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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세션 설정 방법 및 채널 변경방법

요약

본 발명은 스위칭 방식을 이용하는 광통신망을 통해 다수의 가입자 장치들 각각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가입자 장치가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채널 변경 서버의 세션 설정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장치로부터 상기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세션 설정 메시지가 수신되면 인증 서버를 통해 상기 가입자 장치에 대한

인증 과정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인증 과정 수행 후 상기 가입자 장치의 패스워드를 암호화하기 위한 챌린지 값을 포함

하는 세션 셋업 챌린지 메시지를 상기 가입자 장치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가입자 장치로부터 상기 챌린지 값을 이용하

여 상기 가입자 장치의 패스워드를 암호화한 패스워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패스워드 정보를 복호화하여

상기 가입자 장치의 패스워드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세션 설정 승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세션 설정 시 STB와 CCP 서버 간에 주고 받는 패스워드를 암호화함으로써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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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 세션 설정, 채널 변경, CCP 프로토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통상적인 xDSL 망에서 인증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통상적인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에서 세션 설정 및 채널 변경 시 STB 및 CCP서버 및 AAA 서버 간의 메시지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STB 및 CCP서버 및 AAA 서버 간의 세션 설정 및 채널 변경

시 메시지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ClientSessionSetupChallenge 메시지 포맷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ClientSessionSetupRequest 메시지 포맷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ProgramSelectRequest 메시지 포맷을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세션 설정 방법 및 채널 변경 방법에 관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디오 방송형 서비스 환경에서 셋탑 박스(SetTop Box:이하 'STB'라 칭함.)와 방송 서비스 제공 서버와의 제

어 채널은 DSM-CC 및 DAVIC 표준에 정의된 바에 의하면 세션 제어 채널과 채널 변경 프로토콜 CCP(Channel Change

Protocol) 채널로 구분된다.

이러한 세션 제어 프로토콜과 CCP 프로토콜은 ISD/IEC 13818-6 및 DAVIC1.2 표준에 근거를 두고 xDSL 망 환경에서

방송형 서비스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세션 제어 채널은 STB와 방송 서비스 제공 서버간의 세션 설정 및 해제를 담당하고, 채널 변경 프로토콜 CCP(Channel

Change Protocol) 채널은 STB가 방송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채널을 선택하는데 이용된다.

그런데 DSM-CC 및 DAVIC 표준을 살펴보면, 세션 제어 프로토콜과 CCP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프로토콜 스택에서 동작

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세션 제어 프로토콜은 TCP/UD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채널 변경 프로토콜

은 MAC(AAL5/ATM)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세션 제어 프로토콜의 스택은 TCP/UDP - IP - MAC(AAL5 -

ATM) - PHY이고, 채널 변경 프로토콜의 스택은 MAC(AAL5 - ATM) - PHY이다.

도 1은 통상적인 xDSL(x Digital Subscriber Line) 망에서 인증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xDSL

망 환경에서는 STB와 서버 간에 PPP(Point-to-Point Protocol) 및 PPPoE(Point-to-Point Protocol over Ethernet)계

층을 통한 PAP(Password Aauthentication Protocol) 또는 CHAP(Ch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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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방식을 지원한다. PAP는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인증 과정을 수행하고, CHAP는 해쉬(hash)를 이용하여 인

증 과정을 수행한다. PAP와 CHAP는 직렬 회선을 통한 IP 데이터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PPP를 도와 인증 과정을 도와

주는 프로토콜이다.

이러한 xDSL 망 환경에서는 방송 서비스 제공 서버가 방송 프로그램들을 RU/BCU(Replication Unit and Broadcast

Control Unit)까지 전송하고 RU/BCU가 해당 STB에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즉, xDSL 망 환경에서는 오직 한 직렬

회선(serial line)을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한다. 따라서 PPP를 통한 PAP 또는 CHAP 인증 방법에 허점이 있다 하

더라도 보안에 문제가 없다. 즉, 크래커가 몰래 훔쳐볼 여지가 없다.

