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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양한 운용체제와 사용자 환경을 포함하는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 및 이에 적합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는 컴퓨터에 의해 읽혀지며, 사용자에 의해 데이터 기록이 불가능한 시스템 영역과 데이터 기
록이 가능한 데이터 영역을 가지며, 상기 시스템 영역에는 컴퓨터의 운영을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의 운영 체제 및 이에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고, 상기 데이터 영역에는 상기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환경 설정을 가지는 사용자 환경 설
정 정보가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는 다양한 운용체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사용자의 환경 설정을 기록함으로써 다양
한 사용자가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나 게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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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의 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장치의 부팅 동작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링크부의 동작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도 5는 도 2에 도시된 장치에 있어서 사용자 환경 설정을 저장하는 것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사용자 환경 설정을 사용하여 다양한 사용자가 도 2의 장치를 사용하는 예를 보이는 것이다.

도 7은 도 1에 도시된 광디스크를 게임기에 적용한 경우를 보이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을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 및 이에 적합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다양한 운용체제와 사용자 환경을 포함하
는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 및 이에 적합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어떠한 운영체제와 이를 이용한 컴퓨터나 게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준비 작업(프로그램 인스톨 및 환경 설
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장치에거 작성한 자료나 데이터는 다른 환경의 컴퓨터나 게임기에서는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다
시 동일한 준비 작업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종래의 컴퓨터 및 게임기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1) 컴퓨터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하나의 운영체제를 설치한 후,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작성
한다.

2) 게임기의 경우 게임기 전용의 게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상기의 경우들에 있어서

    
1)에서는 컴퓨터의 종류에는 IBM PC, Apple Mac, Unix Machine(HP, SUN,,,) 등으로 다양하며, 운영체제의 경우에
도 MS 계열(Windows, Windows NT ,,,), Unix계열(HP-UX, Solaris,,,), Linux 계열(RedHad, FreeBSD,,,), OS
/2, BeOS 등이 있으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각각의 운영체제에 대해서 더욱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
한 환경에서 작성된 데이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들 사이에는 문제없이 작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업이 불가능하다. 그 원인은 운영체제가 다르거나, 프로그램 언어가 다르거나, 지원하는 
미디어가 아니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던가 등으로 다양하다.
    

또는 작업할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사용자의 환경 설정이 다라서 이를 위해 다시 준비작업을 반복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몇 분이면 마칠 수 있는 작업을 위해 몇 배의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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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각의 생산자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된다. 특히 운영체제나 프로그램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는 해당하는 
기기의 운영체제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각 개발 생산해야 하는 중복이 발생한다. 소비자 또한 이들에 대해서 각각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된다.

한편, 게임가의 경우에 있어서 게임기가 지원하는 미디어가 아니면 아예 구동을 시킬 수도 없다. 또 지원하는 미디어라
도 버전이 다른 경우에도 구동을 할 수 없다. 게임기를 바꾸는 경우에는 구입했던 소프트웨어를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
다. 소비자는 다시 게임기가 지원하는 미디어로 재구입을 해야만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도 각각의 게임기를 위해
서 중복되는 작업을 거쳐서 판매해야 하므로, 개발비용의 증가와 판매 및 유통에서의 비용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운영체제 및 사용자 환경을 하나의 광디스크에 기록하고, 
기종과 장치에 관계없이 이를 지원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광디스크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의 광디스크에 적합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는

컴퓨터에 의해 읽혀지며, 사용자에 의해 데이터 기록이 불가능한 시스템 영역과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데이터 영역을 
가지며,

상기 시스템 영역에는 컴퓨터의 운영을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의 운영 체제 및 이에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고,

상기 데이터 영역에는 상기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환경 설정을 가지는 사용자 환경 설정 정보가 기록된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상기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컴퓨터 운용체제가 수록된 광디스크를 지원하는 컴퓨터에 있어서,

중앙처리 장치;

상기 중앙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부트 프로그램 및 운용체제를 저장하는 램;

상기 광디스크로부터 상기 운용체제를 독취하는 광디스크 플레이어;

