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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모용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방법과, 그에 따른 기록매체

요약

본 발명은, 데모용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방법과, 그에 따른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동영상 데이터 또는 오디오 데

이터와 같은 소오스 데이터를 디브이디 램(DVD-RAM) 또는 디브이디 롬(DVD-ROM)과 같은 기록매체에 적합한 기

록포맷으로 기록함과 아울러,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통신망 등을 통해 제공되는 재생허용정보(DRM: Digital Right M

anagement)에 따라, 상기 기록매체에 기록된 소오스 데이터의 전체를 재생하거나, 또는 상기 소오스 데이터의 내용

을 시연하기 위하여 데모용 데이터로서 지정된 일부 기록구간만을 탐색 재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디스크 장치를

구비한 사용자는, 재생허용정보의 유료 구입 없이도 디브이디 램 또는 디브이디 롬과 같은 기록매체에 기록된 소오스

데이터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데이터인 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상기 재생허용정보의 유료(有料) 구입

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데모용 데이터, 인터넷, 디브이디(DVD), 위치정보, 재생허용정보(DRM)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데모용 데이터의 기록방법이 적용되는 광디스크 장치에 대한 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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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데모용 데이터의 기록방법에 의해 생성 기록되는 데모용 데이터 탐색 관리정보를 도시한 것이

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데모용 데이터가 포함 구획되는 오디오 기록집합체(AOB)와, 데모용 데이터의 위치정보를 도

시한 것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데모용 데이터의 기록방법에 의해 생성 기록되는 데모용 데이터의 위치정보를 

도시한 것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데모용 데이터가 포함 구획되는 오디오 기록집합체(AOB)와, 데모용 데이터의 

위치정보를 도시한 것이고,

도 6a 및 도 6b는 본 발명에 따른 데모용 데이터의 재생방법에 대한 동작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고,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데모용 데이터의 재생방법에 의해 표시되는 안내 메시지 화면을 도시한 것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광디스크 2 : 광픽업(P/U)

3 : 기록신호처리부 4 : 재생신호처리부

5 : 제어부 6 : 버퍼부

7 : 메모리부 8 : 인터페이스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브이디 램(DVD-RAM) 또는 디브이디 롬(DVD-ROM) 등과 같은 광디스크 기록매체에 기록 저장된 동

영상 데이터 또는 오디오 데이터와 같은 소오스(Source) 데이터의 전체를 재생하거나, 또는 상기 소오스 데이터의 일

부를 데모용 데이터로서 탐색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모용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방법과, 그에 따른 기록매체에 관

한 것이다.

최근에는 고화질의 동영상 데이터를 장시간 기록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고밀도 광디스크인 디브이디(DVD: Digital 

Versatile Disc)가 개발 출시되어, 널리 보급 사용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데, 상기 디브이디의 경우, 고음질의 디지

털 오디오 데이터는 물론, 고화질의 동영상 데이터를 기록 저장할 수 있으며, 그 종류에는, 재생 전용의 DVD-ROM, 1

회 기록 가능한 DVD-R, 그리고 재기록 가능한 DVD-RAM 또는 DVD-R/W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재기록 가능한 기록매체인 DVD-RAM은, 현재 구체적인 규격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고밀도 광디스크

로서, DVD-RAM과 같은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가 개발 출시되어 보편화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동영상 

데이터는 물론 오디오 데이터를, DVD-RAM에 장시간 동안 기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인터넷 등과 같은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전송 제공되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데이터, 예를 들어 이엠디(EMD: 

Electronic Music Distribution) 오디오 데이터는, 무단 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컨텐츠 프로바이더(Cont

ents Provider), 즉 이엠디 오디오 제공업자들에 따라 서로다른 고유 포맷의 오디오 데이터로 엔코딩됨과 아울러, 고

유의 복제 방지 코드(Copy Protection Code) 등이 부가 기록되어 온라인을 통해 전송 제공된다.

