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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

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대역 외 채널을 제공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신뢰성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적합한 키 업데이트를 수행하여 제한수신의 신뢰성을 높이는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

서 키 업데이트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고

자 함.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제한수신시스템의 헤드엔드가 디지털 케이블 티비 망을 통해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가지는 가입자 측

의 제한수신 모듈로부터 가입 서비스 변경을 요청받아 상기 가입자에 대해 확인하고 요청된 서비스 변경을 수행하여 

변경된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상기 제한수신 모듈로 제공하여 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1 단

계; 상기 헤드엔드가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업데이트된 키 정보를 가지고 가입자 측의 가입자 수신장치의 방향성에 

따라 업데이트된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상기 가입자 측의 제한수신 모듈로 전달하여 키 업데이 트가 이루

어지도록 하는 제 2 단계; 키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비주기적인 키 업데이트가 필요하여 상기 헤드엔드가 업데이트된

키 정보를 가지고 가입자 측의 가입자 수신장치의 방향성에 따라 업데이트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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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가입자 측의 제한수신 모듈로 전달하고 상기 제한수신 모듈에서의 비주기적 키 업데이트 결과를 전달받는 제 3 단

계; 및 디지털 케이블 티비(TV) 방송 서비스의 불량가입자로 판정난 가입자에 대해 상기 헤드엔드가 상기 불량가입자

측의 가입자 수신장치의 방향성에 따라 삭제할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싱글 캐스트(single cast)로 상기 불

량가입자 측의 제한수신 모듈로 전달하여 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디지털 케이블 방송 서비스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1

색인어

디지털 케이블 티비, DCATV, 제한수신, 키 업데이트, POD, 자격관리메시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에 일실시예 흐름도.

도 2a 및 도 2b 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에 있어서 단방향 가입

자 수신장치에서의 주기적 암호화 키 업데이트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에 있어서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

에서의 주기적 암호화 키 업데이트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에 있어서 단방향 가입자 수신장치

에서의 비주기적 암호화 키 업데이트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에 있어서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

에서의 비주기적 암호화 키 업데이트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에 있어서 단방향 가입자 수신장치

에서의 강제 암호화 키 업데이트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에 있어서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

를 사용하는 가입자 측에 대한 강제 키 업데이트의 일실시예 순서도.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에 있어서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

를 사용하는 가입자 측에서 특정 서비스 그룹에 가입 및 해지를 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일실시예 순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

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디지털 케이블 티비(TV) 방송망의 제한수신시

스템 (Conditional Access System : CAS)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드엔드(H/E)측에서 대역 외(Out-of-Ban

d : OOB) 채널을 통해서 제한수신 프로그램을 시청할 권한을 가진 가입자의 가입자 수신장치로 자격관리메시지(Enti

tlement Management Message : EMM)를 전송하여 암호화 키를 업데이트하는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 키기 위

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은, 방송 컨텐츠 및 사용자 관리 정보 등의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측의 헤드엔드(Head/End)와 가입자 측에서 가입자의 정보 및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준 제한수신정보를 관리하는 제

한수신(Point of Deployment : POD) 모듈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암호화 키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키의 보안을 위해 주기적으로 새로운 키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둘째, 키의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주기적인 업데이트 시기가 아니라도 새로운 키로 업데이트 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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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특정 가입자가 키소유 권한을 박탈당한 경우 해당 키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새로운 서비스를 신청하는 가입자가 있을 경우나 기존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가입자가 있을 경우 해당 서비스에

해당하는 키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제한수신시스템 중 하나인 'DigiPass'의 경우 앞서 설명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중에서 '주기적인 

업데이트'방법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세 경우에 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암호화키가 해커등에 의해 보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 문제의 키를 새로운 키로 업데이트 하는 방법을 

제공해 주지 않으므로 해커들의 시청을 막 을 수가 없다.

둘째, 시청료 연체등으로 특정 가입자가 불량 가입자가 된 경우, 해당 서비스에 해당되는 암호화 키를 적절히 제거할 

수 없다. 극단적인 예로, 불량 가입자가 제한수신 모듈을 장시간 가입자수신장치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암호화 키 삭제

를 위해 전송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받지 못한다면 불량가입자의 시청을 막을 수 없다.

