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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디스크형 기록 매체로부터 메인-데이타 및/또는 서브-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한 동작을 위한 여
러 재생 모드 중 한 모드가 선택될 수 있는 재생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가 오디오 품질을 특히 원할 때 서브-데이타를 동기적으로 재생하는 동작을 억제
시켜 메인 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영역으로부터 분리적으로 디스크형 기록 매체상에 제공된 서브-데이타
의 영역에 대한 액세스에서 기계적 노이즈의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는 재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표도

도1

색인어

재생 장치, 메인-데이타, 서브-데이타, 디스크형 기록 매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기록 및 재생 장치를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그램.

도2a는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자기 광학 디스크 상에 기록된 클러스터(clusters)의 구성을 보여주는 모
델링 다이어그램.

도2b는 도2a에 도시된 클러스터 각각을 갖춘 섹터 구성을 보여주는 모델링 다이어그램.

도2c는 한 쌍의 우수 및 기수를 포함하는 사운드 유닛을 보여주는 모델링 다이어그램.

도2d는 도2c에 도시된 우수 및 기수 섹터 쌍의 사운드 유닛을 갖춘 사운드 그룹의 구성을 보여주는 모델
링 다이어그램.

도2e는 좌우 채널 데이타를 포함하는 쌍 각각으로 도2d에 도시된 사운드 그룹을 포함하는 쌍의 구성을 보
여주는 모델링 다이어그램.

도3a는 섹터 어드레스의 정식 포맷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도3b는 섹터 어드레스의 개략 포맷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도4a는 정식 및 개략 포맷으로 표현된 섹터 어드레스를 표시하는 테이블.

도4b는 정식 포맷으로 표현된 섹터 어드레스와, 개략 포맷으로 표현된 섹터 어드레스의 옵셋 어드레스를 
표시하는 테이블.

도4c는 정식 포맷으로 표현된 섹터 어드레스와, 개략 포맷으로 표현된 섹터 어드레스의 옵셋 어드레스 및 
절대 어드레스 모두를 표시하는 테이블.

도5a는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자기 광학 디스크를 갖춘 영역 구조를 보여주는 모델링 다이어그램.

도5b는 도5a에 도시된 자기 광학 디스크상에 관리 영역의 상세를 보여주는 모델링 다이어그램.

도6은 UTOC 섹터 0의 포맷을 표시하는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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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은 도6에 도시된 U-TOC 섹터 0의 링크된 리스트파트 테이블을 보여주는 모델링 다이어그램.

도8은 U-TOC 섹터(1)의 포맷을 표시하는 테이블.

도9는 U-TOC 섹터(2)의 포맷을 표시하는 테이블.

도10은 U-TOC 섹터(4)의 포맷을 표시하는 테이블.

도11은 AUX-TOC 섹터(0)의 포맷을 표시하는 테이블.

도12는 AUX-TOC 섹터(1)의 포맷을 표시하는 테이블.

도13은 AUX-TOC 섹터(2)의 포맷을 표시하는 테이블.

도14는 AUX-TOC 섹터(3)의 포맷을 표시하는 테이블.

도15는 AUX-TOC 섹터(4)의 포맷을 표시하는 테이블.

도16은 AUX-TOC 섹터(5)의 포맷을 표시하는 테이블.

도17은 자기 광학 디스크상에서 AUX 데이타 영역에서 화상 파일 섹터 포맷을 표시하는 테이블.

도18은 AUX 데이타 영역에서 텍스트 파일 섹터 포맷을 표시하는 테이블.

도19a는 정지 화상 모드의 카피 상태를 기술하는 코드 테이블.

도19b는 카피 상태 갱신 테이블.

도20은 화상/텍스트 정보 파일의 데이타 구조를 보여주는 모델링 다이어그램.

도21은 AUX-TOC 섹터(4)에서 각각의 서브 테이블의 텍스트 모델 셋의 한정을 보여주는 테이블.

도22는 도18에 도시된 텍스트 파일 섹터에 기록된 데이타 구조를 보여주는 모델링 다이어그램.

도23a는 디스크로부터 오디오 데이타 재생의 타이밍도.

도23b는 도23a에 도시된 오디오 데이타가 기록되는 위치를 보여주는 오디오 데이타 어드레스 각각의 타이
밍도.

도23c는 도23a에 도시된 오디오 데이타의 재생 시간의 타이밍도.

도23d는 디스크상의 AUX 데이타 영역으로부터 표시 화상 데이타 재생의 타이밍도.

도23e는 도23d에 도시된 표시 화상 데이타의 재생 타이밍을 보여주는 재생 어드레스의 타이밍도.

도24는 디스크상에 기록된 오디오 데이타 트랙을 보여주는 모델링 다이어그램.

도25는 도24에 도시된 오디오 데이타 트랙을 제어하기 위해 U-TOC 섹터 0에 기록된 실제 정보를 보여주는 
테이블.

도26은 도23d 및 23e에 도시된 화상 파일들을 제어하기 위해 AUX-TOC 섹터(3)에 기록된 실제 정보를 보여
주는 테이블.

도27은 버퍼 메모리내의 영역 할당 구조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도28은 버퍼 메모리로부터 판독될 도27에 도시된 영역 할당 구조의 내용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도29는 동기 재생 동작으로 디스크로부터 백 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한 절차를 표시하는 흐름도.

도30은 도29에 도시된 흐름도 구조의 도시도.

도31은 IEEE 1394 명세에 따른 스택 모델을 보여주는 블럭 다이어그램.

도32는 IEEE 1394 명세에 따른 전송 포맷을 보여주는 블럭 다이어그램.

도3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외측도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도34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의 외측도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도35는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제 1 재생 모드로 재생 전용 오디오 데이타에 대한 동작을 보여주는 모델
링 다이어그램.

도36은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제 2 재생 모드로 오디오 데이타와 동기하는 재생 오디오 데이타와 텍스트 
데이타에 대한 동작을 보여주는 모델링 다이어그램.

도37은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제 3 재생 모드로 오디오 데이타와 동기하는 재생 오디오 데이타뿐만 아니
라 텍스트 데이타 및 커버 화상에 대한 동작을 보여주는 모델링 다이어그램.

도38은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제 4 재생 모드로 오디오 데이타와 동기하는 재생 오디오 데이타 및 텍스
트 데이타뿐만 아니라 화상 데이타에 대한 동작을 보여주는 모델링 다이어그램.

도39는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제 5 재생 모드로 재생 전용 화상 데이타에 대한 동작을 보여주는 모델링 
다이어그램.

도40은 다양한 재생 모드를 수행하는 처리를 표시하는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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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스크 레코드 및 플레이어

90...자기 광학 디스크

2...스핀들 모터

3...광학 헤드

6a...자기 헤드

7...RF 증폭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록된 메인-데이타 및 서브-데이타를 포함하는 디스크형 기록 매체의 재생 동작에서 여러 재
생 모드 중 한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재생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음악과 같은 데이타를 기록 및/또는 재
생하기 위한 기록 장치 및/또는 재생 장치로서,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서 기록하기 위하여 자기 광
학 디스크 또는 자기 테이프를 기록 매체로서 이용하는 기록 장치 및/또는 재생 장치가 공지되어 있다.

부가적으로, 미니 디스크(상표)로서 공지된 자기 광학 디스크를 사용하는 기록 및 재생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는 노래와 같은 음악 데이타를 프로그램으로서 기록 및 재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스크의 타이
틀(디스크명), 노래명(트랙명) 및 디스크 상에 기록된 프로그램 또는 음악 데이타에 대한 작곡자명을 문
자 정보로서 기록 및 재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생 동작에 있어서, 디스크 타이틀과 같은 정보, 노래의 
이름, 작곡가의 이름은 재생 장치에 제공된 표시 유닛에 표시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 '프로그램'
은 메인-데이타로서 디스크상에 기록된 노래와 같은 통상의 단위 오디오 데이타이다. 통상, 노래의 오디
오 데이타는 프로그램으로 취급된다. 한편, 워드 '트랙'은 용어'프로그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미니 디스크 시스템에 대하여, 본 특허 출원인은 먼저 구성을 제안하는데, 여기서, 메인-데이타로서 기록
된 오디오 데이타와 관련된 서브-데이타를 기록하는 기록 영역은 정지 화상 데이타 및 문자 데이타가 분
리적으로 제공된 기록 영역에 기록되는 바와 같이, 메인-데이타, 서브-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영역
으로부터 분리적으로 제공된다. 본 명세서에서, 용어 '문자'는 심벌과 기호를 포함한다.

또한, 종래의 미니 디스크 시스템에 있어서, 예를 들어, 디스크 이름과 트랙 이름과 같은 문자 정보가 기
록된다. 이 경우, 문자 정보의 부분들은 U-TOC(내용의 사용자 테이블)의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기록된
다. 그러므로, U-TOC 그 자체의 크기는 크지 않다. 따라서, 맨 마지막에는, 겨우 타이틀 등의 문자만이 
위의 기술과 같이 기록된다.

한편, 제안된 구성의 경우에, 서브-데이타에 대한 기록 영역이 제공된다. 따라서, 그 안에 수용된 문자 
데이타뿐만 아니라, 데이타 파일로서 정지 화상과 같은 기록 데이타에 대한 동작이 쉽게 제공되어 실행되
고, 정지 화상 데이타는 큰 저장 크기로 영역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메인-데이타로서 기록된 프
로그램을 재생하기 위한 시간 주기 동안, 상술한 것 같은 메인-데이타로서 기록된 오디오 데이타에 부가
되어, 기록된 서브-데이타를 허용하는 구성으로 미니 디스크 시스템에 화상 또는 문자 정보와 같은 서브-
데이타를 활용하는 가능한 방법으로서, 일부의 서브-데이타나 다수의 서브-데이타 부분을 포함하는 데이
타 파일을 재생하기 위한 시간은 데이타 파일이 재생되기에 앞서 규정되며, 프로그램을 재생하기 위한 동
작과 동기하여 출력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2분의 실행 길이를 갖는 한 부분의 음악이 2화상을 포함하는 정
지 화상 파일에 따라 디스크상의 메인-데이타로서 저장되는 예를 취하면, 즉, 서브-데이타로서 각각 저장
된 화상(#1 및 #2)은 음악 부분과 관계된다. 이 메인-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한 시간 주기 동안에, 메인-데
이타와 동기하여 화상(#1 및 #2)을 재생하기 위한 타이밍은 앞에 규정되었다. 규정된 동기 재생 타이밍에 
따라, 프로그램(즉, 음악 부분)의 오디오 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한 시간 주기의 전반 절반 동안에, 화상
(#1)의 정지 화상 파일은 표시부를 출력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재생하는 동작과 동기하여 재생된다. 한편, 
프로그램의 오디오 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해 시간 주기의 후반 절반부 동안에, 화상 #2의 정지 화상 파일
은 표시 부를 출력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재생하는 동작과 동기하여 재생된다.

 상술한  프로그램을  재생하는  동작과  동기하여  재생하는  정지  화상  파일과  같은  서브-데이타는  예를 
들어, 미니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 상에 제공된 표시 패널이나 그 안에 표시되는 외부 모니터 유닛에 
실제적으로 출력된다.

그러한 동기 재생 동작이 수행되는 구성으로, 사용자는 재생 장치로 재생된 음악 부분의 진행에 따라 표
시된 정지 화상 및 문자 정보를 지켜볼 뿐 아니라 오디오 데이타로서 재생되는 메인-데이타를 청취하므로
서 즐겁다.

 재생 가능한 구성을 채택하는 기록 및 재생 장치의 실제 사용을 고려하고 문자 정보 파일뿐만 아니라 오
디오 데이타를 출력하며 서브-데이타로서 기록된 화상 파일은 위에서 기술된 오디오 데이타와 관련되며, 
사용자의 즐거움 국면과 기록 및 재생 장치의 기능 국면에서 가능한 효과적인 구성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에 대한 즐거움을 예를 들어, 고려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 경우, 서브-데이타로서 기록된 화상 
파일과 문자 정보 파일에 따른 메인-데이타로서 기록된 오디오 데이타를 항상 재생 및 출력하기보다는, 
다음의 다른 구성이 바람직하게 된다. 이러한 다른 구성에서, 예를 들어, 사용자는 재생되는 데이타 형태
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즉, 예를 들어, 오디오 데이타만이 종래 시스템의 경우와 같이 재생될 때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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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브-데이타로서 기록된 문자 정보 파일과 화상 파일이 재생될 때만 선택된다. 이 다른 구성은 사용자
가 재생 및 출력 데이타에 대해 여러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

 기능 국면에서 다음의 개선점을 고려해볼 만 하다.

 미니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는 디스크로부터 판독되는 오디오 데이타를 일시적으로 보유하는데 사용
된  버퍼  메모리를  가진다.  버퍼  메모리는  디스크와  재생  출력  시스템사이의  데이타  재생  통로에 
위치된다.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버퍼 메모리에서 재생 출력 시스템까지 전달된 오디오 데이타 전달 속
도보다 큰 값에서 디스크에서 버퍼 메모리까지 전달된 오디오 데이타의 전달 속도를 설정함으로써, 오디
오 데이타는 버퍼 메모리에 축적된다. 실제로, 버퍼 메모리가 전체 오디오 데이타가 되거나 오디오 데이
타량이 소정값을 초과하여 버퍼 메모리에 축적될 때, 디스크에서 버퍼 메모리까지 오디오 데이타를 전달
하기 위한 동작은 일시적으로 정지한다. 따라서, 오디오 데이타는 때때로 디스크로부터 재생된다. 그러한 
버퍼 메모리로, 버퍼 메모리에서 재생/출력 시스템까지 오디오 데이타를 전달하는 연속 동작은 장치의 본
래 설계중 하나인 미니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의 진동 입증 특성을 개선하는 것을 보증한다.

본 출원서에서 위에서 인용된 간헐적 재생 동작이 처음에 기술된 바와 같이 메인-데이타와 동기하여 판독
되는 서브-데이타로 실제 디스크로부터 메인-데이타와 서브-데이타를 판독하는 동작을 취하여, 다음의 구
성이 제안된다.

디스크에서 버퍼 메모리까지 오디오 데이타를 전달하는 동작이 위에서 기술된 오디오 데이타의 간헐적 재
생시 중지되는 주기동안에 디스크상의 서브-데이타 영역에 대한 억세스는 파일에 포함된 재생 및 출력 서
브-데이타 및 디스크로부터 필요한 서브-데이타 파일을 판독하게 만들어진다. 그러한 재생 동작에서, 동
기 재생시 필요한 서브-데이타 파일은 예를 들어 메인-데이타가 재생되는 동안 또 다른 파일 다음에 계속
되는 하나의 파일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디스크로부터 동기 재생 동작시 요구된 모든 서브-데이타를 
판독하고 메인-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한 동작을 시작하기전의 단계에서 예를 들어 버퍼 메모리의 파일에 
기록된 서브-데이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메인-데이타를 재생하는 동작을 대기하
는 시간 길이가 감소된다.

그러므로, 동기 재생 동작의 경우에, 디스크상의 서브-데이타 영역에 대한 억세스는 디스크에서 버퍼 메
모리까지 오디오 데이타를 전달하기 위한 동작이 위에서 기술된 오디오 데이타의 간헐적 재생시 중지되는 
주기 동안에, 디스크로부터 필요한 서브-데이타 파일을 판독할 수 있다. 광학 헤드는 영역에 대한 억세스
를 이루기 위해서 디스크상의 메인-데이타 영역과 서브-데이타 영역 사이에 이동된다. 실제로, 디스크상
에서 메인-데이타 영역과 보조 데이타 영역이 서로 물리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광학 헤드 그 자체는 대
부분 경우에 실드 매카니즘의 동작에 의해 이동할 필요가 있다.

실드 매카니즘은 디스크의 방사 방향으로 제공된 실드 시프트가 광학 헤드를 이동시키기 위해 회전시 통
상 모터에 의해 구동된다. 이것은 여러 기어와 같은 성분이 또한 제공되는 이유이다.

실드 매카니즘이 구동될 때, 기계적 동작 사운드는 다른 경우에 따라, 모터의 회전 및 실드 이동에 의해 
발생된다. 메인-데이타와 동기하는 서브-데이타와 메인-데이타를 재생하는 동작에 있어, 광학 헤드는 위
의 기술과 같이 영역에 억세스를 이루기 위해 메인-데이타와 서브-데이타 영역 사이에서 비교적 높은 주
파수로 이동한다. 결과적으로, 기계적 사운드가 억세스와 수반하기 위해 실드 매카니즘에 의해 생성된 주
파수가 비교적 높은 값으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사운드 질을 중요시 여기는 사용자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런 사용자는 서브-데이타 파일로부터 재생되는 서브-데이타를 특별히 워칭하지 않고 메인-데이타로서 
디스크상에 저장된 재생 오디오 데이타를 듣는 것이 상당히 즐겁다.

예를 들어, 그러한 사용자가 위에서 기술된 동기 재생 동작으로 재생된 오디오 데이타를 들을 때, 사용자
는 사운드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조차도 유창하게 들리는 실드의 기계적 사운드에 성가시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지 오디오 데이타만을 듣길 원하면, 가능한 많이 위에서 기술된 실드 무브먼트에 수
반하는 기계적 사운드의 발생 주파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술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목적은 메인-데이타와 동기하여 메인-데이타 및 서브-데이타를 재생하는 기능을 가지는 재생 
장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에서 기술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여기서, 기능은 즐거운 국면과 기능 국
면에서 가능한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위에서 기술된 문제를 해결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디스크형 기록 매체상의 재생 동작을 수행하는 
재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메인-데이타를 기록하는 메인-데이타 영역과, 메인-데이타를 제어하는 메
인-데이타 관리 데이타를 기록하는 메인-데이타 관리 영역과, 메인-데이타와 관련된 서브-데이타를 기록
하는 서브-데이타 영역과, 서브-데이타를 제어하는 서브-데이타 관리 데이타를 기록하는 서브-데이타 관
리 영역을 구비하며, 재생 장치는 메인-데이타 관리 영역에 기록된 메인-데이타 관리 데이타와 관련하여 
메인-데이타 영역으로부터 메인-데이타를 재생하고 서브-데이타 관리 영역에 기록된 서브-데이타 관리 데
이타에 따라 서브-데이타 영역으로부터 서브-데이타를 재생하는 재생 수단과, 디스크형 기록 매체의 방사 
방향으로 재생 수단을 전달하는 전달 수단과, 재생 수단에 의해 재생된 서브-데이타 또는 메인-데이타중 
하나를 저장하는 메모리 수단과, 서브-데이타를 판독하는 주기 동안에 메인-데이타를 기록하는 메인-데이
타나 메인-데이타를 판독하기 위한 주기 동안에 서브-데이타를 기록하는 서브-데이타 영역중 하나에 대해 
재생 수단에 전달하는 전달 수단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과, 메인-데이타와 동기적인 서브-데이타를 재생하
기 위한 제 1 재생 모드 또는 메인-데이타 또는 서브-데이타 중 하나를 재생하기 위해 제 2 재생 모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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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동작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여기서, 제어 수단은 제 2 재생 모드가 동작 수단에 
의해 지정될 때, 메인-데이타 영역과 서브-데이타 영역 사이의 전달 수단에 의해 재생 수단의 전달을 억
제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디스크형 기록 매체상의 재생 동작을 수행하는 재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메인-데이타를 기록하는 메인-데이타 영역과, 메인-데이타를 제어하는 메인-데이타 관리 데이타를 기록하
는 메인-데이타 관리 영역과, 텍스트 데이타와 메인-데이타와 관련된 정지 화상 데이타를 포함하는 서브-
데이타를 기록하는 서브-데이타 영역과, 서브-데이타를 제어하는 서브-데이타 관리 데이타를 기록하는 서
브-데이타 관리 영역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재생 장치는 메인-데이타 영역, 메인-데이타 관리 
데이타, 서브-데이타 영역, 서브-데이타 관리 영역으로부터 데이타를 재생하는 재생 수단과, 메인-데이타
만을 재생하기 위한 제 1 재생 모드와, 메인-데이타와 관련된 메인-데이타와 텍스트 데이타를 동기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제 2 재생 모드와, 메인-데이타, 텍스트 데이타, 메인-데이타와 관련된 정지 화상을 동기
적으로 재생하는 제 3 재생 모드와, 정지 화상 데이타만을 재생하기 위한 제 4 재생 모드를 지정하는 동
작 수단과, 동작 수단에 의해 선택된 재생 모드와 관련된 디스크형 기록 매체의 방사 방향으로 재생 수단
을 전달하는 전달 제어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는 다음에 기술된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재생 장치를 실행하는 실시예는 디스크형 기록 매체로서 사용된 자기 광학 디스
크(미니 디스크로 불림)상의 기록 및 재생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기록 및 재생 장치(1)에 의해 구체화된
다. 기록 및 재생 장치(1)는 다음의 순서로 설명된다.

1. 재생 및 기록 장치의 구성

2. 섹터 포맷 및 어드레스 포맷

3. 영역 구조

4. U-TOC

4-1 U-TOC 섹터 0

4-2 U-TOC 섹터(1)

4-3 U-TOC 섹터(2)

4-4 U-TOC 섹터(4)

5. AUX-TOC

5-1 AUX-TOC 섹터 0

5-2 AUX-TOC 섹터(1)

5-3 AUX-TOC 섹터(2)

5-4 AUX-TOC 섹터(3)

5-5 AUX-TOC 섹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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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타 파일들

6-1 화상 파일 섹터

6-2 텍스트 파일 섹터

7. 동기 재생시 데이타 판독 동작

7-1 동작예

7-1-1 디스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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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재생 모드 3

9-5 재생 모드 4

9-6 재생 모드 5

 9-7 처리 동작

1. 기록 및 재생 장치의 구성

도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실행된 기록 및 재생 장치의 내부 구성을 보여주는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다음의 설명에 따라 실시예는 또한 미니 디스크 레코드 및 플레이어(1)로 불린다.

압축된 오디오 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자기 광학 디스크(미니 디스크로 불림)(90)는 회전시 스핀들 모터
(2)에 의해 구동된다. 광학 헤드(3)는 기록 및 재생 동작시 자기 광학 디스크(90)에 레이저 빔을 방사한
다.

기록 동작시, 광학 헤드(3)는 트랙을 큐리 온도로 가열하기 위해 기록 트랙에 고 레벨 레이저 빔을 출력
한다. 재생 동작시, 한편, 광학 헤드(3)는 판독되는 데이타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 케르 효과(magnetic 
kerr effect)로 인해 레이저 빔을 반사하는 재생 트랙에 각각 저 레벨 레이저 빔을 방사한다.

그러므로, 광학 헤드(3)상에서, 광학 시스템과 검출기를 포함하는 부품이 장착된다. 광학 시스템은 레이
저 출력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레이저 다이오드와, 편광 빔 스필터 및 대물렌즈(3a)를 구비한다. 검출기는 
반사된 빔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대물 렌즈(3a)는 렌즈(3a)가 방사 방향과 2축 매카니즘(4)에 의해 
자기 광 디스크(90)의 탄젠트 방향으로 배치되는 방법으로 유지된다.

자기 헤드(6a)는 광학 디스크(3)의 대응 위치에서 자기 광학 디스크(90)의 다른 측에 위치된다. 자기 헤
드(6a)는 기록 동작시 자기 광학 디스크(90)에 자계를 공급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며 자계는 자기 헤드
(6a)에 공급된 데이타에 의해 변조된다.

전체 광학 헤드(3) 자기 헤드(6a)는 셀드 매카니즘(sled mechanism)(5)에 의해 자기 광학 디스크(90)의 
방사 방향으로 이동한다.

재생 동작시, 광학 헤드(3)는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검출된 정보를 RF 증폭기(7)에 공급한다. RF 
증폭기(7)는 재생 RF 신호, 트래킹 에러 신호 TE, 포카스 에러 신호 FE 및 그루브 정보 신호 GFM을 추출
하기 위해 그로부터 공급된 정보를 처리한다. 프로그루브 또는 워블링 그루브로서 자기 광학 디스크(90)
상에 기록된 그루브 정보는 절대 위치상의 정보이다.

추출된 재생 RF 신호는 인코더 및 디코더 유닛(8)에 공급된다. 한편, 트래킹 에러 신호 TE 와 포카스 에
러  신호  FE  는  서보  회로(9)에  공급되고  반면,  그루브  정보  신호  GFM  은  어드레스  디코더(10)에 
전달된다. 서보 회로(9)에 공급된 트래킹 에러 신호 TE 와 포카스 에러 신호 FE 는 스핀들 모터(2)의 회
전 속도를 표시하는 검출 정보와 시스템 제어기(11)에 의해 허용된 트랙 점프 명령과 억세스 명령에 따라 
여러 서보 드라이빙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사용된다. 시스템 제어기(11)는 통상 마이크로 컴퓨터에 의해 
실행된다. 서보 드라이빙 신호는 포카스 및 트래킹 제어를 실행뿐 아니라 일정 선형 속도로 회전하는 스
핀들 모터(2)를 제어하기 위해 2축 매카니즘(4) 및 실드 매카니즘(5)을 구동한다.

어드레스 디코더(10)는 어드레스상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그로부터 공급된 그루브 정보 신호 GFM을 디
코드한다.

어드레스상의 정보는 여러 제어 동작에 사용하기 위해 시스템 제어기(11)에 공급된다.

반면에,  인코더  및  디코더  유닛(8)은  재생  RF  신호상에서  디코딩  처리를  수행한다.  디코딩  처리는 
EFM(Eight Fourteen Modulation) 복조 및 CIRC(Cross Interleave Reed Solomon Coding) 디코딩을 구비한
다. 동시에, 어드레스 및 서브 코드 데이타는 또한 잘 추출되며, 시스템 제어기(11)에 공급된다. 인코더
와 디코더 유닛(8)에서 EFM 복조와 CIRC 디코딩을 포함하는 디코딩 처리를 완성하는 오디오 데이타는 그 
안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메모리 제어기(12)에 의해 버퍼 메모리 RAM(13)로 기록된다. 자기 광학 디스크
(90), 광학 헤드(3)와 버퍼 메모리(13)를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재생 데이타는 광학 헤드(3)에 의해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고 초당 1.41Mbit 의 속도로 광학 헤드(3)에서 버퍼 메모리(13)까지 전달된
다. 한편, 자기 광학 디스크(90)에서 버퍼 메모리(13)까지 재생 데이타를 전달하는 동작은 통상 간헐적으
로 수행된다.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된 재생 데이타는 초당 0.3Mbit 의 전달 속도를 발생하도록 시간과 반대로 판독되
고 인코더 및 디코더(14)에 공급된다. 인코더 및 디코더 유닛(14)에서, 재생 데이타는 44.1KHz 의 샘플링 
주파수와 16 양자화 비트를 가지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재생 신호 처리를 받아들인다. 
재생 신호 처리는 오디오 재압축 처리를 포함하며, 즉, 디코딩 처리는 오디오 압축 처리와 반전 처리로 
수행된다.

다음에, 디지털 오디오 신호는 D/A 변환기(15)에 의해 라인 출력 단자(17)를 통해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 
Aout 로서 외부 장치에 최종 출력되기전에 출력 처리 유닛(16)에서 레벨 조절과 임피던스 조절을 받아들
이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다. 출력 처리 유닛(16)에 의해 발생된 신호는 또한 헤드폰 출력 신호 Hpout 
로서 단자(27)에 접속된 헤드폰에 출력되는 헤드폰 출력 단자(27)을 공급한다.

한편, 인코더와 디코더 유닛(14)에 의해 발생된 디지털 오디오 신호는 또한 디지털 오디오 신호 Dout 로
서 디지털 출력 단자(21)에 의해 외부 장치에 출력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 유닛(22)에 공급된다. 통상, 
디지털 오디오 신호 Dout 는 광학 케이블을 사용하는 전송을 통해 외부 장치에 공급된다.

자기 광학 디스크(90)상의 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해 수행되는 기록 동작시, 외부 장치에 의해 라인 입력 
단자(18)에 공급된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 Ain 은 A/D 변환기(19)에 의해 오디오 압축 인코딩 처리에 속한 
인코더와 디코더 유닛(14)에 공급되는 디지털 데이타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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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광학 디스크(90)상에 기록된 데이타는 디지털 입력 단자(20)를 경유한 외부 장치에 의해 공급된 디
지털 오디오 신호 Din 이다. 이 경우, 디지털 오디오 신호 Din 은 신호 Din 으로부터 제어 코드들과 같은 
데이타를 추출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 유닛(22)에 공급된다. 그때, 디지털 인터페이스 유닛(22)에 의한 
오디오 데이타 출력은 오디오 압축 인코딩 처리를 하는 인코더 및 디코더 유닛(14)에 공급된다.

물론, 기록 및 재생 장치(1)는 도면에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마이크로폰 입력 단자에 접속된 마이크로폰으
로부터 입력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다. 인코더와 디코더 유닛(14)에 의해 수행되는 오디오 압축 인코딩 
처리의 결과로서 얻어진 기록 데이타는 일시적으로 그안에 저장되는 메모리 제어기(12)에 의해 버퍼 메모
리(13)로 기록된다.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된 기록 데이타는 인코더와 디코더 유닛(8)에 공급되어 소정
의 크기를 갖는 데이타 유닛에서 역판독된다. 인코더 및 디코더 유닛(8)은 데이타를 자기 헤드 구동 회로
(6)에 공급하기 전에 기록되는 데이타상에서 CIRC(Cross Interleave Reef Solomon Coding) 및 EFM(Eight 
Fourteen Modulation)를 포함하는 오모딩 처리를 수행한다.

