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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재생장치 및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장치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의 식별자를 생성하는 식별자 생성부; 네트워크 접속
부; 및 상기 식별자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식별자를 상기 네트워크 접속부를 통해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으로 전
송하고, 상기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부가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접속부를 통해 수신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네트워크를 통해 각각 컨텐츠에 대한 부가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
는 재생장치가 제공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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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재생장치 및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의 개요도,

도 2 및 도 3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부가정보 데이터베이스 (101)에 저장된 데이터 구조도,

도 4는 재생장치(10)가 부가정보를 표시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도 5는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100)이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광 디스크 10: 재생장치

11: 식별자 생성부 12: 제어부

13: 네트워크 접속부 14: 브라우저

15: 독출부 16: 재생부

100: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

102: 부가정보 데이터베이스

102: 서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재생장치 및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저장매체로부터 컨텐츠를 독출하
여 재생하는 재생장치, 및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재생장치와 연결가능한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컨텐츠가 기록되는 CD, DVD 등 디지털 저장매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상품으로 판매되는 
CD-ROM, DVD-Audio, DVD-Video에는 오디오 컨텐츠 또는 비디오 컨텐츠가 기록된다.

오디오 컨텐츠나 비디오 컨텐츠와 관련된 정보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뮤직비디오의 경우 가사내용, 가수에 대한 신상
정보, 최근의 활동내용, 유사한 장르의 다른 히트곡, 등을 수없이 많은 관련정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컨텐
츠에 관련된 부가정보를 알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른 매체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네트워크를 통해 각각 컨텐츠에 대한 부가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부가정보 서비
스 서버 시스템 및 재생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네트워크를 통해 각각 컨텐츠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 및 재생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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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장치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의 식별자를 생성하는 식별자 생성부; 
네트워크 접속부; 및 상기 식별자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식별자를 상기 네트워크 접속부를 통해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상기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부가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접속부를 통해 수
신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재생장치는 상기 컨텐츠가 저장된 저장매체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는 독출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식별자 생성부
는 상기 독출부에 의해 상기 저장매체로부터 독출된 ISRC코드를 수신하여 상기 식별자로서 상기 제어부로 제공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부에는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고, 상기 브라우저는 상기 식별자를 상기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에 설치
된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제공된 부가정보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한다.

상기 재생장치는 상기 저장매체로부터 상기 컨텐츠를 독출하는 독출부; 및 상기 독출부에 의해 독출된 컨텐츠를 재생하
는 재생부를 더 포함한다.

상기 재생부는 독출된 컨텐츠를 디코딩하는 디코더를 더 포함하고, 상기 디코더로부터 출력된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
여 사운드를 송출하는 스피커; 및 상기 디코더로부터 출력된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하여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
레이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복수의 컨텐츠에 대한 부가정보가 저장된 부가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장치로부터 소정 컨텐츠에 대한 식별자를 수신하고, 상기 부가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식
별자에 대응되는 부가정보를 제공받아 상기 재생장치로 전송하는 서버를 포함하는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에 의
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컨텐츠가 저장된 저장매체에는 ISRC코드가 저장되어 있고, 상기 서버는 상기 식별자로서 상기 ISRC코드를 수신
하며, 상기 부가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ISRC코드에 매핑된 부가정보를 제공받아 상기 재생장치로 전송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상기 재생장치는 상기 컨텐츠의 식별자를 생성하는 식별자 생성부; 네트워크 접속부; 및 상기 식별자 생성부에 의해 생
성된 식별자를 상기 네트워크 접속부를 통해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상기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부가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접속부를 통해 수신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컨텐츠가 저장된 저장매체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는 독출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식별자 생성부는 상기 독출부에 의해 
상기 저장매체로부터 독출된 ISRC코드를 수신하여 상기 식별자로서 상기 제어부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재생장치 및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의 개요도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저장매체인 광 디스크(1)에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1,#2,‥,#N이 기록되어 있고, 이들 컨텐츠 
각각에 대해 부여된 ISRC (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코드가 기록되어 있다. ISRC코드는 음악, 노래, 
뮤직비디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규격 코드로서 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에 의해 부여된다. ISRC코드는 국가코드(Country Code), 저작권자 코드(Copyright Holder Code), 기록연도(Year 
of recording), 및 일련번호(Recording number)를 포함한다.
    