셋째,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기존의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다.

정리하면,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는 신뢰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다양한 경우에 적합한 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또한, 키를 업데이트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입자 측에서 우연히 키 업데이트 정보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와 고의적으

로 키 업데이트를 회피하는 경우 등에서도 최대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신뢰성의 문제를 높이기 위해 

무한정 키 업데이트 메시지를 발송할 수는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대역 외 채널을 제공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

의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신뢰성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적합한 키 업데이트를 수행하여 제한

수신의 신뢰성을 높이는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한수신시스템의 헤드엔드가 디지털 케이블 티비 망을 통해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가지는 가입자 측의 제한수신 

모듈로부터 가입 서비스 변경을 요청받아 상기 가입자에 대해 확인하고 요청된 서비스 변경을 수행하여 변경된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상기 제한수신 모듈로 제공하여 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1 단계; 상기 헤드

엔드가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업데이트된 키 정보를 가지고 가입자 측의 가입자 수신장치의 방향성에 따라 업데이트

된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상기 가입자 측의 제한수신 모듈로 전달하여 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2 단계; 키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비주기적인 키 업데이트가 필요하여 상기 헤드엔드가 업데이트된 키 정보를 가

지고 가입자 측의 가입자 수신장치의 방향성에 따라 업데이트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상기 가입자 측

의 제한수신 모듈로 전달하고 상기 제한수신 모듈에서의 비주기적 키 업데이트 결과를 전달받는 제 3 단계; 및 디지털

케이블 티비(TV) 방송 서비스의 불량가입자로 판정난 가입자에 대해 상기 헤드엔드가 상기 불량가입자 측의 가입자 

수신장치의 방향성에 따라 삭제할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싱 글 캐스트(single cast)로 상기 불량가입자 측

의 제한수신 모듈로 전달하여 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프로세서를 구비한 디지털 케이블 티비(TV) 제한수신시스템에, 디지털 케이블 티비 망을 통해 양방

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가지는 가입자 측의 제한수신(POD) 모듈로부터 가입 서비스 변경을 요청받아 상기 가입자에 

대해 확인하고 요청된 서비스 변경을 수행하여 변경된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상기 제한수신 모듈로 제공

하여 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1 기능;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업데이트된 키 정보를 가지고 가입자 측의 

가입자 수신장치의 방향성에 따라 업데이트된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상기 가입자 측의 제한수신 모듈로 

전달하여 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2 기능; 키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비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키 정보를

가지고 가입자 측의 가입자 수신장치의 방향성에 따라 업데이트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상기 가입자 

측의 제한수신 모듈로 전달하고 상기 제한수신 모듈에서의 비주기적 키 업데이트 결과를 전달받아 기록하는 제 3 기

능; 및 디지털 케이블 티비(TV) 방송 서비스의 불량가입자로 판정난 가입자에 대해 상기 헤드엔드가 상기 불량가입자

측의 가입자 수신장치의 방향성에 따라 삭제할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싱글 캐스트(single cast)로 상기 불

량가입자 측의 제한수신 모듈로 전달하여 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4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이 적용되는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은 상기한 바와 같이 서비스 제공자 측의 헤드엔드(H/E)와 

가입자 측의 제한수신(Point of Deployment : POD) 모듈 및 가입자 수신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발명은 상

기한 POD 모듈의 키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법에 대한 것이다.

상술한 목적, 특징들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

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대역 외 채널을 제공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 가입자의 정보를 포함하는 POD 모듈이 장기간 가입자 

수신장치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가입자가 신규가입 또는 가입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암호화 키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제한수신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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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이다. 도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면에 표시되지 못한 하위의 세부적인 형태는 해당 도면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을 통

해 제시하는 것은 키 업데이트를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해당 상황에 연결되는 도면이다.

