어 송신되고, 가입자는 디지탈VTR(DVTR) 등의 디지탈기록장
치에 데이타를 축적하고, VOD에서와 같이 신장한 후 시청한다. 이 경우에 언제라도 기록된 디지탈데이타를 반복적으로 
깨끗하게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프로그램제작자측의 저작권보호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료방송에서 디지탈데이타의 부정한 기록 및 부정한 더빙을 고려하여 새로운 과금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시청자에게 가금하고, 시청상태에 대응가능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DVTR에서 수
신 또는 재생된 데이타에 대해 스크램블해제처리를 조사하여 스크램블해제처리에 따라서 디코터의 소유자에게 스크램
블해제 및 과금을 디코터에 입력하는 것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시청자가 DVTR로 시청할 때, 과금자는 VTR에서 재생되는 프로그램내용을 판별할 수 없으므로, P
PP과금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다. 또, VTR에서 일시정지 등의 특수한 프로그램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프로그램
이 간헐적으로 재생되므로 시청회수를 명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워 과금할 대상의 결정이 어렵게 된다.

이들 문제에서, 가입자가 선택한 프로그램에 대해 가입자는 특정기간단위로 측정된 기간동안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
는 즉, 현재의 비디오소프트웨어의 카세트 렌털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시청자는 특정기간동안 프로그램의 스크램블을 해
제할 수 있고, 기간내에서는 시청회수보다 프로그램단위로 과금한다. 이 시스템은 예를 들면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성
5-284499호에 개시되어 있다.

네트워크에 접속된 단말에 의해 요구된 영상 또는 음성정보, 문자정보 또는 데이타 등의 정보는 그것을 압축하는 것에 
의해 스크램블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단말로 송신되는 양방향 케이블 텔레비젼은 예를 들어 Y. 모찌다, " 디지탈광케
이블 TV" , 텔레비젼엔지니어학회지, Vol. 47, No. 8. pp.1082∼1087(1993)에 개시되어 있다.

상기 문헌에는 이와 같은 양방향 케이블텔레비젼의 시스템 및 서비스에 관한 기술은 개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단말 및 
저작권보호를 갖는 가입자에 대한 과금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시되어 있지 않다.

본 발명의 목적은 비디오스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하면서 가입자에게 안정하게 과금할 수 있는 과금시
스템을 구비한 양방향 유료통신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네트워크에 접속된 단말로부터의 요구에 따라서 영상 또는 음성정보, 문자정보, 데이타 또는 어
플리케이션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압축하고, 압축한 정보 및 그 속성정보를 여러개의 정보로 분할하고, 네트워크에 접속
된 각 단말로부터의 여러개의 요구에 따라서 각각 분할된 정보를 각각 송신하는 것에 의해 송신되는 정보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보를 수신하는 가입자단말을 설치한 가입자로부터 그 이용료의 과금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압축송신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특징에 따라서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서비스사로부터 배급되는 프로그램영상신호를 수신하
는 가입자단말에는 통신루트의 송신에러의 유무를 확인하는 에러체크회로, 수신된 프로그램과 시간내의 수신시간 등의 
프로그램수신조건을 감시하는 수신용 모니터회로 및 에러조건과 감시된 수신조건에 따라서 수신료를 결정하는 것에 의
해 가입자에 대한 과금을 체크하는 과금체크회로를 마련한다.

    
또, 가입자단말은 영상신호의 부정수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신되는 영상신호를 처리하는 1차단말부 및 영상표시장치
에 접속되고 모니터상에 수신된 프로그램을 실제로 표시하는 2차단말부로 이루어진다. 1차단말부는 부정수신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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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수신되는 영상신호를 처리하는 회로 및 식별번호 등을 다중화하는 회로를 구비하고 이것에 의해 가입자단말은 
배급되는 프로그램을 수신하거나 또는 가입자는 영상을 수신한다. 2차단말부는 1차단말부에서 다중화된 식별번호에 따
라서 가입자에 대한 과금상황을 확인하는 회로 및 1차단말부에서 실행된 부정수신방지처리를 무효로 하는 회로를 구비
한다. 회로를 확인하는 식별회로에서 확인이 실행된 후에 표시장치는 프로그램영상을 표시한다.
    

이 장치에 따라서, 서비스사에서 배급한 프로그램이 수신된 후에 가입자단말의 1차단말부의 에러체크회로에 의해 송신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후 가입자단말의 1차단말부에서 프로그램시간을 수신하고, 모니터회로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종류 등을 확인한다. 이들 회로에서 얻어진 에러정보 및 프로그램수신정보에 따라서 과금장치는 가입자에게 
과금을 실행한다.

영상신호는 수신단말의 1차단말부에서 부정수신방지회로에 의해 스크램블되고 각 단말에 미리 설정되어 있고 특정단말 
또는 가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식별번호와 다중화되고 그 후 출력된다.

    
1차단말부에서 출력된 영상신호는 2차단말부로 공급되고, 식별번호가 분리된다. 배급된 프로그램에 대한 가입자의 과
금상태는 식별번호에 의해 확인된다. 즉, 가입자단말의 1차단말부 및 1차단말부에 미리 설정된 식별번호로 가입자단말
을 식별할 수 있고, 1차단말부에서 영상신호와 다중화된 1차단말부의 식별번호가 2차단말부의 식별번호와 일치할 때, 
가입자의 단말은 과금되었다고 판정한다. 2차단말부가 과금된 가입자의 단말에 포함될 때, 프로그램은 스크램블해제되
고 영상표시장치에 표시된다.
    

    
이 장치에서 1차단말부에서 출력된 영상신호는 스크램블되므로 2차단말부에서 스크램블해제되지 않는 한 영상신호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1차단말부에서 출력된 영상신호가 VTR 등을 사용하여 복사되어 제3자에게 송신
되어도 그 후 2차단말부에 접속되지 않은 모니터상에서는 그것을 볼 수 없다. 즉, 프로그램공급자와 계약하지 않은 자
는 공급된 어떤 프로그램도 볼수 없게 된다. 또, 가입자의 과금이 확인된 후에 1차단말부에서 출력된 영상신호는 영상
표시장치상에 표시된다. 그러므로, 송신된 프로그램영상이 부정시청자에 의해 예를들어 자기테이프상에 기록되어 제3
자에게 송신될 때,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1차단말부와 쌍을 이루는 2차단말부를 갖는 가입자가 아닌 자, 즉 프로그램수
신료를 지불하지 않는 자는 영상신호를 스크램블해제할 수 없으므로 제3자는 프로그램을 볼 수 없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비가입자 및 자력으로는 프로그램을 수신하지 못하는 가입자에 의한 
프로그램의 모니터화는 방지되므로 프로그램공급자 및 저작권자를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으로서, 송신측에서 정보를 스크램블해제하는 것과 함께 스크램블된 프로그램의 영상 및 음성데이
타를 송신하고, 동시에 모든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식별정보를 데이타상에서 분리하거나 또는 다중해서 동시에 송신
하는 것에 의해, 본 발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데이타를 스크램블해제하는 디코더는 수신된 데이타에서 스크램블해제용 정보를 검출하는 디코더수단; 스크램블 해제
동작을 실행하는 디스크램블러; 프로그램 식별정보를 축적하고 새로 시청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식별정보와 과거에 
시청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식별정보를 비교하는 프로그램 식별정보 처리수단 및, 프로그램 식별정보 처리수단에 의해 
실행된 비교의 결과에 따른 제어하에서 전화선 또는 양방향통신회선의 업링크 등의 데이타선을 거쳐서 스크램블해제되
고 시청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식별정보를 과금측으로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또, 디코더는 단지 프로그램 식별정보 복호용수단 및 송신수단을 구비해도 좋고, 실행된 검출의 모든 결과는 프로그램 
식별정보 처리수단에 대응하는 동작을 실행하는 수단이 마련된 과금측으로 송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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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청자가 DVTR 등의 송신데이타를 디지탈기록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크램블을 해제하기 전에 영상 및 
음성데이타를 스크램블해제정보와 프로그램식별정보와 함께 기록하고, 재생시에는 스크램블된 데이타와 스크램블해제
정보 및 프로그램식별정보를 복조해서 기록시와 동일 포맷으로 재생한다.

송신국측은 스크램블해제용 정보와 스크램블된 프로그램 식별정보를 특정주기로 영상 및 음성데이타에 다중화하고 송
신한다.

    
시청자는 스크램블해제용 디코더에 의해 수신한 데이타로부터 디코더로 스크램블해제용 정보와 프로그램 식별정보를 
검출하고, 복호된 스크램블해제용 정보에 따라서 데이타의 스크램블시의 처리패턴을 복원해서 디스크램블러에 의해 스
크램블의 역처리를 실행하여 스크램블해제를 실행한다. 검출된 프로그램식별정보는 프로그램 식별정보 처리수단내에 
이미 보존되어 있는 특정시간내의 과거에 시청된 모든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검출된 프로그램 식별정보와 일치하는 프
로그램 식별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한다. 일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수신으로 간주하고, 
프로그램 식별정보를 과금자에게 송신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식별정보 처리수단에 보존한다. 과금자측은 수신한 정보에
서 각 시청자가 시청한 프로그램의 타이틀을 파악하고, 이것에 따라서 과금을 실행한다. 한편, 일치한 경우에는 특정기
간내의 재시청으로 간주해서 프로그램 식별정보는 보존되거나 송신되지 않는다.
    

데이타를 DVTR 등의 디지탈기록하는 수단으로 기록재생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스크램블된 데이타, 스크램블해제용 
정보 및 프로그램 식별정보를 동시에 기록하고, 각 신호는 동시에 기록입력시와 동일한 신호포맷으로 복조해서 재생하
고, 디코더에 입력하고, 디코더에서 통상과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그러므로, 스크램블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에 대한 과금을 프로그램단위로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영상, 음성, 문자정보 및 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 등을 갖는 데이타를 압축하는 압축수단
; 압축데이타를 축적하는 제1 메모리수단; 압축데이타 및 다른 관리정보를 신장하기 위해 필요한 속성정보를 축적하는 
제2 메모리수단; 공통식별정보를 각 분할된 정보에 부가하는 수단; 회로에 접속된 다수의 단말로부터 요구를 수신하고 
단말로부터의 다수의 요구에 따라서 제1 및 제2 메모리수단에 축적된 데이타를 송신하는 송수신수단 및; 송수신제어수
단을 구비하는 정보압축송신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 접속된 단말로부터의 요구에 따라서 정보압축송신장치는 영상, 음성, 문자정보 데이타 및 어플리케이션프로
그램을 압축하고, 이 압축데이타 및 그 압축데이타를 신장하기 위해 필요한 속성정보가 얻어진다. 압축된 데이타는 제
1 메모리에 축적되고, 속성정보는 다른 가입자관리정보와 함께 제2 메모리에 축적된다.

네트워크에 접속된 단말로부터의 제1 및 제2 정보송신요구에 따라서 제1 및 제2 메모리에 축적된 데이타는 송신된다.

일반적으로, 제1 메모리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타는 대량정보이고,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들 모두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편, 제2 메모리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타량은 적고, 단말의 가입자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내에 송신할 수 있다.

