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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제 1저장매체를 갖는 제 1장치와 제 1장치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 2장치를 포함하는 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

로서, 제 2장치는 제 1장치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관리정보를 저장하는 제 2저장매체와, 제 1장치와 데이터를 통신하는 통

신수단과, 관리정보를 편집할 수 있는 편집수단과, 편집수단에 의해 편집된 관리정보에 기초하여 통신수단을 경유하여 제

2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제 1저장매체에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

신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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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된 음악 데이터 재생기능을 갖는 제 1장치와, 상기 제 1장치와 데이터를 통신하는 제 2장치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 1장치는,

압축된 음악 데이터를 기억하는 제 1저장매체와,

상기 제 2장치와 통신하는 제 1통신수단과

상기 제 1저장매체에 기억된 압축된 음악 데이터를 재생하는 재생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제 2장치는,

상기 제 1장치와 데이터 통신을 하는 제2통신수단과,

압축된 음악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2저장매체와,

상기 제 1장치가 상기 제 2장치에 접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접속여부 판단수단과,

상기 접속여부 판단수단에 의해 상기 제 1장치가 상기 제 2장치에 접속되었다고 판단하면 상기 제2저장매체에 기억된 적

어도 하나의 압축된 음악 데이터를 상기 제 1장치로 전송하게 제어를 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장치는,

상기 제 1장치가 장착되는 장착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 1장치가 상기 장착부에 장착되어 상기 제 2장치와 통신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장치는 외부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제 3통신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 2장치는 상기 제 3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외부서버로부터 상기 제 2저장매체에 저장된 음악 데이터의 부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부과 정보는 음악 데이터와 관련하는 노래의 제목, 연주자의 이름, 작곡자, 작사자, 가사, 재킷 영상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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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장치는 상기 제 3통신수단을 통해 외부서버로부터 음악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

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장치의 상기 제 2저장매체는 상기 제 1장치로 전송하는 음악 데이터의 목록이 포함된 전송 리스트를 기억하며,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전송 리스트에 기초하여 상기 제 1장치로 음악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장치는 상기 전송리스트를 편집하는 편집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전송리스트는 상기 제 1장치가 상기 제 2장치에 접속되지 않아도 편집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수단은 드래그 앤 드롭 동작으로 상기 전송리스트를 편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제 2장치에서 상기 제 1장치로 전송될 음악 데이터의 크기와 상기 제 1저장매체의 자유 영역의 크

기를 검사하여, 전송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전송여부 판단 결과 자유 영역의 크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상기 제1저장매체에 저장된 음악 데이터

를 특정 기준에 기초하여 적어도 일부분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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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특정 기준은, 재생동작횟수 순, 기록 날짜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2.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장치는 기기를 식별하기 위한 기기 아이디를 가지며,

상기 전송 리스트는 상기 기기 아이디와 관련되어서 작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장치는 복수의 기기 아이디에 따른 복수의 전송 리스트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전송 리스트에 관련된 기기 아이디와 접속된 기기의 기기 아이디가 다를 경우에 경고출력을 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5.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장치는 상기 제1저장매체에 저장된 음악 데이터의 목록인 저장 리스트를 가지며,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저장 리스트와 상기 전송 리스트를 비교하여 음악 데이터의 전송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

신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저장 리스트와 상기 전송 리스트를 비교한 결과, 양쪽 리스트에 모두 포함된 음악 데이터는 전송하

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14의 통신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음악 데이터의 포맷은 MP3형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15의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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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장치는 휴대형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음악 데이터의 전송을 배치동작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0.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저장매체는 하드 디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1.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저장매체는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2.

압축된 음악 데이터 재생기능을 갖는 외부장치와 데이터를 통신하는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외부장치와 데이터 통신을 하는 통신수단과,

압축된 음악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매체와,

상기 외부장치가 상기 통신장치에 접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접속여부 판단수단과,

상기 접속여부 판단수단에 의해 상기 외부장치가 상기 통신장치에 접속되었다고 판단하면 상기저장매체에 기억된 적어도

하나의 압축된 음악 데이터를 상기 외부장치로 전송하게 제어를 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장치는

상기 외부장치가 장착되는 장착부를 포함하며,

상기 외부장치가 상기 장착부에 장착되어 상기 통신장치와 통신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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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장치는 외부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제2통신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통신장치는 상기 제2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외부서버로부터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음악 데이터의 부과 정보를 습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부과 정보는 음악 데이터와 관련하는 노래의 제목, 연주자의 이름, 작곡자, 작사자, 가사, 재킷 영상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장치는 상기 제2통신수단을 통해 외부서버로부터 음악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27.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장치의 상기 제2저장매체는 상기 외부장치로 전송하는 음악 데이터의 목록이 포함된 전송 리스트를 기억하며,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전송 리스트에 기초하여 상기 외부장치로 음악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장치는 상기 전송리스트를 편집하는 편집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전송리스트는 상기 외부장치가 상기 통신장치에 접속되지 않아도 편집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29.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수단은 드래그 앤 드롭 동작으로 상기 전송리스트를 편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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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통신장치에서 상기 외부장치로 전송될 음악 데이터의 크기와 상기 외부장의 저장매체의 자유 영역

의 크기를 검사하여, 전송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전송여부 판단 결과 자유 영역의 크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상기 외부장치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음악

데이터를 특정 기준에 기초하여 적어도 일부분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29의 통신 장치.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기준은, 재생동작횟수 순, 기록 날짜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30의 통신 장치.

청구항 33.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리스트는 상기 외부장치가 가지는 기기 아이디와 관련되어서 작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34.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장치는 복수의 외부장치의 기기 아이디에 따른 복수의 전송 리스트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35.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전송 리스트에 관련된 기기 아이디와 접속된 외부장치의 기기 아이디가 다를 경우에 경고출력을 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36.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외부장치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음악 데이터의 목록인 저장 리스트 상기 전송 리스트를 비교하여 음

악 데이터의 전송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36의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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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7.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저장 리스트와 상기 전송 리스트를 비교한 결과, 양쪽 리스트에 모두 포함된 음악 데이터는 전송하

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38.

제 36항에 있어서,

음악 데이터의 포맷은 MP3형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음악 데이터의 전송을 배치동작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40.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매체는 하드 디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41.

압축된 음악 데이터 재생기능을 갖는 외부장치와 당해 외부장치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장치와의 통신 방법에 있어서,

상기 통신장치와 상기 외부장치와의 데이터 통신을 하는 통신스텝과,

상기 통신장치에서 전송되는 압축된 음악 데이터를 상기 외부장치에 저장하는 저장스텝과,

상기 외부장치가 상기 통신장치에 접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접속여부 판단스텝과,

상기 접속여부 판단수단에 의해 상기 외부장치가 상기 통신장치에 접속되었다고 판단하면 상기 통신장치에 기억된 적어도

하나의 압축된 음악 데이터를 상기 외부장치로 전송하게 제어를 하는 제어스텝을 포함하는 통신 방법.

청구항 42.

압축된 음악 데이터 재생기능을 갖는 외부장치와 당해 외부장치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장치와의 통신 방법이 기록된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기억매체에 있어서,

상기 기억매체는

상기 통신장치와 상기 외부장치와의 데이터 통신을 하는 통신스텝과,

상기 통신장치에서 전송되는 압축된 음악 데이터를 상기 외부장치에 저장하는 저장스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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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외부장치가 상기 통신장치에 접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접속여부 판단스텝과,

상기 접속여부 판단수단에 의해 상기 외부장치가 상기 통신장치에 접속되었다고 판단하면 상기 통신장치에 기억된 적어도

하나의 압축된 음악 데이터를 상기 외부장치로 전송하게 제어를 하는 제어스텝을 포함하는 통신 방법이 기록된 프로그램

을 기억하는 기억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시스템 및 그 방법, 통신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데이터 저장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복수의 데이터

를 전송하는데 사용하는 발명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장치로서, 많은 CD를 수용하고 자동으로 CD를 재생(play back)하는 CD 체인저(CD changer)가 개발되었다. 이러

한 CD 체인저에서는, 수십 장에서 수백 장의 CD가 하나의 케이스에 수용되어 소정의 조작에 의해 선택된 CD가 자동으로

재생된다. CD를 재생하는 동작은 선택된 CD에 대하여 각각 수행된다. 다른 방법으로서는, 복수의 CD가 선택되어 재생동

작이 각각 실행되거나 CD에 기록된 음악에 대하여 무작위로 수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D 체인저는 실내에 영구적으로

설치된다.

한편, 휴대용 오디오 재생장치로서, 최근 64mm 직경의 광디스크 또는 광자기 광디스크를 사용한 장치가 인기를 모으고 있

다. 휴대용 오디오 재생장치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고, ATRAC(Adaptive Transform

Acoustic Coding : 상표) 압축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신호를 압축하고 압축된 신호를 자기 광디스크에 저장한다. 휴대용

오디오신호 재생장치는 A/D변환, 압축 및 압축신호 저장에 의해 생기는 음질의 열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한, 기록매체로서 디스크가 사용되기 때문에 무작위로 재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CD 체인저는 자동재생 중에도 다른 CD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연속적인 재생이 어렵다. 또한,

100장내지 200장 정도의 CD를 수용하는 CD 체인저는 크고 무거운 캐비넷을 갖고 있기 때문에, CD 체인저를 옮기거나

설치할 때 매우 불편하다.

또한, 휴대용 오디오 재생장치도 일단 오디오신호가 자기 광디스크 상에 기록되면 재생이 디스크 범위로 한정된다. 즉, 복

수의 자기 광디스크에 대하여 무작위 또는 전체적인 재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수의 자기 광디스크에서 무작위 재생

을 하거나 특정의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 여러 번 다른 CD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사용자는 항상 휴대용 오디

오 재생장치에 자기 광디스크나 광디스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지만 기록용량이 큰 하드디스크와 같은 기록매체를 구비한 음악서버

가 제안되고 있다. 음악서버에서는, 오디오 데이터가 CD에서 판독되고, 소정의 기술을 이용하여 압축되고 인코딩된 후 기

록되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다. 약 6GB의 기록용량을 갖는 하드디스크를 사용함으로써, 약 1000곡 정도의 음악을 기록할

수 있다. 또한, CD 체인저와 달리 CD를 교체하느라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음악서버는 연속적인

재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른 장점으로는 많은 음악데이터가 하나의 하드디스크에 기록될 수 있으며 캐비넷

의 크기가 작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휴대용 오디오 재생장치에서도 기록 및 저장매체로서 하드디스크 또는 반도체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음악서버는 다른 휴대용 오디오 재생장치에 연결될 수 있어서 음악서버에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는 휴대용 오디오 재생장

치에 전송되어 기록매체에 기록되거나 저장될 수 있다. 기록매체의 기록 또는 저장용량이 200MB라고 가정하면, 사용자가

더 이상 자기 광디스크나 광디스크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 물론, 디스크를 교체할 필요도 없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음악서버는 많은 양의 음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곡마다 선택하여 음악데이터를 음악서버에

서 휴대용 오디오 재생장치로 전송하면,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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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악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에서 선택된 곡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이 목록상의 음악데이터

를 일괄 전송하는 방법이 착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서도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목록이 음악서버에 저장된

많은 음악데이터를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건지 일괄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건지 모호하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음악서버에서 휴대용 오디오 재생장치로 간편하게 음악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정보통신시스템 및 그

방법, 정보통신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 1특징에 따르면, 제 1저장매체를 갖는 제 1장치와 제 1장치에 데이터를 전

송하는 제 2장치로 구성된 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제 2장치는 제 1장치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관리정보를 저장하는 제 2저

장매체와, 제 1장치와 데이터를 통신하는 통신수단과, 관리정보를 편집할 수 있는 편집수단과, 편집수단에 의해 편집된 관

리정보에 기초하여 통신수단을 경유하여 제 2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제 1저장매체에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제어수단

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 2특징에 의하면, 데이터를 제 1저장매체를 갖고 있는 다른 장치로 전송하는 통신장치에 있어서, 제 1저

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의 관리정보를 저장하는 제 2저장매체와, 다른 장치와 데이터 통신을 하는 통신수단과, 관리정보

를 편집할 수 있는 편집수단과, 편집수단에 의해 편집된 관리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통신수단을 경유하여 상기 제 2저장매

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제 1저장매체에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장

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 3특징에 따르면, 제 1저장매체를 갖는 제 1장치를 제 1장치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 2장치와 통신시키

는 통신방법에 있어서, 제 1장치와 제 2장치 사이의 통신유무에 관계없이 제 1장치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관리정보를 제 2

장치의 제 2저장매체 상에서 편집하는 스텝과, 제 1장치와 제 2장치 사이에 통신이 있는 경우 편집된 관리정보에 의거하여

제 2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제 1저장매체에 전송하는 스텝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법을 제

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다음,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였다.