암호화 키 업데이트 방법을 크게 분류하면(111), 헤드엔드에서 키를 업데이트하는 경우(112)와 가입자가 특정 서비

스 그룹에 신규가입 및 가입해지를 요청하여 암호화 키를 업데이트하는 경우(113)로 나뉜다.

헤드엔드에서 암호화 키를 업데이트하는 경우(112)에는 먼저 보안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암호화 키를 업데이트하는 

경우(114), 키의 보안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어서 강제로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 키를 변경하는 비주기

적으로 키 업데이트하는 경우(115)와 가입자가 사용료 연체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불량가입자가 되어서 더 이상 방

송 컨텐츠를 받지 못하도록 암호화 키 삭제를 하기 위해서 강제로 키를 업데이트하는 경우(116)로 구분한다.

주기적으로 키를 업데이트하는 경우(114)에는 가입자가 단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가진 경우(120)와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가진 경우(121)가 있다. 여기서, '단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는 리턴채널을 지원하지 않는 셋탑박스를 의미

한다. 반대로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는 리턴채널을 지원하는 셋탑박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리턴채널'은 가입자가 

헤드엔드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채널을 의미한다.

비주기적으로 키를 업데이트하는 경우(115)에도 가입자가 단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가진 경우(122)와 양방향 가입

자 수신장치(123)를 가진 경우가 있다. 또한, 강제적으로 키를 업데이트하는 경우(116)에도 가입자가 단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가진 경우(124)와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가진 경우(125)가 있다. 가입자가 특정 서비스 그룹에 신규

가입 또는 가입해지를 요청하여 암호화 키를 업데이트하는 경우(113)에는 가입자가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보유

하여야 한다.

상기 설명한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키 업데이트 방법은 아래에 설명하는 도 2a 내지 도 8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한

다.

도 2a 및 도 2b 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에 있어서 단방향 가입

자 수신장치에서의 주기적 암호화 키 업데 이트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이다.

우선, 상기한 자격관리메시지(EMM)에 대해 좀 더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 EMM은 가입자 측에 위치하는 POD 모듈의

키를 업데이트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메시지로 사용되며, EMM은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EMM과 비주기적으로 전송되

는 EMM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편이상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EMM을 EMMa, 비주기적으로 전송되는 EMM을 

EMMb라고 표시한다.

가입자가 단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사용하고 헤드엔드에서 비주기적으로 키를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MM

a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헤드엔드에서 EMMb를 사용하여 키 업데이트 정보를 전달한다.

비주기적 키 업데이트이고 가입자가 단방향 수신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EMMa를 사용하는 이유는 EMMa가 빈번한

주기를 가지고 브로드캐스팅되기 때문이다. EMMb의 경우는 정해진 전송주기가 없고 전송이 필요할 경우에만(on de

mand) 전송되기 때문에 단방향 수신장치를 가진 가입자에 대해 '비주기적'인 키 업데이트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경우는 본래 업데이트용으로 준비된 EMMb를 사용한다.

도 2a 및 도 2b 는 가입자가 단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보안을 위해서 일정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암호

화 키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의 순서도를 나타내고 있다.

제한수신 시스템의 헤드엔드(201)에서는 암호화 키 업데이트 주기마다 해당 키를 업데이트하여(203), 가입자 측의 P

OD 모듈(202)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암 호화 키 정보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EMM, 205)를 전송한다. 이때, 

자격관리메시지의 전송은 업데이트 시도 기간(204) 동안만 이루어진다. 여기서 업데이트 시도 기간은 정해진 업데이

트 날짜 이전 얼마 동안의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다음 주기적 업데이트 날짜가 2월1일 0시 이면 1월31일 0시

부터 1월31일 24시까지로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사업자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암호화 키 업데이트 시도 기간(204) 동안 POD 모듈(202)이 헤드엔드(201)에 연결되어 있으면 POD 모듈(202)에서 

자격관리메시지(205)를 수신하고, 도 2a와 같이 해당되는 키를 필터링하여(206), 키 업데이트를 수행한다(207).

