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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논리 어드레스를 변경하지 않고 갱신된 파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 정보 기록 장치 및 방법, 프로

그램 저장 매체,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도 18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 기록되어 있었던 경우, 영역 B112

에 기록되어 있는 파일(Files(Stream+DB))이 갱신되면, 도 18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영역 B112'에 갱신된 파일이

기록된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영역 B111에 기록되어 있던 메인 FS(FS(Metadata)),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

커 정보는, 판독 불가의 상태로 되고, 새롭게 생성된 파일 시스템 정보(FS(Metadata)),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

커 정보가, 내주측의 SA 영역인 ISA 상의 영역 B111'에 기록된다. 본 발명은, Blu-Ray Disc의 기록 재생 장치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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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8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대체 영역, 및 유저 영역을 설정함과 함께 기록 매체를 초기화하는 초기화 수단과,

파일이 기록되는 트랙을, 상기 파일의 속성에 따라서, 상기 유저 영역에 설정하는 설정 수단

을 구비하고,

상기 설정 수단은, 적어도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파일의 배치의 정보가 기록되는 트랙을 상기 유저 영역에 설정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수단은,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파일의 배치의 정보로 이루어지는 메인 파일과 미러 파일이 각각 기록되

는 트랙을 상기 유저 영역에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수단은,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파일의 배치의 정보 외에, 상기 파일을 관리하는 정보로 이루어지는 관리

파일이 기록되는 트랙을 상기 유저 영역에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수단은,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파일의 배치의 정보 외에, 상기 파일을 관리하는 정보로 이루어지는 오리

지날의 관리 파일과, 백업의 관리 파일이 각각 기록되는 트랙을 상기 유저 영역에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5.

대체 영역, 및 유저 영역을 설정함과 함께 기록 매체를 초기화하는 초기화 스텝과,

파일이 기록되는 트랙을, 상기 파일의 속성에 따라서, 상기 유저 영역에 설정하는 설정 스텝

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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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설정 스텝의 처리는, 적어도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파일의 배치의 정보가 기록되는 트랙을 상기 유저 영역에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6.

대체 영역, 및 유저 영역을 설정함과 함께 기록 매체의 초기화를 제어하는 초기화 제어 스텝과,

파일이 기록되는 트랙의, 상기 파일의 속성에 따른, 상기 유저 영역에의 설정을 제어하는 설정 제어 스텝

을 포함하고,

상기 설정 제어 스텝의 처리는, 적어도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파일의 배치의 정보가 기록되는 트랙의 상기 유저 영

역에의 설정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저장 매체.

청구항 7.

대체 영역, 및 유저 영역을 설정함과 함께 기록 매체의 초기화를 제어하는 초기화 제어 스텝과,

파일이 기록되는 트랙의, 상기 파일의 속성에 따른, 상기 유저 영역에의 설정을 제어하는 설정 제어 스텝

을 포함하는 처리를 컴퓨터에 실행시키고,

상기 설정 제어 스텝의 처리는, 적어도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파일의 배치의 정보가 기록되는 트랙의 상기 유저 영

역에의 설정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8.

대체 영역, 및 유저 영역을 설정함과 함께 기록 매체를 초기화하는 초기화 수단과,

파일이 기록되는 트랙을, 상기 파일의 속성에 따라서, 상기 유저 영역에 설정하는 설정 수단과,

상기 파일의 속성에 기초하여, 상기 기록 매체 상에 설정된 소정의 트랙에 파일을 기록하는 기록 수단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파일의 배치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 수단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

을 구비하고,

상기 기록 매체 상에 상기 파일이 추기된 경우, 또는, 기록되어 있던 상기 파일이 갱신된 경우,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상기 파일을 상기 파일의 속성에 기초하여, 상기 설정 수단에 의해 설정된 상기 소정의 트랙의

영역 상에, 상기 갱신되기 전의,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상기 파일의 대체로서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 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는, 1회 기록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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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는, 1회 기록용의 청자색 레이저를 사용하여 기록 재생되는 광 디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

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은, UDF로 관리되는 파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가 갱신된 경우, 상기 제어 수단은, 갱신되기 전의,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상기 파일의 기록 위치의 논리 어드레스를 변경하지 않고서,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파일을 상기 파일의 속

성에 기초하여, 상기 설정 수단에 의해 설정된 트랙 상에, 상기 갱신되기 전의,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상기

파일의 대체로서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 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화 수단은,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중, 볼륨 구조의 정보, 앵커 정보, 또는 파일 구조의 정보 중의 적어

도 1 이상의 배치를 고정적으로 설정하여 기록 매체를 초기화하고,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가 갱신된 경우,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중, 상기 초기화 수단

에 의해 고정적으로 배치가 설정되어 있는, 볼륨 구조의 정보, 앵커 정보, 또는 파일 구조의 정보 중의 적어도 1 이상의 정

보를 상기 대체 영역, 또는, 유저 영역 상에, 상기 갱신되기 전의,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의 대체로서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 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화 수단은,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중, 볼륨 구조의 정보, 앵커 정보, 또는 파일 구조의 정보 중의 적어

도 1 이상의 배치를 볼륨 스페이스의 선두 부분에 고정적으로 설정하여 기록 매체를 초기화하고,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가 갱신된 경우,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중, 상기 초기화 수단

에 의해 고정적으로 볼륨 스페이스의 선두 부분에 배치가 설정되어 있는, 볼륨 구조의 정보, 앵커 정보, 또는 파일 구조의

정보 중의 적어도 1 이상의 정보를 상기 대체 영역, 또는, 유저 영역 상에, 상기 갱신되기 전의,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의 대체로서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 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공개특허 10-2007-0029800

- 4 -



청구항 15.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또한, 상기 파일을 상기 파일의 속성에 기초하여, 상기 설정 수단에 의해 설정된 상기 대체 영역, 또는,

유저 영역 상에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 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16.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화 수단은, 대체 영역, 및 유저 영역 외에, DL(Defect List)을 설정함과 함께 기록 매체를 초기화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DL의 대체원과 대체처를 클러스터 단위로 갱신하는 DL 갱신 수단과,

상기 갱신 수단에 의해 클러스터 단위로 대체처와 대체원이 갱신된 DL에 있어서의, 상기 대체처의 클러스터가 연속한 배

치로 되도록, 상기 DL의 상기 대체처를 재배치하는 재배치 수단

을 더 구비하고,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가 갱신된 경우,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재배치 수단에 의해 상기 대체처의 클러스터가

연속한 배치로 되도록 재배치된 DL에 기초하여,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를 상기 대체 영역, 또는, 유저 영역 상

에, 상기 갱신되기 전의,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의 대체로서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 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18.

대체 영역, 및 유저 영역을 설정함과 함께 기록 매체를 초기화하는 초기화 스텝과,

파일이 기록되는 트랙을, 상기 파일의 속성에 따라서, 상기 유저 영역에 설정하는 설정 스텝과,

상기 파일의 속성에 기초하여, 상기 기록 매체 상에 설정된 소정의 트랙에 파일을 기록하는 기록 스텝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파일의 배치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 스텝의 처리를 제어하는 제어 스텝

을 포함하고,

상기 기록 매체 상에 상기 파일이 추기된 경우, 또는, 기록되어 있던 상기 파일이 갱신된 경우, 상기 제어 스텝의 처리는, 상

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상기 파일을 상기 파일의 속성에 기초하여, 상기 설정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설정된 상기

소정의 트랙의 영역 상에, 상기 갱신되기 전의,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상기 파일의 대체로서 기록하도록 상

기 기록 스텝의 처리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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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영역, 및 유저 영역을 설정함과 함께 기록 매체의 초기화를 제어하는 초기화 제어 스텝과,

파일이 기록되는 트랙의, 상기 파일의 속성에 따른, 상기 유저 영역에의 설정을 제어하는 설정 제어 스텝과,

상기 파일의 속성에 기초한, 상기 기록 매체 상에 설정된 소정의 트랙에의 파일의 기록을 제어하는 기록 제어 스텝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파일의 배치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 제어 스텝의 처리에서의 동작을 제어하는 동작 제

어 스텝

을 포함하고,

상기 기록 매체 상에 상기 파일이 추기된 경우, 또는, 기록되어 있던 상기 파일이 갱신된 경우, 상기 동작 제어 스텝의 처리

는,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상기 파일을 상기 파일의 속성에 기초하여, 상기 설정 제어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설

정된 상기 소정의 트랙의 영역 상에, 상기 갱신되기 전의,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상기 파일의 대체로서 기록

하도록 상기 기록 제어 스텝의 처리에서의 동작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이 저장되

어 있는 프로그램 저장 매체.

청구항 20.

대체 영역, 및 유저 영역을 설정함과 함께 기록 매체의 초기화를 제어하는 초기화 제어 스텝과,

파일이 기록되는 트랙의, 상기 파일의 속성에 따른, 상기 유저 영역에의 설정을 제어하는 설정 제어 스텝과,

상기 파일의 속성에 기초한, 상기 기록 매체 상에 설정된 소정의 트랙에의 파일의 기록을 제어하는 기록 제어 스텝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파일의 배치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 제어 스텝의 처리에서의 동작을 제어하는 동작 제

어 스텝

을 포함하는 처리를 컴퓨터에 실행시키고,

상기 기록 매체 상에 상기 파일이 추기된 경우, 또는, 기록되어 있던 상기 파일이 갱신된 경우, 상기 동작 제어 스텝의 처리

는,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상기 파일을 상기 파일의 속성에 기초하여, 상기 설정 제어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설

정된 상기 소정의 트랙의 영역 상에, 상기 갱신되기 전의,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상기 파일의 대체로서 기록

하도록 상기 기록 제어 스텝의 처리에서의 동작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정보 기록 장치 및 방법, 프로그램 저장 매체,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특히, 파일 시스템에 갱신이 있었던

경우, 기록 매체 상의 대체 영역, 또는, 유저 영역 상에, 갱신 전의 파일 시스템의 대체로서 기록함으로써 논리 어드레스를

변경하지 않고서, 갱신된 파일 시스템을 용이하게 기록 또는 판독할 수 있도록 한 정보 기록 장치 및 방법, 프로그램 저장

매체,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대용량의 기록 매체에 파일을 기록하는 기술이 보급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용량의 기록 매체에 파일을 기록하는 다양한 포맷이 제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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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DVD(Digital Versatile Disc)에서 사용되고 있는 UDF(Universal Disc Format) 등이 있다(예를 들면,

Universal Disk Format Specification Revision 2.50 April 30, 2003 Optical Storage Technology Association, 및,

Universal Disk Format Specification Revision 2.60 February, 2003 Optical Storage Technology Association(2005

년 2월 승인 예정) 참조).

[발명의 개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그런데, 전술한 UDF 규격(Ver 2.50 이후)에서는, 파일 시스템 정보를 메타데이터 파티션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통합하여

배치하고, 메타데이터 파티션 내의 논리 어드레스 상에 배치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라이트앳원스 미디어(1회만의 기록이 가능한 기록 매체)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파일이나 파일 시스템이 갱신되면,

기록 매체 상의 새로운 영역에 기록되게 되어, 대응해서 논리 어드레스를 재기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UDF 규격(Ver 2.50 이후)에 대응한 Blu-Ray Disc(이하, BD라고도 칭함)의 경우, 파일이나 파일 시스템 정보

는, 도 1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록된다. 여기서, 도 1은, BD의 라이트앳원스 미디어(이하, Blu-Ray Disc-

Recordable: BD-R라고도 칭함) 상의 기록 형태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1에서는, 도면 중 좌측으로부터 LSN(Logical

Sector Number: 논리 섹터 번호(=논리 어드레스))가 설정되어 있고, 도 1의 상단에 있어서는, 볼륨 스페이스로서 설정되

어 있는 영역은, 0 내지 N으로 되어 있다. LSN의 선두 위치의 「Reserved」라고 기술되어 있는 영역은, 예약 영역을 나

타낸다. 「VRS(Volume Recognition Sequence)」라고 기술되어 있는 영역은, 파일 시스템 종별을 인식하기 위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영역을 나타낸다. 「Files(Stream+DB)」라고 기술되어 있는 영역은, BD에 스트림 데이터를 기록 또는 재

생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록 또는 재생되는 스트림 데이터와, 그 재생 처리에 이용되는 데이터베이

스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영역을 나타낸다. 「Files(BD 관리외)」라고 기술되어 있는 영역은, BD에 스트림 데이터를 기록

또는 재생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록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영역을 나타낸다.

「FS(Metadata)」라고 기술되어 있는 영역은, 메타데이터로서 파일 시스템 정보가 기록된 영역을 나타낸다. 「Anchor」

라고 기술되어 있는 2개의 영역은, 앵커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영역을 나타낸다. 「Volume Str.(Volume Structure)」이

라고 기술된 영역은, 볼륨 구조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영역을 나타낸다. 또한, 「Files(Stream+DB)」라고 기술되어 있

는 영역은, 영역 B0이라고도 칭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FS」, 「Anchor」, 및, 「Volume Str.」이라고 표시된 영역은,

통합하여 영역 B1이라고도 칭한다.

예를 들면, 도 1의 상단에 도시되어 있는 상태의 BD-R에, 스트림 데이터가 추기되고, 그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갱신된 경

우, BD-R에는, 도 1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정보가 기록되게 된다.

즉, 영역 B0에 기술된 정보에 추기된, 새로운 스트림 데이터와, 그 재생용의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영역 B0'에 기록되게 된

다. 또한, 그 후단의 영역 B0'에, 새롭게 정보가 추기됨으로써 갱신된 파일 시스템 정보(이후에 있어서는, FS라고도 칭함)

와, 그 FS에 대응하는 앵커 정보와 볼륨 구조의 정보가 영역 B2에 기록되게 된다. 이 때, 영역 B1에 기록되어 있던, FS 정

보와, 그 FS에 대응하는 앵커 정보와 볼륨 구조의 정보는, 판독 불가의 상태로 된다.

이 때문에, 기입 위치의 정보인 논리 어드레스는, 파일이나 파일 시스템이 갱신될 때마다 재차 다시 기록할 필요가 있어,

파일 시스템의 갱신 처리를 번거롭게 한다고 하는 과제가 있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UDF와 같은 파일 포맷으로 규격으로서 마련되어 있는, 대체 영

역이나 User 영역에 갱신된 파일 시스템 정보(FS)를, 갱신 전의 파일 시스템 정보의 대체로서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논리

어드레스를 변경시키지 않고 파일 시스템 정보를 갱신시키는 것에 의해, 예를 들면, BD-R 등의 라이트앳원스 미디어에서

의 파일 시스템의 갱신 처리를 용이한 것으로 하는 것이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본 발명의 제1 정보 기록 장치는, 대체 영역, 및 유저 영역을 설정함과 함께 기록 매체를 초기화하는 초기화 수단과, 파일이

기록되는 트랙을, 파일의 속성에 따라서, 유저 영역에 설정하는 설정 수단을 구비하고, 설정 수단은, 적어도 기록 매체에

기록된 파일의 배치의 정보가 기록되는 트랙을 유저 영역에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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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설정 수단에는, 기록 매체에 기록된 파일의 배치의 정보로 이루어지는 메인 파일과 미러 파일이 각각 기록되는 트랙

을 유저 영역으로 설정시키도록 할 수 있다.

상기 설정 수단에는, 기록 매체에 기록된 파일의 배치의 정보 외에, 파일을 관리하는 정보로 이루어지는 관리 파일이 기록

되는 트랙을 유저 영역으로 설정시키도록 할 수 있다.

상기 설정 수단에는, 기록 매체에 기록된 파일의 배치의 정보 외에, 파일을 관리하는 정보로 이루어지는 오리지날의 관리

파일과, 백업의 관리 파일이 각각 기록되는 트랙을 유저 영역으로 설정시키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정보 기록 방법은, 대체 영역, 및 유저 영역을 설정함과 함께 기록 매체를 초기화하는 초기화 스텝과, 파일이

기록되는 트랙을, 파일의 속성에 따라서, 유저 영역에 설정하는 설정 스텝을 포함하고, 설정 스텝의 처리는, 적어도 기록

매체에 기록된 파일의 배치의 정보가 기록되는 트랙을 유저 영역에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1 기록 매체의 프로그램은, 대체 영역, 및 유저 영역을 설정함과 함께 기록 매체의 초기화를 제어하는 초기화

제어 스텝과, 파일이 기록되는 트랙의, 파일의 속성에 따른, 유저 영역에의 설정을 제어하는 설정 제어 스텝을 포함하고,

설정 제어 스텝의 처리는, 적어도 기록 매체에 기록된 파일의 배치의 정보가 기록되는 트랙의 유저 영역에의 설정을 제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1 프로그램은, 대체 영역, 및 유저 영역을 설정함과 함께 기록 매체의 초기화를 제어하는 초기화 제어 스텝과,

파일이 기록되는 트랙의, 파일의 속성에 따른, 유저 영역에의 설정을 제어하는 설정 제어 스텝을 포함하는 처리를 컴퓨터

에 실행시키고, 설정 제어 스텝의 처리는, 적어도 기록 매체에 기록된 파일의 배치의 정보가 기록되는 트랙의 유저 영역에

의 설정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 정보 기록 장치는, 대체 영역, 및 유저 영역을 설정함과 함께 기록 매체를 초기화하는 초기화 수단과, 파일이

기록되는 트랙을, 파일의 속성에 따라서, 유저 영역에 설정하는 설정 수단과, 파일의 속성에 기초하여, 기록 매체 상에 설

정된 소정의 트랙에 파일을 기록하는 기록 수단과, 기록 매체에 기록된 파일의 배치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 수단을 제

어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고, 기록 매체 상에 파일이 추기된 경우, 또는, 기록되어 있던 파일이 갱신된 경우, 제어 수단은,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파일을 파일의 속성에 기초하여, 설정 수단에 의해 설정된 소정의 트랙의 영역 상에, 갱신

되기 전의,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파일의 대체로서 기록하도록 기록 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기록 매체는, 1회 기록용으로 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기록 매체는, 1회 기록용의 청자색 레이저를 사용하여 기록 재생되는 광 디스크로 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파일은, UDF로 관리되는 파일로 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가 갱신된 경우, 제어 수단에는, 갱신되기 전의,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파일의 기

록 위치의 논리 어드레스를 변경하지 않고서,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파일을 파일의 속성에 기초하여, 설정 수단

에 의해 설정된 트랙 상에, 갱신되기 전의,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파일의 대체로서 기록하도록 기록 수단을 제어

시키도록 할 수 있다.

