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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 및 그 백업 디스크 작성 방법, 및백업 디스크 작성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57) 요약

본 발명은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백업을 작성하는 경우, 복제원 기록 매체 및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

되어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함으로써, 간단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백업 디스크를 작성할 수 있는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비용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기록 매체, 기록 방법,

접근 방법, 정보 기록 장치, 처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10)는 정보 기록 장치로서의 광 디스크 장치(20)와 이 광 디스크 장치(20)를 제어하는 정보 처리 장

치로서의 호스트(8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도 1에서의 접속선은 대표적인 신호나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블록의 접속 관계 모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광 디스크 장치(20)는 정보 기록 매체로서의 광 디스크(1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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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구동하기 위한 스핀들 모터(22), 광 픽업 장치(23), 레이저 제어 회로(24), 엔코더(25), 모터 드라이버(27), 재생 신호

처리 회로(28), 서보 제어기(33), 버퍼 RAM(34), 버퍼 매니저(37), 인터페이스(38), ROM(39), CPU(40), 및 RAM(41) 등

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광 디스크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광 디스크의 프로그램 영역에 기록한다(단계 S527). 광 디스크의 기록 용량은 동일

종류의 광 디스크라도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리지날의 광 디스크를 통째로 다른 정보 기록 매체에 복

사했을 경우에는 다른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는 오리지날의 광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와 동일하

지만, 공백 용량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다. 따라서,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오리지날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비용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세션을 판독 전용 영역으로서 스탬프하고, 그 이후의 영역을 기록 가능한 유저 영역으로 한 멀티 세션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체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 것을 나타내는 디스크 정보가 스탬프된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백업 디스크 작성 장

치에 있어서,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디스크 정보 및 파일ㆍ디렉토리 정보의 관

리 형태를 나타내는 관리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 수단과;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디스크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기록 매체가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

록 매체 판정 수단과;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복제원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를 비교하는 관리 정보 비교

수단과;

상기 수단들의 각각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기록 매체 판정 수단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가 모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라고 판정되었

을 경우,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해당 복제원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관리 정보와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판독함과 동시에, 해당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관리

정보를 판독하고, 상기 관리 정보 비교 수단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와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를 비교하며, 상기 비교 결과 양쪽 관리 정보가 일치할 경우,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

록 정보를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파일ㆍ폴더 관리 정보 부

분의 섹터를 판독하고, 상기 섹터를 비교함으로써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동일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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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세션을 판독 전용 영역으로서 스탬프하고, 그 이후의 영역을 기록 가능한 유저 영역으로 한 멀티 세션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체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 것을 나타내는 디스크 정보가 스탬프된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백업 디스크 작성 장

치에 있어서,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디스크 정보와 파일ㆍ디렉토리 정보의 관리

형태를 나타내는 관리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 수단과;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디스크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기록 매체가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

록 매체 판정 수단과;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복제원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

의 기억 용량 정보를 비교하는 용량 정보 비교 수단과;

상기 수단들의 각각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기록 매체 판정 수단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가 모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라고 판정되었

을 경우,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해당 복제원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와 유저 영역

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판독함과 동시에, 해당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를 판독하고,

상기 용량 정보 비교 수단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와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를

비교하며, 상기 비교 결과 양쪽 기억 용량 정보가 일치할 경우,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

청구항 4.

제1 세션을 판독 전용 영역으로서 스탬프하고, 그 이후의 영역을 기록 가능한 유저 영역으로 한 멀티 세션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체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 것을 나타내는 디스크 정보가 스탬프된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백업 디스크 작성 장

치에 있어서,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디스크 정보와 파일ㆍ디렉토리 정보의 관리

형태를 나타내는 관리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 수단과;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디스크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기록 매체가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

록 매체 판정 수단과;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복제원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

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를 비교하는 용량 ID 정보 비교 수단과;

상기 수단들의 각각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기록 매체 판정 수단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가 모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라고 판정되었

을 경우,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해당 복제원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와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판독함과 동시에, 해당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를 판독하고, 상기 용량 ID 정보 비교 수단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와 상기 복제

측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를 비교하며, 상기 비교 결과 양쪽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가 일치할 경우, 상

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도록 제어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

청구항 5.

등록특허 10-0719863

- 3 -



제1 세션을 판독 전용 영역으로서 스탬프하고, 그 이후의 영역을 기록 가능한 유저 영역으로 한 멀티 세션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체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 것을 나타내는 디스크 정보가 스탬프된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백업 디스크 작성 방

법에 있어서,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디스크 정보와 파일ㆍ디렉토리 정보의 관리

형태를 나타내는 관리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 단계와;

상기 판독 단계에 의해 판독된 디스크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기록 매체가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

록 매체 판정 단계와;

상기 판독 단계에 의해 판독된 복제원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를 비교하는 관리 정보 비교

단계와;

상기 단계들의 각각을 제어하는 제어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기록 매체 판정 단계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가 모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라고 판정되었

을 경우, 상기 제어 단계에서는 상기 판독 단계에 의해 해당 복제원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관리 정

보와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판독함과 동시에, 해당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관리 정보를 판독하고, 상기 관리 정보 비교 단계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와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를 비교하며, 상기 비교 결과 양쪽 관리 정보가 일치할 경우,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

는 기록 정보를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디스크 작성 방법.

청구항 6.

제1 세션을 판독 전용 영역으로서 스탬프하고, 그 이후의 영역을 기록 가능한 유저 영역으로 한 멀티 세션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체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 것을 나타내는 디스크 정보가 스탬프된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백업 디스크 작성 방

법에 있어서,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디스크 정보와 파일ㆍ디렉토리 정보의 관리

형태를 나타내는 관리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 단계와;

상기 판독 단계에 의해 판독된 디스크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기록 매체가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

록 매체 판정 단계와;

상기 판독 단계에 의해 판독된 복제원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

의 기억 용량 정보를 비교하는 기억 용량 정보 비교 단계와;

상기 단계들의 각각을 제어하는 제어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기록 매체 판정 단계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가 모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라고 판정되었

을 경우, 상기 제어 단계에서는 상기 판독 단계에 의해 해당 복제원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와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판독함과 동시에, 해당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를 판독하

고, 상기 기억 용량 정보 비교 단계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와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를 비교하며, 상기 비교 결과 양쪽 기억 용량 정보가 일치할 경우,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

는 기록 정보를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디스크 작성 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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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세션을 판독 전용 영역으로서 스탬프하고, 그 이후의 영역을 기록 가능한 유저 영역으로 한 멀티 세션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체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 것을 나타내는 디스크 정보가 스탬프된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백업 디스크 작성 방

법에 있어서,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디스크 정보와 파일ㆍ디렉토리 정보의 관리

형태를 나타내는 관리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 단계와;

상기 판독 단계에 의해 판독된 디스크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기록 매체가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

록 매체 판정 단계와;

상기 판독 단계에 의해 판독된 복제원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

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를 비교하는 용량 ID 정보 비교 단계와;

상기 단계들의 각각을 제어하는 제어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기록 매체 판정 단계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가 모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라고 판정되었

을 경우, 상기 제어 단계에서는 상기 판독 단계에 의해 해당 복제원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

보와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판독함과 동시에, 해당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를 판독하고, 상기 용량 ID 정보 비교 단계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와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를 비교하며, 상기 비교 결과, 양쪽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가 일치할 경

우,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도록 제

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디스크 작성 방법.

청구항 8.

제5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의 백업 디스크 작성 방법을 컴퓨터가 제어 가능토록 프로그래밍한 백업 디스크 작

성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9.

유저 데이터가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을 구비하는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영역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상기 데이터 영역 내외 중 어느 한 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는 상기 데이터 영역 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는 파일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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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은 상기 파일이 작성 또는 갱신된 일자를 포함한 정보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일자를 포함한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영역과는 별도로 판독 전용 영역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16.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는 기록 방법에 있어서,

정보 기록 매체에서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한 기록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매체는 유저 데이터가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을 구비하고,

상기 기록 단계에서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는 상기 데이터 영역 내에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단계에서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는 파일로서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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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이 작성 또는 갱신된 일자를 포함한 정보를 상기 파일에 부가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20.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에 부가하는 단계에 앞서 상기 일자를 포함한 정보를 암호화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파일에 부가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암호화된 일자를 포함한 정보를 상기 파일에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방

법.

청구항 21.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에 앞서,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암호화하는 단

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암호화된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22.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매체는 추가로 판독 전용 영역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23.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정보의 기록 또는 재생을 실행하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정보 기록 매체에 상기 정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결과,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상기 정보 기록 매체

의 실제 공백 용량을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접근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 단계에서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상기 실제 공백 용량이 일치한 경우에, 상기 정보 기록 매체를 오리지날

로 인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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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 결과,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상기 실제 공백 용량이 일치한 경우에,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또

는 재생을 허가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근 방법.

청구항 26.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가 기록되어 상기 정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이 변화하면,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갱신

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근 방법.

청구항 27.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 기록 장치에 있어서,

정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취득 수단과;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기록 수단;

을 구비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매체는 유저 데이터가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을 구비하고,

상기 기록 수단은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상기 데이터 영역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수단은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파일로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수단은 추가로 상기 파일이 작성 또는 갱신된 일자를 포함한 정보를 상기 파일에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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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수단은 상기 일자를 포함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상기 파일에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32.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수단은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

록 장치.

청구항 33.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매체는 추가로 판독 전용 영역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34.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정보의 기록 또는 재생을 실행하는 처리 장치에 있어서,

정보 기록 매체에 상기 정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 수단과;

상기 판단 결과,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상기 정보 기록 매체

의 실제 공백 용량을 비교하는 비교 수단;

을 구비하는 처리 장치.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 수단은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상기 실제 공백 용량이 일치한 경우에,

상기 정보 기록 매체를 오리지날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처리 장치.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 결과,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상기 실제 공백 용량이 일치한 경우에,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또

는 재생을 허가하는 제어 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처리 장치.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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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가 기록되어 상기 정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이 변화하면,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갱신

하는 갱신 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처리 장치.