자기 헤드 구동 회로(6)는 인코더와 디코더 유닛(8)에 의해 수행되는 인코딩 처리의 결과로서 얻어진 기
록될 데이타를 근거로 자기 헤드 구동 신호를 갖는 자기 헤드(6a)를 제공한다. 반대로, 자기 헤드(6a)는 
N극 또는 S극 자계들을 자기 광학 디스크(90)에 공급한다. 반면, 시스템 제어기(11)는 제어 신호를 광학 
헤드(3)에 공급하며, 기록 레벨로 레이저빔을 방사하기 위해 헤드(3)를 요구한다.

동작 키이와 다이얼로서 사용된 여러 동작자로, 동작 유닛(23)은 사용자에 의해 동작되는 부재로서 제공
된다. 기록 및 재생 동작과 관련하여, 동작자는 또한 플레이모드를 선택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유닛(24)
의 표시 상태를 전환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편집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록 및 재생 동작에 관계한 특정 
동작자는 재생 키이, 기록 키이, 중지 키이, 정지 키이, FF(빨리감기)키이, REW(되감기)키이 및 일부 음
악의 시작을 검출하는 AMS(Auto Music Sensor)키이를 구비한다. 재생 모드는 정상 재생 모드, 프로그램 
재생 모드, 서플 재생 모드를 구비한다. 프로그램을 편집하기 위한 동작은 프로그램의 분할, 프로그램 연
결, 프로그램 삭제, 프로그램 이름 기입, 디스크 이름 기이을 포함한다.

동작 키이 또는 다이얼에 의해 생성된 동작 정보는 그로부터 공급된 동작 정보에 기초하여 동작 제어를 
실행하는 시스템 제어기(11)에 공급된다.

한편, 본 실시예는 또한 원격 제어기(32)에 의해 통상 적외선으로 전송된 명령 신호를 수신하여 디코딩하
고 처리 결과로서 시스템 제어기(11)에 얻어진 명령 코드를 공급하는 수신기 유닛(30)을 구비한다. 시스
템 제어기(11)는 또한 수신기 유닛(30)으로부터 수신된 명령 코드로 표시된 동작 정보에 기초한 제어 동
작을 실행한다.

디스플레이 유닛(24)의 표시 동작은 또한 시스템 제어기(11)에 의해 제어된다.

유닛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시스템 제어기(11)는 표시 동작시 표시될 데이타를 디스플레이 유닛(2
4)에 제공된 표시 구동기에 전송한다. 표시 구동기는 필요한 번호, 문자 심벌과 같은 표시 정보에 대해 
시스템 제어기(11)로부터 수신된 데이타를 근거로 액정 패널상의 표시 스크린의 표시 동작을 구동한다.

디스플레이 유닛(24)은 또한 기록 및/또는 재생 동작, 트랙의 수, 기록 시간 및/또는 재생 시간 및 편집 
동작의 상태에 속한 현재의 자기 광 디스크(90)의 동작 모드와 같은 정보를 보여준다.

상술과 같이, 자기 광학 디스크(90)는 또한 메인-데이타로서 자기 광학 디스크(90)에 저장된 각각의 프로
그램과 관련된 문자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다. 문자 정보가 기입될 때, 입력 문자가 표시된다. 한
편,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는 문자 정보가 또한 표시된다.

 또한, 실시예의 경우에, 자기 광학 디스크(90)는 또한, 프로그램으로서 자기 광학 디스크(90)에 저장된 
일부 음악과 같은 데이타와 무관하게 데이타 파일로서 서브-데이타를 그안에 기록하게 한다.

서브-데이타와 같은 데이타 파일에 저장된 AUX(보조)데이타는 문자와 같은 정보이며 정지 화상은 또한 디
스플레이 유닛(24)상에 표시된다.

본 실시예에서, 정지 화상 및 문자와 같은 AUX 데이타를 표시하기 위한 구성은 JPEG(Joint Photographic 
Coding Experts Group) 디코더(26)를 구비한다.

즉, AUX 데이타와 같은 데이타 파일에 저장된 정지 화상 데이타는 JPEG 시스템에 따라 압축된 파일 포맷
에 기록된다. JPEG 디코더(26)는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재생된 정지 화상 데이타 파일을 수신하며 
메모리 제어기(12)로부터 버퍼 메모리(13)에 축적된다. 따라서 JPRG 디코더(26)는 정지 화상 데이타상의 
JPEG  시스템에 따라 재압축 처리를 수행하며, 재압축 처리 결과로서 얻어진 데이타를 디스플레이 유닛
(24)에 출력한다. 이 방법으로, AUX 데이타와 같은 자기 광학 디스크(90)상에서 기록된 정지 화상 데이타
는 디스플레이 유닛(24)에 표시된다.

그러므로, AUX 데이타와 같은 자기 광학 디스크(90)에 기록된 문자 정보 및 정지 화상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비교적 큰 사이즈의 스크린이 요구된다. 한편, 소정의 각도로 표시 스크린에 자유롭게 사용되도
록 하는 풀돗 디스플레이 유닛(full-dot display unit) 또는 CRT 디스플레이 유닛은 다수의 경우에 적당
하다. 이를 이유로, 표시 및 출력 AUX 데이타에 대한 방법으로서, 데이타는 인터페이스 유닛(25)에 의해 
외부 모니터 유닛등에 출력된다.

AUX 데이타는 파일로서 자기 광학 디스크(90)에서 사용자에 의해 기록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이미지 스
케너, 개인용 컴퓨터 또는 키보드와 같은 수단들을 사용하므로서 AUX 데이타를 입력한다. 동시에, AUX 데
이타는 수단에 의해 인터페이스 유닛(25)에 의한 파일로서 자기 광학 디스크(90)에 저장되는 기록 및 재
생 장치(1)에 공급된다.

본 실시예에서, 인터페이스 유닛(25)은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c.) 
1394 인터페이스이다. 이것은 인터페이스(25)는 후에 IEEE 1394 인터페이스 유닛(25)으로 불리는 이유이
다. IEEE 1394 인터페이스 유닛(25)은 IEEE 1394 버스(116)에 의한 여러 외부 장치에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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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기술된 여러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 시스템 제어기(11)는 CPU와 내부 인터페이스 유닛을 
포함하는 마이크로 컴퓨터이다.

프로그램 ROM(판독 전용 메모리)(28)은 기록 및 재생 장치(1)의 여러 동작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되는 프
로그램과 같은 것을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한편, RAM(랜덤 억세스 메모리)(29)는 시스템 제어기(11)처리
의 여러 종류의 실행시 요구된 프로그램과 데이타를 적당히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런데, 자기 광학 디스크(90)상에서 실행되는 기록 및 재생 동작시,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관리 
정보를 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 정보는 P-TOC(Pre-mastered TOC) 및 U-TOC(User TOC)이다. 시스템 제어기(11)는 자기 광학 디스크
(90)상의 영역 어드레스를 발견하며, 데이타는 이들 관리 정보에 따라 기록 또는 재생된다.

관리 정보는 버퍼 메모리(13)에서 유지된다.

시스템 제어기(11)는 자기 광학 디스크(90)가 기록 및 재생 장치(1)에 장착될 때 자기 광학 디스크(90)의 
최내부 원주상에서 재생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관리 정보들을 판독한다. 상기 관리 정보는 최내부 원주에
서 기록된다. 상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는 관리 정보는 상기 정보가 프로그램을 기록, 재생 및 
편집하기 위한 동작 동안에 쉽게 언급되도록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된다.

U-TOC는 프로그램의 기록 데이타 동작에 따라 갱신되고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편집한다. 기록 또는 편
집 동작이 수행될 때마다, 상기 시스템 제어기(11)는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된 U-TOC 내용을 갱신한다. 
상기 갱신된 U-TOC는 갱신 처리 이후에 소정 타이밍으로 자기 광학 디스크(90)로 기록된다.

자기  광학  디스크(90)는  또한  프로그램으로부터  분리되는  AUX  데이타를  저장하는  파일들을  구비한다. 
AUX-TOC는 AUX-데이타 파일 제어시 사용되는 자기 광학 디스크(90)에서 생성된다.

시스템 제어기(11)는 또한 U-TOC가 판독될 때 AUX-TOC를 판독한다. 상기 AUX-TOC는 필요시 AUX 데이타의 
관리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쉽게 설명되도록 버퍼 메모리(13)에서 유지된다.

시스템 제어기(11)는 소정의 타이밍에서 AUX-TOC를 판독하기 위한 동작시 AUX-데이타 파일을 판독하고 파
일을 버퍼 메모리(13)에 저장한다. AUX 데이타로서 파일에 저장된 문자 및 화상은 AUX-TOC 에 의해 제어
된 타이밍으로 IEEE 1394 인터페이스(25)를 경유하여 디스플레이 유닛(24) 또는 외부 장치에 출력된다.

2. 섹터 포맷과 어드레스 포맷

섹터 및 클러스터와 같은 데이타 유닛은 도2a 내지 2e를 참고로 설명된다.

미니 디스크 시스템의 기록 트랙은 도2a에 도시된 클러스터 CL의 연속 순차로서 고려된다. 1 클러스터 CL
는 2 내지 3 클러스터 트랙에 대응하는 기록 동작시 최소 유닛이다.

 도2b에 도시된 바와같이, 각각의 클러스터 CL 는 링크 영역과 메인-데이타 영역을 구비한다. 상기 링크 
영역은 4 섹터들, 즉, SFF 에 대한 섹터 SFC를 구비한다. 한편, 상기 메인-데이타 영역은 32 섹터들, SIF
에 대한 섹터 S00를 구비한다.

1섹터는 2.352바이트의 크기를 가진 데이타 유닛이다. 상기 링킹 영역에서 4개의 섹터중 하나인, 섹터 
SFF는 서브-데이타로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섹터로서 사용된다. 그러므로, 나머지 3 섹터들, 즉, 상기 
섹터 SFC 내지 SFF 는 기록 데이타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한편, TOC 데이타와 같은 여러 종류의 데이타, 오디오 데이타 및 AUX 데이타는 위에서 기술된 바와같은 
32 섹터들을 포함하는 메인-데이타 영역에 기록된다.

어드레스가 각각의 섹터에 대해 저장되는 것은 자명하다.

각각의 섹터는 사운드 그룹으로 불리는 미세 유닛 각각으로 분할된다. 구체적으로, 2 섹터들은 도2c 및 
도2d에 도시처럼 11개의 음성 그룹으로 분할된다.

더욱 상세히, 2인접 섹터들은 즉, 섹터 S00 와 같은 우수 섹터 및 섹터 S01와 같은 기수 섹터들은 도2d에 
도시된  바와같이  음성  그룹  SG00  내지  SG0A를  구비한다.  1사운드  그룹은  424  비트의  크기를  가지며 
11.61msec의 재생 시간에 대응하는 양의 오디오 데이타를 포함한다.

1사운드 그룹 SG에서, 데이타는 좌우 채널로 분할되어 기록된다. 예를 들어, 사운드 그룹 SG00에서, 데이
타는 도2e에 도시처럼 좌채널 L0 및 우채널 R0 로 분할되어 기록된다. 그 증거로, 사운드그룹 SG01에서, 
데이타는 좌채널 L1 및 우채널 R1 로 분할되어 기록된다.

212 바이트의 크기를 가진 좌 또는 우 채널의 데이타 영역은 사운드 프레임으로 불린다.

다음에, 미니 디스크 시스템에 채택된 어드레스 포맷은 도3a 및 3b를 참고로 설명된다.

각각의 섹터의 위치는 클러스터 어드레스와 섹터 어드레스에 의해 확인된다. 도3a에 도시처럼, 클러스터 
어드레스는 길이로 16비트(=2바이트)이고 섹터 어드레스는 길이로 8비트(=1바이트)이다.

클러스터 어드레스 및 섹터 어드레스의 3바이트들은 각각의 섹터의 시작부에 기록된다.

4비트의 길이를 가진 사운드 그룹 어드레스는 섹터에서 사운드그룹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통
상, U-TOC 와 같은 관리 정보는 사운드 그룹 어드레스와 같은 디테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재생 위치는 
사운드 그룹 유닛의 위치로서 설명된다.

 그런데, 클러스터 어드레스를 포함하기 위해, 단지 3바이트의 길이를 가진 정보로서 U-TOC 또는 AUX-TOC
에서 섹터 어드레스와 사운드 그룹 어드레스, 도B에 도시된 짧은 포맷의 어드레스가 사용된다.

 무엇보다도, 1 클러스터가 단지 36 섹터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섹터 어드레스는 6비트로 표시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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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섹터 어드레스중 2개의 최상 중요 비트가 무시된다. 그 증거로, 상기 자기 광학 디스크(90)의 최내부 
원주상에서 포함되는 클러스터들 각각의 클러스터 어드레스가 단지 14비트를 사용함으로써 표현되기 때문
에, 클러스터 어드레스의 2개의 최상 중요 비트가 무시된다.

 상기 섹터 어드레스와 클러스터 어드레스 각각이 2비트만큼 짧게 되기 때문에, 사운드 그룹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전체 어드레스는 단지 3 바이트를 사용함으로써 표현된다.

 한편, 후에 상술되는 U-TOC 및 AUX-TOC 에 있어서, 재생 위치와 재생 타이밍과 같은 정보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어드레스는 위에서 기술된 짧은 포맷으로 표현된다. 상기 어드레스는 절대 어드레스 또는 옵셋 어
드레스이다. 옵셋 어드레스는 기준에 관련된 옵셋이다. 예를 들어, 한 부분의 음악과 같은 프로그램 시작
은 기준 어드레스 0 으로 사용된다. 이 경우, 상기 프로그램에 옵셋 어드레스 위치는 프로그램 시작에서 
상기 위치까지 떨어져 있다. 상기 옵셋 어드레스의 예는 도4a 내지 4c에 도시되어 있다.

도5a 내지 5b를 참고로 더욱 상세히 기술되는 바와같이, 음악부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50번째 클러스터로
부터 시작되는 디스크상에 기록된다. 16진 표현에서, 상기 50번째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32h 로서 불리며, 
여기서 문자 'h'는 번호가 16진 포맷으로 표현되는 것을 표시하는 이 명세서에서 번호에 첨가된다.

클러스터 0032h, 섹터 00h, 사운드 그룹 0h에서 위치된 제 1 프로그램의 시작부를 취한다. 이 경우, 도4a
에 도시처럼, 상기 제 1 프로그램의 시작부 어드레스는 000000000011010000000000000 이다. 즉, 짧은 2진 
포맷에서 표현된 클러스터 32h의 번호 0032h, 00h 및 0h, 섹터 00h 및 사운드 그룹 0h 는 도4a 도시처럼 
000000001100100000000000 이다. 짧은 16 진 포맷으로 표현된, 이들 번호들은 '00h, ch8, 00h'이다.

절대 및 옵셋 어드레스의 예는 도4b에 도시되어 있다. 도면에 도시처럼 예를 들어 짧은 16진 포맷으로 표
현된 클러스터 0032h, 섹터 04h, 사운드 그룹 0h에서 제 1 프로그램 위치의 절대 어드레스는 '00h, c8h, 
40h'이다. 그러므로, 기준으로 사용된 도4a의 제 1프로그램의 시작 어드레스를 가진 짧은 16진 포맷에서 
표현된 같은 위치의 옵셋 어드레스(즉, 클러스터 32h의 섹터 04h에서 사운드 그룹 0000h에서 제 1 프로그
램의 위치)는 '00h, 00h, 40h'이다.

절대 및 옵셋 어드레스 중 다른 예는 도4c에 도시되어 있다. 도면에 도시처럼, 상기 짧은 16진 포맷으로 
표현된 예에 대해 클러스터 0032h의 섹터(1)3h 의 사운드 그룹 9h에서 제 1 프로그램의 또 다른 위치의 
절대 어드레스는 '00h, C9h, 39h'이다. 그러므로, 기준으로 사용된 도4a의 제 1 프로그램의 시작 어드레
스를 갖는 짧은 16진 포맷에 표현된 같은 위치의 옵셋 어드레스는 '00h, 01h, 39h'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프로그램의 위치는 절대 어드레스와 옵셋 어드레스에 따라 표시된다.

3. 영역 구조

본 실시예에서 사용된 자기 광학 디스크(90)의 영역 구조는 도5a 및 5b를 참고로 하여 설명한다.

도5a는 자기 광학 디스크(90)의 최내부 원주로부터 시작하고 디스크의 최외부 원주에서 끝나는 영역을 보
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자기 광학 디스크(90)의 최내부 원주는 재생되는 데이타가 엠보스 피트에 의해 생성된 피트 영역이다. 상
기 영역에 있어서, P-TOC는 기록된다.

피트 영역의 외부측상의 원주는 광학 자기 영역으로서 사용된다. 광학 자기 영역은 그루브가 기록 트랙의 
안내 트랜치로서 생성된 영역이다. 데이타는 광학 자기 영역으로부터 기록 또는 재생된다. 

이러한 광학 자기 영역의 최내부 원주상의 클러스터 0 내지 클러스터 49를 포함하는 세그먼트는 관리 영
역으로 사용된다. 실제 음악부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클러스터 50 내지 클러스터 2.251를 포함하는 프로그
램 영역에 기록된다. 상기 프로그램 영역의 외측부상의 원주는 리드 아웃 영역으로서 사용된다. 한편, 최
내부 원주상의 피트 영역은 리드-인 영역으로 사용된다.

도5b는 상세한 관리 영역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도5b의 수평 화살표는 클러스터를 포함하는 32 섹
터들을 표시한다. 따라서, 도면은 클러스터의 수직 어레이를 도시한다.

제어 영역에서 클러스터 0 및 1 은 피트 영역에 인접한 버퍼 영역으로서 사용된다. 클러스터(2)는 레이저 
빔의 출력 전원을 조절하는 다른 목적에 따라 사용된 PCA(power calibration area)로서 사용된다.

클러스터(3, 4 및 5)는 U-TOC를 기록하기 위한 영역이며, 내용은 후에 기술된다. 이 영역에서 매 클러스
터의 각각의 섹터의 데이타 포맷은 소정의 괸리 정보가 각각의 섹터에 기록되도록 기술된다. 상세히 설명
하면, 클러스터(3, 4 및 5)는 각각 U-TOC를 기록하기 위한 섹터를 갖는 클러스터이다. 

클러스터(6, 7 및 8)는 AUX-TOC를 기록하기 위한 영역이며, 내용은 후에 기술된다. 이 영역에서 매 클러
스터의 각각의 섹터의 데이타 포맷은 소정의 관리 정보가 각각의 섹터에 기록되도록 기술된다. 상세히 설
명하면, 클러스터(6,7,8)는 AUX-TOC를 3회 기록하기 위한 섹터를 가지는 각각의 클러스터이다.

클러스터(9)에서 클러스터(46)까지의 영역은 AUX 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다. AUX 데이타를 저장하
기 위한 데이타 파일은 유닛으로 사용된 섹터를 생성한다. 후에 설명처럼, 정지 화상 파일을 기록하는데 
사용된 화상 파일 섹터들과 문자 정보 파일을 기록하는데 사용된 텍스트 파일 섹터들 및 프로그램과 동기
로 재생되는 문자 정보 파일을 기록하는데 사용된 가라오케 텍스트 파일 섹터가 존재한다.

AUX 데이타 영역내의 AUX 데이타 및 AUX 데이타 파일을 저장하는데 사용된 데이타 파일들을 기록하는 영
역은 AUX-TOC에 의해 제어된다.

에러 보정 시스템 모드로 고려되어, 상기 AUX 데이타 영역으로 데이타 파일의 저장 크기는 2.8M 바이트이
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후 절반부 또는 프로그램의 외측상의 원주 영역에서, 제 2 AUX-데이타 영역을 
생성하는 데이타 파일의 저장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클러스터(47, 48, 49)는 프로그램 영역에 인접한 버퍼 영역으로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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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50)(클러스터 32h)로  시작하는 클러스터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영역은 오디오 데이타(1)  또는 
ATRAC(Adaptive Tranform Acoustic Coding) 시스템으로서 공지된 압축 기술에 압축 처리 확인을 완성하는 
다수의 음악부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다.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영역은 U-TOC 에 의해 제어된다. 

프로그램 영역의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섹터 'FF'h는 이전에 기술된 바와 같은 서브-데이타로서 같은 정보
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됨을 주목한다.

미니 디스크 시스템에서, 또한 재생 전용 디스크가 사용된다. 디스크 상에서, 프로그램은 재생 동작을 위
한 데이타로서 피트 형태로 기록된다. 재생 전용 디스크의 전체 영역은 피트 영역이다. 그러한 디스크상
에 기록된 프로그램들은 후에 기술되는 U-TOC 와 같은 구성에 대하여 P-TOC 에 의해 제어된다. 그러므로, 
생성된 U-TOC 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생 전용 파일이 AUX 데이타로서 기록될 때, 그러한 파일을 제어하는 AUX-TOC 가 또한 기록됨을 주목한
다

4. U-TOC

4-1. U-TOC 섹터 0

 초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광학  자기  디스크(90)로부터  및/또는  프로그램을  기록  및/또는  재생하기 
위해, 상기 시스템 제어기(11)는 앞서 관리 정보로서 광학 자기 디스크(90)상에 기록된 P-TOC 및 U-TOC를 
판독하며, 필요하면, 후에 설명되는 버퍼 메모리(13)에 그들을 저장한다.

 다음의 설명은 다른 일에 따라, 광학 자기 디스크(90)로부터 및/또는 프로그램을 기록 및/또는 재생하기 
위한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관리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된 U-TOC 섹터를 설명한다.

 도5a를 참고로 이전에 기술과 같이, P-TOC는 광학 자기 디스크(90)의 최내부 원주 측상의 피트 영역에 
기록된 판독 전용 정보임을 주목한다. 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영역 위치, 자기 광학 디스크(90)상의 리
드 아웃 영역 및 U-TOC 영역은 P-TOC 에 의해 제어된다. 모든 데이타가 피트 형태로 기록되는 재생 전용 
광학 디스크에 있어서, ROM 형태로 기록된 음악부는 P-TOC 에 의해 제어된다. 따라서, U-TOC는 생성되지 
않는다.

 P-TOC 의 상세한 설명은 주어지지 않는다. 아래의 설명은 데이타가 기록되는 광학 자기 디스크(90)에 제
공된 U-TOC를 설명한다.

 도6은 U-TOC 섹터 0의 포맷을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섹터 0 내지 섹터 32는 U-TOC 의 섹터로서 할당되는 것을 주목한다. 섹터(1, 4)는 문자 정보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며, 반면에 섹터(2)는 기록 시간과 기록 날짜를 기록하는 영역으로서 사용된다.

다음 설명은 광학 자기 디스크(90)로부터 기록 및 재생 데이타에 대한 동작시 절대적으로 요구된 U-TOC 
섹터 0 의 설명이다.

U-TOC 섹터 0은 한 부분의 음악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의 결과로서 얻어진 프로그
램을 기록하거나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록하는데 사용된 자유 영역을 제어하는 관리 정보를 기록하는 데이
타 영역이다.

음악의 일부를 광학 자기 디스크(90)상에 기록하기 위한 동작에 있어서, 예를 들어, 상기 시스템 제어기
(11)는 자유 영역 위치에 대한 U-TOC 섹터 0를 탐색하며 상기 음악의 오디오 데이타는 탐색시 발견된 자
유 영역으로 기록된다. 어떤 토큰에 의해, 재생 동작시, 상기 U-TOC 섹터 0는 한 부분의 음악이 재생되는 
영역 위치에 대해 탐색되고, 상기 영역에 대한 억세스는 재생 동작을 실행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4 바이트 x 588 또는 2.352 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U-TOC 섹터 0의 데이타 영역 시작부에서, 모두 0 들 
또는 모두 1 들을 포함하는 1 바이트 데이타는 동기화 패턴으로서 기록된다.

동기화 패턴에 다르는 3 바이트 패턴들은 2바이트를 차지하는 클러스터 어드레스와 도6의 기호 섹터에 의
해 나타난 나머지 1바이트를 차지하는 섹터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어드레스를 기록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클러스터 어드레스는 고차 바이트의 클러스터 H 와 저차 바이트의 클러스터 L을 포함한다. 상기 3바이트 
어드레스는  도면에서  기호  MOPE에  의해  표시된  모드  정보를  기록하는  바이트에  따른다.  상기  동기화 
패턴, 3바이트 어드레스 및 1바이트 모드 정보는 헤더로 구성된다. 상기 3바이트 어드레스는 그 자체의 
섹터 어드레스이다.

U-TOC 섹터 0에 부가하여, 동기화 패턴을 포함하는 헤더는 또한 U-TOC의 다른 섹터들, P-TOC 의 모든 섹
터들,  AUX-TOC  의  모든  섹터들,  AUX  파일의  모든  섹터들  및  각각의  프로그램의  모든  섹터들에서 
나타난다. 도8 및 이후 도면에 의해 후에 설명된 섹터에서 헤더의 설명은 생략했다. 각각의 섹터가 섹터 
그 자체의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헤더와 동기화 패턴을 갖도록 반복할 필요성은 없다.

위의 기술과 같이, 상기 섹터 어드레스는 1바이트 섹터 어드레스(섹터) 및 고차 바이트 클러스터 H 와 저
차 바이트 클러스터 L 로 이루어진 2바이트 클러스터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따라서, 섹터 어드레스 포맷
은 짧은 포맷이 아니다. 헤더에 따른 소정의 바이트들은 마커 코드, 모델 코드, 제 1 트랙(제 1 TNO)의 
트랙수, 최종 트랙(마지막 TNO)의 트랙수, 섹터의 활용 상태(사용된 섹터), 디스크 일련번호 및 디스크 
ID 와 같은 데이타를 기록하는데 사용된다.

디스크 ID에 따라, 여러 포인터를 기록하기 위해 포인터부로서 제공되는 영역은 또한 테이블부에 대해 제
공된다. 상기 테이블부는 사용자에 의해 기록된 트랙 영역과 자유 영역을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포
인터들은 O-DFA(결합 영역에 대한 포인터), P-EMPTY(빈 슬롯에 대한 포인터), P-FRA(자유 영역에 대한 포
인터) 및 P-TNO1 내지 P-TNO255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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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터들 P-DFA 내지 P-TNO255는 테이블부로 설명되는 255파트 테이블과 관계된다. 255파트 테이블 또는 
어레이를 포함하는 테이블부는 255 소자, 즉, 01h 내지 FFh를 가진다. 각각의 파트 테이블은 아래에 기술
되는 한 부분의 시작 어드레스, 부분 모드상의 정보 및 상기 부분의 종료 어드레스를 구비한다. 특정파트 
테이블에서의 부분이 또 다른 테이블부와 연속되면, 상기 특정 파트 테이블은 다른부의 시작 어드레스와, 
다른부의 종료 어드레스를 구비하는 다른 파트 테이블에 대한 링크를 포함한다.

상기 부분은 트랙의 일부이며 상기 시간축에 따라 인접한 데이타는 물리적으로 연속해서 기록된다.

 한 부분의 시작 어드레스는 상기 부분의 시작 어드레스이고 종료 어드레스는 상기 부분의 종단 어드레스
이다. 트랙은 1 또는 다수의 부분을 포함한다.

 한 부분의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는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짧은 포맷과 상기 부분이 위치된 사운드 그룹
과 섹터내의 각각의 파트 테이블에 기록된다.

 이런 형태의 기록 및 재생 장치에 있어서, 일부 음악 데이타가 물리적으로, 비연속적으로 기록될 때 조
차도, 즉, 다수의 부분에 기록될 때 조차, 재생 동작이 상기 부분에 억세싱을 이루어 수행되기 때문에, 
재생 동작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점에 직면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기록된 일부 음악과 같은 
데이타는 기록 영역이 고 효율로 활용되도록 다수의 부분으로 분할된다.

 이를 이유로, 초기에 인용된 링크가 사용된다. 위의 기술과 같이, 01h 내지 FFh 는 상기 테이블부에 할
당된다. 상기 특정파트 테이블을 기술하는 파트 테이블에 포함된 링크는 특정파트 테이블의 연속으로 도
다른 테이블부에 할당된 기호이다.

 기록된 음악부는 U-TOC 섹터 0 의 테이블부에 의해 기술된 3개의 부분으로 분할되게 취한다. 재생 동작
에서, 음악부는 링크를 사용하므로서 3부분에 기록된 데이타의 부분을 연결하므로서 재생된다.

 실제적으로 링크는 소정의 계산 처리에 의해 U-TOC 섹터 0에서 바이트 위치를 표시하는 값에 의해 표시
된다. 특히, 파트 테이블은 304+(링크)x8(-번째 바이트)로서 표시된다.

포인터 P-DFA, P-EMPTY, P-FRA 및 P-TNO1 내지 P-TNO255는 아래의 파트 테이블에 의해 기술된 부분들의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서 U-TOC 섹터 0의 테이블부의 파트 테이블 01h 내지 FFh 와 관계된다.

