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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송수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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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파일이 서버로 업로드되고, 업로드된 데이터파일이 다른 사용자에게 다운로드될

수 있는 송수신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송수신시스템은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공개할 수 있고 그 작품을 판

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보센터로부터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상기 정보센터와 접속된 데이터송수신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컨텐트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기록매체가 장전될 수 있는 장전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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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에 의해 생성되어 기록매체에 저장된 컨텐트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재생수단과;

상기 재생수단에 의해 재생된 컨텐트데이터 및 상기 컨텐트데이터에 대한 관리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송신수단과;

상기 정보센터의 대용량 저장장치에 기억된, 상기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로부터 전송되어 기록된 컨텐츠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수단과;

상기 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원하는 데이터 및 상기 정보센터에서 송신된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정보를 수신하기 위

한 수신수단과;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데이터 및 관리정보를 상기 장전수단에서 장전된 기록매체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수단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송수신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수단으로부터 상기 정보센터로 송신된 컨텐트데이터는 압축된 오디오데이터, 텍스트데이터 및 화상데이터 중 적

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송수신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수단으로부터 상기 정보센터로 송신된 관리정보는 컨텐트데이터에 대한 요금부과 관련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터송수신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수단으로부터 상기 정보센터로 송신된 관리정보는 컨텐트데이터의 데이터타입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정보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송수신시스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수단으로부터 상기 정보센터로 송신된 관리정보는 컨텐트데이터를 만든 사람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송수신시스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수단으로부터 상기 정보센터로 송신된 관리정보는 컨텐트데이터를 만든 사람의 이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

터송수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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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단말기장치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정보센터와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상기 단말기장치를 포함하는 정보센터에 있어서,

다수의 컨텐트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수단과;

상기 단말기장치 측에 의해 선택된 상기 메모리수단에 저장된 컨텐트데이터 에, 그 컨텐트데이터에 대한 관리정보를 부가

하고, 그 결과 얻은 데이터를 상기 단말기장치에 송신하기 위한 송신수단과;

컨텐트데이터 및 상기 단말기장치 측에서 생성되고 송신된 컨텐트데이터에 대한 관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수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컨텐트데이터는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관리정보에 기초하여 관리되어 상기 메모리수단에 저장되고, 상기 단

말기 장치측에서 생성되고 송신된 컨텐트데이터는 상기 단말기와 다른 단말기로 송신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센

터.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객 측에서 장전된 기록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록매체에서 서버 측으로 업로드하고, 오디오데이터 등을 서

버 측에서 기록매체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데이터 송수신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기록 및 재생이 가능한 기록매체로서는, 카트리지 내에 수납되는 직경 약 64mm의 디스크 형태의 기록매체인 미니디스크

(상표)라고 불리는 광자기디스크가 알려져 있다.

광자기디스크는 오디오압축방식으로서 오디오용 적응변화부호화방식(ATRAC: Adaptive Transform Acoustic Coding

방식)을 사용하여 스테레오로 약 74분간 오디오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광자기디스크는 소형이며 휴대가 쉽기 때문에 실외로 운반하기 쉽다. 또한 광자기디스크는 기록이 가능하며, 또한 기록된

오디오데이터의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종래의 디지털 오디오디스크 즉, 컴팩트디스크(상표)와는 다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런데, 광자기디스크에 약 1/5로 압축된 오디오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오디오서버시스템은 압축된 오디오데이터를 그

대로 서버에 저장하고, 데이터는 압축처리를 위한 어떤 복호기 또는 부호기도 통하지 않고 고객 측으로 송신되어 고객 측

에서 장전한 광자기디스크에 다운로드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오디오서버시스템에서는 압축된 데이터가 압축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압축해제처리 후 압축처리가

행해지는 경우의 기록의 비하여 기록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오디오서버시스템이 사용자가 지참한 광자기디스크를 상기 오디오서버시스템에 장전하고 서버 내에 오디오데이터로서 기

록되어 있는 복수의 곡 중에서 하나 또는 다수를 광자기디스크로 복제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경우, CD(컴팩트디스크) 등의

팩키지미디어와는 다른 악곡 등의 새로운 판매/서비스형태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오디오서버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음악컨텐트는 레코드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공되어 일반적인 사용자

들은 수동적인 위치에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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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오디오서버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용자들 중 일부는 작곡 또는 작사능력을 갖고 있어, 이와 같은 사용자들

에게 그런 능력을 공표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셀프-어필링(self-appealing)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일반적인 사용자가 상기의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단지 수신하기만 하는 위치를 넘어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송수신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의하면, 정보센터로부터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정보센터와 접속된

데이터송수신 시스템이 제공되는 데,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컨텐트데이터(content data)가 기록된 기록매

체가 장전될 수 있는 장전수단과, 사용자에 의해 생성되어 기록매체에 저장된 컨텐트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재생수단과,

재생수단에 의해 재생된 컨텐트데이터와 컨텐트데이터에 대한 관리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송신수단과, 정보센터의 대용량

의 저장장치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수단과, 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원하는 데이터 및 정보센터로부

터 송신된 원하는 데이터의 관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수단과,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상기 데이터와 관리정보를 기

록하고, 장전수단에 의해 장전된 기록매체에 수신데이터 및 관리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수단과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단말기장치와의 데이터통신을 위해 정보센터와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단말기 장치를 포

함하는 정보센터가 제공되며, 상기 정보센터는 복수의 컨텐트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수단과, 단말기장치 측에 의

해 선택되어 메모리수단에 저장된 컨텐트데이터 중 하나와, 하나의 컨텐트데이터에 대한 관리정보를 가산하고, 그 결과 얻

은 데이터를 단말기장치에 송신하는 송신수단과, 단말기장치 측에서 송신되고 생성된 컨텐트데이터에 대한 컨텐트정보와

관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수단으로 구성되며, 상기의 컨텐트데이터는 수신신호에 의해 수신되고 메모리수단에 저장

된 관리정보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의 상기의 목적 및 다른 목적과 특징, 이점들은 참조부호로 표시된 발명의 각 부분과 구성요소가 도시된 첨부도면

을 참조로 이하의 설명 및 첨부되는 청구항으로부터 명백하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의 형태로서 미니디스크시스템을 사용하여 구성되는 오디오서버시스템이 다음의 순서

로 설명된다.

1. 오디오서버시스템의 구성개념

2. 오디오서버시스템의 구성

3. 미니디스크의 클러스터 포맷

4. U-TOC

5. 업로드/다운로드를 위한 데이터송신시스템

6. 업로드/다운로드 처리

7. 다운로드 조작의 예

8. 업로드 조작의 예

9. 네트워크를 사용한 오디오서버시스템

1. 오디오서버시스템의 구성개념

우선, 본 발명이 적용된 오디오서버시스템의 구성개념이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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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오디오서버시스템의 개념을 나타낸다. 도 1을 참조하면, 오디오서버시스템은 기본구성으로서 업로드부(200), 서버

부(201) 및 다운로드부(203)를 포함한다.

업로드부(200)는 예를 들면, 미니디스크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미니디스크(광자기디스크)(D1)에 기록된 오디오데이터와

그에 부수되는 문자정보, 화상정보, 관리정보 및 기타 정보를 재생하는 기능을 갖는다.

서버부(201)는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등으로 형성되는 서버(202)를 포함하며, 오디오데이터로서 다수의 악곡 및

그것에 부수되는 각종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다운로드부(203)는 미니디스크시스템으로 사용되는 미니디스크(광자기디스크)(D2)에 오디오데이터와 그것에 부수되는

문자정보, 화상정보, 관리정보 및 기타 정보 등을 기록하는 기능을 갖는다.

다운로드부(200)와 업로드부(203)는, 예를 들면 미니디스크 기록재생장치로서 단일한 구성요소로 형성될 수 있다. 데이터

송수신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성예로서 이하에서는 업로드부(200)와 다운로드부(203)를 모두 포함하는 기록재생부가 사용

되는 경우가 설명된다.

업로드부(200)와 서버부(201)에는 오디오 데이터용 인터페이스 및 각종 명령 및 부수적인 정보용 인터페이스가 구축되어

있어 디스크(D1)로부터 재생되는 오디오데이터 및 부수정보를 업로드부(200)에 의해 서버(201)에 업로드할 수 있다.

또 다운로드부(203)와 서버부(201)에도 오디오데이터용 인터페이스 및 각종 명령과 부수정보용 인터페이스가 구축되어

있어 서버(202)에 저장되어 있는 오디오데이터 및 부수정보가 다운로드부(203)로 송신되어, 다운로드부(203)가 이를 디

스크(D2)에 기록하여 다운로드가 실행되도록 한다.

특히, 상기 오디오서버시스템은 어떤 사용자가 자신이 가져온 디스크(D1)를 업로드부(200)에 장전하고 미리 디스크(D1)

에 기록된 사용자의 자작곡을 서버(202)에 업로드하도록 할 수 있다.

악곡 등에 부수되는 관련정보로서의 문자정보나, 화상정보도 또한 서버부(201)에 업로드할 수 있다.

또한 또 다른 어떤 사용자가 녹음가능한 디스크(D2)를 가져와 이를 다운로드부(204)에 장전하고 서버(202) 내에 저장되

어 있는 악곡 중에서 원하는 악곡 등을 선택하여 선택된 악곡을 디스크(D2)에 복사하여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오디오데이터만이 아닌 오디오데이터에 부수되어 저장되어 있는 문자정보 및/또는 화상정보도 다운로드될 수

있다.

상술한 오디오서버시스템에 의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소유한 정보(악곡 등)를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업로드)할

수 있다.

또 사용자는 서버(202)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유료 또는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서버(202) 내에는 업로드 정보가 예를 들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일구조로 저장되어 있다. 도 2에 도시된 구조는 단

지 일예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업로드된 하나의 정보가 하나의 컨텐트로 저장되어 있다. 설명의 편의상 컨텐트 번호(#1, #2 ···, #n)가 각 컨텐

트에 부여된다.

각 컨텐트에서는 우선 업로드를 행한 사용자의 사용자명이 등록된다. 또 그 사용자(또는 각 컨텐트에 대한)의 패스워드가

등록된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의 컨텐트로서 악곡 등의 오디오데이터(ATRAC압축방식에 의한 오디오데이터: 이하,

ATRAC데이터라고 한다)가 그 타이틀(악곡 등의 명칭)과 같이 저장되어 있다.

또 문자데이터(텍스트데이터)나, 화상데이터(비트 맵 데이터 또는 압축화상데이터)가 ATRAC데이터에 부수되어 업로드

되는 경우는 그들이 대응하는 관계대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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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 편의 상 ATRAC데이터, 문자데이터, 화상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하여 컨텐트번호(#n)의 말미에 각각 "#n.atc""#

n.txt""#n.gif"와 같이 덧붙여서 표시한다.

문자데이터는 예를 들면, 곡의 가사, 작사자 및 작곡자, 연주자, 메시지, 해설, 기타 개인정보 등, 업로드 사용자에 의해 임

의로 작성된 정보이다.

화상데이터 역시 그 곡에 관한 이미지화상이나 업로드 사용자의 사진 등과 같이 업로드 사용자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정보

이다.

또 서버(202)에서는 업로드된 정보에 부수하여 정보가 다운로드되는 다운로드조작의 회수가 관리된다.

또 업로드 사용자가 유료제공을 희망할 경우 그 다운로드에 따른 요금지불의 상황이, 예를 들면 미지불회수로서 관리된다.

또한 업로드 등이 될 때 업로드 사용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입력된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주소 등도 등록된다.

또 예를 들면, 1회의 다운로드 조작에 대하여 받는 금액도 업로드 사용자의 입력 등에 의해 설정되어 등록된다. 업로드등

록을 행한 일시도 또한 관리된다.

2. 오디오서버시스템의 구성

상술한 오디오서버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성예로서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인 오디오서버시스템(1)이 이하에 설명된다.

도 3은 오디오서버시스템(1)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오디오서버시스템(1)은 업로드 및 다운로드동작을 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으로서 서버부(10)와 기록

재생부(20)를 포함한다.

서버부(10)는 주제어기(11), 서버(12), 조작입력부(13), 표시부(14) 등을 포함한다.

기록재생부(20)는 휴대용 기록매체인 디스크(D)에 오디오데이터 등을 기록하고 또 디스크(D)로부터 재생하는 기능을 갖

는다.

서버부(10)와 기록재생부(20)는 접속케이블(2)에 의해 서로 접속된다. 접속케이블(2)은 예를 들면 IEEE1394 인터페이스

등일 수 있다.

서버부(10)의 서버(12)는 주제어기(11)와 서버 사이에 송신선으로서 ISDN(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공중네

트워크 등이 사용될 경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할 수 있다.

오디오서버시스템(1)에서 사용자는 기록재생부(20)에 장전된 디스크(D)에서 업로드된 오디오데이터 등을 도 2를 참조하

여 상술한 파일구조로 서버부(10) 측에 저장한다.

그리고 다운로드사용자가 디스크(D)를 기록재생부(20)에 장전하고, 서버(12)에 저장된 오디오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오디

오데이터를 선택하면, 상기 오디오데이터 등은 기록재생부(20)로 송신되어 디스크(D)로 다운로드된다.

기록재생부(20)는 도 1의 업로드부(200) 및 다운로드부(203)에 상당하며, 서버부(10)는 도 1의 서버부(201)에, 서버(12)

는 도 1의 서버(202)에 각각 상당한다.

즉, 상기 오디오서버시스템(1)은 컴팩트디스크나 오디오테이프 등의 매체에 오디오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로 컨텐트(악

곡 등)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소유하는 기록매체(디스크(D))에 오디오데이터를 기록하는 형태로 음악의 컨텐

트를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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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역, 점포 등에 오디오서버시스템(1)을 설치하여 음악의 컨텐트를 사용자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또

는 음악스튜디오 등에 오디오서버시스템(1)을 설치하여 컨텐트관리에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서버에 저장되는 컨텐트는 불특정다수의 사용자(업로드 사용자)에 의해 임의로 손쉽게 제공(업로드)될 수 있다.

따라서 CD 등의 팩키지미디어로는 일반적으로 쉽게 제공될 수 없는 정보, 예를 들면, 아마츄어뮤지션의 오리지널 악곡 등

도 일반 사용자에게 손쉽게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도가 높은 정보제공시스템이 실현될 수 있다.

상기 오디오서버시스템(1)의 서버(12)에서는 수 분마다 악곡의 컨텐트가 오디오데이터로서 업로드되어 저장되어 있다.

저장되는 컨텐트는 사용자에 의한 업로드로부터 비롯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면, 레코드회사 등이 제공하는 최신의

히트차트 중 탑 100 까지의 음악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저장된 컨텐트는 전술한 ATRAC방식에 의한 압축데이터로서 기록되어 있다.

다운로드사용자는 오디오서버시스템(1)에 의해 제공되는 컨텐트를 표시부(14)에 의해 확인하고, 희망하는 컨텐트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조작입력부(13)를 이용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컨텐트를 선택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자기가 소유하는 디스

크(D)를 기록재생부(20)에 장전하고, 조작입력부(13)를 이용하여 기록시작의 조작을 행한다.

사용자에 의해 기록시작의 조작이 행해지면, 서버부(10)의 주제어기(11)는 서버(12)에 저장되어 있는 컨텐트 중에서 소정

컨텐트의 오디오데이터를 기록재생부(20)에 공급한다.

기록재생부(20)는 서버부(10)에서 공급된 오디오데이터를 디스크(D)의 비어 있는 영역에 기록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희망하는 컨텐트의 오디오데이터를 디스크(D)에 기록하는 것이 종료되면, 오디오서버시스템(1)은 컨텐

트의 제공을 종료시킨다.

본 예에서는 디스크(D)는 광자기디스크이고, 데이터량이 원래의 오디오 데이터량의 약 1/5로 압축된 ATRAC오디오데이

터가 디스크(D)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서버(12)에 저장된 ATRAC방식의 오디오데이터의 압축신호는 압축 및 압축해제처리를 위한 복호화 또는 부호화

회로를 통하지 않고 서버(12)에서 디스크(D)로 직접 더빙기록될 수 있으며, 압축된 데이터는 그대로 직접 기록되기 때문

에, 더빙기록에 필요한 시간은 압축데이터의 압축을 해제하여 재생한 다음 기록하는 경우에 비하여 짧게 된다.

또 사용자는 오디오서버시스템(1)에 제공되는 악곡 등이 기록되어 있는 자신이 소유하는 디스크(D)를 가져와, 기록재생부

(20)에 장전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조작입력부(13)를 이용하여 업로드되는 트랙(트랙은 디스크(D)에 기록되어 있는 각 악

곡 등의 단위)으로 들어가 업로드를 위한 조작을 행한다.

사용자에 의해 업로드시작의 조작이 행해지면 서버부(10)의 주제어기(11)는 기록재생부(20)에 재생을 지시하고, 재생된

오디오데이터 및 관련정보를 서버(12)에 저장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희망하는 오디오데이터나 관련정보를 디스크(D)에서 서버(12)로 저장하는 것이 종료되면, 오디오서버시

스템(1)은 업로드를 종료한다.