그런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는 STB 및 CCP서버 및 AAA 서버 간 세션 제어 프로토콜 스택 및 채널 변경 프로토콜

스택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하며 두 프로토콜을 합해서 CCP라고 부르고 이는 TCP/UDP - IP - PHY 스택을 갖

는다. 그리고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는 방송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들을 스위칭 동작을

통해 STB에서 선택한 방송 프로그램을 해당 STB에 전송한다. 즉,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직렬회선을 사용

하지 않고 스위칭 방식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따라서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는 직력회선에서 이용되는 PPP를 통한 PAP나 CHAP를 이용한 인증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는 STB가 채널 변경을 위해 MAC address를 사용하여 세션 설정을 요구하면

CCP 서버가 AAA 서버에 인증을 요구하고, AAA 서버가 인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 2는 통상적인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에서 세션 설정 및 채널 변경 시 STB 및 CCP서버

및 AAA 서버 간의 메시지 흐름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STB(10)는 22단계에서 CCP 서버(20)에 세션 설정을 요구하는

ClientSessionSetup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CCP 서버(20)는 24단계에서 AAA 서버(30)에 STB(10)의 인증

을 요구하는 Access-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다. AAA 서버(30)는 인증 요구된 STB(10)의 인증을 수행하고, 인증이 성

공하면 26단계에서 인증 수락 메시지인 Access-Accept 메시지를 CCP 서버(20)에 전송한다. CCP 서버(20)는 28단계에

서 인증이 수락됨을 알리는 ClientSessionSetupConfirm 메시지를 STB(10)에 전송한다. 이와 같이 인증이 완료되면 STB

(10)는 사용자의 채널 변경 요구에 따라 CCP 서버(20)에 채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STB(10)는 사용자로부터 채널 변

경 요구가 있으면 30단계에서 CCP 서버(20)에 채널 변경 요구를 위한 ProgramSelect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

면 CCP 서버(20)는 채널 변경을 수행하고 32단계에서 채널 변경을 수락하는 ProgramSelectConfirm 메시지를 STB(10)

로 전송한다.

그런데 상기한 바와 같은 세션 설정 및 채널 변경 과정에서 CCP 서버(20)와 AAA 서버(30) 사이는 직렬회선이 이용되므로

보완이 되지만 STB(10)와 CCP 서버(20) 사이는 스위칭 방식이 이용되므로 각 사용자의 채널이 다른 사용자의 악의 적인

채널 변경 요구에 의해 바뀔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각 STB(10)의 사용자가 사용중인 방송 채널에 대한 정보가 다른

STB(10)의 사용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방송 스위치를 사용하는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세션 설정 및 채널 변경 과정 수행 시 암호 기능을 추가하여 보안이 유지되도록 하는 세션 설정 방법 및 채널 변경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에 따라, 스위칭 방식을 이용하는 광통신망을 통해 다수의 가입자 장치들 각각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가입자 장치가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채널 변경 서버의 세션 설정 방법에 있어서, 상

기 가입자 장치로부터 상기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세션 설정 메시지가 수신되면 인증 서버를 통해 상기 가입자 장

치에 대한 인증 과정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인증 과정 수행 후 상기 가입자 장치의 패스워드를 암호화하기 위한 챌린지

값을 포함하는 세션 셋업 챌린지 메시지를 상기 가입자 장치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가입자 장치로부터 상기 챌린지 값

을 이용하여 상기 가입자 장치의 패스워드를 암호화한 패스워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패스워드 정보를 복

호화하여 상기 가입자 장치의 패스워드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세션 설정 승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또한 본 발명은 스위칭 방식을 이용하는 광통신망을 통해 다수의 가입자 장치들 각각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가입자 장치의 세션 설정 방법에 있어서, 가입자로부터의 방송 서비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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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채널 변경 서버에 대해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세션 설정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세션 설정

요구 메시지에 대해, 상기 채널 변경 서버로부터 챌린지(challenge) 값이 포함된 세션 셋업 챌린지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

계와, 상기 수신된 세션 셋업 챌린지 메시지에 포함된 챌린지 값을 이용하여 패스워드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패스워드

정보를 상기 채널 변경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채널 변경 서버로부터 상기 패스워드 정보를 통해 상기 가입자 장치

의 패스워드가 확인됨에 따라 세션을 설정받고 그에 따른 세션 설정 승인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스위칭 방식을 이용하는 광통신망을 통해 가입자 장치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가입자