포인터 P-DFA 는 결합 영역이나 광학 자기 디스크(90)상의 다수의 결함 영역에 대해 제공된다. 상기 결함 
영역 또는 손상에 의해 통상 손상된 결함 영역은 한 부분(즉, 트랙부) 또는 각각 한 파트 테이블에 의해 
기술된 다수의 부분을 구비한다. 상기 포인터 P-DFA 는 따라서 상기 부분 또는 상기 다수 부분중 제 1 의 
하나를 기술하는 한 부분의 테이블과 관계된다. 구체적으로, 포인터 P-DFA 는 범위 01h 내지 FFh 에 있는 
파트 테이블 기호와 동일한 값으로 설정된다. 상기 포인터 P-DFA 가 관계된 파트 테이블은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 부분이다. 다수의 결함 부분이 존재하면, 상기 파트 테이블은 제 1 부분을 기술하고 다음 결함
부를 기술하는 또 다른 테이블 부분에 대해 링크를 포함한다. 마지막 결함부를 기술하는 테이블부는 이 
부분의 테이블이 결함 영역에 대한 마지막파트 테이블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 '00h'로 설정된 링크를 가지
며 따라서 또 다른 파트 테이블에 링크되지 않는다.

 포인터 P-EMPTY는 관리 테이블부에서 비사용 테이블부나 비사용 다수의 테이블부를 표시하기 위해 제공
된다. 상기 포인터 P-EMPTY 는 따라서 이용 가느우 테이블이나 제 1 이용 가능파트 테이블과 관계된다. 
구체적으로, 포인터 P-EMPTY 는 범위 01h 내지 FFh 에 있는 이용 가능 테이블부의 기호와 동일한 값으로 
설정된다. 상기 포인터 P-EMPTY 와 관계된 파트 테이블이 사용될 수 있다.

 비사용된 다수의 테이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 P-EMPTY 와 관계된 테이블부는 비사용된 또 다른 테이블
부에 대한 링크를 포함한다. 어떤 토큰에 의하여, 상기 비사용된 파트 테이블은 비사용된 또 다른 파트 
테이블등은 정지시키기 위한 링크를 포함한다. 비사용된 파트 테이블등은 관리 테이블부상에서 링크된다. 

 포인터 P-FRA 는 자유영역 또는 데이타가 기록되는 상기 광학 자기 디스크(90)상의 다수의 자유 영역에 
대해 제공된다. 상기 자유 영역 또는 지연된 데이타를 가지는 영역을 포함하는 자유 영역은 부분(즉, 트
랙부) 또는 복수파트 테이블의 제 1 파트 테이블을 구비한다. 상기 포인터 P-FRA는 상기 부분 또는 상기 
부분중 제 1 의 하나를 기술하는 테이블 부분과 관계된다. 구체적으로, 포인터 P-FRA 는 범위 01h 내지 
FFh 에 있는 파트 테이블의 기호와 동일한 값으로 설정된다. 상기 포인터 P-FRA 과 관련된 파트 테이블은 
상기 부분의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다수의 자유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파트 테이블은 
제 1 부분을 기술하며 다음 자유부를 기술하는 또 다른 파트 테이블에 대한 링크를 포함한다. 어떤 토큰
에 의해, 다른 파트 테이블은 상기 다음 자유부를 기술하며 정지의 또 다른 자유부등을 기술하는 정지의 
또 다른 파트 테이블에 대해 링크를 포함한다. 마지막 자유부를 기술하는 파트 테이블은 상기 파트 테이
블이 자유부분에 대한 마지막 파트 테이블을 표시하기 위해 '00h'에서 설정된 링크를 가지며 따라서 또 
다른 파트 테이블로 링크되지 않는다.

 도7은 자유 영역을 포함하는 부분들이 테이블부에서 파트 테이블에 의해 어떻게 기술되는가에 대한 모델
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도면의 도시된 바와같이, 자유부분인 부분들은 기호
(03h),(18h),(1Fh),(2bh),(E3h)를 가진 파트 테이블에 의해 기술된다. 상기 포인터 P-FRA 는 제 1 파트 
테이블의 기호 03h 와 동일한 값으로 설정된다. 상기 제 1 파트 테이블의 링크는 제 2 파트 테이블의 기
호 18h와 동일한 값으로 설정된다. 상기 제 2 파트 테이블의 링크는 제 3 파트 테이블의 기호 1Fh 와 동
일한 값으로 설정된다. 제 3 파트 테이블의 링크는 제 4 파트 테이블의 기호 2bh 와 동일한 값으로 서정
된다. 상기 제 4 파트 테이블의 링크는 마지막 파트 테이블의 기호 E3h 와 동일한 값으로 설정된다. 마지
막으로, 상기 마지막 파트 테이블의 링크는 파트 테이블이 자유 영역에 대한 마지막 파트 테이블을 표시
하기 위해 00h 로 설정되며 또 다른 파트 테이블로 링크되지 않는다. 위에서 기술된 결함 영역 및 비사용 
파트 테이블은 소정 방법으로 테이블부의 파트 테이블에 의해 기술된다.

 포인터 P-TNO1 내지 P-TNO255 는 음악 부분과 같은 트랙을 기록하는 사용자에 의해 사용된 광학 자기 디
스크(90)상의 부분을 기술하는 각각의 파트 테이블과 관계된다. 예를 들어, 상기 포인터 P-TNO1 는 부분 
또는 제 1 트랙의 데이타가 기록되는 다수의 부분중 시계 반대 방향의 하나의 부분과 관련된다.

76-11

1019990052938



 이러한 제 1 트랙의 음악적 데이타는 상기 데이타를 다수의 부분으로 분리하지 않고 광학 자기 디스크
(90)상의 부분에 수용되는 예를 취한다. 이 경우, 이러한 트랙을 수용하는 단지 하나의 부분의 기록 영역
의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는 포인터 P-TNO1 과 관계된 파트 테이블로 기술된다.

 또한, 다른 예에 있어서, 제 2 트랙의 음악적 데이타가 상기 광학 자기 디스크(90)상의 다수의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되는 것을 가정한다. 이 경우, 상기 부분은 다수의 링크파트 테이블로 기술된다. 상기 시
간축 순서의 제 1 부분중 기록 영역의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는 포인터 P-TNO2와 관계된 파트 테이블로 
기술된다. 복수의 자유부분이 사용되기 때문에, 상기 제 1 부분을 기술하는 파트 테이블은 시간축에 따라 
순서적으로 다음부를 기술하는 또 다른 파트 테이블에 대한 링크를 포함한다. 그증거로서, 상기 다른 파
트 테이블은 시간축에 따라 순서적으로 정지의 또 다른 부분을 기술하는 다른 파트 테이블을 정지시키기 
위한 링크를 구비한다. 상기 마지막 자유부분을 기술하는 파트 테이블은 이파트 테이블이 기록 영역에 대
한 마지막 파트 테이블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 '00h'로 설정된 링크를 가지며, 따라서, 또 다른 파트 테이
블로 링크되지 않는다. 이 방법에서 제 2 트랙의 음악적 데이타를 기록하는 부분을 기술하기 위해 순차적
으로 링크되는 파트 테이블에 의해, U-TOC 섹터 0 의 데이타는 상기 제 2 트랙을 재생 또는 기록하기 위
한 동작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광학 헤드(3) 또는/ 및 자기 헤드(6a)는 연속의 음악 정보를 재생하거
나 고효율로 기록 영역을 활용하기 위해 U-TOC 섹터 0의 데이타내의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에 의해 기술
된 부분을 기술하기 위한 억세스로 이동한다.

 위의 기술과 같이, 상기 P-TOC는 기록 가능 디스크(90)의 전체 영역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며 U-TOC는 
음악 데이타와 자유 영역을 기록하는데 이미 사용된 영역을 포함하는 기록 가능 사용자 영역을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4-2. U-TOC 섹터(1)

도8은 U-TOC 섹터(1)의 포맷을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섹터(1)는

기록 트랙의 이음과 자기 광학 디스크(90)의 이름 자체를 기록하는데 사용된 기록 영역이다. 그러한 이름
은 통상 사용자에 의해 기입되고 통상 문자 정보로서 섹터(1)에 기록된다.

U-TOC 섹터(1)는 또한 다음에 따르는 트랙과 관련된 포인터들 P-TNA1 내지 P-TNA255를 포함하는 포인터부
를 구비한다. 상기 포인터들 P-TNA1 내지 P-TNA255 는 포인터부에 따르는 슬롯부에서 8 바이트 슬롯의 기
호와 동일한 값으로 각각 설정된다. 상기 슬롯부는 8 바이트의 길이를 가지는 255 슬롯 어레이이다. 상기 
슬롯부에서 슬롯의 포인터들은 01h 내지 FFh 범위에서 기호에 의해 표시된다. 한편, 상기 슬롯부는 00h 
의 기호를 가지는 8 바이트 슬롯을 포함한다. 상기 U-TOC에서, 섹터(1)의 슬롯부는 후자의 파트 테이블에 
대응하는 전자의 슬롯을 가지는 섹터 0에서 파트 테이블과 같은 포맷을 가지며 문자 정보를 관리한다.

각각의 슬롯 01h 내지 FFh 는 디스크 타이틀 또는 ASCII 코드 포맷의 트랙 이름(정보 상호 교환용 미국 
표준 코드)을 표시하는 문자 정보를 기록하는데 사용된다.

포인터들은 다음과 같은 트랙과 관계된다. 예를 들어, 상기 포인터 P-TNA1 이 제 1 트랙과 관계되는 것을 
가정한다. 이 경우, 트랙의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기입된 문자들은 슬롯의 기호와 동일한 
값으로 설정된 포인터 P-TNA1 에 의해 표시된 슬롯에 기록된다. 상기 트랙의 이름이 슬롯에 수용되지 않
으면, 다수의 슬롯이 요구된다. 이 경우 상기 포인터 P-TNA1에 의해 표시된 슬롯이 상기 트랙 이름의 나
머지 부분을 기록하는 또 다른 슬롯에 대해 링크를 포함한다. 그 증거로는, 상기 다른 슬롯이 트랙 이름
등의 정지 나머지부를 기술하는 정지의 또 다른 슬롯에 링크된 링크를 포함한다. 이 방법에서, 트랙의 이
름은 7 문자 또는 7 바이트 이상을 포함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8바이트의 크기를 가지는 슬롯 00h는 디스크 이름만을 도시한 슬롯으로서 제공된다. 
이 슬롯은 소정 포인터 P-TNA(X)에 의해 표시되지 않는다.

U-TOC 섹터(1)에서 상기 포인터 P-EMPTY 는 상기 U-TOC 섹터 0의 포인터 P-EMPTY 가 테이블부에서 빈 파
트 테이블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바와같이 상기 슬롯부에서 빈 슬롯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4-3 U-TOC 섹터(2)

도9는 상기 사용자가 음악부를 기록하는 시간과 기록 데이타를 기록하는데 사용된 데이타 영역으로서 주
로 제공된 U-TOC 섹터(2)의 포맷을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U-TOC 섹터(2)는 기록 트랙과 각각 관련된 포인터 P-TRD1 내지 P-TRD55를 포함하는 포인터부를 구비하며, 
슬롯부는 상기 포인터들 P-TRD1 내지 P-TRD255에 의해 표시된 255의 8바이트 슬롯 01h 내지 FFh를 포함한
다. 상기 U-TOC섹터(2)의 슬롯부는 위에서 기술된 U-TOC 섹터(1)의 슬롯부와 같은 포맷을 가진다.

트랙의 기록 시간과 기록 날짜는 상기 슬롯 001h 내지 FFh중 6바이트에 기록된다. 더욱 자세히, 상기 6바
이트들은 각각 6개의 음악 정보를 기록하는데 사용되며, 즉, 각각의 부분에 대해 하나의 바이트, 즉, 기
록 날짜의 년, 월, 일 및 시각, 분 및 기록 날짜의 제 2 부분을 기록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나머지 2바이
트들은 각각 마커코드와 모델 코드에 할당도니다. 상기 마커코드는 음악 부분을 기록하는데 사용된 기록 
장치의 마커를 표시하는 코드이며, 모델 코드는 기록 장치 형태를 표시하는 코드이다.

트랙은 음악의 제 1 부와 같이 자기 광학 디스크(90)상에 기록되는 예를 가정한다. 이 경우, 상기 포인터 
P-TRD1에 의해 표시된 슬롯에서, 제 1 음악 부분의 기록날짜와 기록 시간 뿐 아니라 기록장치의 마커코드
와 모델코드가 기록된다. 상기 기록날짜와 기록 시간이 내부 시계를 참고로 시스템 제어기(11)에 의해 자
동적으로 얻어져 기록된다.

슬롯부는 또한 상기 디스크의 기록 시간과 기록 날짜에 표시된 슬롯으로서 제공된 8바이트 크기를 가지는 
슬롯 00h를 구비한다. 이 슬롯은 어떤 포인터 P-TRD(X)에 의해 표시되지 않는다.

U-TOC 섹터(92)의 포인터 P-EMPTY는 상기 U-TOC 섹터(11)에서 포인터 P-EMPTY 가 섹터(1)의 슬롯 테이블
에서 빈 슬롯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과 같이 슬롯부에서 빈 슬롯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더욱 구

76-12

1019990052938



체적으로, 상기 P-EMPTY는 제 1 빈 슬롯의 기호와 동일한 값으로 설정된다. 마지막 하나를 제외한 각각의 
빈 슬롯에서, 모델코드를 기록하는 바이트는 링크를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4-4 UTOC 섹터(4)

 도10은 U-TOC 섹터(4)의 포맷을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U-TOC의 섹터(1), 섹터(4)는 기록트랙의 이음
과 그 자체의 자기 광학 디스크(90)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사용된다. 그러한 이름들은 통상 사용자에 의해 
기입되고 문자 정보로서 섹터(4)에 기록된다. 도10을 도8과 비교하면, 섹터(4)는 섹터(1)와 동일한 포맷
을 제외하고 모두 갖는 것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섹터(4)는 간지 및 유럽 문자형 독일과 프랑스의 코드 데이타와 같은 2바이트 코드를 저장하는데 
사용됨을 주목한다. 도8에 도시된 섹터(1)에 저장된 데이타에 첨가하여 도10에 도시된 섹터(4)는 또한 소
정의 바이트 위치에서 문자 코드 속성을 구비한다.

U-TOC 섹터(1)와 유사하게, U-TOC 섹터(4)에 기록된 문자 정보는 포인터 P-TNA1 내지 P-TNA255 및 상기 
포인터들 P-TNA1 내지 P-TNA255에 의해 표시된 255 슬롯 01h 내지 FFh에 의해 제어된다.

본 실시예에 의해 실행된 기록 및 재생 장치(1)는 또한 U-TOC에 기록되지 않고 재생 전용 디스크에 공급
됨을 주목한다. 재생 전용 디스크의 경우에, 문자 정보는 디스크 이름과 트랙 이름과 같은 P-TOC에 기록
된다.

즉, P-TOC 섹터들은 대략 같은 방법으로 U-TOC 의 섹터(1,4)로서 사용된다. 이 경우, 상기 마커코드는 통
상 디스크 이름 또는 P-TOC 섹터에 기록된 트랙 이름에 포함된다.

5. AUX-TOC

5-1 AUX-TOC 섹터(0)

 본 실시예에 사용된 자기 광학 디스크(90)는 도5b를 참고로 AUX 데이타 파일과 AUX-TOC를 기록하기 위한 
영역 세트를 포함한다. AUX 데이타 파일은 음악 부분과 같은 트랙과 무관한 문자 및 화상을 기록하는데 
사용된다.

 AUX 데이타 파일들은 3개의 연속적 클러스터에 기록된 AUX-TOC에 의해 제어된다. U-TOC와 같이, 상기 
AUX-TOC 각각을 기록하는데 사용한 클러스터들은 32 섹터들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 섹터(0 내지 5)는 아래의 기술과 같이 AUX 데이타 파일을 제어하는 AUX-TOC 에 설정된다.

먼저, 상기 AUX-TOC 의 섹터(0)는 도11을 참고로 기술된다.

AUX-TOC 섹터(0)는 전체 AUX 데이타 영역에서 주로 자유 영역을 제어하는 영역 할당 테이블이다.

 도11에 도시처럼, 섹터(0)의 헤더 이후의 소정의 바이트 위치에서, 4 문자, 즉 M','D','A','D'가 ASCII 
코드로서 4 바이트의 길이로 영역에 기록된다. 상기 헤더 그 자체는 '0'h의 섹터 어드레스(섹터) 및 '2'h
의 모드 정보(모드)를 구비한다. 상기 4 문자 'M','D','A','D'는 후에 기술되는 AUX-TOC 의 섹터내의 같
은 바이트 위치에서 기록된 포맷 ID를 표시한다.

 상기 포맷 ID 다음의 소정 바이트 위치에서, 마커코드와 모델 코드가 기록된다. 상기 모델 코드 다음의 
소정 바이트 위치에서, 섹터에 사용된 정보가 기록된다.

사용된 섹터상의 정보는 AUX-TOC 의 섹터 활용 상태를 도시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8 비트들 d8 내지 d1 은 섹터 0 내지 7에 대응하는 사용된 섹터 0로 이루어진다. 
그 증거로, 8비트들 d8 내지 d1 은 섹터 8 내지 15에 대응하여 사용된 섹터(1)로 이루어진다. 유사하게, 
8비트들 d8 내지 d1 은 섹터(1)6 내지 23에 대응하여 사용된 섹터(2)로 이루어진다. 비슷하게, 8비트들 
d8 내지 d1 는 섹터(24) 내지 (31)에 대응하여 사용된 섹터(3)로 이루어진다.

 상기 AUX-TOC 섹터 0는 포인터 P-EMPTY 및 P-BLANK를 포함하는 포인터부를 구비한다.

 상기 섹터는 또한 한 부분의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를 기록하는데 각각 사용된 8 바이트 파트 테이블로
된 테이블부(99)와 위에서 기술된 U-TOC 의 섹터 0와 같은 포맷으로 또 다른 파트 테이블에 대한 링크를 
구비한다. 그러므로, 단지 파트 테이블 01h 내지 63h 가 테이블부로서 사용된다. 나머지 파트 테이블 64h 
내지 FFh 는 사용되지 않고 그 내용은 모두 0들(제로)로 설정된다.

 그러므로, 상기 나머지 파트 테이블 64h 내지 FFh 가 또한 실제로 사용되며, 99 파트 테이블 01h 내지 
63h 는 AUX-데이타 영역을 제어하는데 충분하다. 파트 테이블 01h 내지 63h 는 초기에 기술된 버퍼 메모
리(13)크기에 대해 충분히 큰 효과적 테이블로서 결정된다.

 상기 포인터 P-EMPTY는 AUX-TOC 섹터 0의 이용 가능한 파트 테이블의 링크 리스트상에서 사용되지 않은 
파트 테이블을 표시한다.

 상기 포인터 P-BLANK 는 AUX 데이타가 U-TOC 섹터 0에서 포인터 P-FRA 로서 기록되는 AUX 데이타 영역에
서 자유부를 기술하는 파트 테이블의 링크된 리스트상에서 비사용 파트 테이블을 표시한다.

 통상,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들은 위치가 지정되는 사운드 그룹 레벨 밑으로 되게 하는 짧은 포맷으로 
각각 표시된다. 그러므로, 본 실시예에서 제공된 AUX-TOC 섹터 0에서, 어드레스들은 오직 클러스터 레벨 
밑으로 지정되게 규정된다. 따라서, 섹터 어드레스와, 사운드 그룹 어드레스는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에
서 모두 0으로 설정된다.

 아래에서 기술된 AUX-TOC 의 섹터(1) 내지 (5)의 테이블부 또는 슬롯부에서,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들은 
3 바이트의 길이로 짧은 포맷으로 표시된다. 시작 또는 종료 어드레스가 섹터에서 지정되는 레벨은 섹터
의 내용에 따라 규정된다. 소정의 설명이 아래의 설명에서 적당하게 상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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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AUX-TOC 가 재생 전용 디스크에서 생성될 때, 파트 테이블의 링크가 사용되지 않는다.

5-2 AUX-TOC 섹터(1)

 상기 AUX-TOC 의 섹터(1) 내지 (3)은 정지 화상 정보를 저장하는데 각각의 화상 파일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다.

 도12에 도시된 AUX-TOC 섹터(1)는 AUX 데이타 영역에서 화상 파일로 제공되는 각각의 데이타 파일을 제
어하는 화상 할당 테이블로서 제공되는 관리 섹터이다.

 상기 AUX-TOC 섹터(1)는 U-TOC 섹터 0과 같은 방법으로 화상 파일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실시예에서, AUX 데이타 영역에서 정지 화상을 저장하기 위한 화상 파일의 길이는 특별히 규정되지 
않았다. 후의 기술처럼, 그러므로, 상기 실시예는 단지 커버 화상을 포함하는 100까지의 화상 파일이 제
어되는 구성을 가진다. 따라서, 기록 가능한 화상 파일의 수는 100이다.

 커버 화상의 예가 화상 파일에 저장된 디스크의 자켓상에서 나타나는 화상임은 자명하다.

 상기 AUX-TOC 섹터(1)의 경우에, 상기 섹터 어드레스(섹터)는 01h로 설정되고 모드 정보(MODE)는 02h 로 
설정된다.

 AUX-TOC 섹터(1) 각각에서 포인터들 P-PNO1 내지 P-PNO99는 커버 화상을 저장하기 위한 화상 파일이라기
보다는 99 화상 파일을 제어하는데 사용된 포인터 P-PNO(X)로서 제공된다. 상기 포인터 P-PNO99 및 테이
블사이의 영역내의 각각의 바이트 위치는 00h 로 설정된다.

 그러므로, 더 많은 화상 파일의 AUX를 기록하기 위한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AUX 데이타 영역의 미래 확
장과 파일 크기 변화에 기인하며, 포인터 P-PN100 내지 P-PN255는 도12의 도시처럼 상기 포인터부에서 포
인터 P-PNO1 내지 P-PNO99에 따른 바이트에서 설정된다.

 상기 마커코드와 모델코드에 따르는 2바이트 영역들은 각각 포인터 제1의 PNO와 포인터 마지막 PNO를 저
장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포인터 제1의 PNO 는 포인터 P-PNO1 내지 P-PNO99 에 따라 가장 먼저 사용된 포
인터 P-PNO(X)의 수 X 이다. 한편, 상기 포인터 최종 PNO는 상기 포인터들 P-PNO1 내지 P-PNO99에 따라 
최종 사용된 포인터 P-PNO(X)의 수 X이다. 예를 들어, 상기 포인터들 P-PNO1 내지 P-PNO99의 포인터들 P-
PNO1 내지 P-PNO5가 사용되는 것을 가정한다. 이 경우 상기 포인터 제 1 의 PNO는 01h 이며 상기 포인터 
최종 PNO는 05h이다.

 한편, 상기 포인터부는 또한 상기 포인터들 P-PFRA 및 P-EMPTY를 구비한다. 상기 테이블부는 위에서 기
술된 포인터중 하나와 관련된 각각의 8비트 파트 테이블의 어레이이다. 기호 01h 내지 63h에 의해 확인된 
어레이에서 99 파트 테이블이 존재한다. 상기 파트 테이블 각각은 한 부분의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와 상
기 부분에 기록된 화상의 모드(S.

pict. mode)를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AUX-TOC 섹터 0과 유사하게, 상기 어레이에서 나머지 파트 테
이블 64h 내지 FFh 가 사용되지 않으며 그들의 내용은 모두 0(제로들)로 설정된다.

 그런데, 파트 테이블 00h는 포인터에 의해 표시되지 않는다. 파트 테이블 00h 는 커버 화상을 기록하는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를  기술한다.  커버  화상의  위치를  기술하는  파트  테이블  00h는  화상 모드
(S.pict.mode)를 구비한다.

 상기 포인터들 P-PNO1 내지 P-PNO99 각각은 화상 파일을 기록하는 영역으로서 사용된 부분의 속성을 기
술하는 한 부분의 테이블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상기 포인터 P-PNO1 은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 뿐 아니
라 화상 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영역으로 사용된 부분의 화상 모드(S.pict.mode)를 기술하는 한 부분의 
테이블을 표시한다.

 AUX-TOC의 섹터(1)에서, 링크들(Link-p)은 파트 테이블의 링크된 리스트를 형성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화상이 서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세그먼트)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기 섹터(1)에서 비사용된 파트 테이블은 포인터 P-EMPTY로 시작되는 링크된 리스크로서 제
어된다. 구체적으로, 리스트상에서 비사용된 파트 테이블은 상기 파트 테이블 각각의 8번째 바이트를 사
용하므로서 링크된다.

 상기 AUX-TOC 섹터(1)에서 포인터 P-PFRA 는 상기 AUX 데이타 영역의 클러스터에서 자유 영역과 관계된 
포인터를 표시한다. 데이타는 자유 영역으로 기록되며 여기서 화상 데이타는 상기 클러스터의 전체 영역
에 채워지지 안하고, 거기에 기록된 데이타없이 자유영역에 남아 있는다. 더욱 구체적으로, 섹터(1)에서 
포인터 P-PFRA에 의해 표시된 포인터는 자유영역에서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파트 테이블로서 
제공된다.

 상기 AUX-TOC 섹터(1)에서 각각의 파트 테이블에 포함된 화상 모드(S.pict.mode)는 파트 테이블에 기술
된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로 한 부분에 기록된 화상 파일의 카피 상태를 포함하는 모드상의 정보이다.

 상기 화상 모드(S.pict.mode)는 도19a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한정된다.

 도면의 도시처럼, 파트 테이블에 포함된 화상 모드는 8비트들 d1 내지 d8을 구비한다. 상기 제 1의 2비
트들 d1 및 d2는 카피 상태이다. 상기 카피 상태는 상기 파트 테이블에 의해 규정된 화상 파일을 복사하
기 위한 동작이 허용되는지 아닌지를 표시하는 정보이다.

 더 구체적으로, 카피 상태 0h 는 화상 파일 카피된 제한되지 않은 시간수를 표시한다. 카피 상태(1h)는 
화상 파일이 단지 하나이상 카피되는 것을 표시한다. 카피 상태(2h)는 화상 파일이 확증된 데이타 버스를 
통해서 한번 카피되는 것을 표시한다. 반대로 말하면, 비확증된 데이타 버스를 통한 카피 동작은 허용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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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 상태(3h)는 상기 화상 파일을 카피하기 위한 동작을 허용하지 않는다.

 상기 나머지 비트들 d3 내지 d8 은 정의되지 않았다.

 화상 파일이 카피되면 상기 파일의 카피 상태는 도19b에 도시된 바와같이 갱신된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피 동작전에 화상 파일에 주어진 자유카피 상태는 자유 카피 상태 내용에 따라 카피 동작후에 파
일에 주어진 포스트(post) 카피 상태로 갱신된다.

 예를 들어, 자유 카피 상태 0h를 가진 화상 파일의 경우에, 상기 화상 파일의 포스트 카피 상태는 0h이
다. 즉, 그러한 화상 파일은 비제한된 시간수를 카피한다.

 자유 카피 상태 1h 또는 2h를 가진 화상의 경우에, 상기 포스트 카피 상태는 상기 화상 파일을 카피하기 
위한 동작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3h이다.

5-3 AUX-TOC 섹터(2)

도13은 화상 정보 테이블로 사용된 AUX-TOC 섹터(2)의 포맷을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더 구체적으로, 
섹터(2)는 문자 정보로서 화상에 여러 종류의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타 영역이다. 화상의 정
보는 인터넷에서 기록된 화상 파일의 이름, 기록 시간, 기록 날짜 및 URL(Uniform Resource Locators)을 
구비한다. 후에 이들 정보는 화상 정보로 불린다.

AUX-TOC의 섹터(2)를 기술하기 전에, 상기 AUX-TOC 의 섹터(2)내의 테이블에 기록된 화상 정보 파일의 구
조는 도20을 참고로 설명된다. 화상 정보 파일은 화상 파일에 저장된 화상의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이다.

도20에 도시처럼, 화상의 정보는 ASCII(정보 상호 교환용 미국 표준 코드) 코드 또는 다른 문자 코드에 
의해 표시된 데이타 유닛인 화상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한다. 화상의 이름은 도10에 도시된 U-TOC 섹터(4)
내의 슬롯에 기록된 문자 정보의 포맷을 확인한다.

화상 이름 데이타 유닛은 서로 데이타 유닛의 한계를 정하기 위해 딜리미터 '1F'에 따른다. 딜리미터는 
기록 시간과 기록 날짜를 포함하는 데이타 유닛에 따른다. 이 데이타 유닛은 도9에 도시된 U-TOC 섹터
(2)내의 슬롯에 기록된 기록 날짜와 기록 시간의 포맷을 확인한다. 초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 포맷은 
6바이트를 포함한다. 

기록 시간과 기록 날짜를 포함하는 데이타 유닛은 URL을 표시하는 문자 정보에 따라 딜리미터 '1F'에 따
른다. URL은 후에 기술되는 문자 코드에 대해 재부팅하지 않고 MSB에서(최상 중요 비트)시작하는 ASCII 
코드로서 기록된다. 화상의 정보는 파일 '0'h 의 종단에서 종료한다.

화상의 이름, 기록 시간 및 기록 데이타 또는 URL을 표시하는 데이타 유닛은 데이타 유닛은 중요 내용이 
없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0'dmfh 설정된다.

 인터넷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되는 화상 파일의 경우에, 예를 들어, 상기 화상의 정보에 포함된 URL
은 화상 파일에 대해 홈페이지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AUX-TOC 섹터(2)는 도13를 다시 참조하여 설명된다.