도 1은 본 발명이 제공한 음악서버와 음악서버를 채용한 시스템을 간단한 방식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음

악서버(50)는 서버본체(51), 스피커부(52L,52R)를 포함한다. 서버본체(51)는 전형적으로 서버 본체(51)로 CD(55)를 삽

입하기 위한 CD삽입유닛(54)과 LCD패널에 의해 구현되는 표시유닛(53)이 함께 제공되어있다.

서버본체(51)는 서버본체(51)의 기능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도록 복수의 조작스위치를 포함하는 조작

부를 가지고 있다. 도 1에서 조작부 자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자. 서버본체(51)는 또한 원격명령으로부터 전

형적으로 적외선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신호 수신부를 제공할 수 있다. 원격 명령은 서버본체(51)의 기능을 원격으로 실행

시키기 위해 조작된다.

후부에 기술한 것과 같이, 서버본체(51)는 소정의 프로그램의 실행하여 다양한 조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 소정의 프로그램은 전형적으로 ROM으로 가서 저장된다.

사용자는 CD삽입유닛(54)을 통해 서버본체(51)에 CD(55)를 장착한다. 그리고 CD(55)의 음악데이터를 재생시키기 위해

도시 생략된 조작부에 소정의 스위치를 조작한다. CD(55)로부터 재생된 재생신호는 스피커부(52L,52R)로 출력되어 사용

자가 CD(55)로부터 저장된 음악데이터를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한다. 만약 CD(55)가 한 음악의 곡명과 같은 문자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면, 문자데이터는 한 음악의 곡명 또는 그와 같은 것으로 표시유닛(53)에 표시될 수 있다.

음악서버(50)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내부 대용량 기록매체를 포함하고 있다.

도시 생략된 조작부에 소정의 스위치를 조작하여 CD삽입유닛(54)을 통해 서버본체(51)에 장착된 CD(55)로부터 하드디스

크와 같은 기록매체로 재생된 재생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표준속도 기록기술 또는 고속기록기술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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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재생데이터는 CD(55)의 표준재생속도와 같은 전송속도로 CD(55)로부터 기로매체로 기록된다. 고속기록기

술은 반면에, 재생데이터는 CD(55)의 표준재생속도보다 더 높은 전송속도로 CD(55)로부터 기록매체로 기록된다. 고속기

록기술은, 선택된 CD(55)로부터 재생된 재생데이터나 CD(55)로부터 재생된 선택된 한 음악의 재생데이터는 소정의 절차

에 따라 충전처리에 의해 결정된 요금으로 CD(55)의 표준재생속도보다 높은 전송속도로 CD(55)로부터 기록매체로 기록

된다.

음악서버(50)에서는, CD(55)에서 재생된 음악데이터는 압축된 음악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하여 앞서 기술한 ATRAC 방법

과 같은 소정의 기술에 따라 압축-인코딩 과정을 받는다. 그 후 하드디스크와 같은 기록매체로 기록된다.

저장용량이 6G바이트의 하드디스크의 경우에, 예를 들면, 1000개 정도의 음악이 저장되거나 기록될 수 있다. 기록되거나

저장된 음악들의 곡명 목록은 전형적으로 표시유닛(53)에 표시된다. 이때 하드디스크에 기록되거나 저장되어있는 음악들

의 곡명을 보여주기 위해 표시유닛(53)에 표시된 목록으로부터 사용자는 독단적인 음악을 선택하여 재생할 수 있다. 하드

디스크에 무작위로 접속할 수 있으므로, 저장되거나 기록된 대량의 음악데이터는 독단적인 주문을 판독하고 연속적으로

음악서버(50)에 의해 재생된다.

사용이 가능한 압축-인코딩 기술은 다양하다. 본 실시예는 USP(United States Patent) 5,717,821과 같은 명세서에서 공

포된 ATRAC2(Adaptive Transform Acoustic Coding 2)방법과 같은 언급된 기술을 채용하였다. 이 방법은 상기 기술한

휴대용 오디오데이터 재생장치에 적용된 ATRAC방법의 확장의 결과인 압축-인코딩 기술이다. 데이터 압축하고 인코딩

하는 이 기술은 청각에 기초한 마스킹 효과와 같은 최소청취한계에 의존하는 주파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엔트로피-인코딩

과정과 함께 혼합하여 변환-인코딩과정을 이용한다. 이 ATRAC 방법에 따르면, 비교적 소규모의 하드웨어를 사용하므로

써 고음질을 유지시키는 동안 인코딩과 디코딩처리를 고속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자. 그러나, ATRAC2 보다

다른 압축-인코딩기술은 ATRAC3, MPEG2ACC (Advanced Audio Code), MP3 (MPEG1 Audio Layer 3), TwinVQ

(Transform-Domain weighted Interleave Vector Quantization) or MSAudio (WMA:Windows Media Audio).

음악서버(50)는 도1에서 보이는 통신선(61)과 같은 전형적인 공중전화선으로 외부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다. 외부 시스템

의 한 예는 인터넷서버(60)이며 이것은 서버를 인터넷에 연결한다. 음악서버(50)을 통신선(61)을 사용해 인터넷서버(60)

로 연결시키면, 다양한 정보들을 인터넷으로부터 습득할 수 있다. 인터넷서버(60)는 시중에 나와있는 음악 CD의 제목에

대한 정보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 베이스로 접속하기 위한 특수키가 사용자에

게 할당되어 있다.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특수키를 이용한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는 음악CD의 제목

에 대한 정보 같은 음악CD와 관련된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다. 인터넷서버(60)는 또한 음악서버(50)의 사용자에게 돌려준

서비스용 요금을 계산하기 위한 충전과정을 실행한다. 음악데이터가 CD(55)로부터 재생될 때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고속

전송속도로 기록매체에 기록된다. 음악서버(50)는 고속전송속도로 기록조작이 실행된다는 것을 인터넷서버(60)에 통보한

다.

인터넷서버(60)는 그후 사용자에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록요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실행한다. 그러므로, CD가 선택되거

나 또는 음악이 CD로부터 선택되고 음악데이터가 선택된 CD로부터 기록되거나 또는 선택된 음악이 고속 전달 속도로 CD

로부터 기록되어진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14쪽 아래에서 5번째줄 시작) 기록요금을 계산하는 과정은 인터넷서버(60)가 실행한다.

인터넷서버는 CD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구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록요금을 계산하기 위한 과정은 또 다른 서버로서

도 실행 될 수 있다. 이것도 인터넷과 연결할 수 있다. 차선책으로써, 기록요금을 계산하기 위한 과정은 인터넷과는 다른

특수목적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실행할 수 있다.

휴대용 기록재생장치(70)는 기록매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반도체메모리, 자기 메모리와 광학 메모리와 같은 하드디

스크나 플래쉬 메모리에 의해 실행된다.

휴대용 기록재생장치(70)는 음악재생을 위한 속도에 상응한 능력이 있는 매체로써 또 다른 종류의 저장매체 혹은 또 다른

종류의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통신선(71)을 사용하여 휴대용 기록재생장치(70)를 음악서버(50)로 연결시키면, 음악서버(50)에 기록된 음악데이터를 휴

대용 기록재생장치(70)에 장착된 저장매체로의 기록을 위해 휴대용 기록재생장치(70)에 전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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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휴대용 기록재생장치(70)로 전송된 음악데이터는 음악서버(50)에 있는 하드디스크나 플래쉬 메모리와 같은

저장매체에 잔류하며, 이 음악데이터는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게된다. 휴대용 기록재생장치(70)에 장착된 이 저장매

체는 보통 200M바이트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 열 곡 분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기록 할 수 있게 한다. 저장장

치나 기록매체는 플래쉬 메모리와 같은 반도체 메모리로서 실행되고, 기록매체는 저장매체로써 언급한 하드디스크와 같은

디스크형태의 기록매체에 의해 실행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본 발명에서 채용한 상기 진술한 전송방법에 따르면, 전송된 음악데이터 전송목적지로 적용된 저장매체로 기록된다. 그리

고 저장매체의 전송소스에 잔류하지만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전송은 이동(move)이라거 불리운다. 이

러한 방식으로 음악데이터를 이동시킴으로써 음악데이터의 복사조작이 제한 없이 실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진술한 실시예에서, 음악서버(50)는 통신선(71)으로 휴대용 기록재생장치(70)에 연결되어있다. 이러한 구성이 전형

적이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차선책으로, 음악서버(50)는 휴대용 기록재생장치(70)에 장착한 또 다른 마운팅 부와 일치하는 장착부(mounting)부를 제

공한다. 이러한 차선책과 일치하면, 데이터가 음악서버(50)와 휴대용 기록재생장치(70)사이에서 교환 할 수 있도록 휴대

용 기록재생장치(70)를 음악서버(50)에 장착 할 수 있다. 전기적 연결을 부과하면, 음악서버(50)는 휴대용 기록재생장치

(70)에 장착된 또 다른 인터페이스부에 일치하는 인터페이스부를 제공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부는 전형적으로 IrDA

(Infrared Data Association)표준에 따르며, 적외선 광선신호로써 인터페이스 부 사이에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음악데이터는 적외선 광선신호에 의해 음악서버(50)와 휴대용 기록재생장치(70)사이에서 교환될 수 있다.

음악서버(50)는 다양한 매체와 함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소정의 인터페이스를 또한 제공할 수 있다. 음악서버(50)에 PC

카드(80)용 인터페이스로 제공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에, PC카드(80)에 의해 배분된 음악데이터는 음악서버(50)

로 전송될 수 있으며 혹은 음악데이터가 개인 컴퓨터와 음악서버(50)사이에서 교환될 수 있다. 음악서버(50)는 광케이블

로 실행되는 시리얼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광케이블은 음악데이터를 지경이 64mm의 보통 소규모 자기광학 디스크를 취급하는 디스크 레코더와 같은 또 다른 음악

데이터 기록재생장치와 교환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소규모 자기광학 디스크를 수용하기 위한 디스크 카트리지(82)는 디스크 레코더(81)에 장착된다. 디

스크 카트리지(82)에 수용된 자기광학 디스크로부터 재생된 음악데이터는 음악서버(50)로 공급된다.

같은 경우로, 음악서버(50)에 CATV (cable television)이나 위성방송용 셋업 박스(83)에 연결하기 위한 IEEE1394 인터

페이스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PC카드는 개인 컴퓨터용으로 표준카드타입 주변장치에 일치한다.

표준은 미국의 PCMCIA (Personal Memory Card International Association)와 일본의 JEIDA (Japanese Electronic

Industry Development Association)로 함께 설정 되어있다. 이 IEEE1394 표준은 미국의 전기 전자 엔지니어 협회에서

채용한 인터페이스 표준이다.

음악서버(50)는 내장된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WWW (World Wide Web)브라우저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WWW가 제공된

음악서버(50)를 통신선(61)을 사용하여 인터넷서버(60)로 연결시킴으로써, 이 인터넷은 보통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으로 작성된 다양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어떤 내용이라도 표시유닛(53)에 표시할 수 있다.

상기 기술한 구성에 따라, 사용자는 음악서버(50)에 저장되거나 기록되어진 음악데이터 혹은 CD삽입유닛(54)을 통해 음

악서버(50)에 장착된 CD(55)로부터의 음악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으며 스피커부(52L,52R)를 통해 음악데이터를 재생하여

청취할 수 있다.

음악서버(50)와 인터넷서버(60)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져, 음악서버(50)는 통신선(61)을 통해 인터넷서버(60)로부터 CD

삽입유닛(54)을 통해 음악서버(50)에 장착된 CD(55)의 제목과 같은 정보를 자동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인터넷서버(60)에서 취득된 CD제목과 같은 정보는 음악서버(50)에 저장된다. 그리고 저장된 정보는 필요시 음악서버(50)

에 장착하는 표시유닛(53)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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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음악서버(50)는 먼저 음악서버(50)의 사용자ID 데이터와 같은 독특한 정보를 인터넷서버(60)

에 전송한다.

이용자에게 고유한 정보는 이용자 정보로 칭한다. 인터넷서버(60)는 음악서버(50)로부터 수신된 이용자 정보에 근거하여

과금과 인증과정을 수행한다. 인터넷서버(60)는 또한 이용자에 의해 요구되는 CD 또는 음악서버(50)로부터 재생되는 CD

의 매체 정보를 수신한다. 인터넷서버(60)는 매체 정보에 의해 지시된 음악데이터와 관련된 추가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

스를 검색한다. 추가 정보는 노래의 제목, 연주자의 이름, 작곡자, 작사자, 가사 및 재킷 영상을 포함한다. 인터넷서버(60)

는 이용자에 의해 요청된 CD에 관한 소정의 정보를 전달한다.