이러한 것에 의해 가입자에 의해 요구된 정보는 압축된 후, 각각 공통식별정보가 부가되는 여러부분으로 분할된다. 공
통식별정보를 갖는 압축된 정보부분은 송신된다. 그러므로, 정보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고, 가입자단말에 의해 요구
된 정보의 제1 데이타가 미리 수신되어 축적된 경우에는 매우 짧은 시간내에 제2 데이타를 수신할 수 있고, 요구된 데
이타를 재생할 수 있다. 제2 데이타의 요구회수에 따라서 가입자에 대해 과금을 실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를 도 1 ∼도 3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 6 -



등록특허 10-0363114

 
도 1은 유선방송으로 송신된 프로그램영상을 표시하는데 적용하는 경우의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영상신호수신
단말의 블럭도이다. 영상신호수신단말, 즉 가입자단말은 도 1(a)에 도시된 1차단말부(100) 및 도 1(b)에 도시된 2차
단말부(150)을 구비한다.

도 1에 도시된 가입자단말을 설명하기 전에, 도 6을 참조해서 유선방송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도 6에 있어서, 시
스템은 유료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배급하는 프로그램배급회사(600), 통신위성(또는 방송위성)(610), 유선방송중계국
(620) 및 중계국을 가입자단말(641), (642), (643) 및 은행시스템중 적어도 하나의 단말(644)에 직접 연결하는 동
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등의 통신케이블(630)을 구비한다.

    
유선방송시스템에서 프로그램배급사(600)에 의해 제작된 프로그램은 통신위성(610) 또는 지상파를 통해서 중계국(6
20)으로 송신된다. 중계국(620)에서는 프로그램배급사(600)에서 송신된 프로그램신호를 대규모의 고감도안테나를 
사용하여 수신하므로 전파장해 등의 신호악화를 최소화한다. 중계국(620)은 수신된 영상신호를 전화선, 팩시밀리선 및 
컴퓨터 또는 유선 텔레비젼(CATV)의 전용통신선 등의 다른 통신과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집적서비스디지탈네트워크(
IDSN) 등의 일반디지탈통신선인 케이블(630)을 거쳐서 도 6에 도시된 유선방송수신단말(641)∼(643)으로 송신한다.
    

도 2에 중계국에서 각 가입자단말로 송신되는 영상신호의 데이타구조의 1예를 나타낸다. 도 2에서 중계국으로부터의 
디지탈송신데이타는 송신되는 프로그램의 각종 정보를 갖는 프로그램정보나 압축영상데이타의 복호에 필요한 키신호등
을 갖는 데이타헤더부(200), 압축영상데이타부(211)과 (212) 및 압축데이타부에 삽입되어 에러를 검출하고 수신단
말에 의해 비디오신호가 정확하게 수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패리티체크부(221) 및 (222)를 구비한다.

    
이 실시예에는 데이타헤더부(200)을 n바이트, 압축영상데이타부(211), (212)…를 m바이트, 패리티부(221), (222)
… 를 1바이트로 구성하고, 여기에서 n은 수바이트에서 수십바이트의 자연수, m은 수백바이트에서 수천바이트의 자연
수, 1은 수바이트의 자연수인 디지탈데이타로 구성된다. 또, 시간내에 데이타헤더부(200)이 우선 송신되고, 그 후는 
압축데이타부(211), (212), (213)…와 패리티부(221), (222)가 프로그램의 종료까지 교대로 송신된다. 즉, (211), 
(221), (212), (222)…의 순으로 송신된다. 또, 프로그램도중의 수신을 고려하면, 데이타헤더부(200)은 데이타의 선
두만이 아닌 특정의 시간마다 여러 곳에 삽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에 있어서, 중계국(620)에서 송신된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1차단말부(100)은 중계국(620)에서 영상신호를 수신
하는 입력단자(101), 1차단말부(100)에서 프로그램수신용의 과금정보를 출력하는 과금정보출력단자(102), 1차단말
부(100)에 있어서 스크램블된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영상신호출력단자(103), 영상신호입력을 디지탈적으로 복조하는 
입력단자(101)에 접속된 복조회로(111), 이 복조회로(111)의 출력에 접속되고, 복조회로(111)에서 디지탈적으로 복
조된 영상신호에서 패리티부 및 데이타헤더부가 압축영상데이타를 복호하는데 필요한 키신호를 구비하는 헤더부(200)
를 분리하는 분리회로(112), 중계국에서 송신된 영상신호가 정확하게 수신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패리티부 및 압
축영상데이타를 체크하는 에러체크회로(113), 분리회로(112)에 의해 분리된 프로그램정보 및 에러체크회로(113)에 
의해 실행된 에러체크의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수신요금의 과금정보를 작성하는 과금체크회로(114), 1차단말부(10
0) 고유의 식별(ID)코드를 축적하는 메모리(115), 분리회로(112)에 의해 분리된 복호키신호와 메모리(115)에 축적
되어 있는 단말식별코드를 중첩하고 스크램블하는 스크램블러(116) 및 에러체크회로(113)에서 출력되는 압축영상데
이타와 스크램블러(116)에 의해 스크램블된 키정보를 시간축다중하는 다중화회로(117)을 구비한다.
    

    
도 1(b)에 도시된 2차단말부(150)은 1차단말부(100)의 영상신호출력단자(103)에 접속되어 스크램블된 영상신호를 
수신하는 입력단자(151), 입력단자(151)에 접속되어 입력영상신호에서 키정보를 추출하는 추출회로(161), 추출회로
(161)에 의해 추출된 키정보의 스크램블을 해제하고 복호키와 1차단말부(100) 고유의 단말식별코드를 분리하는 디스
크램블러(162), 1차단말부(100)의 단말식별코드를 축적하는 메모리(163), 디스크램블러(162)에서 분리된 1차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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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100)의 단말식별코드와 메모리(163)에 축적되어 있는 단말식별코드를 비교하는 비교기(164), 디스크램블러(16
2)에서 출력되는 복호키를 수신하고 비교기(164)의 출력에 따라서 복호키를 출력시키는 스위치(165), 스위치(165)
를 거쳐서 출력되는 복호키를 사용해서 압축영상신호를 복호하는 복호회로(166), 복호회로(166)에서 복호된 디지탈
영상신호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는 D/A변환기(167) 및 이와 같이 아날로그신호로 변환된 프로그램영상을 표시하는 
모니터(168)을 구비한다.
    

    
이 실시예에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패리티부(221) 및 (222)의 각각에서 순화중복검사(CRC)를 사용해서 에러체
크를 실행한다. 즉, 중계국측에 있어서 중계국(620)은 영상데이타를 송신하기 전에, 특정의 연산식을 사용해서 압축영
상데이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얻어지는 에러검출코드를 패리티로서 압축영상데이타에 부가한 후 송신한다. 수신단말측, 
즉 1차단말부(100)에 있어서는 수신한 압축영상데이타를 동일한 연산동작에 따라 연산하고, 그 결과를 패리티와 비교
한다. 연산동작의 결과가 패리티와 동일하면 압축영상데이타는 정확하게 송신되어 수신된다. 또, 에러체크회로(113)에 
사용되는 에러체크용 부호는 CRC부호에 한정되지 않는다. 리드솔로몬(Reed-Solomon)부호나 단순 패리티부호, BC
H(Bose-Chaudhuri-Hocquen ghem)부호 등을 사용해도 좋다. 또 이들 에러정정부호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에러 정
도에 따라 송신에러를 정정할 수 있다.
    

    
CRC부호 등을 사용하는 에러체크의 결과는 에러체크회로(113)에서의 출력되고, 분리회로(112)에서 출력된 프로그램
정보과 함께 과금체크회로(114)에 입력된다. 이 과금체크회로(114)에서는 에러체크회로(113)으로부터의 에러정보 
및 수신한 영상신호에 부가되어 있는 프로그램정보에 따라서 가입자의 과금정보를 작성한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정보
에 프로그램의 쟝르, 제작회사명 및 저작권자명 등을 마련하는 경우, 뉴스, 영화 등의 프로그램의 쟝르에 따라 수신료를 
변동시키거나 VOD서비스 등에서는 제작회사나 제작권자에 대한 수신요금 및 서비스요금의 지불 등을 순조롭게 실행할 
수 있다. 한편, 에러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송신에러에 의해 프로그램의 수신이 곤란한 경우, 가입
자에 대한 과금을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송신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단말로 에러정보를 중계국
(620)으로 송신하여 에러부분에 대응하는 영상신호의 재송신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통신루트가 에러와 상관없으면 에
러체크회로(113)을 생략해도 좋다.
    

    
과금체크회로(114)에서 작성된 과금정보는 과금출력단자(102)에서 전화회선 또는 다른 전용회선, 케이블을 통해서 
중계국(620) 또는 유선방송회사 등으로 송신된다. 또, 1차단말부(100)의 입력단자(101)에 접속되어 있는 영상신호수
신용 케이블이 양방향케이블이면 과금정보송신용으로도 사용가능하다. 이 경우, 입력단자(101)을 입출력단자로 변경
하고, 과금체크회로(114)의 과금정보를 입출력단자로 출력한다. 이 경우, 중계국(620)과 각 가입자단말 사이를 접속
하는 통신케이블의 개수를 삭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VOD시스템 등의 프로그램요구 등의 양방향통신서비스의 적용
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 프로그램의 수신체크에 의해 정확한 시청율조사 등도 가능하게 된다.
    

분리회로(112)에서 스크램블러(116)으로 공급된 키신호는 스크램블되고, 상술한 메모리(115)에 축적되어 있는 1차
단말부(100) 고유의 단말식별코드와 다중화된다. 예를 들면, 단말식별코드는 2진수이어도 좋다. 이 경우, 각 가입자단
말에 다른 2진수를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10∼20비트 정도의 2진수로 단말식별번호의 중복을 거의 방지
할 수 있다.

스크램블러(116)에서 스크램블되고 단말식별코드와 다중화된 키정보는 압축영상데이타와 함께 다중화뢰로(117)에 
입력되고, 여기에서 키정보와 압축영상데이타는 시간축다중화되고, 출력단자(103)에서 출력된다.

    
도 3에 키정보와 압축영상데이타를 시간축다중화해서 얻어진 신호의 간단한 구성예를 도시한다. 도 3에 있어서, (301)
은 키정보, (311), (312), (313) 등은 압축영상데이타를 나타낸다. 도 3에 도시한 구성예에서는 정보가 VTR 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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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매체에 기록되고, 자기테이프상의 어떤 시점에서 재생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일정시간마다 예를 들어 적어도 5분
에 1회정도 키정보(301)을 삽입한다. 이 경우, 예를들면 자기테이프의 재생이 키(301) 다음의 압축영상데이타(312)
상에 개시될 때, 압축영상데이타(312)는 키정보가 없으므로, 복호할 수 없다. 그러나, 압축영상데이타(313)에서는 다
음의 키(301)을 사용해서 영상데이타를 복호할 수 있다. 사용할 기록재생장치가 레이저디스크, 광자기디스크 또는 하
드디스크 등의 랜덤액세스가능한 장치이면 한 곳에 위치한 키정보(301)로 프로그램도중에 기록된 프로그램을 재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록매체상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키정보(301)을 적어도 두지점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정보와 다중화된 압축영상데이타로서, 도 1(a)의 1차단말부(100)의 출력단자(103)에서 공급된 신호는 직접 또는 
VTR 등의 영상신호기록재생장치를 통해서 도 1(b)의 2차단말부(150)의 입력단자(151)에 입력된다. 추출회로(161)
에 있어서 키정보에서 분리되고 1차단말부(100)에 의해 스크램블된 압축영상데이타는 디스크램블러(162)에 의해서 
스크램블이 해제된다. 디스크램블러(162)로부터의 복호키는 스위치(165)로 공급된다. 비교기(164)의 입력단 중 하나
에 공급된 1차단말부(100)의 단말식별코드는 메모리(163)에 축적되어 있는 2차단말부(150)의 단말식별코드와 비교
되어 비교기(164)의 다른 입력단에 공급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단말쌍에 대해 단말식별코드는 다르고, 또 각 
단말의 1차단말부와 2차단말부의 단말식별코드는 공통이다. 따라서, 이 비교기(164)에 의해 1차단말부의 단말식별코
드와 2차단말부의 단말식별코드를 비교하여, 2차단말부(150)의 입력단자(151)에 입력된 압축영상데이타가 2차단말
부(150)과 쌍을 이루는 1차단말부(100)에 의해 수신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
    

비교기(164)에서 실행되고, 스위치(165)로 공급된 비교 결과가 이들 2개의 단말식별코드가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낼
때에만 스위치(165)는 디스크램블러(162)에서 출력된 압축영상신호를 복호하는 키신호를 복호회로(166)으로 출력한
다.