청구항 38.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 기록 장치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

서,

정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를 상기 정보 기록 장치의 제어용 컴퓨터

에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39.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정보의 기록 또는 재생을 실행하는 처리 장치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정보 기록 매체에 상기 정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결과,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상기 정보 기록 매체

의 실제 공백 용량을 비교하는 단계를 상기 처리 장치의 제어용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

한 기록 매체.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 결과,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상기 실제 공백 용량이 일치한 경우에,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또

는 재생을 허가하는 단계를 상기 제어용 컴퓨터에 추가로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가 기록되어 상기 정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이 변화하면,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갱신

하는 단계를 상기 제어용 컴퓨터에 추가로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 및 백업 디스크 작성 방법에 관한 것이고, 더욱 자세하게는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백업

을 작성하는 장치 및 작성 방법이며, 복제원 기록 매체 및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관리 정보

에 근거하여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는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 및 백업 디스크 작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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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정보 기록 매체, 기록 방법, 접근 방법, 정보 기록 장치, 처리 장치,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에 관한 것

이고, 더욱 자세하게는 유저 데이터가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을 구비하는 정보 기록 매체,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

는 기록 방법 및 정보 기록 장치,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정보 기록 또는 재생을 실행하는 접근 방법 및 처리 장치, 정보 기

록 장치 및 처리 장치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근래, 개인용 컴퓨터(이하, [PC]라 함)는 그 기능 향상 및 저가격화로 인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널리 이용

되게 되었다. 그리고, 기록 용량이 큰 정보 기록 매체로서 CD(compact disc) 등 광 디스크가 주목받게 되고, 저렴한 가격

의 광 디스크를 정보 기록의 대상 매체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로서의 광 디스크 장치가 PC 주변 기기 중 하나로서 널리 보

급하게 되었다.

이것에 의해 유저는 광 디스크 장치를 이용하여 CD－R(CD-recordable)이나 CD－RW(CD-rewritable) 등에 정보를 기

록할 수 있게 되어, 예컨대 구입한 CD－ROM 등 백업용 디스크를 유저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아주 용이하게 되었다. 그

러나, 백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 복사도 가능하여 음악, 영화, 사진 및 컴퓨터 소프트 등 정보(이하, 총

칭하여 [컨텐츠]라 함)를 CD－ROM 등에 기록한 상태, 이른바 패키지 미디어로 시판하고 있는 컨텐츠 메이커에 다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 이에, 컨텐츠의 부정 복사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복사 방지(copy protection) 방법이

고안되었다.

예컨대,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 6－349064호에는 판독 전용 영역(ROM 영역)과 기록 가능 영역(RAM 영역)을 구비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hybrid) 디스크의 부정 사용 방지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특허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에 의하면, ROM 영역과 RAM 영역의 경계에 근거하여 컨텐츠가 부정하게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hybrid) 디스크 이외의 정보 기록 매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데이터의 재기

록 처리를 실행하여 경계의 유무를 검출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의 종류에 따라서는 오리지날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데

이터가 재생 불능으로 될 우려가 있었다.

근래, CD 분야에서는 상기와 같이 판독 전용 영역(이하, ROM부라 함)과 기록 가능 영역 또는 개서 가능 영역(이하, RAM

부라 함)을 구비하는 하이브리드 디스크를 CD－ROM의 대체로 하고, 이 하이브리드 디스크의 ROM부에 미리 컨텐츠를 기

입한 상태로 배포(판매)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디스크에서는 기존의 디스크와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 세션을 ROM부로서 스탬프하고, 그 이후의 영역을 RAM부로서 취급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하이

브리드 디스크를 인식할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해당 디스크를 멀티 세션 기록된 디스크로서 취급할 수 있게 되므로,

적어도 판독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하이브리드 디스크에 관해서는 그 외의 CD 매체(CD－ROM, CD－R, CD－RW 등)와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이

브리드 디스크 상에 하이브리드 디스크인 것을 나타내는 정보가 스탬프되어 있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CD 매체

의 디스크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가 디지털 데이터이고, 복제에 의한 열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백업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백업 작성에는 기록이 완료된 매체를 미기록 매체에 복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디스크의 백업 기술로서 예컨대 일본 특허 공개 공보 2004－070999호에는 하이브리드 디스크의 백업

애플리케이션이 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복제측 매체가 하이브리드 디스크인 것, 또는 ROM 영역의 정보를 검증하여

백업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예컨대, 일본 특허 공개 공보 2002－260329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프로그램으로서

는 백업한 디스크를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에 대하여, 동일 출원인에 의한 일본 특허 공개 공보 2004－241006호에서는 백업원과 백업측 하이브리드 디스크의

기반 정보의 일치를 확인한 후 백업을 실시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종래의 하이브리드 디스크의 백업 방법에서는 복제측 디스크는 CD－R 또는 CD－RW 디스크로서, 하이브리드 디

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하이브리드 디스크 특유의 정보를 사용하여 방지 대책을 강구한 바와 같은 경우에는, 백업

으로서 사용할 수 없다.

또, 복제측 디스크에 하이브리드 디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기록이 완료된 매체를 일부 기록이 완료된 매체에 복사하게 되

지만, 종래의 백업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고려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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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기 특허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종래 기술은 모두 ROM부에 동일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

수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시되어 있지 않았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과제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백업을 작성하는 경우, 복제원 기록 매

체 및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

는 기록 정보를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함으로써, 간단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백업 디스크를 작성할 수 있는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제1 목적으로 한다.

또한, 비용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 기록 매체 및 이 정보 기록 매

체에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 방법, 및 정보 기록 장치, 접근 방법 및 처리 장치,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것을 제2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 제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제1 세션을 판독 전용 영역으로서 스탬프하고, 그 이후의 영역을 기록 가능한

유저 영역으로 한 멀티 세션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체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 것을 나타내는 디스크 정보가 스탬프된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이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디스크 정보 및 파일ㆍ디렉토리 정보의 관리 형태를 나타내는 관리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 수단과, 상기 판독 수

단에 의해 판독된 디스크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기록 매체가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록 매체 판정

수단과,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복제원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를 비교하는 관리 정

보 비교 수단과, 상기 각 수단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기록 매체 판정 수단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

와 복제측 기록 매체가 모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라고 판정되었을 경우,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해당 복

제원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관리 정보와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판독함과 동시에,

해당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관리 정보를 판독하고, 상기 관리 정보 비교 수단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와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를 비교하며, 상기 비교 결과 양쪽 관리 정보가 일치할

경우,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도록

제어하는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멀티 세션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된 관리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백업이 가능한지 여

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복제원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 및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판독하고, 나아가 복

제측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를 판독하며, 양쪽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만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의

기록 정보를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파일ㆍ폴

더의 관리 정보 부분의 섹터를 판독하고, 상기 섹터를 비교함으로써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

용 영역에 동일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관리 정보 대신에 판독 전용 영역의 전체 섹터를 각각 판독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일례로서 프로그램 영역을 이

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제1 세션을 판독 전용 영역으로서 스탬프하고, 그 이후의 영역을 기록 가능한 유저 영역으로 한 멀티 세션

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체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 것을 나타내는 디스크 정보가 스탬프된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이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디스크 정보와 파일

ㆍ디렉토리 정보의 관리 형태를 나타내는 관리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 수단과,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디스크 정보

에 근거하여 해당 기록 매체가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록 매체 판정 수단과, 상기 판독 수단에 의

해 판독된 복제원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를

비교하는 기억 용량 정보 비교 수단과, 상기 각 수단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기록 매체 판정 수단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가 모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라고 판정되었을 경우,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판

독 수단에 의해 해당 복제원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와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판독

함과 동시에, 해당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를 판독하고, 상기 기억 용량 정보 비교 수단에 의

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와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를 비교하며, 상기 비교 결과, 양쪽

기억 용량 정보가 일치할 경우,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도록 제어하는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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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멀티 세션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백업이 가능한지 여부

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복제원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 및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판독하고, 나아가

복제측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를 판독하며, 양쪽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만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의 기록 정보를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제1 세션을 판독 전용 영역으로서 스탬프하고, 그 이후의 영역을 기록 가능한 유저 영역으로 한 멀티 세션

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체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 것을 나타내는 디스크 정보가 스탬프된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이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디스크 정보와 파일

ㆍ디렉토리 정보의 관리 형태를 나타내는 관리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 수단과,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디스크 정보

에 근거하여 해당 기록 매체가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록 매체 판정 수단과, 상기 판독 수단에 의

해 판독된 복제원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용량 정보 및 ID 정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용량 정보

및 ID 정보를 비교하는 용량 ID 정보 비교 수단과, 상기 각 수단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기록 매체 판정 수

단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가 모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라고 판정되었을 경우, 상기 제어 수단

은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해당 복제원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용량 정보 및 ID 정보와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판독함과 동시에, 해당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용량 정보 및 ID 정보를 판독하고, 상기 용량 ID

정보 비교 수단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용량 정보 및 ID 정보와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용량 정보 및 ID 정보를

비교하며, 상기 비교 결과 양쪽 용량 정보 및 ID 정보가 일치할 경우,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도록 제어하는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멀티 세션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백업이 가능

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복제원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와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

를 판독하고, 나아가 복제측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를 판독하며, 양쪽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만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의 기록 정보를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제1 세션을 판독 전용 영역으로서 스탬프하고, 그 이후의 영역을 기록 가능한 유저 영역으로 한 멀티 세션

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체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 것을 나타내는 디스크 정보가 스탬프된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백업

디스크 작성 방법이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디스크 정보와 파일

ㆍ디렉토리 정보의 관리 형태를 나타내는 관리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 단계와, 상기 판독 단계에 의해 판독된 디스크 정보

에 근거하여 해당 기록 매체가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록 매체 판정 단계와, 상기 판독 단계에 의

해 판독된 복제원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를 비교하는 관리 정보 비교 단계와, 상기 각 단

계를 제어하는 제어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기록 매체 판정 단계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가 모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라고 판정되었을 경우, 상기 제어 단계는 상기 판독 단계에 의해 해당 복제원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관리 정보와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판독함과 동시에, 해당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

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관리 정보를 판독하고, 상기 관리 정보 비교 단계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관리 정