이 경우도 디스크(D)에 저장된 ATRAC방식의 오디오데이터는 압축/압축해제처리를 위한 복호화 및 부호화회로를 통하지

않고 서버(12)에 저장될 수 있고, 압축된 데이터가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업로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재생을 위하여

오디오데이터의 압축을 해제하고 다시 압축하여 기록하는 경우에 비하여 짧게 된다.

상기 오디오서버시스템(1)은 또 도 3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재생부(41), 관련정보재생부(46), 통신용 인터페이스(44),

입금/출금블록(50)을 포함한다.

재생부(41)는 복호기(42), 재생처리부(43)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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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재생부(46)는 프린터장치(47), 표시장치(48), 스피커(49) 등을 포함한다.

상기 오디오서버시스템(1)은 오디오데이터의 디스크(D)로의 다운로드 외에도 재생부(41), 관련정보재생부(46), 통신용 인

터페이스(55)를 이용하여 각종 동작을 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디스크(D)로 다운로드되는 오디오데이터를 재생부(41)에 의해 재생하여 스피커 혹은 헤드폰으로 출력하거나,

또는 기록되는 오디오데이터의 일부를 모니터할 수 있다.

또 기록되는 오디오데이터의 관련정보는 관련정보재생부(46)로부터 출력된다.

재생부(41)에서는 복호기(42)가 주제어기(11)에서 공급되는 ATRAC데이터의 압축을 해제하고, 오디오데이터를 생성한

다. 이 오디오데이터는 복호기(42)에서 재생처리부(43)로 공급된다.

재생처리부(43)는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는 처리, 증폭처리 등을 행하여, 아날로그의 오디오신호를 생성한

다.

재생처리부(43)에 의해 생성된 아날로그 오디오신호는 스피커 또는 헤드폰 등에 공급되어 오디오신호로서 출력된다.

재생부(41)에 의해 예를 들면, 복제된 오디오 데이터의 일부가 사용자에게 모니터신호로서 제공될 수 있다.

통신용 인터페이스(44)는 예를 들면, 모뎀이나 ISDN(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회선용의 단말기 어댑터 등이

다.

주제어기(11)는 통신용 인터페이스(44)를 통하여 인터넷의 WWW(World Wide Web)사이트에서 화상정보나 오디오정보,

텍스트정보 등을 취득할 수 있다.

관련정보재생부(46)의 프린터장치(47)는 주제어기(11)에서 공급되는 화상정보나 텍스트정보를 프린트한다.

표시장치(48)는 주제어기(11)에서 공급되는 화상정보나 텍스트정보를 표시한다.

표시장치(48)는 서버부(10)의 표시부(14)와 공통된 것이어도 좋다.

스피커(49)는 주제어기(11)에서 공급되는 오디오정보를 출력한다. 스피커(49)는 재생부(41)에서 출력되는 오디오신호를

출력하는 스피커나 헤드폰과 공통의 것이어도 좋다.

서버(12)에는 상술한 방식으로 업로드된 복수 컨텐트의 ATRAC데이터와 상기 컨텐트에 대응하여 프로듀서의 사진, 그 악

곡 등의 이미지화상의 화상데이터, 컨텐트로서 악곡의 가사나 아티스트의 이력을 나타내는 문자데이터 등이 저장되어 있

다.

또 상술한 프로듀서의 사진이나 동화상이 접근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이용될 수 있으면, 서버(12)는 URL주소를 저장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주제어기(11)는 각 컨텐트에 관하여 관련정보로서 화상정보, 문자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이를 관련정보재생부

(46)에서 인쇄, 화상표시, 오디오출력 등의 형태로 출력하여, 다운로드사용자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다.

또 다운로드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컨텐트를 디스크(D)에 기록하기 위해 주제어기(11)가 ATRAC데이터를 서버(12)에서

판독하여 기록재생부(20)로 공급할 때, 주제어기(11)는 기록재생부(20)로 공급되는 트랙의 ATRAC데이터 중 소정부분의

ATRAC데이터를 재생부(41)에 공급한다.

이것은 기록재생부(30)가 ATRAC데이터를 기록하는 동안, 기록된 트랙을 다운로드하는 사용자가 ATRAC데이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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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TRAC데이터는 원래의 데이터에서 약 1/5정도로 압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록이 처리되는 동안 트랙의 전 영역

이 재생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제어기(11)는 기록된 ATRAC데이터의 일부를 잘라 내어 그들을 기록재생부(41)에 공급

한다.

예를 들면, 주제어기(11)는 곡의 시작 부분 또는 종료 부분 등과 같이 곡의 다이제스트를 파악할 수 있는 ATRAC데이터의

일부를 잘라 내어 재생부(41)에 공급한다.

잘라진 부분은 미리 서버(12)에 저장된다. 또 기록되는 ATRAC데이터와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데이터를 재생부(41)에

공급하여 오디오로 출력하여도 좋다. 예를 들면, 다운로드되는 컨텐트와 관계없는 새로운 곡의 정보 등이 제공되어도 좋

다.

또 업로드 사용자는 업로드가 행해지는 때에 재생음이 출력되는 부분을 임의로 설정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다이제스

트가 재생되도록 하여 재생부분의 주소의 목록이 서버(12)에 저장되도록 하여도 좋다.

그리고 다운로드 시에는 업로드를 행하는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부분이 재생부(41)에 의해 재생출력된다.

일반적으로 업로드를 수행하는 사용자의 오리지널악곡 등은 무명의 곡인 경우가 않고, 따라서 다운로드를 수행하고자 하

는 사용자는 일단 악곡을 재생해 본 다음에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서버(12)에 저장되어 있는 컨텐트는 사용자에 의해 재생될 수 있다. 특히, 조작입력부(13)에서의 조작에 따라 선

택된 곡의 시작 부분이나 종료 부분과 같이 곡의 다이제스트를 파악할 수 있는 곡의 일부 또는 곡의 전체가 재생부(41)에

서 재생출력된다.

따라서 다운로드사용자는 정말 원하는 악곡 등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자신의 디스크(D)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 재생부(41)에 의한 재생출력의 모니터는 업로드 시에 행해질 수 있다.

즉, 업로드 시에, 주제어기(11)는 서버(12)에 저장된 오디오데이터의 일부(곡의 시작 부분 등)를 재생부(41)에 공급하여

재생, 모니터하도록 한다. 따라서 업로드 사용자는 원하는 악곡이 정확하게 업로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화상데이터나 문자데이터가 업로드되는 경우에도, 그 모니터출력은 표시장치(48)에 의해 행해진다.

입금/출금블록(50)은 다운로드사용자로부터의 요금징수와 업로드 사용자에 대한 요금지불을 행한다.

예를 들면, 업로드 사용자는 업로드된 컨텐트에 대한 다운로드 요구에 따라 수취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서버부(10)는 등록된 금액을 예를 들면 도 2와 같이 각 컨텐트에 대한 관계에 따라 관리하고, 다운로드요구를 받을 때 다운

로드사용자에 대하여 요금지불을 요구한다. 물론, 다운로드사용자에게 부가되는 금액은 컨텐트를 업로드한 사용자가 수취

하고자 등록한 금액과 일치될 필요는 없다.

또 서버부(10)는 각 컨텐트에 대하여 수행된 다운로드 회수를 관리하고 다운로드 회수와 등록된 수취희망 금액에 기초하

여 산출된 금액을 업로드 사용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업로드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조작입력부(13)를 이용하여 지불요구조작을 행하는 경우, 다운로드 회수에 기초한

금액이 입금/출금블록(50)에서 업로드 사용자에게 지불된다.

상기 경우에서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미지불된 다운로드 회수 등이 관리된다.

3. 미니디스크의 클러스터 포맷

여기서는 이 오디오서버시스템(1)에서 취급하는 기록매체(디스크(D))로서 즉, "미니디스크"라는 포맷으로 규정된 기록과

재생이 가능한 광자기디스크가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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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에서 디스크(D)로서 이용되는 미니디스크라고 불리는 광자기디스크는 카트리지 내에 수납되는 직경 약 64mm의 디

스크 형태의 기록매체이고, 오디오압축방식으로서 ATRAC(Adaptive Transform Acoustic Coding)방식을 이용하여 스

테레오신호로 약 74분간 오디오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또, 오디오서버시스템(1)은 ATRAC방식으로 압축된 오디오데이터를 디스크(D)에 다운로드 및 기록할 수 있으므로, 업로

드 시에 디스크(D)에서 서버(12)로 업로드된 오디오데이터는 오디오서버시스템(1)에서 ATRAC방식의 압축형태로 저장

된다.

즉, 디스크(D)에서 서버(12)로 업로드되고, 서버(12)에서 디스크(D)로 다운로드될 때, 오디오데이터는 모든 처리에서

ATRAC압축데이터의 형태로 처리된다.

따라서 서버부(10)와 기록재생부(20)의 사이에서 오디오데이터를 송신하는 접속케이블(2)은 ATRAC데이터를 송신한다.

또, 접속케이블(2)은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제어명령나 디스크(D)의 TOC정보 등의 명령데이터 등도 송신한다.

오디오서버시스템(1)에서 이용되는 디스크(D)(미니디스크)의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 설명한다.

디스크(D)에 기록되는 데이터는 도 4에 도시된 것과 같이 클러스터라고 불리는 단위로 관리된다. 데이터는 클러스터의 정

수 배의 단위로 디스크(D)에 기입된다. 하나의 클러스터에 기록된 ATRAC데이터가 재생되면, 약 2.04초의 오디오신호가

얻어진다.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클러스터는 3개의 연결섹터(linking sector)와 하나의 서브데이터섹터

(subsector), 32개의 메인섹터(ATRAC로 압축된 오디오데이터나 TOC정보의 기록에 이용되는 섹터)를 포함하는 총 36개

의 섹터로 구성된다.

하나의 섹터는 2,352바이트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단위이다.

연결섹터는 디스크(D)의 포맷이 ACIRC(Advanced Cross Interleave Reed Solomon Code)방식의 에러정정처리를 이용

하기 때문에, 에러정정처리의 인터리브가 클러스터 내에서 완료되도록 할당된 것이다. 즉, 연결섹터는 데이터의 재기입을

클러스터단위로 할 수 있도록 에러정정처리에 있어서의 인터리브를 고려하여 삽입된 더미섹터이다. 서브섹터는 예약영역

(reserved area)을 구성한다.

디스크(D)에서 ATRAC방식으로 압축된 424바이트의 데이터는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운드그룹이라는 단위로 취급

된다. 사운드그룹에서는 좌우채널마다에 212바이트의 데이터가 할당된다.

사운드그룹단위로 압축된 데이터의 압축이 해제되면, 도 5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좌우 2개의 채널을 합하여 512샘플에 상

당하게 된다. 이 512샘플의 데이터는 즉, 2,048바이트의 데이터에 상당한다.

즉, 512샘플×16비트×2채널÷8비트 = 2,048바이트이다.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11개의 사운드그룹은 2개의 섹터를 형성한다.

4.U-TOC

디스크(D)의 기록영역은 ATRAC방식으로 압축된 오디오데이터가 기록되는 프로그램영역과, 이 프로그램영역에 기록된

오디오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관리데이터가 기록되는 관리영역인 U-TOC(User Table of Contents)와 판독영역인 P-

TOC(Pre-mastered Table of Contents)로 분할되어 있다.

디스크(D)에서는 실제의 음악데이터가 재기입(rewrite)되지 않아도, U-TOC의 정보를 재기입함으로써 곡을 소거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곡이 기록되어 있는 디스크(D)에 대하여 3번째 곡의 시작주소 및 종료주소가 기록가능영역으

로서 관리되면, 3번째 곡은 더이상 재생될 수 없다.

즉, 디스크(D)에 ATRAC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는, U-TOC정보도 동시에 재기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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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U-TOC에 대해서 설명한다. 디스크(D)에 기록되는 오디오데이터의 단위는 "트랙"으로 칭한다. 이 트랙은 예를 들면,

곡의 단위 등이고, 상술한 오디오서버시스템(1)에 저장되는 악곡의 컨텐트에 대응하는 단위이다.

디스크(D)의 U-TOC에 대하여 U-TOC섹터 0 ∼ U-TOC섹터 31까지 32섹터 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섹터 중에서 섹터

0∼4가 이미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섹터 0, 섹터 1, 섹터 2, 섹터 4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6은 U-TOC섹터 0에 기록되는 데이터를 도시한다. 여기서 U-TOC섹터 0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는 1바이트씩 분리

(delimit)되는데,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슬롯으로 칭한다. 각 슬롯은 도 6에 도시된 종축 방향에서 0∼587의 수치(x)

로, 횡축방향에서 왼쪽으로부터 1∼4번의 슬롯번호(열번호)에 의해 (x행, y열)으로 표시된다. 이것은 U-TOC섹터 1 등에

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U-TOC섹터 0에서는 12바이트의 헤더데이터(header data)에 이어서 슬롯(3행, 1열)으로부터 3바이트로 기록된 섹터 0

의 주소정보를 나타내는"Cluster H", "Cluster L", "Sector"가 기록된다. 또 슬롯(3행, 4열)에서 미니디스크시스템을 나타

내는 식별부호가 "Mode"로서 기록된다.

또 슬롯(7행, 1열)에서부터 디스크(D)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Maker code"와, 디스크(D)의 최초의 트랙의 트랙번호를 나

타내는 "First TNO"와, 마지막 트랙의 트랙번호를 나타내는 "Last TNO"가 연속적으로 기록된다.

또 슬롯(8행, 4열)에 섹터의 사용 상황을 나타내는 "Used Sectors"가, 슬롯(10행, 1열)에 디스크의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Disc Serial No"가 기록된다.

또 슬롯(11행, 1열)에서부터 디스크의 ID번호를 나타내는 "Disc ID"와, 디스크(D)에 나타나는 결함주소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의 시작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슬롯을 나타내는 포인터인 "P-DFA"(Pointer for defective area)와, 슬롯의 사용상황

을 나타내는 포인터인 "P-EMPTY"(Pointer for empty slot)와, 기록가능영역을 관리하는 영역의 시작주소가 저장되어 있

는 슬롯을 나타내는 포인터인 "P-FRA(Pointer for freely area)"가 기록되어 있다. 계속하여 디스크(D)에 기록되어 있는

트랙의 시작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슬롯을 나타내는 포인터인 "P-TNOn"이 슬롯(75행, 4열)까지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n

은 각 트랙의 트랙번호를 나타내고 있다. n은 1∼255까지의 정수를 나타낸다.

트랙관리를 위한 포인터 P-TNOn로서 "P-TNO0"∼ "P-TNO255"까지가 준비되어 있어, 디스크(D)에는 최고 255트랙을

기록할 수 있다.

또, 슬롯(78행, 1열)에서부터 8바이트의 테이블로서 각 트랙의 시작주소와, 종료주소, 연결정보(Link-P), 트랙모드(Track

mode)가 기록되어 있다.

U-TOC섹터 0에는 시작주소와 종료주소 등이 기록되는 255×4×2슬롯(255테이블)이 제공되고, 각 트랙에 대응하는 포인

터에 의해 표시되는 테이블에는 각 트랙의 시작주소와 종료주소 등이 기록되어 있다.

상술한 각 포인터(P-DFA, P-EMPTY, P-FRA)에 기록되는 값은 255개의 테이블 중에서 하나를 나타낸다.

각 테이블에서 시작주소와 종료주소는 도 7에 도시한 것과 같이 3바이트 = 24비트의 데이터로 표시된다. 시작주소와 종료

주소에는 최초의 14비트에 클러스터주소가 기록되고, 다음의 6비트에 섹터주소가 기록되고, 마지막 4비트에 사운드그룹

의 주소가 기록되어 있다.

또, 트랙모드(Track mode)는 도 8에 도시되는 것과 같이 1바이트 = 8비트의 데이터로 표시되어 있다.

이 트랙모드(Track mode)에서는 제 1비트에 기록보호정보가 기록되고; 복제보호정보는 제 2비트에 기록되고; 세대정보

는 제 3비트에 기록되고; 오디오정보는 제 4비트에 기록되고; 소거보존정보는 제 5 및 제 6비트에 기록되고; 모노 또는 스

테레오 정보는 제 7비트에 기록되고; 강조정보는 제 8비트에 기록된다.

즉, 트랙모드(Track mode)에서 각 트랙에 고유한 관련정보가 기록된다.

연결정보(P-Link)는 동일한 트랙이 연속적인 데이터스트림(data stream)으로 디스크(D)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 즉 동일

한 트랙의 데이터가 디스크(D) 상의 기록영역에 이산적으로(discretely) 기록되어 있는 경우, 다음 데이터가 어떤 시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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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부터 기록되는가를 나타내는 포인터이다. 예를 들면, 1개의 트랙이 재생될 때, 슬롯(586행, 1열)의 테이블의 시작주소

에서의 데이터가 슬롯(78행, 1열)의 테이블로 표시되는 종료주소에 이어서 재생되어야 하는 경우, 슬롯(80행, 4열)의 연결

정보(Link-P)는 슬롯(586행, 1열)을 나타낸다.