    
추출회로(161)에 의해서 키정보와 분리되어 복호회로(166)에 입력된 압축영상데이타가 스위치(165)에서 입력되는 
복호키를 사용해서 복호회로(166)에 있어서 복호된다. 비교기(164)의 비교에서 2개의 단말식별코드 사이가 불일치한 
것을 나타낼때에는 스위치(165)가 복호키를 출력하지 않으므로 복호회로(166)에서 압축영상데이타의 복호는 실행되
지 않는다. 즉, 이 2차단말부(150)과 쌍을 이루는 1차단말부(100)에서 출력된 압축영상데이타 이외에는 이 복호회로
(166)에서 복호되지 않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복호회로(166)에서 복호된 영상신호는 D/A변환기(167)에 의해 아날로그신호로 변환되어 모니터(
168)에 표시된다. 복호회로(166)에 의해 복호되지 않은 영상신호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으므로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시스템을 유료방송수신용 가입자단말로서 사용하는 것에 의해, 가입자에 대해 수신료를 즉시 과금
하면서 다른 동일 방송의 부정수신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1차단말부의 다른 실시예를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4에 있어서, 1차단말부(400)은 부호화회로(415)가 도 1(a)의 에러체크회로(113)에 대응하는 에러체크회로(413)
의 출력에 접속되고, 도 1(a)의 스크램블러(116)에 대응하는 스크램블러(417)에는 부호화회로(415)의 출력 및 도 1
(a)의 단말식별회로(115)에 대응하는 단말식별회로(416)의 출력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도 1(a)에 도시된 1차단말부
(100)과는 다르다. 1차단말부(400)과 쌍으로 이루어질 2차단말부는 도 1(b)에 도시한 것이어도 좋다. 다른 구성상의 
특징은 도 1(a)에 도시된 것과 동일하다. 즉, 도 4에서 1차단말부(400)은 중계국(620)으로부터의 영상신호를 수신하
는 입력단자(401), 1차단말부(400)에서 프로그램수신용 과금정보를 출력하는 출력단자(402), 1차단말부(400)에서 
스크램블된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출력단자(403), 입력단자(401)에 입력된 영상신호를 디지탈 복조하는 복조회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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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조회로(411)에 의해서 디지탈변조된 영상신호에서 프로그램정보 등을 포함하는 데이타헤더를 복호하는데 필요
한 키신호와 압축영상데이타를 분리하는 분리회로(412), 중계국(620)에서 송신된 영상신호가 정확하게 수신되었는지
를 확인하는 에러체크회로(413), 에러체크회로(413)에 의해 실행된 어레체크의 결과 및 분리회로(412)에 의해 분리
된 프로그램정보에 따라서 프로그램수신료에 대한 과금정보를 작성하는 과금체크회로(414), 수신된 영상신호를 압축 
및 부호화하는 부호화회로(415), 단말 또는 단말을 갖는 가입자 고유의 식별코드를 축적하는 메모리(416), 부호화회
로(415)에서 출력되고 복호에 필요한 키신호를 스크램블하고 스크램블된 코드를 단말식별로드와 중첩하는 스크램블러
(417) 및 부호화회로(415)에서 출력되는 압축영상데이타와 스크램블러(417)에서 출력되는 키정보를 시간축다중화하
는 다중화회로(418)을 구비한다.
    

도 4에 도시한 1차단말부(400)은 중계국에서 송신되는 영산신호가 압축 또는 부호화 등의 처리가 실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이 경우에 가입자의 과금용으로 프로그램정보 및 에러체크신호는 필수적이다. 이들 정보는 특별히 
마련된 시간적 스페이스 또는 수직주사기간에 삽입해도 좋다.

    
중계국(620)에서 송신된 영상신호는 1차단말부(400)의 입력단자(401)에 입력되고, 분리회로(412)에 의해 수직주사
기간 등에 삽입되어 있는 프로그램정보를 분리하여 과금체크회로(414)에 공급하고, 영상신호는 에러체크회로(413)으
로 공급한다. 에러체크회로(413)에서는 수신한 영상데이타의 에러를 체크하고, 그 결과를 과금체크회로(414)로 공급
한다. 이 에러체크는 예를 들면 수평 또는 수직주사기간마다 특정의 신호를 삽입하여 에러체크회로(413)에 의해서 주
지의 특정신호를 검출하고, 그 특정신호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또는 수평주사기간 등에 패리티를 삽입하는 것등에 의해
서 실행된다.
    

    
과금체크회로(414)에서는 도 1에 도시된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가입자에 대한 과금정보를 작성하고, 출력단자(40
2)에서 중계국(620)으로 송신한다. 한편, 영상신호는 부호화회로(415)로 공급되어 시간축압축에 의해 부호화가 실행
된다. 그후, 압축영상데이타는 다중화회로(418)로 출력되고, 압축영상데이타의 복호시에 필요한 키신호는 스크램블러
(417)로 공급된다. 스크램블러(417)에는 부호화회로(415)로 부터의 복호키 및 메모리(416)으로부터의 단말식별코
드가 입력된다. 복호키 및 단말식별코드는 중첩되어 스크램블러(417)에 의해 스크램블된다. 이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단말식별코드는 제1 실시예에서도 사용된다. 또, 다중화회로(418)에서 스크램블러(417)로부터의 키정보와 부호화회
로(415)로부터의 압축영상데이타가 시간축 다중화되어 출력단자(403)에서 출력된다. 1차단말부(400)과 함께 사용되
는 2차단말부는 제1 실시예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1차단말부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중계국(620)에서 송신되는 영상신호가 압축에 의해 부호화되지 않
을 때에도 가입자에 대한 과금 및 프로그램의 부정수신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계국으로부터의 영상신호가 아
날로그신호일때는 복조회로(411)의 직전에 튜너를, 복조회로(411)의 직후 또는 부호화회로(415)의 직전에 A/D변환
기를 구비하는 것에 의해 적절하게 실행될 수 있다.

2차단말부의 다른 실시예를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5에 도시된 2차단말부(550)은 도 1(a) 또는 도 4에 나타낸 실시예에서와 같은 1차단말부의 출력을 직접 또는 VT
R 등의 영상신호기록재생장치를 통한 신호를 수신하는 입력단자(551), 복호된 프로그램영상신호를 모니터(570)으로 
출력하는 출력단자(552), 입력된 영상신호에서 키정보를 추출하는 키추출회로(561), 추출회로(561)에 의해 추출된 
키정보의 스크램블을 해제하고 복호키와 단말식별코드를 분리하는 디스크램블러(562), 단말식별코드를 미리 기억해 
두는 메모리(563), 디스크램블러(562)에서 분리된 단말식별코드와 메모리(563)에 기억되어 있는 단말식별코드를 비
교하는 비교기(564), 디스크램블러(562)에서 출력된 복호키를 수신하고, 비교기(564)가 식별코드가 일치한 것을 복
호할때에만 출력하도록 하는 스위치(565), 스위치(565)에서 복호키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압축영상신호를 복호하는 
복호회로(566), D/A변환기(567), 이 D/A변환기(567)로부터의 영상신호를 VTR 등의 영상신호 기록재생장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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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록할 수 없는 신호처리를 실행하는 복사방지회로(568) 및 2차단말부(550)에서 출력되는 프로그램영상을 표시하
는 외부모니터(570)을 구비한다.
    

(561)∼(567)의 구성요소가 도 1(b)에 도시된 2차단말부(150)의 구성요소인 (161)∼(167)과 각각 대응하므로 상
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5에 있어서, 도 1(a) 또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키정보와 다중화된 압축영상데이타를 포함하고, 1차단말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2차단말부(550)의 입력단자(551)에 직접 또는 VTR과 같은 영상신호 기록재생장치를 통해서 입력된
다. 입력된 신호는 추출회로(561), 디스크램블러(562), 메모리(563), 비교기(564), 스위치(565), 복호회로(566) 
및 D/A변환기(567)에 있어서 각각 도 1(b)의 구성요소(161)∼(167)을 거쳐서 실행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 즉, 1차
단말부의 단말식별코드의 확인, 압축영상데이타의 복호 및 아날로그신호로의 변환을 실행한다. D/A변환기(567)에서 
출력된 아날로그영상신호는 영상신호의 동기신호부분이 처리되는 복사방지회로(568)에 입력된다. 즉, 2차단말부(55
0)은 프로그램영상신호를 표시하는 모니터(570)과 연결된다. 모니터(570)은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치로서 외부에 
마련된다. 그러므로, 출력단자(552)와 모니터(570) 사이에서 영상신호의 부정수신방지용의 신호처리가 필요하게 된
다. 이 실시예에서는 VTR 등의 영상신호 기록재생장치로 신호를 기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복사방지회로(568)에서 
모니터와는 동기하지만 VTR과는 동기하지 않는 영상신호의 동기부분을 변경하는 것에 의해 VTR에 기록하는 것을 방
지하면서 영상신호를 모니터상에 표시가능하게 하는 신호처리를 실행한다.
    

본 실시예의 2차단말부의 회로구성으로 제1실시예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영상신호의 표
시장치로서 기존의 TV모니터 등의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효과도 얻어진다.