상기 컴퓨터의 부팅 동작을 제어하며 적어도 상기 광디스크 플레이어의 드라이버, 상기 광디스크 플레이어가 상기 광디
스크로부터 상기 운용체제를 독취하여 상기 램에 로딩하도록 제어하는 로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부트 프로그램을 저
장한 부트 프로그램 저장 매체;

상기 부트 프로그램이 기록된 위치 정보를 가지며, 부팅시 상기 위치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부트 프로그램 저장 매체로
부터 상기 부트 프로그램을 독취하여 상기 램에 로딩하는 링크기를 포함하는 개방 구조형의 컴퓨터가 개시된다.

여기서 상기 광디스크는 다수의 운영체제들이 기록되고,

상기 컴퓨터는 사용자의 입력을 유입하는 입력 장치를 더 구비하고,

상기 부트 프로그램은 상기 입력장치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상기 광디스크에 기록된 운영체계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입력을 유입하고, 선택된 운영체제를 상기 광디스크로부터 독출하여 상기 램에 로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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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광디스크는 사용자가 사용한 환경 변수를 가지는 사용자 환경 설정 정보가 기록되며,

상기 운영체제는 상기 사용자 환경 설정 정보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의 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100)는 
시스템 영역(100a)와 데이터 영역(100b)를 구비한다. 시스템 영역(100a)은 사용자에 의해 기록이 불가능한 영역이
고, 데이터 영역(100b)는 사용자에 의해 기록이 가능한 영역이다.

시스템 영역(100a)에는 부트섹터(10), 운영체제들(20), 운영 체제 관련 정보(30) 등이 기록된다.

데이터 영역(100b)에는 파일 시스템 정보(40), 프로그램들(50), 사용자 환경 설정 정보(60) 등이 기록된다.

도 1에 도시된 광디스크는 컴퓨터에 의해 읽혀지고 컴퓨터의 운용을 관리하는 복수의 운영체제들(20)과 복수의 프로그
램들(50)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사용환경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2에 도시된 장치는 입력장치(110), 램(120), 롬(130), 중앙처리장치(140), 출력장치(150), 링커(60), 부트 프로
그램 저장기(70), 부트 디바이스(80)를 포함한다. 부트 디바이스(80)는 광디스크(100)를 재생 및 기록하기 위한 광
디스크 플레이어로 구현된다.

입력 장치(110)는 사용자로부터 제공되는 선택, 명령, 데이터 등을 유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키보드, 마우스 등으로 구
현될 수 있다. 램(120)은 중앙처리 장치(140)의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저장한
다.

출력 장치(150)는 컴퓨터(200)의 작업 결과를 사용자에게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니터, 프린트 등으로 구현된다.

링크기(160)는 부팅시 컴퓨터의 시스템 구성을 검사하고, 광디스크(100)에 저장된 운용체제가 컴퓨터(200)에 로딩
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에 저장된 부트 프로그램 위치 정보를 참조하여 부트 프로그램 저장기(170)에 저장된 부
트 프로그램을 독취하여 램(120)에 로딩한다.

부트 프로그램은 우선 순위 테이블과 광디스크 플레이어(180)를 제어하기 위한 드라이버, 광디스크 플레이어(180)가 
광디스크(100)로부터 운용체제를 독취하여 상기 램에 로딩하도록 제어하는 로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광디스크(100)에는 부트 섹터 위치, 파일 시스템 정보 및 운용체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부트 프로그램은 다수의 부트 디바이스에서 부팅이 가능한 상태이면, 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선택된 부트 디바이스
에서 선택된 운용체제를 독취하여 램(120)에 로딩한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장치의 부팅 동작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먼저, 전원이 인가되면 링크기(160)는 시스템 검사를 수행한다.(s302)