따라서, 상기 이엠디 오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원래의 오디오 데이터로 복원 청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엠디 오

디오 제공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고유의 디코더, 즉 고유 포맷으로 엔코딩된 이엠디 오디오 데이터를 원래의 오디오 데

이터로 복원할 수 있는 고유의 디코딩 알고리즘이 구비된 디코더와, 상기 복사 방지 코드를 해독할 수 있는 고유의 해

독 코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므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의 무단 복제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데이터, 예를 들어, 다양한

오디오 곡들이, 별도의 해독 코드가 반드시 요구되는 암호화된 이엠디 오디오 데이터 형태로 기록 및 제작되어, 인터

넷과 같은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급속히 확산 보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 제공되는 다양한 고유 포맷의 디지털 데이터, 예를 들어, 이엠디 오디오 

데이터에는, 복사 방지 코드가 전체적으로 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광디스크 장치를 구비한 사용자는, 상기 해독 

코드 없이는 DVD-RAM 등에 하향 기록된 이엠디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 청취할 수 없게 되 므로, 상기 DVD-RAM 등

과 같은 기록매체에 하향 기록된 이엠디 오디오 데이터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오디오 곡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상기 이엠디 오디오 데이터를 해독 재생할 수 있는 해독 코드의 유료(有料) 구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

게 되고, 이는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보급 확산을 크게 제한시키게 되는 문

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동영상 데이터 또는 오디오 데이터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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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오스 데이터를 디브이디 램(DVD-RAM) 또는 디브이디 롬(DVD-ROM)과 같은 기록매체에 적합한 기록포맷으

로 기록함과 아울러,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통신망 등을 통해 제공되는 재생허용정보(DRM: Digital Right Managem

ent)에 따라, 상기 기록매체에 기록된 소오스 데이터의 전체를 재생하거나, 또는 상기 소오스 데이터의 내용을 시연하

기 위하여 데모용 데이터로서 지정된 일부 기록구간만을 탐색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모용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방법과, 그에 따른 기록매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데모용 데이터가 기록된 기록매체는, 데이터의 기록영역과, 상기 

데이터 재생에 필요한 관리정보가 기록된 관리정보 기록영역을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데이터 기록영역에는, 적어

도 하나 이상의 논리 트랙에 해당하는 소오스 데이터가 기록되고, 상기 관리정보 기록영역에는, 상기 소오스 데이터의

내용을 시연하기 위한 데모용 데이터로서 지정된, 상기 소오스 데이터의 일부 기록구간에 대한 위치정보가 포함 기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데모용 데이터의 기록방법은,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재기록 가능한 기록매체의 데이터 

기록영역에 기록하는 1단계; 상기 기록 데이터의 전체 재생을 허용하는 재생허용정보가 수신되는 지를 확인하는 2단

계; 및 상기 재생허용정보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상기 기록 데이터의 내용을 시연하기 위한 일부 기록구간의 위치정

보를, 상기 재기록 매체의 관리정보 기록영역에 기록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데모용 데이터의 재생방법은, 기록 데이터의 재생 요청시, 기록된 데이터의 전체 재생을 허용하

는 재생허용정보가, 기록매체의 관리정보 기록영역 또는 장치 내에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는 1단계; 상기 확인결과, 재

생허용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록 데이터의 내용을 시연하기 위하여 데모용 데이터로서 지정된, 상기 기록

데이터의 일부 구간에 대한 위치정보를 독출하는 2단계; 및 상기 독출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재생 요청된 해당 기록

데이터의 일부 구간만을 선별 재생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데모용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방법과, 그에 따른 기록매체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첨

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데모용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방법이 적용되는 광디스크 장치에 대한 일부 구성을 도시

한 것으로, 예를 들어, 인터넷과 연결 접속된 개인용 컴퓨터(PC)에 장착되는 디스크 드라이버(Disc Driver)에는, 상기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외부 연결기기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인터페이스부(8);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인터넷

으로부터 전송 제공되는 소오스 데이터와, 그 소오스 데이터의 재생 제어를 위한 관리정보를 기록에 적합하도록 기록

신호 처리하는 기록신호처리부(3); 상기 기록신호 처리된 소오스 데이터 및 관리정보를 디브이디 램(1)과 같은 기록

매체에 기록하거나 또는 기록매체로부터 독출하는 광픽업(2); 상기 광픽업에 의해 독출되는 신호를 재생신호 처리하

는 재생신호처리부(4); 상기 기록 또는 재생신호 처리동작을 위하여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버퍼부(6); 상기 디브이