장치에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의 채널을 변경하기 위한 채널 변경 서버의 채널 변경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장치에 대

한 인증 과정을 수행하고 상기 가입자 장치의 패스워드를 암호화하기 위한 챌린지 값을 포함하는 세션 셋업 챌린지 메시지

를 상기 가입자 장치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가입자 장치로부터 상기 챌린지 값을 이용하여 패스워드를 암호화한 암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암호를 통해 상기 가입자 장치의 패스워드를 확인하여 상기 가입자 장치에 관한 세션을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세션 설정 후 상기 가입자 장치로부터 채널 변경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채널 변경 요구 메시지로부터 채널 번

호를 확인하여 채널을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스위칭 방식을 이용하는 광통신망을 통해 다수의 가입자 장치들 각각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가입자 장치가 제공받는 방송 서비스의 채널을 변경하기 위한 채널 변경 방법에 있어서, 가입자로부터 방

송 서비스 요구에 따라 채널 변경 서버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세션 설정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채널 변경

서버로부터 챌린지(challenge) 값이 포함된 세션 셋업 챌린지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세션 셋업 챌린지

메시지에 포함된 챌린지 값을 이용하여 패스워드 정보를 생성한 후, 생성된 패스워드 정보를 상기 채널 변경 서버로 전송

하고, 상기 채널 변경 서버로부터 상기 패스워드 정보에 의한 패스워드가 확인됨에 따라 세션을 설정받는 단계와, 상기 세

션을 설정 받은 후, 상기 가입자로부터 채널 변경이 요구되면 채널 변경 요구 메시지를 상기 채널 변경 서버에 전송하여 상

기 채널 변경 서버에 의해 채널이 변경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에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 및 부호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

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은 STB-1 내지 STB-N (100-1 내지 100-N), ONU(200), OLT(300), CCP 서버(400), AAA 서버

(500)를 포함한다.

STB-1 내지 STB-N (100-1 내지 100-N) 각각은 각 가정에 위치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로서 광통신망을 통해 방송 서

비스를 제공받으며, 제공받은 방송 영상신호를 TV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STB-1 내지 STB-N (100-1 내지 100-N) 각각은 TV 수상기(Set) 위에(Top) 올려놓는 전자제품(Box)

으로서 가정에서 케이블(Cable) 또는 위성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해서 TV에 연결시키는 장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STB-

1 내지 STB-N (100-1 내지 100-N) 각각은 전용 브라우져를 통해 자체 컨텐츠나 일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컨대 뉴스, 날씨, 증권, 교육, 요리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르면 STB-1 내지 STB-N (100-1 내지 100-N) 각각은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세션 설정

시 보안이 유지되도록 패스워드를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또한 STB-1 내지 STB-N (100-1 내지 100-N) 각각은 방송 서

비스를 제공받는 도중 사용자로부터 채널 변경 요구가 있으면 변경하고자하는 채널 번호를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ONU(Optical Network Unit)(200)는 STB-1 내지 STB-N (100-1 내지 100-N) 각각에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광통신망의 종단 장치이다. ONU(200)는 FTTB (fiber to the building), FTTF (fiber to the floor), FTTO (fiber to the

office), FTTH(fiber to the home) 등을 수용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접근성이 높도록 구현된다. 이러한 ONU(20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FTTH를 구현하기 위한 각 가정 내의 장치들인 STB-1 내지 STB-N(100-1 내지 100-N) 각각과

스위칭을 통해 접속하여 수신된 방송 신호 및 통신 신호를 제공한다. 이때 ONU(200)와 STB-1 내지 STB-N (100-1 내

지 100-N) 각각은 양방향 HFC(Hybrid Fiber Coaxial)으로 연결될 수 있다.

OLT(Optical Line Terminal)(300)는 디지털 방송, 아날로그 방송, 음성전화, 비디오 서비스, 고속 인터넷 등의 방송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 사업자 및 통신 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방송 신호와 통신 신호를 입력받아 전광 변환한 후

하나의 광신호로 묶어 광케이블을 통해 ONU(200)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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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서버(400)는 STB-1 내지 STB-N(100-1 내지 100-N) 각각과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인증 결과를 제공한다.