하지만, POD 모듈(202)이 자격관리메시지 전송시에 헤드엔드(201)와 분리되어 동작하고 있지 않았다면, 주기가 경

과한 후에는 가입자 측의 POD 모듈(202)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키의 업데이트 주기가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방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POD 모듈(202)로 제공되는 키에는 키 업데이트 주기가 지정되어 있기 때

문이다.

이때, 도 2b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처리가 이루어진다.

가입자 측의 POD 모듈(212)은 헤드엔드(211) 및 가입자 수신장치와 연결된 후에, 가입자가 시청하고자 하는 프로그

램의 암호화 키가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가입자에 알리고(213), 가입자는 화면의 안내에 따라서 디지털 케이블 방송

망의 제한수신시스템 운영부(216)와 전화망과 같은 디지털 케이블 방송망이 아닌 다른 망(network)를 이용하여 연결

을 시도한다(214).

디지털 케이블 방송망의 제한수신시스템 운영부(216)에서는 연결된 가입자로 부터 전달된 정보를 가지고, 가입자에 

대한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215), 확인된 가입자 측의 POD 모듈(212)로 자격관리메시지(217)를 전송하여 새

로운 키를 제공한다. 이때, 가입자 측의 POD 모듈(212)은 상기한 자격관리메시지(217)를 받아 키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결되어 동작하고 있어야 한다.

POD 모듈(212)에서는 자격관리메시지(217)를 수신 후 키를 업데이트하고(218), 가입자는 자신이 시청할 수 있음을 

상기 망을 통해 제한수신시스템 운영부(216)로 통보한다(219).

이는 방송 컨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입자에 의한 최소한의 역할 수행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단방향 가입자 수신장

치를 이용하는 가입자로서는 타 통신망을 통해 정보의 전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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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단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사용하는 가입자 측의 POD 모듈을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전화망 또는 인터넷망에 

연결시킨 상태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접속하여 해당 처리를 수행할 수도 있다.

가입자 측과 제한수신시스템 운영부(216) 사이에 연결 상태는 키 업데이트 요구시부터 키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까

지 유지되어 서로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망의 제한수신시스템 운영부(216)에서 키 업데이트를 기록하면(220), 키 업데이트 절

차가 종료된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에 있어서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

에서의 주기적 암호화 키 업데이트에 대 한 일실시예 순서도이다.

도 3은 가입자가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주기적인 키 업데이트 순서도를 나타내고 있다. 디지

털 케이블 방송망 시스템에서 헤드엔드(301)는 업데이트 주기가 되면 우선 자신의 키 업데이트를 수행한다(303).

가입자 측의 POD 모듈(302)은 헤드엔드(301) 및 가입자 수신장치와 연결되어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키가 만료된 사실을 확인하고(304), 가입자 수신장치가 동작중임을 알리는 메시지(305)를 통해 헤드엔드(301)로 키 

만료사실을 통보하여 새로운 키를 요청한다.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스템의 헤드엔드(301)는 가입자 수신장치의 동작메시지(305)를 수신하면, 적절한 가입자 확인

절차(306)를 거친 후, 가입자 측의 키 만료사실을 확인하고 가입자 측의 POD 모듈(302)로 자격관리메시지를 통해 업

데이트된 키를 전송하게 된다(307). POD 모듈(302)은 업데이트된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수신한 후 키 업

데이트를 수행하고(308), 키 업데이트 확인응답 메시지를 헤드엔드(301)로 전송한다(309).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스템의 헤드엔드(301)는 키 업데이트 확인응답 메시지를 수신 후 키 업데이트 결과를 기록하

고(310), 업데이트 과정을 종료한다. 만약, 키 업데이트 확인응답 메시지를 정해진 시간 내에 수신하지 못하게 되면 

헤드엔드(301)는 업데이트된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307)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러한 자격

관리메시지의 전송 재시도는 정해진 회수만큼만 실시하며(311), 이 회수가 넘도록 키 업데이트 확인응답 메시지(309

)를 받지 못하 면 제한수신시스템 운영부로 이를 통보하여, 가입자에게 직접 키 업데이트 사실을 전달하여 이를 확인

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운영부에서 가입자가 등록한 메시지 송출 주소(유무선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또는 인터넷 메신저 주