도 7은 1차단말부 및 2차단말부로 불리되지 않은 단말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7에 있어서, 가입자단말(700)은 중계국(620)에서 영상신호를 수신하는 입력단자(701), 1차단말부(700)에서 프
로그램수신용 과금정보를 출력하는 출력단자(702), VTR 등의 영상신호 기록재생장치(750)으로 스크램블된 영상신호
를 출력하는 출력단자(703), 영상신호 기록재생장치(750)에서 스크램블된 영상신호를 입력하는 입력단자(704), 모니
터 등의 표시장치(760)으로 프로그램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출력단자(705), 입력단자(701)에서 입력된 영상신호를 
디지탈복조하는 복조회로(711), 복조회로(711)에 있어서 디지탈복조된 영상신호에서 프로그램정보 등을 포함하는 데
이타헤더, 압축영상데이타의 복호에 필요한 키신호 등을 분리하는 분리회로(712), 중계국에서 송신된 영상신호가 정확
하게 수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에러체크회로(713), 분리회로(712)에서 분리된 프로그램정보 및 에러체크회로(
713)에 의해 실행된 에러체크의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수신요금의 과금정보를 작성하는 과금체크회로(714), 가입자
단말(700) 고유의 식별코드를 기억하는 메모리(715), 분리회로(712)에 의해 분리된 키신호와 메모리(715)에 기억되
어 있는 단말식별코드를 다중화하고 스크램블하는 스크램블러(716), 에러체크회로(713)에서 출력되는 압축영상데이
타와 스크램블러(716)에서 출력되는 키정보를 시간축다중하는 다중화회로(717), 입력단자(704)에서 입력된 영상신
호에서 키정보를 추출하는 추출회로(721), 추출회로(721)에 의해 추출된 키정보의 스크램블을 해제하고 복호용 키신
호와 단말식별코드를 분리하는 디스크램블러(722), 디스크램블러(722)에서 분리된 단말식별코드와 메모리(715)에 
기억되어 있는 단말식별코드를 비교하는 비교기(723), 디스크램블러(722)에서 출력된 복호키를 수신하고 비교기(72
3)의 출력이 키신호가 일치한 것을 나타낼 때에만 키신호를 부가하는 스위치(724), 에러체크회로(713)으로 부터의 
압축영상데이타와 추출회로(721)로 부터의 압축영상데이타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1 선택기(725), 분리회로(712)로 
부터의 복호키와 스위치(724)로 부터의 복호키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2 선택기(726), 제2 선택기(726)으로 부터의 복
호키를 사용해서 제1 선택기(725)로 부터의 압축영상신호를 복호하는 복호회로(727), D/A변환기(728), 출력단자(7
05)로 부터의 영상신호에 대해 VTR 등의 광자기디스크, 하드디스크 등의 영상신호를 기록할 수 있는 영상신호 기록재
생장치(750)에 의해 기록할 수 없는 처리를 실행하는 복사방지회로(729) 및 단말(700)에서 출력되는 프로그램영상
을 표시하는 모니터(760)을 구비한다. 구성요소(711)∼(717)은 도 1에 도시한 구성요소(111)∼(117)에, 구성요소
(721)∼(724) 및 (727)∼(729)는 도 5의 (561), (562) 및 (564)∼(568)에 각각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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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에 있어서, 도 6에 도시한 중계국(620)에서 송신된 영상신호는 단말(700)의 입력단자(701)에서 수신되고, 복조
회로(711), 분리회로(712), 에러체크회로(713) 및 과금체크회로(714)를 통해서 디지탈복조, 프로그램정보와 복호키
의 분리, 송신에러의 확인 및 과금정보의 작성을 실행한다. 이들 처리는 도 1에 도시한 대응회로에서 실행된 처리와 동
일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에러체크회로(713)에서 출력된 압축영상데이타는 다중화회로(717) 및 제1 선택기(725)으로, 또 분리회로(712)에서 
출력된 복호키는 스크램블러(716) 및 제2 선택기(726)으로 각각 공급된다.

    
스크램블러(716)으로 공급된 복호키는 메모리(715)에 기억되어 있는 단말식별코드와 다중화되고, 그 후 다중화회로
(717)로 공급되는 압축영상데이타와 시간축다중화된다. 이 스크램블러(716) 및 다중화회로(717)에 의해 실행되는 
처리는 제1 실시예에서 실행되는 처리와 동일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상술한 복호정보와 다중화된 압축영상데
이타는 출력단자(703)에서 출력되어 영상신호VTR(750)에 입력되고 여기에서 영상신호는 기록매체상에 기록보존이 
가능하게 된다.
    

    
VTR(750)에 의해 재생된 신호는 입력단자(704)로 공급되고, 그후 압축영상데이타에서 키정보가 추출되는 추출회로
(721)로 공급된다. 키정보는 디스크램블러(722)로 공급되고, 압축영상데이타는 제1 선택기(725)로 공급된다. 도 5에
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키정보는 디스크램블러(722)에 의해 스크램블해제되어 복호키와 단말식별코드로 분
리된다. 단말식별코드는 비교기(723)에 의해서 메모리(715)의 내용과 비교된다. 한편, 복호키는 스위치(724)에 입력
되고, 그 출력은 비교기(723)에서의 비교결과로 제어되고, 제2 선택기(726)으로 공급된다. 제1 선택기(725)와 제2 
선택기(726)은 항상 연동한다. 즉, 제1 선택기(725)가 에러체크회로(713)의 출력을 선택출력하는 경우, 제2 선택기
(726)에서는 분리회로(712)에서 출력되는 복호키를 선택하거나 또는 그 반대이다. 즉, 어떤 외부VTR이 단말(700)에 
접속되어 있고, 영상신호데이타가 입력단자(704)에서 입력된 경우, 선택기(725) 및 (726)은 VTR에 의해 재생된 압
축영상데이타 및 복호키를 선택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에러체크회로(713)으로 부터의 압축영상데이타 및 분리회로
(712)로 부터의 복 호키를 선택한다.
    

제1 선택기(725)에서 출력된 압축영상데이타는 제2 선택기(726)에서 출력되는 복호키를 복호회로(727)에 의해 복호
된다. 또, 도 5에서 상술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D/A변환기(728) 및 복사방지회로(729)에 의해서 데이타를 처리한
다.

상술한 구성을 갖는 단말을 사용해서 실시예에서 상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이 실시예에 의하면 단
말식별코드를 기억하는 하나의 메모리만이 단말에 필요하게 된다.

또, 이 실시예에서 단말을 1차단말과 2차단말로 물리적으로 분할할 필요가 없게 되어 공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
다. 또, 1차 및 2차단말 사이에 요구되는 배선이 불필요하게 된다.

이상의 실시예에서는 중계국으로 부터의 프로그램이 유선통신을 사용해서 송신되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했지만, 본 발명
은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의 송신시스템에 관계없이 전화회선, 지상방송 또는 위성방송 등의 다른 송신매체에 적용할 수
도 있다.

    
또, 도 2에 도시한 영상신호의 데이타구성은 단지 1예로서, 다른 형태의 사용도 가능하다. 단, 중계국에서 송신되는 영
상신호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타헤더부와 패리티부가 요구되지만 전송로가 에러와 상관없으면 패리
티부는 없어도 좋다. 또, 과금을 고려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부정수신의 방지에만 주목한다면 현행방송의 신호구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1차단말과 2차단말 사이의 송신된 데이타에 대한 데이타구성도 압축영상데이타에 적절하게 키정보
를 삽입하는 형태이면 좋다. 또, 1차단말과 2차단말 사이의 송신될 영상데이타는 반드시 압축데이타일 필요는 없다. 압
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영상데이타에 스크램블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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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프로그램 배급회사로 부터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송신되었는지를 수신단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송신
데이타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재송신의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 또, 수신단말에 의해 프로그램수신이 정확
하게 수신된 경우에는 수신가입자에 대해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제작회사, 저작권자 등 또는 수신시간에 따라서 요금
의 과금을 즉시, 지체없이 실행할 수 있다.

또, 과금후에 수신한 신호를 스크램블하는 것에 의해 VTR 등을 사용한 프로그램의 복사 및 부정한 프로그램수신을 방
지하여 프로그램 제작회사, 저작권자 등을 침해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이 실시예는 영상신호 입력단자(810), PCM음성신호 입력단자(811), 분
리회로(812), 영상신호 디스크램블러(813), 음성신호 디스크램블러(814), 영상데이타 출력단자(815), 음성데이타 
출력단자(816), 복호기(817), (818), 계약조건을 비교하는 비교기(819), 프로그램코드 처리회로(820), PN발생기(
821), 데이타송신변조기(822) 및 송신출력단자(823)을 구비한다.

본 실시예는 상술한 BS표준스크램블방식의 방송에 대해서 PPP 과금방식을 사용한다.

고바야시의 문헌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아날로그 영상신호는 선회전방식에 따라 스크램블키를 초기값으로서 발생되는 
가상소음(PN) 신호계열 발생논리에 따른 위치에서 주사선마다 전환해서 신호성분의 시간위치를 변경하고, PCM음성
신호는 PN신호계열을 부가하고, 스크램블키와 프로그램의 속성을 나타내는 정보로 이루어지는 공통정보 및 워크키와 
개별의 계약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의 정보를 다중화하고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를 함께 송신한다.

프로그램속성에 관한 정보는 방송국 고유의 식별정보와 날짜에 관한 정보로 이루어진다. 이 실시예에서, 각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식별정보를 부가한다. 이하, 이들 정보를 프로그램코드라고 한다.

    
위성방송수신기에 의해 수신 및 복조된 영상신호 및 PCM음성신호는 도 8에 도시된 신호처리시스템의 입력단자(810) 
및 입력단자(811)로 공급된다. 그 후, 영상신호는 영상신호 디스크램블러(813)으로 공급되고, PCM음성신호는 분리
회로(812)로 공급되어 음성신호데이타, 공통정보 및 개별정보로 분리된다. 음성신호데이타는 음성신호 디스크램블러
(814)로 공급된다. 상기 개별정보는 각 신호처리시스템마다 설정된 마스터키로 부호화되어 있다. 복호기(817)은 상기 
분리회로(812)에서 상기 개별정보를 분리하고, 이 중에서 마스터키와 일치한 정보의 코드를 복호하여 워크키와 개별정
보를 검출한다. 복호기(818)은 워크키에 의해 부호화된 공통정보를 복호하는 것에 의해 프로그램코드를 갖는 프로그램 
속성을 나타내는 스크램블키 및 정보를 분리하고 검출한다. 비교기(819)는 검출된 프로그램의 속성을 나타내는 정보와 
개별정보를 비교해서 가입자와 방송국과의 계약조건의 일치를 확인한다. 일치를 확인해서 비교기(819)는 스크램블해
제의 허가명령을 PN발생기(821)로 공급한다.
    

    
프로그램코드 처리회로(820)은 복호기(818)로부터의 프로그램코드를 검출해서 PN발생기(821)로 프로그램코드의 검
출펄스를 출력한다. 또, 프로그램코드 처리회로(820)은 메모리를 갖고, 새로 입력된 프로그램코드와 메로리에 기억되
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코드를 비교하고, 새로 입력된 프로그램코드가 기억된 프로그램코드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
을 때, 새 프로그램코드는 데이타송신 변조기(822)로 출력되고, 메모리내에 라이트된다. 이때부터 특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프로그램코드는 메모리내에 보존된다. 새로 입력된 프로그램코드와 일치하는 메모리내의 프로그램코드가 있
는 경우에 새 프로그램코드는 메모리에서 라이트가 실행되지 않고, 검출펄스와 프로그램코드를 출력하지도 않는다.
    

    
PN발생기(821)은 프로그램송신측의 스크램블처리에서 사용한 PN발생기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복호기(818)에 의해 
검출된 스크램블키를 사용해서 스크램블해제처리의 초기상태가 설정된다. 영상신호 디스크램블러(813)과 음성신호 디
스크램블러(814)는 PN발생기(821)의 제어출력에 따라 스크램블 작동시와는 반대의 처리를 실시한다. 즉, 영상신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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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사선마다 전환위치의 조합을 특정해서 이들 위치를 재전환하여 축적되고, 음성신호는 가산한 PN신호계열을 특정
하는 것에 의해 축적되고, 그 후 제거된다. 축적영상데이타 및 축적음성신호는 각각 영상데이타 출력단자(815)와 음성
데이타 출력단자(816)에서 출력된다. PN발생기(821)의 동작은 비교기(819)에서 계약조건의 일치 및 프로그램코드 
처리회로(820)에 의해 프로그램코드의 검출이 확인된 경우로 제한되고, 이런 경우에만 디스크램블러(813) 및 (814)
는 스크램블해제의 동작을 실행한다.
    

데이타 송신변조기(822)는 비교기(819)로부터의 스크램블해제명령을 검출해서 프로그램코드와 신호처리시스템에 설
정되어 있는 식별번호를 합해서 송신출력단자(823)에서 과금자측으로 송신출력한다.

과금자측은 수신한 상기 정보로부터 스크램블해제된 프로그램을 검출하고 시청요금을 산정한다.