인터넷서버(60)로 전달된 매체 정보의 보기는 CD(55)의 TOC(Table of Contents)이다. 인터넷서버(60)는 TOC에 의해

지시된 매체 정보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위해 검색되는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한다. 달리 말하자면, 인터넷은 또한 인터넷

서버(60)에 의해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WWW 서버에 대해 검색된다. 인터넷서버(60)는 음악서버(50)로부터 수신된 TOC

에 의해 지시되고 매체 정보로서 이용되는 음악데이터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위해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서버(60)는 TOC내에 포함되며 CD(55)상에 기록된 각 음악의 시간동안에 재생을 위해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한다.

인터넷서버(60)는 검색 동작의 결과로서 얻어진 추가 정보를 음악서버(50)에 전달한다. 음악서버(50)는 표시유닛(53)상에

인터넷서버(60)로부터 수신된 추가 정보를 표시한다. 추가정보는 또한 나중에 기술되는 CPU(8)에 의해 CD(55)의 TOC

정보와 함께 하드디스크 구동기내에 저장된다. 추가 정보는 인터넷서버(60)에 의해 HTML 파일내에 내장된 데이터로서

전달될 수 있으며 음악서버(50)내에 내장된 WWW 브라우저(browser) 소프트웨어에 의해 표시된다.

만약 추가정보가 인터넷상의 다른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포함한다면, 음악서버(50)는 다른 URL에 의해 지

시된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에 억세스할 수 있다.

게다가, 인터넷서버(60)와 음악서버(50)사이에서 데이터가 통신되도록 함으로써, CD 삽입 유닛(54)을 통해 음악서버(50)

상에 장착된 CD(55)상에 기록된 음악데이터는 CD(55)에 대해 규정된 표준 재생속도 보다 더 고속으로 음악서버(50)내의

기록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그러므로 CD(55)의 음악데이터는 음악서버(50)에 의해 약 2 분내에 기록될 수 있다. 만약 인

터넷서버(60)와 음악서버(50)사이에 통신이 설정된다면, 음악데이터는 원 타임 스피드, 즉 음악서버(50)에 의해 CD(55)

애 대해 규정된 표준 재생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음악서버(50)내의 기록매체에 기록된다.

라인(71)을 이용하여, 음악서버(50)를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에 접속시킴으로써, 음악서버(50)내에 저장 또는 기록

된 음악데이터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전달 또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동될 수 있다. 만약 음악서버(50)가 접속

라인(71)을 통해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부터 단절되더라도, 이동된 데이터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에 의해

재생될 수 있다. 이용자는 헤드폰(72)을 이용하여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에 의해 재생된 음악데이터를 들을 수 있다.

이미 기술한 바와같이,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전달 또는 엄밀히 말해서 이동된 음악데이터는 음악서버(50)내에

서 더 이상 재생될 수 없다.

도 2는 음악서버(50)의 대표적인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먼저, 음악서버(50)는 RAM(5), ROM(6), 플래시 메모리(7)

와 CPU(8)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성분들은 보통의 P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로컬 버스에 의해 서로 접속되어 있다. CPU(8)

는 또한 버스(40)에 접속되어 있다. CPU(8)는 음악서버(50)의 모든 동작들을 제어하는 제어기로서 기능한다.

ROM(6)은 음악서버(50)의 동작들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미리 저장하기 위해 이용된다. 그 프로그램은 나중에 설명될 입

력동작유닛(1)상에서 수행되는 동작에 대응하는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실행된다. 태스크(task) 영역과 데이터 영역은 프

로그램의 실행시에 요구되며, RAM(5)과 플래시 메모리(7)내에 일시적으로 보관된다. ROM(6)은 또한 ROM(6)으로부터

플래시 메모리(7)로 프로그램을 로딩하기 위해 프로그램 로더(loader)를 저장하기 위해 이용된다.

입력동작유닛(1)은 복수의 푸시형과 회전형 키 동작키들과 이러한 키 동작키들의 어느 키의 동작에 의해 작동되는 스위치

들로 구성된다. 다시 말하자면, 입력동작유닛(1)은 또한 LCD상에서 조그다이얼 또는 터치 패널로 알려진 회전 푸시형 키

에 의해 동작된다. 물론, 입력동작유닛(1)은 누름 동작에 대해 반응하는 스위치 메카니즘을 채택할 수 있다. 입력동작유닛

(1)상에서 수행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신호는 버스(40)를 통해 CPU(8)로 공급된다. CPU(8)는 입력동작유닛(1)으로부터

수신된 신호에 근거하여 음악서버(50)의 동작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시킨다. 음악서버(50)는 CPU(8)에 의해

발생된 제어 신호에 따라 동작한다.

공개특허 10-2006-0118374

- 13 -



적외선 인터페이스(IrDa I/F) 구동기(3)와/또는 USB(Universal Serial Interface) 구동기(4)는 버스(40)에 접속되어 있다.

키보드(2)는 IrDa I/F 구동기(3)와 USB 구동기(4)와 통신하도록 구성되어 있거나 또는 IrDa I/F 구동기(3)와 USB 구동기

(4)에 접속될 수 있다. 키보드(2)를 이용하여, 이용자는 예술가의 이름과 기록된 음악데이터의 제목과 같은 정보를 쉽게 입

력할 수 있다. 또한 IrDa I/F 구동기(3) 또는 USB 구동기(4)에 의해 데이터가 전달되는 구성을 채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IrDa I/F 구동기(3)와 USB 구동기(4)는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자.

CD-ROM 구동기(9)는 버스(40)에 연결되어 있다. 이미 기술된 CD삽입 유닛(54)내에 삽입된 CD(55)는 CD-ROM 구동기

(9)상에 장착된다. CD-ROM 구동기(9)는 규정된 표준 재생속도에서 설정된 CD(55)로부터 음악데이터를 판독한다. CD-

ROM 구동기(9)는 또한 규정된 표준재생속도보다 16 배 또는 32배가 되는 속도와 같이 규정된 표준재생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CD(55)로부터 음악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다.

CD-ROM 구동기(9)는 상술한 보기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CD-ROM 구동기(9)는 음악데이터를 기

록하기 위한 디스크 형 기록매체가 될 수 있다. 다른 디스크형 기록매체의 보기들은 광자기 디스크와 DVD(Digital

Versatil Disc)가 있다. 메모리 카드용 구동기도 역시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CD-ROM 구동기(9)에 의해 판독된 데이터

는 음악데이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CD-ROM 구동기(9)가 화상 데이터, 문자 데이터와 프로그램 데이터와 같

은 정보를 판독하는 것도 가능하다.

축약하여 앞으로는 HDD라고 불리는 하드디스크(10)는 버스(40)에 연결되어 있다. CD-ROM 구동기(9)에 의해 판독된 음

악데이터는 HDD(10)내에 기록된다. HDD(10)내에 기록되기 전에, 음악데이터는 사전 처리를 거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CD-ROM 구동기(9)에 의해 판독된 음악데이터는 버스(40)와, 오디오DRAM(11)을 거처 압축인코더(12)에 제공된다.

압축 인코더(12)는 상술한 USP 5,717,821에서 기술된 압축방법을 전형적으로 이용하여 음악데이터에 대해 압축 및 인코

드 처리를 수행한다. 음성데이터는 CPU(8)에 의해 수행되는 제어에 따라 선택되는 두 가지 속도 중 하나, 즉, 저속 및 고속

중 하나의 속도로 압축 인코더(12)에 의해 압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저속 압축은 CD-ROM 구동기(9)내의 CD(55)

를 위해 미리 정해진 표준 재생(playback)에 해당한다. 전형적으로, 압축속도는 CD-ROM 구동기(9) 내의 CD(55)의 재생

속도에 따라 저속에서 고속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된다. 압축인코더(12)는 인코딩 알고리즘을 이 압축속도로 수행한다.

압축속도를 변화시키는 압축 인코더(12)에 의해 이용되는 기술은 상술한 방법에 한정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

어, 압축속도는 압축 인코더(12)의 클럭주파수 전환에 의해 변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두 가지 압축속도는 두 가지의 다른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고속압축을 씨닝(thining)하여 저속처리로 압축인코더(12)에 의해

압축데이터를 압축한다.

압축인코더(12)에서 압축인코딩처리를 완료한 음악데이터는 DRAM(11)을 거처 HDD(10)에 제공되어 HDD(10)에 저장

또는 기록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압축 인코더(12)에서 압축인코딩처리를 완료한 음악데이터는 HDD(10)에 제공되고 그곳에 저장 또는

기록된다. 하지만, CD-ROM 구동기(9)에 의해 판독된 음악데이터는 HDD(10)에 직접 제공되어 HDD(10)의 하드디스크에

저장 또는 기록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본 실시예에서, 증폭기(14)를 거쳐 단자(13)에 연결된 마이크로폰에 의해 제공된 음성신호 또는 라인입력단자(15)로부터

입력된 음성신호는 A/D변환기(16)에 의해 압축 인코더(12)에 제공된다. 압축 인코더(12)에 의해 압축되고 인코딩된 음성

신호는 HDD(10)에 기록될 수 있다. 또한, 광디지털입력단자(17)로부터의 광디지털신호도 IEC958(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958) 인코더(18)를 거쳐 압축인코더(12)에 제공된다.

음성신호이기도한 광디지털신호는 압축인코더(12)에 의해 압축되고 인코딩된다. 압축되고 인코딩된 음성신호는 HDD

(10)의 하드디스크에 기록될 수 있다.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압축인코더(12)가 USP 5,717,821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인코딩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 실시예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즉, 압축인코더(12)는 알고리즘이 압축정보를 위한 인

코딩 알고리즘이기만 하다면 다른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압축인코더(12)는 상기한 알고리즘 이외의 것으로,

PASC(Precision Adaptive Subband Coding), 리얼오디오(RealAudio; 상표이름) 또는 리퀴드오디오(상표이름) 등의 알

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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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뎀(20)은 버스(40)에 연결될 수도 있다. 모뎀(20)은 공중전화선, 케이블TV, 위성통신망, 또는 무선통신과 같은 외부네

트워크(19)에 연결된다. 음악서버(50)는 모뎀(20)에 의해 외부네트워크(19)를 통해 통신을 구축할 수 있다.

외부네트워크(19)에 의해 인터넷에 전형적으로 연결된 음악서버(50)는 원거리에서 인터넷서버(60)와의 통신이 가능하다.

음악서버(50)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인터넷서버(60)에 보낸다. 이러한 정보는 요청신호, 미디어정보, 사용자ID데이터,

사용자정보 및 사용자를 위한 과금정보(charging information)를 포함한다. 미디어정보는 CD-ROM 구동기(9)에 장착된

CD(55)와 관련된 데이터이다. 사용자ID데이터 및 사용자정보는 음악서버(50)에 미리 할당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매체정보 및 사용자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는 인터넷서버(60)에 보내진다. 음악서버(50)

로부터 수신된 사용자ID데이터와 같은 사용자정보에 기초하여, 인터넷서버(60)는 사용자의 인증 및 과금처리를 수행한다.

또한, 인터넷서버(60)는 음악서버(50)로부터 수신한 미디어정보에 의해 지정된 음악데이터를 위한 부가정보를 위한 데이

터베이스를 검색한다. 이 부가정보는 이어서 음악서버(50)에 전송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음악데이터와 관련된 부가정보는 음악서버(50)에 전송된다. 하지만, 음악데이터 자신이 외부네트워크

(19)로부터 음악서버(50)에 직접 제공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즉, 사용자는 인터넷서버(60)로부터 음악서버(50)로

음악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즉, 음악데이터는 매체정보에 응답하여 음악서버(50)에 전송된다. 예를 들어, 소정의

CD(55)의 보너스(bonus) 트랙은 사용자에게 분배될 수 있다.

재생동작에서, 압축인코더(12)에 의해 압축 및 인코딩된 후 HDD(10)에 기록 및 저장된 음악데이터는 HDD(10)로부터 판

독되고, 버스(40)를 거쳐 압축디코더(21)에 제공된다. 압축데이터(21)는 HDD(10)로부터 판독된 압축음악데이터를 디코

딩 및 신장한다. 이어서, 디코딩 및 신장된 음악데이터는 증폭기(23)를 거쳐 단자(24)에 제공되기 전에 D/A변환기(22)에

제공된다. 이어서, 이 데이터는 재생동작의 결과로서 얻어진 음악으로서 단자(24)로부터 스피커부(52L,52R)에 제공된다.

도 2에 도시되지 않은 스테레오시스템의 경우에는 증폭기(23)를 경유하여 D/A변환기(22)로부터 단자(24)로의 두 개의 경

로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물론 두 개의 단자(24)는 이 스테레오시스템에 제공된다.

압축디코더(21)는 압축인코더(12)에서 이용된 부호알고리즘의 대응하는 것으로서 역할을 하는 부호알고리즘을 이용한다.

또한 압축 인코더(12) 및 압축 디코더(21)는 하드웨어 대신에 CPU(8)에 의해 수행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도 동작될 수

있다.