즉, 디스크(D)가 사용되는 경우, 데이터는 기록매체 상에서 연속적인 형태로 기록될 필요는 없으며, 즉, 데이터는 반드시

연속적인 데이터스트림으로 기록되지 않아도 되며, 연속적인 데이터열(data train)은 이산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와 같

은 방식으로 데이터가 이산적으로 기록되는 경우에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연결정보(L-Link)에 의해 표시되기 때문에, 재

생 시에 판독된 데이터는 일단 판독속도보다 빠른 기입속도로 메모리로 기입되어 연속적인 데이터는 방해없이 재생될 수

있다.

또한, 이미 기록된 데이터에 기록된 프로그램보다 짧은 데이터가 중복기입(overwrite)되는 경우에도, 잉여분은 소거되지

않고 기록가능영역(P-FRA)으로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록이 가능하다.

기록가능영역을 나타내는 포인터(P-FRA)의 예를 이용하여 이산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의 결합방식이 도 9를 참조하여 설

명된다.

예를 들면 03h(hexia-decimal)가 U-TOC섹터 0의 기록가능영역을 관리하는 슬롯의 선두위치를 나타내는 포인터(P-

FRA)에 기록되고, 03h에 해당하는 슬롯이 우선 접근되는 경우로 설명한다.

슬롯(03h)은 슬롯(82행, 1열)에서 시작되는 8바이트의 영역(테이블)을 지정한다.

포인터의 값은 상기 값을 이용한 소정의 연산처리에 의해 특정 슬롯을 지정한다.

즉, 포인터의 값이 "P"인 경우, 그것은 304 + P×8로서 바이트위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상술한 "03h"는 304 + 3×8 =

328을 나타내고, 이는 슬롯(82행, 1열)(82×4 = 328)의 바이트위치에 해당한다.

각 포인터와 연결정보는 상기 방식으로 특정 슬롯을 지정한다.

슬롯(03h)에 기록되는 시작주소와 종료주소의 데이터는 디스크에 기록된 트랙에서 시작주소와 종료주소의 일부를 나타낸

다.

슬롯(03h)에 기록된 연결정보는 다음에 계속될 슬롯의 번호를 나타내고, 이 경우 18h가 연결정보로서 기록된다.

슬롯(18h)에 기록되는 연결을 추적함으로써 슬롯(2Bh)이 접근되고, 슬롯(2Bh)에 기록되는 연결정보를 추적함으로써 슬

롯(E3h)이 접근된다. 상기 방식으로 연결정보는 연결정보로서 데이터(00h)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추적된다. 각 슬롯

이 접근될 때 판독된 시작주소와 종료주소에 의해 각기 정의된 구간은 모두 비어 있는 영역(free area)으로서 관리된다.

상기 방식으로 포인터(P-FRA)에 의해 지시되는 슬롯을 Null (= 00h)의 연결정보가 검출될 때까지 추적될 수 있고, 이에

의해 디스크 상에 이산적으로 존재하는 비어 있는 영역으로서의 부분을 메모리 상에 연결할 수 있다.

상기에서 연결은 포인터(P-FRA)를 일예로 하여 설명되었으나, 이산적으로 존재하는 부분들은 각 포인터(P-DFA, F-

EMPTY, P-TNO0∼P-TNO25)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P-TNO(255)에 대해 디스크 상

에 이산적으로 기록되어 단일트랙을 형성하는 부분들이 메모리에 연결될 수 있다.

U-TOC섹터 1에 기록되는 데이터는 도 10에 도시된다.

U-TOC섹터 1에서는 프로그램 영역에 기록되는 트랙의 타이틀과 디스크 전체의 타이틀이 관리된다.

오디오데이터가 트랙에 기록되는 경우, 디스크(D) 전체의 타이틀은 앨범타이틀, 연주자 등의 정보이고, 각 트랙의 타이틀

은 곡명에 해당된다.

각 트랙의 문자정보는 슬롯(12행, 2열)을 시작으로 포인터(P-TNAn)(n은 1∼255의 범위)에 의해 지정되는 슬롯에 기록되

고, 문자의 수가 많으면, 연결정보를 사용하여 다수의 슬롯이 문자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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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C섹터 2에 기록된 데이터는 도 11에 도시된다.

U-TOC섹터 2에서는 프로그램영역에 기록된 각 프로그램의 기록일시가 상술한 U-TOC섹터 0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된다.

즉, 슬롯(12행, 2열)에서 시작되어 포인터(P-TRDn)(n은 1∼255의 범위)에 의해 지정되는 슬롯에는 각 트랙의 기록일시

등이 기록된다.

도 12는 U-TOC섹터 4에 기록되는 데이터를 나타낸다.

U-TOC섹터 4에서는, 프로그램영역에 기록된 각 트랙의 타이틀과, 전체 디스크의 타이틀이 U-TOC섹터 1에서와 동일하

게 기록된다. 그러나, 상기 섹터 4는 폰트로서 한자문자, 유럽문자 등이 사용된 문자정보를 위한 기록영역으로 설정된다.

관리의 형식은 상술한 U-TOC섹터 1의 경우와 동일하다.

또한 U-TOC섹터 4에는, 기록을 위해 사용된 문자타입을 나타내기 위해 슬롯(10행, 4열)에 "char code"가 기록된다.

U-TOC섹터 0, 섹터 1, 섹터 2, 섹터 4가 상술한 방식으로 정의되는 반면, 다른 섹터(5∼31)들은 소정 포맷을 정의하기 위

해 각기 사용될 수 있다.

본 예에서는, 예를 들면, 문자데이터는 섹터 5에 기록되고, 화상데이터는 섹터 6에 기록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예를 들면, 섹터5에서는 텍스트데이터가 어떤 바이트위치(예를 들면, 섹터주소에 이어서 (4행, 1열)에서 시작되는)로부터

임의로 기록될 수 있다.

텍스트데이터는 디스크 전체에 대응되는 문자정보이거나, 또는 임의의 트랙에 대응하는 문자정보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섹터 6에서는 CCD카메라에 의한 사진데이터를 읽어들임으로써 화상데이터 등이 디스크 또는 임의의 트랙에

대응하는 정보로서 기록될 수 있다.

특히, 본 예에 의한 오디오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로드를 행하는 사용자는 악곡 등에 수반되는 문자정보나 화상정보 등을 기

록하여 U-TOC섹터 5 또는 6에 업로드되도록 한다. 따라서 어떤 트랙의 업로드 시에 오디오서버시스템은 U-TOC섹터 5

및/또는 U-TOC섹터 6에 기록된 문자정보 및/또는 화상정보를 읽어, 이를 서버(12)에 저장할 수 있다. 즉, 오디오서버시스

템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ATRAC데이터에 대응하여 파일링(filing)을 할 수 있다.

한편, 다운로드 사용자에 대해서는 오디오서버시스템은 어떤 컨텐트의 ATRAC데이터가 디스크에 다운로드되어 기록될

때, 부수되는 문자정보 및/또는 화상정보를 디스크(D)의 U-TOC섹터 5 및/또는 U-TOC섹터 6에 기록할 수 있다. 즉, 오디

오서버시스템은 악곡 등에 더하여 악곡 등의 제공자가 제공하는 문자나 화상도 다운로드 사용자가 소유하는 디스크(D)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섹터 5 섹터 6을 사용하여 설명하였지만, 물론 다른 섹터들도 문자나 화상의 저장에 사용될 수 있다.

5. 업로드/다운로드를 위한 송신방식

이하에서는 오디오서버시스템(1)의 업로드/다운로드를 위한 데이터 송신시스템이 설명된다. 설명을 위해 도 3에 도시된

기록재생부(20)의 상세한 구조가 도 13에 도시된다.

도 13을 참조하면, 도시된 기록재생부(20)는 서버부(10)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RAM(Random Access Memory)(22)

을 제어하기 위한 메모리제어기(21)와, 데이터의 복호화 및 부호화를 위한 부호화-복호화회로(23)와, 자기헤드(25)를 구

동하기 위한 자기헤드 구동회로(24)와, 디스크(D)에 레이저빔을 조사하고 반사광을 검출하기 위한 광픽업(optical pickup)

(26)과, 상기 광픽업(26)에 의해 검출된 반사광에서 포커싱에러신호(FE), 트랙킹에러신호(TE), 광자기재생신호(MO)를

재생하기 위한 RF(radio frequency)증폭기(27)와, RF증폭기(27)로부터의 푸쉬풀(push-pull)신호(PP)에 기초하여 광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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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의 안내구에 형성되어 있는 글루브워블(groove wobble)에 대응한 신호를 재생하여 절대주소를 복호화하는 주소복호

기(28)와, 디스크(D)를 회전구동시키는 스핀들모터(29)와, 광픽업(26)을 디스크(D)의 반경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구동시키

는 스레드기구(thread mechanism)(30)를 구비한다.

기록재생부(20)는 RF증폭기(27)로부터의 포커싱에러신호(FE), 트랙킹에러신호(TE)에 기초하여 포커싱서보, 트랙킹서

보, 스레드서보, 스핀들서보 등을 제어하는 서보회로(31)와, 메모리제어기(21), 부호화-복호화회로(23), 서보회로(31) 등

을 제어하는 시스템제어기(32)와를 구비한다.

광픽업(26)은 대물렌즈를 통해 레이저다이오드로부터 광디스크(D)에 레이저빔을 조사한다. 또, 광픽업(26)은 디스크(D)

의 반사광을 포토디텍터에 의해 검출하여 검출전류를 RF증폭기(27)에 공급한다.

RF증폭기(27)는 광픽업(26)으로부터의 검출전류에 기초하여 포커싱에러신호(FE), 트랙킹에러신호(TE), 광자기재생신호

(MO), 푸쉬풀신호(PP)를 생성한다.

RF증폭기(27)는 생성된 포커싱에러신호(FE)와, 트랙킹신호신호(TE)를 서보회로(30)에 공급하고, 푸쉬풀신호(PP)를 주

소복호기(28)에 공급하고, 광자기재생신호(MO)를 부호화-복호화회로(23)에 공급한다.

서보회로(31)는 공급된 포커싱에러신호(FE), 트랙킹에러신호(TE)에 기초하여 광픽업(26)의 2축기구(bniaxial

mechanism)를 통하여 대물렌즈를 구동하여, 광자기디스크(D)에 조사되는 레이저빔의 트랙킹 및 포커싱의 서보제어를 행

한다.

또, 서보회로(31)는 트랙킹에러신호(TE)에 기초하여 스레드기구(31)를 구동하여 광픽업(26)을 디스크(D)의 반경방향으

로 구동하도록 스레드서보제어를 행한다.

또 서보회로(31)는 도시하지 않은 디스크(D)에 대한 회전검출회로로부터의 스핀들에러신호에 기초하여 디스크(D)가 일정

한 선속(CLV, constant linear velocity)으로 회전하도록 스핀들모터(29)를 구동하는 스핀들서보제어를 행한다.

주소복호기(29)는 광디스크(D)의 안내구에 형성된 글루브워블에 의해 제공되는 워블신호(푸쉬풀신호(PP))로부터 주소정

보를 재생한다.

디스크(D)의 재생 시(업로드 시)에 부호화-복호화회로(23)는 디스크(D)로부터 재생된 신호의 처리로서, RF증폭기(27)에

서 공급되는 광자기재생신호(MO)를 2진 수치화(binary digitize)하고, EFM(eight to fourteen modulation)방식으로 2진

수치화된 광자기재생신호를 복조하고, CIRC(Cross interleaved Reed Solomon Coding)방식으로 에러정정의 복호화처

리를 한다.

한편, 디스크(D)의 기록 시(다운로드 시), 부호화-복호화회로(23)는 디스크(D)에 대한 기록신호처리로서 메모리제어기

(21)에서 공급되는 기록신호에 에러정정부호를 부가하고, EFM방식으로 기록신호를 변조하여 자기헤드 구동회로(24)에

변조된 기록신호를 공급한다.

자기헤드 구동회로(24)는 부호화-복호화회로(23)에서의 기록신호에 따라 자기헤드(25)를 구동하여, 디스크(D)에 변조자

기장(modulated magnetic field)을 적용함으로써 디스크(D)에 신호를 기록한다.

상기 기록동작 시에 광픽업(26)은 자기헤드(25)의 자기장정보가 디스크(D)의 기록면에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 고레벨의 레

이저빔을 출력한다.

메모리제어기(21)는 RAM(22)에 저장되는 ATRAC데이터를 제어한다. 메모리제어기(21)는 서버부(10)에서 공급되는

ATRAC데이터를 일시적으로 RAM(22)에 저장한 후 부호화-복호화회로(23)에 공급한다.

한편, 디스크(D)의 재생 시에 메모리제어기(21)는 부호화-복호화회로(23)에 의해 복호화된 ATRAC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서버부(10)로부터의 데이터요구에 응하여 ATRAC데이터를 판독하고 서버부(10)에 송신한다.

시스템제어기(32)는 기록재생부(20) 전체를 제어하고, 예를 들면, 메모리제어기(21), 부호화-복호화회로(23), 서보회로

(31) 등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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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스템제어기(32)는 서버부(10)와 제어데이터의 교환을 행하는 각 회로를 제어한다. 이는 이하에 상세하게 설명된다.

오디오서버시스템의 기록재생부(20)는 상술한 구성을 갖기 때문에 다운로드 시에 서버부(10)에서 송신되는 ATRAC데이

터를 디스크(D)에 기록하고, 또 업로드 시에는 디스크(D)에서 재생된 ATRAC데이터를 서버부(10)에 공급한다.

오디오서버시스템(1)은 상술한 바와 같이 서버부(10)와 기록재생부(20)를 접속하는 접속케이블(2)을 포함한다. 접속케이

블(2)은,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버부(10)와 기록재생부(20)(메모리제어기(21))의 사이에서 ATRAC데이터를 송신하

는 ATRAC선(2A)과, 서버부(10)와 기록재생부(20)(시스템제어기(32)) 사이에서 명령데이터, TOC데이터 등을 송신하는

명령선(2C)을 갖는다.

다운로드 및 업로드 시에 서버부(10)와 기록재생부(20) 사이의 데이터송신방식에 대해서 도 14 내지 도 17을 이용하여 설

명한다.

도 14는 다운로드 시에 각종 신호의 흐름을, 도 15a 내지 15i는 다운로드 시 각종 신호의 인터페이스상황을 나타낸다. 한

편, 도 16은 업로드 시 각종 신호의 흐름을 , 도 17a내지 17i는 업로드 시 각종 신호의 인터페이스상황을 나타낸다.

도 14와 도 16은 ATRAC선(2A) 및 명령선(command line)(2C)을 통한 신호의 흐름을 나타낸다. 다운로드 시에는

ATRAC선(2A)이 이용되어 서버부(10)로부터 다운로드부로서 기능하는 기록재생부(20)로 ATRAC데이터가 송신된다.

한편, 업로드 시에는 ATRAC선(2A)을 이용하여 ATRAC데이터가 업로드부로서 기능하는 기록재생부(20)에서 서버부(1)

)로 송신된다.

반면, 요구신호(Data Req), 명령신호(Command), RTS/CTS신호를 명령선(2A)을 통해 서버부(10)와 기록재생부(20) 사

이에서 송신된다.

특히, 다운로드 시에는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록재생부(20)가 서버부(10)에 대하여 ATRAC데이터를 요구하는 요구

신호(Data Req)를 출력한다. 또 기록재생부(20)와 서버부(10)는 상호 간에 명령신호(Command), RTS/CTS신호를 교환

한다.

한편, 업로드 시에 서버부(10)는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록재생부(20)에 대하여 ATRAC데이터를 요구하는 요구신호

(Data Req)를 출력한다. 또, 기록재생부(20)와 서버부(10)는 상호 간에 명령신호(Command), RTS/CTS신호를 교환한다.

도시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각 신호의 참조기호로 서버부(10)에서 출력되는 신호에 대해서는 "S"를 부가하고, 기록재생

부(20)에서 출력되는 신호에 대해서는 "UD"를 부가하였다.

우선, 다운로드 및 업로드 시의 ATRAC데이터 송신에 대하여 설명한다.

다운로드 시, 서버(12)에 저장된 컨텐트에 대응하는 ATRAC데이터(ATRAC(S))는 ATRAC선(2A)을 통해 서버부(10)의

주제어기(11)에서 기록재생부(20)의 메모리제어기(21)로 송신된다.

송신되는 ATRAC데이터는 기록재생부(20)의 RAM(22)의 용량에 따라 소정 용량 단위로 송신된다.

또, ATRAC데이터(ATRAC(S))의 요구를 나타내는 요구신호(Data Req(UD))는 명령선(2C)을 통해 기록재생부(20)의 시

스템제어기(32)에서 서버부(10)의 주제어기(11)로 송신된다.

특히, ATRAC데이터(ATRAC(S))는 소정 용량 단위로 송신되기 때문에, 이미 송신되어 RAM(22)에 판독되어 있는

ATRAC데이터(ATRAC(S))가 모두 디스크(D)에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록재생부(20)는 다음 데이터를 요구하기 위

하여 서버부(10)에 요구신호(Data Req(UD))를 공급한다.

즉, ATRAC데이터(ATRAC(S))와 요구신호(Data Req(UD)) 사이의 관계는 도 15a 및 15b의 타임차트에 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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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재생부(20)의 기록상황이 정상이면, 기록재생부(20)는 먼저 시각(t11)에서 요구신호(Data Req(UD))를 서버부(10)로

공급한다. 요구신호(Data Req(UD))가 수신되면, 서버부(10)는 시각(t12)에서 소정 용량 분의 ATRAC데이터(ATRAC(S))

를 기록재생부(12)로 공급하기 시작한다.