소 등 가입자가 자신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수신하기로 약정한 주소)로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 가입자가 이를 확인하도

록 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에 있어서 단방향 가입자 수신장치

에서의 비주기적 암호화 키 업데이트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이다. 도 4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단방향 가입자 수신장

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비주기적 키 업데이트의 순서도이다.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스템의 헤드엔드(401)는 기존의 키를 새로운 키로 변경한다(403). 그리고, 자격관리메시지(40

4) 내에 바꾸고자 하는 암호화 키의 만료일을 삽입해서 POD 모듈(402)로 전송한다. 이때 자격관리메시지(404)는 앞

서 설명한 EMMa가 되고 이 메시지는 다음 주기적인 업데이트 날짜까지 계속 전송된다.

이 자격관리메시지(404)를 수신한 POD 모듈(402)은 해당키의 유효만료일과 기존에 저장하고 있던 유효만료일을 비

교한다.

그 다음, 새로 전달받은 유효만료일이 기존의 유효만료일보다 적으면 화면을 통해 키가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사실

을 가입자에게 알리고(406), 동시에 시청 자격을 POD 모듈(402)에서 제거한다.

다음으로, 가입자는 화면의 지시에 따라 제한수신시스템 운영부로 연결하여 헤드엔드(401)로부터 POD 모듈(402)로

의 새로운 키 전송을 요구한다(407).

제한수신시스템 운영부에서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새 키의 전송을 요구한 가입자를 확인한다(408). 가입자 확인이 끝

나게 되면 헤드엔드(401)가 자격관리메시지(409)를 대역외 채널(413)을 통해 가입자 측의 POD 모듈(402)로 전송하

도록 한다. 이때, 가입자 수신장치의 POD 모듈(402)은 반드시 정상동작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전송되는 자격관리메시지(409)는 EMMb이다.

POD 모듈(402)에서 정상적으로 자격관리메시지를 수신하면 자격관리메시지(409) 안에 포함된 유효시작일, 유효만

료일을 새로운 데이터로 교체하여(410) 새로운 시청자격을 추가한다.

이때부터 가입자는 정상적인 화면 시청이 가능하며, 가입자 측에서는 화면을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있으면 운영부로 

이 사실을 알린다(411). 이때까지 가입자와 디지털 케이블 방송망의 제한수신시스템 운영부 사이에 연결 상태가 유지

되어야 한다. 운영부에서는 정상적으로 화면 시청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후 이 사실을 기록하고(412), 키 업데이

트 과정을 종료한다.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에 있어서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

에서의 비주기적 암호화 키 업데이트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이다.

도 5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비주기적 키 업데이트의 순서도이다. 디지

털 케이블 방송 제한수신시스템의 헤드엔드(501)는 기존의 암호화키를 새로운 암호화 키로 변경한 후(503), 해당되

는 가입자들의 가입자 수신장치가 동작중임을 알리는 메시지(504)가 대역외 채널을 통해 가입자 측의 POD 모듈(502

)로부터 입력되는지를 감시한다. 가입자 수신장치의 동작중임을 나타내는 메시지(504)를 수신하게 되면 해당 가입자

에게 자격관리메시지(505)를 통해 변경된 키를 전송한다.

해당 가입자들의 POD 모듈(502)에서는 자격관리메시지(505)를 받으면 키 업데이트를 수행하고(506), 완료 후 디지

털 케이블 방송 시스템의 헤드엔드 제한수신관리부(501)로 업데이트 완료메시지(507)를 전송한다.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스템의 헤드엔드(501)에서는 업데이트 완료메시지(507)를 수신 후 이를 기록하고(508) 업데

이트 과정을 종료한다. 만약, 정해진 시간 내에 업데이트 완료메시지(507)를 수신하지 못하게 되면 자격관리메시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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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의 전송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러한 자격관리메시지(505)의 전송 재시도는 정해진 회수만큼 실시하며(509), 이 회

수가 넘도록 업데이트 완료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스템의 운영자가 가입자에게 키 업데이

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에 있어서 단방향 가입자 수신장치

에서의 강제 암호화 키 업데이트에 대한 일실시예 순서도이다.