신호처리시스템에 의해 스크램블해제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코드는 과금자측으로 송신되고, 또 설정한 특정기간단위내
에서는 동일 프로그램이 다수 시청되어도 동일 프로그램코드에 관해서는 1회만 송신되므로 시청자는 특정기간내이면 
동일 프로그램을 몇회라도 동일과금으로 시청할 수 있다.

    
도 9에 특정기간이 1일단위인 경우에 과금하는 경우의 프로그램코드 처리회로(820)의 구성예를 도시한다. 도 9의 프
로그램코드 처리회로(820), 복호기(818)(도 8)과 접속된 프로그램코드 입력단자(902), 비교기(903), 어드레스 레
지스터(904), 어드레스 카운터(905), 어드레스 디코더(906), 메모리(907), 메모리 라이트 제어회로(908), 버퍼(9
09)와 (910), 데이타 송신 변조기(822)(도 8)과 접속된 프로그램코드 출력단자(911) 및 PN발생기(821)(도 8)와 
접속된 검출펄스 출력단자(912)를 구비한다.
    

프로그램코드는 버퍼(909) 및 비교기(903)의 하나의 입력측에 프로그램코드 입력단자(900)을 거쳐서 입력된다. 프
로그램코드 검출회로(901)에 의해 프로그램코드를 검출하였을 때, (901)은 검출펄스를 출력하여 메모리 리드 제어회
로(902)로 공급하고, (902)는 개시펄스를 검출펄스 출력단자(912)를 거쳐서 PN발생기(821)(도 8)로 공급한다.

    
어드레스 레지스터(904)는 이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코드가 라이트된 최종 어드레스를 축적하고 있고, 어드레스 카운터
(905)는 메모리 리드 제어회로(902)로부터의 개시펄스에 따라서 어드레스 디코더(906)이 선두 어드레스가 도달한 
것을 나타낼 때까지 이 어드레스에서 디크리먼트하여 메모리(907)내의 모든 프로그램코드를 순차 리드한다. 비교기(
903)에서 이와 같이 리드된 프로그램코드를 새로 입력된 프로그램코드와 각각 비교하고, 이 때, 이와 같이 리드된 프로
그램코드중 새로운 프로그램코드와 일치하는 프로그램코드가 있으면 일치가 검출될 때 비교를 종료하고, 프로그램코드
는 메모리(907)에 라이트하지 않는다. 새로운 프로그램코드와 일치하는 프로그램코드가 없을 때, 메모리 라이트 제어
회로(908)의 조건하에서 버퍼(909)에 축적된 새로운 프로그램코드는 메모리(907)로 출력되고, 메모리(907)내에서 
라이트되고 동시에 버퍼(910) 및 프로그램 출력단자(911)을 거쳐서 데이타송신 변조기(822)로 공급된다.
    

메모리(907)내에 축적된 모든 프로그램코드 및 어드레스 레지스터(904)내의 최종 어드레스는 1일 주기로 클리어한다.

도 9에 도시한 프로그램코드 처리회로에서 예를 들면 1일이내에 동일 프로그램을 다수회 시청해도 출력되는 프로그램
코드는 1회시청에 상당하도록 처리된다.

    
이상에서는 신호처리장치내에 마련된 프로그램코드 처리회로의 예를 도시하였지만 과금자측의 시스템상에서도 동일하
게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코드 처리회로(820)(도 8)은 검출펄스를 PN발생기(821) 및 데이타 송신 변조
기(822)로 출력하는 충분한 기능을 갖는다. 데이타 송신 변조기(822)는 비교기(819)에서 스크램블해제 명령을 검출
한 모든 프로그램코드 및 시청자의 식별번호를 함께 송신한다. 과금자측은 상술한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수신데이타로부
터 스크램블해제된 프로그램과 그 시청자를 파악해서 과금을 실시한다. 또, 이 데이타를 특정기간 보존하고, 이 기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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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동일 시청자로부터의 프로그램코드를 모두 비교하여 동일 데이타가 여러번 수신된 경우, 그러한 동일한 프로그램의 
다중시청에 대한 과금을 중지할 수 있다.
    

    
또, 상기 실시예는 VTR 기록재생신호에도 적용가능하고, 이 경우, 디코더에 입력되는 영상신호 및 PCM음성신호와 같
은 동일한 데이타, 즉 스크램블된 프로그램데이타가 VTR의 각 기록영역에서 기록재생된다. 이 때, 상술한 스크램블키 
등의 공통정보나 개별정보는 음성데이타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PCM음성영역에 기록한다. VTR로부터의 재생된 출
력은 기록입력과 동일 포맷으로 복조해서 상기 디코더에 입력하고, 다음 출력신호는 수신된 신호의 시청시의 처리와 동
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코드 처리가 실행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과금이 적용된다. 이 경우, 규정기간내의 시청
이라면 1회시청과 동일한 요금으로 동일 프로그램을 다수회시청할 수 있다.
    

    
또,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BS표준 스크램블방식에 대응한 디코더에 관해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다른 스크램블방식에 
대응하는 디코더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디지탈데이타의 셔플링으로 스크램블을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신
데이타와 함께 송신된 스크램블해제용 정보와 같은 정보에 프로그램코드를 포함하도록 하면, 상기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코드에 의해 프로그램코드를 처리하고 디스크램블러의 스크램블해제 허가조건에 프로그램 코드검출을 부가하
는 것에 의해 과금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디코더 및 입출력데이타에 입력데이타용으로 동일포맷을 사용하
는 DVTR을 사용하면, VOD에서와 같이 데이타를 압축하여 송신하는 CATV서비스에서도 DVTR에 의해 재생되는 신호
를 복조하여 얻어진 데이타를 디코더를 거쳐서 스크램블 해제하는 것에 의해 동일한 과금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도 10에 양방향 통신 방송시스템에 있어서의 정보압축 송신장치에 적용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관해서 도시한다. 
도 10에 있어서, 정보송신국(620)(도 6)는 호스트컴퓨터(1010), 가입자단말(641)과 (643)에 관한 정보를 일괄적으
로 관리하는 가입자 데이타베이스(1020), 가입자가 요구할 수 있는 영상, 음성, 문자정보, 각종데이타 및 어플리케이
션과 같은 정보를 축적 및 관리하는 정보 라이브러리(1030), 정보를 압축하는 정보압축처리장치(1040), 정보압축처
리장치(1040)에 의해 출력된 제1 데이타를 축적하는 제1 메모리(1050), 정보압축처리장치(1040)에 의해 출력된 제
2 데이타를 축적하는 제2 메모리(1060), 양방향통신을 실행하는 통신제어장치(1070) 및 디지탈통신회로(630)을 구
비한다.
    

    
도 11에 정보송신국(620)과 가입자단말(641)∼(643)(도 6) 사이의 양방향통신에서 사용되는 데이타포맷을 도시한
다. 도 11에 있어서, 포맷은 가입자단말에서 정보송신국(620)으로의 정보리스트요구신호(1101), 정보송신국(620)에
서 가입자단말로 송신되는 정보리스트데이타(1102), 가입자단말에서 정보송신국(620)으로 송신되는 제1 요구(1103), 
정보송신국(620)에서 가입자단말(400)으로 송신되는 압축데이타인 제1 데이타(1104), 가입자단말로부터 정보송신
국(620)으로 속성정보를 요구하는 제2 요구(1105), 정보송신국에서 가입자단말(400)으로 송신되는 속성정보인 제2 
데이타(1106) 및 금융기관단말(644)에 과금하기 위해 정보송신국에서 가입자단말로 송신되는 데이타(1107)을 구비
한다.
    

도 11에 있어서, 데이타개시(ST) 및 데이타종료(EOD)는 통신제어장치(1070)(도 10)에 의해 포맷의 선두 및 말미에 
부착된다. 또, 타임코드TC는 각 압축된 데이타의 선두에 부착되어 있다.

    
정보송신국(620)에서는 가입자단말로부터의 정보리스트요구신호(1101)을 디지탈통신회선(630)을 거쳐서 통신제어
장치(1070)이 수신한 경우, 통신제어장치(1070)은 수신데이타중에서 가입자단말의 식별번호를 추출하고, 가입자단말
에서 정보리스트요구(1101)이 있었던 것을 호스트컴퓨터(1010)에 알린다. 호스트컴퓨터(1010)은 통신제어장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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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으로부터의 식별번호에 따라서 가입자데이타베이스(1020)을 참조하여 회선사용에 대한 가입자의 상태 및 금융기
관 등으로의 체납상황 등을 체크하고 요구된 정보를 가입자단말에서 제공할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정보리스트요구시에 가입자단말은 정보의 선택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 통신제어장치(1070)은 정보리스트요구를 포함
하는 수신데이타에서 정보의 선택조건을 추출하고, 호스트컴퓨터(1010)에 알린다. 호스트컴퓨터(1010)은 선택조건에 
따라서 정보라이브러리(1030)을 검색하고, 현재 제공가능한 정보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가입자단말의 조건과 함께 정
보압축처리장치(1040)으로 송신한다. 정보압축처리장치(1040)에서 압축되는 정보리스트의 데이타는 제1 메모리(10
50)에 축적되고, 또 가입자단말에서 정보의 신장에 필요한 속성정보는 제2 메모리(1060)에 축적된다. 제1 메모리(1
050) 및 제2 메모리(1060)에 축적된 데이타는 호스트컴퓨터(1010)의 허가하에서 통신제어장치(1070) 및 디지탈통
신회선(630)을 거쳐서 가입자단말로 송신된다. 이 정보리스트데이타(1102)를 수신한 가입자단말은 압축데이타를 신
장하고, 정보를 선택하고 정보송신국(620)에 대해서 선택한 정보의 송신을 요구한다.
    

가입자단말에서 정보송신국으로의 정보리스트요구(1101)은 반드시 정보의 송신마다 요구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정보의 검색시에 또는 월1회로 정기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가입자단말로부터의 제1 요구(1103)을 디지탈통신회선(630)을 거쳐서 수신한 통신제어장치(1070)은 수신데이타중
에서 송신요구된 정보의 식별번호, 관리번호 및 정보의 유효기간 등과 같은 가입자단말의 조건을 추출하여 호스트컴퓨
터(1010)에 알린다. 호스트컴퓨터(1010)은 통신제어장치(1070)에서 수신된 가입자의 식별번호에 따라서 가입자 데
이타베이스(1020)을 참조하여 회선사용에 대한 가입자의 상태 및 금융기관 등으로의 체납상황 등을 조사하고, 요구된 
정보를 가입자단말에 제공할지 제공하지 않을지를 판정한다. 그리고, 요구된 정보가 가입자단말에 제공가능한 경우, 호
스트컴퓨터(1010)은 요구된 정보의 관리번호에 따라서 요구된 정보를 가입자단말에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검색
한다. 가입자단말에 사용가능하면, 요구된 정보를 정보라이브러리(1030)에서 정보압축처리장치(1040)으로 송신한다.
    

    
정보압축처리장치(1040)은 정보라이브러리(1030)에서 송신된 정보를 압축하고, 그 압축한 데이타를 제1 메모리(10
50)에 축적한다. 호스트컴퓨터(1010)으로부터의 송신허가에 따라서 제1 메모리(1050)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타를 통
신제어장치(1070)으로 송신하고, 통신제어장치(1070)은 디지탈통신회선(630)을 거쳐서 압축데이타인 제1 데이타(
1104)를 가입자단말(400)으로 송신한다. 일반적으로, 제1 요구(1103)에 의해 송신되는 제1 데이타(1104)의 데이타
량은 많고, 또 디지탈 통신회선(630)으로 단위시간내에 송신가능한 정보의 양에는 상한이 있으므로 제1 요구(1103)
에 따른 제1 데이타(1104)의 송신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제2 메모리(1060)에 축적되어 있는 속성정보이고, 가입자단말에서 정보의 신장에 필요한 제2 데이타(1106)의 
데이타량은 압축된 제1 데이타(1104)에 비해 작으므로 아주 짧은 시간으로도 송신이 가능하다.