ATRAC데이터(ATRAC(S))가 수신되면, 기록재생부(20)는 시각(t13)에서 요구신호(Data Req(UD))의 공급을 정지한다.

기록재생부(20)의 기록상태가 정상이 아니면, 시각(t14)에서 시각(t15)까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록재생부(20)는 요구신

호(Data Req(UD))를 서버부(10)로 공급하지 않고, 따라서 ATRAC데이터(ATRAC(S))는 서버부(10)에서 기록재생부(20)

로 공급되지 않는다.

기록재생부(20)에서 요구신호(Data Req(UD))가 공급되지 않으면, 기록처리는 중단된다.

또한 기록재생부(20)는 시각(t16)에서 시각(t17)까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구신호(Data Req(UD))가 공급되더라도 소정

시간 동안 서버부(10)로부터 ATRAC데이터(ATRAC(S))를 수신받지 못하면, 데이터 기입을 위한 데이터 대기상태, 예를

들면, 기록 일시중지(recording pause) 상태로 되어 ATRAC데이터(ATRAC(S))를 기다린다.

그리고 기록재생부(20)는 ATRAC데이터(ATRAC(S))가 공급되면, 시각(t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입동작을 시작한다.

또 오디오서버시스템(1)은, 기입 대기상태가 일정 시간 동안 계속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처리를 중단한

다.

기록재생부(20)는 서버부(10)에 ATRAC데이터에 대한 요구신호(Data Req(UD))를 공급하고, 서버부(10)는 상기의 방식

으로 요구신호(Data Req(UD))에 대응하여 ATRAC데이터(ATRAC(S))를 기록재생부(20)로 송신함으로써 ATRAC데이

터의 다운로드가 확실하게 행해질 수 있다.

그리고 업로드 시에는, 디스크(D)에 기록된 트랙에 기록하여 ATRAC데이터(ATRAC(UD))가 ATRAC선(2A)을 통하여 기

록재생부(20)의 메모리제어기(21)에서 서버부(10)의 주제어기(11)로 송신된다.

송신되는 ATRAC데이터(ATRAC(S))는 서버부의 버퍼링성능이나 서버(12)의 기입능력에 따라 소정 용량의 단위로 송신

된다.

또한 ATRAC데이터(ATRAC(UD))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는 요구신호(Data Req(S))는 명령선(2C)을 통하여 서버부(10)

의 주제어기(11)에서 기록재생부(20)의 시스템제어기(32)로 송신된다.

특히, 서버부(10)는 서버(12)로의 기입동작상태에 따라 요구신호(Data Req(S))를 기록재생부(20)에 공급하여 다음의 데

이터를 요구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ATRAC데이터(ATRAC(UD))와 요구신호(Data Req(S)) 사이의 관계는 도 17a와 17b의 타임차트에 도

시된다.

우선, 서버부(10)는 시각(t21)에서 요구신호(Data Req(S))를 기록재생부(20)에 공급한다. 요구신호(Data Req(S))가 수신

되면, 기록재생부(20)는 시각(t22)에서 소정 용량의 ATRAC데이터(ATRAC(UD))를 서버부(10)로 공급하기 시작한다.

ATRAC데이터(ATRAC(UD))가 수신되면, 서버부(10)는 시각(t23)에서 요구신호(Data Req(S))의 출력을 정지한다.

서버부(10)의 기록상태가 정상이 아니면, 시각(t24)에서 시각(t25)까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버부(10)에서 요구신호

(Data Req(S)가 출력되지 않고, 따라서 ATRAC데이터(ATRAC(UD)) 역시 기록재생부(20)에서 서버부(10)로 공급되지

않는다.

또 서버부(10)에서 요구신호(Data Req(S))를 공급하더라도, 일정 시간동안 기록재생부(20)에서 ATRAC데이터(ATRAC

(UD))가 수신되지 않으면 서버부(10)는 시각(t26)에서 시각(t27)까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ATRAC데이터(ATRAC(UD))

를 대기하기 위한 데이터기입 대기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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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TRAC데이터(ATRAC(UD))가 공급되면, 서버부(10)는 시각(t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버(12)로의 기입동작을

시작한다.

기입대기상태가 일정 시간동안 계속되면, 서버부(10)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처리를 중단한다.

서버부(10)에서 ATRAC데이터에 대한 요구신호(Data Req(S))를 기록재생부(20)로 공급하고, 서버부(10)는 상기 방식으

로 ATRAC데이터(ATRAC(UD))를 기록재생부(20)로 송신하기 때문에, ATRAC데이터의 업로드는 확실하게 행해질 수

있다.

다음에, 상술한 바와 같은 ATRAC데이터의 송신 및 수신 동작제어와, TOC정보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등을 위해, 서버부

(10)의 주제어기(11)와 기록재생부(20)의 시스템제어기(32) 사이에서 교환되는 각종 명령신호(Command(S)), Command

(UD))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4와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버부(10)와 기록재생부(20)는 상호 간에 명령신호(Command(S)), Command(UD))

를 교환하고, 명령에 해당하는 처리의 기간에 대하여 RTS/CTS신호에 의하여 상호 점유상황을 설정, 확인한다.

특히, 업로드와 다운로드 시에, 도 15d 내지 15i, 17d 내지 17i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버부(10)에서 기록재생부(20)로 어

떤 명령신호(Command(S))가 공급되면, 기록재생부(20)는 명령신호에 대응하는 처리를 수행하고 신호(RTS/CTS(UD))

를 되돌려 보낸다.

한편, 어떤 명령신호(Command(UD))가 기록재생부(20)에서 서버부(10)로 공급되면, 서버부(10)는 명령신호(Command

(UD))에 대응하는 처리를 수행하고 신호(RTS/CTS(S))를 되돌려 보낸다.

접속케이블(2)을 통하여 서버부(10)의 주제어기(11)와 기록재생부(20)의 시스템제어기(32) 사이에서 교환되는 명령신호

는 표 1에 도시된다. 표 1의 예에서 명령은 1바이트의 값으로 설정된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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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업명령(SETUP)은 서버부(10)가 기록재생부(20)를 기록대기 상태, 즉 기록 일시중지상태로 만들도록 하기 위한 명령이

다. 셋업명령(SETUP)이 공급되면, 기록재생부(20)는 기록 일시중지상태가 된다. 셋업명령(SETUP)은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1바이트의 "01h"이다.

다운로드기록명령(DOWNLOAD REC)은 기록재생부(20)에 대해 디스크(D)에 ATRAC데이터(ATRAC(S))의 기록을 시작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이다.

다운로드기록명령(DOWNLOAD REC)이 공급되면, 기록재생부(20)는 디스크(D)에 ATRAC데이터(ATRAC(S))의 기록을

시작한다. 다운로드기록명령(DOWNLOAD REC)은 예를 들면, "02h"이다.

정지명령(STOP)은 서버부(10)의 명령에 기초하여 기록재생부(20)의 처리를 정지하도록 지시하거나 또는 기록재생부(20)

의 명령에 기초하여 서버부(10)의 처리를 정지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이다.

예를 들면, 정지명령(STOP)이 서버부(10)에서 기록재생부(20)로 공급되면, 기록재생부(20)는 다운로드기록명령

(DOWNLOAD REC)에 기초한 기록처리 등을 정지한다. 정지명령(STOP)은 예를 들면, "03h"이다.

TOC0정보명령(TOC0 INFO)은 서버부(10)가 U-TOC섹터 0의 정보를 기록재생부(20)로 송신하도록 하거나 기록재생부

(20)가 상기 정보를 서버부(10)로 송신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다운로드 시에, 서버부(10)가 TOC0정보명령(TOC0 INFO)과 그에 이어서 인수로서 트랙번호(다운로드한 순서로서의 번

호)와, 트랙크기 및 트랙모드의 정보를 기록재생부(20)에 공급하면, 기록재생부(20)는 트랙크기로부터 기록된 ATRAC데

이터의 시작주소와 종료주소를 판단하고, 디스크(D)의 U-TOC섹터 0에 TOC데이터를 기록한다.

등록특허 10-0569251

- 18 -



한편, 업로드 시에, 기록재생부(20)가 TOC0정보명령(TOC0 INFO)과 그에 이어서 인수로서 트랙번호(업로드한 순서로서

의 번호)와, 트랙크기 및 트랙모드의 정보를 서버부(10)에 공급하면, 서버부(10)는 트랙크기로부터 기록된 ATRAC데이터

의 시작주소와 종료주소를 판단하고, 디스크(D)의 U-TOC섹터 0에 TOC데이터를 기록한다.

예를 들면, 다운로드 시에, U-TOC섹터 0의 정보는 기록재생부(20) 측에서 실행되는 기록동작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생

성되어 디스크(D)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를 들면, 복수의 컨텐트의 ATRAC데이터가 서버부(10)에서 공급되는 경우, 그들은 하나의 데이터스트림(data

stream)으로서 기록재생부(20)에 공급되기 때문에 기록재생부(20)는 TOC섹터 0의 트랙정보를 정확하게 생성할 수 없다.

즉, 송신되는 데이터가 압축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하나의 곡이 끝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실시의 형태에서, 각 컨텐트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스트림길이를 나타내는 데이터크기와 트랙모드는 서버부(10)

에서 TOC0정보명령(TOC0 INFO)으로서 공급된다. 그리고 기록재생부(20)는 TOC0정보명령(TOC0 INFO)에 기초하여

디스크(D)에 기록될 U-TOC섹터 0의 정보를 생성한다.

또한 업로드 시에, U-TOC섹터 0의 정보는 동일한 상황에서 기록재생부(20)에서 서버부(10)로 송신된다.

TOC0정보명령(TOC0 INFO)은 "04h"이다.

트랙번호명령(TNO)은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되는 ATRAC데이터의 트랙번호를 지정하는 명령이다. 트랙번호명령(TNO)

과 이에 계속되는 트랙번호(로드되는 순서로서의 번호)가 공급되면, 기록재생부(20) 또는 서버부(10)는 트랙번호의 트랙

(컨텐트)에 대하여 예를 들면, 타이틀명령(Title) 등의 트랙번호에 계속되는 명령에 대응하는 처리를 행한다. 트랙번호명령

(TNO)은 "05h"이다.

업로드트랙번호명령(UPLOAD TNO)은 업로드 시에 서버부(10)가 기록재생부(20)에 대하여 디스크(D)의 트랙 중 업로드

될 트랙을 지정하는 명령이다. 업로드트랙번호명령(UPLOAD TNO)과 그에 계속되는 트랙 수, 트랙번호의 값으로 1 또는

복수의 트랙을 업로드대상으로서 지정한다.

이 업로드 트랙번호명령(UPLOAD TNO)은 예를 들면, "11h"이다.

업로드재생명령(UPLOAD PLAY)는 업로드 시에 서버부(10)가 기록재생부(20)에 대하여 디스크(D)로부터 ATRAC데이

터의 재생시작를 지시하는 명령이다. 이 업로드재생명령(UPLOAD PLAY)이 공급되면, 기록재생부(20)는 디스크(D)로부

터 ATRAC데이터(ATRAC(UD))의 재생을 시작한다. 업로드재생명령(UPLOAD PLAY)는 예를 들면, "12h"이다.

업로드종료 명령(UPLOAD FIN)은 서버부(10)가 기록재생부(20)에 업로드 종료를 지시하는 명령이다. 업로드종료 명령

(UPLOAD FIN)은 예를 들면, "13h"이다.

TOC요구 명령(TOC REQ)는 업로드 시에 서버부(10)가 기록재생부(20)에 TOC정보의 송신을 요구하는 명령이다. 이

TOC요구 명령(TOC REQ)에 계속되는 값은 U-TOC섹터의 번호이고, 필요한 U-TOC섹터 정보의 송신을 요구하는 것이

다. TOC요구 명령(TOC REQ)은 예를 들면, "14h"이다.

상태명령(UD STATUS)은 기록재생부(20)가 서버부(10)에 동작상태를 알리는 명령이다. 상태명령(UD STATUS)에 계

속되는 값은 기록재생부(20)의 동작상태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계속되는 값 "00h"는 정지상태를 나타내고, "01h"는 업로

드 시의 재생상태를 나타내고, "02h"는 다운로드 시의 기록상태를 나타내고, "03h"는 기록일시중지상태를 나타내고,

"FDh"는 에러발생상태를 나타낸다. 상태명령(UD STATUS)의 값은 예를 들면, "20h"이다.

타이틀명령(Title)은 디스크(D)의 U-TOC섹터 1과 섹터 4에 기록될 타이틀정보의 송신을 위한 명령이다. 타이틀명령

(Title) 다음에 문자열정보, 문자데이터가 공급된다. 다운로드 시에 서버부(10)에서 이들이 공급되면, 기록재생부(20)는

디스크(D)의 U-TOC섹터 1과 섹터 4에 각 트랙에 해당하는 타이틀정보를 기록한다. 한편, 업로드 시에 기록재생부(20)에

서 서버부(10)로 이들이 공급되면, 서버부(10)는 이들을 업로드된 ATRAC데이터에 대응하는 타이틀정보로서 읽어들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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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명령(Title)의 값은 예를 들면, "83h"이다.

6. 업로드/다운로드 처리

이하에서는,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위한 오디오서버시스템(1)의 처리내용이 도 18 내지 20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설명된

다. 흐름도는 서버부(10)의 주제어기(11)의 처리를 나타낸다.

스텝(S101)에서 서버부(10)(주제어기(11))는 예를 들면,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의 조작이 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그 시점에

서의 서버(12)에 등록된 컨텐트의 리스트를 표시부(14)에 의해 표시한다.

예를 들면, 도 2와 같이 각 컨텐트가 등록된 경우, 컨텐트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도 21과 같은 리스트를 표시

한다.

즉, 각 컨텐트에 대해서 타이틀, 곡의 길이, 등록자(업로드한 사람), 등록일(업로드 일), 지금까지 다운로드된 회수, 다운로

드 시에 다운로드사용자에게 요구될 금액(즉, 그 악곡 등의 판매가격이고, 이것은 예를 들면 업로드 사용자가 지불받기를

희망하는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등이 표시되어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제시된다.

또, 도시하지 않았으나, 상기 리스트표시와 함께 조작메뉴가 표시된다.

단계(S101)에서의 리스트표시는 조작메뉴에 의해 다운로드가 선택될 때(스텝(S104)의 직전)에 행해진 것이다.

조작메뉴에서는 다운로드,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기 전의 시연(audition)을 위한 조작 등이 준비되어 있다. 여기서는 다운

로드 조작 및 업로드 조작에 대하여만 설명한다.

사용자가 표시부(14)를 보면서 조작입력부(13)를 조작하여 다운로드를 선택하면, 제어는 단계(S102)에서 단계(S104)로

진행하여 다운로드를 위한 처리가 시작된다.

한편, 사용자가 조작메뉴에서 업로드를 선택하면 제어는 단계(S103)에서 단계(S112)로 진행하여 업로드를 위한 처리가

시작된다.

우선, 다운로드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단계(S104)에서는 서버부(10)가 사용자에게 다운로드될 컨텐트를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서버부(10)는 사용자에게 예를

들면,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리스트의 표시 중에서 하나 이상의 원하는 컨텐트를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선택이 완료되면, 서버부(10)는 선택된 조작정보를 읽어들이고, 제어는 단계(S105)에서 단계(S106)로 진행하여 서버부

(10)는 사용자에게 기록재생부(20)로 디스크(D)를 장전하도록 요구한다.

사용자가 지참한 디스크(D)를 기록재생부(20)로 장전하면, 제어는 단계(S107)에서 단계(S108)로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서 사용자가 지참한 디스크(D)의 비어 있는 영역(기록되지 않은 영역)의 시간량(기록가능한 잔여시간)과 선택

된 컨텐트의 총 시간길이를 비교할 때, 비어 있는 영역이 다운로드를 수행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단계(S107)에서는 다운로드될 ATRAC데이터의 양과 디스크(D)의 기록가능한 잔여시간이 서로 비교되어,

기록가능한 잔여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사용자에게 디스크(D) 등의 교체를 요구하고 다운로드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를 종료한다.

기록재생부(20)의 시스템제어기(32)에 의해 디스크(D)의 장전 시에 판독된 U-TOC섹터 0의 정보를 서버부(10)가 상술한

TOC요구명령(TOC REQ)를 사용하여 송신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전된 디스크(D)의 기록가능한 잔여시간은 서버부

(10)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디스크(D)가 장전된 후, 단계(S108)에서 서버부(10)는 다운로드의 대상으로서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컨텐트에 대한

총 금액을 산출하고 사용자에게 지불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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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요구에 응하여 입금/출금블록(50)으로 요금을 지불하면, 제어는 단계(S109)와 (S110)으로 진행하여 실제 다운

로드 처리가 시작된다.

무료로 제공되는 컨텐트의 다운로드 시에는 단계(S108)와 (S109)의 처리는 당연히 불필요하다.