보와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를 비교하며, 상기 비교 결과 양쪽 관리 정보가 일치할 경우, 상기 복제원 기록 매

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도록 제어하는 백업 디스크 작

성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멀티 세션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된 관리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백업이 가능한지 여

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복제원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 및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판독하고, 나아가 복

제측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를 판독하며 양쪽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만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의

기록 정보를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제1 세션을 판독 전용 영역으로서 스탬프하고, 그 이후의 영역을 기록 가능한 유저 영역으로 한 멀티 세션

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체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 것을 나타내는 디스크 정보가 스탬프된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백업

디스크 작성 방법이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디스크 정보와 파일

ㆍ디렉토리 정보의 관리 형태를 나타내는 관리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 단계와 상기 판독 단계에 의해 판독된 디스크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기록 매체가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록 매체 판정 단계와 상기 판독 단계에 의해

판독된 복제원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를 비

교하는 기억 용량 정보 비교 단계와 상기 각 단계를 제어하는 제어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기록 매체 판정 단계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가 모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라고 판정되었을 경우, 상기 제어 단계는 상기 판독 단

계에 의해 해당 복제원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와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판독함과

동시에, 해당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를 판독하고, 상기 기억 용량 정보 비교 단계에 의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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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와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를 비교하며, 상기 비교 결과 양쪽 기억

용량 정보가 일치할 경우,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멀티 세션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백업이 가능한지 여부

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복제원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 및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판독하고, 나아가

복제측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를 판독하며, 양쪽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만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의 기록 정보를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제1 세션을 판독 전용 영역으로서 스탬프하고, 그 이후의 영역을 기록 가능한 유저 영역으로 한 멀티 세션

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체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 것을 나타내는 디스크 정보가 스탬프된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백업

디스크 작성 방법이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디스크 정보와 파일

ㆍ디렉토리 정보의 관리 형태를 나타내는 관리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 단계와 상기 판독 단계에 의해 판독된 디스크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기록 매체가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록 매체 판정 단계와 상기 판독 단계에 의해

판독된 복제원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와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

량 정보 및 ID 정보를 비교하는 용량 ID 정보 비교 단계와 상기 각 단계를 제어하는 제어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기록 매체

판정 단계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와 복제측 기록 매체가 모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라고 판정되었을 경우, 상기 제

어 단계는 상기 판독 단계에 의해 해당 복제원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와 유저 영역에 기

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판독함과 동시에, 해당 복제측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를 판독

하고, 상기 용량 ID 정보 비교 단계에 의해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와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를 비교하며, 상기 비교 결과 양쪽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가 일치할 경우, 상기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상기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도록 제어하는 백업 디스크

작성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멀티 세션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백업이 가능

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복제원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와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

를 판독하고, 나아가 복제측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를 판독하며, 양쪽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만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의 기록 정보를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술한 백업 디스크 작성 방법을 컴퓨터가 제어 가능토록 프로그래밍한 백업 디스크 작성 프로그램을 컴

퓨터가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기록한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또한, 제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유저 데이터가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을 구비하는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영역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상기 데이터 영역 내외 중의 어느 한 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이것에 의하면, 데이터 영역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데이터 영역 내외 중의 어느 한 쪽에 기록되어 있고, 이 공백 용량

에 관한 정보는 데이터 영역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정보의 양과 데이터 영역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정보 기

록 매체에서의 데이터 영역 크기는 동일 종류의 정보 기록 매체이어도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예컨대, 오리지날

의 정보 기록 매체(이하, 편의상 [오리지날 기록 매체]라 함)를 통째로 다른 정보 기록 매체(이하, 편의상 [복사 기록 매

체]라 함)에 복사한 경우에, 복사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는 오리지날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와 동

일하지만, 복사 기록 매체에서의 데이터 영역의 공백 용량과 오리지날 기록 매체에서의 데이터 영역의 공백 용량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다. 이에, 데이터 영역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오리지날 기록 매체와 복사 기록 매체를 판별하

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비용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매체는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는 상기 데이터 영역 내에 기록되어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매체는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는 파일로서 기록되어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매체는 상기 파일은 상기 파일이 작성 또는 갱신된 일자를 포함한 정보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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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매체는 상기 일자를 포함한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매체는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매체는 상기 데이터 영역과는 별도로 판독 전용의 영역을 추가로 구비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는 기록 방법이며, 정보 기록 매체에서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한 기록 방법을 제공한다.

이것에 의하면, 정보 기록 매체에서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는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다. 이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는

정보 기록 매체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정보의 양과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용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용량은 동일 종류의 정보 기록 매체라도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예컨대, 오리지날 기록 매체를

통째로 복사 기록 매체에 복사했을 경우에, 복사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는 오리지날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

는 컨텐츠와 동일하지만, 복사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과 오리지날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다. 이에,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오리지날 기록 매체와 복사 기록 매체를 판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

으로 비용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본 발명의 기록 방법은 상기 정보 기록 매체는 유저 데이터가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을 구비하고, 상기

기록 단계에서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는 상기 데이터 영역 내에 기록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기록 방법은 상기 기록 단계에서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는 파일로서 기록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본 발명의 기록 방법은 상기 파일이 작성 또는 갱신된 일자를 포함한 정보를 상기 파일에 부가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본 발명의 기록 방법은 상기 파일에 부가하는 단계에 앞서, 상기 일자를 포함한 정보를 암호화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파일에 부가하는 단계에서 상기 암호화된 일자를 포함한 정보를 상기 파일에 부가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기록 방법은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에 앞서, 상기 공백 용량

에 관한 정보를 암호화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

에서 상기 암호화된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정보 기록 매체는 나아가 판독 전용 영역을 구비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정보의 기록 또는 재생을 실시하는 접근 방법이

며, 정보 기록 매체에 상기 정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

단 결과,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상기 정보 기록 매체의 실제

공백 용량을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한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

이것에 의하면,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정보의 기록 또는 재생을 실시할 때에, 정보 기록 매체에 상기 정보 기록 매체의 공

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 결과,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공

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정보 기록 매체의 실제 공백 용량이 비교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용량은

동일 종류의 정보 기록 매체라도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예컨대, 오리지날 기록 매체를 통째로 복사 기록 매체에

복사했을 경우에, 복사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는 오리지날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와 동일하지만,

복사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과 오리지날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다. 이에,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실제 공백 용량을 비교함으로써, 정보 기록 매체가 오리지날 기록 매체인지 복사 기록 매체

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비용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본 발명의 접근 방법은 상기 비교 단계에서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상기 실제 공백 용량이 일치

할 경우에, 상기 정보 기록 매체는 오리지날이라고 인정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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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접근 방법은 상기 비교 결과,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상기 실제 공백 용량이 일치한 경우에, 상기 정

보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또는 재생을 허가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본 발명의 접근 방법은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가 기록되어 상기 정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이 변

화하면,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 기록 장치이며, 정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취득

하는 취득 수단과,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기록 수단을 포함하는 정보 기록 장치를

제공한다.

이것에 의하면, 취득 수단에 의해 취득된 정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는 기록 수단에 의해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다. 이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는 정보 기록 매체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정보의 양과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용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용량은 동일 종류의 정보 기록 매체이어도 반드시 동일하다고

는 할 수 없다. 예컨대, 오리지날 기록 매체를 통째로 복사 기록 매체에 복사했을 경우에, 복사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는 오리지날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와 동일하지만, 복사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과 오리지날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다. 이에,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오리지날 기록 매체와 복사 기록 매체를 판

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비용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장치는 상기 정보 기록 매체는 유저 데이터가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을 구비하고,

상기 기록 수단은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상기 데이터 영역에 기록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장치는 상기 기록 수단은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파일로서 기록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장치는 상기 기록 수단은 나아가 상기 파일이 작성 또는 갱신된 일자를 포함한 정

보를 상기 파일에 부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장치는 상기 기록 수단은 상기 일자를 포함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상기 파일에 부가

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장치는 상기 기록 수단은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

록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장치는 상기 정보 기록 매체는 추가로 판독 전용 영역을 구비하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제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정보의 기록 또는 재생을 실시하는 처리 장치이며, 정

보 기록 매체에 상기 정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 수단과, 상기 판단

결과,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상기 정보 기록 매체의 실제 공

백 용량을 비교하는 비교 수단을 구비하는 처리 장치를 제공한다.

이것에 의하면,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정보의 기록 또는 재생을 실시할 때에, 판단 수단에 의해 정보 기록 매체에 상기 정

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 판단 결과,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기록

되어 있는 경우에, 비교 수단에 의해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정보 기록 매체의 실제 공백 용량이 비교된다. 그런데, 일반

적으로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용량은 동일 종류의 정보 기록 매체이어도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예컨대, 오리지

날 기록 매체를 통째로 복사 기록 매체에 복사했을 경우에, 복사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는 오리지날 기록 매체

에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와 동일하지만, 복사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과 오리지날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은 반드시 일치하

지는 않다. 이 경우에는,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실제 공백 용량을 비교함으로써 정보

기록 매체가 오리지날 기록 매체인지 복사 기록 매체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

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본 발명의 처리 장치는 상기 비교 수단은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

와 상기 실제 공백 용량이 일치할 경우에, 상기 정보 기록 매체가 오리지날이라고 인정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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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처리 장치는 상기 비교 결과,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상기 실제 공백 용량이 일치한 경우에, 상기 정

보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또는 재생을 허가하는 제어 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본 발명의 처리 장치는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가 기록되어 상기 정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이 변

화하면,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갱신하는 갱신 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 기록 장치에 이용되는 프로그

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이며, 정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를 상기 정보

기록 장치의 제어용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이것에 의하면, 본 발명의 프로그램이 소정 메모리에 로드되어 그 선두 주소가 프로그램 카운터에 세트되면, 정보 기록 장

치의 제어용 컴퓨터는 정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한다. 즉, 본 발명의 프로그

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에 의하면, 정보 기록 장치의 제어용 컴퓨터에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법을 실행시킬 수 있고, 이것

에 의해 결과적으로 비용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가

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정보의 기록 또는 재생을 실시하는 처리 장치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이며, 정보 기록 매체에 상기 정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

기 판단 결과,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상기 정보 기록 매체의

실제 공백 용량을 비교하는 단계를 상기 처리 장치의 제어용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제공한

다.