시작하기 위해, 상기 AUX-TOC 섹터(2)의 헤더에서, 상기 섹터 어드레스(섹터)는 '2'h에서 설정되며 모드 
정보(MODE)는 '2'h로 또한 설정된다.

부가적으로, 상기 AUX-TOC 섹터(2)는 또한 화상 파일에 관계된 포인터들 P-PIF1 내지 PIF99를 포함하는 
포인터 섹션을 구비한다. 상기 포인터 섹션은 포인터 P-PIF255에 대해 연장된다. 상기 AUX-TOC 섹터(2)는 
또한 8 바이트 길이를 가지는 255 슬롯 01h 내지 FFh 각각과 8 바이트 길이를 가지는 슬롯 00h를 포함하
는 슬롯 섹션을 구비한다. 상기 슬롯들 01h 내지 FFh 는 포인터 P-PIF1 내지 P-PIF99 에 의해 표시된다.

또한, 마커 코드 및 모델 코드에 따르는 영역은 포인터(First PIF 및 Last PIF)를 각각 기록하기 위한 2
바이트를 구비한다.  포인터(First  PIF)는  포인터(P-PIF1  내지 P-PIF99)  중에 처음에 사용된 포인터(P-
PIF)의 수이다. 반면에, 포인터(Last PIF)는 포인터(P-PIF1 내지 P-PIF99) 중에 최종 사용된 포인터(P-
PIF)의 수이다.

슬롯(00h 내지 00FFh)에 있어서, 화상-정보 파일을 각각 나타내는 문자 정보의 일부는 ASCII 코드 또는 
다른 형태의 코드로서 기록된다. 그 코드들의 형태는 AUX-TOC의 섹터(2)의 소정의 바이트 위치에 기록된 
문자 코드에 의해 표시된다. 도면에 있어서, 그 바이트 위치는 'char. code'의 표기로 표시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0'h의  문자  코드는  ASSII  코드를  나타내고,  '1'h의  문자  코드는  변경된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8859-1을  나타낸다.  '2'h의  문자  코드는  음악  시프트된 
JIS(Japan  Industrial  Standard)를  나타내고,  '3'h의  문자  코드는 KSC  5601-1989(Korean)를  나타낸다. 
'4'h의 문자 코드는 GB2312-80(Chinese)를 나타낸다.

포인터(P-PIF1 내지 P-PIF99)는 포인터의 번호에 대응하는 파일 번호를 화상-정보 파일을 기록하기 위해 
이용되는 파트 테이블에 각각 지정한다. 예를 들어, 번호(1)를 갖는 포인터(P-PIF1)는 제 1 화상 파일에 
저장된 화상에 대한 문자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슬롯에 지정한다. 8바이트의 길이를 갖는 슬롯(00h)은 커
버 화상을 위한 화상-정보 파일을 기록하기 위한 단지 시작 영역만을 제공되고, 포인터(P-PIF)(x)에 의해 
지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용된다.

그들 슬롯(00h 내지 0FFh) 중 어느 한 슬롯은 7바이트를 초과하는 1화상 파일의 화상-정보 파일을 수용할 
수 있는 링크된 리스트를 형성하는 링크들에 의해 링크될 수 있다.

포인터(P-EMPTY)는 슬롯부내의 이용 가능한 슬롯들의 링크된 리스트의 헤드이다.

선택적으로, AUX-TOC 섹터는 화상명, 기록 시간 ＆ 기록 일자 및 URLs 각각을 분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기 
때문에, 화상명, 기록 시간 ＆ 기록 일자 및 URLs는 개별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 그러나, 도20에 도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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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화상 정보 파일내의 화상 파일에 대한 화상명, 기록 시간 ＆ 기록 일자 및 URL과 같은 문자 정보를 
가지고, 도13에 도시된 것처럼 AUX-TOC 섹터(2)내의 모든 화상 정보 파일들을 저장함으로써, 관리 정보로
서 이용된 데이타 량은 적게되고, AUX-TOC 섹터가 화상명, 기록 시간 ＆ 기록 일자 및 URLs 각각에 분리
적으로 할당되는 선택적인 경우와 비교할 때 자기 광학 디스크(90)의 기록 영역을 고정도 효율로 이용할 
수 있다. 

5-4 AUX-TOC 섹터(3)

도14는 화상 재생 시퀀스 테이블로서 제공된 AUX-TOC의 섹터(3)의 포맷을 도시한 다이어그램이다.

이 테이블은 악곡과 같은 프로그램을 재생하는 동작과 동기적으로 화상 파일을 출력하기 위해 이용된 관
리 정보를 포함한다.

AUX-TOC 섹터(3)의 헤더는 '2'h의 모드 정보(MODE) 및 '3'h의 섹터 어드레스(섹터)를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섹터(3)는 기록된 화상 파일에 관련된 포인터(P-TNP1 내지 P-TNP99)를 구비하는 포인터부를 
또한  포함한다.  그  포인터부는  포인터(P-TNT255)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들  포인터(P-TNP1  내지 P-
TNP99)는 프로그램 영역내의 오디오 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동일한 번호를 갖는 트랙과 각각 관련된다. 
즉, 포인터(P-TNP1 내지 P-TNP99)는 1내지 99번째 트랙들과 각각 관련된다. 

AUX-TOC 섹터(3)은 8바이트의 길이를 각각 갖는 99파트 테이블(01h 내지 63h)과, 8비트의 길이를 또한 갖
는 파트 테이블(00h)을 구비하는 테이블부를 포함한다. 테이블 표(01h 내지 63h)에는 포인터(P-TNP1 내지 
P-TNP99)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실제로, 테이블은 모든 0s에서 각각 설정되는 비사용 파트 테이블(64h 
내지 FFh)를 또한 포함한다. 더욱이, 마커 코드 및 모델 코드에 따른 영역은 포인터(First TNP 및 Last 
TNP)를 기록하기 위한 2바이트를 각각 구비한다. 포인터(First TNP)는 포인터(P-TNP1 내지 P-TNP99) 중에 
처음에 이용된 포인터(P-TNP)의 번호이다. 반면에, 포인터(Last TNP)는 포인터(P-TNP1 내지 P-TNP99) 중
에 최종으로 이용된 포인터(P-TNP)의 번호이다

AUX-TOC 섹터(3)에서 포인터(P-TNP1 내지 P-TNP99)에 의해 지정된 파트 테이블 각각에 있어서, 트랙의 시
작에 관련된 시작 및 종료 옵셋 어드레스는 사운드-그룹 레벨로 다운되는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쇼트 포맷
으로 기록된다. 

각각의 파트 테이블의 4번째 바이트는 특정 화상 파일을 나타내는 포인터(P-PNOj)이다. 포인터(P-PNOj)는 
AUX-TOC 섹터(1)에 기록된 화상 파일(P-PNO1 내지 P-PN99) 중 하나이다. 8번째 바이트는 링크된 리스트를 
형성하는데 이용되는 다른 파트 테이블에 대한 링크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링크된 리스트 상의 동일한 
복수의 파트 테이블에 기록된 동일한 복수의 포인터(P-PNOj)에 의해 표시되는 복수의 화상 파일은 동일한 
트랙에 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 1 트랙으로서 기록된 악곡을 재생하기 위한 재생 동작 동안에 지정된 타이밍으로 제 1 화
상 파일에 저장된 화상을 표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에, 제 1 트랙에 할당된 포인
터(P-TNP1)는 파트 테이블에 지정하는 값으로 설정되고, 파트 테이블에 있어서, 재생 동작에서 지정 타이
밍에 대응하는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뿐만 아니라 표시되는 화상을 포함하는 제 1 화상 파일을 나타내는 
포인터(P-PNOj)는 기록된다. 제 1 트랙의 재생 시작으로부터 1분 지연된 시점과 제 1 트랙의 재생 시작으
로부터 1분 30초 지연된 시점 사이의 시간 주기 동안 화상을 표시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에, 
포인터(P-TNP1)에 의해 지정된 파트 테이블에 기록된 시작 및 종료 옵셋 어드레스들은 제 1 트랙의 재생 
지작으로부터 1분 지연된 시점과 제 1 트랙의 재생 시작으로부터 1분 30초 지연된 시점에 각각 대응한다. 
포인터(P-PNOj)는 표시되는 화상을 포함하는 제 1 화상 파일을 나타내는 P-PNO1의 값으로 설정된다.

트랙을 재생하는 재생 동작 동안 복수의 화상들을 표시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하면, 상술한 제 1 화상 파일
에 저장된 화상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복수의 파트 테이블들에 화상들이 저장된다. 각각의 파트 테이블
은 링크된 리스트를 형성하기 위하여 한 링크에 의해 다음에 표시되는 화상을 지정하는 다음 파트 테이블
에 링크된다. 파트 테이블 각각은 화상을 출력하기 위한 시간 주기와 파트 테이블과 관련된 화상을 지정
하는 포인터를 포함한다.

파트 테이블(00h)은 커버 화상을 지정하기 위해 당연히 이용됨을 주목한다. 커버 화상이 오디오 트랙을 
재생하는 재생 동작과 동기하여 기본적으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파트 테이블(00h)에 기록된 시작 및 
종료 옵셋 어드레스들은 모든 0s에 각각 설정된다.

파트 테이블(00h)에 기록된 링크는 포인터(P-PNOj)를 포함하는 다른 파트 테이블에 지정하는 값에 설정된
다. 이러한 경우에, 포인터(P-PNOj)에 의해 지정된 화상 파일은 다른 커버 화상으로서도 제어된다. 즉, 
복수의 커버 화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트랙에 관련된 파트 테이블에 있어서, 시작 및 종료 옵셋 어드레스들은 모든 0s에서 설
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파트 테이블에 의해 지정된 화상 파일에 저장된 화상, 즉 파트 테이블에 
포함된 포인터(P-PNOj)에 의해 표시된 화상 파일은 트랙을 재생하는 전체 재생 동작 동안에 출력된다.

부가적으로, 트랙과 관련된 파트 테이블에 있어서, 단지 종료 옵셋 어드레스는 전체 0s에서 모두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파트 테이블에 포함된 포인터(P-PNOj)에 의해 지시된 화상 파일은 화상 파일의 
시작 옵셋 어드레스가 다음에 표시될 때까지 파트 테이블에 기록된 시작 옵셋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시점
에서 시작하는 트랙을 재생하는 재생 동안에 출력된다.

더욱이, 트랙과 관련된 파트 테이블에 있어서, 시작 및 종료 옵셋 어드레스들은 전체 0s 이외의 동일한 
값에서 모두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파트 테이블에 포함된 포인터(P-PNOj)에 의해 지시된 화상 
파일을 재생하는 재생동작은 저지된다. 

또한, AUX-TOC 섹터(3)의 경우에 있어서, 비사용된 파트 테이블은 포인트(P-EMPTY)에 의해 지정되어 링크
된 리스트를 이용하여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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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AUX-TOC 섹터(4) 

텍스트 파일들으 제어하기 위하여 AUX-TOC의 섹터(4 및 5)가 이용된다. 

도15에 도시된 AUX-TOC 섹터(4)는 텍스트 할당 테이블로서 제공된 관리 섹터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
여, 섹터는 텍스트 파일로서 AUX-데이타에 각각 기록된 데이타 파일들을 제어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AUX-TOC 섹터(4)에 있어서, 텍스트 파일들은 U-TOC 섹터(0)와 동일한 포맷을 이용하여 제어된다.

AU-데이타 파일이 텍스트 파일을 기록하기 위하여 모드 이용된다면, 38 클러스터(X 32 섹터 X 2,324 바이
트)의 텍스트 데이탸를 기록할 수 있다. 그러한, AUX-TOC 섹터(4)를 이용함으로써, 텍스트 데이타는 255 
파일까지 제어될 수 있다. 이후에 상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커버 텍스트를 포함하는 100 파일이 제어됨을 
주목한다.

또한, 한 텍스트 파일의 길이가 1 섹터임은 당연하다.

자기 광학 디스크(90)의 소위 커버 화상과 관련된 커버 텍스트를 저장하기 위하여 특정 텍스트 파일이 이
용된다. 

AUX-TOC 섹터(4)의 헤더는 '4'h의 섹더 어드레스(Sector) 및 '2'h의 모드 정보(MODE)를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AUX-TOC의 섹터(4)는 포인터[P-TXN0(x)](여기서, x는 1 내지 99), 즉 기록된 텍스트 파일에 
관련된 포인터(P-TXN1  내지 P-TXN99)를  포함하는 포인터부를 또한 포함한다.  그 포인터부는 포인터(P-
TXN0255)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들 포인터(P-TXN1 내지 P-TXN99)는 동일한 번호를 갖는 오디오 트랙과 
각각 관련된다. 따라서, 1번째 내지 99번째 오디오 트랙에 관련된 99텍스트 파일까지 제어될 수 있다. 이 
99 텍스트 파일은 커버 텍스트를 제외한다. 

또한, 포인터부는 포인터(P-PFRA 및 P- EMPTY)를 포함한다. 

포인터부내의 포인터들은 테이블부내의 8바이트의 길이를 갖는 파트 테이블에 각각 지정한다. 테이블부는 
모든 0s에 각각 설정되는 99 활성 파트 테이블(01h 내지 63h) 및 비활성 파트 테이블(64h 내지 FFh)를 포
함한다. 활성 파트 테이블(01h 내지 63h) 각각은 시작 어드레스, 종료 어드레스 및 텍스트 모드를 포함한
다.

텍스트 모드의 정의는 후에 설명하게 됨을 주목한다.

포인터들과 관계없는 지정은 커버 텍스트에 전용된 파트 테이블로서 파트 테이블(00h)이 이용된다. 상세
히 설명하면, 파트 테이블(00h)은 커버 텍스트의 텍스트 모드뿐만 아니라 커버 텍스트의 텍스트 파일의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를 구비한다.

포인터(P-TXN10 내지 P-TXN099) 각각은 텍스트 파일과 이 파일의 텍스트 모드를 기록하기 위한 영역을 설
명하는 파트 테이블에 지정한다. 예를 들어, 파트 테이블에 대한 포인터(P-TXN01)는 시작 어드레스, 종료 
어드레스와, 1의 파일 번호를 갖는 텍스트 파일의 텍스트 모드를 포함한다.

텍스트 파일의 사이즈가 상술한 섹터 단위들로 표현되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의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는 
단지 섹터 레벨 이하의 포맷으로 각각 표현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룹-사운드 레벨에서 어드레스를 도시
한 포맷의 부분은 '0'h에 설정된다.

AUX-TOC 섹터(4)에 있어서, 파일들을 제어하기 위해 링크들이 이용되지 않는다. 즉, 텍스트 파일은 서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파트 또는 세그먼트에 결코 기록되지 않는다.

AUX-TOC 섹터(4)에 있어서, 이용되지 않는 파트 테이블은 포인터(P-EMPTY)에 의해 지정되는 링크된 리스
트를 이용하여 제어됨을 주목한다. 이용되지 않는 파트 테이블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에 이용되지 않는 
파트 테이블에 대한 링크는 8번째 바이트에 기록된다. 

AUX-TOC 섹터(4)내의 포인터(P-PFRA)는 AUX-데이타 영역의 클러스터내의 자유 영역과 관련된 파트 테이블
에 지정한다. 데이타는 텍스트 파일의 데이타가 클럭스터의 전체 영역을 채우지 못하는 자유 영역들에 기
록될 수 있고, 내부에 데이타가 기록되지 않은 자유 영역을 남긴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섹터(4)에서 
포인터(P-PFRA)에 의해 지정된 파트 테이블은 자유 영역내의 파트(세그먼트)의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자유 영역은 각각 8 바이트내의 링크를 구비하는 파트 테이블을 포함하는 링크된 리스트를 이
용하여 제어될 수 있다. AUX-TOC의 섹터(4)의 각각의 파트 테이블에 포함된 텍스트 모드의 정의는 도21에 
참조로 설명되어 있다.

파트 테이블의 4번째 바이트에서 위치 지정에 있어서, 텍스트 모드는 도면에 도시된 것 같은 8비트(d1 내
지 d8)를 포함한다. 첫 번째 2비트(d1 및 d2)는 도19a를 참조하여 보다 쉽게 설명된 화상 파일의 카피 상
태(S. Pict. mode)와 공일한 카피 상태이다. 따라서, 그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2비트(d3 및 d4)는 텍스트 파일의 내용들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낸다. 상세히 설명하면, '0'h에 설정된 d3 
및 d4는 텍스트 파일의 내용이 노래 텍스트임을 나타낸다. 즉, 텍스트 파일의 내용들은 텍스트 파일이 관
련된 오디오 트랙으로서 기록된 악곡의 가사 텍스트이다. '1'h에 설정된 d3 및 d4 비트는 텍스트 파일의 
내용이  연주자의  이름과  같은  오디오  트랙으로서  기록된  악곡을  실행하는  연주자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다.

'2'h에 설정된 d3 및 d4 비트는 텍스트 파일의 내용이 앨범에 첨부된 설명과 같은 소위 라이너 노트이다. 
'3'h에 설정된 d3 및 d4 비트는 텍스트 파일의 내용이 가사, 연주자에 대한 정보 및 라이너 노트 이외의 
텍스트 설명 정보임을 나타낸다.

비트(d5)는 타임 스탬프가 텍스트 파일에 삽입되었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0'에 
설정된 d5 비트는 타임 스탬프가 삽입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1'에 설정된 d5 비트는 타임 스
탬프가 삽입되었음을 나타낸다. 도22를 참조하여 후에 타임 스탬프를 설명하게 됨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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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트(d6, d7 및 d8)는 문자 코드를 나타낸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0'h에 설정된 d6, d7 및 d8 비트
는  ASCII  코드를  나타낸다.  '1'에  설정된  d6,  d7  및  d8  비트는  변경된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ion)  8859-1를  나타낸다.  '2'h에  설정된  d6,  d7  및  d8  비트는  음악  시프트된  JIS(Japan 
Industrial Standard)를 나타낸다. '3'h에 설정된 d6, d7 및 d8 비트는 KSC 5601-1989(Korean)을 나타낸
다. '4'에 설정된 d6, d7 및 d8 비트는 GB2312-80(Chinese)를 나타낸다. 값('5'h 및 '6'h)은 보유된다. 
'7'에 설정된 d6, d7 및 d8 비트는 플레인 텍스트를 나타낸다. 플레인 텍스트로서 텍스트 파일을 정의함
으로써, 문자 코드와 같이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다.

5-6 AUX-TOC 섹터(5)

도16은 AUX-TOC 섹터(5)의 포맷을 도시한 다이어그램이다. 섹터(5)는 텍스트-정보 테이블로서 이용된다. 
상세히 설명하면, 섹터(5)는 문자 정보로서 여러 종류의 텍스트 정보를 기록하는데 이용되는 데이타 영역
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텍스트 정보는 텍스트명, 기록 시간 ＆ 기록 데이타와, 텍스트 파일에 첨부된 
인터텟의 URL이다. 

AUX-TOC 섹터(5)의 테이블내에 기록된 각각의 텍스트-정보 파일의 구조는 도20에 도시된 화상-정보 파일
에 일치함을 주목한다. 그러나, 텍스트-정보 파일의 경우에 있어서, 도20에 도시된 화상명 데이타 유닛은 
텍스트명이 된다.

도16에 도시된 것처럼, AUX-TOC의 섹터(4)의 헤더의 포맷은 '5'h의 섹터 어드레스 및 '2'h의 모드 정보
(MODE)를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AUX-TOC 섹터(5)는 또한 기록된 텍스트 파일들과 관련시키기 위해 포인터(P-TX1F1 내지 P-
TXIF99)를  포함하는 포인터부를 포함한다.  그러한 포인터부는 포인터(P-TXIF255)까지  확장될 수  있다. 
AUX-TOC 섹터(5)는 또한, 8바이트의 길이를 각각 갖는 255 슬롯(01h 내지 FFh)과 또한 8바이트의 길이를 
갖는 슬롯('00h)를 포함하는 슬롯부를 포함한다. 슬롯(01h 내지 FFh)는 포인터(P-TXIF1 내지 P-TXIF99)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또한, 마커 코드 및 모델 코드에 따르는 영역은 포인터(First TX1F 및 Last TXIF)를 각각 기록하기 위한 
2바이트를 포함한다. 포인터(First TXIF)는 포인터(P-TXIF1 내지 P-TXIF99) 중에 첫 번째로 이용된 포인
터(P-TXIF)의 번호이다. 반면에, 포인터(Last  TXIF)는 포인터(P-TXIF1  내지 P-TXIF99)  중에 마지막으로 
이용된 포인터(P-TXIF)의 번호이다. 

 슬롯(01h 내지 FFh)에 있어서, 텍스트 정보 파일을 각각 나타내는 문자 정보의 일부는 ASCII 코드 또는 
다른 형태의 코드로서 기록된다. 코드들의 형태는 AUX-TOC 섹터(5)내의 소정의 바이트 위치에 기록된 문
자 코드로 나타낸다. 도면에 있어서, 그 바이트 위치는 기호('char.code')로 나타낸다.

AUX-TOC  섹터(3)에서도,  '0'h의  문자  코드는  ASCII  코드를  나타내고,  '1'h의  문자  코드는  변경된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ion)  8859-1를  나타낸다.  '2'h의  문자  코드는  음악  시프트된 
JIS(Japan  Industrial  Standard)를  나타내고,  '3'h의  문자  코드는 KSC  5601-1989(Korean)를  나타내고, 
'4'h의 문자 코드는 GB2312-80(Chinese)를 나타낸다. 

포인터(P-TXIF1 내지 P-TXIF99)는 포인터의 번호에 대응하는 번호를 갖는 텍스트 정보 파일을 기록하기 
위해 이용되는 슬롯부내의 슬롯을 각각 지정한다. 예를 들어, 1의 번호를 갖는 포인터(P-TXFI1)는 제 1 
텍스트 파일에 저장된 텍스트에 대한 문자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슬롯을 지정한다. 8 바이트의 길이를 갖
는 슬롯('0'h)는 커버 텍스트를 위한 텍스트-정보 파일을 기록하기 위한 전용 시작 영역으로 이용되고, 
포인터[P-TXIF(x)]에 의해 지정되지 않음을 주목한다.

그들 슬롯('1'h 내지 'FF'h) 중 어느 한 슬롯은 7바이트를 초과하는 1 텍스트 파일의 텍스트-정보 파일을 
수용할 수 있는 링크된 리스트를 형성하는 링크들에 의해 링크될 수 있다.

포인터(P-EMPTY)는 슬롯부내의 이용 가능한 슬롯들의 링크된 리스트의 헤드이다.

선택적으로, AUX-TOC 섹터는 텍스트명, 기록 시간 ＆ 기록 일자 및 URL을 각각 분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
기 때문에, 텍스트명, 기록 시간 ＆ 기록 일자 및 URL은 개별적으로 제어될 수 있음을 주목한다. 그러나, 
도20에 도시된 것과 같은 단일 텍스트-정보 파일에서 텍스트 파일에 대하여 텍스트명, 기록 시간 ＆ 기록 
일자 및 URL와 같은 문자 정보를 가지고, 도16에 도시된 것처럼 AUX-TOC 의 섹터(5)내으 모든 텍스트-정
보 파일을 저장함으로써, 관리 정보로서 이용된 데이타량은 작게되고, AUX-TOC 섹터가 텍스트명, 기록 시
간 ＆ 기록 일자 및 URL 각각을 분리적으로 할당하는 선택안의 경우와 비교할 때, 자기 광학 디스크(90)
의 기록 영역이 고효율로 이용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6. 데이타 파일

6-1. 텍스트-화일 섹터

다음은 2 형태의 데이타 파일, 즉 상술한 포맷을 갖는 AUX-TOC의 그들 각각의 섹터들에 의해 제어되는 
AUX 데이타를 포함하는 화상 파일 및 텍스트 파일을 설명한다.

먼저. 정지 화상을 저장하기 위한 화상 파일은 임의 길이를 갖는다.

정지 화상은 640 x 480 도트의 이미지 사이즈를 갖고,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포맷 베
이스 라인이다. AUX-TOC에 의한 제어를 위하여, 화상 파일에 저장된 비트 스트림은 SOI(Start of Image) 
메이커를 개시하고, JPEG 명세에 일치시키는 EOI(End of Image) 메이커를 종료한다. 

부가적으로, 섹터 포맷이 2의 모드를 포함하지만 3번째-레이어(ECC)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 섹터에 
저장된 화상 데이타의 효율적인 바이트의 수는 2,324가 된다. 일반적으로, JPEG 화상 파일은 32 섹터들을 
구비하는  1  클러스터에  기록된다.  따라서,  실제의  데이타  사이즈는  72,045(=2,324  x  31  +1)  내지 
74,368(=2,324 x 32) 바이트의 범위내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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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섹터의 전형적인 포맷은 도17에 도시되어 있다.

도면에 도시된 것처럼, 섹터의 시작에서, 동기화 패턴, 클러스터 어드레스(Cluster H 및 cluster L), 섹
터 어드레스(Sector) 및 '2'h의 모드 정보를 구비하는 16-바이트 헤더가 제공되어 있다. 이 헤더는 비정
의되거나 예약된 8 바이트에 따른다. 

예약된 바이트는 데이타(DP0 내지 DP2323)에 의해 표시된 화상 데이타의 2,324-바이트를 기록하기 위한 
2,324-바이트를 기록하기 위한 데이타 영역에 의해 따른다.

섹터의 단부에서 4바이트는 '0'h에 각각 설정된다. 4 바이트는 에러 검출 패리티 바이트로서 이용될 수도 
있다.

6-2 텍스트-화일 섹터

텍스트 파일에 저장된 텍스트 데이타는 ASCII, Modified ISO 8859-1, Music Shifted JIS 또는 AUX-TOC 섹
터(4)에 기록된 텍스트 모드에 의해 표시된 다른 명세에 일치될 수 있다.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섹터의 전형적인 포맷은 도18에 도시되어 있다. 화상 파일을 기록하기 위한 
섹터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는 섹터는 16-바이트 헤더, 8 비정의(예약)된 바이트 및, 섹터
의 시작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데이타(DT0 내지 DT2323)을 저장히기 위한 2324 바이트 텍스트 파
일을 포함한다.

섹터의 단부에서 4 바이트는 '0'h에 각각 설정된다. 4 바이트는 에러 검출 패리티를 기록하기 위해 이용
될 수도 있다.

텍스트 파일 섹터에 기록된 텍스트 파일의 데이타 구조는 도22에 도시되어 있다. 본 도면에 도시된 데이
타 구조는 타임 스탬프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1'에 설정된 d5 바이트에 따라 텍스트 모드를 갖는 AUX-TOC 
섹터(4)에 기록된 텍스트 파일의 데이타 구조이다.

도면에 도시된 것처럼, 데이타 구조는 각각의 텍스트 파일에 제공된 구획 문자(delimiter)로서 제공된 
'1E'의 코드에서 시작한다. 그 구획 문자는 타임 스탬프를 나타내는 데이타 단위에 따른다.

타임 스탬프는 텍스트 파일과 관련된 오디오 트랙과 동기하여 텍스트 파일을 출력 및 표시하기 위한 타이
밍을 규정한다. 그 타임 스탬프는 오디오 트랙의 시작과 관련된 옵셋 어드레스를 나타낸다.

타임 스탬프는 단락 길이 또는 데이타 길이를 나타내는 데이타 단위에 따른다. 그 단락 길이는 단락 데이
타 단위에 따른 '1F'h의 코드에 따른다.

7. 동기적 재생의 데이타 기록 동작

7-1 동작 예

상술한 구성을 갖는 실시예에 의해 구현되는 기록 및 재생 장치(1)에 있어서, 자기 광학 디스크(90)의 프
로그램 영역에 기록된 프로그램을 오디오 데이타로서 재생하기 위하여 U-TOC 정보에 기초한 오디오 재생 
동작을  실행할  수  있다.  오디오  데이타가  ATRAC  시스템에  따라  압축되었다면,  오디오  데이타는  소위 
ATRAC 데이타라 지칭한다. 부가적으로, 프로그램의 재생 시간에 동기하여 화상 파일 또는 텍스트 파일이 
될 수 있는 AUX-데이타 파일을 재생하기 위하여 AUX-TOC 정보에 기초한 재생 동작을 실행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의 재생 시간에 동기하여 AUX-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하여 AUX-TOC 정보에 기초한 재생 동작은 이
후에 동기 재생 동작이라 칭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동기 재생 동작에서, 동기 재생 동작에 필요한 모
든 AUX-데이타는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지 않고, 버퍼 메모리(13)에 미리 수용된다. 대신에, 
후에 설명하는 것처럼, AUX-데이타 파일은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고, 버퍼 메모리(13)에 수
용된 프로그램 데이타량이 소정값을 초과하는 것처럼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프로그램 데이타를 판
독하는 동작이 임시로 중지될 때의 시간 주기동안 버퍼 메모리(13)에 수용된다.

여기서, 본 실시예의 동기 재생 동작에서 데이타를 판독하기 위한 처리를 설명하기 이전에, 기록된 데이
타를 포함하는 자기 광학 디스크(90)에 의해 동기화 재생의 개요를 설명한다.

도23은 자기 광학 디스크(90)에 기록된 프로그램들과 이 프로그램들과 동기하여 재생되는 화상 파일들 사
이의 관계의 예를 설명한다.