    
컴퓨터(200)에 장착된 여러 장치들 예를 들면,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그래픽 카드, 프린터, 스피커, 게임 장치, 오디
오 장치, 전원 관리 장치, 플로피 디스크 콘트롤러, 하드 디스크 콘트롤러, 전원 관리 장치 등의 설치 현황과 각각의 문
제점을 검사하고, 이들의 목록(하드웨어 리스트)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사용자에게 오류를 표시하고 
중단하며, 문제가 없으면 다음 과정인 부트 프로그램 로딩 단계로 진행한다. 예를 들면, 키보드가 장착되지 않거나 문제
가 발생한 경우 키보드 에러를 표시하고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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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 프로그램 로딩 과정(s304)부터는 통상의 퍼스널 컴퓨터와 다르게 진행된다. 먼저, 링크기(160)는 부트 프로그램
을 독출하여 램(120)에 로딩한다. 부트 프로그램은 링크기(160)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여기서, 부트 
프로그램은 롬(130), 하드 디스크 등에도 저장될 수도 있지만 부트 프로그램의 저장 위치는 링크기(160)가 알고 있고, 
부트 프로그램은 링크기(160)에 의해 액세스 가능하여야 한다.

부트 프로그램은 우선 순위 테이블, 광디스크 플레이어 드라이버, 그리고 로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광디스크 
플레이어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액세스한 광디스크(100)의 특정 위치에는 부트 섹터 위치와 파일 시스템 및 운영체제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로더 프로그램의 고지에 따라 사용자는 운영 체제를 선택한다.(s308) 컴퓨터(200)는 광디스크(100)에서 사용된 파일 
시스템의 지원 여부가 확인되고, 만약 다수의 광디스크(100)에서 , 예를 들면 부트 디바이스 및 광디스크가 여러 개인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수집된 자료를 통지하고, 다수의 광디스크(100)와 운영 체제(20)를 선택하게 한다. 만일 
단 하나의 운영체제만이 기록되어 잇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 운영체제가 선택된다.

사용자가 광디스크와 운영체제를 선택하면, 선택된 운영체제(20)가 광디스크(100)로부터 독출되어 램(120)에 로딩
된다.(s308) 여기서, 부트 프로그램은 시스템 검사 과정(s302)에서 작성된 하드웨어 리스트를 운영체제에 넘겨준다. 
이 리스트를 기반으로 운영체제는 각 디바이스에 필요한 드라이버 파일을 찾아내어 설치할 수 있다.

운영체제가 로딩된 후에, 필요한 사용자 환경은 광디스크(100)의 데이터 영역(100b)에 기록된 사용자 환경 설정 정보
(60)를 이용하여 설정한다.(s310) 사용자가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데이터 파일 등의 환
경 변수를 사용자 환경 설정 정보(60)에서 얻어서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즉, 어떠한 구성을 가지는 컴퓨터에서든지 사용자는 동일한 운영체제와 사용 환경을 얻을 수 있고, 이후 변경된 환경도 
갱신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 환경 설정 정보에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된 데이터 파일에 관한 정보를 갖는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링크부의 동작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도 4에 있어서 광디스크(100)는 다양한 운용체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기록하고 있다. 광디스크(10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개방 구조의 컴퓨터(200)상에서 
운용된다.

링크부(160)는 다양한 운용체제 예컨대 IBM PC(Korean), IBM PC(English), UNIX(Solaris), Linux, Mac OS,,,들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컴퓨터(200)상에 로드한다. 사용자가 선택한 응용 프로그램들 예컨대 게임, 워드 프로세서, 웹
브라우저, 에듀테인먼트(Education과 Entertainment의 합성어),,,은 로딩된 운영체제에 의해 실행된다.

한편, 사용자는 다양한 부트 디바이스 예컨대, DVF-RAM 플레이어, DVD-R 플레이어, DVD-RW 플레이어들 중의 
하나를 선택하며, 선택된 부트 디바이스에 의해 광디스크(100)가 재생 및 기록된다.