도 6은 단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사용하는 가입자가 사용료 연체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불량가입자가 되어서 더 이

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키 삭제를 하기위해서 강제로 키를 업데이트 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 케이블 티비(TV) 제한수신시스템의 헤드엔드(601)는 삭제할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603)를 

불량 가입자의 POD 모듈(602)로 다음 암호화 키 업데이트 날짜까지 주기적으로 전송한다. 만약, 불량 가입자가 이 자

격관리메시지(603)를 수신하면 해당되는 암호화 키를 삭제한다(604). 디지털 케이블 티비(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POD 모듈(602)이 디지털 케이블 방송망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므로, 불량가입자가 디지털 케이블 티비(TV)를 시청

하고자 하는 때에 키 업데이트 메시지에 의한 키 삭제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하다.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에 있어서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

를 사용하는 가입자 측에 대한 강제 키 업데이트의 일실시예 순서도이다.

디지털 케이블 방송 제한수신시스템의 헤드엔드(701)는 불량가입자의 가입자 수신장치가 정상동작함을 알리는 메시

지가 POD 모듈(702)로부터 전달됨을 감지한다(703).

가입자 수신장치가 동작중임을 알리는 메시지(703)를 발신한 POD 모듈(702)과 해당 가입자에 대해 헤드엔드(701)

에서는 그 정보를 확인한다(704). 그리고, 강제적인 키 삭제가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삭제할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자

격관리메시지를 불량가입자의 POD 모듈(702)로 다음 암호화 키 업데이트 날짜까지 주기적으로 전송한다(Single cas

t, 705). 불량가입자측의 POD 모듈(702)은 이 자격관리메시지를 수신하면 해당되는 암호화 키를 삭제한다(706).

디지털 케이블 방송 제한수신시스템의 헤드엔드(701)에서는 불량가입자 측의 POD 모듈(702)로부터 발송된 업데이

트 완료메시지(707)를 수신 후, 이를 기록하고(708), 업데이트 과정을 종료한다.

만약, 정해진 시간(709) 내에 불량가입자 측의 POD 모듈(702)로부터 키 삭제에 의한 업데이트 확인 메시지(707)를 

수신하지 못하게 되면 삭제할 그룹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의 전송 과정(705)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러한 자격

관리메시지의 전송 재시도는 정해진 회수만큼 실시하며, 이 회수가 넘도록 업데이트 완료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디지털 케이블 방송망의 제한수신시스템 운영부에서 불량가입자에게 키 업데이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헤드엔드 측에서의 키 업데이트에 따라 이를 가입자 측의 POD 모듈로 전달하여, 키 업데이트를 수

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입자 측에서의 요청에 따라 키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입자는 새로

운 서비스 그룹에 신규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자신이 신청했던 서비스 그룹에 대한 가입해지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가입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에 있어서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

를 사용하는 가입자 측에서 특정 서비스 그룹에 가입 및 해지를 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일실시예 순서도이다.

POD 모듈(802)은 가입자의 그룹가입신청 메시지를 디지털 케이블 방송 제한수신시스템의 헤드엔드(801)로 암호화

하여 전송한다(804).

디지털 케이블 방송 제한수신시스템의 헤드엔드(801)는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규가입처리(또는 가입해지처

리)를 완료하고(805), 새로 신청(또는 해지)한 서비스 그룹에 해당되는 암호화 키를 자격관리메시지에 포함하여 가입

자에게 전송한다(806).

POD 모듈(802)은 헤드엔드(801)로부터의 자격관리메시지(806)를 수신한 후 새로운 그룹을 추가(또는 삭제)하고(80

7), 추가(또는 삭제)가 완료되면 추가완료메시지(또는 삭제완료메시지)를 디지털 케이블 방송 제한수신시스템의 헤드

엔드(801)로 전송한다(808).