상기 초기화 수단에는,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중, 볼륨 구조의 정보, 앵커 정보, 또는 파일 구조의 정보 중의 적어도 1

이상의 배치를 고정적으로 설정하여 기록 매체를 초기화시키도록 할 수 있고,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가 갱신된 경우,

제어 수단에는,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중, 초기화 수단에 의해 고정적으로 배치가 설정되어 있는, 볼륨 구조의 정보,

앵커 정보, 또는 파일 구조의 정보 중의 적어도 1 이상의 정보를 대체 영역, 또는, 유저 영역 상에, 갱신되기 전의, 기록 매

체 상의 배치의 정보의 대체로서 기록하도록 기록 수단을 제어시키도록 할 수 있다.

상기 초기화 수단에는,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중, 볼륨 구조의 정보, 앵커 정보, 또는 파일 구조의 정보 중의 적어도 1

이상의 배치를 볼륨 스페이스의 선두 부분에 고정적으로 설정하여 기록 매체를 초기화시키도록 할 수 있고, 기록 매체 상

의 배치의 정보가 갱신된 경우, 제어 수단에는,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중, 초기화 수단에 의해 고정적으로 볼륨 스페

이스의 선두 부분에 배치가 설정되어 있는, 볼륨 구조의 정보, 앵커 정보, 또는 파일 구조의 정보 중의 적어도 1 이상의 정

보를 대체 영역, 또는, 유저 영역 상에, 갱신되기 전의,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의 대체로서 기록하도록 기록 수단을 제

어시키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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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 수단에는, 또한, 파일을 파일의 속성에 기초하여, 설정 수단에 의해 설정된 대체 영역, 또는, 유저 영역 상에 기록

하도록 기록 수단을 제어시키도록 할 수 있다.

상기 초기화 수단에는, 대체 영역, 및 유저 영역 외에, DL(Defect List)을 설정함과 함께 기록 매체를 초기화시키도록 할

수 있다.

상기 DL의 대체원과 대체처를 클러스터 단위로 갱신하는 DL 갱신 수단과, 갱신 수단에 의해 클러스터 단위로 대체처와 대

체원이 갱신된 DL에 있어서의, 대체처의 클러스터가 연속한 배치로 되도록, DL의 대체처를 재배치하는 재배치 수단을 더

마련하도록 하게 할 수 있고,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가 갱신된 경우, 제어 수단에는, 재배치 수단에 의해 대체처의 클

러스터가 연속한 배치로 되도록 재배치된 DL에 기초하여,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를 대체 영역, 또는, 유저 영역 상에,

갱신되기 전의,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의 대체로서 기록하도록 기록 수단을 제어시키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정보 기록 방법은, 대체 영역, 및 유저 영역을 설정함과 함께 기록 매체를 초기화하는 초기화 스텝과, 파일이

기록되는 트랙을, 파일의 속성에 따라서, 유저 영역에 설정하는 설정 스텝과, 파일의 속성에 기초하여, 기록 매체 상에 설

정된 소정의 트랙에 파일을 기록하는 기록 스텝과, 기록 매체에 기록된 파일의 배치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 스텝의 처

리를 제어하는 제어 스텝을 포함하고, 기록 매체 상에 파일이 추기된 경우, 또는, 기록되어 있던 파일이 갱신된 경우, 제어

스텝의 처리는,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파일을 파일의 속성에 기초하여, 설정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설정된 소정의

트랙의 영역 상에, 갱신되기 전의,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파일의 대체로서 기록하도록 기록 스텝의 처리를 제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 기록 매체의 프로그램은, 대체 영역, 및 유저 영역을 설정함과 함께 기록 매체의 초기화를 제어하는 초기화

제어 스텝과, 파일이 기록되는 트랙의, 파일의 속성에 따른, 유저 영역에의 설정을 제어하는 설정 제어 스텝과, 파일의 속

성에 기초한, 기록 매체 상에 설정된 소정의 트랙에의 파일의 기록을 제어하는 기록 제어 스텝과, 기록 매체에 기록된 파일

의 배치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 제어 스텝의 처리에서의 동작을 제어하는 동작 제어 스텝을 포함하고, 기록 매체 상에

파일이 추기된 경우, 또는, 기록되어 있던 파일이 갱신된 경우, 동작 제어 스텝의 처리는,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파일을 파일의 속성에 기초하여, 설정 제어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설정된 소정의 트랙의 영역 상에, 갱신되기 전의, 기록 매

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파일의 대체로서 기록하도록 기록 제어 스텝의 처리에서의 동작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 프로그램은, 대체 영역, 및 유저 영역을 설정함과 함께 기록 매체의 초기화를 제어하는 초기화 제어 스텝과,

파일이 기록되는 트랙의, 파일의 속성에 따른, 유저 영역에의 설정을 제어하는 설정 제어 스텝과, 파일의 속성에 기초한,

기록 매체 상에 설정된 소정의 트랙에의 파일의 기록을 제어하는 기록 제어 스텝과, 기록 매체에 기록된 파일의 배치의 정

보를 기록하도록, 기록 제어 스텝의 처리에서의 동작을 제어하는 동작 제어 스텝을 포함하는 처리를 컴퓨터에 실행시키고,

기록 매체 상에 파일이 추기된 경우, 또는, 기록되어 있던 파일이 갱신된 경우, 동작 제어 스텝의 처리는, 기록 매체 상의 배

치의 정보, 및 파일을 파일의 속성에 기초하여, 설정 제어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설정된 소정의 트랙의 영역 상에, 갱신되기

전의,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파일의 대체로서 기록하도록 기록 제어 스텝의 처리에서의 동작을 제어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1 정보 기록 장치 및 방법, 및 제1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대체 영역, 및 유저 영역이 설정됨과 함께 기록 매체

가 초기화되고, 파일이 기록되는 트랙이, 파일의 속성에 따라서, 유저 영역으로 설정되고, 적어도 기록 매체에 기록된 파일

의 배치의 정보가 기록되는 트랙이 유저 영역으로 설정된다.

본 발명의 제2 정보 기록 장치 및 방법,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대체 영역, 및 유저 영역이 설정됨과 함께 기록 매체가 초

기화되고, 파일이 기록되는 트랙이, 파일의 속성에 따라서, 유저 영역으로 설정되고, 파일의 속성에 기초하여, 기록 매체

상에 설정된 소정의 트랙에 파일이 기록되고, 기록 매체에 기록된 파일의 배치의 정보가 기록되고, 기록 매체 상에 파일이

추기된 경우, 또는, 기록되어 있던 파일이 갱신된 경우,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파일이 파일의 속성에 기초하여, 설

정된 소정의 트랙의 영역 상에, 갱신되기 전의, 기록 매체 상의 배치의 정보, 및 파일의 대체로서 기록하도록 기록된다.

본 발명의 정보 기록 장치는, 독립된 장치여도 되고, 정보 기록 처리를 행하는 블록이어도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동일한 논리 어드레스 상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를 갱신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파일 시스템 정보의 갱

신에 있어서 논리 어드레스를 갱신할 필요가 없어져, 라이트앳원스 미디어에서의 파일 시스템 정보의 갱신을 용이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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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 수 있다. 또한, 갱신 후의 파일 시스템 정보를 갱신 전의 파일 시스템 정보의 대체로서 기록할 때, 클러스터 단위로 대

체원과 대체처의 정보를 정리한 상태의 DL을 생성하여,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파일의 속성마다 설정되는 트

랙에 파일이 기록됨으로써, 파일을 고속으로 판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과 함께, 그 배치에 의하여 기록 매체의 손상에 대

한 내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파일 시스템 정보의 갱신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을 적용한 기록 재생 장치의 일 실시 형태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도 2의 기록 재생 기구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그룹 관리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도 4의 그룹 관리에 의해 생성되는 디렉토리와 파일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그룹 관리의 그 밖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도 6의 그룹 관리에 의해 생성되는 디렉토리와 파일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UDF에 의한 파일에의 액세스 수순을 설명하는 도면.

도 9는 UDF에 의한 파일에의 액세스 수순을 설명하는 도면.

도 10은 파일 시스템 정보를 가상 어드레스에 배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1은 파일 시스템 정보를 가상 어드레스에 배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2는 파일 시스템 정보를 가상 어드레스에 배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3은 기록 매체가 BD-R인 경우의 기록 방식을 설명하는 도면.

도 14는 포맷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15는 SA 영역의 설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6은 SA 영역의 설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7은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18은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19는 기록 재생 기구부의 다른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

도 20은 도 19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21은 도 19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22는 기록 재생 기구부의 또 다른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

도 23은 도 22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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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는 도 22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25는 기록 재생 기구부의 또 다른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

도 26은 도 2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27은 도 2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28은 기록 재생 기구부의 또 다른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

도 29는 도 28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30은 도 28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31은 기록 재생 기구부의 또 다른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

도 32는 도 31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33은 도 31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34는 도 31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35는 기록 재생 기구부의 또 다른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

도 36은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포맷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37은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포맷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38은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39는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그 밖의 포맷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40은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그 밖의 포맷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41은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그 밖의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42는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또한 그 밖의 포맷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43은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또한 그 밖의 포맷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44는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또한 그 밖의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45는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또한 그 밖의 포맷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46은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또한 그 밖의 포맷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47은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또한 그 밖의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48은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또한 그 밖의 포맷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49는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또한 그 밖의 포맷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50은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또한 그 밖의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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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1은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또한 그 밖의 포맷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52는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또한 그 밖의 포맷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53은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또한 그 밖의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54는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또한 그 밖의 포맷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55는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또한 그 밖의 포맷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56은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또한 그 밖의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57은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또한 그 밖의 포맷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58은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또한 그 밖의 포맷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59는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또한 그 밖의 기입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60은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대체 정보 관리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61은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대체 정보 관리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62는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대체 정보 관리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63은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대체 정보 관리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64는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실제 기록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65는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실제 기록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66은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실제 기록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67은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그 밖의 실제 기록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68은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그 밖의 실제 기록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69는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기록 매체의 장착 시의 실제 기록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70은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에 의한 기록 매체의 장착 시의 실제 기록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부호의 설명]

22: 기록 재생 기구부

51: 제어부

52: 기록부

53: 기록 재생 블록

54: 재생부

61: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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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

63: 대체 정보 관리부

63a: 메모리

64: 대체 정보 생성부

64a: 메모리

71: ECC 부호화부

72: 변조부

73: 기입부

81: 기록 매체

91: 판독부

92: 복조부

93: ECC 복호부

301: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

302: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

303: 대체 정보 관리부

303a: 메모리

304: 대체 정보 생성부

304a: 메모리

311: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

312: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

313: 대체 정보 관리부

313a: 메모리

314: 대체 정보 생성부

314a: 메모리

331: 제어부

341: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

342: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3 -



343: 대체 정보 관리부

343a: 메모리

344: 대체 정보 생성부

344a: 메모리

351: 제어부

361: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

362: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

363: 대체 정보 관리부

363a: 메모리

364: 대체 정보 생성부

364a: 메모리

371: 제어부

381: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

382: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

383: 대체 정보 관리부

383a: 메모리

384: 대체 정보 생성부

384a: 메모리

391: 제어부

401: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

402: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

403: 대체 정보 관리부

403a: 메모리

404: 대체 정보 생성부

404a: 메모리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도 2는 본 발명을 적용한 기록 재생 장치(1)의 일 실시 형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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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Central Processing Unit)(11)는, ROM(Read Only Memory)(12), 또는 기억부(18)에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따

라서 각종 처리를 실행한다. RAM(Random Access Memory)(13)에는, CPU(11)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이

적절하게 기억된다. 이들 CPU(11), ROM(12), 및 RAM(13)은, 버스(14)에 의해 서로 접속되어 있다.

CPU(11)에는, 버스(14)를 통하여 입출력 인터페이스(15)가 접속되어 있다. 입출력 인터페이스(15)에는, 키보드, 마우스,

마이크로폰 등으로 이루어지는 입력부(16), 디스플레이, 스피커 등으로 이루어지는 출력부(17)가 접속되어 있다. CPU

(11)는, 입력부(16)로부터 입력되는 명령에 대응하여 각종 처리를 실행한다. 그리고, CPU(11)는, 처리의 결과 얻어진 화

상이나 음성 등을 출력부(17)에 출력한다.

입출력 인터페이스(15)에 접속되어 있는 기억부(18)는,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 등으로 구성되며, CPU(11)가 실행하는 프

로그램이나 각종의 데이터를 기억한다. 통신부(19)는, 외부의 서버 등의 정보 처리 장치와 인터넷이나 인트라넷 등으로 대

표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통신한다.

또한, 기억부(18)는, 각종의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있고, CPU(11)는, 이들 프로그램을 판독하여 대응하는 처리를 실행한

다. 기억부(18)는, 예를 들면, 기본 프로그램인 OS나, 드라이버를 기억하고 있다. 기억부(18)에 기억되는 프로그램은, 전술

한 이외에도, 통신부(19)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기억하도록 하여도 된다.

화상·음성 코덱(20)은, 드라이브(30)에 접속된 자기 디스크(41), 광 디스크(42), 광 자기 디스크(43), 혹은 반도체 메모리

(44)나, 나아가서는,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기록 매체(81)(도 3)로부터 판독된, 소정의 압축 방식으로 압축되어 있는 화

상이나 음성의 파일을 소정의 신장하여 외부 접속 I/F(Interface)(21)나, 출력부(17)에 공급한다. 또한, 화상·음성 코덱(20)

은, 입력부(16)나 외부 접속 I/F(21)로부터 공급되는 화상 신호나 음성 신호를 소정의 방식으로 압축하여, 드라이브(30)에

접속된 자기 디스크(41), 광 디스크(42), 광 자기 디스크(43), 혹은 반도체 메모리(44)나, 나아가서는, 기록 재생 기구부

(22)의 기록 매체(81)(도 3)에 기록시킨다.

기록 재생 기구부(22)는, 광 자기 기록 매체인, 예를 들면, Blu-Ray Disc(상표) 등의 기록 매체(81)(도 3)에 소정의 정보를

기록시키거나, 또는, 기록 매체(81)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한다. 또한,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상세한 구성에 대해서는, 도

3을 참조하여 후술한다.

입출력 인터페이스(15)에 접속되어 있는 드라이브(30)는, 자기 디스크(41), 광 디스크(42), 광 자기 디스크(43), 혹은 반도

체 메모리(44) 등이 장착되었을 때, 이들을 구동하여,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을 취득한다. 취득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서 기억부(18)에 전송되어, 기억된다.

다음으로, 도 2의 기록 재생 장치(1)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CPU(11)는, 입력부(16)로부터, 외부 접속 I/F(21)를 통하여 공급된 입력 데이터의 기록이 지시되면, ROM(12), RAM(13),

또는, 기억부(18)에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화상 음성 코덱(20)을 제어해서, 소정의 압축 방법으로 입력 데이

터를 압축시켜, 기록 재생 기구부(22)에 공급하고, 후술하는 기록 매체(81)(도 3)에 입력 데이터를 기록시킨다.

또한, 입력부(16)로부터, 기록 재생 기구부(22)에 장착된 기록 매체(81)에 기록된 데이터의 재생이 지시되면, ROM(12),

RAM(13), 또는, 기억부(18)에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기록 재생 기구부(22)를 제어해서, 기록 매체(81)에

기록된 데이터를 재생시켜, 화상 음성 코덱(20)에 공급시킴과 함께, 화상 음성 코덱(20)을 제어해서, 소정의 신장 방법으로

입력 데이터를 신장시켜, 외부 접속 I/F(21)를 통하여 외부에 출력하거나, 또는, 출력부(17)에 출력시켜, 표시시키거나, 혹

은, 음성을 출력시킨다.

다음으로, 도 3을 참조하여,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상세한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어부(51)는,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동작의 전체를 제어하고 있으며, CPU(11)로부터 공급되어 오는 제어 신호에 기초

하여, 기록부(52)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기록 매체(81)에 대하여 정보를 기록시키거나, 또는, 재생부(54)를 제

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기록 매체(81)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판독시키거나 한다.

제어부(51)의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입력 데이터의 파일의 속성에 기초하여, 입력 데이터 중의 소정의 속성의 파

일마다 그룹화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기록 위치를 결정하여, 파일을 기록함과 함께, 이들 정보에 기초하여, 파일 시스템

정보를 생성하여, 기록부(52)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에 기록시킨다. 이 때,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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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상의 User 영역, 또는, SA(SA: Spare Area) 영역 중 어느 하나에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를 기록시킨다. 또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의 초기화부(62a)는, 기록 매체(81)를 포맷할 때, 기록 영역을 설정함과

함께, 대체 섹터로 이루어지는 SA 영역을 설정한다. 대체 섹터는, 물리적으로 기록 매체(81) 상의 섹터가 파괴된 경우, 그

파괴되어 있는 섹터 대신에 정보를 기록하는 섹터이다. 이 때, 물리적인 기록 매체(81) 상의 기록 어드레스는 변경되지만,

대체 섹터가 이용되어도, 논리 어드레스는, 변경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논리 어드레스를 이용한 정보의 기록, 또는, 판독

에 있어서는, 대체 섹터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동작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제어부(51)의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

부(62)는,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되었던 경우, 기입부(73)를 제어해서,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를 SA 영역에 기록시킨다.

제어부(51)의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61)는, 재생부(54)로부터 공급되는 메인 또는 미러의 어느 한쪽의 파일 시스템 정

보를 판독하고, 이 파일 시스템 정보에 기초하여, 소정의 파일을 판독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61)

는, 판독부(91)를 제어하여 User 영역, 또는, SA 영역 중 어느 하나에 기록된 파일 시스템 정보,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

커 정보를 판독시킨다. 또한,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서는, 기록 매체(81)에 정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동일한 파일

시스템 정보를 각각 메인 파일 시스템 정보, 및, 미러 파일 시스템 정보로서 기록시킴으로써, 어떠한 사정으로 어느 한쪽의

파일 시스템 정보가 파괴되더라도, 다른 쪽을 이용할 수 있는 2중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이후에 있어서는, 메인 파일 시

스템 정보를 메인 FS라고도 칭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미러 파일 시스템 정보에 대해서는, 미러 FS라고도 칭하는 것으로

한다.