CCP 서버(500)는 STB-1 내지 STB-N(100-1 내지 100-N) 각각으로부터 세션 설정 요구가 있으면 AAA 서버(400)를

통해 STB-1 내지 STB-N(100-1 내지 100-N) 각각에 대한 인증을 수행한다. 그리고 CCP 서버(500)는 STB-1 내지

STB-N(100-1 내지 100-N) 각각으로부터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포함된 세션 설정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여 세션 설정을

수행한다. 또한 CCP 서버(500)는 상기한 바와 같은 세션 설정 과정 후, STB-1 내지 STB-N(100-1 내지 100-N) 각각으

로부터 채널 변경 요구가 있으면 암호화된 채널 번호가 포함된 채널 변경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여 채널 변경 과정을 수행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STB 및 CCP 서버 및 AAA 서버 간의 세션 설정 및 채널 변경

시 메시지 흐름도이다. 이하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세션 설정 및

채널 변경 과정을 설명한다. 이하에서는 STB-1 내지 STB-N(100-1 내지 100-N) 각각을 STB(100)이라 한다.

도 4를 참조하면, STB(100)는 702단계에서 CCP 서버(500)에 세션 설정을 요구하는 ClientSessionSetupRequest 메시

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CCP 서버(500)는 704단계에서 AAA 서버(400)에 STB(100)의 인증을 요구하는 Access-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다. AAA 서버(400)는 인증 요구된 STB(100)의 인증을 수행하고, 706단계에서 인증 결과를 알

리는 메시지인 Access-Response 메시지를 CCP 서버(500)에 전송한다. 이때 Access-Response 메시지에는 인증 성공

여부와 인증자(authenticator)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CCP 서버(500)는 Access-Response 메시지가 수신되면 인증 성공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708단계에서

ClientSessionSetupchallenge 메시지를 생성하여 STB(100)에 전송한다. ClientSessionSetupchallenge 메시지는 세션

제어 메시지에 STB(100)가 암호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challenge 값을 포함시킨 메시지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ClientSessionSetupchallenge 메시지 포맷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ClientSessionSetupchallenge 메시지 포맷은 'Protocol Discriminator', 'DSM-CC Type', 'Message ID', 'Trangection

ID','Reserved', 'Adaptation Length', 'challenge', 'Message Length', 'Session ID', 'Response', 'Reserved' 영역으로 구

성된다.

'Protocol Discriminator' 영역은 1바이트(byte)로 구성되며 프로토콜 식별자 정보가 포함되는 영역이고, DSM-CC Type'

영역은 1 바이트로 구성되며 DSM-CC(Digital Storage Media Command & Control)의 형식정보가 포함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Message ID' 영역은 2바이트로 구성되며 메시지 식별자 정보가 포함되는 영역이고, 'Trangaction ID' 영역은 4바

이트로 구성되며 변환 식별자 정보가 포함되는 영역이ekl.'Reserved' 영역은 1바이트로 구성되고 보류 영역이다. 그리고

'Adaptation Length' 영역은 1바이트로 구성되고 Adaptation 영역의 길이 정보가 포함되는 영역이고, 'Adaptation' 영역

은 16바이트로 구성되며 적응 영역이다. 'Message Length' 영역은 2바이트로 구성되고 메시지 길이값이 포함되는 영역이

고, 'Session ID' 영역은 10바이트로 구성되고 세션 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Response' 영역은 2바이트로

구성되고 응답 정보가 포함되는 영역이고, 'Reserved' 영역은 20바이트로 구성되는 보류 영역이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르면 암호 생성을 위한 challenge 값은 상기한 영역들 중 참조번호 50에 도시된 바와 같은

'Adaptation' 영역에 포함된다. 이때 challenge 값은 AAA 서버(400)로부터 수신된 인증 결과에 포함된 인증자

(authenticator)값 또는 랜덤(random)값이 될 수 있다.

다시 도 4를 참조하면, STB(100)는 710단계에서 CCP 서버(500)로부터 ClientSessionSetupchallenge를 수신하고 수신

된 메시지 내에 포함된 challenge 값과 미리 저장된 사용자 패스워드(password) 및 공유 비밀 키(shared secret key)를

이용하여 암호를 생성한다. 이때 STB(100)는 challenge 값과 패스워드 및 공유 비밀 키를 해쉬 함수의 일종인 MD5 함수

를 통해 암호로 생성한다.