도 5는 도 2에 도시된 장치에 있어서 사용자 환경 설정을 저장하는 것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사용자는 다양한 
기종 및 운용체제상에서 도 1에 도시된 광디스크(100)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의 종류, 이 응용 프
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데이터 파일 등에 관한 정보는 사용자 환경 설정 정보에 기록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광디스크(1
00)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기종 및 운용체제가 설치된 컴퓨터 상에서도 자신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사용자 환경 설정을 사용하여 다양한 사용자가 도 2의 장치를 사용하는 예를 보이는 것이다. 사
용자 A는 한국어 운용체제, 한국어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며, 한국어 워드 프로세서에 의해 작성된 데이터 파일 A를 
가진다. 이러한 환경 변수들은 사용자 A의 환경 설정 정보(User A's System Configuration) 광디스크(100)의 데이
터 영역(100b)에 기록된다.

한편 사용자 B는 영어 운용체제, 영어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며, 영어 워드 프로세서에 의해 작성된 데이터 파일 B를 
가진다. 이러한 환경 변수는 사용자 B의 환경 설정 정보(User B's System Configuration)로서 광디스크(100)의 데
이터 영역(100b)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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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에 도시된 장치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 A는 자신의 사용자 환경 설정 정보(User A's System Configuration)
에 따라 자신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용자 B도 자신의 사용자 환경 설정 정보(User B's System Con
figuration)에 따라 자신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용자가 공통의 광디스크를 사용하여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마찬가지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면 개별적인 환경 설정없이 다양한 사용자가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
는 것이 가능해 진다.

도 7은 도 1에 도시된 광디스크를 게임기에 적용한 경우를 보이는 것이다. 게임기의 게임 엔진(710)은 다양항 포맷을 
가질 수 있다. 링크부(720)는 도 2의 링크부(160)과 유사하게 게임 엔진(710)에 적합한 운영체제 및 게임 프로그램
을 게임기에 로딩함으로써 한장의 광디스크로 다양한 종류의 게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는 다양한 운용체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사용자의 환경 설정을 기
록함으로써 다양한 사용자가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나 게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개방 구조 및 다양한 운용체제를 지원하는 광디스크를 재생하는 광디스크 플레이어를 채택함으
로써 다양한 사용자가 다양한 운용체제를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에 의해 읽혀지며, 사용자에 의해 데이터 기록이 불가능한 시스템 영역과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데이터 영역을 
가지며,

상기 시스템 영역에는 컴퓨터의 운영을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의 운영 체제 및 이에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고,

상기 데이터 영역에는 상기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환경 변수를 가지는 사용자 환경 설정 정보가 기록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환경 설정 정보는 사용자가 상기 운영체제 상에서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의 종류, 상기 응
용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데이터 파일에 관한 정보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청구항 3.

컴퓨터 운용체제가 수록된 광디스크를 지원하는 컴퓨터에 있어서,

중앙처리 장치;

상기 중앙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부트 프로그램 및 운용체제를 저장하는 램;

상기 광디스크로부터 상기 운용체제를 독취하는 광디스크 플레이어;

상기 컴퓨터의 부팅 동작을 제어하며 적어도 상기 광디스크 플레이어의 드라이버, 상기 광디스크 플레이어가 상기 광디
스크로부터 상기 운용체제를 독취하여 상기 램에 로딩하도록 제어하는 로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부트 프로그램을 저
장한 부트 프로그램 저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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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트 프로그램이 기록된 위치 정보를 가지며, 부팅시 상기 위치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부트 프로그램 저장 매체로
부터 상기 부트 프로그램을 독취하여 상기 램에 로딩하는 링크기를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는 다수의 운영체제들이 기록되고,

상기 컴퓨터는 사용자의 입력을 유입하는 입력 장치를 더 구비하고,

상기 부트 프로그램은 상기 입력장치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상기 광디스크에 기록된 운영체계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입력을 유입하고, 선택된 운영체제를 상기 광디스크로부터 독출하여 상기 램에 로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
터.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는 사용자가 사용한 환경 변수를 가지는 사용자 환경 설정 정보가 기록되며,

상기 운영체제는 상기 사용자 환경 설정 정보를 참조하여 사용자가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상기 컴퓨터에 로딩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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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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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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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도면 5

 - 10 -



공개특허 특2001-0106654

 
도면 6

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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