대체 정보 관리부(63)는, 기입 처리가 실행될 때, 기입되는 데이터가 덮어쓰기 처리인 경우, 클러스터 단위로 논리적인 어

드레스 상의 데이터의 원래의 위치(대체원의 위치)와, 덮어쓰기되는 데이터가 기록되는 논리적인 어드레스 상의 위치(대

체처의 위치)를 대응시켜, DL(Defect List)로서 메모리(63a)에 기억시킨다.

대체 정보 생성부(64)는, 데이터를 기록 매체(81)에 기록시킬 때, 대체 정보 관리부(63)의 메모리(63a)에 기록되어 있는

DL을 판독하고, 클러스터 단위의 대체원과 대체처의 정보로부터, 대체처의 클러스터의 위치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연속 영역을 DL 상의 하나의 리스트로서 갱신하여, 데이터를 연속적인 영역에 모아서 기록시킨다. 또한, 대체 정보

생성부(64)는, 데이터를 기록 매체(81)에 기록시킬 때, 대체 정보 관리부(63)의 메모리(63a)에 기록되어 있는 DL을 판독

하고, 대체처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DL의 복수의 대체처를 하나로 모으도록 대체처의 배치를 변경하여,

연속 영역을 구성한 후, 그 연속 영역을 하나의 리스트로서 갱신하여, 데이터를 연속적인 영역에 모아서 기록시킨다.

기록 재생 블록(53)은, 기입부(73), 또는, 판독부(91)에 의해 제어되고, 기록 매체(81)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한다. 기록 매체(81)는, 기계적, 광학적, 자기적, 또는, 자기 광학적으로 기록 가능한 것으로, 반복 기입이 가능한

것(예를 들면, BD-RW(Blu-Ray Disc-Rewritable), DVD-RW(Digital Versatile Disc-Rewritable), 또는 DVD-RAM

(Digital Versatile Disc-Random Access Memory)을 포함함)이어도 되고, 1회 기입만이 가능한 것(예를 들면, BD-R

(Blu-Ray Disc-Recordable), DVD-R(Digital Versatile Disc-Recordable), 또는, DVD-ROM(Digital Versatile Disc-

Read Only Memory)을 포함함) 등, 그 형식은 막론하고, 데이터를 기록, 또는, 재생할 수 있는 디스크형의 기록 매체이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 재생 블록(53)은, 이들 기록 매체(81)에 대응하여 기록 재생할 수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라도 된

다. 특히, 청자색 레이저를 사용하여 기록 재생을 행하는 광 디스크와 같이 대용량의 기록 매체에서 유용하다.

ECC 부호화부(71)는, 입력에 오류 정정 부호를 부가하고, 부호화하여, 변조부(72)에 출력한다. 변조부(72)는, ECC 부호

화부(71)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변조하여, 기입부(73)에 출력한다. 기입부(73)는, 변조부(72)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기

록 재생 블록(5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에 기입하는 처리를 실행시킨다.

재생부(54)의 판독부(91)는, 기록 매체(81)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판독한다. 복조부(92)는, 판독부(91)가 기록 매체(81)

로부터 판독한 데이터를 복조하여, ECC 복호부(93)에 공급한다. ECC 복호부(93)는, 복조부(92)로부터 공급된 데이터를,

통상의 파일(예를 들면, AV(Audio Visual) 스트림 데이터 등)과 파일 시스템 정보로 분리하여, 통상의 파일을 출력 데이터

로서 출력하고, 파일 시스템 정보를 제어부(51)에 출력한다.

다음으로, 도 4를 참조하여,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에 의해 그룹화하여 관리되는 입력 데이터의 파일의 관리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기록 매체(81)는, 기본적으로 UDF 형식으로 파일이 기록된다. 따라서, 이후에 기술되는 관리 구조

에 따라서, 각 파일은, UDF 형식으로 기록 매체(81)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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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재기입 가능한 기록 매체에 AV 스트림 데이터를 기록할 때에, 각종 데이터 파일을 관리하는 경우의 예에 대하여

도시한 것이며, 그 관리 구조는, Blu-Ray Disc Rewritable(상표) 규격의 관리 구조에 준거한 것이다. 도 4에서는, 도면 중

위에서부터 콘텐츠 관리 레이어, 플레이 리스트 레이어, 및, 클립 레이어의 3개의 레이어가 도시되어 있다. 또한, 이 관리

구조는, Blu-Ray Disc Recordable(상표)의 관리 구조에도 대응하고 있다.

여기서, 콘텐츠 관리 레이어에는, 플레이 리스트 관리 테이블(111), 및, 썸네일 관리 테이블(112)이 속해 있다. 또한, 플레

이 리스트 레이어에는, 플레이 리스트(113-1 내지 113-3)가 속해 있다. 또한, 클립 레이어에는, 클립 정보(121-1 내지

121-3)가 속해 있다. 또한, 이하에 있어서, 플레이 리스트(113-1 내지 113-3), 및, 클립 정보(121-1 내지 121-3)를 각각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단순히, 플레이 리스트(113), 및, 클립 정보(121)를 칭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구성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로 칭하는 것으로 한다.

AV 스트림(131)의 파일과 클립 정보(121)의 파일(AV 스트림의 속성 정보를 가짐)의 2개를 합친 것은, 특히 클립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AV 스트림(131)은, 예를 들면 MPEG-TS(Moving Picture Experts Group-Transport Stream) 데이터이

며, Video, Audio, 또는 자막 등의 정보를 다중화한 구조의 파일이다. 또한, AV 스트림(131)은, 재생 시의 제어를 행하기

위한 커맨드 정보도 다중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도면 중에서는, 커맨드 정보가 다중화되어 있는 예가 도시되어 있다.

플레이 리스트는 클립의 특정 범위를 재생 개시점과 재생 종료점을 사용하여 참조하는 플레이 아이템을 복수 갖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1개의 플레이 리스트에 의해 복수의 재생 시퀀스를 연속하여 재생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저에

게 플레이 리스트의 일람을 제시하기 위한 플레이 리스트 관리 테이블(111), 및 썸네일 표시 기능에 사용하는 썸네일 관리

테이블(112)과, 각각에 대응하는 썸네일 파일(141-1, 141-2) 및 썸네일 파일(151-1, 151-2)이 존재한다.

1개의 AV 스트림(131)과, 그것의 부속 정보의 페어를 1개의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클립이라고 부른다. AV 스트

림 파일은 AV 스트림 파일이라고 불리고, 그 부속 정보는, 클립 정보(121)라고 불린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등에서 이용하는 파일은, 바이트 열로서 취급되지만, AV 스트림(131)의 콘텐츠는, 시간축 상에 전개

되고, 플레이 리스트(113)는, 클립 정보(121) 중의 액세스 포인트를 주로 타임 스탬프로 지정한다. 플레이 리스트(113)에

의해, 클립 중의 액세스 포인트의 타임 스탬프가 공급되었을 때, 클립 정보(121)는, AV 스트림(131) 중에서 스트림의 디코

드를 시작해야 할 어드레스 정보(바이트 오브 데이터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용된다.

플레이 리스트(113)는, 클립 중에서 유저가 보고 싶은 재생 구간을 선택하고, 그것을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

로 하여 도입된 것이다. 1개의 플레이 리스트(113)는, 클립 중의 재생 구간의 집합이다. 임의의 클립 중의 1개의 재생 구간

은, 플레이 아이템이라고 불리고, 그것은, 시간축 상의 IN점과 OUT점의 페어로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리스트

는, 플레이 아이템의 집합이다.

도 4에 있어서, 파일은, 사용·갱신 빈도, 그룹에 속하는 파일의 최대 합계 사이즈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그룹화된다. 플레이

리스트 관리 테이블(111), 썸네일 관리 테이블(112), 및 플레이 리스트(113)는 그룹 1로, 클립 정보(121)는 그룹 2로, 메

뉴용 썸네일 파일(141, 142)은 그룹 3으로, 마크용 썸네일 파일(151, 152)은 그룹 4로 분류된다.

이들 그룹화되는 파일은, AV 스트림(131)을 재생할 때에, 필요하게 되는 관리 데이터이다. 이들 관리 데이터를 추출하여

1개소에서 관리함으로써, 관리 데이터를 신속하게 판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AV 스트림 데이터를 고속으

로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상에서는, AV 스트림(131)의 관리 데이터의 파일을 그룹화하는 예에 대해서 설명해 왔지만, Blu-ray Disc

Rewritable 규격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은 파일을 그룹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도면 중에서는, AV 스트림(131)의 관

리 데이터의 파일과는 상이한 파일의 그룹으로서, 그룹 X가 정의되고, 파일(161-1, 161-2)이 그 그룹에 속해 있다. 또한,

도면 중의 파일(171-1, 171-2)은, 그룹화되지 않는 파일임이 나타내어져 있다. 또한, AV 스트림(131)은, 관리 데이터가

아니므로 그룹화 관리되고 있지 않다.

도 5에, 기록 매체(81)에 기록되는 Blu-Ray Disc Rewritable Format(BD-RE)으로 정의되는 Blu-Ray Disc Audio

Visual(BDAV) 정보의 디렉토리 구조의 예를 도시한다. 또한, root 디렉토리 하에, 이들 이외의 디렉토리를 만들어도 되지

만, 이들은, BDAV 전용 재생 장치에 있어서는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도 5의 디렉토리 구조는, Blu-Ray Disc

Recordable(BD-R) 상에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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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root 디렉토리는, 1개의 디렉토리를 포함한다.

"BDAV" 디렉토리에는, BDAV 어플리케이션 포맷에 의해 규정되는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가 기록된다. 또한, "BDAV" 디

렉토리는, 이하에 설명하는 디렉토리를 포함한다.

"PLAYLIST" 디렉토리에는, 플레이 리스트(113)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기록된다. 또한, 이 디렉토리는, 플레이 리스트

(113)가, 가령 1개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정된다.

"CLIPINF" 디렉토리에는, 클립의 데이터베이스가 기록된다. 이 디렉토리는, 클립이, 가령 1개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정된다.

"STREAM" 디렉토리에는, AV 스트림 파일이 기록된다. 이 디렉토리는, AV 스트림 파일이, 가령 1개도 존재하지 않는 경

우에도 설정된다.

"BACKUP" 디렉토리에는, 그룹 1, 2로 분류되는 파일의 백업 파일이 기록된다. 이 디렉토리는, 그룹 1, 2로 분류되는 파일

이, 가령 1개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정된다.

"PLAYLIST" 디렉토리는, Real PlayList와 Virtual PlayList의 2종류의 PlayList 파일을 기록하고 있다. 도 5의 경우,

11111.rpls, 22222.vpls가, 기록되어 있다. 이 중 "xxxxx.rpls"로 나타낸 파일은, 1개의 Real PlayList에 관련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플레이 리스트마다, 1개의 파일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xxxxx"는, 5개의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이다.

"yyyyy.vpls"로 나타낸 파일은, 1개의 Virtual PlayList에 관련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플레이 리스트마다, 1개의 파

일이 만들어진다. 파일명은, "yyyyy.vpls"이다. 여기서, "yyyyy"는, 5개의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이다.

Real PlayList는, 그것이 참조하고 있는 클립의 스트림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즉, Real PlayList는, 그것이 참

조하고 있는 클립의 AV 스트림 부분에 상당하는 데이터 용량을 디스크 중에서 점유한다. AV 스트림이 새로운 클립으로서

기록되는 경우, 그 클립 전체의 재생 가능 범위를 참조하는 Real PlayList가 생성된다. Real PlayList의 재생 범위의 일부

분이 소거된 경우, 그것이 참조하고 있는 Clip의 스트림 부분의 데이터도 또한 소거된다.

Virtual PlayList는, 클립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간주된다. Virtual PlayList가 변경 또는 소거되었다고 하더라

도, 클립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 또한, 본 명세서의 설명에서는, Real PlayList와 Virtual PlayList를 총칭하여 단순

히, 플레이 리스트라고 칭하는 것으로 한다.

"CLIPINF" 디렉토리는, 각각의 AV 스트림 파일에 대응하여, 1개의 파일을 유지하고 있다. 도 5의 경우, 01000.clpi,

02000.clpi가 유지되어 있다.

"zzzzz.clpi"로 나타낸 파일은, 1개의 AV 스트림(131)에 대응하는 클립 정보(121)이다. 파일명은, "zzzzz.clpi"이며, 여기

서, "zzzzz"는, 5개의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이다.

"STREAM" 디렉토리는, AV 스트림의 파일을 유지한다. 도 5의 경우, 01000.m2ts, 02000.m2ts가 유지되어 있다.

"zzzzz.m2ts"로 나타낸 파일은, AV 스트림(131)의 파일이다. 파일명은, "zzzzz.m2ts"이며, 여기에서 "zzzzz"는, 5개의 0

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이다. 또한, 1개의 AV 스트림(131)의 파일과 그것에 대응하는 클립 정보(121)는, 동일한 5개의 숫

자 "zzzzz"가 파일명으로서 설정된다.

또한, "BDAV" 디렉토리에는, 바로 아래에 썸네일 파일(141-1, 141-2)에 대응하는 menu1.tdt, menu2.tdt가 유지되어 있

고, 또한, 썸네일 파일(151-1, 151-2)에 대응하는 mark1.tdt, mark2.tdt가 유지되어 있다. 또한, 플레이 리스트 관리 테

이블(111)에 대응하는 info.bdav, 썸네일 관리 테이블(112)에 대응하는 menu.tidx, mark.tidx가 유지되어 있다.

또한, "root" 디렉토리 바로 아래에는, "DATA1" 디렉토리, 및, "DATA2" 디렉토리가 설정되어 있고, 각각 그룹 관리되는

파일로서, 파일(161-1, 161-2)에 대응하는 File1.dat, File2.dat …, 및, 파일(171-1, 171-2)에 대응하는 FileA.dat,

FileB.dat …가 유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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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에 도시되는 디렉토리 하에서 관리되는 파일 및 디렉토리에 있어서,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썸네일 파일(141-1,

141-2)에 대응하는 menu1.tdt, menu2.tdt는 그룹 3으로서, 썸네일 파일(151-1, 151-2)에 대응하는 mark1.tdt,

mark2.tdt는, 그룹 4로서, 플레이 리스트 관리 테이블(111)에 대응하는 info.bdav, 썸네일 관리 테이블(112)에 대응하는

menu.tidx, mark.tidx, 및, "PLAYLIST" 디렉토리에 유지되어 있는 11111.rpls, 22222.vpls는, 그룹 1로서, 그리고,

"CLIPINF" 디렉토리에 유지되어 있는 01000.clpi, 02000.clpi는, 그룹 2로서 각각 그룹화되어 유지되어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이 그룹화되어 관리되는 BDAV 전용 파일 이외에, "DATA1" 디렉토리에 유지되어 있는 파일(161-1,

161-2)에 대응하는 File1.dat, File2.dat는, 그룹 X로서 그룹화되어 있다.

도 4, 도 5에서는, Blu-Ray Disc Rewritable(재기입 가능한 기록 매체)의 규격에 기초하여, UDF 형식으로 기록 매체(81)

에 기록되는 경우의 그룹화에 있어서의 관리 구조를 도시했지만, 다음으로, 도 6, 도 7을 참조하여, Blu-Ray Disc ROM(판

독 전용의 기록 매체)에 있어서의 그룹화의 관리 구조(논리 포맷)의 예를 도시한다. 도 5에서는, HD(High Density) 무비

콘텐츠를 기록한 경우의 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있다.

또한, 도 6에 있어서, 플레이 리스트(221-1 내지 221-3), 클립 정보(231-1 내지 231-3), AV 스트림(232-1 내지 232-

3), 파일(251-1, 251-2), 및, 파일(261-1, 261-2)은, 도 4에서의 플레이 리스트(113-1 내지 113-3), 클립 정보(121-1

내지 121-3), AV 스트림(131-1 내지 131-3), 파일(161-1, 161-2), 및, 파일(171-1, 171-2)과 마찬가지의 것이므로,

그 설명은 적절하게 생략한다.

도 4에서 설명한 클립 정보(231), 및, 플레이 리스트(221)의 상위에, 재생 프로그램(211-1, 211-2)(무비 오브젝트), 및,

타이틀(201, 202)의 2개의 레이어가 존재한다. 재생 프로그램(211)(무비 오브젝트)은 재생할 플레이 리스트의 지정 외에,

유저의 조작에 대한 응답, 타이틀(201 또는 202) 간의 점프, 재생 시퀀스의 분기 등, HD 무비 콘텐츠의 제시에 필요한 기

능을 프로그래머블하게 제공하고 있다.

타이틀(201, 202)은 유저로부터 인식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재생을 시작하기 위한 인덱스로서 사용된다. 타이틀(201,

202)은 실행하는 무비 오브젝트를 1개 지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통상의 타이틀 이외에, 최초로 자동적으로 재생

되는 타이틀, 메뉴를 표시하기 위한 타이틀도 존재한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203, 204)은, 확장 어플리케이션인 게임이나 Web 콘텐츠를 실행시키는 것

이며, 이 때, 재생 프로그램(실행 Object)(212-1, 212-2)을 기동시켜 실행시킨다. 재생 프로그램(212)은, 플레이 리스트

를 사용하는 경우와 플레이 리스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재생 프로그램(212)은, 이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

램(203, 204)에 있어서는 임의의 화상 파일(241), 음성 파일(242), 파일(243)을 참조할 수 있다.

HD 무비 콘텐츠를 나타내는 타이틀(201, 202), 및, 어플리케이션(202, 203)은, 또한 그 수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며, 도 6

에서는, Other(205)로서 표시되어 있다. 또한, 기록 매체(81) 상에서 혼재하여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며, 도 6은 혼재한 상

태를 도시하고 있다.

도 6에 있어서도, 도 4에 도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일은, 사용·갱신 빈도, 그룹에 속하는 파일의 최대 합계 사이즈에 맞

추어 다음과 같이 그룹화된다. 즉, 타이틀(201, 202), 어플리케이션(203, 204), Other(205), 재생 프로그램(211-1, 211-

2, 212-1, 212-1), 및 플레이 리스트(221-1 내지 221-3)는, 그룹 A로, 클립 정보(231)는 그룹 B로, 화상 파일(241), 음

성 파일(242), 및, 파일(243)은 그룹 C로 분류된다.

또한, 도 6의 그룹 A, B, C는, 도 4의 그룹 1, 2, 3, 4와 마찬가지로 편의적으로 나누어 명칭이 붙여져 있을 뿐이며, 처리하

는 파일의 1군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찬가지의 것이다.