재생장치(10)는 식별자 생성부(11), 제어부(12), 네트워크 접속부(13), 독출부(15), 및 재생부(16)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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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자 생성부(11)는 저장매체(1)에 기록된 컨텐츠의 식별자를 생성한다. 본 실시예에 따라 식별자 생성부(11)에 의
해 생성되는 식별자는 ISRC코드로서, 독출부(15)에 의해 광 디스크(1)로부터 독출되어 식별자 생성부(11)로 제공된
다. 네트워크 접속부(13)는 인터넷 등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 인터페이스로서 소정 정보를 네트워크로 내보내거나 네트
워크로부터 수신한다. 제어부(12)에는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100)에 저장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브라우저(
14)가 설치되어 있다. 브라우저(14)는 온라인 상에서 파일을 읽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리킨다. 본 실시예에 
따른 브라우저(14)는 웹브라우저로서 후술하는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100)에 설치된 서버(102)와 정보를 주
고받는다. 웹브라우저는 웹서버에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FTP(File Transf
er Protocol),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다.
    

    
또한, 독출부는 광 디스크(1)로부터 컨텐츠를 독출하고 재생부(16)는 독출부(15)에 의해 독출된 컨텐츠를 재생한다. 
이를 위해, 재생부(16)는 독출된 컨텐츠를 디코딩하는 디코더(도시되지 않음), 및 디코더로부터 출력된 오디오 데이터
를 수신하여 사운드를 송출하는 스피커(도시되지 않음), 및 디코더로부터 출력된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하여 영상을 디
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장치를 더 포함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스피커 및/또는 디스플레이장치는 재생부(16)에 포함
되지 않고 재생장치(10)와 별개로 구현될 수 있다.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100)은 부가정보 데이터베이스(101) 및 서버(102)를 구비한다. 부가정보 데이터베이
스(101)는 광 디스크(1)에 기록된 컨텐츠 뿐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부가정보가 ISRC코드에 대응되도록 마련
되어 있다. 부가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서버(102)는 재생장치(10)로부터 소정 컨텐츠에 대한 식별자를 수신하고, 부가정보 데이터베이스(101)로부터 식별
자에 대응되는 부가정보를 추출하여 재생장치(10)로 전송한다. 서버(102)는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 있어서 클라이언
트 프로그램들[본 실시예에서는 브라우저(14)]로부터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본 실시예에 따른 웹서
버에 한정지어 생각하면 브라우저(14)로부터 요청된 웹페이지나 파일들을 제공하는 서버 프로그램이다.

    
서버(102)와 브라우저(14)는 쿠키(Cookie)파일을 통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쿠키파일은 클라이언트에 저장되는 
텍스트 파일이다. 본 실시예에서 쿠키파일은 브라우저(14)에 의해 마련되어 저장된다. 브라우저(14)는 제어부(12)에 
구비된 메모리(도시되지 않음)에 ISRC코드가 담긴 쿠키파일을 저장한다. 쿠키파일은 대개 브라우저(14)가 사용하는 
디렉토리의 하부에 저장된다. 보다 상세히, 브라우저(14)는 식별자 생성부(11)에 의해 생성된 식별자, 즉 ISRC코드를 
수신하여 쿠키파일로 저장한다. 서버(102)는 쿠키파일을 읽어들여 ISRC코드를 알아낸 다음, 부가정보 데이터베이스(
101)로부터 ISRC코드에 대응되는 부가정보를 추출하여 재생장치(10)로 전송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부가정보 데이터베이스(101)에 저장된 데이터 구조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부가정보 데이터베이스(101)에는 복수개의 ISRC코드와 이에 대응되는 부가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부가정보 데이터베이스(101)는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정의한 테이블형의 관계형 데
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로 구현될 수 있다. 나아가, 네트워크 상의 여러 다른 지점에 분산되어 있거나 중복되
어 있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나 객체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로 정의된 데이터가 서로 일치하는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
스로 구성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부가정보는 소정 ISRC코드에 대응되도록 마련되며, 복수의 부가 컨텐츠 파일 및/또는 링크정보로서 
적어도 하나의 URL을 포함한다.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은 인터넷에서 접근가능한 자원(resource)의 위
치를 가리킨다. URL은 자원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프로토콜의 명칭, 인터넷에서 특정한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한 도메인
네임, 파일의 위치를 계층적으로 나타낸 경로명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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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구성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부가정보 표시과정 및 부가정보 제공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4는 재생장치(10)가 부가정보를 표시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재생장치(10)에 광 디스크(10)가 삽입되면 독출부(15)는 광 디스크(10)로부터 ISRC코드를 독출하
여 식별자 생성부(11)로 전달한다(401단계).

식별자 생성부(11)는 ISRC코드를 제어부(12)로 전달하고 제어부(12)에 설치된 브라우저(14)는 수신된 ISRC코드를 
쿠키파일로 저장한다(402단계).

한편, 제어부(12)로 사용자입력이 수신되면 독출부(15)는 대응 컨텐츠를 독출하고 재생부(16)는 독출된 컨텐츠를 재
생한다(403단계). 컨텐츠의 재생 중 제어부(12)로 부가정보를 요청하는 사용자입력이 수신되면(404단계), 제어부(1
2)에 설치된 브라우저(14)가 호출되어 네트워크 접속부(13)를 통해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100)에 접속한다(
405단계).