이것에 의하면, 본 발명의 프로그램이 소정 메모리에 로드되어 그 선두 주소가 프로그램 카운터에 세트되면, 처리 장치의

제어용 컴퓨터는 정보 기록 매체에 상기 정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그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정보 기록 매체의 실제 공백 용량

을 비교한다. 즉, 본 발명의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에 의하면, 처리 장치의 제어용 컴퓨터에 본 발명에 따른 접근 방

법을 실행시킬 수 있고, 이것에 의해 결과적으로 비용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본 발명의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는 상기 비교 결과,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상기 실제 공

백 용량이 일치할 경우에,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또는 재생을 허가하는 단계를 상기 제어용 컴퓨터에 추가로 실

행시키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본 발명의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는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가 기록되어 상기 정보 기록 매체

의 공백 용량이 변화하면,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를 상기 제어용 컴퓨터에 추가로 실행시키도록 할

수 있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을 도면에 나타낸 실시예를 이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단, 이 실시예에 기재되는 구성 요소, 종류, 조합, 형

상, 그 상대 배치 등은 특정적인 기재가 없는 한, 본 발명의 범위를 이 실시예에 한정시키는 주지는 아니고 단순한 설명예

에 지나지 않는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10)의 개략 구성도이다. 이 도 1에 나타내는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10)는 정보 기록 장치로서의 광 디스크 장치(20)와 이 광 디스크 장치(20)를 제어하는 정보 처리 장치로서의 호스트

(80)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도 1에서의 접속선은 대표적인 신호나 정보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블록의 접속

관계 모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광 디스크 장치(20)는 정보 기록 매체로서의 광 디스크(15)를 회전 구동하기 위

한 스핀들 모터(22), 광 픽업 장치(23), 레이저 제어 회로(24), 엔코더(25), 모터 드라이버(27), 재생 신호 처리 회로(28),

서보 제어기(33), 버퍼 RAM(34), 버퍼 매니저(37), 인터페이스(38), ROM(39), CPU(40), 및 RAM(41) 등을 포함하여 구

성된다.

또한, 도 1에서의 접속선은 대표적인 신호나 정보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블록의 접속 관계 모두를 나타내는 것은 아

니다. 또, 광 디스크 장치(20)는 일례로서 CD계의 규격에 준거한 정보 기록 매체에 대응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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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광 픽업 장치(23)는 광 디스크(15)의 나선형 또는 동심원형의 트랙이 형성된 기록면에 레이저 광을 조사함과 동시에,

기록면으로 반사되는 반사광을 수광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 광 픽업 장치(23)는 일례로서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광원

유닛(51), 콜리메이트 렌즈(52), 빔 분할기(54), 대물 렌즈(60), 검출 렌즈(58), 수광기(59), 및 구동계(초점 액츄에이터, 추

적 액츄에이터 및 시크 모터(모두 도시 생략) 등을 구비하고 있다.

광원 유닛(51)은 파장이 780 nm인 광 빔을 발광하는 광원으로서의 반도체 레이저(도시 생략)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광원 유닛(51)으로부터 출사되는 광 빔의 최대 강도 출사 방향을 ＋X 방향으로 한다.

콜리메이트 렌즈(52)는 광원 유닛(51)의 ＋X측에 배치되어 광원 유닛(51)으로부터 출사된 광 빔을 대략 평행 광으로 한다.

또 빔 분할기(54)는 콜리메이트 렌즈(52)의 ＋X측에 배치되어 광 디스크(15)로부터의 귀환 광을 -Z 방향으로 분기한다.

또 대물 렌즈(60)는 빔 분할기(54)의 ＋X측에 배치되어 빔 분할기(54)를 투과한 광 빔을 집광하여 광 디스크(15)의 기록면

에 광 스폿을 형성한다.

또 검출 렌즈(58)는 빔 분할기(54)의 -Z측에 배치되어 빔 분할기(54)로 분기된 귀환 광을 수광기(59)의 수광면에 집광한

다. 수광기(59)는 통상의 광 픽업 장치와 마찬가지로, 워블(wobble) 신호 정보, 재생 데이터 정보, 초점 에러 정보 및 트랙

에러 정보 등을 포함한 복수의 신호를 재생 신호 처리 회로(28)로 출력한다.

도 3은 하이브리드 디스크의 설명도이다. 하이브리드 디스크는 미리 애플리케이션 소프트 웨어나 데이터가 스탬프된 판독

전용 영역(이하, ROM부라 함)(1)과 기록 가능 영역(이하, RAM부라 함)(2)을 구비하고 있다. 또, 이 하이브리드 디스크에

는 해당 디스크 상에 하이브리드 디스크인 것을 나타내는 정보가 스탬프되어 형성되어 있다. 이 정보의 예로서는, ATIP

(Absolute Time In Pre-groove)의 디스크 애플리케이션 코드(Disc Application Code) 등이 있다.

도 4는 광 디스크(15)(예컨대 CD)의 물리 포맷(physical format)을 나타낸다. 리드 인 영역(Lead-In Area)(3), 프로그램

영역(Program Area)(4), 리드 아웃 영역(Lead-Out Area)(5)으로 구성되고, 광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기판 정보로서는

리드 인 스타트 시간, 리드 아웃 스타트 시간, 기록 스트래터지(strategy)의 파라미터 등이 있다. 그리고 리드 인 스타트 시

간은 제조업자(vender) 코드로서 각 제조업자 고유의 시간이 설정되고, 또 리드 아웃 스타트 시간은 기록 용량에 대응한

값이 설정되며, 이러한 기판 정보는 다른 광 디스크에 복사할 수 없다.

도 5는 CD에서 흔히 이용되는 ISO9660을 이용한 파일ㆍ디렉토리 정보 관리 형태의 일례이다. 여기서, VD는 볼륨 기술자

(Volume Descriptor)를, PT는 패스 테이블(Path Table)을, DR는 디렉토리 레코드(Directory Record)를, FE는 파일 익

스텐트(File Extent)를 나타낸다. 이들 관리 정보는 도 6의 프로그램 영역(Program Area)(4)에 기록되어 있고, VD의 기

록 위치는 고정된다. 그리고 VD는 이후의 파일이나 폴더 등의 볼륨 정보가 기록된다. 여기에는 루트 디렉토리 정보나, 패

스 테이블(Path Table)의 위치, 크기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 PT는 볼륨 내에 포함되는 각 디렉토리의 위치 등 정보가 기

록되어 있다. 또 DR은 해당 디렉토리에 포함되는 파일ㆍ디렉토리 위치나 크기 등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또 FE는 파일의

실체(내용)가 기록되어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백업 디스크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이 흐름도는 도 1의 MPU(82a)에 의해 실행되는 일련의 처리 알고리즘에 대응하고 있다. 우선 유저가 입력 장치(85)를 통

하여 백업 디스크의 작성을 지시하면, 도 7의 흐름도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HDD(84)로부터 메인 메모리(82b)에 로드됨

과 동시에, 그 선두 주소가 MPU(82a)의 프로그램 카운터에 세트되어 흐름도의 처리가 개시된다. 우선, 백업하고자 하는

광 디스크(이하, 복제원 디스크라 함)를 광 디스크 장치(20)로 삽입할 것을 유저에게 재촉하는 메시지를 표시 장치(86)에

표시한다(단계 S1). 다음에, 복제원 디스크가 광 디스크 장치(20)에 삽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2). 광 디스

크 장치(20)로부터 복제원 디스크가 삽입되어 있다는 통지를 수신하면(단계 S2:예), 광 디스크 장치(20)를 통하여 복제원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디스크 정보를 취득한다(단계 S3). 다음에, 복제원 디스크의 디스크 정보를 참조하여 복제원 디스

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단계 S4). 여기서, 복제원 디스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가 아니면(단계

S4:아니오), 복제원 디스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가 아닌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표시 장치(86)에 표시하고 처리를 종료

한다. 즉, 백업 디스크의 작성은 수행되지 않는다. 한편, 복제원 디스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이면(단계 S4:예), 복제원 디

스크의 ROM부의 관리 정보와 RAM부의 기록 정보를 판독한다(단계 S5). 다음에, 복제원 디스크를 광 디스크 장치(20)로

부터 배출하고, 백업측이 되는 광 디스크(이하, 복제측 디스크라 함)를 광 디스크 장치(20)에 삽입할 것을 유저에게 재촉하

는 메시지를 표시 장치(86)에 표시한다(단계 S6). 다음에, 복제측 디스크가 광 디스크 장치(20)에 삽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7). 광 디스크 장치(20)로부터 복제측 디스크가 삽입되어 있다는 통지를 수신하면(단계 S7:예), 다음에,

광 디스크 장치(20)를 통하여 복제측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디스크 정보를 취득한다(단계 S8). 다음에, 복제측 디스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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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정보를 참조하여 복제측 디스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단계 S9). 여기서, 복제측 디스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가 아니면(단계 S9:아니오), 복제측 디스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가 아닌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표시

장치(86)에 표시하고 처리를 종료한다. 즉, 백업 디스크의 작성은 수행되지 않는다. 한편, 복제측 디스크가 하이브리드 디

스크이면(단계 S9:예), 복제측 디스크의 ROM부의 관리 정보를 판독하고(단계 S10), 복제원과 복제측 관리 정보가 동일한

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11). 동일하지 않으면(단계 S11:아니오), 관리 정보가 상이한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표시 장

치(86)에 표시하고 처리를 종료한다. 즉, 백업 디스크의 작성은 수행되지 않는다. 단계 S11에서 동일하면(단계 S11:예), 복

제원 RAM부의 기록 정보를 복제측 RAM부에 기록하고(단계 S12), 백업 디스크의 작성이 정상적으로 종료한 것을 나타내

는 메시지를 표시 장치(86)에 표시하고 처리를 종료한다.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에서는 멀티 세션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

체의 ROM부에 기록된 관리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백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복제원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 및 RAM부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판독하고, 나아가 복제측 기록 매체의 관리 정보를 판독하며, 양쪽 기록 매

체의 관리 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만 복제원 기록 매체의 RAM부의 기록 정보를 복제측 기록 매체의 RAM부에 기록하는 것

이다. 이것에 의해 복제원과 복제측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ROM부에 동일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것에 의해 다른 기록 매체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백업을 작성할 수 있다.