도 7에, 기록 매체(81)에 기록되는 Blu-Ray Disc ROM Format(BD-ROM)으로 정의되는 Blu-Ray Disc Movie(BDMV)

정보의 디렉토리 구조의 예를 도시한다. 또한, root 디렉토리 하에, 이들 이외의 디렉토리를 만들어도 되지만, 이들은,

BDMV 전용 재생 장치에 있어서는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root 디렉토리는, 1개의 디렉토리를 포함한다.

"BDMV"에는, BDMV 어플리케이션 포맷에 의해 규정되는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가 기록된다. 또한, "BDMV" 디렉토리는,

이하에 설명하는 디렉토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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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LIST" 디렉토리에는, 플레이 리스트(221)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기록된다. 또한, 이 디렉토리는, 플레이 리스트

(221)가, 가령 1개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정된다.

"CLIPINF" 디렉토리에는, 클립의 데이터베이스가 기록된다. 이 디렉토리는, 클립이, 가령 1개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정된다.

"STREAM" 디렉토리에는, AV 스트림 파일이 기록된다. 이 디렉토리는, AV 스트림 파일이, 가령 1개도 존재하지 않는 경

우에도 설정된다.

"BACKUP" 디렉토리에는, 그룹 A, B로 분류되는 파일의 백업 파일이 기록된다. 이 디렉토리는, 그룹 A, B로 분류되는 파

일이, 가령 1개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정된다.

"PLAYLIST" 디렉토리는, 도 7의 경우, 11111.rpls, 22222.rpls가, 기록되어 있다. 이 중 "xxxxx.rpls"로 나타낸 파일은,

1개의 Movie PlayList에 관련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플레이 리스트마다, 1개의 파일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xxxxx"

는, 5개의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이다.

"CLIPINF" 디렉토리는, 각각의 AV 스트림 파일에 대응하여, 1개의 파일을 유지하고 있다. 도 7의 경우, 01000.clpi,

02000.clpi가 유지되어 있다.

"zzzzz.clpi"로 나타낸 파일은, 1개의 AV 스트림(232)에 대응하는 클립 정보(231)이다. 파일명은, "zzzzz.clpi"이며, 여기

서, "zzzzz"는, 5개의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이다.

"STREAM" 디렉토리는, AV 스트림의 파일을 유지한다. 도 7의 경우, 01000.m2ts, 02000.m2ts가 유지되어 있다.

"zzzzz.m2ts"로 나타낸 파일은, AV 스트림(232)의 파일이다. 파일명은, "zzzzz.m2ts"이며, 여기에서 "zzzzz"는, 5개의 0

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이다. 또한, 1개의 AV 스트림(232)의 파일과 그것에 대응하는 클립 정보(231)는, 동일한 5개의 숫

자 "zzzzz"가 파일명으로서 설정된다.

또한, "BDMV" 디렉토리에는, 바로 아래에는, 카피 제어 관련 파일로서, Unit_Key_Gen_Value.inf, 및, CPS_CCI.inf가 유

지되어 있고, 또한, 타이틀 관리 테이블의 파일로서 index.bdmv가 유지되어 있다. 또한, 재생 프로그램 관리 테이블로서

MoviObject.bdmv가 유지되어 있다.

또한, "root" 디렉토리 바로 아래에는, "Resource" 디렉토리, "DATA1" 디렉토리, 및, "DATA2" 디렉토리가 설정되어 있

다. 이들 디렉토리는 Blu-Ray Disc ROM Format에 있어서 필수적인 디렉토리는 아니지만,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서 필요

해지는 확장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디렉토리의 예로서 추가한 것이다. "Resource" 디렉토리에는, 그룹 관리되는 파일

인, 화상 파일(241), 음성 파일(242), 및, 파일(243)에 대응하는 Image.jpg, Audio.pcm, 및, Jimaku.txt가 유지되어 있다.

또한, "DATA1" 디렉토리에는, 파일(251-1, 251-2)에 대응하는 File1.dat, File2.dat가 유지되어 있고, 또한, "DATA2"

디렉토리에는, 파일(261-1, 261-2)에 대응하는 FileA.dat, FileB.dat …가 유지되어 있다.

도 7에 도시된 디렉토리 하에서 관리되는 파일 및 디렉토리에 있어서는, Unit_Key_Gen_Value.inf, CPS_CCI.inf,

index.bdmv 및, MoviObject.bdmv, 및, "PLAYLIST" 디렉토리에 유지되어 있는 11111.mpls, 22222.mpls는, 그룹 A로

서, "CLIPINF" 디렉토리에 유지되어 있는 01000.clpi, 02000.clpi는, 그룹 B로서, 그리고, "Resource" 디렉토리에 유지되

어 있는 Image.jpg, Audio.pcm, 및, Jimaku.txt는, 그룹 C로서 각각 그룹화되어 유지되어 있다.

또한, 상기의 그룹 관리되는 파일 이외에, "DATA1" 디렉토리에 유지되어 있는 파일(251-1, 251-2)에 대응하는

File1.dat, File2.dat는, 그룹 X로서 그룹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따른 기록 처리의 설명에 앞서, 도 8, 도 9를 참조하여, 종래의 UDF에 있어서의 파일에의 액세스 수

순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8은, UDF의 Volume Structure 구조의 예를 도시하고 있고, 도 9는, File Structure and Files의 내용을 도시한 것이

다. 여기서는, 도 9에 도시된 " root/BDMV/Unit_Key_Gen_Value.inf"에 액세스하는 경우를 예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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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에 있어서, Volume Structure는 논리 Volume에 관한 정보나 파티션 내부에 기록되어 있는 File Structure의 해석 개

시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것이다. 또한, 도 8에 있어서, 최좌측 열이 LSN(논리 섹터 번호(Logical Sector Number)를,

좌측으로부터 2열째가, Structure를, 우측으로부터 2열째가 Descriptors를, 그리고, 최우측 열이 LBN(논리 블록 번호

(Logical Block Number))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도 9에 있어서, 최좌측 열이 LBN(논리 블록 번호(Logical Block

Number))을, 중앙의 열이, Structure를, 최우측 열이 Descriptors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볼륨 내의 어드레스 정보는 LSN(논리 섹터 번호), 파티션 내의 어드레스는 LBN(논리 블록 번호)으로 표기된다. 또한, 볼

륨 내에 복수의 파티션이 존재하는 경우, Logical Volume Descriptor 내부에 복수의 파티션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또한, 도 8, 도 9에 대해서는, 처리에 필요한 항목만을 설명하고, 처리에 불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설명을 생략

한다.

우선, 도 8의 번호 1로 나타낸 LSN이 256의 위치인 Anchor-1의 앵커 정보(Anchor Volume Descriptor Pointer)를 해석

하고, 번호 2로 나타낸 Volume Descriptor Sequence의 위치를 취득한다. 계속해서, 번호 2로 나타낸 LSN이 32 내지 47

의 위치로 되는 Volume Descriptor Sequence를 해석한다. Volume Descriptor Sequence에는, "Primary Volume

Descriptor", "Implementation Use Volume Descriptor", "Partition Descriptor", "Logical Volume Descriptor",

"Unallocated Spece Descriptor", "Terminating Descriptor", 및, "Trailing Logical Sectors"가 포함되어 있고, 각각,

"Primary Volume Descriptor"는 볼륨을 식별하는 정보를, "Implementation Use Volume Descriptor"는 호환성을 나타

내는 정보를, "Partition Descriptor"는 파티션을 식별하는 정보를, "Logical Volume Descriptor"는 논리 파티션의 위치

를 나타내는 정보를, "Unallocated Spece Descriptor"는 미사용 영역을 나타내는 정보, "Terminating Descriptor"는 영

역의 최후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그리고, "Trailing Logical Sectors"는 남은 영역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 중, 도 8의 번호 3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LSN이 35의 "Logical Volume Descriptor"에 기재된 " Logical Volume

Integrity Sequence"의 위치와, 원하는 파티션의 위치, 파티션 내부의 File Set Descriptor의 위치를 취득한다.

또한, 번호 4로 나타낸 LSN이 48인 "Logical Volume Integrity Sequence"를 해석하고, Volume 정보의 정합성 체크를

행하여, 정합성에 문제가 없으면, 번호 5로 나타낸 LSN 272 내지 272Nall-272의 File Structure and Files의 파티션 내

부를 해석한다. 이상의 수순에서 원하는 파티션에의 액세스를 개시할 수 있다.

계속해서, 도 9의 번호 11로 나타낸 LBN이 (A+1)인 File Set Descriptor에는, root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해석하고, 번호 12로 나타낸 LBN이 (A+3)인 루트 디렉토리의 File Entry(도면에서는, FE(Root Directory)로 나타내어

져 있음)의 위치를 취득한다.

또한, 번호 12로 나타낸 LBN이 (A+3)인 루트 디렉토리의 File Entry(도면에서는, FE(Root Directory)로 나타내어져 있

음)를 해석하고, 루트 디렉토리의 정보가 기재된 위치(LBN=A+4)를 취득한다. 다음으로, 루트 디렉토리의 정보 내에 있는

번호 13으로 나타낸 BDMV 디렉토리의 FID(File Identifier Descriptor)를 해석하고, 번호 14로 나타낸 BDMV 디렉토리

의 FE(File Entry)(도면에서는, FE(BDMV)라고 나타내어져 있음)의 위치(LBN=A+5)를 취득한다.

또한, 번호 14로 나타낸 BDMV 디렉토리의 File Entry를 해석하고, BDMV 디렉토리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위치

(LBN=A+9)를 취득한다.

계속해서, BDMV 디렉토리의 정보를 취득하고, 번호 15로 나타낸 BDMV 디렉토리에 있는 Unit_Key_Gen_Value.inf의

File Identifier Descriptor를 해석하여 Unit_Key_Gen_Value.inf의 File Entry의 위치를 취득한다. 그리고, 번호 16의

Unit_Key_Gen_Value.inf의 File Entry를 해석하여, Unit_Key_Gen_Value.inf의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위치를 취득하

고, Unit_Key_Gen_Value.inf의 데이터가 기록된 어드레스에 액세스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취득한다. 이상의 수순으로 "

번호 17로 나타낸 root/BDMV/Unit_Key_Gen_Value.inf" 파일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UDF2.50 이후에 도입된 메타데이터 파티션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번호 11로 나타낸 File Set Descriptor, 번호 12로 나

타낸 루트 디렉토리의 File Entry, 번호 13으로 나타낸 BDMV 디렉토리의 FID(File Identifier Descriptor), 번호 14로 나

타낸 BDMV 디렉토리의 FE(File Entry), 번호 15로 나타낸 BDMV 디렉토리에 있는 Unit_Key_Gen_Value.inf의 File

Identifier Descriptor, 및 번호 16의 Unit_Key_Gen_Value.inf의 File Entry는 메타데이터 파티션 내에 논리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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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파티션이 기록되어 있는 위치는, 메타데이터 파일의 파일 엔트리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 파티션

내의 데이터를 한번에 메모리에 판독하는 것에 의해, 복수 계층의 디렉토리 하에 보존되어 있는 파일에 액세스할 때에도,

디렉토리를 1단 내릴 때마다 File Identifier Descriptor, File Entry, 디렉토리 정보의 3개의 정보를 개개로 기록 매체 상

으로부터 판독하는 것을 피하고, 메모리 상에 판독되어 있는 메타데이터 파티션의 정보로부터 파일의 판독에 필요한 정보

를 취득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도 10 내지 도 12를 참조하여, 파일 시스템 정보를 가상 어드레스에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파일 시스템 정보는, 파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통상의 물리 파티션 상의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메타데이터 파일로서 1개

소에 모아서 배치된다. 메타데이터 파일 내는 가상 어드레스(파티션의 선두를 어드레스 0으로 함)를 할당할 수 있고, 파일

시스템 정보는 메타데이터 파티션 내에, 이 가상 어드레스를 참조하는 형식으로 구축된다.

즉, 도 9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번호 11로 나타낸 File Set Descriptor, 번호 12로 나타낸 루트 디렉토리의 File Entry, 번

호 13으로 나타낸 BDMV 디렉토리의 FID(File Identifier Descriptor), 번호 14로 나타낸 BDMV 디렉토리의 FE(File

Entry), 번호 15로 나타낸 BDMV 디렉토리에 있는 Unit_Key_Gen_Value.inf의 File Identifier Descriptor, 및 번호 16의

Unit_Key_Gen_Value.inf의 File Entry(file entry)까지의 정보를, 메타데이터 파일 내의 가상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찾아

갈(판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도 10의 상단에 있어서는, 영역 B11에는, MD File FE(Metadata File File-Entry)가 기술되고, 이 기술에 기초하여, 영역

B12에 기록되어 있는 파일 시스템 정보(FS)를 찾아갈 수 있다. 즉, 영역 B12의 MD File FE에는, 물리 파티션에서의 어드

레스 A 내지 A+X의 영역인 영역 B11에 파일 시스템 정보(FS)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타내어져 있다. 또한, 도 10의 하

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술한 파일 시스템 정보(FS)는, 메타데이터 파티션 내의 가상 어드레스 0 내지 X의 영역 P1에 기

술된다.

또한, 메타데이터 파티션은, 물리 파티션에서의 복수의 영역에 배치하여도 된다. 예를 들면, 도 11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

이, 물리 파티션의 어드레스 A 내지 A+X의 영역 B23과 물리 파티션의 어드레스 B 내지 B+Y의 2개소에 배치되어 있었던

경우, 영역 B21의 MD File FE에는, 물리 파티션에 있어서의 어드레스 A 내지 A+X의 영역인 영역 B23과 물리 파티션의

어드레스 B 내지 B+Y인 영역 B22의 2개소에 파일 시스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타내어진다. 그리고, 도 11 하단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타데이터 파티션 내의 가상 어드레스 0 내지 X+Y의 영역 P2에 파일 시스템 정보가 기록되게 된다.

또한, UDF2.50 이후에서 채용되고 있는 기능으로서 메타데이터 파일을 2중으로 배치하여(한 쪽을 메인 메타데이터 파일

(=메인 FS), 다른 쪽을 미러 데이터 파일(미러 FS)이라고 칭하는 동일한 2개의 메타데이터 파일(FS)을 배치해서) 파일 시

스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즉,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물리 파티션의 어드레스 A 내지 A+X의 영역 B32에 파일 시스템 정보인 (메인) 메타데이터

파일이 배치되고, 물리 파티션의 어드레스 B 내지 B+Y의 영역 B34에 파일 시스템 정보인 미러 데이터 파일이 배치되어

있었던 경우, 영역 B31의 MD File FE에는, 물리 파티션에서의 어드레스 A 내지 A+X의 영역인 영역 B32에 메타데이터

파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타내어진다. 그리고, 도 12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타데이터 파티션 내의 가상 어드레스

0 내지 X의 영역 P3에 (메인) 메타데이터 파일로서 파일 시스템 정보가 기록되게 된다. 이 때, 마찬가지로 하여, 영역 B33

의 MDM File FE에는, 물리 파티션에 있어서의 어드레스 B 내지 B+X의 영역인 영역 B34에 미러 데이터 파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타내어진다. 그리고, 전술한 메인 메타데이터 파일과 마찬가지로, 도 12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타데이터

파티션 내의 가상 어드레스 0 내지 X의 영역 P3에 미러 데이터 파일로서 파일 시스템 정보가 기록되게 된다. 이와 같이, 동

일한 메타데이터 파일을 기술함으로써, 파일 시스템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 도 13을 참조하여, 기록 매체(81)가 BD-R인 경우의 기록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BD-R의 기록 방식에는, 시

퀀셜 기록 모드와 랜덤 기록 모드가 존재한다.

시퀀셜 기록 모드는, 기록 매체의 기록 개시 위치(일반적으로, 디스크형 기록 매체의 경우, 디스크 중심부)로부터 소정의

방향으로 정보를 순차적으로 기록해 가는 모드이다. 한편, 랜덤 기록 모드는, 기록 매체 상의 위치를 랜덤하게 설정하여 정

보를 기록하는 모드이다. 디스크형 기록 매체에 있어서는, 시퀀셜 기록 방식으로 기록된 정보 쪽이, 시간적으로 전후의 관

계가 반영된 상태로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판독 속도를 고속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후에서는, 시퀀셜

기록 모드에 있어서, 정보가 기록되는 것으로서 설명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한다. 단,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는, 기록 매

체에 대하여 정보가 기록되는 모드는, 시퀀셜 기록 모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랜덤 기록 모드이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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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은, BD-R의 기록 방식 중 시퀀셜 기록 모드의 개요를 도시한 도면이다.

BD-R에 기록되는 정보는, User 영역에 세션(Session) 단위로 기록된다. 도 13에서는, User 영역에 Session 1, 2로 나타

내어진 2개의 세션이 기술되어 있지만, 그 이상의 세션이어도 되는 것은 물론이다. 세션은, 1 이상의 SRR(Sequential

Recording Ranges)로 구성된다. 또한, 멀티 세션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기록 가능한 세션은, 마지막으로 설정된 세션뿐

이다.

SRR(Sequential Recording Ranges)은, BD-R에 기록되는 정보의 최소 단위인 복수의 클러스터(64KB)로 구성되는 것이

며, CD-R(Compact Disc-Recordable) 미디어에서의 트랙에 상당하는 기록 단위이다. 또한, SRR은, Open 또는 Closed

의 2가지의 상태가 있으며, Open일 때 기록 가능하고, 기록이 종료한 후, Closed로 되면 기록 불능한 상태로 된다. 또한,

세션은, 최대 16개까지 Open 상태로 할 수 있다. 또한, SRR은, 하나의 BD-R에 최대 약 7600개 설정할 수 있다. 도 13에

서는, SRR#1 내지 #5가 설정되어 있고, SRR #1 내지 #4에는, 영역(281-1 내지 281-4)에 이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

이 나타내어져 있다(recoded라고 표시되어 있음). 또한, 영역(281-1 내지 281-4)의 종단부에는, LRA(Last Recoding

Allocation)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최종 기록 위치임이 나타내어져 있다. 또한, 도 13에서는, 세션 #3, #5는, Open 상태이

며, 그 이외의 세션은, Closed의 상태이다. 이 때문에, 세션 #3, #5에서는, LRA의 직후의 위치가, 새롭게 기록을 시작하는

NWA(New Writing Allocation)임이 나타내어져 있다.