다운로드 처리가 시작되고 나면, 서버부(10)는 우선 단계(S201)에서 표시부(14)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에러조사를 행할

것인가를 묻는다. 사용자가 조작입력부(13)를 사용하여 에러조사를 할 것이라거나 혹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력하면, 제

어는 단계(S202)로 진행한다. 에러조사는 이하에 설명된다.

단계(S202)에서는 서버부(10)가 명령선(2C)을 통하여 기록재생부(20)에 셋업명령(SETUP)을 공급한다. 셋업명령

(SETUP)이 서버부(10)로부터 수신되면, 기록재생부(20)는 조작상태를 디스크(D)에 대한 기록중지상태로 설정한다.

단계(S203)에서는 서버부(10)기 기록재생부(20)의 조작상태로서 기록일시중지의 설정이 수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

고, 상기 설정이 되었음이 확인되면, 제어는 단계(S205)로 진행한다. 반면, 소정 시간 내에 기록일시중지상태로의 설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어는 단계(S204)로 진행한다. 후술하는 구체적인 동작예에서도 설명하지만, 서버부(10)가 기록재생부

(20)로부터 상태명령(UD STATUS)을 수신하면 기록재생부(20)의 조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단계(S204)에서는 서버(10)가 기록재생부(20)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디스크(D)에 대한 기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표시부(14)에 에러메시지 등을 표시하고 처리를 종료한다.

제어가 단계(S205)로 진행하면, 서버(10)는 기록재생부(20)에 다운로드기록 명령(DOWNLOAD REC)을 공급한다.

다운로드기록 명령(DOWNLOAD REC)이 수신되면, 기록재생부(20)는 서버부(10)에 요구신호(Data Req(UD))를 공급한

다. 요구신호(Data Req(UD))가 수신되면, 서버부(10)는 기록재생부(20)에 대하여 소정 용량의 ATRAC데이터(ATRAC

(S))를 공급한다. 그리고, ATRAC데이터(ATRAC(S))가 공급되면, 기록재생부(20)는 디스크(D)의 비어있는 영역에 데이

터를 기록한다. 즉, ATRAC데이터의 다운로드가 단계(S205)에서 시작된다.

사용자에 의해 복수의 컨텐트가 지정되더라도, 서버부(10)는 ATRAC데이터(ATRAC(S))를 단일스트림으로서의 기록재생

부(20)에 공급한다.

또한 , 기록재생부(20)는 외부 메모리 등에 미리 디스크의 U-TOC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디스크(D)에의 기록이 정상적으

로 행해지지 않는 경우, 디스크(D)의 상태는 다운로드 되기 전의 디스크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ATRAC데이터의 기록이 단계(S205)에서 시작된 후, 제어는 단계(S206)와 (S207)의 루프로 진행한다.

단계(S206)에서, 서버부(10)는 기록재생부(20)에서의 상태명령(UD STATUS)을 감시하여 상태명령(UD STATUS)이 나

타내는 이상상태, 즉 기록상태 이외의 상태값이나 에러의 상태값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상기 상태 값 중 어느

것도 발생하지 않고 기록상태가 정상이면, 서버부(10)는 단계(S207)에서 다운로드되는 ATRAC데이터의 송신 및 그들의

디스크(D)에 대한 기록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검출한다.

즉, 단계(S206)와 (S207)에서, 기록재생부(20)는 일정 시간마다 기록이 정상인가의 여부 및 기록이 종료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기록재생부(20)에서 기록이 정상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어는 단계(S206)와 단계(S204)로 진행하

여 기록처리의 중단처리가 행해진다. 이 경우, 디스크(D)를 기록 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하여, 미리 외부 메모리 등에 저

장된 U-TOC정보를 디스크(D)로 반환하여 기입하는 처리를 행한다.

기록재생부(20)에 의해 기록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고 기록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제어는 단계(S207)에서 단계

(S208)로 진행한다.

단계(S208)에서는 서버부(10)가 기록재생부(20)에 정지명령(STOP)을 공급하다. 정지명령(STOP)이 수신되면, 기록재생

부(20)는 ATRAC데이터의 기록처리를 종료한다. 정지명령(STOP)의 송신 후에 제어는 단계(S209)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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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S209)에서는 서버부(10)는 트랙번호명령(TNO)과 함께 TOC0정보(TOC0 INFO)명령 및 TOC0정보(TOC0 INFO)명

령의 인수로서 트랙크기 정보와, 타이틀명령(Title) 및 타이틀의 문자수, 문자데이터 등의 필요한 TOC0정보를 공급한다.

상기 TOC정보가 서버부(10)에서 수신되면, 기록재생부(20)는 공급된 TOC정보에 기초하여 디스크(D)의 U-TOC섹터 0

내지 4에 필요한 데이터를 기록한다.

U-TOC섹터 0에 기록된 각 트랙의 시작주소와 종료주소는 TOC0정보명령(TOC0 INFO)에 계속하여 공급된 트랙크기의

정보에 기초하여 생성된다. 특히, ATRAC데이터는 단일 데이터스트림으로서 공급되기 때문에, 데이터스트림은 각 트랙마

다 데이터크기로 분할되어 TOC정보를 생성한다.

또한, 다운로드의 대상인 컨텐트로서 문자데이터 및/또는 화상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그들은 예를 들면, U-TOC섹터 5

또는 섹터 6에 기록될 정보로서 송신된다. 기록재생부(20)는 상기 문자정보 및 화상정보를 다운로드 대상으로서 기록된

ATRAC데이터에 대응되도록 디스크(D)의 U-TOC섹터 5와 6 등에 기록한다.

단계(S209)에서 필요한 TOC정보가 송신된 후, 제어는 단계(S210)로 진행한다.

단계(S210)에서 서버부(10)는 사용자가 단계(S201)에서 미리 에러조사 수행을 설정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사용자가 에러

조사를 하도록 설정하였다면, 제어는 단계(S211)로 진행하지만, 사용자가 에러조사를 하도록 설정하지 않은 경우 제어는

단계(S213)로 진행한다.

에러조사를 행하는 경우, 서버부(10)는 단계(S211)에서 명령선(2C)을 통해 기록재생부(20)로 에러조사명령을 공급한다.

에러조사명령이 공급되면, 기록재생부(20)는 기록된 ATRAC데이터를 판독하고, 기록된 데이터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기록재생부(20)에 의한 에러조사가 시작된 후, 서버부(10)는 단계(S212)에서 에러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고, 에러조

사가 완료된 후 제어는 단계(S213)로 진행한다.

단계(S213)에서는 서버부(10)가 표시부(14)에 기록의 결과를 표시한다. 예를 들면, 에러조사의 결과로서 기록된 데이터에

에러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서버부(10)는 표시부(14)에 에러메시지 등을 표시한다. 에러조사의 결과 기록된 데이

터에 에러가 포함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미리 외부메모리 등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 전의 TOC정보를 디스크(D)에 기

록하여, 디스크(D)를 더빙동작 전의 상태로 되돌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S213)에서 기록결과가 표시된 후, 다운로드된 각 컨텐트에 대한 다운로드의 결과가 단계(S214)에서 갱신된다. 특히,

도 2에 도시된 파일구조 중에서 다운로드된 각 컨텐트의 다운로드 회수가 재기입된다(하나씩 증가된다).

또한, 미지불 회수의 수치도 하나씩 증가한다. 단계(S214)에서의 처리가 종료된 후, 제어는 도 18의 단계(S111)로 진행하

여, 서버부(10)는 기록재생부(20)에 디스크(D)의 배출을 수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일련의 다운로드처리 조작이 종료한다.

이제, 업로드처리가 설명된다.

사용자가 조작메뉴 중에서 업로드를 선택하면, 제어는 단계(S103) 내지 단계(S112)로 진행하여 업로드처리가 시작된다.

단계(S112)에서는 서버부(10)가 사용자에게 사용자명, 패스워드 등을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패스워드는 예를 들면, 업로

드된 악곡 등의 다운로드 결과에 기초한 요금지불 시의 대조에 사용된다.

패스워드의 설정은 사용자에 의한 입력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가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버부(10)는 자동적으로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프린터장치(47)의 인쇄에 의해 패스워드를 출력함으로써 업로

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또 자동발생된 패스워드를 업로드를 위해 장전된 디스크(D)의 소정의 영역에 기입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예

를 들면, 업로드 사용자조차도 패스워드를 제시하지 않아도 좋으며, 예를 들면 요금지불 시 사용자에게 디스크자체의 장전

을 요구하여 패스워드를 대조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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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가 미리 디스크(D)의 소정의 영역에 패스워드를 기록해 두는 시스템을 구성하여도 좋다.

또한 업로드 사용자가 악곡 등을 유료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는 단계(S112)에서, 다운로드마다 지불될 금액을 입력하여도

좋다. 복수의 트랙을 업로드하고, 각 트랙마다 다른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단계(S116)에서 업로

드 트랙이 지정될 때, 각 트랙마다 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도 좋다.

지불될 금액을 사용자가 입력할 필요는 없으며, 서버부(10)가 자동적으로 설정(예를 들면, 일률 요금으로)하여도 좋다.

업로드 사용자는 단계(S112)에서의 요구에 응하여 사용자명, 패스워드 등을 입력하도록 조작입력부(3)를 조작하게 된다.

입력이 완료되면, 제어는 단계(S113) 내지 단계(S114)로 진행하여, 서버부(10)는 사용자에게 디스크(D)를 기록재생부

(20)로 장전할 것을 요구한다.

사용자가 지참한 디스크(D), 즉 업로드될 악곡 등이 기록된 디스크(D)를 기록재생부(20)로 장전하면, 제어는 단계(S115)

내지 단계(S116)로 진행한다.

단계(S116)에서는 서버부(10)가 사용자에게 장전된 디스크(D)에 기록된 트랙 중에서 업로드될 트랙을 지정하도록 요구한

다.

사용자가 트랙지정 조작을 행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트랙을 지정하면, 서버부(10)는 지정조작 정보를 읽어 들이고, 제

어는 단계(S117) 내지 단계(S118)로 진행한다.

단계(S116)에서의 트랙지정 시에, 디스크(D)에 기록되어 있는 트랙의 트랙번호 및/또는 트랙명을 표시부(14)에 표시하도

록 하여, 지정조작이 표시되도록 하여도 좋다. 장전된 디스크(D)의 트랙번호, 트랙명의 정보 등은 서버부(10)의 시스템제

어기(32)에 의해 디스크(D)의 장전 시에 판독된 U-TOC섹터 0, 섹터 1 등의 정보를 서버부(10)가 상술한 TOC요구명령

(TOC REQ)을 사용하여 송신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버부(10)에 공급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잘못된 디스크(D)를 장전하였기 때문에, 업로드될 트랙이 지정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디스크(D)의 교체 등을 조작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절차의 준비가 완료되면, 제어는 단계(S117) 내지 단계(S118)로 진행하여 업로드처리가 시작된다. 단계(S118)에

서의 처리는 도 20에 도시된다.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업로드처리가 시작된 후, 서버부(10)는 먼저 단계(S301)에서 업로드트랙번호 명령(UPLOAD

TNO)을 기록재생부(20)에 송신한다. 특히, 서버부(10)는 업로드트랙번호 명령(UPLOAD TNO)과 업로드트랙번호 명령

(UPLOAD TNO)에 계속되는 트랙수, 트랙번호의 값에 의해 기록재생부(20)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트랙이 업로드 대상으

로서 설정되었음을 알린다.

그리고 나서 단계(S302)에서, 서버부(10)가 기록재생부(20)에 업로드재생명령(UPLOAD PLAY)을 송신한다.

업로드재생명령(UPLOAD PLAY)이 수신되면, 기록재생부(20)는 업로드트랙번호 명령(UPLOAD TNO)에 의해 지정된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트랙의 재생조작을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이 시점으로부터, 서버부(10)는 기록재생부(20)에 요구신호(Data Req(S))를 공급하고, 요구신호(Data Req

(S))에 응하여 기록재생부(20)로부터 연속적으로 송신된 ATRAC데이터(ATRAC(UD))를 서버부(10)에 연속적으로 기록

한다. 즉, ATRAC데이터의 업로드가 단계(S302)에서 시작된다.

단계(S302)에서 ATRAC데이터의 업로드가 시작된 후, 제어는 단계(S303)와 단계(S304)의 루프로 진행한다.

단계(S303)에서는 서버부(10)가 기록재생부(20)에서의 상태명령(UP STATUS)을 감시하여 이상 상태가 발생되었는지,

즉 에러로서의 상태값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검출된다. 이상상태가 검출되지 않고, 재생상태가 정상이면, 서버부(10)

는 단계(S305)에서 기록재생부(20)로부터 상태명령(UD STATUS)을 감시하여 정지상태에 도달하였는가, 즉 기록재생부

(20)가 지정된 트랙의 ATRAC데이터의 재생 및 송신을 완료하였는가를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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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계(S303)와 단계(S305)에서 일정 시간마다 재생이 정상인가 및 재생이 완료되었는가가 확인된다.

기록재생부(20)에 의한 재생이 정상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제어는 단계(S303)와 단계(S304)로 진행하여,

업로드 처리의 중단처리가 수행된다.

기록재생부(20)에 의한 재생이 정상적으로 행해지고, 서버(10)로의 기록이 완료되면, 제어는 단계(S305)와 단계(S306)로

진행한다.

단계(S306)에서는 서버부(10)가 기록재생부(20)로 TOC요구명령(TOC REQ)을 송신하여 TOC정보의 송신을 요청한다.

예를 들면, 서버부(10)는 TOC요구명령(TOC REQ)과 함께 인수 "00h"를 송신하여 업로드된 트랙에 대한 U-TOC섹터 0의

정보를 요구한다.

상기 요구에 응하여, 기록재생부(20)는 TOC0정보명령(TOC0 INFO)과 TOC0정보명령(TOC0 INFO)의 인수로서 트랙크

기 정보 등을 송신한다. 그리고 기록재생부(20)는 정지명령(STOP)을 사용하여 서버부(10)에 송신의 종료를 알린다.

서버부(10)는 상기 방식으로 송신된 U-TOC 섹터 0의 정보를 읽어들이고, 그들을 업로드된 트랙에 대응되도록 한다. 특

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ATRAC데이터가 단일 데이터스트림으로서 업로드되기 때문에, 서버부(10)는 읽어들인 U-TOC

섹터 0의 정보에 기초하여 데이터스트림을 각 트랙에 대한 데이터크기로 분할하여 업로드된 트랙을 각 컨텐트로서 정확하

게 관리되도록 하여도 좋다.

그리고 나서, 정지명령(STOP)이 수신되면, 제어는 단계(S307)에서 단계(S308)로 진행한다. 그리고 나서, 단계(S308)에

서 송신이 요구되는 TOC정보가 남아 있는지가 판단되고, 제어는 단계(S306)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나서, 서버부(10)는 예를 들면, TOC요구명령(TOC REQ)과 함께 인수 "01h"를 송신하여 업로드된 트랙에 관한 U-

TOC섹터 1의 정보를 요구한다.

상기 요구에 대하여, 기록재생부(20)는 타이틀명령(Title)과 타이틀명령(Title)의 인수로서 문자수와 문자를 서버부(10)로

송신한다. 그리고, 기록재생부(20)는 정지명령(STOP)을 사용하여 송신의 완료를 송신한다.

서버부(10)는 상기 방식으로 송신된 U-TOC섹터 1의 정보를 읽어들이고, 이를 트랙 중 하나와 대응되도록 한다. 그리고,

정지명령(STOP)이 수신되면, 제어는 단계(S307)와 단계(S308)로 진행한다. 그리고, 단계(S308)에서 송신이 요구되는

TOC정보가 아직 남아 있는가를 판단하고, 제어는 단계(S306)로 되돌아간다.

상술한 상기 처리는 업로드된 트랙 예를 들면, U-TOC섹터 0, 섹터 1, 섹터 4, 섹터 5, 섹터 6 등에 관한 정보를 순차적으

로 반복하여 읽어들인다. 그리고 상기 방식으로 업로드된 트랙으로서 ATRAC데이터에 부가하여 타이틀정보, 문자정보,

화상정보 등을 순차적으로 업로드한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컨텐트에 대응하여 각종 정보가 리스트된 파일형태가 생성된다.

필요한 모든 정보가 업로드된 후, 제어는 단계(S309)로 진행하여, 서버부(10)는 업로드종료명령(UPLOAD FIN)을 송신하

여 기록재생부(20)에 업로드의 종료를 알린다.

단계(S310)는 사용자가 조작입력부(13) 등을 이용하여 관련정보 등을 등록한 경우의 대응처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단

계(S310)에서는 사용자가 ATRAC데이터와의 관계에 대응하는 문자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디스크(D)에 미리 문

자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대응처리를 제공한다. 특히, 사용자가 업로드를 하고자 할 때 문자메시지 등의 입력

을 원하는 경우, 단계(S310)에서는 입력요구조작이 수행되고, 이 경우 서버부(10)의 제어는 단계(S311)로 진행한다. 단계

(S311)에서 서버부(10)는 업로드된 ATRAC데이터와의 관계에 대응하는 조작입력부(13)에서 입력된 문자를 등록한다.

또 이 시점에서 URL정보가 입력될 수 있다.