표시유닛(53)의 역할을 하는 LCD패널로 생략 기술되는 액정표시패널(26)은 LCD 구동회로(25)를 거쳐 버스(40)에 연결

된다. CPU(8)는 렌더링제어신호(rendering control signal)를 버스(40)를 거쳐 LCD구동회로(25)에 제공한다. LCD 구동

회로(25)는 CPU(8)로부터 수신된 렌더링 제어신호에 따라 LCD패널(26)을 구동시켜 표시유닛(53)위에 소정의 표시가 나

타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음악서버(50)의 조작 메뉴가 LCD패널(26) 위에 표시된다. 또는, HDD(10)에 기록 및 저장된 압축음악데이터의

제목 리스트가 LCD패널(26) 위에 표시될 수도 있다. LCD패널(26) 위에 표시된 제목리스트는 HDD(10)에 저장된 데이터

에 기초한 것이다. 이 저장된 데이터는 인터넷서버(60)로부터 수신된 부가정보를 디코딩한 결과로 얻은 데이터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선택된 재생된 압축음악데이터와 관련한 폴더 및 재킷화상이 LCD패널에 표시될 수도 있다. 폴더 및 재킷화

상은 인터넷서버(60)로부터 수신된 부가정보에 기초한 것이다.

사용자는 LCD패널(26)에 표시된 화면에 기초하여 입력조작장치(1)의 키보드(2) 또는 포인팅장치를 조작한다. CPU(8)는

입력조작장치(1)의 포인팅장치 또는 키보드(2)에 대한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요청된 음악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처리를

제어한다. 선택된 음악데이터를 삭제하는 조작 및 선택된 데이터를 외부기기에 복사하거나 옮기는 조작의 제어는 LCD패

널(26)에 표시된 화면에 기초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LCD패널(26)에 제공된 터치패널에 의해 입력조작장치(1)가 동작될

수도 있다. 이 경우, LCD패널(26)에 표시된 화면에 따라 터치패널에 접촉함으로써, 사용자가 음악서버(50)를 조작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자는 인터페이스로서의 LCD패널(26)을 이용하여 HDD(10)에 저장 및 기록된 음악데이터를

관리 및 제어할 수 있다.

제 1실시예에서는, PC카드슬롯(31)과 IEEE1394인터페이스(28)가 각각 음악서버(50)와 외부 일반정보기기 사이의 인터

페이스로 이용된다. IEEE1394인터페이스(28)는 IEEE1394구동기(29)에 의해 버스(40)에 연결된다. 한편, PC카드슬롯

(31)은 PC카드구동기(30)에 의해 버스(40)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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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1394인터페이스(28)는 데이터가 음악서버(50)와 전형적인 퍼스널컴퓨터 사이에서 교환될 수 있게 한다. 또한,

IEEE1394인터페이스(28)는 위성방송 IRD(Integrated Receiver/Decoder), 지름이 약 64mm인 소형 자기광디스크 및 소

형 광디스크, DVD(Digital Versatile Disc: 상표명) 또는 디지털비디오테이프와 같은 소스로부터 음악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한다. PC카드슬롯(31)에 설치된 PC카드는 외부메모리장치, 또 다른 매체 구동기, 모뎀, 단자 어댑터 및 켑쳐보드

(capture board)와 같은 다양한 주변 확장기 중 하나의 역할을 한다.

인터페이스(34)는 음악서버(50)와 다른 호환가능한 기록 및 재생장치와의 사이에서 음악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

다. 다른 기록 및 재생장치로서 도 1에 나타낸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 또는 또 다른 음악서버(50)가 가능하다.

인터페이스(34)는 인터페이스 구동기(233)에 의해 버스(40)에 연결된다. 다른 호환가능한 기록 및 재생장치는 인터페이스

(34)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인터페이스(35)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소정의 연결라인(71)을 이용하여 인터페이스(34)를 인

터페이스(34)를 인터페이스(35)에 전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음악서버는 HDD(10)내에 저장된 음악데이터를 다른 기록

및 재생장치에 전송할 수 있다.

도 3은 CD-ROM 구동기(9)로부터 음악데이터를 판독하는 동작에서부터 HDD(10)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동작까지의 일련

의 처리를 거치는 신호의 플로우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CD-ROM 구동기(9)로부터 판독된 음악데이터는 일단 버

퍼메모리로 이용되는 DRAM(11)에 저장된다. 이후에, 음악데이터는 소정의 타이밍에서 DRAM(11)으로부터 다시 판독되

고, 버스(40)를 거쳐 압축인코더(12)에 제공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압축인코더(12)는 CD-ROM구동기(9)의 재생속도에

따라 소정의 압축속도로 음악데이터를 압축한다. 압축인코더(12)에 의해 압축되고 인코딩된 음악데이터는 일시적으로 버

퍼메모리로 이용되는 DRAM(11)에 다시 저장된다. 이어서, 음악데이터는 소정의 타이밍에서 DRAM(11)으로부터 다시 판

독되고, 버스(40)를 거처 HDD(10)에 제공되어 HDD(10)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다. 그 때에, CD-ROM 구동기(9)내에서

재생 동작을 거치는 CD(55)상의 정보는 인터넷서버(60)로 전달된다. 그 정보에 응답하여, 인터넷서버(60)는 CD(55)를 위

한 추가정보를 전달한다. 상기 추가정보는 HDD(10)의 하드디스크내에 또한 기록된다. CPU(8)와 다른 요소들은 추가정보

와 상술한 바와같이 CD(55)로부터 판독된 음악데이터의 압축결괴로서 얻어진 압축된 음악데이터를 제어한다.

도 4는 HDD(10)로부터 압축된 음악데이터를 판독하는 동작으로부터 재생처리를 완전히 거친 데이터를 출력하는 동작까

지의 일련의 처리들을 통해 간단하고 평범한 방법으로 단자(24)에 이르는 신호의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HDD(10)로부

터 판독된 압축된 음악데이터는 일단 DRAM(11)내에 저장된다. 이 DRAM은 버퍼 메모리로서 사용된다. 압축된 음악데이

터는 그 후에 소정의 타이밍에 의해 DRAM(11)으로부터 다시 판독되어 버스(40)를 통해 압축 디코더(21)로 공급된다. 상

술한 바와같이, 압축 디코더(21)는 압축된 음악데이터를 신장시켜 음악데이터를 재생하며, 그 음악데이터를 D/A 변환기

(22)로 공급한다. D/A 변환기(22)는 음악데이터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용 증폭

기(23)에 의해 증폭되어 재생 출력으로서 단자(24)로 출력된다. 만약 스피커가 단자(24)에 접속되어 있다면, 이용자는 스

피커에 의해 재생된 음악을 즐길 수가 있다. 그 때에, HDD(10)로부터 압축된 음악데이터와 함께 판독된 추가정보는 CPU

(8)와 다른 요소들에 의해 디코드되어 표시유닛(53)상에서 음악이름 등으로 표시된다.

도 5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대표적인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면에 도시한 바와같이, 휴대용 기록 및 재생

장치(70)는 일반적으로 도 2에 도시된 음악서버(50)의 구성과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휴대용 기록 및 재

생장치(70)는 이용자에 의해 운반되며 음악서버(50)내의 인터페이스(34)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인터페이

스(34)를 분리시킴으로써 스탠드 얼로운 장비로서 이용된다.

먼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는 RAM(103), ROM(104)과 CPU(105)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성분들은 보통의 PC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로컬 버스에 의해 서로 접속되어 있다.

물론, 상술한 바와같이 음악서버(50)의 구성과 같은 플래시 메모리가 제공될 수 있다. CPU(105)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

치(70)의 모든 동작들을 제어하는 제어기로서 기능한다.

ROM(104)은 음악 장치(70)의 동작들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미리 저장하기 위해 이용된다. 그 프로그램은 나중에 설명될

입력동작유닛(102)상에서 수행되는 동작에 대응하는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실행된다. 태스크(task) 영역과 데이터 영역은

프로그램의 실행시에 요구되며, RAM(103)내에 일시적으로 보관된다.

입력동작유닛(102)은 복수의 푸시형과 회전형키 동작키들과 이러한 키 동작키들의 어느 키의 동작에 의해 작동되는 스위

치들로 구성된다. 다시 말하자면, 입력동작유닛(102)은 또한 LCD상에서 조그다이얼 또는 터치 패널로 알려진 회전 푸시

형 키에 의해 동작된다. 물론, 입력동작유닛(102)은 누름 동작에 대해 반응하는 스위치 메카니즘을 채택할 수 있다. 입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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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유닛(102)상에서 수행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신호는 버스(130)를 통해 CPU(105)로 공급된다. CPU(105)는 입력동작유

닛(102)으로부터 수신된 신호에 근거하여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동작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시킨

다. 입력동작유닛(102)의 동작 키상에서 수행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신호가 입력동작유닛(102)에 의해 발생된다.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동작은 CPU(105)에 의해 발생된 제어신호에 따라 스위치되고 제어된다.

요청에 의해 음악서버(50)의 HDD(10)로부터 판독되어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전달되어지는 음악데이터는 인터

페이스(35)와, 인터페이스(35)를 인터페이스(34)에 접속시키는 접속라인과, 인터페이스(34)에 의해 휴대용 기록 및 재생

장치(70)로 전달 또는 공급된다. 동시에, 전달되도록 요청된 음악데이터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음악데이터와 함께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전달된다. 만약 음악서버(50)에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에 있는 다른 장착유닛(mounting

unit)과 매칭되는 한 개의 장착유닛이 제공된다면, 인터페이스(35)는 직접 인터페이스(34)에 접속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가

음악서버(50)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사이에서 교환될 수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음악서버(50)에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의 다른 인터페이스 유닛과 매칭되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될 수 있다. 만약 인터페이스 유닛이 데이터가

적외선 신호로서 인터페이스 유닛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IrDA(Infrared data Association) 시스템을 준수하면, 음악데이터

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와 음악서버(50)사이에서 적외선 신호로서 교환될 수 있다.

음악서버(50)에 의해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공급되는 음악데이터는 버스(130)를 통해 인터페이스 구동기(101)

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의 음악데이터 기록H매체로 작용하는 HDD(106)로 전달되어 HDD(106)내의 하드

디스크내에 기록된다.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의 음악데이터 기록매체는 HDD(106)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플래시 메

모리도 역시 이용될 수 있다. 사실은, 예를 들면, 기록매체가 음악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광자기 디스크와 같은 다른 기록매체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의 음악데이터 기록매체로서 이용될 수 있다. 만약

200Mbyte의 저장 용량을 가지는 기록매체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에서 음악데이터 기록매체로서 이용된다면,

기록매체는 수많은 음악들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의 HDD(106)의 하드디스크는 음악서버

(50)로부터 수신되고 음악데이터와 관련된 추가 정보와 음악데이터를 위해 사용된다.

이 보기에서는, 음악서버(50)로부터 수신되고 HDD(106)내에 기록된 음악데이터는 음악서버(50)내에서 압축/인코딩처리

를 이미 거친 압축된 음악데이터이다.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는 이 실시예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압축/

인코딩 과정을 거친 음악데이터는 또한 HDD(106)의 하드디스크내에 기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악서버(50)내에서 이

용되는 CD-ROM 구동기(9)상에 장착된 CD(55)로부터 판독된 음악데이터는 인터페이스 구동기(101)를 통해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공급될 수 있다. 음악데이터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에 직접 공급될 때에, 기록될 수 있는 음악

데이터의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HDD(106)의 하드디스크내에 음악데이터를 기록하는 동작 이전의 사전 처리로서, 공급된 음악데이터는 버스(130)에 접속

된 오디오 DRAM(107)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음악데이터는 DRAM(107)으로부터 판독되며 버스를 통해 압축 인코더

(108)로 공급된다. 압축 인코더(108)는 음악서버(50)내에서 채택된 압축 인코더(12)에 의해 선택된 인코딩 알고리즘과 동

일한 인코딩 알고리즘을 선택함으로써 음악데이터에 대해 압축-인코딩 처리를 수행한다. 압축 인코더(108)내에서 압축-

인코딩 처리를 거쳐온 압축된 음악데이터는 DRAM(107)에 다시 공급되어 다시 한 번 그 안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마지

막으로, 압축된 음악데이터는 DRAM(107)으로부터 판독되며 HDD(106)의 하드디스크내에 기록된다.

*상술한 바와같이, 음악서버(50)내에서 채택된 HDD(10)내에 저장된 압축된 음악데이터를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

로 이동시키는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압축된 음악데이터가 이러한 요청에 의해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전송

또는 전달된 후에, HDD(10)내의 압축된 음악데이터는 HDD(10)로부터 판독되고 재생될 수 없는 데이터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이동된 압축된 음악데이터는 이동 소스, 즉 음악서버(50)내에서 이용되는 HDD

(10)로서 작용하는 기록매체(10)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동 소스로 돌아간 압축된 음악데이터는 음악서버(50)에 의해 재생

될 수 있다. 압축된 음악데이터가 음악서버(50)로 돌아갈 때에, 압축된 음악데이터는 이동 목적지로 작용하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에서 이용되는 HDD(106)의 하드디스크로부터 삭제된다. 즉, 음악서버(50)로 돌아간 압축된 음악데이

터는 이동 목적지의 기록매체로부터 삭제된다.