다음으로, 도 14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기록 매체(81)의 포맷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스텝 S1에 있어서, 제어부(51)의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의 초기화부(6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

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 상에 SA(Spare Area) 영역을 설정시킨다. 즉, 예를 들면, 기록 매체(81)가 1층식의 BD-R

인 경우,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Disc 내주측과 외주측의 각각의 기록 영역의 단부에 SA 영역이 설정된다.

여기서, 도 15에서는, 도면 중 좌측 방향이 기록 매체(81)의 내주측을 나타내고, 도면 중 우측 방향이 기록 매체(81)의 외

주측을 나타낸다. 또한, 기록 매체(81)에의 기록은, 내주측으로부터 외주측을 향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기록 매체(81)에

는, 내주측 단부에 기록에 기여하지 않는 도입부(Lead in Zone)(정보가 기록되지 않는 영역)와 외주측 단부에 기록에 기여

하지 않는 도출부(Lead out Zone)(정보가 기록되지 않는 영역)가 각각 마련되어 있다.

이 경우, 초기화부(62a)는, 도입부와 도출부의 각각의 인접 영역에, 내주측의 SA 영역(ISA)과 외주측의 SA 영역(OSA)을

각각 설정시킨다. 그 결과, ISA와 OSA의 사이의 영역이, User 영역(User Data Area)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이 User 영역

에 각종의 정보가 기록되게 된다. User 영역 내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내주측으로부터 외주측을 향하여 정보가 기

록되게 되기 때문에, LSN(논리 섹터 번호)은, 도면 중의 화살표로 도시한 바와 같이 내주측으로부터 외주측을 향하여 설정

된다.

또한, 이 ISA 및 OSA의 각각의 영역의 크기는,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ISA 및 OSA의 영역을 크게 설정함으로써,

클러스터의 파괴나, 후술하는 정보의 기입 처리를 안정된 것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만큼, User 영역이 작아지기 때문에, 정

보를 기록하기 위해 유효로 되는 영역이 작아진다.

또한, 예를 들면, 기록 매체(81)가 2층식의 BD-R인 경우, 도 16에 도시한 바와 같이, 1층 면과 2층 면의 각각의 Disc 내주

측과 외주측의 각각의 기록 영역의 단부에 SA 영역이 설정된다.

여기서, 도 16에서는, 도면 중 좌측 방향이 기록 매체(81)의 내주측을 나타내고, 도면 중 우측 방향이 기록 매체(81)의 외

주측을 나타낸다. 또한, 도 16 중의 상단의 L0으로 나타낸 층이, 1층 면의 구성을 도시하고, 도 16중의 하단의 L1로 나타

낸 층이 2층 면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또한, 2층식 BD-R의 경우, 기록 매체(81)에의 기록은, 1층 면에 있어서, 내주측으로부터 외주측을 향하여 이루어지고, 2

층 면에 있어서는, 외주측으로부터 내주측을 향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기록 매체(81)에는, 1층 면에 내주측 단부에 기록에

기여하지 않는 도입부(Lead in Zone0)(정보가 기록되지 않는 영역)와 외주측 단부에 기록에 기여하지 않는 도출부(Lead

out Zone0)(정보가 기록되지 않는 영역)가 각각 마련되고, 2층 면에 내주측 단부에 기록에 기여하지 않는 도입부(Lead in

Zone1)(정보가 기록되지 않는 영역)와 외주측 단부에 기록에 기여하지 않는 도출부(Lead out Zone1)(정보가 기록되지

않는 영역)가 각각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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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초기화부(62a)는, 1층 면과 2층 면의 도입부와 도출부의 각각의 인접 영역에, 내주측의 SA 영역(ISA0, 1)과 외주

측의 SA 영역(OSA0, 1)을 각각 설정시킨다. 그 결과, 1층 면의 ISA0과 OSA0, 및, 2층 면의 ISA1과 OSA1 사이의 영역이,

User 영역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이 User 영역에 각종의 정보가 기록되게 된다. 1층 면의 User 영역 내에 있어서는, 전술

한 바와 같이 내주측으로부터 외주측을 향하여 정보가 기록되게 되기 때문에, LSN(논리 섹터 번호)은, 내주측으로부터 외

주측을 향하여 설정된다. 한편, 2층 면의 User 영역 내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외주측으로부터 내주측을 향하여 정보가

기록되게 되기 때문에, LSN(논리 섹터 번호)도, 외주측으로부터 내주측을 향하여 설정된다.

여기서, 도 14의 플로우차트의 설명으로 되돌아간다.

스텝 S2에서, 초기화부(62a)는, 대체 정보 관리부(63)에 대하여, DL(Defect List)을 생성시킨다. 이에 의해, 대체 정보 관

리부(63)는, 메모리(63a)에 DL을 생성하여 기억시킨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DL에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스텝 S3에서, 초기화부(6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에 볼륨 스페이스를

설정시킨다. 즉, 예를 들면, 후술하는 도 18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볼륨 스페이스를 설정한다. 또한, 도 18에서는, 기

록 매체(81)가 1층식의 BD-R을 이용한 경우의 예가 도시되어 있다.

스텝 S4에서, 초기화부(6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에 볼륨 구조의 정보

와 앵커 정보를 기록하는 볼륨 구조의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과 앵커 영역을 설정시킨다. 즉, 후술하는 도 18의 상단에 도시

하는 「Volume Str.」로 나타내는 영역과, 「Anchor」로 나타내는 영역이 설정된다. 또한, 도 18의 예에서는, 파일 시스

템 정보가 2중으로 설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FS의 영역에 대응하는 볼륨 구조의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과

앵커 영역(도면 중의 영역 B111에 포함되는 「Volume Str.」과 「Anchor」의 영역)과, 미러 FS의 영역에 대응하는 볼륨

구조의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과 앵커 영역(도면 중의 영역 B113에 포함되는 「Volume Str.」과 「Anchor」의 영역)이

각각 설정된다.

스텝 S5에서, 초기화부(6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에 파일 시스템 정보

를 기록하는 FS 영역을 설정시킨다. 즉, 후술하는 도 18의 상단에 도시하는 「FS」로 나타내는 영역을 설정한다. 또한, 도

18의 예에서는, 파일 시스템 정보가 2중으로 설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FS의 영역에 대응하는 FS 영역(도

면 중의 영역 B111에 포함되는 「FS(Metadata)」의 영역)과, 미러 FS 영역(도면 중의 영역 B113에 포함되는 「FS(MD-

Mirror)」의 영역)이 각각 설정된다.

또한, 도 18에서는, 포맷에 있어서, 도면 중 좌측으로부터,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 메인 FS, 파일(Files

(Stream+DB)), 미러 FS, 및,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가, 각각 하나의 SRR로 설정되어 있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대체 섹터로서 사용되는 영역인 ISA 및 OSA, 볼륨 스페이스, 앵커 영역, 볼륨 구조의 정보를 기록하

는 영역, 및, FS 영역이 기록 매체(81)에 설정되게 된다. 또한, 포맷에 있어서는, 영역이 설정될 뿐, 실질적으로 정보가 기

입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도면 중의 메인 FS(FS(Metadata))와 미러 FS(FS(MD-Mirror))의 배치는, 교체하여 구성

하도록 하여도 된다. 또한, 단독의 FS를 설정하기만 하여도 되며, 이 경우, 내주측 또는 외주측의 어디에 설정하도록 하여

도 된다.

다음으로, 도 17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 의한 도 14의 처리에 의해 포맷된(초기화된)

기록 매체(81)에 정보를 기입하는 기입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스텝 S1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추기, 또는, 갱신된 파일의 속성 등의 정보에 기초하여, 파일 시스템 정보

를 생성하여, 읽어들인다.

스텝 S12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기록 매체(81)에 대하여 최초의 기입 처리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12에서, 예를 들면, 최초의 기입으로 판정된 경우, 처리는, 스텝 S13으로 진행하고,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일(Stream+DB: 스트림 데이터와, 그 스트림 데이

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지는 파일)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User 영역에 기입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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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18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

부(73)에 입력되는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DB))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영역

B112에 기록시킨다. 또한, 도 18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록 매체(81) 상이 1층식의 BD-R인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스텝 S1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

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User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18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파일 시스템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

(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메인 FS를 기록하기 위해 설정된 영

역 B111 내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S(Metadata)」로서 기록시킨다).

스텝 S1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

(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User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18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

(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메인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설정된 영역 B111 내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Volume

Str.」 및 「Anchor」로서 기록시킨다).

스텝 S16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

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User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18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미러 FS를 기록하기 위해 설정된 영역 B113

내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S(MD-Mirror)」로서 기록시킨다).

스텝 S17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

(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User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18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

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미러 FS에 대

응하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설정된 영역 B113 내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Volume Str.」 및 2개의 「Anchor」로서 기록시킨다).

한편, 스텝 S12에서, 최초의 기입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즉, 예를 들면, 스텝 S13 내지 S17의 처리에 의해 적어도 1회

이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는, 스텝 S18로 진행한다.

스텝 S18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일

(Stream+DB: 스트림 데이터와, 그 스트림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지는 파일)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User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예를 들면, 기록 매체(81)가 도 18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상태에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던 경우, 도 18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

일(도면 중의 Files(Stream+DB))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영역 B112'에 기록시킨다. 보다

상세하게는, 파일이 추기였던 경우,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도 18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112에 기록된 정보에,

새롭게 추기된 정보를 추가한 정보를, 도 18의 중단에 도시한 영역 B112'에 기록한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갱신한 파일을

기록하는 경우, 도 18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112에 기록된 파일을 판독 불능 상태로 하고, 새롭게 갱신한 파일을 영역

B112에 인접하는 영역에 기록하도록 하여 영역 B112'의 정보를 구성하여, 기록한다.

스텝 S1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메인

FS(FS(Metadata))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

가의 상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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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18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영역 B111에 기록되어 있는 메인 FS(FS

(Metadata))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또한, 도 18에서는, 판독 불가로 된 영역에 대해서는, 검은 바탕에 흰 문자의 표기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표기하는 것으로 한다.

스텝 S2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스텝 S19의 처리에 있어서, 파일의 추기 또는 갱신에 의해 생성되는 새로

운 메인 FS(FS(Metadata)),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덮어쓰기하는 것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의 SA 영역을

검색한다.

즉, 1층식의 BD-R인 경우, SA 영역은, 외주측에 마련된 OSA와 내주측에 마련된 ISA의 어느 하나인데, 예를 들면, 도 18

중단의 경우, 새로운 메인 FS(FS(Metadata))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할 수 있고, 또한, 가장 가까운 SA

영역이 ISA일 때,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ISA를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영역으로서 선택한다.

스텝 S2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

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스텝 S20의 처리에 의해 검색된 SA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18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파일 시스템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

(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ISA 내의 영역 B111'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22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메인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스텝 S20의 처리에 의해 검색

된 SA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18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

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ISA 내의 영역 B111'에 기입시킨다.

스텝 S2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외주

측에 기록되어 있는 미러 FS(FS(MD-Mirror)),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

(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18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영역 B113에 기록되어 있는 미러 FS(FS(MD-

Mirror)),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2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스텝 S23의 처리에 있어서, 새로운 외주측의 미러 FS(FS(MD-Mirror)),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의 SA 영역을 검색한다.

즉, 1층식의 BD-R인 경우, SA 영역은, 외주측에 마련된 OSA와 내주측에 마련된 ISA의 어느 하나인데, 예를 들면, 도 18

중단의 경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 미러 FS(FS(MD-Mirror)),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할 수 있고, 또한,

가장 가까운 SA 영역이 OSA일 때,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OSA를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영역으로서 선택한

다.

스텝 S2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

하고, 그 파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스텝 S24의 처리에 의해 검색된 SA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18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OSA 내의 영역 B113'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26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미러 FS에 대응하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스텝 S24의 처리에 의해 검색

된 SA 영역에 기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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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18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

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OSA 내의 영역 B113'에 기입시킨다.

또한, 도 18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은 기록 매체(81)에 기록된 파일을 추기, 또는, 갱신하는 경우, 스텝 S18에서, 도 18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

되는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DB))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영역 B112"에 기록시킨

다. 보다 상세하게는, 파일이 추기였던 경우,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도 18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112'에 기록된

정보에, 새롭게 추기된 정보를 추가한 정보를, 도 18의 하단에 도시한 영역 B112"에 기록한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갱신

한 파일을 기록하는 경우, 도 18의 중단에 도시한 영역 B112'에 기록된 파일을 판독 불능 상태로 하고, 새롭게 갱신한 파일

을 영역 B112'에 인접하는 영역에 기록하도록 하여 영역 B112"의 정보를 구성하여, 기록한다.

스텝 S19에서, 도 18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영역 B111'에 기록되어 있는 메인 FS

(FS(Metadata))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

의 상태로 한다.

스텝 S20에서, 예를 들면, 도 18의 하단의 경우, 새로운 메인 FS(FS(Metadata))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

록할 수 있고, 또한, 가장 가까운 SA 영역이 ISA일 때,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ISA를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영

역으로서 선택한다.

스텝 S21에서, 도 18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

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ISA 내의 영역 B111"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22에서, 도 18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ISA 내의 영역 B111"에 기입시

킨다.

스텝 S23에서, 도 18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영역 B113'에 기록되어 있는 미러 FS

(FS(MD-Mirror)),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

의 상태로 한다.

스텝 S24에서, 예를 들면, 도 18 하단의 경우, 새로운 미러 FS(FS(MD-Mirror)),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할 수 있고, 또한, 가장 가까운 SA 영역이 OSA일 때,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OSA를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영

역으로서 선택한다.

스텝 S25에서, 도 18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

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OSA 내의 영역 B113"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26에서, 도 18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OSA 내의 영역 B113"에 기입시

킨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될 때,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의 갱신 정보를 순차

적으로 SA 영역의 대체 섹터에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가 물리적으로

는 상이한 위치에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의

논리 어드레스를 변경시키지 않고서,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파일의 추기나 갱신을 할

때마다,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등의 논리 어드레스를 재기입할 필요가 없어진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덮어쓰기할 수 없는 기록 매체, 예를 들면, 라이트앳원스 미디어에 대해서도, 논리 어드레스 상의 고정 위치

에 기록하는 것이 의무 부과되어 있는 정보를 마치 덮어쓰기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도 17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13 내지 S18, S21, S22, S25, S26에 있어서의 각 기록 처리에서는, 더욱 상세 내

용을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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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예에 있어서, 파일 시스템 정보는, 갱신된 새로운 파일 시스템 정보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가는 예에 대하여 기재

해 왔지만, 예를 들면, 갱신 전의 파일 시스템 정보와, 갱신 후의 파일 시스템 정보의 차분 정보만(예를 들면, 변경이 있었

던 디렉토리의 정보만)을 SA 영역에 기록하도록 하여도 된다. 이와 같은 경우, 기록 매체(81)의 파일 시스템 정보는, 갱신

전의 파일 시스템 정보와, 차분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생성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SA 영역에 기록되는 정보량을 절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스텝 S20, S24의 처리에 있어서,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를 기록 가능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의 SA 영역을 검색할 때, 기록 매체(81) 상의 위치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SA 영역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으므로,

이들 정보를 정리한 테이블 등을, 예를 들면, 포맷 시에 생성하도록 하여, SA 영역을 검색할 때에 이용하도록 해도 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SA 영역의 검색 처리를 보다 고속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상에서는, 기록 매체(81)가 1층식의 BD-R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왔지만, 예를 들면, 기록 매체(81)가 2층식의

BD-R인 경우에 대해서도,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를 기록 가능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의 SA

영역을 검색할 때,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면, 검색되는 SA 영역은, 층을 걸치는 관계여도 된다. 즉, 예를 들면, 1층째의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를 기록 가능하고, 가장 가까운 SA 영역을 검색할 때, 검색되는 SA 영

역이, 동일 층에서의 가장 가까운 거리의 SA 영역보다도, 2층째의 SA 영역 쪽이 가까운 경우, 2층째의 SA 영역이, 선택되

게 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갱신된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를 고속으로 판독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

또한, 이상에서는, 메인 FS와 미러 FS의 각각을 SA 영역에 기록하는 예에 대해서 설명해 왔지만, 메인 FS와 미러 FS의 각

각이, 파일의 추기나 갱신을 할 때마다 SA 영역에 기록되게 되므로, 그만큼의 영역을 ISA 또는 OSA에 확보할 필요가 발생

하여, 결과적으로, 기록 매체(81) 상의 User 영역이 작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메인 FS와 미러 FS의 어느 한쪽만을 SA 영역에 기입하도록 해도 된다.

도 19는, 미러 FS와 미러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만을 SA 영역에 기입

하도록 한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또한, 도 19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 있어서,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구성과 대응하는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그 설명은 적절하게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도 19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와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구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은, 제어부(51) 대신에, 제어

부(301)를 설치한 점이다. 제어부(301)는, 제어부(51)의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61),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 대체

정보 관리부(63), 및 대체 정보 생성부(64) 대신에,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311),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12), 대체 정

보 관리부(313), 및 대체 정보 생성부(314)를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상이하다.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311)는, 기본적인 기능은,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51)와 마찬가지이지만, 파일 시스템 정보를

인식할 때, 항상 고정된 논리 어드레스로부터 미러 FS,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판독하고, 메인 FS, 외

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User 영역으로부터 판독한다.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12)는, 기본적인 기능은,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와 마찬가지이지만,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되었을 때, 메인 FS,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만을 User 영역에 기록함과 함께, 미러 FS,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를 SA 영역에 기록한다.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12)의 초기화부(312a)는, 초기화부(62a)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지만, 미러 FS와 메인 FS의

배치를, 내주측과 외주측에서 교체된 상태로 포맷한다. 즉, 후술하는 도 21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미러 FS와 대응하

는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는, 영역 B131에 설정되고, 메인 FS와 대응하는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는, 영역

B133으로 설정된다. 또한, 도 21에서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 메인 FS, 및, 파일, 미러 FS,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가, 각각 하나의 SRR로서 설정된다.