헤드엔드(801)는 추가완료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이를 기록한다(809). 만약 정해진 시간(810) 안에 추가완료메시

지(808)를 받지 못하면 자격관리메시지(806) 전송부터 다시 시작한다. 정해진 횟수만큼 자격관리메시지(806) 전송 

재시도를 실시하며, 이 회수가 넘도록 추가완료메시지(또는 삭제완료메시지, 808)를 받지 못하게 되면 디지털 케이블

방송 제한수신시스템의 운영부에서 가입자에게 키 업데이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을 통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다양한 경우에도 신뢰성있게 가입자 측의 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을 이용하는 가입자 측에서 단방향의 가입자 수신장치 또는 양

방향의 가입자 수신장치를 이용하는 것에 영향받지 않고 필요한 키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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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한수신시스템의 헤드엔드가 디지털 케이블 티비 망을 통해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가지는 가입자 측의 제

한수신(POD : Point of Deployment) 모듈로부터 가입 서비스 변경을 요청받아 상기 가입자에 대해 확인하고 요청된

서비스 변경을 수행하여 변경된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상기 제한수신 모듈로 제공하여 키 업데이트가 이

루어지도록 하는 제 1 단계;

상기 헤드엔드가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업데이트된 키 정보를 가지고 가입자 측의 가입자 수신장치의 방향성에 따라 

업데이트된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상기 가입자 측의 제한수신 모듈로 전달하여 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

록 하는 제 2 단계;

키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비주기적인 키 업데이트가 필요하여 상기 헤드엔드가 업데이트된 키 정보를 가지고 가입자

측의 가입자 수신장치의 방향성에 따라 업데이트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상기 가입자 측의 제한수신 

모듈로 전달하고 상기 제한수신 모듈에서의 비주기적 키 업데이트 결과를 전달받는 제 3 단계; 및

디지털 케이블 티비(TV) 방송 서비스의 불량가입자로 판정난 가입자에 대해 상기 헤드엔드가 상기 불량가입자 측의 

가입자 수신장치의 방향성에 따라 삭제할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싱글 캐스트(single cast)로 상기 불량가

입자 측 의 제한수신 모듈로 전달하여 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4 단계

를 포함하는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헤드엔드가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업데이트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자 측에서 사용될 키를 업데이트하여 저장하

는 제 5 단계;

상기 헤드엔드가 단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사용하는 가입자 측의 제한수신 모듈로 업데이트된 키를 포함하는 자격

관리메시지를 업데이트 주기 만료 시까지 전송하여 상기 제한수신 모듈에서 주기에 따른 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

록 하는 제 6 단계; 및

상기 헤드엔드가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사용하는 가입자 측의 제한수신 모듈로부터 상기 가입자 수신장치가 동

작 중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통해 키 만료사실을 확인하여 상기 제한수신 모듈로 업데이트된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

메시지를 싱글 캐스트(single cast)로 전달하여 상기 제한수신 모듈에서 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기 제한수신 모듈의 확인을 받는 제 7 단계

를 포함하는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단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사용하는 가입자로부터 상기 가입자 측의 제한수신 모듈이 키 업데이트 주기를 경과하였

음을 통보받아 상기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업데이트된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상기 제한수신 모

듈에 싱글 캐스트(single cast)로 전달하여 상기 제한수신 모듈에서 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기

가입자의 확인을 받는 제 8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키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비주기적인 키 업데이트가 필요하여 상기 헤드엔드가 주어진 키 변경 정보를 바탕으로 가

입자 측에서 사용될 키를 변경하여 저장하는 제 5 단계;

상기 헤드엔드가 단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사용하는 가입자 측의 제한수신 모듈로 키 변경 날짜를 포함하는 자격관

리메시지를 다음 키 업데이트 시간 또는 키 변경 완료 확인시까지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하는 제 6 단계;

상기 헤드엔드가 키 변경 날짜의 수정으로 인한 상기 제한수신 모듈의 키 변경 요청을 확인한 상기 가입자로부터 변

경된 키 전송을 요청받아 상기 가입자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새 키와 유효일을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전달하여 

상기 제한 수신 모듈에서 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기 가입자로부터의 확인을 받는 제 7 단계; 