가입자단말에서 제1 요구(1103)에 따라 송신되는 제1 데이타(1104)는 예를 들면 광자기 디스크장치에 기록한다. 이 
제1 데이타(1104)를 신장 및 재생하기 위해 가입자단말은 정보송신국(620)의 통신제어장치(1070)에 대해 디지탈 통
신회선(630)을 거쳐서 데이타의 신장에 필요한 속성정보의 송신을 요구하는 제2 요구(1105)를 송신한다.

    
통신제어장치(1070)에서 가입자단말로부터의 정보의 송신을 요구하는 제2 요구(1105)를 디지탈 통신회선을 거쳐서 
수신할 때, 수신데이타중에서 가입자단말의 식별번호와 요구된 정보의 관리번호를 추출하고, 호스트컴퓨터(1010)에 
알린다. 호스트컴퓨터(1010)은 식별번호에 따라서 가입자 데이타베이스(1020)을 참조하여 회선사용에 대한 가입자의 
상태 및 금융기관 등으로의 체납상황 등을 조사하고, 요구된 정보를 가입자단말로 송신할지 송신하지 않을지를 판정한
다. 제공가능한 경우, 호스트컴퓨터(1010)은 제2 메모리(1060)에 대해서 송신허가를 발행하고, 제2 메모리(106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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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되어 있는 제2 데이타(1160)을 통신제어장치(1070)으로 송신한다. 통신제어장치(1070)은 디지탈 통신회선(63
0)을 거쳐서 속성정보를 가입자단말(400)으로 송신한다.
    

제2 요구(1105)에 따라서 송신되는 제2 데이타(1106)은 가입자단말의 메모리에 축적된다. 제2 데이타(1160)의 속
성정보를 사용해서 제1 요구(1103)에 따라 수신한 압축데이타(1104)를 신장한다.

정보송신국(620)에서 가입자단말로 제2 데이타(1106)을 송신종료하면, 정보송신국(620)의 호스트컴퓨터(1010)은 
가입자 데이타베이스(1020)의 관리정보를 갱신한다. 그리고, 정보송신국(620)은 금융기관단말(644)에 대해서 과금
정보(1107)을 송신하고, 그 후 가입자에 대해 요금을 청구한다.

처리장치(1040)의 블럭도인 도 12를 참조해서 정보압축처리장치(1040)의 작동을 설명한다.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압축하기 위해서 압축될 각 데이타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압축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 12에 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보압축처리장치(1040)에는 정보에 따라서 정보의 입력시에 정보의 종별을 판정하는 회로, 각 정보에 
적합한 압축회로 및 압축회로를 전환하는 선택회로가 마련죄어 있다.

여기에서는 압축하는 정보의 예로써, 영상신호를 사용해서 설명한다.

도 12에 있어서, 정보압축처리장치(1040)은 개별코사인전송(DCT)회로(1241), 양자화회로(1242), 양자화테이블 설
정회로(1243), 스케일계수 설정회로(1224), 엔트로피 부호화회로(1245), 타임코드 분리회로(1246), 제1 다중화회
로(1247), 제2 다중화회로(1248)을 구비한다.

    
가입자단말로 부터 제1 요구(1103)을 받은 호스트컴퓨터(1010)은 가입자단말에 의해 요구된 정보를 정보라이브러리
(1030)에 지정한다. 이것에 따라서 정보라이브러리(1030)은 정보압축처리장치(1040)에 지정된 정보의 데이타전송
을 개시한다. 정보압축처리장치(1040)에 입력된 영상신호는 8×8화소의 각 블럭으로 분할되고, 블럭마다 DCT회로(
1241)에 의해 주파수변환된다. DCT회로(1241)에 입력되는 영상신호는 디지탈신호이다. 정보압축처리장치(1040)에 
입력된 영상신호가 아날로그신호인 경우,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DCT회로(1241)에 입력되기 전에 A/D변환기에 의해 
디지탈신호로 변환해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입력된 영상신호는 그 수직동기기간에 편집을 실행하기 위한 타임코드 및 사용자의 비트정보를 구비한다. 
타임코드 분리회로(1246)은 입력된 영상신호에서 타임코드 및 사용자의 비트를 분리해서 호스트컴퓨터(1010)으로 공
급한다. 양자화테이블 설정회로(1243) 및 스케일계수 설정회로(1244)에서 각각 양자화테이블 및 스케일계수를 설정
하는 것에 의해, 호스트컴퓨터(1010)은 타임코드 및 사용자의 비트를 참조해서 정시간마다 또는 난수를 발생시켜서 생
성한 불규칙적인 시간간격으로 스케일계수 및 양자화테이블을 변화시킨다. 양자화회로(1242)는 이들 설정에 따라서 
DCT계수를 양자화한다. 그리고, 엔트로피 부호화회로(1245)에 의해 양자화된 DCT계수를 가변길이부호화하고, 영상
신호를 압축한다. 이 압축영상신호는 제1 다중화회로(1247)에 의해 호스트컴퓨터(1010)이 발행한 식별번호가 부가되
어 제1 메모리(1050)에 축적된다. 이 데이타가 제1 데이타(1104)로 된다. 또, 압축데이타의 신장에 필요한 스케일계
수, 양자화테이블 및 타임코드의 속성정보는 제2 다중화회로(1248)에 의해 제1 데이타(1104)에 부가한 식별번호와 
동일 식별번호가 부가되고, 제2 메모리(1060)에 축적된다. 이 데이타가 제2 데이타(1106)으로 된다.
    

여기에서 각각의 시간에 전송되는 제1 데이타(1104)인 압축데이타와 제2 데이타(1106)인 속성정보의 대응을 고정시
킬 필요가 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호스트컴퓨터(1010)은 제1 데이타와 제2 데이타에 동일한 식별번호를 지정
한다. 가입자단말이 정보를 신장재생할 때 발생하는 제2 요구(1105)에는 제1 데이타(1104)에서 추출한 식별번호가 
부가되고, 제2 메모리(1060)에 축적되어 있는 제2 데이타(1106)이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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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말에서 공통의 식별번호를 사용하여 압축데이타와 속성정보의 대응을 설정하므로 압축데이타를 신장재생할 수 
있다. 또, 가입자단말이 수신한 압축데이타의 신장재생을 위해, 송신되는 압축데이타가 스크램블된 것과 동등한 상태로 
되므로 타임코드와 동기한 스케일계수 및 양자화테이블에 관한 속성정보가 필요하다.

수신된 속성정보를 광자기디스크 등의 비휘발성기록매체에는 기록할 수 없도록 가입자단말을 설계한 경우에는 속성정
보에 대한 요구의 회수에 따라서 가입자에게 과금할 수 있게 된다.

도 13은 가입자단말(641)∼(643)의 다른 실시예의 내부구성을 도시한 블럭도이다. 가입자단말은 마이크로컴퓨터(1
301), 제어패널(1302), 통신제어회로(1303), 광자기디스크(1304), 메모리(1305), 신장처리회로(1306), 포맷변환
회로(1307) 및 모니터(1308)을 구비한다. 신장처리회로(1306)은 엔트로피복호화회로(1311), 스케일계수 설정회로
(1312), 양자화테이블 설정회로(1313), 역양자화회로(1314) 및 역 DCT회로(1315)를 구비한다.

제어패널(1302)는 휴먼인터페이스에 관한 가입자단말의 모든 조작을 제어하는 부분이고, 정보요구(1101), 정보검색
과 선택, 제1 요구(1103), 제2 요구(1105) 및 신장재생 등의 조작과 표시를 실행할 수 있다.

    
마이크로컴퓨터(1301)은 가입자단말의 전체를 제어한다. ISDN 통신회선(630)을 거쳐서 수신한 제1 데이타(1104) 
및 제2 데이타(1106)은 통신제어회로(1303)에서 마이크로컴퓨터의 제어하에서 식별된다. 제1 데이타(1104)는 광자
기디스크(1304)상에 기록된다. 광자기디스크(1304)는 가입자 단말내장형이나 착탈가능형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제
2 데이타(1106)은 가입자단말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1305)에 축적되고, 메모리(1305)의 내용은 단말외부로 추출
할 수 없는 구성으로 한다.
    

    
제어패널(1302)로부터의 신장재생의 명령을 받은 마이크로컴퓨터(1301)은 광자기디스크(1304) 및 메모리(1305)가 
데이타를 리드하도록 지시하고, 신장처리회로(1306)에서 신장처리를 개시한다. 광자기디스크(1304)에서 재생된 제1 
데이타(1104)인 압축데이타는 엔트로피 복호화회로(1311)에서 복호된다. 한편, 메모리(1305)에서 리드된 스케일계
수는 스케일계수 설정회로(1312)에서 설정되고, 메모리(1305)에서 리드된 양자화테이블은 양자화테이블 설정회로(
1313)에서 설정된다.
    

    
복호되고 압축된 데이타는 양자화테이블 설정회로(1313)에서 설정된 양자화테이블의 값 및 스케일계수 설정회로(13
12)에서 설정된 스케일계수의 값에 따라서 역양자화회로(1314)에 의해 역양자화되고, 역DCT회로(1315)에 의해 신
장된다. 마이크로컴퓨터(1301)은 광자기디스크(1304) 및 메모리(1305)에 축적되어 있는 식별번호간의 일치를 확인
하고, 메모리(1305)로 부터의 출력을 제어하고, 순차 양자화테이블 설정회로(1313) 및 스케일계수 설정회로(1312)
를 설정한다.
    

신장된 영상신호는 포맷변환회로(1307)에서 동기신호가 부가되고, D/A변환기에서 아날로그신호로 변환되고, 필요한 
경우, 모니터(1308)상에 표시된다.

이상과 같이 가입자단말에서 미리 제1 데이타(1104)를 수신하고 기록하는 것에 의해 매우 짧은 시간내에 제2 데이타
(1106)을 수신하여 신장재생할 수 있게 된다.

이 실시예에서는 압축데이타를 신장하기 위한 전용하드웨어를 내장한 구성을 예로 하여 설명하였지만, 신장처리회로(
1306)의 작동을 마이크로컴퓨터(1301)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행할 수 있다.

또, ISDN이나 CATV를 디지탈통신회선으로 사용하였지만 광통신네트워크, 아날로그의 전화회선을 사용한 모뎀, 로컬
에리어네트워크(LAN) 등의 다른 통신회선도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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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데이타를 기록하는 기록매체로 사용되는 광자기디스크장치 대신 디지탈 VTR, 디지탈오디오테이프레코더, 광디스
크장치, 하드디스크장치 등의 디지탈신호 기록재생장치도 사용가능하다.