또한, 이 예에서는,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되었을 때, 미러 FS,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만이 SA 영역에

기록되고, 메인 FS,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가 User 영역에 기록되는 예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메인 FS,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만을 SA 영역에 기록하고, 미러 FS,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를

User 영역에 기록하도록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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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체 정보 관리부(313), 메모리(313a), 대체 정보 생성부(314), 및 메모리(314a)는, 도 3의 대체 정보 관리부(63),

메모리(63a), 대체 정보 생성부(64), 및 메모리(64a)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으로, 도 20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도 19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 의한 기입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도 20의 플로우차트의 스텝 S41 내지 S49의 처리, 및, 스텝 S52 내지 S55의 처리는, 도 17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

여 설명한 스텝 S11 내지 S19의 처리, 및, 스텝 S23 내지 S26의 처리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스텝 S4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가 읽어들여지고, 스텝 S42에서, 최초의 기입인지의 여부가 판정되어, 예를 들면, 최초의

처리인 경우, 스텝 S43에서, 도 21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록된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DB)가 User 영역의

영역 B132에 기록된다. 스텝 S44에서, 예를 들면, 도 21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인 FS(도면 중의 FS(Metadata))가,

User 영역의 영역 B133에 기록된다. 스텝 S45에서, 메인 FS에 대응하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도면 중의 Volume

Str.), 및, 앵커 정보(도면 중의 Anchor)가, User 영역의 영역 B133에 기록된다. 스텝 S46에서, 미러 FS(도면 중의 FS

(MD-Mirror))가 User 영역의 영역 B131에 기록된다. 스텝 S47에서, 미러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도

면 중의 Volume Str.), 및, 앵커 정보(도면 중의 Anchor)가, User 영역의 영역 B131에 기록된다.

또한, 스텝 S42에서, 전술한 스텝 S43 내지 S47의 처리에 의해 파일이 기록되고, 그 후, 그 파일이 추기된 경우, 스텝 S48

에서, 도 21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추기된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DB)가 User 영역의 영역 B132'에 추기된

다. 스텝 S49에서, 직전에 기술된 메인 FS,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가 판독 불가로 설정된다.

스텝 S5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1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

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도 21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User 영역의 영역 B133'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5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12)는, 메인 FS에 대응하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도 21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User 영역의 영역

B133'에 기입시킨다.

그리고, 스텝 S52에서, 도 21의 중단의 영역 B131'에 기록되어 있는 미러 FS(FS(MD-Mirror)),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

보, 및, 앵커 정보가 판독 불가의 상태로 된다. 스텝 S53에서, 미러 FS,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가 기록된

위치로부터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의 SA 영역이 검색된다. 예를 들면, 도 21의 중단의 경우,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

운 위치의 SA 영역으로서 ISA가 검색된다.

스텝 S54, S55에서, 미러 FS와, 미러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가, 도 21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검색된 ISA의 영역 B131'에 기록된다.

또한, 이 상태에서 파일이 추기된 경우, 스텝 S48에서, 도 21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추기된 파일(도면 중의 Files

(Stream+DB)가 User 영역의 영역 B132"에 추기된다. 스텝 S49에서, 직전에 영역 B133'에 기술된 메인 FS, 외주측의 볼

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가 판독 불가로 설정된다.

스텝 S5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1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

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도 21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User 영역의 영역 B133"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5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12)는, 메인 FS에 대응하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도 21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User 영역의 영역

B133"에 기입시킨다.

그리고, 스텝 S52에서, 도 21의 하단의 영역 B131'에 기록되어 있는 미러 FS(FS(MD-Mirror)),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

보, 및, 앵커 정보가 판독 불가의 상태로 된다. 스텝 S53에서, 미러 FS,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가 기록된

위치로부터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의 SA 영역이 검색된다. 예를 들면, 도 21의 하단의 경우,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

운 위치의 SA 영역으로서 ISA가 검색된다.

스텝 S54, S55에서, 미러 FS와, 미러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가, 도 21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검색된 ISA의 영역의 Ｂ131"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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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처리에 의해,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된 경우, 미러 FS와, 그 미러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만이 SA 영역에 기록되게 되므로, SA 영역이 소비되는 용량을,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서의 경우와 비

교하여, 약 절반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단, 이 경우, 메인 FS와, 메인 FS에 대응하는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

보는, 기록되는 위치가, 예를 들면, 도 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영역 B133, B133', B133"의 순으로 변경되게 되므로, 논리

어드레스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통상은, 미러 FS를 판독하도록 하여, 고정된 논리 어드레스 상에

기록된 미러 FS를 취득하고, 어떠한 사정에 의해, 미러 FS를 판독할 수 없을 때에만, User 영역에 기록된 메인 FS를 판독

하도록 함으로써, 고정된 논리 어드레스로부터 파일 시스템 정보를 판독하는 장점과, 2중으로 FS를 구성하는 장점을 살리

면서, SA 영역을 절약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도 20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43 내지 S48, S50, S51, S54, S55에서의 각 기록 처리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 내

용을 후술한다.

이상에서는, 동일한 메인 FS와 미러 FS를, 각각 배치함으로써, 2중으로 FS를 배치하는 예에 대해서 설명해 왔지만, 파일

이 추기, 또는, 갱신될 때에는, 메인이 되는 파일 시스템 정보만을 User 영역에 기록함과 함께,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만을 SA 영역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또한, SA 영역의 사용량을 절약하도록 해도 된다.

도 22는,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될 때에는, 메인 FS만을 User 영역에 기록함과 함께,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만을 SA 영역에 기록하도록 하도록 한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또한, 도 22의 기록 재생 기구

부(22)에 있어서, 도 19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구성과 대응하는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그 설명은 적

절하게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도 22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와 도 19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구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은, 제어부(301) 대신에, 제

어부(331)를 설치한 점이다. 제어부(331)는, 제어부(301)의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311),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

(312), 대체 정보 관리부(313), 및 대체 정보 생성부(314) 대신에,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341),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

부(342), 대체 정보 관리부(343), 및 대체 정보 생성부(344)를 각각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상이하다.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341)는, 기본적인 기능은,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311)와 마찬가지이지만, 파일 시스템 정보를

인식할 때, 메인 FS,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판독한다. 또한, 도 22의 예에서는, 단독의 메인 FS만이

기록되므로, 판독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341)는, 파일 시스템 정보로서 메인 FS를 판독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42)는, 기본적인 기능은,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와 마찬가지이지만,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되었을 때, 단독의 파일 시스템 정보,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를 User 영역에 기록시킴과 함께, 내주

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를 SA 영역에 기록시킨다.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42)의 초기화부(342a)는, 초기화부(312a)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지만, 초기화부(312a)와

달리, 단독의 메인 FS를, User 영역에 설정한다. 즉, 후술하는 도 24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단독의 메인 FS와, 외주

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는, 영역 B153에 설정되고,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는, 영역 B151에

설정된다. 또한, 도 24에서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 및, 메인 FS, 파일, 미러 FS, 앵커 정보, 및 볼륨 구

조의 정보가, 각각 하나의 SRR로서 설정된다.

또한, 대체 정보 관리부(343), 메모리(343a), 대체 정보 생성부(344), 및 메모리(344a)는, 도 3의 대체 정보 관리부(63),

메모리(63a), 대체 정보 생성부(64), 및 메모리(64a)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으로, 도 23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도 22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 의한 기입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도 23의 플로우차트의 스텝 S71 내지 S81의 처리는, 도 20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한 스텝 S41 내지 S45의

처리, 및, 스텝 S47 내지 S51의 처리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스텝 S7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가 읽어들여지고, 스텝 S72에서, 최초의 기입인지의 여부가 판정되어, 예를 들면, 최초의

처리인 경우, 스텝 S73에서, 도 24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록된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DB))이 User 영역

의 영역 B152에 기록된다. 스텝 S74에서, 예를 들면, 도 24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단독의) 메인 FS(도면 중의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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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data))가, User 영역의 영역 B153에 기록된다. 스텝 S75에서,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도면 중의 Volume Str.),

및, 앵커 정보(도면 중의 Anchor)가, User 영역의 영역 B153에 기록된다. 스텝 S76에서,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도면

중의 Volume Str.), 및, 앵커 정보(도면 중의 Anchor)가, User 영역의 영역 B151에 기록된다.

또한, 스텝 S72에서, 전술한 스텝 S73 내지 S76의 처리에 의해 파일이 기록되고, 그 후, 그 파일이 추기된 경우, 스텝 S77

에서, 도 24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추기된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DB))이 User 영역의 영역 B152'에 추기된

다. 스텝 S78에서, 직전에 영역 B153에 기술되어 있던 메인 FS,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가 판독 불가로

설정된다.

스텝 S7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가, 도 24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User 영역의 영역 B153'에 기입된다. 또한, 스텝

S80에서,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가, 도 24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User 영역의 영역 B153'에 기입

된다.

또한, 스텝 S8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42)는, 도 24의 중단의 영역 B151에 기록되어 있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82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42)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가 기록된 위치로부터 기록 가

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의 SA 영역을 검색한다. 예를 들면, 도 24의 중단의 경우,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의 SA 영역

으로서 ISA가 검색된다.

스텝 S8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42)는,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를, 도 24의 중단에 도시한 바

와 같이, 검색된 ISA의 영역 B151'에 기록시킨다.

또한, 이 상태에서 파일이 추기된 경우, 스텝 S77에서, 도 24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추기된 파일(도면 중의 Files

(Stream+DB))이 User 영역의 영역 B152"에 추기된다. 스텝 S78에서, 직전에 영역 B153'에 기술된 메인 FS, 볼륨 구조

의 정보, 및 앵커 정보가 판독 불가로 설정된다.

스텝 S79에서, 메인 FS가, 도 24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User 영역의 영역 B153"에 기입된다.

또한, 스텝 S8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12)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가, 도 24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User 영역의 영역 B153"에 기입된다.

그리고, 스텝 S81에서, 도 24의 하단의 영역 B151'에 기록되어 있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가 판독 불

가의 상태로 된다. 스텝 S82에서,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가 기록된 위치로부터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

운 위치의 SA 영역이 검색된다. 예를 들면, 도 24의 하단의 경우,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의 SA 영역으로서 ISA가

검색된다.

스텝 S83에서,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가, 도 24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검색된 ISA의 영역의 Ｂ

151"에 기록된다.

이상과 같은 처리에 의해,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된 경우,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만이 SA 영역에 기록되

게 되므로, 고정된 논리 어드레스 상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판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SA 영역이

소비되는 용량을, 도 3 또는 도 19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 있어서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욱 절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단, 이 경우에도, 메인 FS와,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는, 기록되는 위치가, 예를 들면, 도 2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영역 B153, B153', B153"의 순으로 변경되게 되므로, 논리 어드레스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 23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73 내지 S77, S79, S80, S83에 있어서의 각 기록 처리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 내용

을 후술한다.

또한, 이상에서는, 볼륨 스페이스의 선두 부분에 파일 시스템 정보(메인 FS 및 미러 FS의 양방 또는 메인 FS만), 볼륨 구조

의 정보 및 앵커 정보, 또는,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설정하고, 갱신이 있을 때마다, SA 영역에 기록하는 예에 대

해서 설명해 왔지만, 정보는, 이들 조합에 한하지 않고, 예를 들면, 파일 시스템 정보, 볼륨 구조의 정보 또는 앵커 정보의

어느 하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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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볼륨 스페이스의 선두 부분에 파일 시스템 정보, 볼륨 구조의 정보 또는 앵커 정보 중 어느 하나를 SA 영역에 기록하

도록 하여, 논리 어드레스를 변경하지 않고서, 파일의 추기 또는 갱신에 수반하는 파일 시스템 정보, 볼륨 구조의 정보, 또

는, 앵커 정보의 갱신을 실행함으로써, 파일 시스템 정보, 볼륨 구조의 정보, 또는, 앵커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에

대해서 설명해 왔지만, 또한, 파일의 추기, 또는, 갱신 시에, 파일의 일부도 SA 영역에 기록하도록 해도 된다.

도 25는, 파일의 추기, 또는, 갱신 시에, 파일 시스템 정보,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 외에, 파일의 일부도 SA 영역

에 기록하도록 한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또한, 도 25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 있어서,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구성과 대응하는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그 설명은 적절하게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도 25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와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구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은, 제어부(51) 대신에, 제어

부(351)를 설치한 점이다. 제어부(351)는, 제어부(351)의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61),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 대

체 정보 관리부(63), 및 대체 정보 생성부(64) 대신에,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361),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62), 대체

정보 관리부(363), 및 대체 정보 생성부(364)를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상이하다.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361)는, 기본적인 기능은,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51)와 마찬가지이지만, 파일 시스템 정보를

인식할 때, 항상 고정된 논리 어드레스로부터 내주측의 ISA에 기록된 파일 시스템 정보, 볼륨 구조의 정보, 앵커 정보, 및,

파일(스트림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DB: 이후에 있어서는, 파일(DB)이라고 칭함)을 판독하고, 외주측의 파일 시스템 정

보,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User 영역으로부터 판독한다.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62)는, 기본적인 기능은,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와 마찬가지이지만,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되었을 때, 내주측의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볼륨 구조의 정보, 및, 파일(DB)을 SA 영역에 기록함과 함께, 외주

측의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를 User 영역에 기록한다.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62)의 초기화부(362a)는, 초기화부(62a)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지만, 포맷 시에, 파일을 스

트림 데이터(Files(Stream))와 데이터베이스(Files(DB))로 나누어 설정한다. 즉, 후술하는 도 27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

이, 메인 FS(FS(Metadata))와 대응하는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 외에, 데이터베이스 정보(Files(DB))는, 영역

B171에 설정되고, 미러 FS(FS(MD-Mirror))와 대응하는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는, 영역 B173에 설정된다.

또한, 대체 정보 관리부(363), 메모리(363a), 대체 정보 생성부(364), 및 메모리(364a)는, 도 3의 대체 정보 관리부(63),

메모리(63a), 대체 정보 생성부(64), 및 메모리(64a)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으로, 도 26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도 25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 의한 기입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도 26의 플로우차트의 스텝 S101, S102의 처리, 스텝 S105 내지 S108, 및, 스텝 S113 내지 S118의 처리에 대해서

는, 도 17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한 스텝 S11, S12의 처리, 스텝 S14 내지 S17의 처리, 및, 스텝 S21 내지 S26의

처리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스텝 S10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FS가 판독되고, 스텝 S102에서, 최초의 기입인지의 여부가 판정되어, 예를 들면, 최초

의 처리인 경우, 스텝 S10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6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

(73)에 입력되는 스트림 데이터(Files(Stream))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User 영역에 기입시

킨다.

즉, 도 27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6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

부(73)에 입력되는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영역 B172에

기록시킨다.

스텝 S10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6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데

이터베이스(Files(DB): 스트림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

의 User 영역에 기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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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27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6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

부(73)에 입력되는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DB))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영역

B171에 기록시킨다.

스텝 S105에서, 예를 들면, 도 27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인 FS(도면 중의 FS(Metadata))가, User 영역의 영역

B171에 기록된다. 스텝 S106에서, 메인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도면 중의 Volume Str.), 및, 앵커 정

보(도면 중의 Anchor)가, User 영역의 영역 B171에 기록된다. 스텝 S107에서, 미러 FS(도면 중의 FS(MD-Mirror))가

User 영역의 영역 B173에 기록된다. 스텝 S108에서, 미러 FS에 대응하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도면 중의 Volume

Str.), 및, 앵커 정보(도면 중의 Anchor)가, User 영역의 영역 B173에 기록된다.

또한, 스텝 S102에서, 전술한 스텝 S103 내지 S108의 처리에 의해 파일이 기록되고, 그 후, 그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되

었던 경우, 그 처리는, 스텝 S109로 진행한다.

스텝 S10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6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

일(Stream: 스트림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파일)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User 영역에 기입시킨

다.

즉, 예를 들면, 기록 매체(81)가 도 27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상태에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던 경우, 도 27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

일(도면 중의 Files(Stream))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영역 B172'에 기록시킨다. 보다 상세

하게는, 파일이 추기였던 경우,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62)는, 도 27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172에 기록된 정보에, 새

롭게 추기된 정보를 추가한 정보를, 도 27의 중단에 도시한 영역 B172'에 기록한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갱신한 파일을 기

록하는 경우, 도 27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172에 기록된 파일을 판독 불능 상태로 하고, 새롭게 갱신한 파일을 영역

B172에 인접하는 영역에 기록하도록 하여 영역 B172'의 정보를 구성하여, 기록한다.

스텝 S11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6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메

인 FS(FS(Metadata)),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앵커 정보, 및, Files(DB)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

(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27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62)는, 영역 B171에 기록되어 있는 메인 FS(FS

(Metadata)), 볼륨 구조의 정보, 앵커 정보, 및, Files(DB)(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될 때에 갱신된 데이터베이스 파일)를 기

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11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62)는, 스텝 S110의 처리에 있어서, 새로운 메인 FS(FS(Metadata)), 볼륨 구

조의 정보, 앵커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파일(Files(DB))을 덮어쓰기하는 것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의 SA 영역을 검

색한다.

즉, 1층식의 BD-R인 경우, SA 영역은, 외주측에 마련된 OSA와 내주측에 마련된 ISA의 어느 하나인데, 예를 들면, 도 27

중단의 경우, 새로운 메인 FS(FS(Metadata)), 볼륨 구조의 정보, 앵커 정보, 및, 파일 Files(DB)를 기록할 수 있고, 또한,

가장 가까운 SA 영역이 ISA일 때,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62)는, ISA를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영역으로서 선택한

다.

스텝 S112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12)는, 데이터베이스 파일(Files(DB))을 검색된 SA 영역에 기록한다. 즉, 예를

들면, 도 27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62)는, 검색된 SA 영역인 ISA 상의 영역 B171'에 데이

터베이스 파일(Files(DB))을 기록한다.

스텝 S11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62)는, 메인 FS를 검색된 SA 영역에 기록한다. 즉, 예를 들면, 도 27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12)는, 검색된 SA 영역인 ISA 상의 영역 B171'에 파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

한다.

스텝 S114에서, 메인 FS에 대응하는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가, 도 27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SA 영역의 영역

B171'에 기입된다.

공개특허 10-2007-0029800

- 33 -



스텝 S115에서, 도 27의 중단의 영역 B173에 기록되어 있는 미러 FS(FS(MD-Mirror)),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가 판독 불가의 상태로 된다. 스텝 S116에서, 새로운 미러 FS,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가능한 가

장 가까운 위치의 SA 영역이 검색된다. 예를 들면, 도 27의 중단의 경우,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의 SA 영역으로서

OSA가 검색된다.

스텝 S117, S118에서, 미러 FS와,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가, 도 27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검색된

OSA의 영역 B173'에 기록된다.

또한, 이 상태에서 파일이 추기된 경우, 스텝 S109에서, 도 27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추기된 파일(도면 중의 Files

(Stream))가 User 영역의 영역 B172"에 추기된다. 스텝 S110에서, 직전에 영역 B171'에 기술된 메인 FS,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가 판독 불가로 설정된다.