상세히 설명하면, 도23a는 재생 시간축에 따라 자기 광학 디스크(90)에 기록된 프로그램들을 도시한 도면
이다. 도23b는 프로그램들이 기록되는 자기 광학 디스크(90) 상의 어드레스들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3c
는 프로그램들의 재생 시간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3d는 화상 파일의 재생 시간에 따라 프로그램과 동기
하여 재생된 화상 파일들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3e는 도23d에 도시된 화상 파일들의 재생 어드레스들을 
도시한 도면이다. 재생 어드레스들은 도14를 참조하여 이전에 설명한 AU-TOC 섹터(3)의 내용으로서 규정
된다.

도23a에 도시된 것처럼, 자기 광학 디스크(90)에 기록된 것은 오디오 데이타를 나타내는 3 트랙, 즉 트랙
(TR#1, TR#2 및 TR#3)이다. 트랙 번호(#n), 여기서, 본 실시예에서 n=1, 2, 및 3 인데, 기본적으로 재생 
순서를 나타낸다.

도24는 트랙(TR#1, TR#2 및 TR#3)을 기록하기 위해 이용된 자기 광학 디스크(90) 상의 파트(a, b, c, d 
및 e)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23b는 트랙(TR#1, TR#2 및 TR#3)의 시간축을 따른 재생 순서를 도시한 도면
이다. 

트랙(TR#1)은 어드레스(La) 및 어드레스(Lb)사이의 a 파트와 어드레스(Lc)와 어드레스(Ld)사이의 b 파트
를 포함한다. 그들 파트(a 및 b)는 U-TOC 섹터(0)의 링크에 의해 링크된 2 파트 테이블에 의해 설명된다. 
어드레스(La)는 최내부 원주 상의 위치를 나타낸다. 쇼트 포맷을 이용하지 않고, 어드레스(La)는 '32'h, 
'00'h, '0'h로 표시되고, 여기서, 코드('32'h)는 클러스터 어드레스이고, 코드('0'h)는 섹터 어드레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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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코드('0'h)는 사운드-그룹 어드헤스이다.

트랙(TR#2)은 단지 1 파트, 즉 어드레스(Le 및 Lf)사이의 파트(c)를 포함한다.

또한, 트랙(TR#3)은 2  파트, 즉 어드레스(Lg  및 Lh)사이의 파트(d)와, 어드레스(Li  및 Lj)사이의 파트
(e)를 포함한다. 파트(d 및 e)는 U-TOC 섹터(0)의 링크에 의해 링크된다.

도24에 도시된 것처럼, 트랙(TR#3)의 마지막 측면 상의 파트(e)의 종료 어드레스(Lk) 이후의 자기 광학 
디스크(90)의 외부 원주 상의 영역에 있어서, 리얼 데이타는 기록되지 않는다. 따라서, 프로그램 영역의 
종료 어드레스(Lk)와 종료 어드레스 사이의 영역은 자유 영역으로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자유 영역이 
74-분 재생 시간에 대응한다면, 프로그램 영역의 종료 어드레스는 '08CA'h의 클러스터 어드레스에 대략 
대응한다.

도23a에 도시된 트랙은 도23c에 도시된 시간의 재생 주기와 각각 관련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트랙
(TR#1)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은 시간(T1)의 기준점에서 시작되고, 트랙(TR#2)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은 시
간(T2)의 기준점에서 시작되며, 트랙(TR#3)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은 시간(T3)의 기준점에서 시작된다.

도23c에 도시된 시간의 재생점은 옵셋 어드레스의 함수로서 기준으로 취해진 시작 어드레스를 각각 나타
냄을 주목한다. 예를 들어서 트랙(TR#1)을 가정한다, 이 경우에, 기준은 시간(T1)의 기준점에 대응하는 
시작 어드레스(La)이다. 어드레스(La + Ll)에 대응하는 트랙(TR#1)의 시간의 재생 주기에 있어 시간의 재
생점은 T1 + f(L1)으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기호(L1)는 시작 어드레스(La)에 관련된 옵셋 어드레스이다. 
트랙(TR#1)의 파트(a 및 b) 사이의 구획 문자에서 시간점은 옵셋 어드레스(Lb-La)에 대응한다. 따라서, 
구획문자에서 시간점은 T1 + f(Lb - La)로 표시된다. 게다가, 트랙(TR#3)의 파트(d 및 e) 사이의 구획 문
자에서 시간점은 시간(T3)의 지점에 대응하는 시작 어드레스(Lg)에 관련된 옵셋 어드레스(Lh-Lg)에 대응
하고, 따라서, T3 + f(Lh-Lg)로 표시된다.

자기 광학 디스크(90)에 기록된 6 AUX-데이타 파일은 소위 화상(#1), 화상(#2), 화상(#3), 화상(#4), 화
상(#5) 및 화상(#6)으로 각각 지칭되는 화상 파일들이다. 트랙에 관하여 그들 화상 파일들을 동기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타이밍은 도23d 및 도23e에 도시된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우선, 화상(#0)은 커버 화상이다, 이전에 기술한 것처럼, 커버 화상은 자기 광학 디스크(90)의 커버 재킷
에 나타나는 화상이다. 도23d에 도시된 것처럼, 커버 화상을 나타내는 화상(#0)은 트랙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 이전 스테이지에 표시된다. 트랙들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을 시작할 때, 커버 화상의 표시는 분리된
다. 그러나, 커버 화상의 표시는 심지어 트랙을 재생하는 동작이 시작된 이후에도 연속으로 표시될 수도 
있음을 주목한다. 이 경우에, 커버 화상은 트랙들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에 동기하여 출력되는 화상 파일
과 함께 표시된다.

트랙들의 재생 동작의 시작 이후에 그들 화상 파일을 동기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타이밍에 따라, 화상(#1, 
#2 및 #4)은 트랙(TR#1)과 동기하여 재생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화상(#1)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은 
T1 + f(L1)로 표시되는 시간점에 대응하는 옵셋 어드레스(L1)에서 시작하고, 화상(#2)을 재생하는 동작이 
시작되는 T1 + f(L1)로 표시되는 시간점에 대응하는 옵셋 어드레스(L2)에서 종료된다.

화상(#2)를 재생하는 동작은 T1 + f(L2)로 표시되는 시간점에 대응하는 옵셋 어드레스(L2)에서 시작하고, 
화상(#4)을 재생하는 동작이 시작되는 T1 + f(L3)로 표시되는 시간점에 대응하는 옵셋 어드레스(L3)에서 
종료된다.

화상(#4)를 재생하는 동작은 T1 + f(L3)로 표시되는 시간점에 대응하는 옵셋 어드레스(L3)에서 시작하고, 
트랙(TR#1)을 재생하는 동작의 종료에서 종료된다.

트랙(TR#1)의  파트(a)의  시작에  관련된  옵셋  어드레스(L3)는  어드레스(Lc)(=Lb-La)에서  시작하는 파트
(b)에서 위치를 나타낸다. 어드레스(Lc)를 참조로서 이용하면, 옵셋 어드레스(L3)는 도23b에 도시된 것처
럼 옵셋 어드레스[L3=Lc+L3-(Lb-La)]로 표시될 수 있다.

어드레스(Le)에 대응하는 시간(T2)의 재생점에서 시작하는 트랙(TR#2)와 동기하여 화상(#3)을 재생하는 
동작은 어드레스(Le)에 관련된 0의 옵셋 어드레스(L4)에서 시작되고, 옵셋 어드레스(L5)[어드레스(Le)에 
관련된 T2+f(L5)로 표시된 시점에 대응]에서 종료된다.

화상(#5 및 #3)은 트랙(TR#3)과 동기하여 재생된다. 상술한 것처럼, 화상(#3)도 또한 트랙(TR#1)과 동기
하여 재생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의해 제공된 포맷은 복수의 트랙과 동기하여 화상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규정을 허용함을 알 수 있다.

화상(#5)을 재생하는 동작은 어드레스(Lg)에서 트랙(TR#3)을 재생하는 동작의 시작점(T3)에 관련된 옵셋 
어드레스(L6)에서 시작되고, 화상(#3)을 재생하는 동작이 시작되는 T3 + f(L7)로 표시되는 시간점에 대응
하는 옵셋 어드레스(L7)에서 종료된다.

화상(#3)을 재생하는 동작은 T3 + f(L7)으로 표시된 시간점에 대응하는 옵셋 어드레스(L7)에서 시작되고, 
T3 + f(L8)로 표시되는 시간점에 대응하는 옵셋 어드레스(L8)에서 종료된다.

파트(d 및 e)에 의해 형성된 트랙(TR#3)의 파트(d)의 시작에 관련된 옵셋 어드레스(L8)는 도23b에 도시된 
것처럼 옵셋 어드레스[(L8 = Li + L8 -(Lh-Lg)]로 표시될 수 있다, 

도23a  내지 도23e에  도시된 것과 같은 화상(#3,  #4  및  #5)와  같이 기록된 AUX-데이타 파일들과 트랙
(TR#1, TR#2 및 TR#3)과 같은 자기 광학 디스크(90)에 기록된 프로그램들을 재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들 
및 AUX-데이타 파일들은 U-TOC 및 AUX-TOC를 이용하여 제어된다. 도23a 내지 도23e에 도시된 데이타에 관
련된 관리 정보는 도25 및 도26에 도시되어 있다.

도25는 도23a 및 도23b에 도시된 것처럼 재생된 오디오 데이타를 제어하기 위한 U-TOC 섹터(0)의 내용을 
도시한 다이어그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U-TOC 섹터(0)는 도23a 및 도23b에 도시된 것처럼 트랙(TR#1, 
TR#2 및 TR#3)를 재생하기 위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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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헤더는 '0'h의 클러스터(H), '3'h 내지 '5'h 범위의 클러스터(L)를 포함하는 클러스터 어드레
스와, '0'h의 섹터 어드레스(Sector)를 포함한다.

트랙(TR#1 내지 TR#3)이 프로그램으로서 각각 기록되기 때문에, '1'h의 First TNO 및 '3'h의 Last TNO는 
헤더에 따르는 선정된 바이트 위치에서 기록된다. 도25에 있어서, First TNP 및 Last TNP은 기호(F.TNO 
및 L.TNO)로 각각 표시된다. 섹터의 이용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US)(Used Sectors)로 표시된 바이트의 위
치에서, '1'h의 값은 기록된다.

트랙(TR#1)에 할당된 포인터(P-TNO1)는 파트 테이블('2')h에 지정하는 '2'h의 링크를 제외하고 파트(a)의 
시작 어드레스(La) 및 종료 어드레스(LB)를 포함하는 파트 테이블('1')h에 지정하는 '1'h에서 설정된다. 
본 예에 있어서, 시작 어드레스(La)는 '32'h의 클러스터 어드레스 및 '0'h의 섹터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링크('2'h)에 의해 지정된 파트 테이블('2'h)은 파트 테이블이 트랙(TR#1)에 대한 최종인 것을 나타내는 
'0'h의 링크를 제외하고 파트(b)의 종료 어드레스(Ld) 및 시작 어드레스(Lc)를 포함한다. 따라서, 트랙
(TR#1)은 도23a 및 도24에 도시된 것과 같은 파트(a 및 b)를 포함한다.

게다가, 트랙(TR#2)에 할당된 포인터(P-TNO2)는 파트(c)의 시작 어드레스(Le) 및 종료 어드레스(Lf)를 포
함하는 파트 테이블('3'h)에 지정하는 '3'h에 설정된다.

유사하게, 트랙(TR#3)에 할당된 포인터(P-TNO3)는 파트 테이블('5'b)을 지정하는 '5'h의 링크를 제외하고 
파트(b)의 시작 어드레스(Lg) 및 종료 어드레스(Lh)를 포함하는 파트 테이블('4'h)을 지정하는 '4'h에 설
정된다. 링크('5'h)에 의해 지정된 파트 테이블('5'h)은 그 파트 테이블이 트랙(TR#3)에 대한 최종인 것
을 나타내는 '0'h의 링크를 제외하고 파트(e)의 종료 어드레스(Ld) 및 시작 어드레스(Li)를 포함한다. 따
라서, 트랙(TR#3)은 도23a 및 도24에 도시된 것과 같은 파트(d 및 e)를 포함한다.

파트(a 및 e)의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를 설명하는 파트 테이블('1'h 내지 '5'h) 각각에 있어서, 트랙 모
드는 오디오 데이타의 카피 권리가 실제로 없는 것임을 나타내고, 스테레로 및 강조의 존재와 같은 오디
오 정보를 나타내는 'C6'h(=11000110)에 설정된다.

포인터(P-TNO4 내지 P-TNO255)는 그들 포인터가 사용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0'h에 각각 설정된다.

상술한 설명으로부터 프로그램 영역에 이용된 영역은 프로그램 영역의 나머지를 자유 영역으로서 남기는 
파트(e)를 종료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 포인터(P-FRA)는 '8Ch'의 클러스터 어드레스와 '0'h의 섹터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자유 영역의 시작 어드레스(Lk) 및 그 종료 어드레스를 설명하는 파트 테이블('6'
h)에 설정된다. '8Ch'의 클러스터 어드레스 및 '0'h의 섹터 어드레스는 프로그램 영역의 종료 어드레스이
다. 프로그램 영역의 자유 영역은 연속이기 때문에, 파트 테이블('6'h)의 링크는 '0'h에 설정된다.

테이블부의 자신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파트 테이블('6'h)에 따르는 모든 파트 테이블은 이용되지 않는
다. 이 경우에, 포인터(P-EMPTY)는 '7'h에 설정된다. 이용되지 않는 파트 테이블('7'h 내지 'FF'h)은 링
크에 의해 링크된다.

결함 영역이 존재하지 않음을 가정한다, 이 경우에, 포인터(P-DFA)는 결함 영역이 없음을 나타내는 '0'h
에 설정된다.

도26은 도23d 및 도23e에 도시된 자기 광학 디스크(90) 상의 AUX-TOC 섹터(3)의 내용을 나타내는 다이어
그램이다. AUX-TOC 섹터(3)는 도23a 및 도23b에 도시된 트랙(TR#1, TR#2 및 TR#3)을 재생하는 동작에 동
기된 화상 파일(화상 #1 내지 #5)을 출력하는 타이밍을 규정한다. 실제로, AUX-데이타 영역내의 화상 파
일(화상 #1 내지 #5)의 기록 위치(즉,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는 AUX-TOC 섹터(1)에 의해 제어되지만, 이
에 대해 설명과 도면이 제시하지 않는다.

도26에 도시된 AU-TOC 섹터(3)의 경우에 있어서, 헤더는 '0'h의 클러스터(H)와 '7'h 내지 '9'h의 범위의 
클러스터(L)를  포함하는 클러스터 어드레스 및,  '3'h의  섹터 어드레스(Sector)를  포함한다.  정보 모드
(MODE)는 '2'h에 설정된다. 

이  경우에,  3  트랙,  즉  트랙(TR#1,  TR#2  및  TR#3)은  화상  파일에  동기하여  재생되는  트랙들로서 
규정된다. 헤더에 따르는 선정된 바이트 위치에서 First TNP 및 Last TNP는 트랙(TR#1)(처음 트랙) 및 트
랙(TR#3)(최종 트랙)의 각각의 번호인 '1'h 및 '3'h에 설정된다. 도26에 있어서, First TNP 및 Last TNP
는 부호(F.TNP 및 L.TNP)로 각각 표시된다. 그들 값은 포인터부에서 포인터(P-TNP1 내지 P-TNP3)이 이용
됨을 나타낸다.

트랙(TR#1)에 할당된 포인터(P-TNP1)는 트랙(TR#1)의 시작 어드레스에 관련된 시작 옵셋 어드레스(L1)와 
모든 제로의 종료 옵셋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1'h에 지정하는 '1'h에 설정된다. 슬롯('1'h)의 포인터(P-
PNOJ)는 화상 파일(화상 #1)에 지정하는 '1'h에 설정된다. 옵셋 어드레스와 슬롯('1'h)에 기록된 포인터
는 시작 옵셋 어드레스(L1)에 대응하는 시점과 다음 화상 파일의 표시가 시작되는 시점 사이의 시간 주기 
동안에 트랙(TR#1)과 동기하여 표시되는 화상 파일(화상 #1)을 규정한다. 부가적으로, 슬롯('1'h)의 링크
는 슬롯('2'h)에 지정하는 '2'h에 설정된다.

슬롯('2'h)은 트랙(TR#1)의 시작 어드레스에 관련된 시작 옵셋 어드레스(L2)와 모든 제로의 종료 옵셋 어
드레스를 포함한다. 포인터(P-PNOj)는 화상(#1) 이후에 재생되는 화상 파일(화상 #2)에 지정하는 '2'h에 
설정된다. 부가적으로, 슬롯('2'h)의 링크는 슬롯('3'h)에 지정하는 '3'h에 설정된다.

슬롯('3'h)은 트랙(TR#1)의 시작 어드레스에 관련된 시작 옵셋 어드레스(L3)와 모든 제로의 종료 옵셋 어
드레스를 포함한다. 포인터(P-PNOj)는 화상(#2) 이후에 재생되는 화상 파일(화상 #4)에 지정하는 '4'h에 
설정된다. 부가적으로, 링크는 화상 파일(화상 #4)이 트랙(TR#1)을 재생하는 동작과 동기하여 표시되는 
최종 것임을 나타내는 '0'h에 설정된다.

지금까지 설명된 데이타는 도23d 및 도24e에 도시된 것과 같은 트랙(TR#1)을 재생하는 동작과 동기하여 
표시되는 화상 파일(화상 #1, #2 및 #4)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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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TR#2)에 할당된 포인터(P-TNP1)는 트랙(TR#2)의 시작 어드레스에 관련된 시작 옵셋 어드레스(L4)와 
종료 옵셋 어드레스(L5)를 포함하는 '4'h에 지정하는 '4'에 설정된다. 시작 옵셋 어드레스(L4)는 'OO'h의 
클러스터 어드레스 및 '0'h의 섹터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슬롯('4'h)의 포인터(P-PNOj)는화상 파일(화상
#3)에 지정하는 '4'h에 설정된다. 옵셋 어드레스와 슬롯('4'h)에 기록된 포인터는 시작 옵셋 어드레스
(L4)에 대응하는 시점과 도23d에 도시된 종료 어드레스(L5)에 대응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 주기 동안에 트
랙(TR#2)과 동기하여 표시되는 화상 파일(화상 #3)을 규정한다. 부가적으로, 슬롯('4'h)의 링크는 화상 
파일(화상 #3)이 트랙(TR#2)을 재생하는 동작과 동기하여 표시되는 유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0'h에 설정
된다.

트랙(TR#3)에 할당된 포인터(P-TNP3)는 트랙(TR#3)의 시작 어드레스에 관련된 시작 옵셋 어드레스(L6)와 
모든 제로의 종료 옵셋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슬롯('5'h)에 지정하는 '5'h에 설정된다. 슬롯('5'h)의 포인
터(P-PNOJ)는 첫 번째 화상으로서 트랙(TR#3)을 재생하는 동작과 동기하여 표시되는 화상 파일(화상 #5)
에  지정하는  '5'h에  설정된다.  부가적으로,  슬롯('5'h)의  링크는  슬롯('6'h)에  지정하는  '6'h에 

설정된다.

슬롯('6'h)은 트랙(TR#3)의 시작 어드레스에 관련된 시작 옵셋 어드레스(L7)와 모든 제로의 종료 옵셋 어
드레스(L8)를 포함한다. 포인터(P-PNOj)는 트랙(TR#3)을 재생하는 동작과 동기하여 화상(#5) 이후에 표시
되는 화상 파일(화상 #3)에 지정하는 '3'h에 설정된다. 부가적으로, 슬롯('6'h)의 링크는 화상 파일(화상 
#5)이 트랙(TR#3)을 재생하는 동작과 동기하여 표시되는 최종 것임을 나타내는 '0'h에 설정된다.

상술한 데이타는 도23d에 도시된 것과 같은 트랙(TR#3)을 재생하는 동작과 동기하여 표시되는 화상 파일
(화상 #5 및 #3)을 규정한다.

커버 화상에 할당된 슬롯('0'h)의 포인터(P-PNOj)는 화상 파일(화상 #0)을 나타내는 '0'h에 설정된다. 슬
롯('0'h)은 시작 옵셋 어드레스와 모든 제로에 각각 설정된 옵셋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링크
는 커버 화상과 같이 규정된 다른 화상 파일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0'h에 설정된다.

슬롯('6'h)에 따르는 모든 슬롯들이 이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포인터(P-EMPTY)가 '7'h에 설정된다. 이
용되지 않은 파트 테이블('7'h 내지 'FF'h)는 링크들에 의해 링크된다.

상술한 것처럼, 도25 및 도26에 도시된 관리 정보는 자기 광학 디스크(90)에 기록된 트랙을 재생하는 동
작과 트랙을 재생하는 동작과 동기하여 도23a 및 도23e에 도시된 것처럼 화상 파일을 표시하는 동작을 규
정한다.

다음 설명은, 본 실시예에서 실행되는 동기화 동작 동안에, 도23a 내지 도23e에 도시된 동기화 동작을 규
정하는 관리 정보를 포함하는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데이타를 판독하는 동작을 설명한다.

상술한 것처럼, 본 실시예에서는 재생된 사운드로서 출력되는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된 오디오 
데이타를 임시로 저장하는 버퍼 메모리(13)가 제공된다. 부가적으로, 버퍼 메모리(13)는 또한, 동기화 재
생 동작으로 출력되는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된 AUX-데이타 파일을 임시로 보유하는데 이용된
다. 즉, AUX-데이타 파일은 재생 및 출력되는 버퍼 메모리(13)로부터 역으로 판독된다. 또한, 본 실시예
에 있어서, 동기화 재생 동작으로 출력되는 AUX-데이타 파일들은 이후에 기술하는 버퍼 메모리(13)에 수
용된 오디오 데이타량에 기초하여 결정된 시간의 일시 정지 주기 동안에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판
독된다.

우선, 본 실시예에서 이용된 버퍼 메모리(13)의 영역 할당 구조는 도27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도면에 도시된 것처럼, 버퍼 메모리(13)의 저장 영역은 TOC 영역 및 메인-데이타 영역으로 분할된다. TOC 
영역은 기록 및 재생 장치에 현재 설치된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는 P-TOC, U-TOC 및 AUX-TOC
를 저장하는데 이용된다.

다른 한편, 메인-데이타 영역은 기록 또는 재생될 ATRAC 데이타를 저장하기 위해 이용되는 ATRAC-데이타 
영역과 AUX-데이타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이용되는 AUX-데이타로 분할된다.

버퍼 메모리(13)의 사이즈는 특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 2,097,152 바이트까지 데이타를 수용할 수 있는 
16M 비트의 사이즈를 갖는 버퍼 메모리(13)의 경우에 있어서, 2,368의 수가 섹터의 바이트 수인 855 섹터
(다음 표현: 2,097,152/2,368≒885.6)를 저장할 수 있다.

885 섹터의 고장으로서, 16 섹터는 TOC 영역에 할당되고, 나머지 869 섹터는 메인-데이타 영역에 할당된
다. 메인-데이타 영역은 모든 디스트에 대해 미리 임으로 결정되어 고정된 고정 비율로 ATRAC-데이타 영
역과 AUX-데이타 영역으로 분할된다. 선택적으로, 그 비율은 기록 및 재생 장치(1)에 현재 설치된 디스크
에 적당한 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비율은 AUX-TOC의 내용을 참조하여 전형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데이타 파일을 보유하는데 필요한 AUX-데이타 영역의 사이즈에 기초한다.

지금까지 주어진 설명에 따라, 다음 설명은 도23a 내지 도23e에 도시된 자기 광학 디스크(90)의 동기 재
생 동안에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데이타를 판독하는 동작을 설명한다. 오디오 데이타는 재생 동작
이 다음 순서: 트랙(TR#1), 트랙(TR#2), 그리고 나서, 트랙(TR#3)으로 실행되는 것을 가정하에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됨을 주목한다.

도23a 내지 도23e에 도시된 동기 재생 동작이 처리되는 자기 광학 디스크(90)가 본 실시예에서 구현된 기
록 및 재생 장치(1)에 설치될 때, 우선, U-TOC 정보 및 AUX-TOC 정보는 자기 광학 디스크(90)의 관리 영
역으로부터 판독되고, 버퍼 메모리(13)의 TOC 영역에 저장된다. 그 이후에, 기록 및 재생 장치(1)는 버퍼 
메모리(13)의 TOC 영역에 저장된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재생 및 기록 동작을 실행한다.

버퍼 메모리(13)의 TOC 영역에 저장된 AUX-TOC의 내용을 참조하여, 기록 및 재생 장치(1)는 커버 화상이 
순서 및 타이밍에 관한 정보도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얻고, 다음 순서: 트랙(TR#1), 트랙
(TR#2), 그리고 나서, 트랙(TR#3)의 순서로 본 예에서 실행되는 트랙 재생 동작 동안 화상 파일로서 각각 
이용되는 AUX-데이타 파일을 재생 및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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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으로, 본 실시예에 의해 구현된 기록 및 재생 장치(1)는 AUX-TOC의 정보로부터 얻어진 AUX-데이타 
파일을 재생 및 출력하는 순서에 따른 정보로부터 AUX-데이타 파일들을 버퍼 메모리(13)에 저장시키는 우
선 순서를 설정할 수도 있다. 본 예에 있어서, AUX-데이타 파일들을 버퍼 메모리(13)에 저장시키는 우선 
순서는 도23d에 도시된 것처럼 화상 파일에 할당된 번호(1 내지 6)으로 표시된 것처럼 결정된다. 도면에 
도시된 것처럼, 우선 순위 레벨은 트랙(TR#3)을 재생하는 동작과 동기하여 표시되는 화상 파일(화상 #3)
에 할당되지 않는다. 이유는 트랙(TR#3)보다 앞선 트랙(TR#2)을 재생하는 동작과 동기하여 화상(#3)을 표
시하는 동작이 규정되는 사실로 인하여, 5번째 우선 순위 레벨은 화상 파일(화상 #3)에 이미 할당되어 있
기 때문이다. 즉, 화상 파일(화상#3)이 트랙(TR#3)을 재생하는 동작에 동기하여 표시될 때, 화상(#3)은 
트랙(TR#2)을 재생하는 동작에 이용되는 동안 버퍼 메모리(13)에 이미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버퍼 메모
리(13)에 저장된 화상(#3)의 데이타는 트랙(TR#3)을 재생하는 동작에 다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트랙
(TR#3)을 재생하는 동작에 이용되는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화상 파일(화상 #3)을 다시 판독할 필요
는 없다.

도23d에 도시된 것과 같은 커버 화상을 포함하는 자기 광학 디스크(90)의 경우에 있어서, 화상 파일(화상 
#0)은 상술한 것 같이 커버 화상이 되도록 규정된다. 따라서, 기록 및 재생 장치(1)에 있어서, 재생 동작
의 시작 이전의 스테이지에서, 화상(#0)의 적어도 데이타는 자기 광학 디스크(90)의 AUX-데이타 영역으로
부터 판독되고, 버퍼 메모리(13)의 AUX-데이타 영역에 임시로 저장된다. 그러면, 버퍼 메모리(13)에 저장
된 데이타는 도23d에 도시된 것 같은 커버 화상을 출력 및 표시하는데 이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커버 화상 출력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재생 동작에 대한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록 및 재생 장치(1)는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ATRAC 데이타를 판독하고, 그 
데이타를 디코더(8)를 통해 버퍼 메모리(13)에 저장한다. 버퍼 메모리(13)에 축적된 ATRAC 데이타는 역으
로 판독되고 데이타 상에 압축 해제 처리를 실행하는 오디오 압축 디코더(14)에 공급되고 재생 사운드로
서 압축 해제된 데이타를 출력한다.

도 28은 ATRAC 데이타가 축적되는 버퍼 메모리(13)의 메인-데이타 영역의 영역 할당 구조를 도시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재생 동작에서, ATRAC 데이타는 1.4Mbps의 전이 속도로 버퍼 메모리(13)에 기록되고 
0.3Mbps의 낮은 전이 속도로 메모리(13)로부터 판독된다. 전이 속도에서 이 차이는 버퍼 메모리(13)에 축
적된 ATRAC 데이타의 양이 만약 오류들이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데이타를 판독하기 위한 동작시에 자
주 생성되지 않는다면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로서, 버퍼 메모리(13)에서 ATRAC-데이타 영역이 풀
이되거나 또는 ATRAC-데이타 영역에 축적된 ATRAC 데이타의 양이 도 28에 도시된 X2에 도달한다. 이 풀 
상태에서,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ATRAC 데이타를 판독하는 동작은 버퍼 메모리(13)로부터 ATRAC 데이
타를 판독하기 위한 동작이 계속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그 결과로서, 버퍼 메모리(13)의 ATRAC-
데이타 영역에 축적된 ATRAC  데이타의 양이 감소한다. 버퍼 메모리(13)의 ATRAC-데이타 영역에 축적된 
ATRAC 데이타의 양이 도 28에 도시된 X1에 도달할 때,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ATRAC 데이타를 판독하
는 동작이 재개된다. 말하자면, ATRAC 데이타는 버퍼 메모리(13)에 축적된 ATRAC 데이타의 양에 따라 때
때로 중단되어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된다. X1이 ATRAC-데이타 영역에 축적된 ATRAC 데이타의 소
정의 전형적인 양으로 언급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때때로  중단되는  재생  동작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ATRAC 데이타를 판독하기 위한 동작의 중지 기간 동안, 버퍼 메모리(13)에 아직까지 전이되지 않은 AUX-
데이타  파일들은 일찍  설명된  우선  순위에서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고,  버퍼  메모리(13)의 
AUX-데이타 영역에 저장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ATRAC-데이타 영역에 축적된 ATRAC 데이타의 양이 도 28
에 도시된 X2에 도달할 때 중지 기간이 시작되고, ATRAC-데이타 영역에 축적된 ATRAC 데이타의 양이 도 
28에 도시된 X1에 도달할 때 끝난다.