디 램에 기록된 데이터를 재생제어하기 위한 네비게이션(Navigation) 데이터와 같은 관리정보와, 상기 디브이디 램에

기록된 소오스 데이터의 전체 재생 또는 일부 기록 구간만을 데모용 데이터로서 선별 재생할 것을 허용 또는 제한하

는 재생허용정보(DRM)가 저장되는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메모리부(7); 그리고 상기 각 구성수단을 동작 제어함과 아

울러, 상기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소오스 데이터 또는 재생허용정보의 하향 기록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제어부(5)

가 포함 구성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재생허용정보는, 상기 소오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인터넷 상에서의 특정 웹사이트(Website)로부터 유료(

有料)로 제공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DVD-RAM(1)의 관리정보 기록영역에 하향 기록되거나, 상기 메모리부(7)에 하

향 기록될 수 있고, 상기 소오스 데이터는, 동영상 데이터 또는 오디오 데이터로서 인터넷을 통해 수신되어, 상기 DV

D-RAM(1)과 같은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하향 기록되거나, 또는 DVD-ROM 등과 같은 재생전용의 광디스크 기록

매체에 디스크 제작과정을 통해 기록될 수 있는 데, 상기 소오스 데이터.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전송 수신되는 오

디오 데이터는, 하나의 오디오 곡에 대응되는 오디오 기록집합체(AOB: Audio OBject) 단위로 구획 기록되며, 상기 

오디오 기록집합체로 구획 기록된 오디오 곡의 일부 구간은, 해당 오디오 곡의 내용을 시연(Demo)하기 위한 데모용 

데이터로서 지정 관리된다.

따라서, 상기 제어부(5)에서는, 예를 들어, 상기 인터페이스부(8)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의 특정 웹사이트로부터 전송 

수신되는 오디오 데이터를 DVD-RAM(1)에 하향 기록하게 되는 경우, 상기 하향 기록되는 오디오 데이터를, 하나의 '

논리적 트랙(Track)' 단위로 구획하고, 상기 논리 구획된 하나의 트랙을 오디오 기록집합체(AOB) 단위로 관리하게 

되는 데, 상기 논리적 트랙은, 광디스크 기록매체에 나선형으로 형성된 물리적 트랙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오디오 곡이 한번의 기록에 의해 기록되고 나면, 하나의 논리적 트랙이 구획 기록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기록 동작에 의해 DVD-RAM(1)에 기록된 전체 오디오 곡들, 즉 모든 논리적 트랙들은 하나의 

트랙 세트(Track Set)로 구획 관리되며, 그 트랙 세트 내에서 새로운 논리적 트랙이 추가 기록되거나, 또는 논리적 트

랙의 일부가 삭제될 수 있다.

또한, 논리적 트랙의 일부분만을 사용자의 편집동작에 의해 부분 트랙(PoT: Part of Track)으로 지정하여, 그 부분만

을 재생시킬 수 있는 데, 이러한 재생동작 은, 논리적 트랙의 재생순서를 지정하기 위한 재생 리스트(PL: Play List)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기와 같은 논리적 트랙의 기록 후 또는 편집 후에는 논리적 트랙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참조하기 위한 정보로서, 셀(Cell) 정보가 생성되며, 이러한 셀 정보는, 상기 셀 정보를 하나 이상 참조시키는 프로

그램 체인정보(PGCI: Program Chain Information)에 속하게 된다.

한편, 상기 프로그램 체인정보(PGCI)에는 다수의 셀 정보가 포함 기록될 수 있으며, 상기 셀 정보, 예를 들어, 오디오 

셀 정보에는, 오디오 셀 일반정보(A_C_GI: Audio Cell General Information)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오디오 셀 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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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포인트정보(A_C_EPI: Audio Cell Entry Point Information)가 포함 기록되는 데, 도 2 및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

이, 상기 오디오 셀 일반정보에는, 해당 오디오 셀 정보에 대응되는 오디오 기록집합체의 오디오 기록시작 위치정보(

A_C_S_P: Audio Start Position of this Cell)와 기록종료 위치정보(A_C_E_P: Audio End Position of this Cell)가 

포함 기록된다.