이 실시예에서는, 증폭기(110)를 통해 단자(109)에 연결된 마이크로폰에 의해 공급된 오디오 신호 또는 라인 입력 단자

(111)로부터 입력된 오디오 신호는 A/D 변환기(112)에 의해 압축 인코더(108)로 공급된다. A/D 변환기(112)에 의해 출

력되고, 압축 인코더(108)에 의해 압축되고 인코드된 오디오 신호는 HDD(106)내에 기록될 수 있다. 게다가, 광 디지털 입

력단자(113)로부터 나온 광 디지털 신호는 또한 IEC-958(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958) 인코더(114)

에 의해 압축 인코더(108)로 공급된다. 오디오 신호가 되는 광 디지털 신호는 압축 인코더(108)에 의해 압축되고 인코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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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압축되고 인코드된 오디오 신호는 HDD(106)의 하드디스크상에 기록될 수 있다. 만약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가

단지 음악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휴대용 재생전용장치라면, A/D 변환기(112)와 압축 인코더(108)와 같은 기록 소자들은

모두 제거될 수 있다.

재생동작에서는, 압축된 음악이 HDD(106)로부터 판독되고 버스(130)를 통해 압축 디코더(115)로 공급된다. 압축 디코더

(115)는 HDD(106)로부터 판독된 압축된 음악데이터를 디코드하고 신장한다.(decompress) 디코드되고 신장된 음악데이

터는 증폭기(117)를 통해 단자(118)로 공급되기 전에 D/A 변환기(116)로 공급된다. 단자(118)상에 헤드폰(72)을 장착함

으로써, 이용자는 재생된 음악을 즐길 수가 있다. 도 5에 도시된 스테레오 시스템의 경우에, L과 R채널의 각각에 대해서 증

폭기(117)를 통해 D/A 변환기(116)로부터 단자(118)에 이르는 2 개의 루트들이 제공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자. 물론, 2

단자들(118)은 L과 R채널들의 각각에 대해 스테레오 시스템내에서 제공된다.

LCD 패널(120)은 LCD 구동 회로(119)에 의해 버스(130)에 연결되어 있다. CPU(105)는 버스(130)를 통해 LCD 구동 회

로(119)에 렌더링 제어신호(rendering control signal)를 공급한다. LCD 구동 회로(119)는 CPU(105)로부터 수신된 렌더

링 제어신호에 따라 LCD 패널(120)을 구동시켜 소정의 표시가 LCD 패널(120)상에 나타나도록 만든다. 예를 들면, 휴대

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동작 메뉴가 LCD 패널(120)상에 표시된다. 다른 보기로서는, HDD(106)내에 기록되어 저장되

어 있는 압축된 음악데이터의 제목의 목록이 또한 LCD 패널(120)상에 표시된다. 게다가, 선택된 재생 압축된 음악데이터

와 관련된 폴더(folder)와 재킷 영상(jacket image)도 LCD 패널(120)상에 표시될 수 있다. 표시된 폴더와 재킷 영상은

HDD(106)내에 저장된 추가정보에 근거한 것이다.

이용자는 LCD 패널(120)상에 표시된 화면에 근거하여 입력동작유닛(102)의 포인팅(pointing)장치를 동작시킨다. HDD

(106)내에 저장된 데이터들 중에서 압축된 음악데이터의 한 부분을 선택하는 동작과 선택된 음악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또

는 선택된 음악데이터를 다른 장치로 복사 또는 이동시키는 동작을 제어하는 것도 또한 LCD 패널(120)상에 표시된 화면

에 근거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입력동작유닛(102)는 터치 패널(touch panel)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서는, LCD 패널(120)

상에 표시된 화면에 따라 터치 패널을 터치함으로써, 이용자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에 동작 입력을 입력시킬 수가

있다. 이와같이, 이용자는 HDD(106)내에 저장된 압축된 음악데이터를 재생시키는 동작들과 같은 처리를 제어하고, 인터

페이스로서 LCD 패널(120)을 이용하여 HDD(120)내에 압축된 음악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으며, HDD(106)내에 저장된

압축된 음악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다.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는 도 5에 도시되어 있지 않는 전지에 의해 구동된다는 것을 주목하자. 그 이유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에는 일반적인 제 2전지를 이용하는 전원 공급유닛 또는 전원공급소스로서 건전지가 제공되어 있으며, 전

기충전유닛이 제공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자. 음악서버(50)의 장착 유닛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

(70)의 장착 유닛 또는 접속 라인들에 있어서, 전기충전유닛은 음악서버(50)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음악데

이터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에서 이용되는 제 2전지를 음악서버(50)로부터 수신된

전원으로 전기적으로 충전시킨다.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에서 이용되는 제 2전지는 또한 외부 전기충전 유닛에

의해 전기적으로 충전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전원공급소스로 작용하는 전원

으로서는, 건전지와 재충전 제2 전지 중 단 한 개만이 또한 이용되거나 또는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자.

도 6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다른 대표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에 도시된 구성에서는, 도 5에 도시된

구성내에서 채택된 부재들과 동일한 부재들이 후자와 같이 동일한 참조 번호들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재들의 자세

한 설명은 반복되지 않는다. 도 6에 도시된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는 도 5에 도시된 구성과는 다르다. 그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에서는, 스위치 회로(200)가 HDD(또는 플래시 메모리)(106a)와 버스(130)사이에 제공되어 있다는 것이다.

스위치 회로(200)의 선택단자들(200a)중 한 개는 버스(130)에 접속되어 있으며, 다른 선택단자(200b)는 인터페이스(35)

에 접속되어 있다. 스위치 회로(200)는 버스(130)로부터 HDD(106a)를 분리시킨다.

압축된 음악데이터가 음악서버(50)로부터 수신될 때에, 스위치 회로(200)는 선택단자(200b)로 설정된다. 즉 선택단자

(200b)가 선택된다. 선택단자(200b)가 선택되면, HDD(106a)는 인터페이스(35, 34)에 의해 음악서버(50)내에서 채택된

버스(40)로 직접 연결된다. 이 접속에서는, HDD(106a)가 음악서버(50)내의 로컬 기록매체가 되는 것처럼 HDD(106a)가

음악서버(50)내에서 채택된 CPU(8)가 된다. 그러므로, 음악서버(50)내에서 채택된 CPU(8)는 HDD(106a)를 직접 제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압축된 음악데이터는 음악서버(50)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사이에서 CPU(8)의 제어하에서

쉽게 이동되고 전달될 수 있다.

다음에는, 상술한 구성을 가지는 정보 통신의 동작이 설명된다. 먼저, 스탠드 얼로운(standalone) 장치인 음악서버(50)에

의해 실행되는 기능들이 기술될 것이다. 도 7은 CD-ROM 구동기(9)상에 장착된 CD(55)로부터 판독된 음악데이터를

HDD(10)의 하드디스크상에 기록하기 위해서 음악서버(50)에 의해 수행되는 대표적인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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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 도시된 바와같이, 흐름도는 단계(S10)에서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는, 음악서버(50)가 CD-ROM 구동기(9)상에 장

착된 CD(55)로부터 판독된 음악데이터를 HDD(10)의 하드디스크상에 기록하기 위해 발생된 요청을 기다리는 상태로 들

어가게 된다. 이용자가 예를 들면, 입력동작유닛(1)을 동작시켜 이러한 요청을 하게되므로, 처리의 흐름은 단계(S11)로 진

행하여 이용자가 고속 기록 또는 원-타임 스피드 기록(one-time-speed recording)을 위한 요청을 했는지를 판단하게 된

다. 대표적으로, 이용자가 단계(S10)에서 이러한 요청을 할 경우, 이용자는 또한 기록 기술을 지시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

자면, 이용자는 또한 그 요청이 고속기록 또는 원 타임 스피드 기록을 위한 요청인지를 지시한다. 원 타임 스피드 기록은

CD(55)로부터 음악데이터를 판독하여 CD(55)에 대해 규정된 표준속도로 HDD(10)의 하드디스크내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동작이다. 한편, 고속기록은 CD(55)로부터 음악데이터를 판독하여 CD(55)에 대해 규정된 표준속도의 최소한 두 배로

HDD(10)의 하드디스크내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동작이다.

만약 단계(S11)에서 형성된 판단의 결과가 고속기록이 지시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처리의 흐름은 인터넷서버(60) 또

는 음악서버(50)의 충전 시스템이 작동되는 단계(S12)로 진행한다. 인터넷서버(60) 또는 음악서버(50)의 충전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는 나중에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어쨌든, 음악서버(50)에 대한 충전 처리가 수행되며, 만약 인터넷서

버(60) 또는 다른 소스들로부터 음악데이터의 요청된 고속 기록이 허용된다면, 처리의 흐름은 압축 인코더(12)내에서 고

속 압축처리가 수행되는 단계(S13)로 진행한다. 그 후에 처리의 흐름은 단계(S15)로 진행한다.

만약 단계(S11)에서 형성된 판단의 결과가 원 타임 스피드 기록이 지시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처리의 흐름은 저속 압

축 처리가 압축 인코더(12)내에서 수행되는 단계(S14)로 진행한다. 그 후에 처리의 흐름은 단계(S15)로 진행한다.

단계(S15)에서는, CD-ROM 구동기(9)가 소정의 속도로 구동되며 음악데이터가 CPU(8)에 의해 실행되는 제어에 따라

CD-ROM 구동기(9)에 장착된 CD(55)로부터 판독된다. CD(55)로부터 판독된 음악데이터는 HDD(10)로 전달되어 하드디

스크상에 기록되기 전에 압축 인코더(12)내에서 압축-인코딩 처리를 거치게 된다.

CD(55)로부터 판독된 음악데이터를 HDD(10)로 전달하는 일이 단계(S16)에서 완료되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처리의 흐

름은 CD-ROM(9)에서 HDD(10)로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전달과정이 금지되는 단계(S17)로 진행한다. 다음 단계(S18)에

서는, 압축 인코더(12)에서의 압축 처리가 중지된다.

도8a, 8b는 도 7에 도시된 단계(S12)에서 수행되는 충전 시스템의 대표적인 충전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를 도시하고 있

다. 충전처리는 데이터가 음악서버(50)와 인터넷서버(60)사이에서 통신될 때에 수행된다. 도 8a는 음악서버(50)에 대한

충전 시스템의 부분적인 충전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며 도 8b는 인터넷서버(60)에 대한 충전 시스템의 부분적인 충전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8a에 도시된 바와같이, 흐름도는 충전 처리가 시작될 때에 단계(S20)에서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는, 음악서버(50)와 인

터넷서버(60)사이에서 소정의 프로토콜을 채택함으로써 통신이 이루어진다. 그 후에, 처리의 흐름은 단계(S21)로 진행하

여 접속이 음악서버(50)와 인터넷서버(60)사이에서 설정되었는지와 통신들이 음악서버(50)와 인터넷서버(60)사이에서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접속이 이루어져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면, 처리의 흐름은 단계(S22)로 진행한다.

단계(S22)에서는, 음악서버(50)에 대응하는 이용자 ID를 가지며 CD-ROM(9)상에 장착된 CD(55)의 TOC 정보는 인터넷

서버(60)로 출력된다. CD(55)는 음악서버(50)의 HDD(10)로부터 데이터가 전달되어 HDD(10)의 하드디스크상에 기록되

어지는 CD 이다. 음악서버(50)는 또한 고속 기록이 인터넷서버(60)에 대해서 수행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고속기록정

보를 TOC 정보와 같이 전송한다.

한편, 도 8b에 도시된 흐름도는 인터넷서버(60)가 음악서버(50)로부터 도착하는 이용자 ID, 고속기록정보와 TOC 정보를

기다리는 상태로 들어가는 단계(S30)에서 시작된다. 인터넷서버(60)가 이용자 ID, 고속기록정보와 TOC 정보를 수신할 때

에, 처리의 흐름은 인터넷서버(60)가 TOC 정보에 의해 지시된 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하는 단계(S31)로 진행

한다. TOC 정보에 의해 지시된 정보는 또한 외부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 TOC 정보에 의해 지시된 정보는

CD(55)를 식별하는데 이용된다.