또 관리 정보 대신에 전체 섹터를 판독하여 비교함으로써, 비교가 용이하고 또한 비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백업 디스크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이 흐름도는 도 1의 MPU(82a)에 의해 실행되는 일련의 처리 알고리즘에 대응하고 있다. 우선 유저가 입력 장치(85)를 통

하여 백업 디스크의 작성을 지시하면, 도 8의 흐름도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HDD(84)로부터 메인 메모리(82b)에 로드됨

과 동시에, 그 선두 주소가 MPU(82a)의 프로그램 카운터에 세트되어 흐름도의 처리가 개시된다. 우선, 복제원 디스크를

광 디스크 장치(20)에 삽입할 것을 유저에게 재촉하는 메시지를 표시 장치(86)에 표시한다(단계 S21). 다음에, 복제원 디

스크가 광 디스크 장치(20)에 삽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22). 광 디스크 장치(20)로부터 복제원 디스크가 삽

입되어 있다는 통지를 수신하면(단계 S22:예), 광 디스크 장치(20)를 통하여 복제원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디스크 정보

를 취득한다(단계 S23). 다음에, 복제원 디스크의 디스크 정보를 참조하여 복제원 디스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인지 아닌

지를 판단한다(단계 S24). 여기서, 복제원 디스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가 아니면(단계 S24:아니오), 복제원 디스크가 하이

브리드 디스크가 아닌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표시 장치(86)에 표시하고 처리를 종료한다. 즉, 백업 디스크의 작성은 수

행되지 않는다. 한편, 복제원 디스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이면(단계 S24:예), 복제원 디스크의 ROM부 기억 용량의 취득과

RAM부의 기록 정보를 판독한다(단계 S25). 다음에, 복제원 디스크를 광 디스크 장치(20)로부터 배출하고, 복제측 디스크

를 광 디스크 장치(20)에 삽입할 것을 유저에게 재촉하는 메시지를 표시 장치(86)에 표시한다(단계 S26). 다음에, 복제측

디스크가 광 디스크 장치(20)에 삽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27). 광 디스크 장치(20)로부터 복제측 디스크가

삽입되어 있다는 통지를 수신하면(단계 S27:예), 다음에, 광 디스크 장치(20)를 통하여 복제측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디

스크 정보를 취득한다(단계 S28). 다음에, 복제측 디스크의 디스크 정보를 참조하고, 복제측 디스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

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단계 S29). 여기서, 복제측 디스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가 아니면(단계 S29:아니오), 복제측 디스

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가 아닌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표시 장치(86)에 표시하고 처리를 종료한다. 즉, 백업 디스크의

작성은 수행되지 않는다. 한편, 복제측 디스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이면(단계 S29:예), 복제측 디스크의 ROM부 기억 용량

을 취득하고(단계 S30), 복제원과 복제측 기억 용량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31). 동일하지 않으면(단계 S31:

아니오), 기억 용량이 상이한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표시 장치(86)에 표시하고 처리를 종료한다. 즉, 백업 디스크의 작성

은 수행되지 않는다. 단계 S31에서 동일하면(단계 S31:예), 복제원 RAM부의 기록 정보를 복제측 RAM부에 기록하고(단

계 S32), 백업 디스크의 작성이 정상적으로 종료한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표시 장치(86)에 표시하고 처리를 종료한다.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멀티 세션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체 ROM부의 기억 용량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백

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복제원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 및 RAM부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판독하고, 나아가 복제측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를 판독하며, 양쪽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만 복

제원 기록 매체의 RAM부의 기록 정보를 복제측 기록 매체의 RAM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관리 정보를 비교하

는 방법보다 더 짧은 시간으로 ROM부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간단한 방법으로 또한

다른 기록 매체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백업을 작성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백업 디스크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이 흐름도는 도 1의 MPU(82a)에 의해 실행되는 일련의 처리 알고리즘에 대응하고 있다. 우선 유저가 입력 장치(85)를 통

하여 백업 디스크의 작성을 지시하면, 도 9의 흐름도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HDD(84)로부터 메인 메모리(82b)에 로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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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그 선두 주소가 MPU(82a)의 프로그램 카운터에 세트되어 흐름도의 처리가 개시된다. 우선, 복제원 디스크를

광 디스크 장치(20)에 삽입할 것을 유저에게 재촉하는 메시지를 표시 장치(86)에 표시한다(단계 S41). 다음에, 복제원 디

스크가 광 디스크 장치(20)에 삽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42). 광 디스크 장치(20)로부터 복제원 디스크가 삽

입되어 있다는 통지를 수신하면(단계 S42:예), 광 디스크 장치(20)를 통하여 복제원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디스크 정보

를 취득한다(단계 S43). 다음에, 복제원 디스크의 디스크 정보를 참조하여 복제원 디스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인지 아닌

지를 판단한다(단계 S44). 여기서, 복제원 디스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가 아니면(단계 S44:아니오), 복제원 디스크가 하이

브리드 디스크가 아닌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표시 장치(86)에 표시하고 처리를 종료한다. 즉, 백업 디스크의 작성은 수

행되지 않는다. 한편, 복제원 디스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이면(단계 S44:예), 복제원 디스크 ROM부의 기억 용량 및 ID 취

득과 RAM부의 기록 정보를 판독한다(단계 S45). 다음에, 복제원 디스크를 광 디스크 장치(20)로부터 배출하고, 복제측 디

스크를 광 디스크 장치(20)에 삽입할 것을 유저에게 재촉하기 위한 메시지를 표시 장치(86)에 표시한다(S46). 다음에, 복

제측 디스크가 광 디스크 장치(20)에 삽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47). 광 디스크 장치(20)로부터 복제측 디스

크가 삽입되어 있다는 통지를 수신하면(단계 S47:예), 그 다음에, 광 디스크 장치(20)를 통하여 복제측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디스크 정보를 취득한다(단계 S48). 다음에, 복제측 디스크의 디스크 정보를 참조하여 복제측 디스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단계 S49). 여기서, 복제측 디스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가 아니면(단계 S49:아니오), 복제

측 디스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가 아닌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표시 장치(86)에 표시하고 처리를 종료한다. 즉, 백업 디

스크의 작성은 수행되지 않는다. 한편, 복제측 디스크가 하이브리드 디스크이면(단계 S49:예), 복제측 디스크 ROM부의 기

억 용량 및 ID를 취득하고(단계 S50), 복제원과 복제측 기억 용량 및 ID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51). 만일 동일

하지 않으면(단계 S51:아니오), 기억 용량이 상이한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표시 장치(86)에 표시하고 처리를 종료한다.

즉, 백업 디스크의 작성은 수행되지 않는다. 단계 S51에서 만일 동일하면(단계 S51:예), 복제원 RAM부의 기록 정보를 복

제측 RAM부에 기록하고(단계 S52), 백업 디스크의 작성이 정상적으로 종료한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표시 장치(86)에

표시하고 처리를 종료한다. 또한, 여기서 설명한 ID는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로그램 영역(Program Area)(4)의 관리

정보(4a)와는 별도로 ID(4b) 부분에 존재한다.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멀티 세션에 의해 기록된 기록 매체의 ROM부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를 비

교함으로써, 백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복제원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와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판독하고, 나아가 복제측 기록 매체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를 판독하며, 양쪽 기록 매체

의 기억 용량 정보 및 ID 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만 복제원 기록 매체의 RAM부의 기록 정보를 복제측 기록 매체의 RAM부

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ROM부의 기억 용량을 비교하는 방법에 비하여, ROM부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 일치 확

인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물론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상기 실시예는 일례에 지나지 않고, 상기 MPU(82a)의 프로그램에

따르는 처리에 의해 실현된 구성 각부 중 적어도 일부를 하드웨어에 의해 구성하도록 하여도 좋고, 또는 모든 구성 부분을

하드웨어에 의해 구성하도록 하여도 좋다.

아래에,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 10~도 18에 따라 설명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정보 기록 장치 및 처리 장치로서의 광 디스크 장치(120)의 개략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

다.

도 10에 나타내는 광 디스크 장치(120)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정보 기록 매체로서의 광 디스크(115)를 회전 구동

하기 위한 스핀들 모터(122), 광 픽업 장치(123), 상기 광 픽업 장치(123)를 슬렛지 방향으로 구동하기 위한 시크 모터

(121), 레이저 제어 회로(124), 엔코더(125), 구동 제어 회로(126), 재생 신호 처리 회로(128), 버퍼 RAM(134), 버퍼 매니

저(137), 인터페이스(138), 플래시 메모리(139), CPU(140) 및 RAM(141) 등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도 10에서 화살표는

대표적인 신호나 정보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블록의 접속 관계 모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상기 인터페이스(138)는 상위 장치(190)(예컨대, 개인용 컴퓨터)와의 쌍방향 통신 인터페이스이며, ATAPI(AT

Attachment Packet Interface), SCSI(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및 USB(Universal Serial Bus) 등의 표준 인

터페이스에 준거하고 있다.

상기 버퍼 RAM(134)에는 광 디스크(115)에 기록하는 데이터(기록용 데이터), 및 광 디스크(115)로부터 재생한 데이터(재

생 데이터) 등이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이 버퍼 RAM(134)에의 데이터 입출력은 상기 버퍼 매니저(137)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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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광 픽업 장치(123)는 광 디스크(115)의 기록면에 레이저 광을 집광함과 동시에, 상기 기록면으로부터 반사되는 반사

광을 수광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 광 픽업 장치(123)는 반도체 레이저, 대물 렌즈를 포함하고, 상기 반도체 레이저로부터

출사된 광속을 광 디스크(115)의 기록면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상기 기록면에서 반사된 복귀 광속을 소정 수광 위치까지

유도하는 광학계, 상기 수광 위치에 배치되어 상기 귀환 광속을 수광하는 수광기, 및 구동계(초점 액츄에이터 및 추적 액츄

에이터)(모두 도시 생략)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상기 수광기는 복수개의 수광 소자(또는 수광 영역)를 구비하고,

각자에서의 수광량에 따른 신호가 재생 신호 처리 회로(128)로 출력된다.