지금까지 주어진 설명에 따라, 예를 들어, 1의 우선 레벨을 갖는 커버 화상인 화상(#0)는 ATRAC 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해 동작에 앞선 스테이지에서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된다. 따라서, ATRAC 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한 동작의 시작 이후에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ATRAC 데이타를 판독하기 위한 동작의 중지 기간 동
안, 기록 및 재생 장치(1)는 다음의 순서로 차례로 실질적으로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화상 파일들을 
판독한다: 6의 우선 순위를 갖는 화상(#5)를 뒤따르는 5의 우선 레벨을 갖는 화상(#3)을 뒤따르는 4의 우
선 레벨을 갖는 화상(#4)에 의해 뒤따르게 되는 3의 우선 레벨을 갖는 화상(#2)에 의해 뒤따르게 되는 2
의 우선 레벨을 갖는 화상(#1). 버퍼 메모리(13)에 6의 우선 레벨을 갖는 화상(#5)를 포함하는 모든 AUX-
데이타 파일들을 저장하는 동작이 트랙 재생 동작 동안 시간의 지점에서 완료될 때, ATRAC 데이타를 판독
하기 위한 동작의 중지 기간 동안조차도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더 이상 판독되는 AUX-데이타 파일은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ATRAC 데이타를 판독하는 동작의 중지 기간 동안, 기록 및 
재생 장치(1)는 한 파일씩 차례로 실질적으로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AUX-데이타 파일들을 판독하고, 
버퍼 메모리(13)에 일시적으로 파일들을 저장한다. 따라서, 만약 버퍼 메모리(13)에서 AUX-데이타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동작이 파일 재생 동작이 시작되기 전에 완료된다면, AUX-데이타 파일은 파일이 관련된 트
랙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의 실행의 진보에 따른 적절한 타이밍으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T1)[이는 트랙(TR#1)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의 시작]의 재생 포인트와 도 23c
에서 도시된 재생 시점 T1+f(L1) 동안, 예를 들어, 만약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적어도 화상 파일 화
상(#1)를 판독하는 동작과 버퍼 메모리(13)로 그것을 저장하는 동작이 완료된다면, 트랙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과 동기적으로 화상(#1)를 디스플레이하는 동작이 재생 시점 T1+f(L1)에서 적절하게 시작될 수 있다.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ATRAC 데이타를 판독하는 동작의 중지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한 파일씩 차례로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화상 파일들을 판독하여, 트랙들을 재생하는 동작의 시작 이전에 모든 화상 파
일들을 판독하기 위해 이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 결과로서, 자기 광 디스크(90)가 기록 및 재생 
장치(1) 상에 장착된 후에 시작되기 위한 트랙 재생 동작을 대기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가능하다.

트랙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이 시작한 이후에 초기에 디스플레이되고 재생되도록 규정되는 AUX-데이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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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또는 트랙을 재생하기 위해 동작의 시작으로 동시에 디스플레이되고 재생되도록 규정되는 AUX-데이타 
파일의 경우에, AUX-데이타 파일을 버퍼 메모리(13)에 저장하는 동작은 만약 AUX-데이타 파일이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ATRAC 데이타를 판독하는 동작의 중지 기간 동안만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된다
면 트랙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의 시작 이전에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 그 결과로, 그것은 상당히 AUX-데
이타 파일이 상기의 적당한 재생 시간으로 적절하게 출력하고 디스플레이될 수 없다는 가능성의 범위 내
에 있다.     상술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트랙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의 시작과 임의의 재생 시점 사이
의 소정의 기간 동안 재생되고 디스플레이되도록 AUX-데이타 파일이 규정되는 경우에, 통상, 기록 및 재
생 장치(1)는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파일을 판독하고, 재생 동작이 시작되기 이전이지만 자기 광 디
스크(90)가 장치(1)상에 장착된 후에 스테이지에서 버퍼 메모리(13)로 그것을 저장한다. AUX-데이타 파일
은 재생 트랙(TR#1)의 동작의 시작과 임의의 재생 시점 사이의 소정의 기간이 도 23d에 도시된 화상(#1)
인 동안 디스플레이 되고, 트랙(#1)과 동기하여 재생되도록 규정된다. 그러한 경우에, 자기 광 디스크
(90)가 장치(1)상에 장착된 이후지만, 트랙(TR#1)을 재생하기 위한 재생 동작을 시작하기 이전 스테이지
에서, AUX-데이타 파일 화상(#1)는 자기 광 디스크로부터 판독되고, 커버 화상인 화상(#0)를 따라 버퍼 
메모리로 저장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파일 화상(#1)의 모든 AUX 데이타를 판독하고 그것을 버퍼 
메모리(13)에 저장하기 위한 동작은 트랙(TR#1)의 재생 시작 시간(T1)과 옵셋 시작 어드레스(L1)에 상응
하는 시작 시간 T1+f(L1) 사이의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트랙(TR#1)의 ATRAC 데이타를 판독하기 위한 
동작의 정상 중지 기간 동안만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AUX-데이타 파일 화상(#1)가 판독된다면 화상
(#1)를 재생하기 위한 동작의 시작 시간 T1+f(L1) 이전에 완료되지 않는다는 가능성의 범위 내이다.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AUX-데이타 파일 화상(#1)를 판독하여 그것을 자기 광 디스크(90)가 장치(1)상에 장
착된 이후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트랙(TR#1)을 재생하기 위한 재생 동작이 시작되기 이전에 스테이지의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되고, 그러나, 재생 시작 시간 T1+f(L1)에서 화상(#1)를 재생하고 출력하는 것이 
확실히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트랙을 재생하는 동작이 시작되기 이전에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고,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되는 AUX 데이타의 양은 약간 증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광 디스크(9
0)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타는 상술한 트랙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의 초기 스테이지에서 최소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AUX-데이타 파일에 한정된다. 따라서, 시작되는 제 1 트랙의 동작을 재생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
은  단지  약간  더  길어진다.  사용자가  대기  시간이  그렇게  약간만  증가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부가하여, 트랙들과 동기로 재생되는 모든 AUX-데이타 파일들의 전체 크기와 버퍼 메모리(13)에서 설정
되는 AUX-데이타 영역의 크기에 따라, AUX-데이타 영역은 임의의 수의 AUX 데이타 파일들이 버퍼 메모리
(13)에 저장된 이후지만 모든 AUX 데이타 파일들이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되기 이전에 고갈될 수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버퍼 메모리(13)에 잔존하는 AUX-데이타 파일들을 저장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
다.

버퍼 메모리(13)에서 이미 유지하는 AUX-데이타 파일들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동기 재생 동작을 실행하고 
잔존하는 AUX-데이타 파일들을 저장하는 동작이 중지되는 경우를 유지하는 구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
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에서,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되지 않은 AUX-데이타 파일들을 재생하고 출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버퍼 메모리(13)가 풀이어서 더 이상의 데이타를 자기 광 디스크
(90)로부터 판독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러한 동기 재생기간 동안 메시지 등을 사용자에게 디스
플레이하는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대안으로, 재생된 트랙과 동기로 재생되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화상 파일이 메모
리(13)에서 자유 영역을 생성하도록 버퍼 메모리로부터 제거되어 버퍼 메모리(13)에 아직까지 저장되지 
않은 화상 파일은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될 수 있고, 자유 영역에 저장된다. 도 23에 도시된 실
시예에서, 버퍼 메모리(13)의 AUX-데이타 영역은 5의 우선 레벨로 화상 파일 화상(#3)가 버퍼 메모리(1
3)에 저장될 때 풀이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트랙(TR#1)과 동기로 디스플레이되는 화상 파일들의 모
두 또는 일부 화상(#1, #2 및 #4)는 자유 영역을 만들도록 버퍼 메모리(13)로부터 제거될 수 있고, 화상 
피일 화상(#5)는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될 수 있고, 자유 영역에 저장된다. 만약 기록 및 재생 
장치(1)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화상 파일들 화상(#1, #2 및 #4)가 제거되는 구성을 가진다면, 그후, 
파일들을 하나씩 차례로 다음 순서로 충분히 큰 크기를 갖는 자유 영역이 초래될 때까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퍽처(#4→#2→#1) 이것은 트랙(TR#1)의 헤드를 검출하는 동작이 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버퍼 메모리(13)에서 가능한 바와 같이 트랙의 재생 시간의 시작에 가깝게 AUX-데이타 파일을 
남겨두는 것이 유익하다. 말하자면, 화상(#1)가 트랙(TR#1)의 헤드와 동기로 재생되기 때문에 버퍼 메모
리(13)에서 AUX-데이타 파일 화상(#1)를 남겨두는 것이 유익하다.

7-2 처리 과정들

다음의 설명은 도 29 및 30에 도시된 흐름도를 참조하여 상술한 동기 동작들 동안 자기 광 디스크(90)로
부터 데이타를 판독하기 위한 처리 동작들을 설명한다. 도면들에 도시된 흐름도에 의해 나타나는 처리는 
시스템 제어기(11)에 의해 실행된다.

예를 들어, 자기 광 디스크(90)는 기록 및 재생 장치(1)상에 장착될 때 또는 전력 공급이 자기 공 디스크
(90)가 장착된 후에 턴 온 될 때, 시스템 제어기(11)는 도 29에 도시된 흐름도에 의해 나타나는 처리를 
실행하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흐름도는 시스템 제어기(11)가 U-TOC 및 AUX-TOC를 판독하기 위해 
자기 광 디스크(90)의 관리 영역에 접근하도록 하는 단계(S101)로 시작한다. 그후, 처리의 흐름은 버퍼 
메모리(13)의 TOC 영역에 저장되는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U-TOC 및 AUX-TOC가 판독되는 단계(S102)로 
간다. 그후, 따라서, 시스템 제어기(11)는 버퍼 메모리(13)의 TOC 영역에 저장된 U-TOC와 AUX-TOC를 참조
하여 기록 동작들의 다양한 종류의 제어와, 재생 동작들과 동작들의 다양한 편집을 실행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한다. 

그후, 처리의 흐름은 AUX-TOC 섹터(3)의 내용을 참조하여 통상 제 1 트랙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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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된 최소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AUX-데이타 파일들을 식별하기 위해 단계(S103)로 
간다. 상술한 바와 같이, 커버 화상은 제 1 트랙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 이전에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된 
최소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AUX-데이타 파일이다. 만약 그러한 AUX-데이타 파일이 존재한다면, 파일은 버
퍼 메모리(13)에 저장된 제 1 후보로 만들어진다. 다른 후보는 AUX-데이타 파일이고, 트랙(TR#1)을 재생
하기 위한 동작의 시작 이후에 초기 소정의 시간의 기간 내에서 시작되는 재생/출력 동작이다. 

그후, 처리의 흐름은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단계(S103)에서 식별되는 AUX-데이타 파일들을 판독하기 
위해 단계(S104)로 간다. 그후, 처리의 흐름은 단계(S104)에서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버퍼 메모리
(13)의 AUX-데이타 영역으로 판독되는 AUX-데이타 파일들을 저장하기 위해 단계(S105)로 간다. 

그후, 처리의 흐름은 트랙(TR#1)을 재생하기 위해 동작의 시작에 앞서 디스플레이되는 커버 화상과 같이 
AUX-데이타 파일을 재생하기 위해 단계(S106)로 간다. 그후, 재생 동작과 디스플레이 AUX-데이타 파일이 
실행되는 동안 사용자에 의해 실행되는 트랙을 재생하는 동작을 대기하기 위해 단계(S107)로 간다. 

트랙을 재생하는 동작이 단계(S107)에서 사용자에 의해 실행되는 것을 시스템 제어기(11)가 결정할 때, 
처리의 흐름은 시스템 제어기(11)가 트랙의 ATRAC 데이타를 판독하기 위해 U-TOC 섹터(1)를 참조하여 통
상 식별되는 자기 광 디스크(90)상의 프로그램 영역에서 시스템 제어기911)가 적절한 어드레스로 접근하
게 하는 단계(S108)로 나아간다. 그후, 처리의 흐름은 단계(S108)에서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버퍼 메
모리(13)의 ATRAC 데이타 영역에 판독되는 ATRAC 데이타를 저장하기 위한 단계(S109)로 간다. 도 28을 참
조하여 초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ATRAC 데이타는 1.4Mbps의 전송 속도로 버퍼 메모리(13)의 ATRAC-데이
타에 기록된다. 이 재생 초기 스테이지에서, 버퍼 메모리(13)로부터 역으로 ATRAC 데이타를 판독하는 동
작은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는다. 따라서, 버퍼 메모리(13)의 ATRAC-데이타 영역으로 단계(S108)에서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는 ATRAC 데이타를 저장하기 위한 동작은 버퍼 메모리(13)의 ATRAC-데이타 영
역에 저장된 ATRAC 데이타의 양이 증가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후, 처리의 흐름은 ATRAC 데이타의 양이 소정의 축적 값(X1)보다 큰 버퍼 메모리(13)의 ATRAC-데이타 
영역에 저장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을 형성하기 위해 단계(S110)로 간다. 축적 값(X1)은 소정의 시간
의 기간에 대해 버퍼 메모리(13)로부터 판독되는 재생된 오디오 데이타를 연속적으로 출력하기 위해 버퍼 
메모리(13)의 ATRAC-데이타 영역으로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된 ATRAC 데이타를 기록하여 소정의 
시간의 주기 동안 버퍼 메모리(13)로부터 판독된 재생된 오디오 데이타를 연속적으로 출력하기 위해 동작
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진동-방지(vibration-proof) 특징을 충분히 제공할 만큼 큰 버퍼 메모리
(13)의 ATRAC-데이타 영역에 저장되는 ATRAC 데이타의 양이다. 만약 단계(S110)에서 형성되는 판독의 출
력이 버퍼 메모리(13)의 ATRAC-데이타 영역에 저장된 ATRAC 데이타의 양이 소정의 축적 값(X1)보다 큰지 
않음을 나타낸다면, 처리의 흐름은 단계(S108)로 돌아가서, 그후, 상기의 처리들을 되풀이하기 위해 단계
(S109)로 돌아간다. 이러한 방법으로, 버퍼 메모리(13)의 ATRAC-데이타 영역으로 자기 광 디스크(90)로부
터 판독된 ATRAC 데이타를 저장하는 동작이 계속된다.

단계(S110)에서 형성되는 판독의 결과가 버퍼 메모리(13)의 ATRAC-데이타 영역에 저장된 ATRAC 데이타의 
양이 소정의 축적 값(X1)보다 큰 것을 나타내면, 처리의 흐름은 0.3Mbps의 전송 속도로 버퍼 메모리(13)
로부터 ATRAC 데이타를 판독하는 동작을 시스템 제어기(11)가 시작하는 단계(S111)로 가고, 버퍼 메모리
(13)로부터 판독되는 ATRAC 데이타 상에 주로 ATRAC 압축 해제 처리인 복호화 처리를 실행하고, 재생 오
디오 신호로 데이타를 출력한다.

단계(S111)와 수반하는 단계들에서, ATRAC 데이타는 버퍼 메모리(13)로부터 판독되고 기록된다. 그러나, 
기록 동작이 판독 동작의 0.3Mbps의 전송 속도 보다 높은 1.4Mbps의 전송 속도로 실행되기 때문에,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적절하게 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한  동작의  주기  동안,  버퍼  메모리(13)에  축적된 
ATRAC 데이타의 양은, 예를 들어, 1.1Mbps의 속도로 점차로 증가한다.

 축적된 ATRAC 데이타의 증가하는 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S111)를 뒤따르는 단계(S112)에서, 
시스템 제어기(11)는 버퍼 메모리(13)의 ATRAC-데이타 영역에 축적된 ATRAC의 양이 도 28에 도시된 X2에 
이미 도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을 형성한다. 말하자면, ATRAC-데이타 영역이 풀인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을  형성한다.  단계(S108  내지  S111)의  처리들은  버퍼  메모리(13)의  ATRAC-데이타  영역에  축적된 
ATRAC 데이타의 양이 이미 X2에 도달하는 판단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되풀이해서 실행된다. 말하자면, 
ATRAC 데이타는 ATRAC 데이타가 오디오 재생 신호로 출력되고 버퍼 메모리로부터 판독되는 동안 버퍼 메
모리(13)로 기록되고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된다.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버퍼 메모리(13)로
의 ATRAC 데이타를 전송하는 동작과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된 ATRAC 데이타로부터 오디오 재생 신호를 
생성하는 동작 모두는 동시에 실행된다.

단계(S112)에서 형성되는 판단의 결과는 버퍼 메모리(13)의 ATRAC-데이타 영역에서 축적된 ATRAC 데이타
의 양이 이미 X2에 도달함을 나타낼 때, 처리의 흐름은 버퍼 메모리(13)의 AUX-데이타 영역이 풀인지의 
여부에 대해 시스템 제어기(11)가 판단을 형성하는 단계(S113)로 간다. 만약 판단의 결과가 버퍼 메모리
(13)의 AUX-데이타 영역이 이미 풀인 것을 나타낸다면, 처리의 흐름은 단계(S115)로 간다. 반면에, 만약 
판단의 결과가 버퍼 메모리(13)의 AUX-데이타 영역이 아직 풀이 아님을 나타낸다면, 처리의 흐름은 동기 
재생 동작들을 위해 필요한 AUX-데이타 파일이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
을 형성하기 위해 단계(S114)로 간다. 만약 판단의 결과가 그러한 AUX-데이타 파일들이 자기 광 디스크
(90)로부터  모두가  판독되지  않음을  나타낸다면,  처리의  흐름은  도  30에  도시된  연속  흐름도의 단계
(S117)로 간다. 만약 판단의 결과가 그러한 AUX-데이타 파일들이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모두가 판독
됨을 나타낸다면, 처리의 흐름은 단계(S115)로 간다.

처리의 흐름이 단계(S115)로 갈 때, 버퍼 메모리(13)의 ATRAC-데이타 영역은 이미 풀이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단계(S115)에서,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ATRAC 데이타를 판독하는 동작이 중지된다. 그후, 처리
의 흐름은 X1이 되거나 보다 작게 되기 위해 버퍼 메모리(13)에 축적된 ATRAC 데이타의 양을 대기하는 상
태로 들어가기 위해 단계(S116)로 간다. 그러나, 만약 버퍼 메모리(13)의 ATRAC-데이타 영역의 거의 풀 
상태가 바라는 상태로 고려된다면, 기준은 풀-상태 값(X2)에 가깝고 X1보다 큰 값이 될 수 있는 단계
(S116)에서 판단의 형성에 사용된다는 것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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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 메모리(13)에서 축적된 ATRAC 데이타의 양이 X1이거나 또는 단계(S116)에서 보다 작아질 때, 처리의 
흐름은 단계(S108)로 돌아간다.

단계(S115 및 S116)를 통해 단계(S113 또는 S114)로부터 단계(S108)로의 처리의 흐름은 버퍼 메모리(13)
로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는 AUX-데이타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동작이 실행되지 않고,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ATRAC 데이타를 판독하는 일반적인 트랙 재생 동작만 실행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단계(S114)에서 형성되는 판단의 결과가 그러한 AUX-데이타 파일들이 자기 광 디스크
(90)로부터 모두가 판독되지 않음을 나타낸다면, 반면에, 처리의 흐름은 도 30에 도시된 연속 흐름도의 
단계(S117)로 간다. 단계(S117)에서, AUX-TOC 섹터(3)의 내용들이 언급된다. 그후, 처리의 흐름은 단계
(S117)에서 언급되는 AUX-TOC 섹터(3)의 내용에 기초하여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는 AUX-데이타
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단계(S118)로 나아간다. AUX-데이타 파일들은 버퍼 메모리(13)에서 아직까지 
저장되지 않았지만 동기 재생 동작들을 위해 필요한 우선 순위를 따른다. 

그후,  처리의  흐름은  자기  광  디스크(90)  상의  AUX-데이타로  액세스가  만들어지는  단계(S119)가 
계속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실행된 자기 광 디스크(90)상의 프로그램 영역으로부터 ATRAC 데이타를 
판독하는 동작은 일시적으로 중지된다.

그후, 처리의 흐름은 AUX-데이타 파일이 단계(S118)에서 우선 순위 세트에 따라 자기 광 디스크(90)로부
터 판독되는 단계(S120)로 계속된다. 그후, 처리의 흐름은 단계(S120)에서 판독되는 AUX-데이타 파일이 
버퍼 메모리(13)의 AUX-데이타 영역으로 저장되는 단계(S121)로 계속된다. 그후, 처리의 흐름은 버퍼 메
모리(13)의 ATRAC-데이타 영역에 저장된 ATRAC 데이타의 양이 소정의 축적 값(X1)보다 큰 지의 여부에 대
해 판단을 형성하기 위해 단계(S122)로 계속된다. 만약 단계(S122)에서 형성되는 판단의 결과가 버퍼 메
모리(13)의 ATRAC-데이타 영역에 저장된 ATRAC 데이타의 양이 소정의 값(X1)보다 크다고 나타나면, 처리
의 흐름은 단계(S120)로 가서, 그후, 상기의 처리들을 되풀이하기 위해 단계(S121)로 간다. 단계(S122)에 
형성된 판단의 결과가 버퍼 메모리(13)의 ATRAC-데이타 영역에 저장된 ATRAC 데이타의 양이 소정의 축적 
값(X1)보다 크지 않다고 나타나면, 처리의 흐름은 시스템 제어기(11)가 자기 광 디스크(90)상의 AUX-데이
타 영역으로부터 AUX-데이타 파일들을 판독하기 위한 동작을 중지하고, 작 광 디스크(90)상에 프로그램 
영역으로 액세스하도록 만든다. 그후, 처리의 흐름은 단계(S108)로 돌아간다.

상술한 바와 같이, 버퍼 메모리(13)에서 ATRAC-데이타 영역이 매번 풀이되면, 단계(S117 내지 S121)의 처
리가 되풀이된다. 최종적으로, 동기 재생 동작들에 필요한 모든 AUX-데이타 파일들은 자기 광 디스크(9
0)로부터 판독되고,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된다.

도 29 및 30에 도시된 처리 루틴은 모든 트랙들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이 종료되거나 또는 재생 동작을 끝
내라는 명령이 제기되었을 때 종결된다는 것이 언급된다. 부가하여, 이러한 도면들에 도시된 처리가 실행
되는 동안, 시스템 제어기(11)는 처리와 동시에 트랙들을 동기하여 AUX-데이타 파일들을 재생하는 동작을 
실행하도록 제어를 실행한다. 제어의 실행 그 자체가 도면들에 도시된 흐름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본  실시예에서,  AUX-데이타  파일들의  2  형태들,  즉,  화상과  텍스트  파일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규정된다. 텍스트 파일의 포맷의 경우에, 상기의 동기 재생 동작상의 정보로 되는 시간 스탬프가 텍스트 
파일 그 자체의 구조에 구현된다. 따라서, 텍스트 파일을 동기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동작을 실행하기 위
해, 기본적으로, 모든 텍스트 파일들은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어야만 하고, 트랙 재생 동작의 
시작 이전에 버퍼 메모리(13)로 저장된다. 그후,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되는 텍스트 파일들은 동기 재생 
동작들 상에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 스탬프를 판독하도록 스캔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 도 
29 및 30에 도시된 흐름도에 의해 나타나는 처리는 자기 광 디스크(90)로부터 화상 파일들의 데이타를 실
행한다. 그러므로, 이 처리를 텍스트 파일들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도 29 및 30에 도시된 흐
름도에 의해 나타나는 처리는 텍스트 파일들을 동기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동작의 제어가 AUX-TOC의 섹터
(3)에 따라 실행되는 구성 또는 동기-재생 타이밍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파일들을 판독하기 위해 우선 순
위를 무시함으로써 통상 텍스트-파일 숫자들의 순서로 텍스트 파일들이 버퍼 메모리(13)에 전송되는 구성
에서 또한 텍스트 파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언급되어야 한다. 

 8. IEEE1394 포맷

8-1 개요

도 1을 참조하여 초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미니-디스크 레코더 및 플레이어(1)는 IEEE1394 데이타 인터
페이스 유닛(25)을 통해 다른 외부 장비와 데이트를 통신하는 것이 가능한 구성을 갖는 본 실시예에 의해 
실현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의해 실시된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는 IEEE1394 버스를 통하여 
재생된 ATRAC 데이타와 재생된 AUX-데이타 파일을 개인 컴퓨터와 같은 다른 외부 AV 장비에 전송할 수 있
고, 그 장비가 ATRAC 데이타를 나타내는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도록 하고 AUX-데이타 파일을 디스플레이 
하도록 한다. 역으로, 본 실시예에 의해 실시된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는 IEEE1394 버스를 통
하여 수신된 ATRAC 데이타와 AUX-데이타 파일을 기록할 수 있다. 추가로, 개인 컴퓨터와 같은 다른 외부 
장비는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의 기록, 재생 및 편집 처리에 관련된 필요한 작용을 제어할 수 
있다. 

IEEE1394 데이타 전송 시스템으로서, 주기적으로 통신하기 위한 등시성 통신 시스템 및 주기와 상관없이 
비동기 적으로 통신하기 위한 비동기 통신 시스템이 있다. 일반적으로, 등시성 통신 시스템은 데이타를 
전송 및 수신하기 위해 채택된다. 부가적으로, 1 케이블을 사용하여, 데이타는 이러한 2 종류의 통신 시
스템을 사용하여 전송 및 수신된다.

ATRAC 데이타는 재생 동작에서 시간 축을 따라 오디오 신호로서 출력될 시간-축 연속 데이타이다. 더욱 
명확하기 위해, ATRAC 데이타를 재생하는 동작은 실시간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요구된다. 추가로, ATRAC 
데이타의 양은 AUX 데이타보다 크다. 반면에, AUX 데이타의 양은 AUX 데이타로서는 크지 않다. 비록 AUX 
데이타가 ATRAC  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한 동작과 동기되어 재생될 지라도, AUX  데이타의 실시간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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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AC 데이타만큼 엄격한 것을 요하지 않는다. 

본 발명에서 IEEE1394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전송 데이타의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ATRAC 데이타 및 AUX 
데이타들은 IEEE1394 버스를 통해 등시성 및 비동기성 전송 시스템을 각각 채택하여 교환된다.

본 실시예에서, IEEE1394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ATRAC 데이타 및 AUX 데이타는 각각 다른 시간에 개별
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 추가로, 추후에 설명 될 것이지만, 등시성 사이클을 사용하여, ATRAC 데이타 및 
AUX 데이타는 그들이 동시에 전송되었다고 나타나도록 하는 시간-분할 원리로 전송될 수 있다.

아래의 설명은 전송이 본 실시예에 의해 제공된 IEEE1394 데이타 인터페이스에 기초한다는 가정 하의 실
시예에 관련된 IEEE1394 포맷을 간단히 설명한다.

8-2 스택 모델

도 31은 본 실시예를 위한 IEEE1394 스택 모델의 도면을 도시한다.

IEEE1394 포맷에는, 두 개의 큰 시스템이 있는데, 비동기 시스템(400) 및 등시성 시스템(500)이다.

비동기 시스템(400) 및 등시성 시스템(500)에 공통인 계층으로서, 물리적 계층(301)은 스택 모델의 바닥
에 제공된다. 링크 계층(302)은 물리적 계층(301)에 제공된다. 물리적 계층(301)은 신호의 전송을 실시하
기 위한 하드웨어 계층이다. 반면에, 링크 계층(302)은 IEEE1394 버스를 장비와 장비마다 다르게 규정된 
내부 버스에 전형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계층이다.

물리적  계층(301),  링크  계층(302)  및  다음에  설명될  처리  계층(401)들은  사건/제어/배치 라인
(configuration line)에 의해 연속 버스 처리(303)에 링크된다.

AV 케이블/커넥터(304)는 AV 데이타의 전송을 위한 물리적 커넥터 및 물리적 케이블을 나타낸다.

비동기 시스템(400)에서, 처리 계층(401)은 링크 계층(302)에 제공된다. 처리 계층(401)은 IEEE1394의 데
이타 전송 프로토콜을 규정하기 위한 계층이다. 근본 비동기 처리로서, 기록 처리, 판독 처리 및 잠금 처
리들이 규정된다.

FCP(Function Control Protocol)(402)는 처리 계층(401)의 상위 계층을 위해 규정된다. AV/C 디지털 인터
페이스 명령 세트(403)의 AV/C 명령으로서 규정된 제어 명령을 이용하여, FCP(402)는 다양한 종류의 AV 
장비를 위한 제어 명령이 실행되도록 한다.

추가로, 처리 계층(401)의 상위 계층을 위해, 연결 관리 처리(505)들은 IEEE1394에서 논리 장비 연결 관
계를 나타내는 플러그(다음에 설명됨)를 세팅하기 위한 플러그 제어 레지스터(404)를 규정하기 위해 사용
된다.