다음 단계(S32)에서는, 충전 처리가 수행된다. 자세히 말하자면, 기록요금이 고속기록을 거치게 되는 음악의 악보와 같은

정보로부터 계산되게 된다. 요금은 미리 제시된 이용자 ID에 대응하는 이용자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이용자에 의해 지

시된 은행 구좌로부터 인출될 수 있다. 요금 충전 방법은 이러한 기술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용자에게 기록요금을 충전

하는 다른 기술로서는, 충전 처리가 음악서버(50)상에서 수행되는 것이 생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악서버(50)에는 선불

카드를 판독하기 위한 기능이 제공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계산된 기록요금이 선불 카드로부터 요금을 인출하는 음악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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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로 전달된다. 기록 요금은 또한 인터넷서버(60)의 제어하에서 TOC 정보로부터 식별되는 CD(55)의 내용들에 따라 변

경될 수 있다. CD(55)로부터 판독된 음악데이터를 HDD(10)의 하드디스크상에 기록하는 동작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 단계(S33)에서는, 충전정보가 음악서버(50)로 전달된다. 그 후에는, 충전처리가 도 8a내에 도시된 흐름도의 단계

(S23)로 계속된다. 이 단계에서는 인터넷서버(60)로부터 수신된 충전정보의 내용을 검사한다. 한편, 도 8b에 도시된 흐름

도의 단계(S34)에서는, 인터넷서버(60)가 다음과 같이 충전정보가 음악서버(50)에 의해 수신되었는지를 검증한다. 대표적

으로, 음악서버(50)가 인터넷서버(60)로부터 수신된 충전정보가 아무 에러 없이 정확하게 수신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에, 음악서버(50)는 인터넷서버(60)로 확인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전달한다.

만약 음악서버(50)가 도 8a에 도시된 흐름도의 단계(S3)에서 충전정보의 수신을 확인한다면, 처리의 흐름은 충전정보와

다른 데이터가 표시유닛(53)상에 표시되는 단계(S24)로 진행한다. 다음 단계(S25)에서는, 음악데이터가 CD로부터 CD-

ROM 구동기(9)에 의해 고속으로 판독되며 또한 고속으로 압축 인코더(12)내에서 압축 처리를 거치게 된다. 압축 인코더

(12)에 의해 출력된 압축된 음악데이터는 HDD(10)의 하드디스크상에 저장되기 위해 HDD(10)로 공급된다. 단계(S25)는

도 7에 도시된 흐름도의 단계(S15)에 대응한다.

그런데, 이 실시예에서는, 음악서버(50)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사이에서의 조절된 동작이 가능하다. 음악데이터

가 음악서버(50)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이동될 때에, 예를 들면, 조절된 동작이 두 장치들 사이에서 수행된

다. 도 9는 이러한 이동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같이, 흐름도는 음악서버(50)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가 인터페이스(34, 35)에 의해 서로 접속

되어 있는지를 CPU(8)가 판단하는 단계(S40)에서 시작한다. 음악서버(50)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간의 접속은 예

를 들면, 인터페이스들(34, 35)사이에서 소정의 신호를 교환하는 CPU(8)에 의해 검출될 수 있다. CPU(8)에 의해 이루어

지는 인터페이스들(34, 35)사이에서의 신호의 교환 뿐만 아니라, 스위치 메카니즘이 음악서버(50)와 휴대용 기록 및 재생

장치(70)사이의 접속부에 제공되어 음악서버(50)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간의 접속을 검출하는 CPU(8)에 대한 기

계적인 검출 메카니즘으로 작용한다.

음악서버(50)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간의 접속이 단계(S40)에서 검증된다면, 처리의 흐름은 단계(S41)로 진행하

여 HDD(10)내에 저장되거나 또는 기록된 음악데이터를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이동하는 동작에 대한 요청이 있

었는지를 CPU(8)가 판단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HDD(10)내에 저장된 음악데이터의 악보의 제목들의 목록과 같은 정보의

목록은 표시유닛(53)상에 표시된다. 이용자는 표시유닛(53)상에 나타난 목록상의 음악데이터들 중 지시된 음악데이터의

악보의 제목을 지시함으로써 HDD(10)내에 저장되거나 또는 기록된 음악데이터를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이동시

키는 동작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목은 예를 들면, 입력동작유닛(1)상에서 포인팅장치를 동작시킴으로써 이용자에

의해 지시될 수 있다. HDD(10)내에 저장되거나 또는 기록된 지시된 음악데이터를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이동시

키는 동작에 대한 요청은 입력동작유닛(1)을 통해 이용자에 의해 입력된다.

HDD(10)내에 저장되거나 또는 기록된 압축된 음악데이터를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이동시키는 동작을 입력동작

유닛(1)을 통해 입력시키는 기술들이 있다. 기술들 중 한 기술에 따라, HDD(10)내에 저장되거나 또는 기록된 압축된 음악

데이터를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이동시키는 동작에 대한 요청을 하는 버튼은 표시유닛(53)상에 표시되어 있고,

이용자는 입력동작유닛(1)의 포인팅장치를 이용하여 이 버튼을 지시한다. 다른 기술에 따르면, 한 개의 아이콘이 압축된

음악데이터의 각각에 대해 표시유닛(53)상에 표시되며, 이용자는 전달되어지는 압축된 음악데이터의 악보의 아이콘을 이

동 목적지의 아이콘으로 이동시킨다. 또한 그 아이콘은 소위 드래그-드롭(drag-drop) 동작내에서 표시유닛(53)상에 표시

된다. 이 경우에는, 이동 동작의 목적지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가 된다. 물론, HDD(10)내에 저장되거나 또는 기록

된 압축된 음악데이터를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이동시키는 동작에 대한 요청은 또한 입력동작유닛(1)상에 제공

된 동작 스위치를 동작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CPU(8)는 이동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졌는지를 상술한 입력동작을

검출함으로써 판단한다.

단계(S41)에서 형성된 판단의 결과가 HDD(10)내에 저장되거나 또는 기록된 압축된 음악데이터를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

치(70)로 이동시키는 동작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처리의 흐름은 단계(S42)로 진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음악서버(50)내에서 이용되는 CPU(8)가 대표적으로 이동되는 압축된 음악데이터의 파일 크기, 즉 데이터의

양을 검사하게 된다. 다음 단계(S43)에서는, CPU(8)와 통신할 수 있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에서 이용되는 CPU

(105)가 HDD(106)내의 자유 영역(free area)의 크기를 검사하며, 대표적으로 음악서버(50)내에서 이용되는 CPU(8)는

단계(S42)에서 검사되어진 이동된 압축된 음악데이터의 파일 크기와 자유 영역의 크기를 비교한다. CPU(8)는 단계(S43)

에서 이동된 압축된 음악데이터가 HDD(106)내의 자유 영역내에 기록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판단 과정은 단계(S4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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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행된 비교 결과에 근거한다. 만약 판단의 결과가 이동된 압축된 음악데이터가 HDD(106)내의 자유 영역내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처리의 흐름은 단계(S45)로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음악서버(50)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

생장치(70)로 압축된 음악을 이동시키는 동작이 시작된다.

만약 단계(S43)에서 CPU(8)에 의해 형성된 판단의 결과가 압축된 음악데이터에 의해 이용된 HDD(106)내의 자유 영역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한편 처리의 흐름은 단계(S44)로 진행한다. 단계(S44)에서는, 장치(70)내에서

이용되는 CPU(105)가 나중에 기술될 절차 또는 기술에 따라서 또는 자동적으로 HDD(106)내에 이미 기록된 약간의 압축

된 음악데이터를 삭제하므로 이동되는 압축된 음악데이터는 HDD(106)내에 기록될 수 있다. 그 후에, 처리의 흐름은 단계

(S45)진행한다.

단계(S44)에서는, 압축된 음악데이터가 HDD(106)내에 이미 기록된 압축된 음악데이터의 소정의 변수에 근거하여 CPU

(105)에 의해 실행된 제어하에서 자동적으로 HDD(106)로부터 삭제된다. 예를 들면,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에서

는, 재생동작 실행의 횟수가 HDD(106)내에 기록된 압축된 음악데이터의 각 악보에 대해 계산된다. 압축된 음악데이터의

악보들은 가장 작은 재생동작 횟수를 가지는 악보로부터 시작하여 HDD(106)로부터 삭제될 수 있다. 또한 압축된 음악데

이터의 악보들은 HDD(106)내에 압축된 음악데이터의 한 악보가 기록되는 날짜가 기록 날짜인 경우에, 가장 최근의 기록

날짜를 가지는 악보로부터 시작하여 HDD(106)로부터 삭제될 수 있다.

단계(S44)에서 압축된 음악데이터가 HDD(106)로부터 자동적으로 삭제될 때에, 이용자에게 중요한 압축된 음악데이터의

악보가 HDD(106)로부터 삭제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에게 중요한 압축된 음악데이터의 악보가 삭

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악서버(50)내에서 이용되는 표시유닛(53) 또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LCD 패

널(120)상에 경고 메시지가 표시된다. 경고 메시지는 이용자에게 HDD(106)로부터 자동적으로 압축된 음악데이터의 악보

를 삭제하는 동작이 수행되거나 또는 압축된 음악데이터의 악보의 목록이 삭제될 것이라는 것을 통지한다. 이 경우에서는,

만약 삭제가 이용자에 의해 승인된다면, 압축된 음악데이터의 악보가 삭제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용자 자신이 음

악서버(50)내에서 이용되는 표시유닛(53) 또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LCD패널(120)상에 표시된 목록상의 악보

로부터 압축된 음악데이터의 악보를 선택한다.

단계(S43) 또는 단계(S44)로부터 처리의 흐름이 벗어날 때에, 음악서버(50)내에서 이용되는 HDD(10)로부터 HDD(106)

로 이동되는 압축된 음악데이터의 악보는 HDD(106)내에 기록될 수 있다. 다음 단계(S45)에서는, 음악서버(50)로부터 휴

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압축된 음악데이터를 전송 또는 전달하는 과정이 시작된다. 즉, HDD(10)로부터 판독된 압축

된 음악데이터는 버스(40)와 인터페이스(34)를 통해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공급된다.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

(70)내에서는, 인터페이스(34)를 통해 음악서버(50)로부터 수신된 압축된 음악데이터가 인터페이스(35)를 통해 HDD

(106)내에 기록된다.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전달된 압축된 음악데이터는 또한 전달 전과 같이 음악서버(50)내에서 이용되는 HDD(10)

내에 남아 있게 된다. 이 실시예에서는, 그러나 HDD(10)내에 남아 있으나 이미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이동 또는

전달된 압축된 음악데이터를 재생하는 동작이 단계(S46)에서 금지된다. 대표적으로, 재생금지 플래그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압축된 음악데이터를 전달의 완료시에 설정되어 HDD(10)로부터 압축된 음악데이터를 재생하는 동작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재생금지 플래그는 음악서버(50)내에서 이용되는 CPU(8)가 HDD(10)내에 남아 있으나

이미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이동 또는 전달된 압축된 음악데이터를 재생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생금지 플래그는

또한 HDD(10)내에 기록된 압축된 음악데이터가 음악서버(50)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사실상 이동되었다

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복수의 압축된 음악데이터의 동일한 악보들이 음악서버(50)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

내에 모두 존재하더라도, 그들 중 단 한 개만이 재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음악데이터를 불법으로 복사하는 동작이 금지

된다.

처리의 흐름은 단계(S47)로 진행하여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음악데이터의 다음 악보를 이동시키는 요청이 이루

어졌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음악데이터의 다음 악보를 이동시키는 요청이 이루어진

다면, 처리의 흐름은 단계(S42)로 진행한다. 만약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음악데이터의 다음 악보를 이동시키는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련의 음악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처리는 완료된다.

상술한 바와같이, 도 9에 도시된 단계(S42)에서 단계(S46)까지에서는, 단지 HDD(10)내에 저장된 다수의 압축된 음악데

이터들 중 한 데이터만이 음악서버(50)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이동된다. 그러나 압축된 음악데이터를 이

동시키는 방법은 상술한 방법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자. 예를 들면, HDD(10)내에 저장된 다수의 압축된

음악데이터는 또한 배치(batch) 동작에서 동시에 음악서버(50)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이동될 수가 있다.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이동 소스로 작용하는 음악서버(50)의 HDD(10)내에 물리적으로 남아 있으나 사실상 휴대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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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생장치(70)로 이동된 압축된 음악데이터는 단지 단계(S46)에서 재생금지상태에 있게 된다.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

(70)로 이동된 압축된 음악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은 상술한 방법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 예를 들

면,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이동된 압축된 음악데이터는 HDD(10)로부터 삭제될 수 있다. 즉, 압축된 음악데이터

자체는 물리적으로 HDD(10)로부터 삭제될 수 있다.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압축된 음악데이터가 음악서버(50)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이동된다. 압축된 음악데

이터는 도 9에 도시된 흐름도에 의해 표현된 처리와 유사한 처리에 의해 반대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자.

즉,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HDD(10)내에 기록된 압축된 음악데이터는 음악서버(50)내에서 이용되는 HDD(10)로

이동될 수 있다.