스텝 S111에서, 스텝 S110의 처리에 의해, 새로운 메인 FS(FS(Metadata)), 볼륨 구조의 정보, 앵커 정보, 및, 데이터베이

스 파일(Files(DB))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의 SA 영역이 검색된다. 예를 들면, 도 27의 하단의 경우,

새로운 메인 FS(FS(Metadata)), 볼륨 구조의 정보, 앵커 정보, 및, 파일 Files(DB)를 기록할 수 있고, 또한, 가장 가까운

SA 영역이 ISA일 때,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62)는, ISA를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영역으로서 선택한다.

스텝 S112에서, 데이터베이스 파일(Files(DB))이 검색된 SA 영역에 기록된다. 즉, 예를 들면, 도 27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검색된 SA 영역인 ISA 상의 영역 B171"에 데이터베이스 파일(Files(DB))이 기록된다.

스텝 S113에서, 메인 FS가 도 27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User 영역의 영역 B171"에 기입된다.

한, 스텝 S114에서, 메인 FS에 대응한다,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가, 도 27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User 영역의 영역 B171"에 기입된다.

그리고, 스텝 S115에서, 도 27의 하단의 영역 B173'에 기록되어 있는 미러 FS(FS(MD-Mirror)),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

커 정보가 판독 불가의 상태로 된다. 스텝 S116에서, 새로운 미러 FS,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의 SA 영역이 검색된다. 예를 들면, 도 27의 하단의 경우,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의 SA 영역으로서

OSA가 검색된다.

스텝 S117, S118에서, 미러 FS와, 미러 FS에 대응하는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가, 도 27의 하단에 도시

한 바와 같이, 검색된 OSA의 영역의 Ｂ173"에 기록된다.

이상과 같은 처리에 의해,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된 경우, 메인 FS와, 메인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

조의 정보 외에, 데이터베이스 파일(Files(DB))이 SA 영역에 기록되게 되므로, 스트림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판독 처리

를 실행할 때, 파일 시스템 정보의 얼로케이션을 변경시키지 않고, 스트림 데이터를 판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도 19, 도 22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어느 것에 있어서도, SA 영역에 기록되는 정보로서, 데이터베이스 파일

(Files(DB))을 가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전술한 기입 처리에서 설명한 처리는, 기록 순서 등이 전후해도 마찬가지의 처리를 실현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기록 매체(81)에 대하여 기록하는 처리가, 연속적으로, 내주측으로부터 외주측을 향하여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외주측으

로부터 내주측을 향하여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1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처리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처리 순서를 설

정함으로써, 기입 처리, 또는, 판독 처리를 고속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도 26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103 내지 S109, S112 내지 S114, S117, S118에 있어서의 각 기록 처리에서는,

더욱 상세 내용을 후술한다.

이상에서는,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될 때,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의 갱신 정보의 모두, 또는,

일부가 순차적으로 SA 영역에 기록되도록 하는 예에 대해서 설명해 왔지만,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될 때, 파일 시스템 정

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의 갱신 정보는 SA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User 영역 또는 SA 영역에 기록되도록 하

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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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8은,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될 때,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의 갱신 정보를 SA 영역에 한정

하지 않고, User 영역 또는 SA 영역에 기입하도록 한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또한, 도 28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서,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구성과 대응하는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그 설명은

적절하게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도 28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와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구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은, 제어부(51) 대신에, 제어

부(371)를 설치한 점이다. 제어부(371)는, 제어부(51)의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61),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 대체

정보 관리부(63), 및 대체 정보 생성부(64) 대신에,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381),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82), 대체 정

보 관리부(383), 및 대체 정보 생성부(384)를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상이하다.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381)는,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61)와 동일한 것이다.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82)는, 기본적인 기능은,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와 마찬가지이지만,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되었을 때, 추기 또는 갱신된 메인 FS,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미러 FS, 및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를, 각각의 존재하는 위치로부터 보아 가까운 영역(User 영역, 또는, SA 영역의 어느 것이어도 됨)에, 갱

신 전의 메인 FS,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미러 FS, 및,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의 대체

로서 기록한다. 즉,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82)는, User 영역에 있어서도, SA 영역에 기록하는 경우와 같이, 논리 어드

레스 상에서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서, 실제의 갱신된 데이터를 기록 매체(81) 상의 별도의 위치에 기록한다.

또한, 대체 정보 관리부(383), 메모리(383a), 대체 정보 생성부(384), 및 메모리(384a)는, 도 3의 대체 정보 관리부(63),

메모리(63a), 대체 정보 생성부(64), 및 메모리(64a)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으로, 도 29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도 28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 의한 도 14의 처리에 의해 포맷된(초기화된)

기록 매체(81)에 정보를 기입하는 기입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도 29의 플로우차트에 있어서, 스텝 S131 내지

S137, S139, 및 스텝 S143의 처리에 대해서는, 도 17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11 내지 S19, 및, 스텝 S23의 처리와 마

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을 생략한다.

스텝 S138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8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

일(Stream+DB: 스트림 데이터와, 그 스트림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지는 파일)을 기록 재생 블록(53)

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User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예를 들면, 기록 매체(81)에 도 30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상태에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던 경우, 도 30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

일(도면 중의 File1'（Stream+DB))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영역 B192'에 기록시킨다. 보

다 상세하게는, 파일이 추기였던 경우,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82)는, 도 30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192에 기록된 정보

에, 새롭게 추기된 정보를 추가한 정보를, 도 30의 하단에 도시한 영역 B192'에 기록한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갱신한 파

일을 기록하는 경우, 도 30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192에 기록된 파일을 판독 불능 상태로 하고, 새롭게 갱신한 파일을 영

역 B192에 인접하는 영역에 기록하도록 하여 영역 B192'의 정보를 구성하여, 기록한다. 또한, 도 30에 있어서, File2

(Stream+DB)는, File1(Stream+DB)과는 다른 타이밍에서 새롭게 기록된 파일이다.

스텝 S14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82)는, 스텝 S139의 처리에 있어서, 파일의 추기 또는 갱신에 의해 생성되는

새로운 메인 FS(FS(Metadata)),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덮어쓰기하는 것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의

User 영역, 또는 SA 영역을 검색한다.

즉, 예를 들면, 도 30 상단의 경우, 새로운 메인 FS(FS(Metadata))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할 수 있고,

또한, 가장 가까운 User 영역, 또는 SA 영역으로서, 외주 방향으로 인접하는 영역(외주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영역)에 빈

영역이 있는 경우(도 30 중의 영역 B191의 우측의 인접 위치의 경우),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도 30의 중단에 도

시한 영역 B191'를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영역으로서 검색한다.

스텝 S14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8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스텝 S20의 처리에 의해 검색된 User 영역 또는 SA 영역에 기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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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30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82)는, 파일 시스템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

(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User 영역의 영역 B191'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142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82)는, 메인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스텝 S140의 처리에 의해 검색

된 User 영역 또는 SA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30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82)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User 영역의 영역 B191'에 기입시킨

다.

스텝 S14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82)는, 스텝 S143의 처리에 있어서, 새로운 외주측의 미러 FS(FS(MD-

Mirror)),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의 User 영역 또는 SA 영역을 검색한다.

즉, 도 30의 경우,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82)는, 외주측의 미러 FS(FS(MD-Mirror)),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

가 기록된 영역 B193에 대하여, 외주 방향으로 인접하는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영역으로서, OSA의 영역 B193'를 선택

한다.

스텝 S14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8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그 파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스텝 S144의 처리에 의해 검색된 User 영역, 또는, SA 영역

에 기입시킨다.

즉, 도 30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8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OSA 내의 영역 B193'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146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82)는, 미러 FS에 대응하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스텝 S144의 처리에 의해 검색

된 User 영역, 또는, SA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30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382)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OSA 내의 영역 B193'에 기입시킨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될 때,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의 갱신 정보를 순차

가장 가까운 User 영역, 또는, SA 영역에 대체 섹터로서 기록하도록 했으므로,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

의 정보가 물리적으로는 상이한 위치에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의 논리 어드레스를 변경시키지 않고서,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파일

의 추기나 갱신을 할 때마다,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등의 논리 어드레스를 재기입할 필요가 없

어진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덮어쓰기할 수 없는 기록 매체, 예를 들면, 라이트앳원스 미디어에 대해서도, 논리 어

드레스 상의 고정 위치에 기록하는 것이 의무 부과되어 있는 정보를 마치 덮어쓰기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파일의 추기, 또는, 갱신에 의해 User 영역과 SA 영역의 양방이 사용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원래

기록 매체(81) 상에 결함 섹터가 발생한 경우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SA 영역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영역을 확보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통상의 파일의 추기, 및, 덮어쓰기 처리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상에서는, 외주 방향으로 인접하는 가장 가까운 영역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내주 방향으로 인접하는 영역

이어도 되고,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도 29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133 내지 S138, S141,

S142, S145, S146에 있어서의 각 기록 처리에서는, 더욱 상세 내용을 후술한다.

이상에서는,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될 때,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의 갱신 정보를 순차 가장 가

까운 User 영역, 또는, SA 영역에 대체 섹터로서 기록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왔지만, 파일 시스템 정보, 및, 앵

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를 각각 기록하기 위한 전용 SRR을 설정하고,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될 때, 각 SRR 내의 빈

영역에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의 갱신 정보를 기록시키도록 해도 된다. 또한, 이 경우, 전용

SRR에 빈 영역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SA 영역에 기록하도록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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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은,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를 각각 기록하기 위한 전용 SRR을 설정하고, 파일이 추기, 또

는, 갱신될 때, 각 SRR 내의 빈 영역에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의 갱신 정보를 기록시키도록 한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또한, 도 31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 있어서,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

(22)의 구성과 대응하는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그 설명은 적절하게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도 31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와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구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은, 제어부(51) 대신에, 제어

부(391)를 설치한 점이다. 제어부(391)는, 제어부(51)의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61),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 대체

정보 관리부(63), 및 대체 정보 생성부(64) 대신에,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401),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 대체 정

보 관리부(403), 및 대체 정보 생성부(404)를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상이하다.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401)는,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61)와 동일한 것이다.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기본적인 기능은,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와 마찬가지이지만, 파일을 기록할 때, 메

인 FS,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미러 FS, 및,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를, 각각의 전용

SRR에 기록한다. 또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되었을 때, 갱신된 메인 FS, 외주측의 앵

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미러 FS, 및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를, 각각의 전용 SRR 내의 영역

(User 영역, 또는, SA 영역의 어느 것이어도 됨)에, 갱신되기 전의 메인 FS,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미

러 FS, 및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의 대체로서 기록한다. 즉,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User 영

역에 있어서도, SA 영역에 기록하는 경우와 같이, 논리 어드레스 상에서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서, 실제의 갱신된 데이터

를 기록 매체(81) 상의 별도의 위치에 기록한다.

또한, 대체 정보 관리부(403), 메모리(403a), 대체 정보 생성부(404), 및 메모리(404a)는, 도 3의 대체 정보 관리부(63),

메모리(63a), 대체 정보 생성부(64), 및 메모리(64a)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으로, 도 32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도 31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 의한 도 14의 처리에 의해 포맷된(초기화된)

기록 매체(81)에 정보를 기입하는 기입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스텝 S16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추기, 또는, 갱신된 파일의 속성 등의 정보에 기초하여, 파일 시스템 정

보를 생성하여, 읽어들인다.

스텝 S162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기록 매체(81)에 대하여 최초의 기입 처리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162에서, 예를 들면, 최초의 기입으로 판정된 경우, 처리는, 스텝 S163으로 진행하고,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

(40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일(Stream+DB: 스트림 데이터(도 33의

Files(Stream))와, 그 스트림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지는 파일(도 33의 Files(DB))을 각각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User 영역의 전용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33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

부(73)에 입력되는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와 Files(DB))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영역 중, 파일(Files(Stream))을 기록하기 위한 전용 SRR(504)에서의 영역 B204에 기록시키고, 파일(Files(DB))을 기록

하기 위한 전용 SRR(503)에서의 영역 B203에 각각 기록시킨다. 또한, 도 33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록 매체(81) 상

이 1층식의 BD-R인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스텝 S16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User 영역의 메인 FS의 전용 SRR(502)에 기입시킨다.

즉, 도 33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파일 시스템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

(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메인 FS를 기록하기 위해 설정된 전

용 SRR(502)의 영역 B202 내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S(Metadata)」로서 기록시킨다).

스텝 S16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

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User 영역에서의 전용 SRR에

기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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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33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

(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메인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설정된 전용 SRR(501)에 있어서의 영역 B201 내에 기록시킨다

(도면 중의 「Volume Str.」 및 「Anchor」로서 기록시킨다).

스텝 S166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User 영역에 있어서의 전용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33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미러 FS를 기록하기 위해 설정된 전용 SRR

(505)에 있어서의 영역 B205 내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S(MD-Mirror)」로서 기록시킨다).

스텝 S167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

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User 영역에 있어서의 전용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33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미러 FS에

대응하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설정된 전용 SRR(506)에 있어서의 영역 B206 내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Volume Str.」 및 2개의 「Anchor」로서 기록시킨다).

한편, 스텝 S162에서, 최초의 기입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즉, 예를 들면, 스텝 S163 내지 S167의 처리에 의해 적어도 1

회 이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는, 스텝 S168로 진행한다.

스텝 S168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

일(Stream+DB: 스트림 데이터(도면 중의 Files(stream))와, 그 스트림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지는

파일(도면 중의 Files(DB)))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User 영역에 있어서의 전용 SRR에 기입

시킨다.

즉, 예를 들면, 기록 매체(81)가 도 33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상태에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던 경우, 도 33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와 Files(DB))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전용 SRR(504)의 영

역 B204' 및 전용 SRR(503)의 영역 B203'에 각각 기록시킨다. 보다 상세하게는, 파일이 도면 중의 「추가Files(Stream)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추기였던 경우,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도 33의 하단에 도시한 전용 SRR(504)의 영역

B204에 기록된 정보에, 새롭게 추기된 정보를 추가한 정보를, 도 33의 하단에 도시한 전용 SRR(504)의 영역 B204'에 기

록한다. 또한, 파일이 도면 중의 「추가Files(D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정보를 갱신한 파일을 기록하는 경우, 도

33의 하단에 도시한 전용 SRR(503)에 있어서의 영역 B203에 기록된 파일을 판독 불능 상태로 하고, 새롭게 갱신한 파일

을 전용 SRR(503)의 영역 B203에 인접하는 영역에 기록하도록 하여 영역 B203'의 정보를 구성하여, 기록한다.

스텝 S16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메

인 FS(FS(Metadata)),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33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전용 SRR(502)의 영역 B202에 기록되어 있는 메

인 FS(FS(Metadata)), 및, 전용 SRR(501)의 영역 B201에 기록되어 있는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

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또한, 도 33에서는, 판독 불가로 된 영역에 대해서

는, 검은 바탕에 흰 문자의 표기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표기하는 것으로 한다.

스텝 S17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스텝 S169의 처리에 있어서, 파일의 추기 또는 갱신에 의해 생성되는

새로운 메인 FS(FS(Metadata)),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의 각각의 전용 SRR을 참조하여, 새로운 메인 FS(FS

(Metadata)),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를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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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33의 상단의 경우,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메인 FS(FS(Metadata))의 전용 SRR(502) 내의 새로운 메인

FS를 기록 가능한 위치로서, 판독이 불가로 된 전용 SRR(502) 내의 영역 B202에 인접하는 영역 B202'를 검색한다. 또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의 전용 SRR(501) 내의 새로운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

커 정보를 기록 가능한 위치로서, 판독이 불가로 된 전용 SRR(501) 내의 영역 B201에 인접하는 영역 B201'를 검색한다.

스텝 S17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메인 FS의 전용 SRR 내에, 새로운 메인 FS를 기록하기 위한 빈 영역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도 33의 경우, 존재하므로, 그 처리는, 스텝 S172로 진행한다.

스텝 S172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스텝 S170의 처리에 의해 검색된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33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파일 시스템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

(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전용 SRR(502) 내의 영역 B202'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17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의 전용 SRR 내에,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빈 영역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도 33의 상단의 경우, 존재하므로, 그 처리는,

스텝 S175로 진행한다.

스텝 S17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메인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

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스텝 S170의 처리에 의해 검색된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의 전용 SRR 내의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33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

보의 전용 SRR(501)에 있어서의 영역 B201'에 기입시킨다.

스텝 S177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외

주측의 각각의 전용 SRR에 기록되어 있는 미러 FS(FS(MD-Mirror)),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

(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33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미러 FS(FS(MD-Mirror))의 전용 SRR(505)에 있

어서의 영역 B113에 기록되어 있는 미러 FS(FS(MD-Mirror)),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의 전용 SRR(506)에

있어서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178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스텝 S177의 처리에 대응하여, 외주측의 미러 FS(FS(MD-Mirror))의

전용 SRR에서, 새로운 외주측의 미러 FS(FS(MD-Mirror))를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운 SA 영역 또는 Use를 검색함과 함

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의 SA 영역을 검색한다.

즉, 도 33의 상단의 경우,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미러 FS(FS(MD-Mirror))의 전용 SRR(505) 내의 새로운 미러

FS를 기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로서, 판독이 불가로 된 전용 SRR(505) 내의 영역 B205에 인접하는 영역 B205'를 검

색한다. 또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의 전용 SRR(506) 내의 새로운 볼륨 구조

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가능한 위치로서, 판독이 불가로 된 전용 SRR(506) 내의 영역 B206에 가장 가까운 SA 영역

인 영역 B206'를 검색한다.

스텝 S17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미러 FS의 전용 SRR 내에, 미러 FS를 기록하기 위한 빈 영역이 있는지

의 여부를 판정한다. 도 33의 상단의 경우, 존재하므로, 그 처리는, 스텝 S180으로 진행한다.

스텝 S18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스텝 S178의 처리에 의해 검색된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33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파일 시스템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

(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전용 SRR(505) 내의 영역 B205'에 기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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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텝 S182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미러 FS에 대응하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스텝 S178의 처리에 의해 검색

된 OSA의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33의 상단의 경우,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미러 FS에 대응하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

를 기록 가능한 위치로서 검색된 OSA의 영역 B206'에 미러 FS에 대응하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시킨다.