오디오서버시스템(1)은 부가적으로 이미지스캐너, CCD카메라 등을 포함함으로써 업로드 사용자가 그 장소에서 화상데이

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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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S310)와 단계(S311)에서의 처리가 종료된 후, 제어는 도 18의 단계(S319)로 진행하여, 서버부(10)는 기록재생부

(20)가 디스크(D)를 배출하도록 하여 업로드처리의 일련의 조작을 종료한다.

상술한 상기 처리에 의하여 오디오서버시스템(1)은 업로드/다운로드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상술한 처리에서는 다운로드 시에 모든 ATRAC데이터가 기록된 후에 필요한 TOC정보가 기록재생부로 공급되는 처리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TOC정보는 서버부(10)가 기록재생부(20)에 ATRAC데이터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되어도 좋다.

특히, 단계(S209)에서의 처리는 셋업이 완료된 후 시작명령(START)이 공급되기 전에, 즉 단계(S203)와 단계(S205)의 사

이에서 수행된다. 기록재생부(20)는 ATRAC데이터가 디스크(D)에 기록된 후 TOC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먼저 공급된

TOC정보는 외부메모리 등에 보존된다.

또한, 오디오서버시스템(1)에서 서버부(10)는 기록재생부(20)에 ATRAC데이터를 공급하는 동안, 동시에 TOC데이터를

공급하여도 좋다.

특히, ATRAC데이터와 명령이 공급되는 데이터선은 ATRAC선(2A)과 명령선(2C)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단계(S206)와

단계(S207)에서의 처리와 단계(S209)에서의 처리는 병행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운로드 처리의 일련의 단계를

위한 데이터송신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기록재생부(20)에 대하여 TOC정보 등을 외부메모리 등에 보존하고,

ATRAC데이터를 전부 기록한 후 TOC정보를 디스크(D)에 기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계(S201)와 단계(S213)의 처리에서는 복수의 컨텐트에 해당하는 ATRAC데이터가 단일 데이터스트림으로 취급

되고, TOC정보의 생성에 필요한 정보가 별도로 서버부(10)로부터 기록재생부(20)로 공급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으

나, 이와 같은 처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복수의 컨텐트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면, 하나의 컨텐트에 대응

하는 ATRAC데이터를 디스크(D)에 기록하고 기록된 ATRAC데이터의 TOC정보를 생성, 기록한 후, 다음의 컨텐트에 대

응하는 ATRAC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상기 처리는 단계(S205) 내지 단계(S209)에서의 처리를 하나의 컨텐트마다 처리가 반복되는 루프로 형성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ATRAC데이터의 송신과 TOC정보의 송신을 위한 각종 처리는 송신의 순서에 따라 이용되거나 병렬처리로서 이용될 수 있

으며, 이것은 업로드에도 적용된다. 즉, ATRAC데이터의 업로드 전에 미리 TOC정보를 업로드하거나, TOC정보와

ATRAC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업로드하거나, 1트랙마다 ATRAC데이터와 TOC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다.

7. 다운로드의 동작예

상술한 다운로드 처리에 의해 실행된 다운로드 동작의 예는 이하에서 도 22 내지 도 27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여기서는 2곡에 대한 음악컨텐트가 디스크(D)에 다운로드되는 경우의 동작예를 타이밍차트 등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서버(12)에는 도 22(a)에 도시된 바와 같은 타이틀이 "ByeBye", 트랙모드(trmd)가 "a6 ", 트랙크기가 "0002.00.00"인 컨

텐트 #1, 타이틀이 "Hello", 트랙모드(trmd)가 "a6 ", 트랙크기가 "0010.2f.0a"인 컨텐트 #2, 타이틀이 "Morning", 트랙모

드(trmd)가 "86 ", 트랙크기가 "0020.1e.00"인 컨텐트 #3 등 다수의 컨텐트가 등록되어 있다.

한편, 사용자에 의해 지참되고 다운로드가 행해질 디스크(D)에는 도 2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타이틀이 "Emotion", 트랙

모드(trmd)가 "e6 ", 트랙크기가 "0011.05.02"인 제 1트랙(Trl)과, 타이틀이 "Dream", 트랙모드(trmd)가 "e6 ", 트랙크기

가 "0022.1f.0a"인 제 2트랙(Trl)의 2곡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사용자가 기록재생부(20)에 디스크(D)를 장전하고, 서버(12)에서 컨텐트 #2와 #3을 선택하고, 다운로드조작을 수

행하면, 서버(12)에 저장된 컨텐트#2(타이틀이 "Hello"인 ATRAC데이터 등)와 컨텐트 #3(타이틀이 "Morning"인

ATRAC데이터 등)이 디스크(D)에 기록된다. 이 경우, 도 23a 내지 23e, 24a 내지 24e, 25a 내지 25e 및 26a 내지 26d에

도시된 처리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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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a 내지 23e는 ATRAC데이터가 다운로드될 때 서버부(10)와 기록재생부(20) 사이에서 교환되는 명령데이터의 타임

차트이다. 도 23a 내지 23e에서, RTS/CTS신호는 생략되었다.

우선, 도 2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버부(10)는 시각(t31)에서 기록재생부(20)에 셋업명령(SETUP)"01h"을 공급한다.

셋업명령(SETUP)이 수신되면, 기록재생부(20)는 도 23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각(t32)에서 기록일시중지상태로 들어가

상태명령(UD STATUS)과 기록일시중지를 나타내는 수치 "03h"를 서버부(10)로 송신하여 서버부(10)에 셋업상태로 되었

음을 알린다.

기록재생부(20)의 셋업이 확인된 후, 서버부(10)는 도 2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록재생부(20)에 다운로드 기록명령

(DOWNLOAD REC) "02h"을 공급한다.

다운로드기록 명령(DOWNLOAD REC)의 공급은 상술한 단계(S205)의 처리에 대응한다.

다운로드 기록명령(DOWNLOAD REC)가 수신되면, 기록재생부(20)는 기록조작을 시작하고, 도 2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태명령(UD STATUS) "20h"과 함께 기록상태를 나타내는 값 "02h"을 서버부(10)에 송신하여 서버측의 기록상태를 알

린다.

서버부(10)는 시각(t34) 이후에 기록재생부(20)로부터 송신된 도 23b에 도시된 요구신호(Data Req(UD))에 기초하여 소

정 용량의 ATRAC데이터, 즉 서버(12)에 저장된 컨텐트 #2와 컨텐트 #3의 ATRAC데이터(ATRAC(S))를 기록재생부(20)

에 공급시작한다.

그리고, 서버부(10)는 소정 용량에 대한 ATRAC데이터(ATRAC(S))를 공급하기 때문에, 도 2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순차

적으로 발생된 요구신호(Data Req(UD))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기록재생부(20)에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한편, 서버부(10)는 상태명령(UD STATUS)이 기록재생부(20)에서 송신되었는가를 검출하여, 기록재생부(20)의 기록상

태가 정상인가를 확인한다. 이는 상술한 단계(S206)의 처리에 대응한다.

기록재생부(20)는 동작상태가 변화할 때마다 상태명령(UD STATUS) "20h" 및 상태명령(UD STATUS)의 인수를 이용하

여 그 상태를 송신하지만, 예를 들면, 동작상태가 변화하지 않아도 기록재생부(20)는 정기적으로 상태명령(UD STATUS)

"20h" 및 상태명령(UD STATUS)의 인수를 이용하여 그 상태를 송신할 수 있다.

서버부(10)가 모든 ATRAC데이터를 기록재생부(20)에 공급하였다고 판단하면, 도 2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각(t35)에

서 정지명령(STOP) "03h"을 기록재생부(20)에 공급한다.

정지명령(STOP)을 공급하는 처리는 상술한 단계(S208)의 처리에 대응한다.

정지명령(STOP)이 공급되고, 공급된 모든 ATRAC데이터가 디스크(D)에 기록되면, 도 2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록재생

부(20)는 시각(t36)에서 기록처리를 종료하고, 상태명령(UD STATUS)"20h" 및 정지상태를 나타내는 "00h"를 이용하여

정지상태가 된 것을 서버부(10)에 알린다.

도 24a 내지 도 24d는 상술한 단계(S209)에서 서버부(10)에서 기록재생부(20)로 공급되는 TOC0정보명령(TOC0 INFO)

의 교환을 나타내는 타임차트이다.

도 24a 내지 24c는 서버부(10)와 기록재생부(20)의 사이의 송신데이터 및 그 처리의 타임차트를 나타내고, 도 24d는 각

시각에서 디스크(D)의 U-TOC섹터의 기록상태를 나타낸다.

우선, TOC0정보명령(TOC0 INFO)가 공급되기 전인 시각(t41)에서, 미리 기록된 제 1(Tr1) 및 제 2트랙(Tr2)(타이틀이

각각 "Emotion"과 "Dream"인 트랙)의 시작주소, 종료주소, 트랙모드가 디스크(D)의 U-TOC섹터 0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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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버부(10)는 시각(t42)에서 다운로드가 수행된 2개의 컨텐트 중에서 제 1컨텐트(이 경우 컨

텐트 #2)의 트랙모드와 트랙크기를 공급한다. 특히, 서버부(10)는 TOC0정보명령(TOC0 INFO) "04"과 함께 컨텐트 #2의

ATRAC데이터의 로드 순서로서의 컨텐트번호 "01h"("01h"는 2개의 다운로드 트랙 중 제 1 다운로드 트랙임을 나타낸다)

와, 도 22에 도시한 컨텐트#2의 트랙모드 "a6h"와, 이 컨텐트#2의 트랙크기 "0010h. 2fh. 0ah"를 공급한다.

다운로드가 행해진 복수의 컨텐트 중 제 1컨텐트(#2)의 트랙모드와 트랙크기가 수신되면, 기록재생부(20)는 공급된 정보

에 기초하여 U-TOC섹터 0의 정보를 생성하고, 그것을 디스크(D)에 기록하는 처리를 행한다.

처리가 실행되는 동안 기록재생부(20)는 도 2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호(RTS/CTS(UD))를 반환한다.

따라서, 시각(t43)에서 다운로드된 제 1컨텐트(#2)에 해당하는 트랙모드와 시작주소, 종료주소가 디스크(D)의 U-TOC섹

터 0에 기록된다.

여기서 다운로드된 컨텐트 중 제 1컨텐트(#2)는 다운로드 전에 2개의 트랙이 이미 디스크(D)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U-

TOC섹터 0에서 제 2트랙(Tr3)으로서 관리된다.

시각(t43) 후에, 도 2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버부(10)는 다운로드된 제 2컨텐트(이 경우 컨텐트 #3)의 트랙모드와 트랙

크기를 공급한다. 특히, 서버부(10)는 TOC0정보명령(TOC0 INFO)과 함께 타이틀이 "Morning"인 ATRAC데이터의 로드

순서로서의 컨텐트번호("02h"; 이는 제 2다운로드 트랙을 나타낸다)와, 컨텐트 #3의 트랙모드 "86h", 트랙크기 "0020h.

1eh. 00h"를 공급한다.

다운로드된 제 2컨텐트(#3)의 트랙모드와 트랙크기가 수신되면, 기록재생부(20)는 수신된 정보에 기초하여 U-TOC섹터

0의 정보를 생성하고 그것을 디스크(D)에 기록하는 처리를 수행한다. 따라서 시각(t44)에서 컨텐트(#3)에 해당하는 트랙

모드와 시작주소, 종료주소가 디스크(D)의 U-TOC섹터 0에 기록된다. 다운로드된 제 2컨텐트(#3)는 디스크(D)의 제 4트

랙(Tr4)으로서 관리된다.

그리고 나서 서버부(10)는 도 2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각(t45)에서 정지명령(STOP) "03h"을 공급한다. 정지명령

(STOP)가 수신되면, 기록재생부(20)는 전에 공급된 TOC0정보명령(TOC0 INFO)에 해당하는 처리가 종료되었는지를 판

단하고, 복사된 제 2컨텐트(#3)에 대응하는 종료주소 이후의 주소에는 어떤 데이터도 없음을 결정하는 잔여 데이터의 삭

제처리를 행한다.

따라서 시각(t46)에서, 이미 기록된 제 1(Tr1) 및 제 2트랙(Tr2)의 데이터와 함께, 컨텐트(#2, #3)의 트랙은 U-TOC섹터

0에 의해 관리된다.

도 25a 내지 25d, 도 26a 내지 도 26d는 상술한 단계(S209)에서 서버부(10)에서 기록재생부(20)로 공급된 타이틀 정보

등의 처리를 나타내는 타임차트이다.

도 25a, 25b, 25c와 26a, 26b, 26c는 서버부(10)와 기록재생부(20) 사이의 데이터교환과 처리를 나타내는 타임차트이고,

도 25d와 26d는 각 시각의 디스크의 U-TOC섹터 1과 섹터 4의 기록상태를 나타내는 타임차트이다.

우선 도 25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떤 타이틀명령(Title)도 수신되기 전인 시각(t51)에서는 이미 기록된 제 1트랙(Tr1)과

제 2트랙(Tr2)의 타이틀만이 디스크(D)의 U-TOC섹터 1과 섹터 4에 기록된다.

서버부(10)는 시각(t52) 이후에 다운로드된 컨텐트로서 제 1컨텐트(#2)의 타이틀을 공급한다.

특히, 서버부(10)는 타이틀명령(Title)과 함께, ATRAC데이터의 컨텐트번호, 공급되는 문자수, 컨텐트의 타이틀 "Hello"

의 문자데이터를 공급한다.

더욱 상세하게는, 도 2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선 시각 (t52)에서 서버부(10)는 트랙번호명령(TNO)"05h"에 이어서 트랙

번호"01h"를 송신하여 기록재생부(20)에 다운로드된 컨텐트 중 제 1컨텐트(#2)의 정보가 송신되었음을 알린다.

기록재생부(20)에 의해 트랙번호명령(TNO)에 대응하는 처리가 수행되었음이 신호(RTS/CTS(UD))로부터 확인되면, 서

버부(10)는 시각(t53)에서 타이틀명령(Title)"83h"과 함께 문자수와 문자열데이터의 정보를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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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된 컨텐트로서 제 1컨텐트(#2)의 타이틀이 수신되면, 기록재생부(20)는 수신된 정보에 기초하여 U-TOC섹터 1

과 U-TOC섹터 4의 정보를 생성하고 이 정보를 디스크(D)에 기록하는 처리를 수행한다.

타이틀의 문자수가 규정된 수보다 큰 경우는 처리는 복수 회로 분할되어 수행된다.

즉, 1회의 송신에 의해 4문자에 대한 데이터만이 공급될 수 있는 경우, "Hell"의 4문자가 우선 시각(t53)에서 공급되고, 그

리고 나서 하나의 문자"o"가 시각(t54)에서 공급된다.

따라서, 시각(t55)에서 다운로드된 컨텐트(#2)(디스크(D)의 제 3트랙(Tr3))에 해당하는 타이틀이 디스크(D)의 U-TOC섹

터 1에 기록된다. 한자문자, 유럽문자 등에 의한 타이틀정보가 동일한 수신처리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 기록재생부(20)는

상기 정보에 기초하여 U-TOC섹터 4의 기록을 수행한다.

컨텐트(#2)의 타이틀정보에 대한 기록재생부(20)의 처리 후에, 서버부(10)는 도 2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각(t56)에서

다운로드된 제 2컨텐트(#3)의 타이틀을 공급한다.

즉, 서버부(10)는 우선, ATRAC데이터의 컨텐트번호로서 트랙번호명령(TNO)"05h"에 계속하여 트랙번호"02h"를 송신하

여, 기록재생부(20)에 송신된 정보가 다운로드된 컨텐트 중 제 2컨텐트(#3)의 정보임을 알린다. 그리고 나서, 대응되는 처

리가 기록재생부(20)에 의해 수행되면, 서버부(10)는 계속하여 타이틀명령(Title)"83h"과 함께 문자수와 문자열 데이터의

정보를 송신한다.

상기 경우 문자열 정보는 'Morning"이고, 4 이상의 문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Morn"과 "ing"로 분할되어 도 2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2회로 분할되어 송신된다.

다운로드된 제 2컨텐트(#3)의 타이틀이 상기 방식으로 공급되면, 기록재생부(20)는 U-TOC섹터 1(경우에 따라 섹터 1과

4)의 정보를 생성하고, 이것을 디스크(D)에 기록한다.

따라서 시각(t57)에서 다운로드된 제 2컨텐트(#3)(디스크(D)의 제 4트랙(Tr4))에 해당하는 타이틀은 디스크(D)의 U-

TOC섹터 1에 기록된다.

그리고 나서, 기록재생부(20)가 도 2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든 타이틀의 기록처리를 종료하면, 서버부(10)는 정지명령

(STOP)"03h"을 공급하여, 그 처리를 종료한다.

U-TOC섹터 5, 6 등에 기록될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송신처리는 정지명령(STOP)"03h"이 공급되기 전과 동

일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그리고 모든 TOC정보가 다운로드되는 시점에서 정지명령(STOP)"03h"이 공급된다.