음악서버(50)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이동된 압축된 음악데이터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부터 음

악서버(50)로 다시 이동될 때에, 음악서버(50)내에서 이용되는 HDD(10)내의 압축된 음악데이터의 재생금지 플래그가 재

설정된다. 재생금지 플래그를 재설정함으로써, 최초 이동의 소스였던 압축된 음악데이터는 음악서버(50)내에서 다시 재생

될 수 있다. 장치(70)내에서 이용되는 HDD(106)내에 존재하지만 음악서버(50)로 되돌아간 압축된 음악데이터는 HDD

(106)로부터 삭제된다. 압축된 음악데이터 자신을 삭제하는 대신에,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는 또한 관리표로부터 압

축된 음악데이터의 관리정보를 삭제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이용자가 프로그램의 목록을 만들 수가 있다. 프로그램의 목록은 음악서버(50)내에서 이용되는 HDD

(10)내 기록된 음악들로부터 적절하게 선택된 음악들의 목록이다. 음악서버(50)는 표시유닛(53)상에 편집 화면을 표시한

다. 편집 화면은 프로그램의 목록을 만들고 편집하는데 이용된다. 즉, 이용자는 편집 화면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목록을 만들고 기존의 프로그램의 목록을 편집할 수 있다. 이용자는 프로그램의 목록을 이용하여 음악서버(50)의 HDD

(10)내에 기록된 음악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성된 프로그램의 목록은 HDD(10)와 같은 소정의 메모리 수단

내에 저장된다. 음악서버(50)는 복수의 프로그램 목록들을 가지고 있다.

이용자는 음악서버(50)의 HDD(10)내에 기록된 복수의 좋아하는 음악데이터들을 선택하며 CD 앨범과 같이 즐거움을 위

해 좋아하는 음악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다. 게다가, 프로그램 목록상에 있는 복수의 음악데이터들은 배치 동작에서 음악서

버(50)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이동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배치 동작에서 복수의 음악데이터를 이동시

킬 때에 프로그램의 목록을 편집하는 편집전용 수단을 제공한다. 다음 설명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편집하는 처리

와, 음악데이터를 이동시키기 위해 배치동작내에서 이용되는 프로그램들의 목록을 설명한다.

다음 설명에서는, 음악서버(50)의 HDD(10)내에 저장된 음악데이터의 목록은 저장 목록이라고 언급되며, 음악서버(50)로

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전달되는 음악데이터의 목록은 전달 목록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주목하자. 저장 목

록과 전달 목록은 각각 상술한 프로그램 목록의 한 종류가 된다. 도 10은 전달 목록을 편집하기 위한 대표적인 편집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편집화면에서는, 전달목록과 저장목록이 보기로서 표시되어 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전달 목록 편집

화면(310)은 도 10에 도시된 바와같이 표시유닛(53)상에 나타난다. 편집 화면(310)은 각각 윈도우로서 표시되는 목록 영

역들(300, 301)을 포함한다. 목록 영역(300)에서는, 저장 목록이 표시된다. 저장 목록은 음악서버(50)에 저장된 음악데이

터의 목록이다. 목록 영역(301)에서는, 한편 편집될 전달 목록이 표시된다. 전달 목록은 음악서버(50)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이동되는 음악데이터의 목록이다. 실제로 전달 목록과 저장목록상에 있는 것은 음악데이터의 제목들이

다.

서로 반대 방향을 하고 있는 삼각형의 버튼들(302, 303)은 목록 영역(301)내에 표시된 전달목록을 편집하기 위한 버튼들

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버튼(302)은 목록 영역(300)내에 표시된 저장 목록상의 음악데이터들로부터 선택된 음악

데이터를 목록 영역(301)내에 나타나는 전달 목록에 부가시키는데 이용된다. 한편, 버튼(303)은 전달 목록으로부터 목록

영역(301)내에 표시된 전달목록상에 있는 음악데이터들 중에서 선택된 음악데이터를 삭제하는데 이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음악서버(50)는 장치(70)의 각 부분에 대응하는 복수의 프로그램 목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복수의 전달 목록들

이 존재한다. 도 10에 도시된 편집 화면(310)은 보기로서 3 개의 전달 목록들을 표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태브(304A,

304B, 304C)가 3 개의 전달 목록의 각각에 대해 목록 영역(301)의 상부에 표시된다. 목록 영역(301)에서는, 선택된 태브

(304A, 304B 또는 304C)의 전달 목록이 표시된다. 목록 영역(301)내의 소정의 위치에서 나중에 기술되는 장치(70)의 ID

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ID는 도면에 도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자.

편집 화면(310)을 위해 여러 가지 동작들이 도 2에 도시된 입력동작 유닛(1)상에서 수행될 수 있다. 표시유닛(53)은 편집

화면(310)상의 입력동작유닛(1)에서 수행되는 동작에 대응하는 정보를 표시할 것이다. 표시유닛(53)상의 편집화면(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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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쳐다보는 동안에, 이용자는 입력동작유닛(1)내에 제공된 다이얼 형태와 푸시(push)형태의 동작 키들과 같은 여러 가지

스위치들을 동작시켜 편집화면(310)상의 위치를 지시하고 명령을 입력할 수 있다. 입력동작유닛(1)상에서 수행된 여러 가

지 동작들을 나타내는 신호들은 버스(40)를 통해 CPU(8)로 공급된다.

상술한 바와같이, 입력동작유닛(1)은 도 2에 도시된 서버 본체(server main body : 51)상에 직접 제공된다. 그러나, 정보

통신 시스템은 이러한 구성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자. 예를 들면, 입력동작유닛(1')은 도 11에 도시된 실시

예의 경우와 같이 그것을 전선으로 서버 본체(51)로 접속시킴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입력동작유닛

(1')은 소정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버 본체(51)의 버스(40)에 접속되어 있다. 입력동작유닛(1')은

편집화면(310)상에 표시된 전달목록을 편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들(operators)과 음악서버(50)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전달목록상에 있는 음악데이터의 전달을 위한 요청을 하는 전달버튼을 포함한다.

게다가, 도 11에 도시된 실시예의 경우에서는, 서버 본체(51)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를 장착하기 위한 장착유닛

(311)을 가지고 있다. 장착 유닛(311)상에는, 인터페이스(34)가 제공되어 있다.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를 장착 유닛

(311)상에 장착함으로써,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에서 이용되는 인터페이스(35)는 전기적으로 인터페이스(34)에

접속되어 있으므로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와 음악서버(50)사이에 통신이 설정될 수 있다. 그에 의해, 음악데이터는

음악서버(50)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전달될 수 있다.

도 12a와 도 12b는 프로그램 목록을 제어하는 대표적인 관리방법을 개념적으로 도시하고 있는 도면들이다. 프로그램 목록

들은 프로그램 파일내에 저장되어 있다. 프로그램 파일은 음악서버(50)내에서 이용되는 HDD(10)의 소정의 영역내에 저장

된다. 그 영역은 음악서버(50)의 모든 프로그램 목록들을 저장하는데 이용된다. 프로그램 파일은 개념적으로 도 12a에 도

시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같이, 프로그램 목록들의 각각에 ID를 할당함으로써, 프로그램 파일내의 프

로그램 목록들은 서로 구별된다.

한편,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는 또한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와 다른 장치들을 개별적으로 구별하는 고유한 ID

를 가지고 있다. 도 5에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예를 들면, 이러한 ID가 먼저 ROM(104)내에 저장되어 있다. 음악서버(50)

내에 저장된 프로그램 파일내의 각 프로그램 목록 ID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ID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휴대용 기

록 및 재생장치(70)에만 적용되는 프로그램들의 목록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서는, 프로그램 목록의 ID가 프

로그램 목록과 관련된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에 할당된 ID와 동일하다.

도 12에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300의 프로그램 목록 ID가 어떤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목록에

할당된다. 이러한 ID 할당에서는, 300의 목록 ID를 가지는 프로그램의 목록상의 음악데이터가 목록 ID 와 같은 동일한 장

치 ID를 가지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만 이동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301의 ID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 목록 ID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목록 ID와 같은 동일한 장치 ID를 가지는 휴대

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목록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같이, 음악서버(50)에는 복수의 프로

그램 목록들이 제공될 수 있다. 복수의 프로그램 목록들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와 각각 관련되어 있으며, 프로그

램 목록들의 각각에 ID를 할당함으로써 서로 구별될 수 있다. 게다가, 프로그램 목록에 할당된 ID는 프로그램 목록의 형태

를 식별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화면 편집(310)을 이용함으로써 프로그램 목록을 편집하는 처리에 있어서, 편집되는 프로그램 목록은 목록에 할당된 ID를

지시함으로써 표시되며, 지시된 목록은 프로그램 파일로부터 판독된다. 프로그램 파일로부터 판독된 프로그램 목록은 도

12b에 도시된 프로그램 목록ID와 함께 RAM(5)의 소정의 영역내에 저장된다. CPU(8)는 편집 화면(310)의 목록 영역

(301)내의 RAM(5)내에 저장된 프로그램 목록상에 있는 음악데이터를 전달 목록으로 표시하는 동작을 제어한다. 이용자

는 편집 화면(310)상에 표시된 전달 목록을 편집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예를 들면, 이용자는 음악데이터를 목록으

로부터 삭제하거나 또는 목록으로 전달한다. RAM(5)내에 저장된 프로그램 목록은 편집 동작의 결과에 따라 갱신된다.

그 후에는, 음악데이터는 프로그램의 편집된 목록에 따라 음악서버(50)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전달된다.

그러므로, 음악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참조되는 프로그램 목록을 편집하는 작업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가

음악서버(50)상에 장착되거나 또는 접속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행해질 수 있다.

도 13은 편집된 전달 목록상에 나열된 음악데이터를 전달하고 전달목록을 편집하는 대표적인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같이, 흐름도는 전달 목록을 편집하는 작업이 시작되는 단계(S50)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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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입력동작유닛(1')은 음악서버(50)가 전달 목록을 편집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목록편집 버튼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목록 편집버튼이 이용자에게 눌려질 때에, HDD(10)는 목록 관리모듈을 위해 검색된다.

프로그램 파일의 시작부분에 있는 소정의 영역내에 제공되어 있는 목록관리모듈은 프로그램 목록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이용된다. CPU(8)는 목록관리모듈로부터 정보를 판독하여 HDD(10)내의 전달 목록 데이터의 소정의 어드레스를 획

득한다. 획득된 어드레스에 저장된 전달 목록은 CPU(8) 에 의해 얻어진다. 계속해서, CPU(8)에 의해 얻어진 전달 목록에

근거한 표시 데이터가 발생된다. CPU(8)는 그 때에 LCD 구동기(25)를 통해 표시유닛(53)내에서 이용되는 LCD 패널(26)

로 표시 데이터를 공급하므로 그 데이터가 LCD 패널(26)상에 표시된다.

이와같이, 상술한 도 10에 도시된 편집 화면은 편집가능한 상태에 있는 전달 목록과 함께 표시유닛(53)상에 표시된다. 전

달되어지는 음악데이터의 수신장치로서 작용하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ID가 입력된다. 이러한 ID는 도 10에 도

시된 편집화면(310)의 태브(304A - 304C)들중 요구되는 한 태브를 지시함으로써 입력된다. 아래에 기술되는 보기에서

는, 300의 ID를 가지는 프로그램 목록이 선택된다.

다음 단계(S51)에서는, HDD(10)내에 저장된 프로그램 파일이 300의 ID를 가지는 프로그램 목록을 위해 CPU(8)에 의해

검색된다. 처리의 흐름은 단계(S52)로 진행하여 프로그램 파일이 이러한 프로그램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프로그램 파일이 이러한 프로그램 목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처리의 흐름은 300의 ID를 가지는 새로운 프로그램

목록이 HDD(10)내에 저장된 프로그램 파일내에서 생성되는 단계(S53)로 진행한다. 새로운 프로그램 목록이 생성된 후에

는, 처리의 흐름이 단계(S54)로 진행한다. 만약 프로그램 목록이 이러한 프로그램 목록을 포함한다면, 처리의 흐름은 단계

(S54)로 진행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프로그램 파일이 이러한 프로그램 목록을 포함하지 않을 때에, 새로운 프로그램 목록

이 HDD(10)내에 저장된 프로그램 파일내에 생성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장치(70)의 입력 ID와 대응하며 전달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목록이 음악서버(50)의 HDD(10)내에 미리 생성되는 경우에, 그 프로그램 목록이 상술한 바와같이 프로그램 파

일내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에, CPU(8)가 입력 ID에 대응하는 장치(70)로 데이터의 전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하므로 데이터의 전달이 금지되도록 하는 구조를 채택하는 것도 또한 가능하다.