그리고, 상기 오디오 셀 엔트리 포인트정보에는, 상기 데모용 오디오의 기록시작 위치정보(EP_DA_S_P)와 기록종료 

위치정보(EP_DA_E_P), 그리고, 상기 데모용 오디오 데이터의 기록시작 위치정보와 기록종료 위치정보의 기록여부를

나타내는 엔트리 포인트 유형정보(EP_TY)가 포함 기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오디오 엔트리 포인트 정보에 데모용 오디오 데이터의 기록시작 위치정보와 기록종료 위치정보가 기

록되어 있는 경우, 상기 엔트리 포인트 유형정보에는, 비트 값으로서 '0001XXXX'(X는 임의의 값)의 값이 기록되고, 

상기 오 디오 엔트리 포인트 정보에 임의 억세스(Random Access)가 가능한 위치정보만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상기

엔트리 포인트 유형정보에는, 비트 값으로서 '0110XXXX'인 값이 기록된다.

한편, 상기 오디오 셀 엔트리정보에는, 도 4 및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모용 오디오 데이터의 기록종료 위치정보(

EP_DA_E_P) 대신에, 데모용 오디오 데이터의 기록구간 정보(DA_DUR)가 대체 기록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제어부(5)에서는,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기록 관리되는 관리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DVD-RAM(1)에 

하향 기록된 소오스 데이터의 전체를 재생하거나, 또는 데모용 데이터로 지정된 일부 구간만을 선별 재생하는 재생동

작을 수행하게 되는 데, 이때 상기 재생동작 즉, 소오스 데이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선별 재생하는 재생동작은, 상기 

소오스 데이터의 제공업자로부터 유료로 제공되는 재생허용정보(DRM)의 존재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기 재생동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 6a 및 도 6b는 본 발명에 따른 데모용 데이터가 기록된 기록매체의 재생방법에 대한 동작 흐름도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 제어부(5)에서는, 도 2 내지 도 5를 참조로 전술한 바와 같이, 데모용 데이터의 기록구간이 기 지정된 소

오스 데이터와 그에 대응되는 관리정보가 기록된 DVD-RAM(1)에서의 관리정보 기록영역으로부터, 프로그램 체인정

보(PGCI)와 셀(Cell) 정보 등과 같은 재생 관리정보들을 독출하여,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메모리부(7)에 저장하게 된

다(S11).

그리고, 상기 제어부(5)에서는, 상기 DVD-RAM(1)에 기록된 소오스 데이터를 독출 재생하기 위한 재생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는 데(S12), 이때 상기 소오스 데이터의 전체를 재생 허용하는 재생허용정보(DRM)가, 상기 DVD-RA

M(1)의 관리정보 기록영역 또는 상기 메모리부(7)에 저장 존재하는 지를 검출 확인하게 된다(S13).

상기 확인결과, 재생허용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제어부(5)에서는, 재생허용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오디오 

곡에 해당하는 소오스 데이터의 정상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와 재생허용정보의 다운로드를 문의하는 안내

메시지를, 개인용 컴퓨터로 전송 출력하게 된다(S14).

이에 따라, 상기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에는,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재생허용정보가 없어 소오스 데이터의 정상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재생허용정보의 다운로드를 문의하는 안내 메시지가 화면 표시되는 데, 사

용자가 상기 재생허용정보의 다운로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S15), 상기 제어부(5)에서는, 상기 메모리부(7)에 저장

된 프로그램 체인정보, 즉 오리지널 프로그램 체인정보(ORG_PGC)를 독출하여, 그 프로그램 체인정보에 포함 관리되

는 각 셀 정보(Cell 1,2,3..)들을 검색하게 되고(S16), 상기 각 셀 정보 내의 오디오 엔트리 포인트정보에 포함 기록된 

데모용 오디오의 기록시작 위치정보(EP_DA_S_P)와 기록종료 위치정보(EP_DA_E_P), 또는 기록구간 정보(DA_Dur)

를 독출 확인하게 된다(S17).