CIP(Common  Isochronous  Packet)  헤드  포맷(501)은  등시성  시스템(500)에서  링크  계층(302)위에 
규정된다.  CIP  헤드  포맷(501),  SD(Standard  Density)-DVCR  실시간  전송(502)과  같은  전송  프로토콜, 
HD(Hi-Density)-DVCR  실시간  전송(503),  SDL(Standard  Density  Long)-DVCR  실시간  전송(504), MPEG2-
TS(Transport System) 실시간 전송(505) 및 오디오 및 음악 실시간 전송(506)에 의해 제어된 것이 규정된
다.

SD-DVCR 실시간 전송(502), HD-DVCR 실시간 전송(503) 및 SDL-DVCR 실시간 전송(504)들은 그들의 개별적
인 디지털 VTRs(Video Tape Recorders)를 위한 데이타 전송 프로토콜들이다.

SD-DVCR 실시간 전송(502)에 의해 다루어진 데이타는 SD-DVCR 기록 포맷(508)의 규정에 따라 획득된 SD-
DVCR 데이타 시퀀스(507)이다.

HD-DVCR 실시간 전송(503)에 의해 다루어진 데이타는 HD-DVCR 기록 포맷(510)의 규정에 따라 획득된 HD-
DVCR 데이타 시퀀스(509)이다.

SDL-DVCR  실시간  전송(504)에  의해  다루어진 데이타는 SD-DVCR  기록  포맷(512)의  규정에  따라  획득된 
SDL-DVCR 데이타 시퀀스(511)이다.

예를 들어, MPEG2-TS 실시간 전송(505)은 전형적으로 디지털 위성 방송에 기여하는 튜너(tuner)를 위한 
전송 프로토콜이다. MPEG2-TS 실시간 전송(505)에 의해 다루어진 데이타는 DVD(Digital Video Broadcast) 
기록 포맷(514)이나 ATV 기록 포맷(515)의 규정에 따라 획득된 MPEG2-TS 데이타 시퀀스(513)이다.

오디오 및 음악 실시간 전송(506)은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MD 시스템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디지털 오디
오 장비를 위한 전송 프로토콜이다. 오디오 및 음악 실시간 전송(506)에 의해 다루어진 데이타는 오디오 
및 음악 기록 포맷(517)의 규정에 따라 획득된 오디오 및 음악 데이타 시퀀스(516)이다.

8-3 패킷

IEEE1394 포맷에 따라, 도 3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타는 등시성 사이클(공칭 사이클)의 주기를 반복
하여 전송된다. 본 경우에, 1 등시성 사이클은 밴드(band)로서 100MHz에 일치하는 125 마이크로 초이다. 
등시성 사이클의 주기가 125 마이크로 초와 다른 값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 해야한다. 각각의 
등시성 사이클에서, 데이타는 패킷으로 전송된다.

도 32에 도시된 것과 같이, 등시성 사이클은 등시성 사이클의 시작을 지시하기 위해 사이클 시작 패킷과 
함께 시작한다.

사이클 시작 패킷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된다. 그것의 발생 타이밍은 사이클 마스터로 정의된 IEEE1394 시
스템에서 명확한 장치에 의해 지시된다.

사이클 시작 패킷은 우선 순위 원리에 따라 구성된 등시성 패킷에 따른다. 도시된 것과 같이, 등시성 패
킷들은 채널을 위해 시간 분할 원리로 전송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송된 등시성 패킷들은 등시성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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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isochronous  subaction)로 불린다. 등시성 부수 행위에서 2개의 연속적인 패킷 사이의 구획 문자
(delimiter)는 전형적인 0.05 마이크로 초의 중단(pause) 주기인 등시성 갭(gap)이라 불린다.

그로 인해, IEEE1394 시스템에서, 멀티 채널 등시성 데이타는 1개의 전송 장치에 의해 전송 및 수신될 수 
있다.

한 예를 들어, 본 실시예의 등시성 시스템에 의해 실시된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를 위한 ATRAC 
데이타의 전송을 고려하자. ATRAC 데이타의 일반 전송 비율이 1.4Mbps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각각의 
125 마이크로 초의 등시성 사이클을 위해, 만약, 적어도 20에서 30Mbytes 사이의 양의 ATRAC 데이타가 등
시성 패킷으로 전송된다면, 시간 축을 따라 연속성은 보장된다.

예를 들어, 어떤 장치가 ATRAC 데이타를 전송할 때, ATRAC 데이타의 실시간 전송을 보장하는 등시성 패킷
의 크기는 IEEE1394 시스템에서 IRM(Isochronous Resource Manager)을 위해 요구된다. 자세한 설명이 생
략되었음을 주의 해야한다. IRM에서, 데이타 전송의 현재 상태는 데이타의 전송이 허가되었는지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감시된다. 만약 전송이 허가된다면, ATRAC 데이타는 등시성 패킷으로서 명세된 채널을 사
용하여 전송될 수 있다. 이것은 IEEE1394 인터페이스에서 벤드 예약으로 불린다.

등시성 부수 행위가 없는 등시성 사이클에서 잔류 벤드를 사용으로, 비동기 패킷의 비동기 부수 행위나 
전송들이 진행 중이다. 

도 32는 2개의 비동기 패킷 즉, 패킷(A 및 B)의 전송 실시예를 도시한다. 각각의 비동기 패킷을 따라, 
0.05 마이크로 초의 중단 주기가 제공된다. 그러한 중단 주기는 ACK(acknowledge) 갭이라 불린다. 중단 
주기 동안, ACK라 불리는 신호는 전송된다. 다음에 설명될 것이지만, ACK 신호는 전송기 측의 제어기에게 
몇몇 비동기 데이타가 비동기 처리 과정 동안 수신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수신기 측(표적)의 하드웨
어에 의해 출력된다.

각각 부수 행위 갭이라 불리는 중단 주기들은 비동기 패킷과 비동기 패킷을 따르는 ACK 신호를 구성하는 
유닛 전후에 각각 제공된다. 부수 행위 갭은 약 10 마이크로 초의 길이를 가진다.

등시성 패킷으로서의 ATRAC 데이타 및 비동기 패킷으로서의 ATRAC 데이타와 결합된 AUX-데이타 파일을 전
송하는 것에 의해, ATRAC 데이타 및 AUX-데이타 파일이 동시에 전송되었다고 나타난다.

도 23 내지 30을 참고하여 미리 설명된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된 ATRAC 데이타 및 AUX-데이타 
파일들이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에 의해 데이타나 파일을 재생하는 기능을 가진 외부 장치에 
전송된다는 것을 가정하자. 그리하여, 외부 장치는 오디오 신호로서의 ATRAC 데이타를 재생할 수 있고, 
ATRAC 데이타를 재생하는 동작과 동기하여 AUX 데이타 파일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9. 재생 모드를 위한 재생 동작

9-1 시스템 구성

도 23 내지 30을 참고하여 미리 설명하였듯이, 실시예는 위해 ATRAC 데이타 및 AUX-데이타 파일들이 동시
에 재생되기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는 구성을 가진다. 추후에 설명되겠지만, 본 실시예는 복
수의 재생 모드를 더 가지는데, 그들 중의 하나는 재생되어야 할 데이타의 형식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ATRAC 데이타 및 AUX-데이타 파일들이 동기적으로 재생되는 모드는 기본 재생 모드로 불린다. 

본 실시예에 의해 실시된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의 재생 모드를 설명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본 실시예의 전형적인 시스템 구성이 설명된다.

도 33은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가 미리 설명된 IEEE1394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외부 장치와 통
신할 수 있는 전형적인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다. 더욱 명확하기 위해, 외부 장치의 역할을 하는 개인 컴
퓨터(100)는 IEEE1394 버스에 의해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에 연결된다. 개인 컴퓨터(100)는 디
스플레이 유닛(200) 및 스피커(300)를 가진다.

개인 컴퓨터(100)는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에 의해 동기적으로 재생된 ATRAC 데이타 및 AUX-데
이타 파일을 수신한다. ATRAC 데이타는 결국 스피커(300)에 의해 소리로 출력되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
로 변환되기 위해 압축 해제 처리를 거친다. AUX-데이타 파일에 관한 한, 그림 파일의 경우에, JPEG 디코
딩 처리는 그 위에 실행되고, 반면에, 텍스트 파일의 경우에, 그것의 문자 정보를 위한 디스플레이 사진 
데이타는 발생되고, ATRAC 데이타의 오디오 출력과 동기적으로 디스플레이 유닛(200)에 출력된다. 미니-
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에 의해 재생된 데이타를 수신하고 재생하는 기능들은 개인 컴퓨터에 설치된 
전형적인 응용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시된다.

ATRAC  데이타와 동기적으로 재생된 AUX-데이타의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유닛(200)에 나타난다. 동기 
재생 동작이 일반 재생 모드에서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에 의해 실행될 때, 예를 들어, 사진은 
디스플레이 유닛(200)에 다음과 같이 디스플레이 된다.

예를 들어, 트랙(track)이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에서 명세 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만약 
표지 사진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 그림 파일 및 표지 텍스트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 텍스트 파일은 자
기 광학 디스크(90)위에 존재한다면, 표지 사진과 표지 텍스트들은 ATRAC 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해 동작에 
앞선 단계에서 디스플레이 된다.

그러면, 명세된 트랙의 ATRAC 데이타가 오디오 출력으로서 재생될 때, AUX-데이타들은 위의 트랙을 재생
하기 위해 위의 시간과 동기적으로 재생된다. AUX-데이타 파일의 실시예는 트랙의 가사(libretto)를 저장
하기 위해 사용된 텍스트 파일이다. 이 경우에, 가사는 적절하고 정확한 시간에 디스플레이 된다. 트랙을 
재생하기 위해 위의 시간과 동기적으로 재생된 AUX-데이타 파일의 또 다른 실시예는 그림 파일이다. 이 
경우에, 그림 파일은 규정된 동기-재생 타이밍과 함께 디스플레이 된다. 

본 도면에 도시된 시스템 구성의 경우에, 텍스트 및 그림 파일들이 디스플레이 되는 방법은 개인 컴퓨터
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전형적으로 구성하여 임의로 변경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트랙의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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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를 재생하는 동작이 시작된 후, 표지 텍스트 및 표지 그림의 디스플레이는 지속되거나 끝날 수 있
다.

도 33에 도시된 시스템 구성은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가 작은 크기로 디스플레이 유닛(23)을 
가지고  스피커나  다른  병렬  구성  요소를  가지지  않는  응용을  위해  적합하다.  그러한  응용에서,  재생 
ATRAC 데이타를 외부 세계로 출력하는 동작은 디지털 인터페이스나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 단자와 같은 수
단에 의존한다.

도 34는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 및 단일 유닛에 구성된 외부 장치를 포함하는 또 다른 실시예
의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다.

이러한 시스템 구성에서, 상대적으로 큰 디스플레이 유닛(24)은 다양한 동작 키 및 디스크 삽입/배출 유
닛을 가진 동작 유닛(23)을 포함하는 메인 유닛을 제공한다.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재생된 AUX-데
이타 파일은 디스플레이 유닛(24)에 디스플레이 된다.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재생된 ATRAC 데이타
는 메인 유닛에 제공된 헤드폰 출력 단자에 연결된 헤드폰을 통해 들을 수 있다.

도 34에 도시된 디스플레이 유닛(24)의 스크린은 도 33을 참고하여 미리 설명된 방법으로 디스플레이 되
는 AUX-데이타 파일도 역시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 의해 실시된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를 포함하는 시스템 구성이 도 33 및 도 34에 
도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 해야한다. 예를 들어,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 및 모
니터 유닛이나 오디오 장치는 아날로그 오디오 입/출력 단자나 아날로그 비디오 입/출력 단자를 통해 서
로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성을 제공할 수 있다.

9-2 재생 모드(1)

아래에 설명될 것이지만, 본 실시예에서, 5가지 재생 모드 즉, 재생 모드(1)부터 재생 모드(5) 까지 중 
하나는 텍스트 파일 및 그림 파일일 수 있는 ATRAC 데이타 및 AUX-데이타 파일을 구성하는 재생 대상의 
선택 조합에 의존하여 선택될 수 있다. 그러면,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는 선택된 재생 모드에 
따라 재생 동작을 수행한다. 위의 재생 모드들은 도 33에 도시된 시스템의 적절한 동작을 설명하면서 아
래에 설명된다는 것을 주의하자. 다시 말하면, 재생 모드들은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재생된 ATRAC 
데이타 및 AUX-데이타 파일이 IEEE1394 버스를 통해 외부 장치로 전송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설명된다.

추가로, 재생 모드(1 내지 5)들은 사용자가 조작하는 동작 유닛(23)이나 원격 제어기(32)에 의해 각각 요
청된다. 다시 말하면, 본 실시예에 채택된 동작 유닛(23)이나 원격 제어기(32)는 위에서 설명된 재생 모
드(1 내지 5)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동작키를 가진다.

첫째로, 재생 모드(1)가 설명된다.

재생 모드(1)는 오디오 데이타만 재생하기 위한 모드이다. 특별히, 사용자가 AUX 데이타의 디스플레이를 
원하지 않고 단지 오디오 데이타만 듣기를 원할 때, 예를 들어, 재생 모드(1)가 선택된다.

도 35는 재생 모델에서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에 의해 실행된 재생 동작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다. 도 35에 도시된 재생 동작은 IEEE1394 데이타 버스를 경유하여 IEEE1394 인터페이스로부터 외부 세계
로 재생 데이타를 전송하기 위해 전송 타이밍과 거의 일치한다. 

재생 대상인 자기 광학 디스크(90)는 ATRAC 데이타로서의 트랙 TR#1 및 트랙 TR#2 즉, 2개의 기록된 트랙
을 포함한다. 각각의 트랙 TR#1 및 트랙 TR#2를 위해, 필수적인 텍스트 파일 및 필수적인 그림 파일들은 
아래에 설명될 재생 모드에서 보여진 트랙과 동기적으로 재생되기 위한 파일로 규정된다. 추가로, 표지 
텍스트 및 표지 그림들도 규정된다. 아래에 설명된 재생 동작은 추후에 설명될 재생 모드(2 내지 5)에서 
실행된 재생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의 설명에도 유효하다.

도 35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실행된 재생 동작에서, 재생 모드(1)가 선택되고 세트된 후, 트랙 TR#1은 
트랙 TR#1을 재생하기 위한 기간 동안 재생된다. 트랙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이 끝나면, 트랙 TR#2가 트랙 
TR#2를 재생하기 위한 기간 동안 재생된다. 트랙 TR#1을 재생하기 위한 기간에서, ATRAC 데이타는 등시성 
시스템의 사용으로 외부 장치에 전송된다. 다시 말하면, 도 32를 참고하여 위에서 설명했듯, ATRAC 데이
타는 그들을 등시성 패킷에 저장하는 것으로 외부 장치에 전송된다.

재생 모드(1)에서, AUX 데이타는 실제의 판독 동작에서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지는 않는다. 
자세히 설명하면, 재생 모드(1)에서 실행된 재생 동작에서, 자기 광학 디스크(90)의 AUX-데이타 지역으로
의 액세스는 비록 버퍼 메모리(13)에 축적된 ATRAC 데이타의 양이 소정의 값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AUX-데
이타 파일을 판독하기 위해 금지되고,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ATRAC 데이타를 판독하기 위한 동작은 
단지 연기되는 것에 불과하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사용자는 오디오 데이타만 듣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미니-디스크 기록
기 및 재생기(1)는 일반적으로 ATRAC 데이타에 따라 AUX-데이타 파일을 재생하는 동작을 실행하도록 동작
되고, AUX 데이타를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혹은 디스플레이를 보지 않기 위해 특별히 사용자는 디스플레
이 유닛의 파워를 오프할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재생 동작에서, AUX-데이타 파일은 미리 설명했듯이 ATRAC 데이타와 동기적으로 자기 광학 디스크(90)로
부터 데이타를 판독하지만, 버퍼 메모리(13)에 축적된 ATRAC 데이타의 양이 소정의 값을 초과하는 각각의 
시간에,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ATRAC 데이타를 판독하는 동작은 연기되고, 자기 광학 디스크(90)로
의 액세스는 프로그램 지역으로부터 AUX-데이타 지역으로 변경된다. 추가로,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ATRAC 데이타를 재생하는 동작이 재개될 때, 자기 광학 디스크(90)로의 액세스는 AUX-데이타 지역으로부
터 프로그램 지역으로 역으로 변경된다. 자기 광학 디스크(90)로의 액세스에서의 변경은 슬레드 메커니즘
(sled mechanism)에 의해 운전된 광학 헤드(3)의 움직임에 의해 수행된다. 만약 슬레드 메커니즘이 자주 
동작한다면, 그 때문에 기계적인 소리가 마찬가지로 자주 발생할 것이다.

비록 발생된 기계적 소리의 볼륨이 크지는 않지만, 음악의 소리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용자는 그 기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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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성가시게 생각할 것이다.

위에서 설명된 기계적 소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실시예는 사용자가 오디오 데이타만 집중하여 듣
도록 재생 모드(1)를 제공한다. 재생 모드(1)에서, 자기 광학 디스크(90)에 있는 AUX-데이타 지역으로의 
액세스 금지가 이루어져, 슬레드 메커니즘의 움직임을 동반하는 기계적 소리의 빈번한 발생은 억제 될 수 
있다. 그 결과, 바람직한 환경이 음악 소리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용자를 위해 제공된다.

9-3 재생 모드(2)

다음으로, 재생 모드(2)가 설명된다. 재생 모드(2)에서, 텍스트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 각각의 AUX-데이
타 파일인 텍스트 파일들은 ATRAC 데이타와 동기적으로 재생된다. 다시 말하면, 그림을 저장하기 위해 사
용된 AUX-데이타 파일인 그림 파일은 재생 모드(2)에서는 재생되지 않는다.

도 36은 재생 시간 축을 따른 재생 모드(2)에서의 재생 타이밍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미 설명했듯이, 
동기 재생 동작에서의 정보 역할을 하는 시간 스탬프(stamp)가 그것에 대해 텍스트 파일 자신의 구조에 
삽입된다는 것을 주의하자. 그리하여, 텍스트 파일을 동기적으로 재생하는 동작을 실행하기 위해, 근본적
으로, 모든 텍스트 파일은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어야 하고, 트랙 재생 동작의 시작에 앞서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도 36에 도시된 텍스트 파일을 재생하기 위한 타이
밍은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그들을 판독하기 위한 타이밍 대신에 버퍼 메모리(13)로부터 텍스트 파
일을 판독하는 동작의 타이밍이다. 사실, 텍스트 파일의 다른 재생 동작을 위한 다음의 도면에 도시된 각
각의 타이밍은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그들을 판독하기 위한 타이밍 대신에 버퍼 메모리(13)로부터 
텍스트 파일을 판독하는 동작의 타이밍이다.

도 36에 도시된 대로, 트랙 TR#1을 재생하기 위해 트랙 TR#1의 주기는 트랙 TR#1을 실제로 재생하기 위한 
트랙 재생 주기 및 트랙 재생 주기에 앞선 단계에서 준비 주기를 포함한다. 소정의 길이를 가진 준비 주
기에서, 표지 텍스트로서, 예술가-정보 텍스트(TA)는 선형-노트 텍스트(TL)에 의해 뒤따르기 위해 재생된
다. 도면에 도시된 재생 순서는 텍스트가 버퍼 메모리(13)로부터 판독되고 디스플레이 유닛(24)으로 전송
되는 순서임을 상기하자. 예술가-정보 텍스트(TA) 및 선형-노트 텍스트(TL)가 순서적으로 판독됨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텍스트는 동시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준비 주기는 트랙 재생 주기 후에 뒤따른다. 트랙 TR#1을 재생하는 동작이 트랙 재생 주기의 시작에 시작
된 후에, 본 실시예에서, 가사 텍스트(TT1 및 TT2)들은 재생되어 도면에 도시된 것과 같이 그들 각각의 
시간 스탬프에서 순서적으로 출력된다. 실제로, 가사 텍스트(TT2)를 디스플레이 하는 동작이 시작되기 전
에, 가사 텍스트(TT1)는 전형적으로 디스플레이 된다. 반면에, 트랙 TR#1을 디스플레이 하는 동작이 끝나
기 전에, 가사 텍스트(TT2)는 전형적으로 디스플레이 된다.

트랙  TR#1을  재생하기  위한  트랙  TR#1의  주기는  트랙  TR#2를  재생하기  위한  트랙  TR#2의  주기를 
뒤따른다. 트랙 TR#1을 재생하기 위한 트랙 TR#1의 주기와 같이, 트랙 TR#2를 재생하기 위한 트랙 TR#2의 
주기는 트랙 TR#2를 실제로 재생하기 위한 트랙 재생 주기 및 트랙 재생 주기에 앞선 단계에서의 준비 주
기를 포함한다. 먼저, 준비 주기에서, 예술가-정보 텍스트(TA)는 선형-노트 텍스트(TL)를 뒤따라 재생된
다. 이 경우에, 시간 스탬프가 없는 가사 텍스트는 마찬가지로 더욱 재생된다.

이 경우에, 예술가-정보 텍스트(TA) 및 선형-노트 텍스트(TL)들은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다시 판독
되지는 않다는 점을 주목한다. 대신에, 예술가-정보 텍스트(TA) 및 선형-노트 텍스트(TL)들은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었고 트랙 TR#1의 주기의 준비 주기 동안 단지 한번 디스플레이 되도록 버퍼 메
모리(13)에 저장되었다. 트랙 TR#2의 주기의 준비 주기에서, 예술가-정보 텍스트(TA) 및 선형-노트 텍스
트(TL)들은 재생되어 외부 장치로 전송되기 위해 버퍼 메모리(13)로부터 다시 판독된다.

또한, 트랙 TR#2의 주기의 경우에서, 준비 주기는 트랙 재생 주기를 뒤따른다. 트랙 TR#2를 재생하는 동
작이 트랙 재생 주기의 시작에 시작된 후, 본 실시예에서, 가사 텍스트(TT3 및 TT4)들은 도면에 도시된 
대로 재생되고 그들 각각의 시간 스탬프의 값에 따라 순서적으로 출력된다.

또한, 이 경우에, ATRAC 데이타는 도면에 도시된 것과 거의 같은 전형적인 타이밍의 등시성 통신에 의해 
외부 장치로 전송되고 출력된다. 반면에, 텍스트 파일의 데이타는 도면에 도시된 것과 거의 같은 전형적
인 타이밍의 비동기 통신에 의해 외부 장치로 전송되고 출력된다. 더 자세히 하면, 텍스트 파일의 데이타
는 도 32를 참고하여 미리 설명된 비동기 패킷에 데이타를 집어넣는 것에 의해 외부 장치로 전송되고 출
력된다. 자세히 설명하면, 텍스트 파일의 데이타는 도 31에서 보여진 대로 FCP(402)에 의해 규정된 프로
토콜에서 AV/C 명령(403)의 사용에 의한 비동기 통신에 있는 외부 장치에 전송된다.

예를 들어, 표지 텍스트로 규정된 예술가-정보 텍스트(TA) 및 선형-노트 텍스트(TL)들은, 엄격히 말해, 
트랙 TR#1을 재생하는 동작과 정확히 동기되어 재생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자. 이러한 명세에서, 그
러나, 표지 텍스트의 파일은 트랙 재생 주기의 준비 주기 동안과 같은 트랙 재생 동작 동안의 요구된 타
이밍에 재생되고 출력될 AUX-데이타 파일로 규정된다. 그리하여, AUX-TOC 섹터(3)에서 표지 텍스트의 파
일은 트랙을 재생하는 동작과 동기되어 재생되고 출력될 파일로 역시 정의된다. 이러한 규정은 추후에 설
명될 준비 주기 동안 재생되고 출력되는 표지 그림의 그림 파일에도 역시 적용된다. 

9-4 재생 모드(3)

재생 모드(3)는 ATRAC 데이타와 동기적으로 AUX-데이타 파일이나, 더욱 자세히, 표지 그림만의 텍스트 파
일 및 그림 파일을 재생하기 위한 모드이다.

도 37은 재생 모드(3)의 전형적인 재생 타이밍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트랙 TR#1의 주기의 준비 주기에서, 예를 들어, 표지 그림(CVP)은 도면에 도시된 것과 같이 먼저 자기 광
학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고, 재생되고, 외부 장치로 출력되고 전송된다. 그러면, 예술가-정보 텍스트
(TA)는 도 36에 도시된 트랙 TR#1의 주기의 준비 주기와 유사한 선형-노트 텍스트(TL)를 뒤따르는 표지 
텍스트로서 순서적으로 재생되고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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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주기는 트랙 재생 주기를 뒤따른다. 트랙 TR#1을 재생하는 동작이 트랙 재생 주기의 시작에 시작된 
후, 본 실시예에서, 가사 텍스트(TT1 및 TT2)들은 도 36에 도시된 트랙 TR#1의 주기의 트랙 재생 주기와 
같이 순서적으로 재생되고 출력된다.

트랙(TR#1)의 트랙 재생 주기가 종료됨에 따라, 트랙(TR#2)의 주기가 시작된다. 트랙(TR#1) 주기의 예비 
주기와 매우 유사하게, 트랙(TR#2) 주기의 예비 주기내에서, 커버 화상(CVP)은 모든 재생의 시작이며 외
부 장치로 출력 및 전송된다. 그 다음, 전문가 정보 텍스트(TA)가 이어서 재생되며 라이너-노트(liner-
note) 텍스트(TL)에 뒤따르게될 커버 텍스트로서 출력된다. 이러한 경우에, 타임 스탬프(time stamp)가 
없는 리브레토(libretto) 텍스트(TS)는 더욱 잘 재생된다.

또한, 트랙(TR#2)의 주기의 경우에, 예비 주기는 트랙 재생 주기에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예에서, 재생 
트랙(TR#2)을 재생하는 동작이 트랙 재생 주기의 초기에서 시작된 후에, 리브레토 텍스트들(TT3 및 TT4)
은 재생되며 도면에 보여진 바와 같이 그들 각각의 타임 스탬프 값들에 따라서 연속하여 출력된다.

외부 장치로의 IEEE1394 버스를 통한 텍스트 파일들 및 ATRAC 데이타의 전송은 도 36에 도시된 예와 동일
하다. AUX-데이타 파일인 화상 파일의 데이타가 전송되며 전형적으로 도 37에 도시된 것과 거의 같은 타
이밍을 가지고 비동기 통신에 의해 외부 장치로 출력된다. 또한 AUX-데이타인 텍스트 파일과 매우 유사하
게, 화상 파일의 데이타는 FCP(402)에 의해 규정된 프로토콜내에서 AV/C 명령(403)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장치로 전송된다.

9-5 재생 모드(4)

재생 모드(4)는 ATRAC 데이타와 동조하여 더욱 특별한 텍스트 파일들 및 화상 파일들이 되게 하거나 또는 
AUX-데이타 파일들을 재생하기 위한 모드이다. 재생 모드 4는 이러한 실시예의 정상 재생 모드이다.

도 38은 재생 모드 4의 전형적인 재생 타이밍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ATRAC 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한 타이밍 때문에, 트랙(TR#1)의 주기 동안에 화상 파일에 저장된 커버 화상 
및 텍스트 데이타는 도 37에 도시된 예와 동일하며, 그 설명은 반복되지 않는다.

트랙(TR#1)을 재생하는 동작이 트랙 재생 주기의 초기에서 시작된 후에, 이러한 예에서, 리브레토 텍스트
들(TT1 및 TT2)은 재생되며 도 37에 도시된 트랙(TR#1)의 주기의 트랙 재생 주기를 갖는 경우에서처럼 그
들 각각의 타임 스탬프들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출력된다. 이러한 경우에, 화상 파일들(P1 및 P2)은 동기
적으로 재생되며 AUX-TOC 섹터(3)의 내용에 따라서 도면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타이밍을 가지고 외부 장
치로 전송된다.

이러한 예에서, 화상 파일들(P1 및 P2)은 리브레토 텍스트들(TT1 및 TT2)과 같은 타이밍으로 재생되도록 
규정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더욱 특별하게는, 화상 파일(P1)은 리브레토 텍스트(TT1)와 동일한 시간
에서 스크린상에 표시되는 한편 화상 파일(P2)은 리브레토 텍스트(TT2)와 동일한 시간에서 스크린상에 표
시된다.

현재의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에 의해 수행되는 실제 동작이 리브레토 텍스트(TT1) 및 화상 파
일(P1)을 동시에 표시하도록 하는 동작을 포함한다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다. 리브레토 텍스트(TT1) 및 
화상 파일(P1)이 동시에 표시되도록 하는 동작에서, 버퍼(buffer) 메모리(13)내에 저장된 리브레토 텍스
트(TT1)를 판독하며 그것을 표시하여 출력하는 동작, 및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화상 파일(P1)을 판
독하며 그것을 버퍼 메모리(13)에 저장하고 그것을 버퍼 메모리(13)으로부터 다시 판독하며 그것을 표시
하고 출력하는 동작은 적절한 타이밍으로 수행된다. 또한 동일한 동작들은 리브레토 텍스트(TT2) 및 화상 
파일(P2)을 동시에 표시하도록 수행된다.