단계(S54)에서는, 300의 ID를 가지는 프로그램 목록이 개방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300의 ID를 가지는 프로그램

목록은 도 12에 도시된 HDD(10)내에 저장된 프로그램 파일로부터 CPU(8)에 의해 판독된다. 프로그램 파일로부터 판독

된 프로그램 목록은 RAM(5)내에 저장되어 나중에 CPU(8)에 의해 판독된다. 프로그램 목록을 판독한 후에, CPU(8)는 표

시유닛(53)상에 있으며, 도 10에 도시된 편집화면(310)을 표시하는 동작을 제어하므로, 이용자는 전달 목록을 편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편집화면(310)의 목록영역(301)내에서는, 단계(S54)에서 개방된 프로그램 목록이 목록영역(301)내에서 표시

된다. 만약 프로그램 목록이 새롭게 생성되었다면, 즉, 만약 프로그램 목록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목록영역

(301)내에 표시된 전달목록은 비어있게 된다. 목록영역(301)내에서는, HDD(10)내에 저장된 음악데이터의 표가 표시된

다. 이미 상술한 바와같이, 이 표는 저장목록으로 불린다. 이러한 저장목록을 표시하는 대신에, 소정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위해 HDD(10)내에 저장된 모든 음악데이터의 모든 것을 검색하는 동작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음악데이터만의 목

록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목하자.

상술한 바와같이, 이용자는 버튼(302, 303)을 적절히 동작시켜 음악데이터를 목록영역(300)으로부터 목록영역(301)으로

전달하며 그 반대로도 전달한다. 이와같이, 음악데이터는 목록영역(301)내에 표시된 전달목록으로부터 삭제되거나 또는

전달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 또는 이용자는 마우스 포인터 등을 이용하여 음악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목록영역(300)

과 목록영역(301)사이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용하여 드래그와 드롭 동작에 의해 음악데이터의 삭제 또는 추가에 대한 요

청을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전달목록을 편집하는 작업을 완료했을 때에, 처리의 흐름은 단계(S56)로 진행하여 전달목록에 나열된 음악데이

터를 음악서버(50)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전달하는 요청을 하게 된다. 입력동작유닛(1')은 음악서버(50)가

전달목록상에 있는 음악데이터를 전달하도록 요청하는 전달 버튼을 포함한다. 이용자는 전달목록상에 있는 음악데이터의

전달을 위한 요청을 하는 전달 버튼을 누르게 된다.

처리의 흐름은 단계(S57)로 진행하여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가 음악서버(50)상에 실제로 장착되어 있는지를 판단한

다. 만약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가 음악서버(50)상에 장착되어 있지 않다면, 처리의 흐름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

(70)가 음악서버(50)에 장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고가 출력되는 단계(S58)로 진행하게 된다. 그 후에, 처리의

흐름은 단계(S57)로 진행하여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가 장착될 때까지 단계(S57, S58)들에서의 처리들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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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S57)에서 형성된 판단의 결과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가 음악서버(50)에 장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처리의 흐름은 단계(S59)로 진행한다.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가 음악서버(50)에 실제로 장착되었다는 것을 판단하

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자. 대표적인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될 것이다. 예를 들면, 휴대용 기록 및 재생

장치(70)에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가 음악서버(50)에 실제로 장착되었다는 사실을 검출하는 하드웨어 검출수단

으로 작용하는 마이크로 스위치가 제공되어 있다.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가 음악서버(50)에 장착되어있을 때에, 검

출수단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가 음악서버(50)에 장착되었다는 사실을 검출하여, 제 3핀과 같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에 있는 인터페이스(35)의 소정의 핀이 예를 들면, 'H'(high) 상태에 있도록 한다.

인터페이스(35)의 소정의 핀의 대응되는 것으로 작용하는 음악서버(50)내의 인터페이스(34)의 핀은 CPU(8)의 인터럽트

핀에 접속되어 있다. 인터페이스(35)의 소정의 핀이 'H'상태로 설정될 때에, CPU(8)는 인터럽트 된다. 인터럽트는 또한

CPU(8)내의 레지스터(register)의 소정의 비트를 'H' 상태로 설정한다. 단계(S57)에서는, CPU(8)가 레지스터의 비트 값

을 검출하여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가 음악서버(50)에 실제로 장착되었는지를 판단한다. 레지스터 비트의 'H' 상태

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가 음악서버(50)에 실제로 장착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 13에 도시된 흐름도를 다시 참조하면, 만약 단계(S57)에서 형성된 판단의 결과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가 음악

서버(50)에 실제로 장착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처리의 흐름은 단계(S59)로 진행한다. 단계(S59)에서는, 음악서버(50)

에 장착된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ID가 검사되어 그 ID가 단계(S50)에서 입력된 300의 ID와 매칭되는지 또는 그

ID가 목록 영역(301)에 대응하는지가 판단된다. 이 단계에서 검사된 ID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ROM(104)으로

부터 인터페이스(34, 35)를 통해 음악서버(50)내의 CPU(8)에 의해 판독된다.

만약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ID가 단계(S50)에서 입력된 ID와 매치되지 않는다면, 처리의 흐름은 단계(S58)로 진

행하여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ID가 단계(S50)에서 입력된 ID와 매칭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고를 출력한

다. 만약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ID가 단계(S50)에서 입력된 ID와 매칭된다면, 처리의 흐름은 단계(S60)로 진행한

다.

단계(S60)에서는, 단계(S55)에서 편집된 전달 목록상의 음악데이터가 음악서버(50)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

로 이동된다. 그 때에는, 또한 이동된 음악데이터를 나타내는 전달목록이 음악데이터와 합께 음악서버(50)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이동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같이, 각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에 고유한 전달목록이 생성될 수 있다.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음악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에 고유한 전달목록에 근거한 것이다. 전달목록은 음악서버(50)

내에 보존된다. 전달목록상에 있는 음악데이터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전달되는 것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

(70)를 음악서버(50)상에 장착시킨 것을 검출할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가 음악서버(50)

상에 장착이 안되어 있더라도 전달목록은 편집될 수 있다.

음악서버(50)로부터 이미 이동된 음악데이터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HDD(106)내에 아직 저장되어 있는 경우

를 생각해 보기로하자. 상술한 바와같이, 이 실시예에서는, 음악서버(50)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이동된 음

악데이터는 음악데이터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부터 음악서버(50)로 되돌아올 때까지 음악서버(50)내에서 재생

불가능한 상태에 있게 된다.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HDD(106)내에 저장된 음악데이터가 음악서버(50)로부터 새롭게 수신된 음악데이터에 의

해 오버라이트(overwrite)되거나 또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HDD(106)내에 미리 저장된 음악데이터가 음악서

버(50)로부터 새롭게 수신된 음악데이터를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에 저장시키는 동작중에 무심코 삭제된다고 가정

하자. 이 경우에서는, 음악서버(50)로부터 최초로 전달된 오버라이트되거나 또는 삭제된 음악데이터가 더 이상 휴대용 기

록 및 재생장치(70)와 음악서버(50)내에서 재생되지 않게 된다.

음악서버(50)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전달목록상의 음악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음악서버(50)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에 저장된 음악데이터의 목록을 획득하며 예를 들면 CPU(8)는 이 목록과 전달목록을 비교한다. 만

약 비교의 결과가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에 저장된 음악데이터가 전달 목록상의 음악데이터와 다르다는 것을 나

타낸다면,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에 저장된 음악데이터는 CPU(8)에 의해 검사되므로,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

(70)내에 저장된 이러한 음악데이터가 프로그램 파일내에 있는 데이터의 재생금지 플래그의 검사에 의해 음악서버(50)로

되돌아갔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만약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에 저장된 음악데이터가 음악서버(50)로 돌아가지 않

았다면, CPU(8)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에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의 HDD(106)로부터 음악서버(50)의

HDD(10)로 음악데이터를 전송하라는 명령을 발생시킨다. CPU(5)는 CPU(8)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HDD(106)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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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10)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제어된다. 예를 들면, CPU(5)의 제어하에서, HDD(106)내의 문제가 되는 데이터의

관리 데이터가 삭제되며 동시에 데이터 자체는 CPU(8)에 의해 데이터의 재생금지 플래그를 릴리싱함으로써(releasing)

저장된다.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의 목록과 음악서버(50)내의 전달 목록에 대해 모두 공통인 음악데이터가 있다면, 음악데

이터의 공통 부분의 전달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처리를 수행하는 시간이 더욱 단축된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 음악서버

(50)의 CPU(8)는 인터페이스(34, 35)를 통해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의 CPU(105)로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

(70)가 목록을 전달하도록 요청하는 명령을 발생시킴으로써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내의 목록을 획득할 수가 있다.

이 명령에 따라, CPU(105)는 HDD(106)내에 저장된 음악데이터의 목록을 생성하며 생성된 목록을 인터페이스(34, 35)를

통해 음악서버(50)의 CPU(8)로 공급한다.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의 목록과 전달목록을 비교하는 대신에, 생성된 전

달목록이 음악서버(50)에 의해 저장되며, 새로운 전달목록이 생성될 때에, 새롭게 생성된 전달목록은 저장된 전달목록과

비교된다.

상술한 바와같이,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는 음악서버(50)로부터 음악데이터의 전달 목적지로 작용한다. 전달 목적

지는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자. 예를 들면, 약 64mm의 직경을 가지는 광자

기 디스크 또는 광 디스크도 또한 전달 목적지로서 이용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음악서버(50)에는 전달 목적지로 작용하

는 약 64mm의 직경을 가지는 광 디스크 또는 광자기 디스크에다 데이터를 기록하고/또는 그로부터 데이터를 재생시키는

구동 유닛이 제공되어 있다. 약 64mm의 직경을 가지는 광 디스크 또는 광자기 디스크에 전달되는 음악데이터는 만약 약

64mm의 직경을 가지는 광 디스크 또는 광자기 디스크가 구동 유닛상에 아직 장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리 선택될 수

있다. 만약 약 64mm의 직경을 가지는 광 디스크 또는 광자기 디스크가 전달 목적지로 사용된다면, 상술한 ID 검사는 생략

될 수 있다.

상기 설명에서는, ATRAC 방법이 HDD(10, 106) 또는 HDD(106a)상에 기록된 음악데이터에 대해 압축 인코딩 과정을 수

행하는 압축 인코딩 기술로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압축 인코딩 기술은 ATRAC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

하자. 예를 들면, MPEG Layer III(Moving Picture Expert Group Audio Layer III) 또는 MP3은 또한 본 발명에도 적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배치 동작중에 음악서버(50)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70)로 전달목록상의 음

악데이터를 전달하는 기능의 효과가 기재되어 있다.

게다가, 전달 목록은 음악서버내에 보존되며 전달목록상의 음악데이터가 음악서버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로 전달

되는 것은 음악서버에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가 장착되었다는 것을 검출하면서 시작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약 음

악서버에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가 장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달목록을 편집하는 기능의 효과가 역시 나타난다.

게다가, 전달목록은 편집 화면을 이용하여 편집되므로, 현재의 목록 편집 목적이 더 이상 알려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혼란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또한 나타난다.

게다가, 음악서버로부터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로 이동하는 동안에 이용되는 프로그램 목록은 전달 목록이 되므로, 예를

들면, 음악서버내에 저장된 음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생성된 프로그램 목록이 배치 동작중 음악데이터를 전달하는 동안

에 부주의로 인해 무심코 이용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제공한 음악서버와 간단하게 음악서버를 채용한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음악서버의 전형적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 도면이다.

도 3은 CD-ROM 구동기에서 음악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작업으로부터 간단명료한 방식으로 하드디스크 구동기로 데이

터를 기록하기 위한 작업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신호의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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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하드디스크 구동기에서 압축된 음악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작업으로부터 간단명료한 방식으로 입력데이터가 터

미널에 재생처리를 완료하는 작업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신호의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휴대용 기록재생장치의 전형적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 도면이다.

도 6은 휴대용 기록재생장치의 다른 전형적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 도면이다.

도 7은 CD에서 판독한 음악데이터를 하드디스크 구동기로 기록하기 위한 음악서버의 실행된 전형적 과정을 대표하는 흐

름도를 나타낸다.

도 8a는 CD에서 판독한 음악데이터를 하드디스크 구동기에 고속으로 기록하기 위한 과정으로 전형적 음악서버의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8b는 CD에서 판독한 음악데이터를 하드디스크 구동기에 고속으로 기록하기 위한 과정으로 전형적 인터넷서버의 과정

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일치하여 음악데이터를 이동하기 위한 전형적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0은 전달목록을 편집하기 위한 전형적 편집스크린을 간단한 방식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11은 음악서버의 전형적 외관을 간단한 방식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12a는 프로그램 파일상에 프로그램 목록을 제어하기 위한 전형적 관리방법을 개념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2b는 메모리 상에 프로그램 목록을 제어하기 위한 전형적 관리방법을 개념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3은 전달목록을 편집하고, 편집된 전달목록상에 게재된 음악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형적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를 나타낸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1. 서버본체 53. 표시유닛

55. CD 50. 음악서버

60. 인터넷서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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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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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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