그리고, 상기 독출 확인된 기록시작 위치정보와 기록종료 위치정보, 또는 기록 구간정보에 대응되는 데모용 데이터의

기록위치를 탐색하여, 해당 기록구간에 기록된 데모용 데이터만을 순차적으로 독출하는 데모용 데이터의 재생동작을

수행하게 된다(S18)

즉, 각각의 오디오 기록집합체(AOB 1,2,3...) 내에 데모용 데이터로 지정된 소정 기록구간만을 탐색하여 순차적으로 

재생 출력하는 데모용 데이터의 재생 동작을 수행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재생허용정보의 유료 구입 없이도, 기록매체

에 기록된 오디오 곡들의 내용 일부를 재생 청취할 수 있게 되어, 상기 데모용 데이터의 재생 청취를 통해 재생허용정

보의 유료 구입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상기 확인결과, 재생허용정보(DRM)가 DVD-RAM(1)의 관리정보 기록영역 상에, 또는 상기 메모리부(7)에 존

재하는 경우(S13)에는, 상기 오리지널 프로그램 체인정보 내의 각 셀 정보들을 검색한 후(S20), 상기 각 셀 정보 내의

오디오 셀 일반정보(A_C_GI)에 포함 기록된 오디오 기록시작 위치정보(A_C_S_P)와 기록종료 위치정보(A_C_E_P), 

즉 해당 셀 정보에 대응되는 오디오 기록집합체 단위의 소오스 데이터 기록위치를 독출 확인하게 되고(S21), 상기 독

출 확인된 기록구간을 탐색하여, 소오스 데이터 전체를 순차적으로 독출 재생하는 소오스 데이터의 재생동작을 수행

하게 된다(S22).

그리고, 상기 재생허용정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재생허용정보의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경우(S15), 상

기 제어부(5)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재생허용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소오스 데이터의 정상 재생이 불가능하

다는 안내 메시지를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통해 화면 표시함과 아울러, 상기 재생허용정보를 제공하는 특정 웹사

이트에 대한 유알엘(URL: Uniform Resource Locator) 정 보와, 상기 DVD-RAM(1)에 부여된 고유의 식별 정보, 예

를 들어 2 바이트의 고유 일련번호를, 상기 DVD-RAM의 관리정보 기록영역 또는 상기 메모리부(7)로부터 독출한 후

, 상기 개인용 컴퓨터로 전송하게 된다(S30).

따라서, 상기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에는,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재생허용정보를 제공하는 특정 웹사이트와

의 인터넷 연결 접속이 용이하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유알엘 정보와, 상기 소오스 데이터에 대응되는 재생허용정

보의 하향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다운로드 선택 버튼이 화면 표시되는 데, 사용자는, 상기 모니터에 화면 표시된 유알

엘 정보를, 마우스 등을 이용하여 선택 클릭(Click)함으로써, 해당 웹사이트와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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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웹사이트와 연결 접속된 이후, 상기 화면 표시된 다운로드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상기 DVD-RAM(1)에

기록된 소오스 데이터의 각 오디오 기록집합체(AOB 1,2,3..)별 재생허용정보를, 해당 웹사이트로부터 용이하게 다운

로드 받을 수 있게 되는 데, 상기 인터넷 접속 및 다운로드 동작은, 상기 디스크 드라이버와,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해

당 웹사이트들간의 사전 규약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기 식별 정보는, 상기 다운로드 선택 버튼을 클릭하는 경

우, 상기 특정 웹사이트로 전송되어, 재생허용정보를 전송 요구한 해당 DVD-RAM(1)을, 상기 특정 웹사이트에서 구

분 식별할 수 있게 되도록 하여, 그에 대응되는 재생허용정보를 개인용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다운로드 되는 재생허용정보는, 상기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디스크 드라이버로 수신

하게 되고(S31), 상기 수신되는 재생허용정 보를 각 오디오 기록집합체별로 구분하여,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메모리

부(7)에 저장하거나, 또는 DVD-RAM(1)의 관리정보 기록영역 상에 기록 저장하게 된다(S32).

이후, 상기 제어부(5)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메모리부(7) 또는 DVD-RAM(1)에 기록 저장된 재생허용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DVD-RAM(1)에 기록된 오디오 기록집합체별 소오스 데이터 전체를 탐색 재생하는 일련의 동작을 반

복 수행하게 된다.

한편, DVD-ROM과 같은 재생전용 광디스크에, 상기 소오스 데이터와 관리정보가 디스크 제작과정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 경우,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다운로드 되는 재생허용정보는, 상기 디브이디 드라이버, 또는 디브이디 플레이

어(DVD-Player)에 포함 구성된 메모리부에 기록 저장된다.

또한, 상기 재생허용정보에 따라 소오스 데이터의 전체를 재생하거나, 또는 소오스 데이터의 일부만을 데모용 데이터

로서 선별 재생하는 재생 알고리즘이, 장치 내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소오스 데이터 및 재생허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특정 웹사이트로부터 하향 기록되어 장치 내의 저장되거나, 또는 상기 DVD-ROM의 관리정보 기록영

역에 기 수록될 수 있다.