그리고 나서 STB(100)는 712단계에서 상기 생성된 암호를 포함하는 ClientSessionSetupRequest 메시지를 다시 CCP

서버(500)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ClientSessionSetupRequest 메시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ClientSessionSetupRequest 메시지 포맷을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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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을 참조하면, 상기 STB(100)에 의해 생성된 암호는 ClientSessionSetupRequest 메시지의 영역들 중 'Adaptation'

영역(60)에 포함된다. 이때 암호가 16바이트 이하이면 제로 패딩(zero padding)방식으로 16바이트로 만들어진 후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도 4를 참조하면, CCP 서버(500)는 714단계에서 STB(100)로부터 전송된 ClientSessionSetup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하고, ClientSessionSetup Request 메시지에 포함된 암호를 확인한다. 암호 확인 결과 해당 사용자가 맞으면 CCP 서

버(500)는 716단계에서 세션 설정 승인을 알리는 ClientSessionSetupConfirm 메시지를 STB(100)에 전송한다.

STB(100)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세션 설정이 승인된 후 사용자에 의한 채널 변경 요구가 있으면 716단계에서 CCP 서버

(20)에 채널 변경 요구를 위한 ProgramSelect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다.

즉, STB(100)는 사용자에 의한 채널 변경 요구에 따라 세션 설정 과정에서 수신한 challenge 값과 미리 저장된 공유 비밀

키를 이용하여 변경하고자하는 채널 번호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채널번호를 ProgramSelectRequest 메시지에 포함시

켜 전송한다. 이때 STB(100)는 challenge 값과 공유 비밀 키 및 변경하고자하는 채널 번호를 해쉬 함수의 일종인 MD5 함

수를 통해 압축하여 암호화된 채널 번호를 생성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암호화된 채널 번호가 포함된 ProgramSelectRequest 메시지 포맷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STB(100)에 의해 생성된 암호화된 채널 번호는 ProgramSelectRequest 메시지의 영역들 중

'Adaptation' 영역(70)에 포함된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식별 정보가 포함되도록 설정된 'Broadcast Program ID' 영역

에는 랜덤 값이 포함되도록 한다.

그러면 CCP 서버(500)는 720단계에서 STB(100)로부터의 ProgramSelectRequest 메시지를 수신하고,

ProgramSelectRequest 메시지에 포함된 암호화된 채널 번호를 복호화 하여 사용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채널 번호를 확인

하여 채널을 변경한다.

그리고 나서 CCP 서버(500)는 722단계에서 채널 변경이 승인을 알리는ProgramSelectConfirm 메시지를 STB(100)로

전송한다.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

고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 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세션 설정 시 STB와 CCP 서버 간에 주고 받는 패스워드를 암호화

함으로써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채널 변경 시 STB와 CCP 서버간에 주고 받는 채널 번호를 암호화함으로써 보

안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위칭 방식을 이용하는 광통신망을 통해 다수의 가입자 장치들 각각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

서 가입자 장치가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채널 변경 서버의 세션 설정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장치로부터 상기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세션 설정 메시지가 수신되면 인증 서버를 통해 상기 가입자

장치에 대한 인증 과정을 수행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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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증 과정 수행 후 상기 가입자 장치의 패스워드를 암호화하기 위한 챌린지 값을 포함하는 세션 셋업 챌린지 메시지

를 상기 가입자 장치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가입자 장치로부터 상기 챌린지 값을 이용하여 상기 가입자 장치의 패스워드를 암호화한 패스워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패스워드 정보를 복호화하여 상기 가입자 장치의 패스워드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세션 설정 승인 메

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챌린지 값은 상기 인증 과정 수행 시 상기 인증 서버로부터 전달된 상기 가입자 장치에 대한 인증 결과값에 포함된 인

증자값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셋업 챌린지 메시지는 CCP 프로토콜에 규정된 세션 제어 메시지 포맷의 어댑테이션 필드(adaptation field)에

상기 챌린지 값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스워드 정보는 상기 챌린지 값과 상기 가입자 장치에 미리 저장된 상기 가입자 장치의 패스워드 및 공유 비밀 키를