상기 재생 신호 처리 회로(128)는 상기 수광기의 출력 신호에 근거하여 서보 신호(초점 에러 신호나 트랙 에러 신호 등),

주소 정보, 동기 신호, 및 RF(Radio Frequency) 신호 등을 취득한다. 여기서 취득된 서보 신호는 상기 구동 제어 회로

(126)에 출력되고, 주소 정보는 CPU(140)에 출력되며, 동기 신호는 엔코더(125)나 구동 제어 회로(126) 등에 출력된다.

또한, 재생 신호 처리 회로(128)는 RF 신호에 대하여 복호 처리 및 에러 검출 처리 등을 실시하고, 에러가 검출되었을 때에

는 에러 정정 처리를 실시한 후, 재생 데이터로서 상기 버퍼 매니저(137)를 통하여 상기 버퍼 RAM(134)에 저장한다. 버퍼

RAM(134)에 저장된 재생 데이터는 섹터 단위로 상위 장치(190)에 전송된다.

상기 구동 제어 회로(126)는 재생 신호 처리 회로(128)로부터의 트랙 에러 신호에 근거하여 추적(tracking) 방향에 관한

대물 렌즈의 위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상기 추적 액츄에이터의 구동 신호를 생성함과 동시에, 초점 에러 신호에 근거하

여 대물 렌즈의 초점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상기 초점 액츄에이터의 구동 신호를 생성한다. 여기서 생성된 각 구동 신호는

광 픽업 장치(123)로 출력된다. 이것에 의해 추적 제어 및 초점 제어를 수행한다. 또, 구동 제어 회로(126)는 CPU(140)의

지시에 근거하여 시크 모터(121)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신호, 및 스핀들 모터(122)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신호를 생성한

다. 각 구동 신호는 각각 시크 모터(121) 및 스핀들 모터(122)로 출력된다.

상기 플래시 메모리(139)에는 CPU(140)로 해독 가능한 코드로 기술된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프로그램,

기록 파워나 기록 스트래터지 정보를 포함한 기록 조건, 및 반도체 레이저의 발광 특성 등이 저장되어 있다.

상기 엔코더(125)는 CPU(140)의 지시에 근거하여 버퍼 RAM(134)에 축적되어 있는 기록용 데이터를 버퍼 매니저(137)

를 통하여 취출하고, 데이터의 변조 및 에러 수정 코드의 부가 등을 수행한 후, 광 디스크(115)로의 기록 신호를 생성한다.

여기서 생성된 기록 신호는 레이저 제어 회로(124)에 출력된다.

상기 레이저 제어 회로(124)는 상기 광 픽업 장치(123)를 구성하는 반도체 레이저의 발광 파워를 제어한다. 예컨대, 기록

시에는 상기 기록 신호, 기록 조건, 및 반도체 레이저의 발광 특성 등에 근거하여 반도체 레이저의 구동 신호가 레이저 제

어 회로(124)에서 생성된다.

상기 CPU(140)는 플래시 메모리(139)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상기 각 부의 동작을 제어함과 동시에, 제어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RAM(41) 및 버퍼 RAM(134)에 보존한다.

상기 광 디스크(115)는 일례로서 CD계의 정보 기록 매체와 동등의 물리적 성질을 구비하고, 일례로서 도 11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컨텐츠가 기록되어 있는 판독 전용 영역(이하, [ROM부]라 함)과 데이터 영역으로서의 데이터 추가 기록이 가능

한 영역(이하, [RAM부]라 함)을 구비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디스크이다. 여기에서는 멀티 세션 방식으로 정보가 기록

되며 ROM부가 제1 세션으로 되어 있다. 또, RAM부에는 일례로서 도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리드 인 영역(Lead－In

Area), 프로그램 영역(Program Area), 및 리드 아웃 영역(Lead－Out Area) 등으로 구성되는 제2 세션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일례로서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로그램 영역의 최종 섹터에는 광 디스크(115) RAM부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이하, [공백 용량 정보]라 함)를 파일 데이터로서 포함한 파일(이하, [공백 용량 파일]이라 함)이 기록되어 있다. 여

기에서 프로그램 영역의 최종 섹터는 동기 정보(Sync), 헤더 정보(Header), 데이터(Data), 에러 검출 코드(EDC：Error

Detection Code), 에러 수정 코드(ECC： Error Correction Code), 및 공백(Blank)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백 용량 파일은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다. 또, 공백 용량 파일에는 이 공백 용량 파일이 작성 또는 갱신된 일시에 관한 정보(이하, [일시 정

보]라 함)가 파일 데이터로서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이 일시 정보는 나아가 공백 용량 파일에 관한 파일 관리 정보 중 하나

로서 파일 관리 정보 영역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공백 용량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다. 즉, 공백 용량 정보 및 일시 정보는 모

두 암호화되어 있다. 또한 공백 용량 파일의 암호화에는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파일 암호화 방법이 이용되지만,

특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컨텐츠의 중요도에 따른 파일 암호화 방법을 이용하여도 좋다. 또, 공백 용량 파일의

복호화에 이용되는 복호 키는 광 디스크(115)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재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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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전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광 디스크 장치(120)가 상위 장치(190)로부터 재생 요구 명령을 수신했을 때의 처리에

대하여 도 14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4의 흐름도는 CPU(140)에 의해 실행되는 일련의 처리 알고리즘에 대응하고 있

다.

상위 장치(190)로부터 컨텐츠의 재생을 요구하는 재생 요구 명령을 수신하면, 도 14의 흐름도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하,

[재생 처리 프로그램]이라 함)의 개시 주소가 CPU(140)의 프로그램 카운터에 세트되어 재생 처리가 개시된다.

우선, 단계 S401에서는 광 디스크(115)에 공백 용량 파일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제2 세션의 프로그램

영역의 최종 섹터에 공백 용량 파일이 기록되어 있으면(단계 S401:예), 단계 S403으로 이행한다.

이 단계 S403에서는 광 디스크(115)로부터 공백 용량 파일을 판독하고, 복호 키를 이용하여 복호화한 후, 파일 데이터를

RAM(41)에 저장한다.

다음의 단계 S405에서는 RAM(41)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데이터로부터 공백 용량 정보를 추출한다. 그리고, 공백 용량 정

보가 나타내는 공백 용량(이하, 편의상 [제1 공백 용량]이라 함)을 취득한다.

다음의 단계 S407에서는 광 디스크(115)의 RAM부의 실제 공백 용량(이하, 편의상 [제2 공백 용량]이라 함)을 취득한다.

다음의 단계 S409에서는 제1 공백 용량과 제2 공백 용량이 서로 같은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1 공백 용량과 제2 공백 용량

이 서로 같으면(단계 S09:예), 여기서의 판단은 긍정되어 단계 S411로 이행한다.

이 단계 S411에서는 RAM(41)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데이터로부터 일시 정보(이하, 편의상 [제1 일시 정보]라 함)를 추출

한다.

다음의 단계 S413에서는 파일 관리 정보로부터 공백 용량 파일의 일시 정보(이하, 편의상 [제2 일시 정보]라 함)를 취득한

다.

다음의 단계 S415에서는 제1 일시 정보와 제2 일시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1 일시 정보와 제2 일시

정보가 서로 일치하면(단계 S415:예), 여기서의 판단은 긍정되어 단계 S417로 이행한다.

이 단계 S417에서는 광 디스크(115)를 오리지날이라고 간주하고 재생을 허가한다. 이것에 의해 전술한 바와 같이, 광 픽

업 장치(123)의 출력 신호에 근거하여 재생 신호 처리 회로(128)에서 재생 데이터가 취득되어 버퍼 RAM(134)에 축적된

후, 섹터 단위로 상위 장치(190)에 전송된다.

다음의 단계 S419에서는 지정된 컨텐츠의 재생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재생이 완료되지 않으면, 여기서의 판단

은 부정되고, 소정 시간 경과 후, 재차 재생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지정된 컨텐츠의 재생이 완료할 때까지

대기한다. 지정된 컨텐츠의 재생이 완료하면, 여기서의 판단은 긍정되어 재생 처리를 종료한다.

또한, 상기 단계 S409에서 제1 공백 용량 정보와 제2 공백 용량이 서로 상이하면(단계 S409:아니오), 단계 S409에서의 판

단은 부정되어 단계 S421로 이행한다. 이 단계 S421에서는 광 디스크(115)를 부정하게 복사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재생

불가를 상위 장치(190)에 통지한다. 그리고, 재생 처리를 종료한다. 즉, 지정된 컨텐츠의 재생은 수행되지 않는다.

또, 상기 단계 S415에서 제1 일시 정보와 제2 일시 정보가 서로 상이하면(단계 S415:아니오), 단계 S415에서의 판단은 부

정되어 상기 단계 S421로 이행한다. 즉, 지정된 컨텐츠의 재생은 수행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공백 용량 정보 및 일시 정보에 근거하여 광 디스크(115)가 오리지날인지 부정하게 복사된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하게 복사된 것이면, 재생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부정 복사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단계 S401에서 광 디스크(115)에 공백 용량 파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단계 S401:아니오), 단계 S401에서

의 판단은 부정되어 상기 단계 S421로 이행한다. 즉, 광 디스크(115)는 부정하게 복사된 디스크라고 간주하고, 지정된 컨

텐츠의 재생을 금지한다.

《기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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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전술한 바와 같이 하여 구성된 광 디스크 장치(120)가 상위 장치(190)로부터 광 디스크(115)에 대한 유저 데이터

기록 요구 명령을 수신했을 때의 처리에 대하여 도 15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5의 흐름도는 CPU(140)에 의해 실행되

는 일련의 처리 알고리즘에 대응하고 있다.