상술한 상기의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오디오서버시스템(1)은 다운로드되는 오디오데이터에 대한 U-TOC정보를 디스크

(D)에 기록할 수 있다. 특히, 디스크(D)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타이틀이 "Emotion"인 제 1트랙(Tr1)과 타이틀이

"Dream"인 제 2트랙(Tr2)과 함께, 서버(12)에서 다운로드된 타이틀이 "Hello"인 제 3트랙(Tr3)과 타이틀이 "Morning"인

제 4트랙(Tr4)의 TOC정보와 ATRAC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또한 문자데이터 및/또는 화상데이터가 다운로드되면, 그들도 소정의 U-TOC섹터에 기록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오디오서버시스템(1)에서는 서버부(10)가 ATRAC데이터와 함께 각 트랙의 트랙크기를 송신하고, 기록

재생부(20)가 트랙크기에 기초하여 디스크(D)에 기록된 데이터스트림을 분리하고 각 트랙의 시작주소와 종료주소를 디스

크(D)의 U-TOC에 기록한다.

따라서, 오디오서버시스템(1)에 의하면,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하나 또는 복수의 트랙은 정확하게 디스크(D)에 다운로드

될 수 있다. 또한 기록재생부(20)는 송신된 데이터스트림에 기초하여 ATRAC데이터를 단일한 트랙으로서 기록하고, 단일

트랙의 데이터 스트림이 분할되는 방식으로 각 트랙의 시작주소와 종료주소를 기록하여 디스크(D)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

능하다.

그런데, 상기 다운로드 시에, 재생부(41) 및/또는 관련정보재생부(46)를 이용하여 각종 동작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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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디오서버시스템(1)에서, 기록재생부(20)가 ATRAC데이터를 기록하는 동안, 기록재생부(20)에 의해 기록되는 압

축된 ATRAC데이터는 재생부(41)에 의해 압축해제되어 재생된다. 따라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트랙이 디스크(D)에 기록

될 때, 사용자는 기록될 트랙에 해당하는 오디오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운로드되는 데이터가 ATRAC방식으로 압축된 데이터이므로, 악곡으로 재생될 수 있는 데이터의 부분은 곡의

일부이다. 예를 들면, 데이터가 약 1/5로 압축된 경우, 전곡의 1/5에 대한 모니터재생이 가능하다.

모니터를 위해 재생될 위치는 예를 들면, 곡의 시작부분, 하이라이트부분 및 업로드 사용자에 의해 업로드 시에 설정되었

던 부분 등의 몇 가지 부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오디오서버시스템(1)에서는, 디스크(D)에 기록된 ATRAC데이터를 재생부(41)에 의해 모니터재생하는 것과 함께,

혹은 ATRAC데이터를 재생부(41)에 의해 재생하는 대신에 정지화상이나 동화상, 텍스트데이터 등이 디스크(D)에 기록된

ATRAC데이터의 관련정보로서 관련정보재생부(46)에 의해 재생될 수 있다.

특히, 서버부(10)의 주제어기(11)는 하나의 컨텐트로서의 ATRAC데이터와 함께 서버(12)에 저장된 문자데이터 및/또는

화상데이터의 파일을 서버(12)로부터 얻어, 관련정보재생부(46)의 프린터장치(47) 또는 표시장치(48)에 파일을 공급한다.

화상데이터가 공급되면, 관련정보재생부(46)의 프린터장치(47)는 예를 들면,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화상데이터를 종이에

인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 화상데이터가 공급되면, 관련정보재생부(46)의 표시장치(48)는 예를 들면,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그 화상데이터를 표시한다.

또, WWW서버의 주소인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이 있는 경우, 서버부(10)의 주제어기(11)는 통신용 인터페이

스(44)를 통하여 홈페이지 등에서의 관련정보를 얻고, 관련정보재생부(46)의 프린터장치(47), 표시장치(48), 스피커(49)

로 이를 공급한다. WWW서버의 정보가 수신되면, 관련정보재생부(46)의 프린터장치(47), 표시장치(48) 등은 사용자의 조

작에 따라 동화상, 정지화상, 오디오, 문자정보 등을 출력한다.

이상과 같이 오디오서버시스템(1)에서는 디스크(D)에 ATRAC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동안, 미리 서버(12)에 저장된 화상,

오디오 및 텍스트데이터나, 송신매체를 통한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에서 얻은 관련정보를 표시장치(48)에 표시하거나 프린

터장치(47)에서 인쇄하여 다운로드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8. 업로드의 동작예

도 18 및 도 20을 참조하여 상술한 업로드처리에 의한 업로드 동작의 예는 도 28a와 28b, 도 29a 내지 29e, 도 30a 내지

30d, 도 31a 내지 31d, 도 32a 내지 32d, 도 33을 참조하여 이하에 설명된다.

여기서는 특히 2곡에 대한 트랙이 서버(12)로 업로드되는 경우가 타이밍차트 등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도 28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컨텐트#1, #2, #3, ... 등의 다수의 컨텐트가 서버(12)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도 2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타이틀이 "Woman"이고, 트랙모드(trmd)는 "e6", 트랙크기는 "0010.05.03"인 제 1트랙

(Tr1), 타이틀이 "Street"이고, 트랙모드(trmd)는 "e6", 트랙크기는 "0012.10.3e"인 제 2트랙(Tr2), 타이틀이 "Night"이

고, 트랙모드(trmd)는 "86", 트랙크기는 "0021.1e.06"인 제 3트랙(Tr3)의 세 곡이 업로드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의해

지참된 디스크(D)에 기록된다.

여기서 사용자는 디스크(D)를 기록재생부(20)로 장전하고, 디스크(D)의 트랙(Tr2, Tr3)을 지정하고, 업로드 조작을 행한

다.

도 29a 내지 29e는 ATRAC데이터가 업로드될 때, 서버부(10)와 기록재생부(20)사이에서의 명령데이터의 교환의 타임차

트이다. 도 29a 내지 29e에서 RTS/CTS신호는 생략되었다.

우선, 서버부(10)는 도 29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각(t61)에서 업로드트랙번호 명령(UPLOAD TNO)을 공급한다. 특히,

서버부(10)는 업로드트랙번호 명령(UPLOAD TNO) "11h"와 계속되는 트랙수 "02h", 트랙번호 "02h", "03h"에 의해 트랙

(Tr2, Tr3)이 업로드 대상으로 선택되었음을 기록재생부(20)에 송신한다. 이것은 상기의 스텝(S301)의 처리에 상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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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각(t62)에서, 서버부(10)는 도 29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업로드재생명령(UPLOAD PLAY) "12h"을 기록재생부

(20)에 송신한다. 이것은 상기의 스텝(S302)의 처리에 상당한다.

송신에 대하여 기록재생부(20)는 업로드트랙번호 명령(UPLOAD TNO)에 의해 지정된 트랙(Tr2, Tr3)의 재생조작을 시

작한다. 그리고 도 29d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록재생부는 업로드재생을 나타내는 값 "01h"를 상태명령(UD STATUS)

"20h"과 함께 서버부(10)로 송신한다.

서버부(10)는 시각 (t63) 이후에 요구신호(Data Req(S))를 기록재생부(20)에 송신한다. 요구신호(Data Req(S))에 응하여

기록재생부(20)는 소정 용량의 ATRAC데이터, 즉 디스크(D)에서 재생된 트랙(Tr2, Tr3)의 ATRAC데이터(ATRAC(UD)

)의 공급을 시작한다.

그리고, 서버부(10)는 서버부(12)로의 기록동작에 따라 도 2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요구신호(Data Req(UD))를 기록재생

부(20)에 송신한다. 요구신호(Data Req(UD))에 응하여 기록재생부(20)는 도 29a에 도시된 바와 같이 ATRAC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서버부(10)에 공급한다.

한편, 서버부(10)는 상태명령(UD STATUS)이 기록재생부(20)로부터 송신되었는지를 감시하여 기록재생부(20)의 기록

상태가 정상인가를 판단한다. 이것은 상술한 단계(S303)에 대응하는 처리이다.

기록재생부(20)가 모든 ATRAC데이터가 서버부(10)로 공급되었다고 판단하면, 도 29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각(t64)에

서 재생동작을 정지하고, 상태명령(UD STATUS)"20h"과 정지상태를 나타내는 "00h"로 서버부(10)에 정지상태로 되었음

을 알린다.

따라서 서버부(10)는 ATRAC데이터의 업로드 완료를 검출하고, ATRAC데이터의 서버(12)로의 기록을 종료한다.

도 30a 내지 30d는 상술한 단계(S306)에서 수행된 서버부(10)에서 기록재생부(20)로의 TOC정보요구의 타임차트이다.

ATRAC데이터를 서버(12)에 기록하는 것이 완료된 후, 도 30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버부(10)는 시각(t71)에서 TOC요구

명령(TOC REQ)를 기록재생부(20)에 송신하여 TOC정보의 송신을 요청한다.

특히, 서버부(10)는 우선 TOC요구명령(TOC REQ) "14h"과 함께 인수 "00h"를 송신하여 업로드트랙에 대한 U-TOC섹터

0 정보를 요구한다.

상기 요청에 응하여, 기록재생부(20)는 시각(t72)에서, TOC요구명령(TOC REQ)과 그 인수, 즉 업로드된 2 개의 트랙 중

제 1트랙(이 경우, 트랙(Tr2))의 트랙모드와 트랙크기를 공급한다.

특히, 기록재생부(20)는 도 3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TOC0정보명령(TOC INFO)과 함께 트랙(Tr2)의 ATRAC데이터의

로드 순서로서의 트랙번호 "01h"(2개의 업로드트랙 중 제 1업로드 트랙인 것을 나타낸다)와, 도 2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트랙(Tr2)의 트랙모드"e6h"와, 트랙(Tr2)의 트랙크기 "0012h. 10h. 3eh"를 공급한다.

업로드된 제 1트랙(Tr2)의 트랙모드와 트랙크기가 수신되면, 서버부(10)는 공급된 정보에 기초하여 파일관리정보를 생성

하고 서버 내의 ATRAC데이터를 정리한다. 처리의 수행 중에 서버부(10)는 신호(RTS/CTS(S))를 반환한다.

그리고 나서 시각(t73) 이후에, 기록재생부(20)는 제 2업로드트랙인 트랙(Tr3)의 트랙모드와 트랙크기를 공급한다. 특히,

기록재생부(20)는 TOC0정보명령(TOC 0 REQ)"04h"과 함께 트랙(Tr3)의 ATRAC데이터의 로드 순서로서의 트랙번호

"02h"(제 2업로드 트랙인 것을 나타낸다)와, 트랙(Tr3)의 트랙모드"86h"와, 트랙(Tr3)의 트랙크기 "0021h. 1eh. 06h"를

공급한다.

업로드된 제 2트랙(Tr3)의 트랙모드와 트랙크기가 수신되면, 서버부(10)는 공급된 정보에 기초하여 파일관리정보를 생성

하고 서버 내의 ATRAC데이터를 정리한다.

모든 업로드트랙에 대한 U-TOC섹터 0의 정보가 송신된 후, 기록재생부(20)는 도 3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각(t74)에서

정지명령(STOP)"03h"을 사용하여 송신의 완료를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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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명령(STOP)이 수신되면, 서버부(10)는 시각(t75)에서 미리 공급된 TOC0정보명령(TOC0 INFO)"04h"에 대응하는

처리가 완료되었는가를 판단하고, 업로드된 제 2트랙(Tr3)에 해당하는 종료주소 다음의 주소에는 데이터가 없음을 결정

하는 잔여데이터의 삭제처리를 행한다.

서버부(10)는 상기 방식으로 송신된 U-TOC섹터 0의 정보를 읽어들이고, 업로드된 트랙에 대응하는 정보를 만든다. 특히,

2개의 트랙의 ATRAC데이터는 단일 데이터스트림으로 업로드되기 때문에 데이터스트림은 읽어들인 U-TOC섹터 0의 정

보에 기초하여 각 트랙마다 데이터크기로 분리되어 업로드트랙이 컨텐트로서 정확하게 각각 관리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다. 도 31a 내지 31d와 도 32a 내지 32d는 상술한 단계(S306)에서의 서버부(10)에서 기록재생부(20)로의 TOC정보요구

의 타임차트를 나타낸다.

TOC정보요구는 타이틀정보(디스크(D)의 U-TOC섹터 1과 U-TOC섹터 4의 정보)에 대한 요구이다.

서버부(10)는 시각 (t81)에서, 기록재생부(20)로 TOC요구명령(TOC REQ)을 송신하여 TOC정보의 송신을 요구한다.

특히, 서버부(10)는 TOC요구명령(TOC REQ)"14h"과 함께 인수"01h"를 송신하여 업로드된 트랙에 대한 U-TOC섹터 1의

정보를 요구한다.

상기 요구에 응하여, 시각(t82)에서 기록재생부(20)는 업로드된 트랙으로서 제 1트랙(Tr2)의 타이틀을 공급한다.

특히, 기록재생부(20)는 타이틀명령(Title)과 함께, ATRAC데이터의 트랙번호, 공급되는 문자수, 트랙의 타이틀 "Street"

의 문자데이터를 공급한다.

또한, 기록재생부(20)는 우선, 시각(t82)에서 트랙번호명령(TNO)"05h"에 이어 트랙번호"01h"를 공급하여 서버부(10)에

송신된 트랙의 정보가 업로드된 2개의 트랙 중 제 1트랙(Tr2)의 정보임을 알린다.

신호(RTS/CTS(S))에 의해 서버부가 트랙번호명령(TNO)에 해당하는 처리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면, 시각(t83) 이후에

기록재생부(20)는 타이틀명령(Title) "83h"과 함께 문자수와 문자열 데이터의 정보를 공급한다.

업로드트랙으로서 제 1트랙(Tr2)의 타이틀이 수신되면, 기록재생부(20)는 트랙(Tr2)의 ATRAC데이터에 대한 관계에 대

응하여 공급된 정보의 등록처리를 수행한다.

이 경우, 타이틀의 문자수가 규정된 수보다 많기 때문에, 서버부(10)는 우선 시각(t83)에서 4개의 문자 "Stre"를 공급하고,

그리고 나서 시각 (t84)에서 남은 두개의 문자 "et"를 공급한다.

따라서 시각(t85)에서 업로드트랙(Tr2)에 대응하는 타이틀이 서버(12)에 기록된다. 한자문자 또는 유럽문자에 의한 타이

틀정보가 동일한 송신방식으로 수신되는 경우, 서버부(10)는 상기 정보에 기초하여 등록을 수행한다.

트랙(Tr2)의 타이틀정보에 대한 서버부(10)의 처리가 종료된 후, 서버부(10)는 도 3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업로드된 제 2

트랙(Tr3)의 타이틀을 공급한다.

특히, 기록재생부(20)는 우선, ATRAC데이터의 트랙번호로서 트랙번호명령(TNO)"05h" 다음에 트랙번호"02h"를 송신하

여 서버부(10)에 송신된 정보가 업로드된 2개의 트랙 중 제 2트랙(Tr3)의 정보임을 알린다. 그리고 나서, 서버부(10)에 의

해 대응하는 처리가 수행되면, 기록재생부(20)는 타이틀명령(Title) "83h"과 함께 문자수와 문자열 데이터의 정보를 송신

한다.

이 경우, 문자열 데이터는 "Night"이고, 문자수가 4보다 크기 때문에 "Nigh"와 "t"로 분할되어 2회로 나뉘어 송신된다.

업로드된 제 2트랙(Tr3)의 타이틀이 상기 방식으로 공급될 때, 서버부(1)는 공급된 정보를 트랙(Tr3)의 ATRAC데이터에

대한 관계에 대응하여 서버(12)에 등록하는 처리를 수행한다.

그리고 나서 서버부(10)가 모든 타이틀의 등록처리를 완료하면, 기록재생부(20)는 시각(t88)에서 서버부(10)에 정지명령

(STOP)"03h"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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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C섹터의 모든 정보를 읽어들이는 것이 완료되면, 서버부(10)는 기록재생부(20)에 업로드종료명령(UPLOAD FIN)

"13h"을 송신하여 기록재생부(20)에 도 3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업로드의 종료를 알린다.

U0TOC섹터 0, 섹터 1과 섹터 4의 정보에 더하여, 문자데이터 및/또는 화상데이터가 U-TOC섹터 5 및/또는 섹터 6에 기

록되는 경우, 상기 정보에 대한 송신요구는 업로드종료명령(UPLOAD FIN)"13h"이 공급되기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된다.

그리고 나서 모든 TOC정보가 업로드된 시점에서 서버부(10)는 업로드종료명령(UPLOAD FIN)"13h"을 기록재생부(20)

로 송신한다.

상기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오디오서버시스템(1)은 U-TOC에 기록된 오디오데이터와 관련정보를 디스크(D)로부터 서버

(12)에 정확하게 업로드할 수 있다.

상술한 예에서는, 이미 기록된 컨텐트에 더하여 업로드된 타이틀 "Street"의 컨텐트 #m과, 타이틀"Night"의 컨텐트 #m+1

이 도 3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관련정보와 함께 서버(12)에 등록된다.

그런데, 상기 업로드 시에도, 재생부(41)와 관련정보재생부(46)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작이 행해질 수 있다.