이상, 전술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으로, 디브이디 램 또는 디브이디 롬 이외

에도, 씨디(CD) 또는 비디오 씨디(Video CD)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광디스크 기록매체에 적용 가능함은 물론, 오

디오 데이터 이외에도 동영상 또는 정지영상과 같은 비디오 데이터에 적용 가능하며, 이외 에도 당업자라면 이하 첨

부된 특허청구범위에 개시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기술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다른 실시예들을 개량, 변경, 대

체 또는 부가 등이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따른 데모용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방법과, 그에 따른 기록매체는, 동영상 데이터 

또는 오디오 데이터와 같은 소오스 데이터를 디브이디 램(DVD-RAM) 또는 디브이디 롬(DVD-ROM)과 같은 기록매

체에 적합한 기록포맷으로 기록함과 아울러,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통신망 등을 통해 제공되는 재생허용정보(DRM: 

Digital Right Management)에 따라, 상기 기록매체에 기록된 소오스 데이터의 전체를 재생하거나, 또는 상기 소오스 

데이터의 내용을 시연하기 위하여 데모용 데이터로서 지정된 일부 기록구간만을 탐색 재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

디스크 장치를 구비한 사용자는, 재생허용정보의 유료 구입 없이도 디브이디 램 또는 디브이디 롬과 같은 기록매체에

기록된 소오스 데이터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데이터인 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상기 재생허용정보의 

유료(有料) 구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의 기록영역과,

상기 데이터 재생에 필요한 관리정보가 기록된 관리정보 기록영역을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데이터 기록영역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논리 트랙에 해당하는 소오스 데이터가 기록되고,

상기 관리정보 기록영역에는, 암호화된 소오스 데이터의 내용을 시연하기 위한 데모용 데이터로서, 비 암호화된 일부

소오스 데이터의 기록구간에 대한 위치정보가 포함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모용 데이터가 기록된 기록매체.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는, 상기 비 암호화된 일부 소오스 데이터의 기록시작 위치정보와 기록종료 위치정보를 포함하여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모용 데이터가 기록된 기록매체.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는, 상기 비 암호화된 소오스 데이터의 기록시작 위치정보와 기록 구간정보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모용 데이터가 기록된 기록매체.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정보 기록영역에는, 상기 소오스 데이터의 전체 재생을 허용하는 재생허용정보가 포함 기록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모용 데이터가 기록된 기록매체.

청구항 5.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재기록 가능한 기록매체의 데이터 기록영역에 기록하는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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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록 데이터의 전체 재생을 허용하는 재생허용정보가 수신되는 지를 확인하는 2단계; 및

상기 재생허용정보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상기 기록 데이터의 내용을 시연하기 위한 데모용 데이터로서, 비 암호화된

일부 소오스 데이터의 기록구간의 위치정보를, 상기 재기록 매체의 관리정보 기록영역에 기록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모용 데이터의 기록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는, 상기 비 암호화된 일부 소오스 데이터의 기록구간의 위치정보가 기록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식별정

보가 함께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모용 데이터의 기록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정보는, 상기 기록 데이터의 내용을 시연하기 위한 데모용 데이터가 기록된 구간인 지, 또는 임의 억세스가 

가능한 위치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지를 구별시키는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모용 데이터의 기록방법.

청구항 8.
기록 데이터의 재생 요청시, 기록된 데이터의 전체 재생을 허용하는 재생허용정보가, 기록매체의 관리정보 기록영역 

또는 장치 내에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는 1단계;

상기 확인결과, 재생허용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록 데이터의 내용을 시연하기 위하여 데모용 데이터로서

비 암호화된 일부 소오스 데이터의 기록 구간에 대한 위치정보를 독출하는 2단계; 및

상기 독출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재생 요청된 해당 기록 데이터의 일부 구간만을 선별 재생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모용 데이터의 재생방법.

청구항 9.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는, 해당 기록 데이터를 참조하는 셀 정보 내의 엔트리 포인트 정보에서 데모용 데이터의 기록구간에 대한

위치정보를 독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모용 데이터의 재생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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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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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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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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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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