상위 장치(190)로부터 기록 요구 명령을 수신하면, 도 15의 흐름도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하, [기록 처리 프로그램]이라

함)의 개시 주소가 CPU(140)의 프로그램 카운터에 세트되어 기록 처리가 개시된다. 또한 광 디스크(115)에의 기입은 엔

코더(125), 레이저 제어 회로(124) 및 광 픽업 장치(123) 등을 통하여 수행된다. 또, 기록 요구된 유저 데이터는 제3 세션

에 기록되도록 한다.

우선, 단계 S501에서는 광 디스크(115)에 공백 용량 파일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제2 세션의 프로그램

영역의 최종 섹터에 공백 용량 파일이 기록되어 있으면(단계 S501:예), 여기서의 판단은 긍정되어 단계 S503으로 이행한

다.

이 단계 S503~S507에서는 상기 단계 S403~S407에서의 처리와 같은 처리를 실시한다.

다음의 단계 S509에서는 제1 공백 용량 정보와 제2 공백 용량이 서로 같은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1 공백 용량 정보와 제2

공백 용량이 서로 같으면(단계 S509:예), 여기서의 판단은 긍정되어 단계 S511로 이행한다.

이 단계 S511 및 S513에서는 상기 단계 S411 및 S413에서의 처리와 같은 처리를 실시한다.

다음의 단계 S515에서는 제1 일시 정보와 제2 일시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1 일시 정보와 제2 일시

정보가 서로 일치하면(단계 S515:예), 여기서의 판단은 긍정되어 단계 S517로 이행한다.

이 단계 S517에서는 기록 후의 광 디스크(115) RAM부의 공백 용량을 산출한다. 여기에서는 유저 데이터 및 공백 용량 파

일이 기록된 후의 공백 용량이 산출된다.

다음의 단계 S519에서는 산출된 공백 용량에 근거하여 공백 용량 파일을 갱신한다.

다음의 단계 S521에서는 공백 용량 파일의 갱신 일시 정보를 공백 용량 파일에 부가한다.

다음의 단계 S523에서는 갱신된 공백 용량 파일을 암호화한다.

다음의 단계 S525에서는 암호화된 공백 용량 파일을 복호 키와 함께 기록용 데이터에 부가한다. 여기에서는 갱신된 공백

용량 파일은 제3 세션의 프로그램 영역의 최종 섹터에 대응하는 위치에 부가된다. 또한 프로그램 영역의 크기에는 하한이

있기 때문에, 기록용 데이터의 데이터량이 적은 경우에는, 기록용 데이터와 갱신된 공백 용량 파일의 사이에 더미 데이터

가 삽입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단계 S527에서는 기록을 허가한다.

다음의 단계 S529에서는 유저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유저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여기서의 판단은 부정되어 소정 시간 경과 후, 재차 유저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유저 데이터

의 기록이 완료할 때까지 대기한다. 유저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하면, 여기서의 판단은 긍정되어 단계 S531로 이행한다.

여기에서는 일례로서 도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갱신된 공백 용량 파일은 제3 세션의 프로그램 영역의 최종 섹터에 기록

된다.

다음의 단계 S531에서는 기록 완료를 상위 장치(190)에 통지한다. 그리고, 기록 처리를 종료한다.

또한 상기 단계 S509에서 제1 공백 용량 정보와 제2 공백 용량이 서로 상이하면(단계 S509:아니오), 단계 S509에서의 판

단은 부정되어 단계 S533으로 이행한다. 이 단계 S533에서는 광 디스크(115)는 부정하게 복사된 것이라고 간주하고, 기

록 불가를 상위 장치(190)에 통지한다. 그리고, 기록 처리를 종료한다. 즉, 유저 데이터의 기록은 수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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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기 단계 S515에 있어서, 제1 일시 정보와 제2 일시 정보가 서로 상이하면(단계 S515:아니오), 단계 S515에서의 판

단은 부정되어 상기 단계 S533으로 이행한다. 즉, 유저 데이터의 기록은 수행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공백 용량 정보 및 일시 정보에 근거하여 광 디스크(115)가 오리지날인지 부정하게 복사된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하게 복사된 것이면, 기록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부정 복사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단계 S501에 있어서, 광 디스크(115)에 공백 용량 파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단계 S501에서의 판단은 부정

되어 상기 단계 S533으로 이행한다. 즉, 광 디스크(115)는 부정하게 복사된 것이라고 간주하고, 유저 데이터의 기록을 금

지한다.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120)에서는 CPU(140) 및 상기 CPU(140)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의해 취득 수단, 판단 수단, 비교 수단 및 제어 수단이 실현되고 있다. 즉, 도 15의 단계 S517에 의해

취득 수단이 실현되고, 도 14의 단계 S401, 도 15의 단계 S501에 의해 판단 수단이 실현되며, 도 14의 단계 S403~S415,

도 15의 단계 S503~S515에 의해 비교 수단이 실현되고, 도 14의 단계 S417, 도 15의 단계 S527에 의해 제어 수단이 실

현된다.

또, 광 픽업 장치(123)와 레이저 제어 회로(124)와 엔코더(125)와 CPU(140) 및 상기 CPU(140)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도 15의 단계 S519~S527)에 의해 기록 수단 및 갱신 수단이 실현된다.

또한, CPU(140)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르는 처리에 의해 실현된 각 수단 중 적어도 일부를 하드웨어에 의해 구성하도록 하

여도 좋고, 또는 모두를 하드웨어에 의해 구성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기록 매체로서의 플래시 메모리(139)에 기록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 상기 재생 처리 프로그램 및 상기

기록 처리 프로그램에 의해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즉, 도 15의 단계 S517~S527의 처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정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순서가 구성되어 있다. 또, 도 14

의 단계 S401의 처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도 15의 단계 S501의 처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판단하는 단계가 구

성되고, 도 14의 단계 S403~S415의 처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도 15의 단계 S503~S515의 처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에 의해 비교하는 단계가 구성되어 있다. 또, 도 14의 단계 S417의 처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도 15의 단계 S527의 처리

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허가하는 단계가 구성되고, 도 15의 단계 S519~S527의 처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갱신하는 단계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도 15의 단계 S527의 처리에 의해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법에서 정보 기록 매체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가 실시되고, 도 15의 단계 S521의 처리에 의해 파일에 부가하는 단계가 실시되고 있다. 또, 도

15의 단계 S523의 처리에 의해 암호화하는 단계가 실시되고 있다.

또, 도 14의 단계 S401의 처리, 도 15의 단계 S501의 처리에 의해 본 발명에 따른 접근 방법의 판단 단계가 실시되고, 도

14의 단계 S403~S415의 처리, 도 15의 단계 S503~S515의 처리에 의해 비교하는 단계가 실시되며, 도 14의 단계 S417

의 처리, 도 15의 단계 S527의 처리에 의해 허가하는 단계가 실시되고, 도 15의 단계 S519~S527의 처리에 의해 갱신하는

단계가 실시되고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정보 기록 장치 및 처리 장치)에 의하면, 상위 장치(190)로부터

컨텐츠의 재생 요구가 있으면, 광 디스크(115)(정보 기록 매체)의 프로그램 영역(데이터 영역의 일부)에 기록되어 있는 공

백 용량 파일을 판독하고, 공백 용량 파일에 포함되는 공백 용량 정보가 나타내는 공백 용량(제1 공백 용량)과 실제 공백

용량(제2 공백 용량)이 일치하고, 동시에 공백 용량 파일에 포함되는 일시 정보(제1 일시 정보)와 파일 관리 정보에서의 일

시 정보(제2 일시 정보)가 일치할 때에는, 광 디스크(115)를 오리지날이라고 판단하고 컨텐츠의 재생을 허가하고 있다. 한

편, 제1 공백 용량과 제2 공백 용량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제1 일시 정보와 제2 일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광

디스크(115)를 부정하게 복사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컨텐츠의 재생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광 디스크의 종류에 관

계없이, 컨텐츠가 부정하게 복사된 광 디스크에 접근하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비용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 오리지날에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상위 장치(190)로부터 유저 데이터의 기록 요구가 있으면, 광 디스크(115)의 프로그램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공백 용

량 파일을 판독하고, 제1 공백 용량과 제2 공백 용량이 일치하고, 동시에 제1 일시 정보와 제2 일시 정보가 일치할 때에는,

광 디스크(115)를 오리지날이라고 판단하고 유저 데이터의 기록을 허가하고 있다. 한편, 제1 공백 용량과 제2 공백 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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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제1 일시 정보와 제2 일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광 디스크(115)를 부정하게 복사된 것이

라고 판단하고 유저 데이터의 기록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광 디스크의 종류에 관계없이 오리지날 이외의 광 디스

크에 기록하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비용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 오리지날에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복사를 방지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본 실시예에서는 기록 처리에 있어서, 광 디스크(115)에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광 디

스크(115)가 통째로 다른 정보 기록 매체에 복사되어도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오리지날 기록 매체와 복사된

기록 매체를 판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비용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복사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광 디스크(115)에의 접근 요구에 대하여 디스크(115)의 정당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광 디스크(115)

에 기록되어 있는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와 광 디스크(115)의 실제 공백 용량에 근거하여 광 디스크(115)가 오리지날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부정하게 복사된 디스크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비용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광 디스크(115)에 유저 데이터가 기록되어 공백 용량이 변화하면, 공백 용량 파일을 갱신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계속되는 접근 요구에 대하여 광 디스크(115)가 오리지날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

공백 용량 파일이 갱신되면, 그 갱신된 공백 용량 파일을 광 디스크(115)에 기록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광 디스크(115)가

일단 배출되어 재차 세트되었을 경우에도, 광 디스크(115)가 오리지날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신속하게 또한 정확하게 수행

할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공백 용량 파일을 암호화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 데이터의 개찬(改竄)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115)에 의하면,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광 디스크(115)

가 통째로 다른 정보 기록 매체에 복사되어도,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오리지날의 기록 매체와 복사된 기록 매

체를 판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비용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광 디스크(115)에 기록되어 있는 공백 용량 파일에는 일시 정보가 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리지날의 기록 매체와 복사

된 기록 매체를 더욱 정밀도 높게 판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복사된 기록 매체에서는 복사 일시 정보가 파일 관리

정보 영역에 기록되어 있다.