    
본 발명에 의하면, 가입자단말이 요구한 정보를 압축하고, 압축된 정보는 압축데이타와 그 속성정보로 분할된다. 압축
데이타 및 속성정보에 공통식별번호를 부가하고, 그 후 시간내에 그것을 가입자단말로 각각 송신한다. 가입자단말측에
서는 수신된 압축데이타를 속성정보없이 신장할 수 없다. 또, 수신한 속성정보를 불휘발성의 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없
도록 가입자단말을 구성하는 것에 의해 정보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또한 가입자가 속성정보를 요구한 회수에 따라서 가
입자에 대해 과금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가입자단말측에서 미리 압축데이타를 수신하고 기록하면 가입자가 매우 짧은 시간내에 속성정보만을 수신하는 것
에 의해, 수신기록된 압축데이타를 신장 재생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부호화데이타를 재생하는 데이타 재생장치로서,

상기 부호화데이타는 적어도 스크램블 데이타,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를 스크램블 해제하는 복호키 및 모든 상기 스크램
블 데이타를 규정하는 개별정보를 구비하고,

상기 데이타 재생장치는

상기 부호화데이타를 재생하는 데이타 재생수단;

상기 데이타 재생수단에 의해 재생된 상기 부호화데이타에서 상기 개별정보를 추출하는 추출수단;

상기 추출수단에 의해 추출된 개별정보 및 데이타 재생시스템 또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식별코드를 참조하는 개별정보 
처리수단 및;

상기 데이타 재생수단에 의해 재생된 상기 부호화데이타내에 구비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를 스크램블해제하는 디스크
램블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재생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램블수단은 상기 개별정보 처리수단이 상기 개별정보와 상기 식별코드를 참조한 결과에 따라서 상기 스크
램블 데이타의 스크램블해제의 허가를 인식하는 경우에만 상기 복호키를 사용해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를 스크램블해
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재생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개별정보는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를 식별하기 위해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에 대해 다른 값을 갖는 데이타 정보를 
적어도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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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타 재생장치는

상기 개별정보내에 구비된 상기 데이타정보를 식별하는 데이타정보 처리수단 및;

적어도 상기 데이타 정보처리수단에 의해 식별된 상기 데이타정보 및 상기 데이타 재생장치 또는 상기 사용자를 식별하
는 상기 식별코드를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재생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재생장치는 적어도 상기 송신수단에서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된 상기 데이타정보와 상기 식별코드에 
따라서 상기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상기 부호화데이타의 재생에 대한 재생요금을 청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
이타 재생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재생장치는 상기 스크램블데이타가 상기 디스크램블수단에 의해 특정기간내에 여러번 새로 스크램블해제
된 경우, 적어도 상기 송신수단에서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된 상기 데이타정보와 상기 식별코드에 따라서 상기 정보
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상기 부호화데이타를 재생하는 재생요금을 1회만 청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재생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개별정보는 상기 스크램블데이타를 식별하기 위해 상기 스크램블데이타에 대해 다른 값을 값는 데이타정보를 적
어도 구비하고,

상기 데이타 재생장치는

상기 개별정보내에 구비된 상기 데이타정보를 식별하는 데이타정보 처리수단 및;

적어도 상기 데이타 정보처리수단에 의해 식별된 상기 데이타정보 및 상기 데이타 재생장치 또는 상기 사용자를 식별하
는 상기 식별코드를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재생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재생장치는 적어도 상기 송신수단에서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된 상기 데이타정보와 상기 식별코드에 
따라서 상기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상기 부호화데이타의 재생에 대한 재생요금을 청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
이타 재생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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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타 재생장치는 상기 스크램블데이타가 상기 디스크램블수단에 의해 특정기간내에 여러번 새로 스크램블해제
된 경우, 적어도 상기 송신수단에서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된 상기 데이타정보와 상기 식별코드에 따라서 상기 정보
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상기 부호화데이타의 재생에 대한 재생요금을 1회만 청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재생장
치.

청구항 9.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부호화데이타를 재생하는 데이타 재생장치로서,

상기 부호화데이타는 적어도 스크램블 데이타 및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각각을 다르게 규정하는 개별정보를 구비하
고,

상기 데이타 재생장치는

데이타 요구신호를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하는 데이타 요구수단;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를 스크램블 해제하는데에 필요한 복호키를 저장하는 복호키 저장수단;

상기 부호화데이타를 재생하는 데이타 재생수단;

상기 데이타 재생수단에 의해 재생된 상기 부호화데이타에서 상기 개별정보를 추출하는 추출수단;

상기 추출수단에 의해 추출된 상기 개별정보와 데이타 재생시스템 또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식별코드를 참조하는 비교
수단 및;

상기 데이타 재생수단에 의해 재생된 상기 부호화데이타내에 구비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를 스크램블 해제하는 디스
크램블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타 재생장치는 상기 데이타요구신호에 따라서 상기 정보공급자로부터 송신된 상기 복호키를 저장하고,

상기 디스크램블수단은 상기 비교수단이 상기 개별정보와 상기 식별코드를 참조한 결과에 따라서 상기 스크램블 데이
타의 스크램블 해제의 허가를 식별하는 경우에만 상기 복호키 저장수단내에 저장된 상기 복호키를 사용해서 상기 스크
램블데이타를 스크램블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재생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개별정보는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를 식별하기 위해 모든 상기 스크램블데이타에 대해 다른 값을 갖는 몇개의 데이
타정보를 적어도 구비하고,

상기 데이타 재생장치는 상기 개별정보내에 구비된 상기 데이타정보를 식별하는 데이타 정보 처리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데이타 요구신호는 적어도 상기 데이타정보 처리수단에 의해 식별된 상기 데이타정보 및 상기 식별코드를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재생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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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타 재생장치는 적어도 상기 데이타 요구수단에서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된 상기 데이타 요구신호내에 구
비된 상기 데이타정보와 상기 식별코드에 따라서 상기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상기 부호화데이타의 재생에 대한 재
생요금을 청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재생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재생장치는 상기 스크램블데이타가 상기 디스크램블수단에 의해 특정기간내에 여러번 새로 스크램블해제된 
경우, 적어도 상기 데이타 요구수단에서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된 상기 데이타요구신호내에 구비된 상기 데이타정보
와 상기 식별코드에 따라서 상기 재생수단에 의해 재생된 상기 부호화데이타를 재생하는 재생요금을 1회만 청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재생장치.

청구항 13.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스크램블 데이타를 수신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로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 및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 또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식별코드를 다중화하는 다중화회로;

상기 다중화회로에서 출력된 다중화데이타를 기록/재생할 수 있는 데이타 기록/재생장치;

상기 데이타 기록/재생장치에 의해 재생된 상기 다중화데이타에서 상기 식별코드를 추출하는 추출회로;

상기 추출회로에 의해 추출된 상기 식별코드와 상기 다중화회로에 의해 마련된 상기 식별코드를 비교하는 비교기 및;

상기 데이타 기록/재생장치에 의해 재생된 상기 다중화데이타의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를 스크램블 해제하는 디스크램
블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디스크램블회로는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스크램블 해제가 상기 비교기에 의해 실행된 비교 결과에 따라서 허가
된 경우에만 상기 다중화데이타의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를 스크램블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는 적어도 하나의 에러검출코드를 구비하고,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수신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송신에러를 에러체크회로가 확인한 경우, 상기 에러검출코드를 참조하여 수신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정정을 확인하고,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재송신을 요구하는 에러체크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15.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스크램블 데이타를 수신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로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와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 또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식별코드를 다중화하는 다중화회로;

상기 다중화회로에서 출력된 다중화 데이타를 출력하는 출력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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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중화데이타를 입력하는 입력단말;

상기 입력단말에서 입력된 상기 다중화데이타에서 상기 식별코드를 추출하는 추출회로;

상기 추출회로에 의해 추출된 상기 식별코드와 상기 다중화회로에 의해 마련된 상기 식별코드를 비교하는 비교기 및;

상기 입력단말에서 입력된 상기 다중화데이타의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를 스크램블 해제하는 디스크램블회로를 포함하
고,

상기 디스크램블회로는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스크램블 해제가 상기 비교기에 의해 실행된 비교 결과에 따라서 허가
된 경우에만 상기 다중화데이타의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를 스크램블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는 적어도 하나의 에러검출코드를 구비하고,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수신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송신에러를 에러체크회로가 확인한 경우, 상기 에러검출코드를 참조하여 수신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정정을 확인하고,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재송신을 요구하는 에러체크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17.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스크램블 데이타를 수신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로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 및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 또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식별코드를 다중화하는 다중화회로;

스크램블 데이타와 식별코드의 다중화데이타를 입력으로 또한 상기 다중화회로에서 출력된 다중화데이타를 출력으로 
적절하게 가변처리하는 입력/출력단말;

상기 입력/출력단말로부터 입력된 상기 다중화데이타에서 상기 식별코드를 추출하는 추출회로;

상기 추출회로에 의해 추출된 상기 식별코드와 상기 다중화회로에 의해 마련된 상기 식별코드를 비교하는 비교기 및;

상기 입력/출력단말에서 입력된 상기 다중화데이타의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를 스크램블해제하는 디스크램블회로를 포
함하고,

상기 디스크램블회로는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스크램블 해제가 상기 비교기에 의해 실행된 비교 결과에 따라서 허가
된 경우에만 상기 다중화데이타의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를 스크램블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는 적어도 하나의 에러검출코드를 구비하고,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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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송신에러를 에러체크회로가 확인한 경우, 상기 에러검출코드를 참조하여 수신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정정을 확인하고,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재송신을 요구하는 에러체크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19.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스크램블 데이타를 수신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로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를 출력하는 제1 출력단말;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 또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식별코드를 출력하는 제2 출력단말;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를 입력하는 제1 입력단말;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 또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상기 식별코드를 입력하는 제2 입력단말;

상기 제1 출력단말에서 출력된 상기 식별코드를 비교하는 비교기 및;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스크램블 해제가 상기 비교기에 의해 실행된 비교 결과에 따라서 허가된 경우에만 상기 제1 입
력단말에서 입력된 다중화데이타의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를 스크램블 해제하는 디스크램블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는 적어도 하나의 에러검출코드를 구비하고,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수신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송신에러를 에러체크회로가 확인한 경우, 상기 에러검출코드를 참조하여 수신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정정을 확인하고,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재송신을 요구하는 에러체크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21.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는 적어도 압축 영상데이타 및 상기 압축영상데이타를 식별하기 위해 모든 상기 압축영상데이타
에 대해 다른 값을 갖는 프로그램정보를 구비하고,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내에 구비된 상기 프로그램정보를 식별하는 프로그램 정보 처리회로 
및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데이타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더 포함하고,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적어도 상기 프로그램 정보 처리회로에 의해 식별된 상기 프로그램정보 및 상기 데이타 수
신기 단말 또는 상기 사용자를 식별하는 상기 식별코드를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
신기 단말.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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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적어도 상기 송신기에서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된 상기 프로그램정보와 상기 식별코드
에 따라서 상기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수신에 대한 수신요금을 청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상기 스크램블데이타가 상기 디스크램블회로에 의해 특정기간내에 여러번 새로 스크램블해
제된 경우, 적어도 상기 프로그램정보와 상기 식별코드에 따라서 상기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
를 수신하는 수신요금을 1회만 청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24.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는 적어도 압축영상데이타 및 상기 압축영상데이타를 식별하기 위해 모든 상기 압축영상데이타에 
대해 다른 값을 갖는 프로그램정보를 구비하고,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내에 구비된 상기 프로그램 정보를 식별하는 프로그램 정보 처리회로 
및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데이타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더 포함하고,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적어도 상기 프로그램 정보 처리회로에 의해 식별된 상기 프로그램정보 및 상기 데이타 수
신기 단말 또는 상기 사용자를 식별하는 상기 식별코드를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
신기 단말.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상기 송신기에서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되는 상기 프로그램정보와 상기 식별코드에 따
라서 상기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수신에 대한 수신요금을 청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
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상기 스크램블데이타가 상기 디스크램블회로에 의해 특정기간내에 여러번 새로 스크램블해
제된 경우, 적어도 상기 송신기에서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된 상기 프로그램정보와 상기 식별코드에 따라서 상기 정
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수신에 대한 수신요금을 청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27.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는 적어도 압축영상데이타 및 상기 압축영상데이타를 식별하기 위해 모든 상기 압축영상데이타에 
대해 다른 값을 갖는 프로그램 정보를 구비하고,