다음으로, 브라우저(14)는 쿠키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ISRC코드를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100)의 서버(102)로 
제공한다(406단계). 이어, 브라우저(14)는 서버(102)로부터 제공된 부가정보를 수신하고(407단계), 수신된 부가정
보를 표시한다(408단계).

한편, 상기 403단계는 생략가능하다. 즉, 사용자는 컨텐츠 재생 중이 아니더라도 특정 컨텐츠에 대한 부가정보를 요구
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 사용자가 부가정보를 요구하면 제어부(12)(또는 브라우저(14))는 광 디스크(1)에 기록된 
모든 컨텐츠에 대한 메뉴화면을 표시한다. 사용자가 특정 컨텐츠를 선택하면 브라우저(14)는 선택된 컨텐츠에 대한 I
SRC코드를 서버(102)로 제공하는 방식에 의해 부가정보가 제공된다.

도 5는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100)이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100)의 서버(102)와 재생장치(10)가 연결되고(501
단계), 서버(102)는 재생장치(10)에 탑재된 브라우저(14)로 ISRC코드를 요청하여 수신한다(502단계). 서버(102)
는 수신된 ISRC코드를 바탕으로 부가정보 데이터베이스(101)로부터 대응 부가정보를 추출하고(503단계), 추출된 부
가정보를 브라우저(14)로 송신한다(504단계).

한편 전술한 실시예에서 식별자 생성부(11)는 독출부(15)에 의해 광 디스크(1)로부터 독출된 ISRC코드를 제공받았
으나 광 디스크(1)에 기록된 컨텐츠의 헤더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기초하여 소정의 식별자를 생성하도록 구현될 수 있
다. 또한,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100)의 부가정보 데이터베이스(101)에는 상기 새로운 식별자에 대응되도록 
부가정보가 저장되도록 구현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네트워크를 통해 각각 컨텐츠에 대한 부가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 및 재생장치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특정 컨텐츠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장치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의 식별자를 생성하는 식별자 생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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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접속부; 및

상기 식별자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식별자를 상기 네트워크 접속부를 통해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상기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부가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접속부를 통해 수신하는 제어부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가 저장된 저장매체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는 독출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식별자 생성부는 상기 독출부에 의해 상기 저장매체로부터 독출된 ISRC코드를 수신하여 상기 식별자로서 상기 제
어부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에는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고,

상기 브라우저는 상기 식별자를 상기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에 설치된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제공된 
부가정보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브라우저는 상기 식별자를 쿠키(Cookie)파일로 저장하고, 상기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에 설치된 서버로 상
기 쿠키파일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가 저장된 저장매체로부터 상기 컨텐츠를 독출하는 독출부; 및

상기 독출부에 의해 독출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부는,

독출된 컨텐츠를 디코딩하는 디코더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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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재생부는,

상기 디코더로부터 출력된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여 사운드를 송출하는 스피커; 및

상기 디코더로부터 출력된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하여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8.

복수의 컨텐츠에 대한 부가정보가 저장된 부가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장치로부터 소정 컨텐츠에 대한 식별자를 수신하고, 상기 부가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식
별자에 대응되는 부가정보를 제공받아 상기 재생장치로 전송하는 서버를 포함하는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가 기록된 저장매체에는 ISRC코드가 기록되어 있고,

상기 서버는 상기 식별자로서 상기 ISRC코드를 수신하며, 상기 부가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ISRC코드에 매핑된 
부가정보를 제공받아 상기 재생장치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

청구항 10.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장치는,

상기 컨텐츠의 식별자를 생성하는 식별자 생성부;

네트워크 접속부; 및

상기 식별자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식별자를 상기 네트워크 접속부를 통해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상기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부가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접속부를 통해 수신하여 표시하는 제어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장치는,

상기 컨텐츠가 저장된 저장매체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는 독출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식별자 생성부는 상기 독출부에 의해 상기 저장매체로부터 독출된 ISRC코드를 수신하여 상기 식별자로서 상기 제
어부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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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에는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고,

상기 브라우저는 상기 식별자를 상기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제공된 부가정보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브라우저는 상기 식별자를 쿠키파일로 저장하고, 상기 서버로 상기 쿠키파일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가
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장치는,

상기 컨텐츠가 저장된 저장매체로부터 상기 컨텐츠를 독출하는 독출부; 및

상기 독출부에 의해 독출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부는,

독출된 컨텐츠를 디코딩하는 디코더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부는,

상기 디코더로부터 출력된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여 사운드를 송출하는 스피커; 및

상기 디코더로부터 출력된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하여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부가정보 서비스 서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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