또, 광 디스크(115)에 기록되어 있는 공백 용량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데이터의 개찬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광 디스크(115)가 CD계의 정보 기록 매체와 동등의 물리적 성질을 구비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

하였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DVD계의 정보 기록 매체와 동등의 물리적 성질을 구비하고 있어도 좋고,

파장이 405 nm인 광에 대응하는 차세대의 정보 기록 매체와 동등의 물리적 성질을 구비하고 있어도 좋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공백 용량 파일의 복호화에 이용되는 복호 키가 광 디스크(115)에 기록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

였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유저가 상위 장치(190)를 통하여 입력하여도 좋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공백 용량 파일을 복호화할 때에 복호 키의 타당성을 확인하지 않지만, 복호 키의 타당성을 확인하여도 좋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RAM부가 추가 기록 가능한 영역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

서 가능한 영역이어도 좋다. 이 경우에, 예컨대 공백 용량 파일을 기록하는 특정 영역을 미리 설정해 두고, 공백 용량이 변

화하면, 갱신된 공백 용량 파일을 그 특정 영역에 고쳐 기록하여도 좋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광 디스크(115)가 ROM부와 RAM부를 구비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디스크인 경우에 대하여 설

명하였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RAM부만 구비하는 디스크이어도 좋다. 예컨대, 현재 시판되고 있는 CD－R,

또는 CD－RW이어도 좋다. 물론, DVD－R, DVD－RW, DVD＋R, DVD＋RW, 파장이 405 nm인 광에 대응하는 차세대의

정보 기록 매체 중 어느 것이어도 좋다. 그리고, 광 디스크(115)가 DVD계의 디스크인 경우에는, 정보 기록 장치로서 DVD

레코더를, 처리 장치로서 DVD 플레이어를 이용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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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공백 용량 파일이 프로그램 영역의 최종 섹터에 기록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이것에 한

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프로그램 영역의 선두에 기록되어도 좋고, 프로그램 영역에 기록되는 데이터의 직후에 기록

되어도 좋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공백 용량 정보가 파일로서 기록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 이 경우에는 파일 관리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 정보에 따른 판단은 수행되지 않는다(도 17, 도 18 참조).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공백 용량 파일이 암호화되어 광 디스크(115)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컨

텐츠의 중요도가 낮을 때나, 파일 데이터가 개찬될 우려가 적을 때에는, 암호화하지 않아도 좋다. 이 경우에는, 상기 단계

S403 및 S503에서의 복호화, 및 단계 S523에서의 처리는 각각 불필요하게 된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제1 일시 정보와 제2 일시 정보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광 디스크(115)는 오리지날이 아니라

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분 단위까지 일치하고 있으면, 제1 일시 정보와 제2 일시 정보가 일치한다고 간

주하여도 좋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공백 용량 파일에 일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고, 일시 정보 대신에, 예컨대 공백 용량 파일이 작성 또는 갱신된 일자에 관한 정보(이하, [일자 정보]라 함)가 포함되어도

좋다. 이 경우에는, 상기 단계 S411~S415, 상기 단계 S511~S515, 및 상기 단계 S521에서는 일시 정보 대신에 일자 정보

가 이용되게 된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제1 공백 용량과 제2 공백 용량이 일치하고, 동시에 제1 일시 정보와 제2 일시 정보가 일치할 때에,

광 디스크(115)는 오리지날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예컨대 컨텐츠의 중요도가 낮을 때에는, 일례로

서 도 17 및 도 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 공백 용량과 제2 공백 용량이 일치할 때에, 바로 광 디스크(115)는 오리지날이

라고 판단하여도 좋다. 이것에 의해 판단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백 용량 파일에 일시 정보가 포

함되지 않아도 좋다. 또한 도 17의 흐름도는 도 14의 흐름도에서의 단계 S411~S415를 생략한 것이고, 도 18의 흐름도는

도 15의 흐름도에서의 단계 S511~S515, 및 단계 S521을 생략한 것이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멀티 세션 방식으로 기록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은 플래시 메모리(139)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기록 매체(CD, 광학 자기

디스크, DVD, 메모리 카드, USB 메모리, 플렉시블 디스크 등)에 기록되어 있어도 좋다. 이 경우에는, 각 기록 매체에 대응

하는 재생 장치(또는 전용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을 플래시 메모리(139)에 로드하면 된다. 또, 네

트워크(LAN, 인트라넷, 인터넷 등)를 통하여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을 플래시 메모리(139)에 전송하여도 좋다. 요컨대,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을 플래시 메모리(139)에 로드하면 된다.

또,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이 광 디스크(115)의 ROM부에 기록되어 있어도 좋다. 이 경우에는, 광

디스크(115)가 광 디스크 장치(120)에 세트되었을 때에,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이 광 디스크(115)로부터 플래시 메모리

(139)에 로드되게 된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광 픽업 장치가 하나의 반도체 레이저를 구비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예컨대 서로 다른 파장의 광속을 발광하는 복수개의 반도체 레이저를 구비하고 있어도 좋다. 이 경우에, 예컨대 파장

이 약 405 nm인 광속을 발광하는 반도체 레이저, 파장이 약 660 nm인 광속을 발광하는 반도체 레이저 및 파장이 약 780

nm인 광속을 발광하는 반도체 레이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있어도 좋다. 즉, 광 디스크 장치가 서로 다른 규격에 준

거한 복수 종류의 광 디스크에 대응하는 광 디스크 장치이어도 좋다. 이 경우에, 적어도 어느 하나의 광 디스크에 공백 용

량 파일이 기록되어 있어도 좋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정보 기록 매체가 광 디스크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에는, 광 디스크 장치 대신에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대응한 정보 기록 장치가 이용된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처리 장치가 광 디스크 장치(120)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

컨대, 처리 장치가 광 디스크 장치(120)와 상위 장치(190)로 구성되어 있어도 좋다. 이 경우에는,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CPU(140)에 의해 실현된 각 수단의 적어도 일부를 상위 장치(190)에 의해 실현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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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매체에 의하면, 비용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사

용을 방지하는데 적합하다. 또, 본 발명의 기록 방법 및 정보 기록 장치에 의하면, 비용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 정보 기록 매

체에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데 적합하다. 또, 본 발명의 접근 방법 및 처리 장치에 의하면, 비용 상

승을 초래하지 않고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데 적합하다. 또, 본 발명의 프로그램 및 기억 매체에 의하면, 정보 기

록 장치 및 처리 장치의 제어용 컴퓨터에 비용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시키는데 적합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복제원 및 복제측 기록 매체가 모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이고, 복제원과 복제측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

되어 있는 관리 정보가 동일할 경우에만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므로, 복제원과 복제측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판독 전용 영역에 동일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것에 의해 다른 기록 매체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백업을 작성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관리 정보 대신에 전체 섹터를 판독하여 비교하므로, 비교가 용이하고 또 비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복제원 및 복제측 기록 매체가 모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이며, 복제원과 복제측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이 동일할 경우에만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

에 기록하므로, 관리 정보를 비교하는 방법보다 짧은 시간으로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간단한 방법으로 또한 다른 기록 매체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의 백업을 작성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복제원 및 복제측 기록 매체가 모두 하이브리드 기록 매체이며, 복제원과 복제측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 및 ID가 동일할 경우에만 복제원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정보를 복제측 기록 매체의 유저

영역에 기록하므로, 판독 전용 영역의 기억 용량을 비교하는 방법에 비하여 판독 전용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가 일치

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본 발명의 백업 디스크 방법을 컴퓨터가 제어 가능토록 프로그래밍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판독 가

능한 형식으로 기록 매체에 기록함으로써, 이 기록 매체를 용이하게 운반하여 어디에서도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데이터 영역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가 상기 데이터 영역 내외 중 어느 한 쪽에 기록되어 있도록 하

므로, 데이터 영역의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오리지날 기록 매체와 복사 기록 매체를 판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비용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 간단한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

도록 한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는 상기 데이터 영역 내에 기록되어 있도록 하므로, 간단한 방법으로 기

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는 파일로서 기록되어 있도록 하므로, 간단한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기 파일은 상기 파일이 작성 또는 갱신된 일자를 포함한 정보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단한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기 일자를 포함한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도록 하므로, 간단한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기 공백 용량에 관한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도록 하므로, 간단한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기 데이터 영역과는 별도로 판독 전용 영역을 추가로 구비하도록 하므로, 간단한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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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의 개략 구성도.

도 2는 광 픽업 장치의 구성도.

도 3은 하이브리드 디스크의 설명도.

도 4는 광 디스크(예컨대 CD)의 물리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CD에서 흔히 이용되는 ISO9660를 이용한 파일ㆍ디렉토리 정보의 관리 형태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프로그램 영역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백업 디스크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백업 디스크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백업 디스크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2는 도 11의 RAM부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3은 공백 용량 파일이 기록되는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4는 도 10의 광 디스크 장치에서의 재생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15는 도 10의 광 디스크 장치에서의 기록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16은 갱신된 공백 용량 파일이 기록되는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7은 도 10의 광 디스크 장치에서 재생 처리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18은 도 10의 광 디스크 장치에서 기록 처리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백업 디스크 작성 장치

15 광 디스크

20 광 디스크 장치

22 스핀들 모터

23 광 픽업 장치

24 레이저 제어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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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엔코더

27 모터 드라이버

28 재생 신호 처리 회로

33 서보 제어기

34 버퍼 RAM

37 버퍼 매니저

38 인터페이스

39　 ROM

40　 CPU

41　 RAM

80 호스트

115 광 디스크(정보 기록 매체)

120 광 디스크 장치(정보 기록 장치, 처리 장치)

123 광 픽업 장치(기록 수단의 일부, 갱신 수단의 일부)

124 레이저 제어 회로(기록 수단의 일부, 갱신 수단의 일부)

125 엔코더(기록 수단의 일부, 갱신 수단의 일부)

139 플래시 메모리(기록 매체)

140 CPU(취득 수단, 기록 수단의 일부, 판단 수단, 비교 수단, 제어 수단, 갱신 수단의 일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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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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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등록특허 10-0719863

- 31 -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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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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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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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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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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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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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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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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