트랙(TR#1)의 주기에 뒤따르는 트랙(TR#2)의 주기의 예비 주기 동안에 수행되는 재생 동작은 도 37에 도
시된 예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예비 주기 동안, 버퍼 메모리(13)로부터 판독된 커버 화상
(CVP)은 재생되어 외부 장치로 전송된다. 그 다음, 타임 스탬프를 갖지 않는 전문가-정보 텍스트(TA), 라
이너 노트 텍스트(TL) 및 리브레토 텍스트(TS)는 재생되어 외부 장치로 전송된다.

또한, 트랙(TR#2)의 주기의 경우에, 예비 주기는 트랙 재생 주기에 뒤따른다. 트랙(TR#2)을 재생하는 동
작이 트랙 재생 주기의 초기에서 시작된 후에, 이러한 경우에 역시, 리브레토 텍스트들(TT3 및 TT4)은 재
생되며 그들 각각의 타임 스탬프들의 값들에 따라 연속적으로 출력된다. 이러한 경우, 화상 파일(P3)은 
더욱이 동기적으로 재생되며 AUX-TOC 섹터(3)의 내용에 따라서 도면에 도시된 것과 같은 타이밍으로 외부 
장치에 전송된다.

이러한 예에서, 화상 파일(P3)은 트랙(TR#2)을 재생하는 주기내에서 리브레토 텍스트(TT3)와 동일한 타이
밍으로 표시되도록 규정됨을 주목한다.

이러한 예에서, 여러 종류의 데이타가 도 37을 참조하여 설명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IEEE1394를 통하여 
외부 장치에 전송될 수 있다. 더욱 특별하게는, ATRAC 데이타가 등시성 통신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장치에 전송되는 한편 텍스트 데이타 및 화상 파일들은 비동기 통신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장치에 
전송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동기적으로 재생될 텍스트 및 화상 파일들과 동시에 표시될 파일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파일들의 예들이 리브레토 텍스트(TT1) 및 화상 파일(P1)이다. IEEE1394 버스를 통하여 리브레토 
텍스트(TT1)  및 화상 파일(P1)을 외부 장치에 전송하는 동작에서, 리브레토 텍스트(TT1)  및 화상 파일
(P1)은 리브레토 텍스트(TT1) 및 화상 파일(P1)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기 동작이 시작되는 타이밍 교차를 
필요로하는 타이밍으로 비동기 패킷을 사용함으로써 시-분할에 근거하여 전송된다. 그러한 데이타 전송은 
리브레토 텍스트(TT2) 및 화상 파일(P2), 리브레토 텍스트(TT3) 및 화상 파일(P3)과 같은 연속적인 파일
들에 적용된다.

9-6 재생 모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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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모드(5)는 AUX-TOC 섹터(3)내에 규정된 동기 재생 타이밍으로만 단지 화상 파일을 재생 및 출력하기 
위한 모드이다.

도 39는 시간축에 따라서 재생 모드 5의 재생 타이밍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또한 도면은 화상 파일
들의 재생 타이밍과 비교의 목적으로만 단지 파선으로 표시된 ATRAC 데이타를 재생 및 출력하는 타이밍을 
도시한다. 그러나, ATRAC 데이타 자체는 실제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도면에 도시된 화상 파일들을 출력하는 타이밍은 도 38에 도시된 화상 파일들을 출력하는 타이밍과 동
일하다. 더욱 특별하게는, 트랙(TR#1)의 주기의 예비 주기에 대응하는 주기에서, 커버 화상(CVP)은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며  미리  재생되고  출력되도록  버퍼  메모리에  저장된다.  그  다음, 트랙
(TR#1)을 재생하기 위한 트랙 재생 주기에 대응하는 주기에서, 화상 파일(P1)은 자기 광학 디스크(90)로
부터  판독되며  AUX-TOC  섹터(3)내에  규정된  타이밍으로  재생되고  출력되도록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되며, 그 다음, 화상 파일(P2)은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며 AUX-TOC 섹터(3)내에 역시 규
정된 타이밍으로 재생되고 출력되도록 버퍼 메모리(13)내에 저장된다.

트랙(TR#1)의  주기는  트랙(TR#2)의  주기에  뒤따른다.  트랙(TR#2)의  주기의  예비  주기에서,  커버 화상
(CVP)은 버퍼 메모리(13)로부터 판독되어 재생되고 출력된다. 예비 주기는 트랙 재생 주기에 뒤따르며, 
그 주기내에서 화상 파일(P3)이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며 또한 AUX-TOC 섹터(3)내에서 규정
된 타이밍으로 재생되고 출력되도록 버퍼 메모리(13)내에 저장된다. 

그  다음,  화상  파일들이  도면에서  도시된  것과  대략  동일한  타이밍으로  비동기  통신을  사용함으로써 
IEEE1394 버스를 통하여 외부 장치에 전송된다.

화상 파일들을 재생하고 출력하는 주기들에서, 트랙들(TR#1 및 TR#2)의 ATRAC 데이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지 않으며 재생되고 출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이 
모드에서, 광학 헤드(3)는 프로그램 영역에서 억세스가 없도록 하는 자기 광학 디스크(90)상의 AUX-데이
타 영역에서만 억세스 한다.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 ATRAC 데이타 및 AUX-데이타 파일들이 동기적으로 
재생되는 모드와 비교하여 그의 움직임을 수반하는 슬래드(sled) 메커니즘에 의해 기계적 음성의 생성 주
파수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가적으로, 화상 파일들이 규정된 동기 재생 타이밍으로 재생되고 출력되는 재생 모드 5에 부가하여 화
상 파일들만으로 재생할 수 있는 몇몇 다른 상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ATRAC 데이타에 관련한 동기 재생 타이밍을 무시하면서, 소정의 순서에서 고정된 시간 주기 각각
에 대해 자기 광학 디스크(90)상에 기록된 화상 파일들을 표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표시 순서는 
AUX-TOC 섹터(3) 또는 파일-수 순서에 따른 동기 재생 순서가 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전술한 재생 모드들 이외의 텍스트 파일들만을 재생하기 위한 재생 모드를 설정하는 것 또한 
역시 가능하다. 이러한 재생 모드에서 텍스트 파일들을 재생하는 방법에 따라, 전술한 텍스트 파일들을 
재생하는 방법에 따른 몇몇 기술들이 존재한다.

9-7 처리 동작

하기의 설명은 도 40에 도시된 흐름도를 참조하여 재생 모드들에 대응하여 자기 광학 디스크(90)으로부터 
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한 동작들을 실행하는 처리를 설명한다. 즉, 하기의 설명은 도 35 내지 도 39를 참
조하여 먼저 설명된 IEEE1394를 통하여 외부 장치에 재생 데이타를 전송하는 동작들을 실행하는 처리를 
설명한다. 그 처리는 시스템 제어기(11)에 의해 수행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 처리는 처리의 실행 과정에서 동작 유닛(23) 또는 원격 제어기(32)상의 소정의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에 의해 독단적으로 선택된 재생 모드들 1 내지 5 중 하나로 수행된다. 동작 진행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된다. 사용자는 모든 재생될 트랙들에 공통적인 진행 설정에 따라서 재생 모드를 특정할 수 있다. 대
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재생하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의 동작 진행에 따라서 
트랙에서 트랙으로 변화하는 소정의 독단적인 재생 모드들을 특정할 수 있다.

부가하여, 시스템 제어기(11)는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판독되고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된 각각의 
텍스트 파일의 타임 스탬프를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든다. 텍스트 파일의 타임 스탬프는 텍스트 파일의 동
기 재생 동작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정보이다.

도 4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재생 동작을 시작할 때 그 흐름도는 단계(S201)에서 트랙(#n)을 재
생하도록 시작되거나 또는 현재 트랙을 재생하는 동작은 또 다른 트랙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에 뒤따르도
록 완료된다. 

 그 다음, 처리의 흐름은 특정된 재생 모드에서 처리를 수행하기 전에 현재 재생 모드가 특정되어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단계(S202)로 계속된다.

만일 재생 모드 1은 단계(S202)에서 특정된다면, 처리의 흐름은 단계(S203)으로 진행한다. 단계(S203)에
서, 광학 헤드(3) 및 신호 처리 블럭은 도 35를 참조하여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단지 ATRAC 데이타만을 
재생하고 출력하도록 제어된다. 재생된 ATRAC 데이타의 시간-축 연속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어는 그 데
이타를 등시성 패킷들을 사용함으로써 IEEE1394를 통하여 외부 장치로 전송하도록 실행된다. ATRAC 데이
타의 전송은 전형적으로 시스템 제어기(11)에 의해 실행된 제어하에서 IEEE1394 인터페이스 유닛(25)에 
의해 수행되는 필요한 동작들에 의해 달성된다.

단계(S203)에서 수행된 처리는 1 트랙의 재생 주기내에서 실행되는 처리에 대응한다. 즉, 단계(S203)에서 
수행된 처리는 도 35에서 도시된 트랙(TR#1 또는 TR#2)의 주기에서 실행되는 처리에 대응한다.

재생 모드(2)가 단계(S202)에서 특정된다면, 처리의 흐름은 단계(S204)로 진행한다.

단계(S204)에서 수행되는 처리는 트랙(#n)의 재생 주기의 예비 주기에서 실행된 처리에 대응한다. 도 36
에 도시된 예의 경우에, 이를테면, 단계(S204)에서 수행된 처리는 트랙(TR#1 또는 TR#2)의 재생 주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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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주기에서 실행된 처리에 대응한다. 단계(S204)에서, 전문가 또는 라이너 노트들상의 정보와 같은 커
버 텍스트로서 각각 규정된 텍스트 파일들은 재생 및 출력되기 위하여 버퍼 메모리(13)로부터 판독된다. 
몇몇  경우들에서,  커버  텍스트는  비동기  패킷들을  사용함으로써  IEEE1394를  통하여  외부  장치에 
전송된다.  이들  경우들에서,  IEEE1394  인터페이스  유닛(25)은  텍스트가  외부  장치로  전송되도록 

제어된다.

단계(S204)의 처리가 종료된 후에, 처리의 흐름은 단계(S205)로 계속된다.

단계(S205)에서 수행된 처리는 트랙(#n)의 트랙 재생 주기내에서 실행된 처리에 대응한다. 도 36에 도시
된 예의 경우에, 이를테면, 단계(S205)에서 수행된 처리는 트랙(TR#1 또는 TR#2)의 트랙 재생 주기내에서 
실행된 처리에 대응한다.

단계(S205)에서, ATRAC 데이타는 시간축에 따른 연속성을 보증함으로써 재생되고 출력되며, 동시에 제어
는 그들 각각의 타임 스탬프의 값들에 따라 버퍼 메모리(13)로부터 동기적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텍스트 
파일들을 판독하고, 재생하며 출력하도록 실행된다.

부가적으로, 재생 및 출력된 ATRAC 데이타는 등시성 패킷들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장치로 전송되는 한편 
재생 및 출력된 텍스트 파일들은 비동기 패킷들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장치로 전송된다.

단계(S204 및 S205)에서, 재생 모드 2에서 1 주기, 이른바 트랙(#n)의 주기에서 처리는 수행되고 완료된
다.

재생 모드 3은 단계(S202)에서 특정된다면, 처리의 흐름은 단계(S206)로 진행한다.

단계(S206)에서 수행된 처리는 트랙(#n)의 재생 주기의 예비 주기내에서 실행된 처리에 대응한다. 단계
(S206)에서, 제어는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커버 화상으로서 규정된 커버 텍스트로서 각각 규정된 
텍스트 파일들을 판독하도록 실행되며 그들을 버퍼 메모리(13)에 저장하며 그 다음 도 37에 도시된 트랙
(TR#1)의 주기의 예비 주기와 매우 유사하게 버퍼 메모리(13)내에 저장된 텍스트 파일들을 재생하고 출력
한다. 그러나, 처리가 트랙(TR#2)의 주기의 예비 주기에서 수행되는 것과 유사한 경우가 존재하며, 즉 트
랙(TR#1)의 주기의 예비 주기 동안에 버퍼 메모리(13)내에 이미 저장된 커버 화상은 자기 광학 디스크
(90)로부터 다시 판독되지 않는다. 그러한 커버 화상은 재생되고 출력되기 위하여 버퍼 메모리(13)로부터 
단지 판독될 뿐이다.

더욱이, 단계(S206)에서, 커버 화상을 재생하고 판독하는 동작에 부가하여, 커버 텍스트로서 규정된 텍스
트 파일은 또한 재생되고 출력되기 위하여 버퍼 메모리(13)로부터 판독된다.

커버 텍스트 및 커버 화상을 IEEE1394 버스를 통하여 재생 출력들로서 외부 장치에 전송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제어는 비동기 패킷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장치에 그들 파일들을 전송하도록 실행된다.

그 다음, 처리의 흐름은 단계(S206)에서 단계(S207)로 계속하며 트랙 재생 주기내의 동작이 재생 모드 3
에서 수행된다. 

단계(S207)에서 수행된 처리가 단계(S205)에서 실행된 처리와 동일하며, 그 설명은 반복하지 않는다.

재생 모드 4가 단계(S202)에서 특정된다면, 처리의 흐름은 단계(S208)로 진행한다.

단계(S208)에서 수행된 처리는 재생 모드 4에서 트랙(#n)의 재생 주기의 예비 주기에서 실행된 처리에 대
응한다. 단계(S208)에서 수행된 처리가 단계(S206)에서 실행된 처리와 동일하며, 그 설명은 반복하지 않
는다.

그 다음, 처리의 흐름은 단계(S208)에서 단계(S209)로 계속하며 트랙 재생 주기내의 동작은 재생 모드 4
에서 수행된다. 도 38에 도시된 예의 경우에, 트랙(TR#1 또는 TR#2)의 트랙 재생 주기내의 처리가 수행된
다.

단계(S209)에서, 제어가 ATRAC 데이타에 동기하여 화상 파일들을 재생하도록 수행되며, 도 23 내지 30을 
참조하여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그들을 판독하는 동작들을 수반한다.

이러한 제어와 동시에, 제어가 각각의 타임 스탬프들에 따라 버퍼 메모리(13)로부터 동기적으로 재생될 
텍스트 파일들을 판독, 재생 및 출력하도록 수행된다. 그러므로, 단계(209)에서, 텍스트 및 화상 파일들
은 재생되고 트랙을 재생하는 동작에 동기하여 출력된다.

부가하여, 단계(S209)에서 수행된 처리에서, 시간축에 따른 연속성을 지속하기 위하여, 제어가 등시성 패
킷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장치로 ATRAC 데이타를 전송하도록 실행되는 한편 이들 파일들이 외부 장치에서 
동기적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적절한 타이밍으로 비동기 패킷을 사용하므로써 외부 장치에 텍스트 및 화
상 파일들의 데이타를 전송하도록 실행된다.

결국, 재생 모드 5가 단계(S202)에서 특정된다면, 처리의 흐름은 단계(S210)로 진행한다.

단계(210)에서 수행된 처리가 도 39에 도시된 예비 주기내에서 실행된 처리에 대응한다. 더욱 
특별하게는, 제어가 커버 화상을 저장하는데 사용된 화상 파일을 재생하도록 수행된다. 커버 화상을 저장
하는데 사용된 화상 파일이 도 39에 도시된 트랙(TR#1)의 주기의 예비 주기보다 이전 단계에서 버퍼 메모
리(13)에 저장되어 있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 제어는 자기 광학 디스크(90)에서 커버 화상을 
저장하는데 사용된 화상 파일을 판독하며 화상 파일을 버퍼 메모리(13)에 저장하며 재생되고 출력될 커버 
화상이 되돌려 판독되도록 수행된다. 커버 화상을 저장하는데 사용된 화상 파일은 도 39에 도시된 트랙
(TR#2)의 주기의 예비 주기를 갖는 경우와 같이 버퍼 메모리(13)내에 저장되며, 다른 한편으로 제어는 버
퍼 메모리(13)로부터 재생되고 판독될 커버 화상을 단지 판독하도록 수행된다.

그 다음, 처리의 흐름은 AUX-TOC 섹터(3)의 내용에 따라 자기 광학 디스크(90)로부터 단지 화상 파일들만
을 판독하기 위하여 제어를 수행하며 버퍼 메모리(13)내에 그 파일들을 저장하며 시간축에 따른 실제 
ATRAC 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한 동작에 동기하여 재생되고 출력될 화상 파일들을 버퍼 메모리(13)에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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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하는 단계(S211)로 계속한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ATRAC 데이타는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 광학 
디스크(90)에서 판독되지 않는다. 부가하여, 그 시점에서 재생 출력 타임의 타이밍 제어는 AUX-TOC 섹터
(3)내에 기록된 옵셋 어드레스를 시간으로 변환시키며 기준으로서 내부적으로 제공된 타이머에 의해 계산
된 시간을 사용하는 시스템 제어기(11)에 의해 전형적으로 수행된다.

부가하여, 단계(S211)에서, 제어는 외부 장치가 AUX-TOC 섹터(3)의 내용에 따라서 재생 출력 타이밍을 얻
는 것이 가능하도록 비동기 패킷을 사용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외부 장치로 재생될 화상 데이타를 전
송하고 출력하도록 수행된다.

1 트랙 재생 주기에 대해 재생 모드 1, 2, 3, 4 또는 5 각각의 단계(S203, S205, S207, S209 또는 S211)
에서 수행된 처리가 종료될 때, 일단 처리는 이 도면에서 도시된 루틴을 제거하고 단계(S201)로 다시 되
돌린다. 단계(S201)로 되돌려진 단계에서, 트랙 수를 표시하는 값(n)(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은 다음에 재
생될 트랙 수로 갱신된다. 이 방식에서, 트랙들은 트랙들 각각에 대해 특정된 재생 모드에서 연속적으로 
차례로 재생된다.

그런데, IEEE1394 버스를 통하여 외부 장치로의 ATRAC 데이타, 텍스트 파일들 및 화상 파일들과 같은 여
러 가지 종류의 데이타의 전송에서, 전송 채널은 ATRAC 데이타가 특정한 외부 장치로만 단지 전송되도록 
하기 위하여 등시성 통신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외부 장치에 전송되는 ATRAC 데이타에 대해 특정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플러그는 파일이 특정한 외부 장치로만 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동
기 통신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외부 장치에 전송된 텍스트 및 화상 파일들 각각에 대해 설정될 
수 있다. 부가하여, 등시성 통신 시스템내의 채널 및 비동기 통신 시스템내의 플러그는 서로 독립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또한 비동기 통신에서, 텍스트 파일에 대한 플러그 세트는 화상 파일에 대한 플러그 세
트와 다를 수 있다. 채널 및 플러그 전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므로, 단계들(S205 및 S207)에서, ATRAC 데이타 및 텍스트 파일의 데이타는 서로 다른 특정된 외부 
장치에 IEEE1394 버스를 통하여 전송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단계(S2O9)에서 수행된 처리에서, ATRAC 
데이타, 텍스트 파일 데이타 및 화상 파일의 데이타가 서로 다른 특정한 외부 장치에 전송될 수 있다.

예컨대, ATRAC 데이타는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고-품질-음성 오디오 장치로 전형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반면, 텍스트 및 화상 파일들의 데이타는 그 위에 디스플레이되도록 하기 위한 고-품질-화상 모니터 
유닛으로 전송될 수 있다.

도 35 내지 39를 참조하여 재생 모드들의 설명 및 도 40에 도시된 흐름도에 의해 나타나는 처리도 역시 
도 34에 도시된 것과 같은 독립형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를 구비한 완전한 시스템의 구성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독립형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는 상기 ATRAC 데이타 및 AUX 데
이타가 IEEE1394 버스를 통하여 외부 장치로 전송되지 않는 구조를 갖는다. 대신에, 제어는 재생되고 출
력될 ATRAC 데이타를 전형적으로 헤드폰 출력 단자로 출력되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도록 실행
된다. 다른 한편으로, 제어는 AUX-데이타 파일이 디스플레이 유닛(24)상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생되고 출력될 AUX-데이타 파일을 화상 신호로 변환하는 디코딩 처리를 수행하도록 실행된다.

부가하여,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구조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양한 변화 및 변경들이 그 구조들에서 이
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실시예가 재생 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미니-디스크 기록기 및 재생기(1)로 예시
되고 있지만, 본 발명은 단지 미니 디스크를 재생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의 재생 장치에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본 발명은 메인-데이타에 관련된 서브-데이타 뿐만아니라 메인-데이타 및 데이타 파일들과 같은 
프로그램을 기록하는데 사용된 디스크형 기록 매체를 적어도 재생하는 능력이 있는 미니-디스크 시스템 
이외의 장치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다. 

게다가, 프로그램 또는 메인-데이타는 오디오 데이타에 한정되지 않는 반면, AUX-데이타 파일들은 텍스트 
파일들 또는 정지-화상 파일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프로그램 또는 
메인-데이타는 동-화상 또는 비디오 소스가 될 수 있는 한편 텍스트 파일들 및 정지-화상 파일들은 서브-
데이타로서 규정된다.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서, 소정의 포맷으로 동화상을 저장하기 위한 데
이타 파일은 메인-데이타로서 사용된 오디오 데이타에 관련된 서브-데이타로서 규정될 수 있다.

그에 덧붙여, 본 발명은 IEEE1394 포맷 이외에 비동기적으로 데이타를 통신하기 위한 통신 모드와 공존하
여 주기적으로 데이타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 모드를 갖는 통신 포맷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메인-데이타 및 서브-데이타 모두를 재생하고 출력하는 최소한의 재생 모드 
또는 메인-데이타에 관련된 서브-데이타와 같이 디스크상에 기록된 텍스트-데이타 파일들 및 화상-데이타 
파일들과 같은 메인-데이타 및 AUX-데이타로서 자기 광학 디스크상에 기록된 오디오 데이타의 프로그램들
을 전형적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AUX-TOC 내에 저장된 동기-재생 제어 정보에 기초한 동기 재생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재생 장치에 대해 선택될 메인-데이타만을 재생하는 재생 모드를 허용한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사용자는 메인-데이타에 동기하여 적어도 오디오 데이타 및 데이타 파일을 재생하
고 출력하는 보통의 재생 모드 및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서 오디오 데이타만을 재생하는 재생 모드를 선택
할 수 있다. 즉, 흥미로운 관점에서, 사용자에게는 재생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더욱 높은 수준의 자유가 
주어진다.

재생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메인-데이타만을 재생하는 재생 모드를 갖는 재생 장치에 대한 기능적
인 관점에서, 디스크상에서 오디오-데이타 영역에서만의 억세스는 오디오 데이타를 판독하도록 하며, 디
스크상의 서브-데이타 영역은 억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슬래드 메커니즘을 사용함으로써 광
학 헤드를 이동시키는 주파수는 낮아지며, 슬래드 메커니즘의 움직임에 의한 기계적 음성들의 생성 주파
수도 역시 메인-데이타에 동기하여 메인-데이타 및 서브-데이타를 재생하고 출력하는 보통의 재생 모드와 
비교하여  낮아진다.  다시  말하면,  오디오  청취  시간에  주변  소음의  생성  주파수는  매우  낮아진다. 
예컨대, 음악적 음질에 중요성을 부가하는 청취자의 경우에, 오디오 청취 환경이 더욱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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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으로, 본 발명은 단지 서브-데이타만을 재생하는 재생 모드 이외의 구조를 제공하며, 메인-데이타
로서 기록된 오디오 데이타 및 서브-데이타로서 기록된 문자-정보 파일들만을 재생하는 재생 모드 또는 
메인-데이타로서 기록된 오디오 데이타 및 서브-데이타로서 기록된 화상-데이타만을 재생하는 재생 모드
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메인-데이타 및 서브-데이타를 재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공되
기 때문에, 흥미로운 관점에서의 본 발명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메인-데이타 및 서브-데이타를 재생하는 다양한 재생 모드들이 선택되도록 허용되는 구조로
서, 본 발명은 데이타가 전형적으로 IEEE1394 상세에 따르는 데이타 버스를 통하여 외부 장치에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오디오 신호를 재생하며 다른 외부 장치들 사이에서 개인용 컴퓨터, 
디지털 오디오 장치 및 모니터 유닛을 사용함으로써 화상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동작들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흥미가 제안된다.

게다가, 전형적으로 IEEE1394 상세에 따른 데이타 버스를 통한 데이타 전송에서, 메인-데이타로서 기록된 
오디오 데이타는 시간축에 따른 오디오 데이타의 연속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등시성 통신 시스템(제 1 통
신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송되는 한편, 서브-데이타는 비동기 통신 시스템(제 2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송되며 따라서 데이타 통신 처리 및 하드웨어의 구조가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메인-데이타로서 기록된 오디오 데이타 및 문자 정보의 데이타 파일들 및 메인-데이타에 관련된 서브-데
이타로서 기록된 화상들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재생할 수 있는 재생 장치가 주어질 경우에, 흥미 및 기능
적인 측면들에서의 개선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며, 메인-데이타 및 서브-데이타 모두가 가능한 효과적으로 
대상물들을 재생한다는 특유의 사실을 사용자가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발명의 효과

메인-데이타로서 기록된 오디오 데이타 및 문자 정보의 데이타 파일들 및 메인-데이타에 관련된 서브-데
이타로서 기록된 화상들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재생할 수 있는 재생 장치가 주어질 경우에, 흥미 및 기능
적인 측면들에서의 개선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며, 메인-데이타 및 서브-데이타 모두가 가능한 효과적으로 
대상물들을 재생한다는 특유의 사실을 사용자가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메인-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메인-데이타 영역;

상기 메인-데이타를 제어하기 위한 메인-데이타 관리 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메인-데이타 관리 영역; 

상기 메인-데이타와 관련된 서브-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서브-데이타 영역과;

상기 서브-데이타를 제어하기 위한 서브-데이타 관리 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서브-데이타 관리 영역을 
포함하여, 디스크 형태의 기록 매체 상에 재생 동작을 실행하기 위한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재생 장치는,

상기 메인-데이타 관리 영역에 기록된 상기 메인-데이타 관리 데이타에 따라 상기 메인-데이타 영역으로
부터의 상기 메인-데이타를 재생하고, 상기 서브-데이타 관리 영역에 기록된 상기 서브-데이타 관리 데이
타에 따라 상기 서브-데이타 영역으로부터의 상기 서브-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한 재생 수단; 

상기 디스크 형태의 기록 매체의 반경 방향으로 상기 재생 수단을 전달하기 위한 전달 수단;

상기 재생 수단에 의해 재생된 상기 메인-데이타 또는 상기 서브-데이타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수단과;

상기 서브-데이타를 판독하는 주기 동안 상기 메인-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상기 메인-데이타 또는 상기 
메인-데이타를 판독하는 주기 동안 상기 서브-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상기 서브-데이타에 상기 재생 수
단을 전달하도록 상기 전달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수단과;

상기 메인-데이타 및 상기 서브-데이타를 동기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제 1 재생 모드 또는, 상기 메인-데
이타 또는 상기 서브-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한 제 2 재생 모드를 지정하기 위한 동작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제 2 재생 모드가 상기 동작 수단에 의해 지정될 때 상기 메인-데이타와 상기 서
브-데이타 사이에 상기 전달 수단에 의해 상기 재생 수단의 전달을 저지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데이타는 오디오 데이타이고, 상기 서브-데이타는 상기 오디오 데이타와 관
련된 문자 데이타인 재생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데이타는 오디오 데이타이고, 상기 서브-데이타는 상기 오디오 데이타와 관
련된 화상 데이타인 재생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데이타는 오디오 데이타이고, 상기 서브-데이타는 상기 디스크 형태의 기록 
매체를 위한 화상 데이타인 재생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데이타는 오디오 데이타이고, 상기 서브-데이타는 상기 오디오 데이타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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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문자 데이타 및 화상 데이타인 재생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수단은, 상기 메인-데이타 및 상기 문자 데이타를 동기적으로 재생하기 위
한 제 3 재생 모드 또는 상기 메인-데이타, 상기 문자 데이타 및 상기 화상 데이타를 동기적으로 재생하
기 위한 제 4 재생 모드를 더 지정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재생 장치.

청구항 7 

메인-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메인-데이타 영역;

상기 메인-데이타를 제어하기 위한 메인-데이타 관리 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메인-데이타 관리 영역; 

상기 메인-데이타와 관련된 텍스트 데이타 및 정지-화상 데이타를 구비하는 서브-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서브-데이타 영역과;

상기 서브-데이타를 제어하기 위한 서브-데이타 관리 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서브-데이타 관리 영역을 
포함하여, 디스크 형태의 기록 매체 상에 재생 동작을 실행하기 위한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재생 장치는,

상기 메인-데이타 영역, 상기 메인-데이타 관리 데이타 영역, 상기 서브-데이타 영역 및 상기 서브-데이
타 관리 데이타로부터 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한 재생 수단; 

상기 메인-데이타만을 재생하기 위한 제 1 재생 모드; 상기 메인-데이타와 상기 메인-데이타에 관련된 상
기 텍스트 데이타를 동기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제 2 재생 모드; 상기 메인-데이타, 상기 메인-데이타와 
관련된 상기 정지-화상을 동기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제 2 재생 모드; 또는, 상기 정지-화상 데이타만을 
재생하기 위한 제 4 재생 모드를 지정하기 위한 동작 수단과;

상기 동작 수단에 의해 선택된 재생 모드에 따라 상기 디스크 형태의 기록 매체의 반경 방향으로 상기 재
생 수단을 전달하기 위한 전달 수단을 포함하는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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