MD(Message Digest)5 함수를 이용하여 압축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스위칭 방식을 이용하는 광통신망을 통해 다수의 가입자 장치들 각각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

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가입자 장치의 세션 설정 방법에 있어서,

가입자로부터의 방송 서비스 요구에 따라, 채널 변경 서버에 대해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세션 설정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세션 설정 요구 메시지에 대해, 상기 채널 변경 서버로부터 챌린지(challenge) 값이 포함된 세션 셋업 챌린지 메시지

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세션 셋업 챌린지 메시지에 포함된 챌린지 값을 이용하여 패스워드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패스워드 정보를

상기 채널 변경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채널 변경 서버로부터 상기 패스워드 정보를 통해 상기 가입자 장치의 패스워드가 확인됨에 따라 세션을 설정받고 그

에 따른 세션 설정 승인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챌린지 값은 상기 인증 과정 수행 시 상기 인증 서버로부터 전달된 상기 가입자 장치에 대한 인증 결과값에 포함된 인

증자값임을 특징으로 하는 세션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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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셋업 챌린지 메시지는 CCP 프로토콜에 규정된 세션 제어 메시지 포맷의 어댑테이션 필드(adaptation field)에

상기 챌린지 값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는 상기 챌린지 값과 상기 가입자 장치에 미리 저장된 패스워드 및 공유 비밀 키를 MD(Message Digest)5 함수

를 이용하여 압축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스위칭 방식을 이용하는 광통신망을 통해 가입자 장치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가입자 장치

에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의 채널을 변경하기 위한 채널 변경 서버의 채널 변경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장치에 대한 인증 과정을 수행하고 상기 가입자 장치의 패스워드를 암호화하기 위한 챌린지 값을 포함하는 세

션 셋업 챌린지 메시지를 상기 가입자 장치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가입자 장치로부터 상기 챌린지 값을 이용하여 패스워드를 암호화한 암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암호를 통해 상기 가입

자 장치의 패스워드를 확인하여 상기 가입자 장치에 관한 세션을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세션 설정 후 상기 가입자 장치로부터 가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채널 번호 정보가 포함된 채널 변경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채널 변경 요구 메시지에 포함된 채널 번호 정보로부터 상기 가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채널 번호를 확인하여 채널을

변경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상기 채널 번호 정보는 상기 챌린지 값과 상기 가입자 장치에 미리 저장된 공유 비밀 키 및 가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채널

번호를 MD(Message Digest)5 함수를 이용하여 압축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변경 요구 메시지는 CCP 프로토콜에 규정된 세션 제어 메시지 포맷의 어댑테이션 필드(adaptation field)에 채

널 번호 정보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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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스위칭 방식을 이용하는 광통신망을 통해 다수의 가입자 장치들 각각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

서 가입자 장치가 제공받는 방송 서비스의 채널을 변경하기 위한 채널 변경 방법에 있어서,

가입자로부터 방송 서비스 요구에 따라 채널 변경 서버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세션 설정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채널 변경 서버로부터 챌린지(challenge) 값이 포함된 세션 셋업 챌린지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세션 셋업 챌린지 메시지에 포함된 챌린지 값을 이용하여 패스워드 정보를 생성한 후, 생성된 패스워드 정보

를 상기 채널 변경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채널 변경 서버로부터 상기 패스워드 정보에 의한 패스워드가 확인됨에 따라 세

션을 설정받는 단계와,

상기 세션을 설정 받은 후, 상기 가입자로부터 채널 변경이 요구되면 사용자로부터 변경 요구된 채널 번호를 이용하여 채

널 번호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채널 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채널 변경 요구 메시지를 상기 채널 변경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채널 변경 서버에 의해 상기 채널 변경 요구 메시지에 포함된 채널 번호 정보로부터 상기 가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채널 번호가 확인되어 채널이 변경되도록 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상기 채널 번호 정보는 상기 챌린지 값과 상기 가입자 장치에 미리 저장된 공유 비밀 키 및 상기 가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채널 번호를 MD(Message Digest)5 함수를 이용하여 압축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변경 요구 메시지는 CCP 프로토콜에 규정된 세션 제어 메시지 포맷의 어댑테이션 필드(adaptation field)에 채

널 번호 정보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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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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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등록특허 10-0606115

- 11 -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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