 - 25 -



등록특허 10-0363114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내에 구비된 상기 프로그램 정보를 식별하는 프로그램 정보 처리회로 
및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데이타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더 구비하고,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적어도 상기 프로그램 정보 처리회로에 의해 식별된 상기 프로그램 정보 및 상기 데이타 수
신기 단말 또는 상기 사용자를 식별하는 상기 식별코드를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
신기 단말.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적어도 상기 송신기에서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된 상기 프로그램정보와 상기 식별코드
에 따라서 상기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수신에 대한 수신요금을 청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상기 스크램블데이타가 상기 디스크램블회로에 의해 특정기간내에 여러번 새로 스크램블해
제된 경우, 적어도 상기 송신기에서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된 상기 프로그램정보와 상기 식별코드에 따라서 상기 정
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수신에 대한 수신요금을 1회만 청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3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는 적어도 압축영상데이타 및 상기 압축영상데이타를 식별하기 위해 모든 상기 압축영상데이타에 
대해 다른 값을 갖는 프로그램 정보를 구비하고,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내에 구비된 상기 프로그램 정보를 식별하는 프로그램정보 처리회로 
및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데이타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더 포함하고,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적어도 상기 프로그램 정보 처리회로에 의해 식별된 상기 프로그램정보와 상기 데이타 수신
기 단말 또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식별코드를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적어도 상기 송신기에서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된 적어도 상기 프로그램정보와 상기 식
별코드에 따라서 상기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수신에 대한 수신요금을 청구받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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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상기 스크램블데이타가 상기 디스크램블회로에 의해 특정기간내에 여러번 새로 스크램블해
제된 경우, 적어도 상기 프로그램정보에 따라서 상기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수신에 대한 수
신요금을 1회만 청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33.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스크램블 데이타를 수신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로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는 상기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되고, 적어도 압축영상 데이타를 구비하는 제1 데이타와 제2 데이
타로 분할되고,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데이타 요구신호를 송신하는 데이타요구를 마련하고,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상기 제2 데이타를 저장하는 복호키 메모리;

상기 제1 데이타 및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 또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식별코드를 다중화하는 다중화회로;

상기 다중화회로에서 출력된 다중화데이타를 기록 및 재생할 수 있는 데이타 기록/재생장치;

상기 데이타 기록/재생장치에서 재생된 상기 다중화데이타에서 상기 식별코드를 추출하는 추출회로;

상기 추출회로에 의해 추출된 상기 식별코드와 상기 다중화회로에 의해 마련된 상기 식별코드를 비교하는 비교기 및;

상기 데이타 기록/재생장치에서 재생된 상기 다중화데이타의 상기 압축영상 데이타를 스크램블 해제하는 디스크램블회
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데이타를 요구하는 상기 데이타 요구신호에 따라서 상기 정보공급자로부터 수신된 상기 제1 데이타는 상기 
다중화회로에 의해 상기 식별코드와 다중화된 후에 상기 데이타 기록/재생장치에 저장되고,

상기 제2 데이타를 요구하는 상기 데이타 요구신호에 따라서 상기 정보공급자로부터 수신된 상기 제2 데이타는 상기 
복호키 메모리에 저장되고,

상기 디스크램블회로는 상기 압축데이타의 스크램블 해제가 상기 비교기에 의해 실행된 비교 결과에 따라서 허가된 경
우에만, 상기 복호키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데이타에 구비된 복호키를 사용해서 상기 데이타 기록/재생장치에서 출력된 
다중화 데이타에 구비된 상기 제1 데이타의 압축영상데이타를 스크램블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
말.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타는 상기 압축영상데이타를 식별하기 위해 상기 압축영상데이타에 대해 다른 값을 갖는 프로그램 정보
를 더 구비하고,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상기 제1 데이타내에 구비된 프로그램정보를 식별하는 프로그램 정보 처리회로를 더 포함
하고,

상기 제2 데이타를 요구하는 상기 데이타 요구신호는 적어도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 또는 상기 사용자를 식별하는 상
기 식별코드를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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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데이타를 요구하는 상기 데이타 요구신호는 적어도 상기 식별코드와 상기 프로그램 정보 처리회로에 의해 식
별된 상기 프로그램정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데이타 요구회로에서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된 상기 제2 데이타내에 구비된 상기 프로
그램정보와 상기 식별코드에 따라서 상기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의 수신에 대한 수신요금을 
청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상기 스크램블데이타가 상기 디스크램블회로에 의해 특정기간내에 여러번 새로 스크램블해
제된 경우, 적어도 상기 프로그램정보에 따라서 상기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상기 스크램블 데이타 및 송신기에서 상
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된 상기 제2 데이타를 요구하는 상기 데이타 요구신호에 구비된 상기 식별코드의 수신에 대한 
수신요금을 1회만 청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37.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데이타를 수신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로서,

상기 데이타 및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 또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식별코드를 다중화하는 다중화회로;

상기 다중화회로에서 출력된 다중화데이타를 기록 및 재생할 수 있는 데이타 기록/재생장치;

상기 데이타 기록/재생장치에 의해 재생된 상기 다중화데이타에서 상기 식별코드를 추출하는 추출회로;

상기 추출회로에 의해 추출된 상기 식별코드와 상기 다중화회로에 의해 마련된 상기 식별코드를 비교하는 비교기 및;

상기 데이타 기록/재생장치에서 재생된 상기 다중화회로의 데이타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회로는 상기 비교기에 의해 실행된 상기 추출회로에 의해 추출된 상기 식별코드와 상기 다중화회로에서 다중
화된 상기 식별코드의 비교결과에 따라서 상기 데이타의 참조가 허가된 경우에만 상기 데이타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38.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데이타를 수신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로서,

상기 데이타 및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 또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식별코드를 다중화하는 다중화회로;

상기 다중화회로에서 출력된 다중화데이타를 출력하는 출력단말;

상기 다중화데이타를 입력하는 입력단말;

상기 입력단말에서 입력된 상기 다중화데이타에서 상기 식별코드를 추출하는 추출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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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출회로에 의해 추출된 상기 식별코드와 상기 다중화회로에 의해 마련된 상기 식별코드를 비교하는 비교기 및;

상기 입력단말에서 입력된 상기 다중화데이타의 상기 데이타의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회로는 상기 비교기에 의해 실행된 상기 추출회로에 의해 추출된 상기 식별코드와 상기 다중화회로에서 다중
화된 상기 식별코드의 비교결과에 따라서 상기 데이타의 참조가 허가된 경우에만 상기 데이타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39.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데이타를 수신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로서,

상기 데이타 및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 또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식별코드를 다중화하는 다중화회로;

상기 공급된 데이타와 식별코드의 다중화데이타를 입력으로, 또한 상기 다중화회로에서 출력된 다중화데이타를 출력으
로 적절하게 가변처리하는 입력/출력단말;

상기 입력/출력단말로부터 입력된 상기 다중화데이타에서 상기 식별코드를 추출하는 추출회로;

상기 추출회로에 의해 추출된 상기 식별코드와 상기 다중화회로에 의해 마련된 상기 식별코드를 비교하는 비교기 및;

상기 입력/출력단말로부터 입력된 상기 다중화데이타의 상기 데이타의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회로는 상기 비교기에 의해 실행된 상기 추출회로에 의해 추출된 상기 식별코드와 다중화회로에서 다중화된 
상기 식별코드의 비교결과에 따라서 상기 데이타의 참조가 허가된 경우에만 상기 데이타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40.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는 적어도 하나의 에러검출코드를 구비하고,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상기 에러검출코드내에서 상기 공급된 데이타의 송신에러를 에러체크회로가 확인한 경우, 상기 에러검출코드를 참조하
여 상기 공급된 데이타의 정정을 확인하고,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상기 공급된 데이타의 재송신을 요구하는 에러체크회
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41.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는 적어도 압축영상데이타 및 상기 압축 영상데이타를 식별하기 위해 모든 상기 압축영상데이타에 대해 다
른 값을 갖는 프로그램 정보를 구비하고,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상기 공급된 데이타내에 구비된 상기 프로그램정보를 식별하는 프로그램 정보 처리회로 및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데이타를 송신하는 송신회로를 더 포함하고,

적어도 상기 프로그램정보 처리회로에 의해 식별된 상기 프로그램정보 및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 또는 상기 사용자를 
식별하는 상기 식별코드는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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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적어도 상기 송신회로에서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된 상기 프로그램정보와 상기 식별코
드에 따라서 상기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상기 데이타의 수신에 대한 수신요금을 청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
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43.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가 적어도 상기 송신회로에서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된 상기 프로그램 정보와 상기 식별코드에 따라서 
특정기간내에 여러번 상기 제어회로에서 출력된 경우에만 상기 데이타의 수신에 대한 요금을 1회만 청구받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44.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는 적어도 하나의 에러검출코드를 구비하고,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상기 에러검출코드내에서 상기 공급된 데이타의 송신에러를 에러체크회로가 확인한 경우, 상기 에러검출코드를 참조하
여 상기 공급된 데이타의 정정을 확인하고,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상기 공급된 데이타의 재송신을 요구하는 에러체크회
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45.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는 압축영상데이타 및 상기 압축영상데이타를 식별하기 위해 모든 상기 압축영상데이타에 대해 다른 값을 
갖는 프로그램정보를 구비하고,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상기 공급된 데이타내에 구비된 상기 프로그램정보를 식별하는 프로그램 정보 처리회로 및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데이타를 송신하는 송신회로를 더 포함하고,

적어도 상기 프로그램정보 처리회로에 의해 식별된 상기 프로그램정보 및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 또는 상기 사용자를 
식별하는 상기 식별코드는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적어도 상기 송신회로에서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된 상기 프로그램정보와 상기 식별코
드에 따라서 상기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상기 데이타의 수신에 대한 수신요금을 청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
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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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가 적어도 상기 송신회로에서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된 상기 프로그램정보와 상기 식별코드에 따라서 
특정기간내에 여러번 상기 제어회로에서 출력된 경우에는 상기 데이타의 수신에 대한 요금을 1회만 청구받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48.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는 적어도 하나의 에러검출코드를 구비하고,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상기 에러검출코드내에서 상기 공급된 데이타의 송신에러를 에러체크회로가 확인한 경우, 상기 에러검출코드를 참조하
여 상기 공급된 데이타의 정정을 확인하고,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상기 공급된 데이타의 재송신을 요구하는 에러체크회
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49.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는 압축영상데이타 및 상기 압축영상데이타를 식별하기 위해 모든 상기 압축영상데이타에 대해 다른 값을 
갖는 프로그램정보를 구비하고,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상기 공급된 데이타내에 구비된 상기 프로그램정보를 식별하는 프로그램 정보 처리회로 및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데이타를 송신하는 송신회로를 더 포함하고,

적어도 상기 프로그램정보 처리회로에 의해 식별된 상기 프로그램정보 및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 또는 상기 사용자를 
식별하는 상기 식별코드는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수신기 단말은 적어도 상기 송신회로에서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된 상기 프로그램정보와 상기 식별코
드에 따라서 상기 정보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상기 데이타의 수신에 대한 수신요금을 청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
타 수신기 단말.

청구항 51.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가 적어도 상기 송신회로에서 상기 정보공급자에게 송신된 상기 프로그램정보와 상기 식별코드에 따라서 
특정기간내에 여러번 상기 제어회로에서 출력된 경우에는 상기 데이타의 수신에 대한 요금을 1회만 청구받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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