및

상기 헤드엔드가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사용하는 가입자 측의 제한수신 모듈로부터 상기 가입자 수신장치가 동

작 중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상기 제한수신 모듈로 업데이트된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전달하여 

상기 제한수신 모듈에서 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기 제한수신 모듈의 확인을 받는 제 8 단계

를 포함하는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는,

상기 헤드엔드가 디지털 케이블 티비(TV) 방송 서비스의 불량가입자로 판정난 가입자를 키 삭제 대상으로 판정하는 

제 5 단계;

상기 헤드엔드가 단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사용하는 상기 불량가입자 측의 제한수신 모듈로 삭제할 그룹키를 포함

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다음 키 업데이트 시간까지 싱글 캐스트(single cast)로 전달하여 상기 자격관리메시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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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상기 제한수신 모듈에서 키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6 단계; 및

상기 헤드엔드가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사용하는 가입자 측의 제한수신 모듈로부터 상기 가입자 수신장치가 동

작 중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받아 해당 가입자의 정보를 확인하여 불량가입자임을 파악하고 상기 제한수신 모듈

로 삭제할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싱글 캐스트(single cast)로 전달하여 상기 제한수신 모듈에서 키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기 제한수신 모듈로부터의 확인을 받는 제 7 단계

를 포함하는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상기 헤드엔드가 상기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사용하는 가입자 측의 상기 제한수신 모듈로부터 상기 가입자의 가

입 서비스 변경 요청을 전달받는 제 5 단계;

상기 헤드엔드가 상기 가입자 측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 변경을 수행하는 제 6 단계;

상기 헤드엔드가 서비스 변경에 따라 변경된 키 정보를 자격관리메시지를 통해 상기 제한수신 모듈로 전달하는 제 7 

단계; 및

상기 헤드엔드가 상기 제한수신 모듈로부터 서비스 변경에 따른 키 업데이트를 확인받아 상기 가입자에 대한 가입 서

비스 변경을 기록하는 제 8 단계

를 포함하는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

청구항 7.
제 2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사용하는 가입자 측의 상기 제한수신 모듈로부터 소정 시간내에 키 업데이트 확인을 

받지 못한 상기 헤드엔드는 키 업데이트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자격관리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부터 소정 횟수 반복

하는 제 9 단계; 및

상기 자격관리메시지의 전달을 소정 횟수 반복한 후에도 상기 제한수신 모듈로부터 키 업데이트 확인을 받지 못한 상

기 헤드엔드는 상기 가입자의 등록 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가입자의 등록 주소로 키 업데이트 실패를 통지하는 제 10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디지털 케이블 티비 제한수신시스템에서 키 업데이트 방법.

청구항 8.
프로세서를 구비한 디지털 케이블 티비(TV) 제한수신시스템에,

디지털 케이블 티비 망을 통해 양방향 가입자 수신장치를 가지는 가입자 측의 제한수신(POD) 모듈로부터 가입 서비

스 변경을 요청받아 상기 가입자에 대해 확인하고 요청된 서비스 변경을 수행하여 변경된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

시지를 상기 제한수신 모듈로 제공하여 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1 기능;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업데이트된 키 정보를 가지고 가입자 측의 가입자 수신장치의 방향성에 따라 업데이트된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상기 가입자 측의 제한수신 모듈로 전달하여 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2 기

능;

키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비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키 정보를 가지고 가입 자 측의 가입자 수신장치의 방향성에 따

라 업데이트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상기 가입자 측의 제한수신 모듈로 전달하고 상기 제한수신 모듈

에서의 비주기적 키 업데이트 결과를 전달받아 기록하는 제 3 기능; 및

디지털 케이블 티비(TV) 방송 서비스의 불량가입자로 판정난 가입자에 대해 상기 헤드엔드가 상기 불량가입자 측의 

가입자 수신장치의 방향성에 따라 삭제할 키를 포함하는 자격관리메시지를 싱글 캐스트(single cast)로 상기 불량가

입자 측의 제한수신 모듈로 전달하여 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 4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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