특히, 오디오서버시스템(1)에서는 서버부(10)가 ATRAC데이터를 기록하는 동안, 압축된 ATRAC데이터 역시 기록재생부

(41)에 공급되어 압축해제 및 재생된다. 따라서 업로드 사용자는 업로드 사용자 자신이 원하는 악곡 등이 정확하게 업로드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오디오서버시스템(1)에서는 또한 ATRAC데이터와 함께 업로드된 문자정보 및/또는 화상정보를 관련정보재생부

(46)에 의해 출력하여 업로드 사용자가 표시출력이나 인쇄출력으로부터 업로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9. 네트워크를 이용한 오디오서버시스템

상기에서는 도 3과 같은 구성을 갖는 오디오서버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오디오서버시스템은 또한 예를

들면 통신네트워크가 이용되는 경우에도 구성될 수 있다.

도 34는 그와 같이 변형된 오디오서버시스템을 나타낸다. 도 34에서, 중앙서버(100)는 통신네트워크에 의해 각기 서버단

말기를 갖는 CD숍(101, 102, 103)과 일반가정(104, 105, 106)과 접속된다.

각 서버단말기는 예를 들면, 상술한 기록재생부(20)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한편, 예를 들면 중앙서버(100)는 상술한 서버

부(10)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가정이나 CD숍 등의 점포에서 서버단말기를 이용하여 중앙서버(100)로 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업로드를 수행할 수

있고, 또 중앙서버(100)로부터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가정이나 CD숍 등의 점포로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상술한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넓은 범위에서 손쉽게 음악 등의 제공형태가 실현될 수 있다.

지금까지 오디오데이터가 광자기디스크에 기록되는 실시의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오디오데이터를 기록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면, 비디오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용가능한 기록매체는 미니디스크 등의 광자기디스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다면 다른 어

떤 기록매체도 사용될 수 있다.

업로드, 다운로드 등을 위한 처리방식으로는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데이터송수신장치는 다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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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송수신시스템은 사용자가 데이터송수신시스템 및 사용자 자신이 소유한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사용자 자신이 소

유한 데이터 예를 들면, 오리지널악곡 등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쉽게 공개할 수 있으며, 또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다.

본 발명의 데이터송수신시스템은 또한 불특정다수의 사용자들이 종래에는 얻기 어려웠던 개인정보, 예를 들면 아마츄어

뮤지션 등의 악곡 등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통상 사용되는 미니디스크와 같은 기록매체가 업로드와 다운로드 양쪽에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사용의 편의성이 증대된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데이터송수신시스템은 어떤 사용자가 우선 업로드를 행하고 이어서 다운

로드를 행하는 경우에도 편리하다. 또한, 동일한 기록매체가 이용되는 경우, 사용자에 의한 사용 상의 혼동을 피할 수 있

다.

또한, 시스템의 구성으로서 기록수단과 재생수단으로 모두 기능하는 기록재생장치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구성의

단순화가 실현될 수 있다.

업로드를 수행하는 사용자는 압축된 오디오데이터와 함께 문자데이터 및/또는 화상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악곡에 부수되는 문자로서 가사, 메시지, 라이브일정, 해설 등이 제공될 수 있고, 화상으로서 사용자의 사진이나 이미지화

상 등도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의 정보송신이 가능하게 된다.

업로드를 수행하는 사용자는 정보입력수단을 이용하여 정보에 필요한 정보를 서버에 저장할 수 있다. 정보는 예를 들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메시지이거나, 업로드에 의해 제공되는 악곡 등에 대한 다운로드 시의 조건을 규

정하는 정보 등이 될 수 있다. 특히, 업로드 시에 휴대가능한 기록매체에 저장되는 정보에 부가되는 정보나, 그 업로드실행

자가 시스템에 지시하고자 하는 정보 등을 임의로 입력할 수 있다. 이에 의해 다양한 정보제공형태가 가능하게 된다.

또 다운로드요금의 수취나 각종 관리에 사용되는 패스워드 등도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업로드실행자는 정보입력수단으로부터 업로드대상인 압축된 오디오데이터에 관하여 다운로드에 대한 요금(업로드 사용

자가 1회의 다운로드조작에 대하여 수취하고자 하는 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즉, 유료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그 정보제

공자는 그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요금설정이 가능하다.

업로드 시에 오디오서버시스템은 각종 필요한 정보를 발생하고, 업로드된 압축오디오데이터 등의 관리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디오서버시스템이 업로드 일시나 데이터크기 등을 발생시키고, 업로드된 데이터에 대한 관계에 대응하

여 이를 저장하는 경우, 다운로드 시에 표로 표시하거나 기타 저장된 데이터의 관리에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동작

의 유용성,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예를 들면, 업로드실행자의 패스워드를 자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는 다운로드요금의 지불이나 소거지시를 할 때,

사용자의 특정에 이용될 수 있다.

다운로드를 행하는 사용자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오디오데이터에 부가하여 문자데이터 및/또는 화상데이터도 얻을 수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운로드 시에, 다운로드 실행자에 대하여 적절한 요금청구를 할 수 있어, 데이터송수신장치는 유료정보제공시스템으로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다.

저장된 압축오디오데이터에 대한 관계에 대응하여 다운로드실적이 관리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업로드실행자에 대한 요금지불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인기의 정도의 바로미터로서 이용될 수 있다. 또 다

운로드실행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인기가 높은 곡을 제시하거나, 오디오서버시스템에서 히트차트를 작성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 오디오서버시스템을 통신네트워크 상에 구성하는 경우 서버수단, 재생수단, 기록수단을 설치하여 예를 들면, 점포 등

의 장소에서도 공중통신네트워크에 의해 압축오디오데이터 및 기타 정보의 업로드, 다운로드를 광범위하게 수행할 수 있

다. 즉, 보다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사용자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오디오서버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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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된 오디오서버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도 1의 오디오서버시스템의 서버에 저장된 파일구조를 설명하는 표이다.

도 3은 도 1의 오디오서버시스템의 상세한 블록도이다.

도 4는 도 1에 도시된 오디오서버시스템에 의해 광자기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의 클러스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구조

에 대한 도면이다.

도 5a는 도 1에 도시된 오디오서버시스템에 의해 광자기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의 클러스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구조

에 대한 도면이다.

도 5b는 도 5a에 도시된 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를 설명하는 데이터구조에 대한 도면이다.

도 5c는 11개의 사운드그룹이 2개의 섹터로부터 형성되는 사운드프레임을 나타내는 데이터구조의 도면이다.

도 5d는 도 5c에 도시된 하나의 사운드 그룹이 좌측 채널과 우측 채널에 대한 2개의 채널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구조

에 대한 도면이다.

도 6은 도 1에 도시된 오디오서버시스템에서 사용된 광자기디스크의 관리영역인 U-TOC섹터 0을 나타내는 데이터구조의

도면이다.

도 7은 도 6에 도시된 U-TOC섹터 0에서 관리되는 시작주소와 종료주소를 나타내는 데이터구조에 대한 도면이다.

도 8은 도 6에 도시된 U-TOC섹터 0에서 관리되는 트랙모드를 나타내는 데이터구조에 대한 도면이다.

도 9는 도 6에 도시된 U-TOC섹터 0에서 슬롯의 연결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은 도 1에 도시된 오디오서버시스템에서 사용된 광자기디스크의 다른 관리영역인 U-TOC섹터 1을 나타내는 데이터

구조에 대한 도면이다.

도 11은 도 1에 도시된 오디오서버시스템에서 사용된 광자기디스크의 또 다른 관리영역인 U-TOC섹터 2를 나타내는 데

이터구조에 대한 도면이다.

도 12는 도 1에 도시된 오디오서버시스템에서 사용된 광자기디스크의 또 다른 관리영역인 U-TOC섹터 4를 나타내는 데

이터구조에 대한 도면이다.

도 13은 도 1의 오디오서버시스템의 서버부와 기록재생부의 블록도이다.

도 14는 다운로드 시 도 13에 도시된 서버부와 기록재생부 사이에서의 신호의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5a는 도 14에 도시된 서버부 측에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로 송신되는 ATRAC데이터(ATRAC(S))의 타이밍차트이

다.

도 15b는 도 14에 도시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에서 서버부 측으로 송신되는 데이터요구 데이터(DATA Req(UD))의 타이

밍차트이다.

도 15c는 도 14에 도시된 기록재생부에 의한 기록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도 15d는 도 14에 도시된 서버부 측에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로 송신되는 명령데이터(Command(S))의 타이밍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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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e는 도 14에 도시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에서 서버부 측으로 송신되는 처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RTS/CTS신호

(RTS/CTS(UD))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15f는 도 14에 도시된 기록재생부에 의한 처리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도 15g는 도 14에 도시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에서 서버부 측으로 송신되는 명령데이터(Command(UD))를 나타내는 타

이밍차트이다.

도 15h는 도 14에 도시된 서버부 측에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로 송신되는 처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RTS/CTS신호

(RTS/CTS(S))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15i는 도 14에 도시된 서버부 측 처리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도 16은 업로드 시 도 13에 도시된 서버부와 기록재생부 사이에서 신호의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7a는 도 16에 도시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에서 서버부 측으로 송신되는 ATRAC데이터(ATRAC(UD))의 타이밍차트

이다.

도 17b는 서버부 측에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로 송신되는 데이터요구 데이터(DATA Req(S))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17c는 도 16에 도시된 서버부에 의한 기록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도 17d는 도 16에 도시된 서버부 측에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로 송신되는 명령데이터(Command(S))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17e는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에서 서버부 측으로 송신되는 처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RTS/CTS신호(RTS/CTS(UD))

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17f는 도 16에 도시된 기록재생부에 의한 처리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도 17g는 도 16에 도시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에서 서버부로 송신되는 명령데이터(Command(UD))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17h는 도 16에 도시된 서버부로부터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로 송신되는 처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RTS/CTS신호

(RTS/CTS(S))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17i는 서버부 측에 의한 처리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도 18은 도 13에 도시된 서버부의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9는 다운로드 처리 시 도 13에 도시된 서버부의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0은 업로드 처리 시 도 13에 도시된 서버부의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1은 도 13에 도시된 서버 내에서 등록된 곡의 목록표시의 예를 나타내는 표이다.

도 22a는 다운로드 전에 도 16에 도시된 서버부에 의해 제공되는 곡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22b는 다운로드 전에 도 16에 도시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에서 장전된 디스크에 미리 기록된 곡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23a는 도 16에 도시된 서버부 측에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로 송신되는 ATRAC데이터(ATRAC(S))의 타이밍차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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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b는 도 16에 도시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에서 서버부 측으로 송신되는 데이터요구 데이터(DATA Req(UD))의 타이

밍차트이다.

도 23c는 도 16에 도시된 서버부 측에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로 송신되는 명령데이터(Command(S))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23d는 도 16에 도시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에서 서버부 측으로 송신되는 명령데이터(Command(UD))의 타이밍차트

이다.

도 23e는 업로드 시 도 16에 도시된 고객 측 기록재생부의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도 24a는 관리정보인 U-TOC섹터 0의 정보가 갱신될 때 도 16에 도시된 서버부 측에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로 송신되는

명령데이터(Command(S))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24b는 도 16에 도시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에서 서버부 측으로 송신되는 처리상태의 확인을 위한 RTS/CTS신호

(RTS/CTS(UD))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24c는 도 16에 도시된 기록재생부에 의한 처리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도 24d는 광자기디스크의 관리정보인 U-TOC섹터 0의 정보의 갱신상태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25a는 관리정보인 U-TOC섹터 1의 정보가 갱신될 때 도 16에 도시된 서버부 측에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로 송신되는

명령데이터(Command(S))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25b는 도 16에 도시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에서 서버부 측으로 송신되는 처리상태의 확인을 위한 RTS/CTS신호

(RTS/CTS(UD))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25c는 도 16에 도시된 기록재생부에 의한 처리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도 26a는 관리정보인 U-TOC섹터 1의 정보가 갱신될 때 도 16에 도시된 서버부 측에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로 송신되는

명령데이터(Command(S))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26b는 도 16에 도시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에서 서버부 측으로 송신되는 처리상태의 확인을 위한 RTS/CTS신호

(RTS/CTS(UD))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26c는 도 16에 도시된 기록재생부에 의한 처리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도 26d는 광자기디스크의 관리정보인 U-TOC섹터 1의 정보의 갱신상태를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도 27은 다운로드 후 광자기디스크에 기록된 곡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8a는 업로드 전에 도 13에 도시된 서버부 측에 저장된 곡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8b는 업로드 전에 도 13에 도시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에 장전된 디스크에 기록된 곡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도면이

다.

도 29a는 도 16에 도시된 서버부 측에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로 송신되는 ATRAC데이터(ATRAC(S))의 타이밍차트이

다.

도 29b는 도 16에 도시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에서 서버부 측으로 송신되는 데이터요구 데이터(DATA Req(UD))의 타이

밍차트이다.

도 29c는 도 16에 도시된 서버부 측에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로 송신되는 명령데이터(Command(S))의 타이밍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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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9d는 도 16에 도시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에서 서버부 측으로 송신되는 명령데이터(Command(UD))의 타이밍차트

이다.

도 29e는 업로드 시 도 16에 도시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의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도 30a는 관리정보인 U-TOC섹터 0의 정보가 갱신될 때 도 16에 도시된 서버부 측에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로 송신되는

명령데이터(Command(S))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30b는 관리정보인 U-TOC섹터 0의 정보가 갱신될 때 도 16에 도시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에서 서버부 측으로 송신되

는 명령데이터(Command(UD))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30c는 도 16에 도시된 서버부 측에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로 송신되는 처리상태의 확인을 위한 RTS/CTS신호(RTS/

CTS(S))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30d는 도 16에 도시된 서버부에 의한 처리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도 31a는 관리정보인 U-TOC섹터 1의 정보가 업로드될 때 도 16에 도시된 서버부 측에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로 송신되

는 명령데이터(Command(S))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31b는 관리정보인 U-TOC섹터 1의 정보가 업로드될 때 도 16에 도시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에서 서버부 측으로 송신

되는 명령데이터(Command(UD))를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도 31c는 도 16에 도시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에서 서버부 측으로 송신되는 처리상태의 확인을 위한 RTS/CTS신호

(RTS/CTS(S))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31d는 도 16에 도시된 서버부에 의한 처리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도 32a는 관리정보인 U-TOC섹터 1의 정보가 업로드될 때 도 16에 도시된 서버부 측에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로 송신되

는 명령데이터(Command(S))를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도 32b는 관리정보인 U-TOC섹터 1의 정보가 업로드될 때 도 16에 도시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에서 서버부 측으로부터

송신되는 명령데이터(Command(UD))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32c는 도 16에 도시된 고객 측의 기록재생부에서 서버부 측으로 송신되는 처리상태의 확인을 위한 RTS/CTS신호

(RTS/CTS(S))의 타이밍차트이다.

도 32d는 도 16에 도시된 서버부에 의한 처리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도 33은 업로드 후 서버부 내의 하드디스크 내부의 관리상태를 나타내는 표이다.

도 34는 컴퓨터네트워크가 사용되는 경우의 도 1의 오디오서버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 오디오서버시스템 2. 접속케이블

10. 서버부 11. 주제어기

12. 서버 13. 조작입력부

14. 표시부 20. 기록재생부

32. 시스템제어기 41. 재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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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관련정보재생부 47. 프린터장치

48. 표시장치 49. 스피커

50. 입금/출금블록 100. 중앙서버

200. 업로드부 201. 서버부

203. 다운로드부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569251

- 38 -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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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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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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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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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등록특허 10-0569251

- 43 -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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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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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569251

- 48 -



도면14

도면15

등록특허 10-0569251

- 49 -



도면16

도면17

등록특허 10-0569251

- 50 -



도면18

등록특허 10-0569251

- 51 -



도면19

등록특허 10-0569251

- 52 -



도면20

등록특허 10-0569251

- 53 -



도면21

등록특허 10-0569251

- 54 -



도면22

등록특허 10-0569251

- 55 -



도면23

등록특허 10-0569251

- 56 -



도면24

등록특허 10-0569251

- 57 -



도면25

등록특허 10-0569251

- 58 -



도면26

도면27

등록특허 10-0569251

- 59 -



도면28

등록특허 10-0569251

- 60 -



도면29

등록특허 10-0569251

- 61 -



도면30

등록특허 10-0569251

- 62 -



도면31

등록특허 10-0569251

- 63 -



도면32

등록특허 10-0569251

- 64 -



도면33

등록특허 10-0569251

- 65 -



도면34

등록특허 10-0569251

- 66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
	도면19
	도면20
	도면21
	도면22
	도면23
	도면24
	도면25
	도면26
	도면27
	도면28
	도면29
	도면30
	도면31
	도면32
	도면33
	도면34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1
명세서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3
  발명의 목적 3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3
  발명의 구성 4
  발명의 효과 3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4
도면 34
 도면1 38
 도면2 39
 도면3 40
 도면4 41
 도면5 42
 도면6 43
 도면7 43
 도면8 44
 도면9 44
 도면10 45
 도면11 46
 도면12 47
 도면13 48
 도면14 49
 도면15 49
 도면16 50
 도면17 50
 도면18 51
 도면19 52
 도면20 53
 도면21 54
 도면22 55
 도면23 56
 도면24 57
 도면25 58
 도면26 59
 도면27 59
 도면28 60
 도면29 61
 도면30 62
 도면31 63
 도면32 64
 도면33 65
 도면34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