한편, 예를 들면, 도 34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인 FS의 전용 SRR(502)의 전체 영역인 영역 B202에 메인 FS가 기

록되어 있었던 경우, 스텝 S169에서, 도 34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인 FS가 기록된 영역 B202는, 전체 영역이 판독

불가로 되어, 새로운 메인 FS를 기록 가능한 영역이, 전용 SRR(502) 내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스텝 S171

에서는, 새로운 메인 FS를 기록 가능한 빈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되고, 그 처리는, 스텝 S173으로 진행한다.

스텝 S17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가장 가까운 위치의 SA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33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파일 시스템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

(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ISA 내의 영역 B202'에 기입시킨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도 34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인 FS에 대응하는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의 전용

SRR(501)의 전체 영역인 영역 B201에 메인 FS에 대응하는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던 경우, 스

텝 S169에서, 도 34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인 FS가 기록된 영역 B201은, 전체 영역이 판독 불가로 되어, 새로운

메인 FS에 대응하는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가능한 빈 영역이, 전용 SRR(501) 내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스텝 S174에서는, 새로운 메인 FS에 대응하는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가능한 빈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되고, 그 처리는, 스텝 S176으로 진행한다.

스텝 S17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메인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

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가장 가까운 위치의 SA 영역에 기입시

킨다.

즉, 도 34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ISA 내의 영역 B201'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179에서, 예를 들면, 도 34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미러 FS의 정보의 전용 SRR(505)의 전체 영역인 영역

B205에 미러 FS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던 경우, 스텝 S177에서, 도 34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미러 FS가 기록된 영

역 B205는, 전체 영역이 판독 불가로 되어, 새로운 미러 FS의 정보를 기록 가능한 빈 영역이, 전용 SRR(505) 내에 존재하

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스텝 S179에서는, 새로운 미러 FS의 정보를 기록 가능한 빈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되고, 그 처리는, 스텝 S181로 진행한다.

스텝 S18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그 파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가장 가까운 위치의 SA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33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0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OSA 내의 영역 B205'에 기입시킨다.

또한, 도 32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163 내지 S168, S172, S173, S175, S176, S180 내지 S182에 있어서의 각 기록

처리에서는, 더욱 상세 내용을 후술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될 때, 추기, 또는, 갱신된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

의 갱신 정보를 순차적으로 전용의 SRR 내에, 추기, 또는, 갱신 전의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의

대체로서 기록하도록 했으므로,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가 물리적으로는 상이한 위치에 순차적

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의 논리 어드레스를 변경시

키지 않고서,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파일의 추기나 갱신을 할 때마다, 파일 시스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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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등의 논리 어드레스를 재기입할 필요가 없어진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덮어쓰

기할 수 없는 기록 매체, 예를 들면, 라이트앳원스 미디어에 대해서도, 논리 어드레스 상의 고정 위치에 기록하는 것이 의

무 부과되어 있는 정보를 마치 덮어쓰기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될 때에 기록되는 데이터는, 각 정보마다 전용의 SRR 내의 기본적으로 User 영역에 기록되

게 되기 때문에, 본래, 기록 매체(81)에 결함 섹터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되는 SA 영역을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게 됨과

함께,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되는 처리가 반복되어, 각 전용 SRR 내에 충분한 용량이 없는 상태로 되었을 때에는, SA 영

역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SA 영역을 낭비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유효하게 데이터의 기록 처리에 SA 영역을 사용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에서는,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될 때, 추기, 또는, 갱신된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의 갱신

정보를 순차적으로 전용의 SRR 내에, 추기, 또는, 갱신 전의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의 대체로

서 기록하도록 하는 예에 대해서 설명해 왔지만, 미리 포맷의 단계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볼륨 구조의 정보, 파

일(전술한 Files(Stream)와 동일), DB 파일(전술한 Files(DB)와 동일)의 각각의 용도별(용도의 조합별) SRR을 설정해 놓

고, 파일의 추기, 또는, 갱신의 때는 용도별로 설정된 SRR 내의 대체 영역에 기록하도록 해도 된다.

도 35는, 미리 포맷의 단계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볼륨 구조의 정보, 파일(전술한 Files(Stream)와 동일: 이하,

스트림 데이터만의 파일을 특별히 스트림 파일이라고도 칭하기로 함), DB 파일(전술한 Files(DB)와 동일)의 각각의 용도

의 조합에 따라서, 각각 SRR을 설정해 놓고, 파일의 추기, 또는, 갱신의 시에는 용도의 조합마다 설정된 SRR의 대체 영역

에 기록하도록 한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또한,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서, 도 3의 기록 재

생 기구부(22)의 구성과 대응하는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그 설명은 적절하게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와 도 3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의 구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은, 제어부(51) 대신에, 제어

부(421)를 설치한 점이다. 제어부(421)는, 제어부(51)의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61),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 대체

정보 관리부(63), 및 대체 정보 생성부(64) 대신에,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431),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 대체 정

보 관리부(433), 및 대체 정보 생성부(434)를 구비하고 있는 점이다.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431)는, 파일 시스템 정보 인식부(61)와 동일한 것이다.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기본적인 기능은,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와 마찬가지이지만, 스트림 파일(Files

(Stream)), 오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 메인 FS, 외주측의 앵커 정

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미러 FS, 및,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해서, 기록 매체(81)의 포맷 시에 사

용하는 SRR을 설정하여(용도의 조합마다 할당), 파일을 기록할 때, 각각에 설정된 SRR에 기록한다. 포맷 시에 설정되는

SRR의 수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설정되는 SRR의 수에 따라서, 스트림 파일(Files(Stream)), 오리지날

의 DB 파일(Files(DB)(original)),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 메인 FS,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

보, 미러 FS, 및,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의 각각을 어떠한 조합으로 할당할지에 대해서도 임의로 설정하

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되었을 때, 갱신된 스트림 파일(Files(Stream)), 오리지날

의 DB 파일(Files(DB)(original)),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 메인 FS,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

보, 미러 FS, 및,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를, 각각 용도별로 할당된 SRR 내의 영역에, 갱신되기 전의 파일

이 추기, 또는, 갱신되었을 때, 갱신된 스트림 파일(Files(Stream)), 오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 메인 FS,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 미러 FS, 및,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

조의 정보의 대체로서 기록한다. 즉,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할당된 SRR 내에서, SA 영역에 기록하는 경우와 같

이, 논리 어드레스 상에서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서, 실제의 갱신된 데이터를 기록 매체(81) 상의 별도의 위치에 기록한

다.

초기화부(432a)는, 기본적으로 도 3의 초기화부(432a)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 것이지만, 또한, 포맷할 때, 용도별로(용도의

조합별로) SRR을 설정한다.

또한, 대체 정보 관리부(433), 메모리(433a), 대체 정보 생성부(434), 및 메모리(434a)는, 도 3의 대체 정보 관리부(63),

메모리(63a), 대체 정보 생성부(64), 및 메모리(64a)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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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 36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외

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는

경우의 기록 매체(81)의 포맷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스텝 S201에서, 제어부(421)의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의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

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 상에 SA(Spare Area) 영역을 설정시킨다.

스텝 S202에서, 초기화부(432a)는, 대체 정보 관리부(433)에 대하여, DL(Defect List)를 생성시킨다. 이에 의해, 대체 정

보 관리부(433)는, 메모리(433a)에 DL을 생성하여 기억시킨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DL에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스텝 S203에서, 초기화부(432a)는,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그 이외의 정보의 SRR을 각각 오픈으로 한 상태에서 설

정한다. 도 3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SRR 내지 제3 SRR(도 37의 SRR1 내지 SRR3) 3개의 SRR이 오픈으로 된 상태에

서 설정된다.

스텝 S204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에 볼륨 스페이스

를 설정시킨다.

스텝 S205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내주측과 외주

측의 단부의 SRR에 볼륨 구조의 정보와 앵커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을 설정시킨다. 즉, 지금의 경우, 도 37의 상단에 도시

한 바와 같이, 제1 SRR(도 37중의 SRR1)과 제3 SRR(도 37중의 SRR3)이 볼륨 구조의 정보와 앵커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

으로서 설정된다. 이 처리 후, 볼륨 구조의 정보와 앵커 정보를 기록한 SRR의 상태는 closed 상태로 되는데, 그 상태 설정

방법에는 이하의 2가지가 있다. 대상으로 되는 SRR에 미기록 영역이 남지 않는 경우, SRR의 상태가 드라이브 내의 자동적

인 처리에 의해 closed로 된다. 한편, 대상으로 되는 SRR에 미기록 영역이 남는 경우, SRR의 상태를 closed로 하는 커맨

드를 호스트가 발행함으로써, 대상으로 되는 SRR을 closed 상태로 설정한다. 이후, SRR의 상태를 closed로 하는 처리의

설명은 생략하지만, 볼륨 구조의 정보와 앵커 정보를 기록한 SRR에 대해서는 모두 마찬가지의 처리에 의해, closed 상태

가 설정 되는 것으로 한다.

스텝 S206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2 SRR(도

37 중의 SRR2)에, 스트림 파일, 파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메인 FS와 미러 FS, 및, 오리지널과 백업의 DB 파일을 설정

시킨다. 즉, 도 37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2 SRR의 영역 B303에, 스트림 파일(Files(Stream))을, 영역 B301, B305에, 각각 파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메인

FS(도 37의 상단 중의 FS(Metadata))와 미러 FS(도 37의 상단 중의 FS(MD-Mirror))를, 또한, 영역 B302, B304에, 각각

오리지널과 백업의 DB 파일(도 37의 상단 중의 Files(DB)(original) 및 Files(DB)(backup))을 설정시킨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포맷되는 기록 매체(81)에는, 용도마다 3개의 SRR이 설정된다.

또한, 포맷에 있어서는, 영역이 설정될 뿐이며, 실질적으로 정보가 기입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2 SRR 내의 각 영

역의 배치 순서는, 도 37에 도시한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배치 순서이어도 된다.

다음으로, 도 38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 의한 도 36의 처리에 의해 포맷된(초기화된)

기록 매체(81)에 정보를 기입하는 기입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스텝 S22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추기, 또는, 갱신된 파일의 속성 등의 정보에 기초하여, 파일 시스템 정

보를 생성하고, 읽어들인다.

스텝 S222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기록 매체(81)에 대하여 최초의 기입 처리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222에서, 예를 들면, 최초의 기입으로 판정된 경우, 처리는, 스텝 S223으로 진행하고,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

(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Files(Stream)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

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SRR2)에 기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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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37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

부(73)에 입력되는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

역 B303에 기록시킨다.

스텝 S22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

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37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

조부(72)를 통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역 B302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iles(DB)(original)).

스텝 S22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

(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37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

(72)를 통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역 B304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iles

(DB)(backup)).

스텝 S226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37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역 B301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S(Metadata)

).

스텝 S227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

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내주측 단부의 SRR에 기입시

킨다. 도 37의 상단에서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는, 제1 SRR에 기록되게 된다.

스텝 S228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37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역 B305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S(MD-

Mirror)).

스텝 S22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

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외주측 단부의 SRR에 기입시

킨다. 도 37의 상단에서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는, 제3 SRR에 기록되게 된다(도면 중의 SRR3에

「Volume Str.」 및 「Anchor」로서 기록시킨다).

한편, 스텝 S222에서, 최초의 기입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즉, 예를 들면, 스텝 S223 내지 S229의 처리에 의해 적어도 1

회 이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는, 스텝 S230으로 진행한다.

스텝 S23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스

트림 파일(Files(Stream))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예를 들면, 기록 매체(81)가 도 37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상태에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던 경우, 도 37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스트림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역 B303'에

기록시킨다. 보다 상세하게는, 파일이 추기였던 경우,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도 37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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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록된 정보에, 새롭게 추기된 정보를 추가한 정보를, 도 37의 중단에 도시한 영역 B303'에 기록한다. 또한, 새로운 정

보를 갱신한 파일을 기록하는 경우, 도 37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303에 기록된 파일을 판독 불능 상태로 하고, 새롭게 갱

신한 파일을 기록하도록 하여 영역 B303'에 기록한다.

스텝 S23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오

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

다.

즉, 도 37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02에 기록되어 있는 오리지날의 DB 파일

(Files(DB)(original))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232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새로운 오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

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2 SRR 내의 새로운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37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 내의 영역 B302'에 기입시킨

다(도면 중의 Files(DB)-O).

스텝 S23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백

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37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04에 기록되어 있는 백업의 DB 파일

(Files(DB)(backup))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23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새로운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2 SRR 내의 새로운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37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ECC 부

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 내의 영역 B304'에 기입시킨다

(도면 중의 Files(DB)-B).

스텝 S23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메

인 FS(FS(Metadata)), 및,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

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37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01에 기록되어 있는 메인 FS(FS

(Metadata)) 및, 제1 SRR에 기록되어 있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

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236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37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의 파일 시스템 정보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 내의 영역 B301'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237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제1 SRR의 대체 영역에 기입

시킨다.

또한, 도 37에서는, 제1 SRR의 대체 영역이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DB 파일이나 FS와 마찬가지로 기록된다.

즉,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는, 예를 들면, 도 32 내지 도 34를 참조하여 설명한 처리와 마찬가지의 처리에 의하여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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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S238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미

러 FS(FS(MD-Mirror)), 및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

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37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05에 기록되어 있는 미러 FS(FS(MD-

Mirror)) 및, 제3 SRR에 기록되어 있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

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23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37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의 파일 시스템 정보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 내의 영역 B305'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24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에 대응하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제3 SRR의 대체 영역에 기입

시킨다.

또한, 도 37에서는, 제3 SRR의 대체 영역이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DB 파일이나 FS와 마찬가지로 기록된다.

즉,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는, 예를 들면, 도 32 내지 도 34를 참조하여 설명한 처리와 마찬가지의 처리에 의하여

기록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미리 설정된 SRR 내에 대체 영역이 설정되고, 파일이 추기, 또는, 갱신될 때, 스트림 파일(Files

(Stream)), 오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 메인 FS, 미러 FS, 및,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의 갱신 정보를 순차 미리 설정되고 SRR 내의 대체 섹터에 기록하도록 했으므로,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와,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분류하여 대체처를 특정한 SRR 내에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대체 영역의 씨

크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해져, 액세스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상의 예에서는, DB 파일이나 파일 시스템 FS에 대해서는, 각각 오리지널과 백업, 또는, 메인과 미러 등과 같이 동

일한 파일을 2개 기록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왔지만, 이들은, 반드시 복수개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독

의 경우, 전술한 처리의 설명의 어느 한쪽의 처리가 생략되게 된다.

그런데, 포맷 시에 3개의 SRR이 설정되는 경우, 도 3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스트림 파일(Files(Stream)), 오리지널 DB 파

일(Files(DB)(original)), 백업 DB 파일(Files(DB)(backup)), 메인 FS, 및 미러 FS의 대체 영역이 혼재한 상태에서 기록되

고, 또한, 대체원으로부터 대체처까지의 거리가 멀어짐으로써 액세스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포맷 시에, SRR

을, 더 많은 용도를 나누어 세분하여 설정하도록 해도 된다.

다음으로, 도 39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외

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스트림 파일(Files(Stream))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또한,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는 경우의 기록 매체(81)의 포맷 처리에 대해서 설명

한다. 또한, 도 39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251, S252, S254의 처리에 대해서는, 도 36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201, S202, S204의 처리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스텝 S253에서, 초기화부(432a)는,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해서, 하나의 SRR을 설정하고, 외주측

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해서, 하나의 SRR을 설정하고, 스트림 파일(Files(Stream))에 대하여 하나의 SRR

을 설정하고, 또한, 그 이외의 정보의 SRR을 각각 오픈으로 한 상태에서 설정한다. 도 4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SRR 내

지 제4 SRR(도 40의 SRR1 내지 SRR4) 합계 4개의 SRR이 오픈으로 된 상태에서 설정된다.

스텝 S255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내주측과 외주

측의 단부의 SRR에 볼륨 구조의 정보와 앵커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을 설정시킨다. 즉, 지금의 경우, 도 37의 상단에 도시

한 바와 같이, 제1 SRR과 제4 SRR이 볼륨 구조의 정보와 앵커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으로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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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S256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2 SRR에, 파

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메인 FS와 미러 FS를, 또한, 오리지널과 백업의 DB 파일을 설정시킨다. 즉, 도 40의 상단의 경

우, 초기화부(432a)는, 기록 매체(81)의 제2 SRR의 영역 B311, B314에, 각각 파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메인 FS(도

40의 상단 중의 FS(Metadata))와 미러 FS(도 40 중의 FS(MD-Mirror))를, 또한, 영역 B312, B313에, 각각 오리지널과

백업의 DB 파일(도 40 상단 중의 Files(DB)(original) 및 Files(DB)(backup))을 설정시킨다.

스텝 S257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3 SRR에, 스

트림 파일을 설정시킨다. 즉, 도 40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

여 기록 매체(81)의 제3 SRR의 영역 B315에, 스트림 파일(도 40의 상단 중의 Files(Stream))을 설정시킨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포맷되는 기록 매체(81)에는, 용도마다 4개의 SRR이 설정된다.

다음으로, 도 41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 의한 도 39의 처리에 의해 포맷된(초기화된)

기록 매체(81)에 정보를 기입하는 기입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도 41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271, S272의 처

리에 대해서는, 도 38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한 스텝 S221, S222의 처리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스텝 S27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스

트림 파일 Files(Stream)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SRR3)에 기입시킨다.

즉, 도 40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

부(73)에 입력되는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3 SRR의 영

역 B315에 기록시킨다.

스텝 S27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

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0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

조부(72)를 통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역 B312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iles(DB)(original)).

스텝 S27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

(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0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

(72)를 통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역 B313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iles

(DB)(backup)).

스텝 S276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0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역 B311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S(Metadata)

).

스텝 S277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

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내주측 단부의 SRR에 기입시

킨다. 도 40의 상단에서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는, 제1 SRR에 기록되게 된다.

스텝 S278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에 기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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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40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역 B314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S(MD-

Mirror)).

스텝 S27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

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외주측 단부의 SRR에 기입시

킨다. 도 40의 상단에서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는, 제4 SRR에 기록되게 된다(도면 중의 SRR4에

「Volume Str.」 및 「Anchor」로서 기록시킨다).

한편, 스텝 S272에서, 최초의 기입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즉, 예를 들면, 스텝 S273 내지 S279의 처리에 의해 적어도 1

회 이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는, 스텝 S280으로 진행한다.

스텝 S28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

일(Files(Stream): 스트림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파일)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에 기

입시킨다.

즉, 예를 들면, 기록 매체(81)가 도 40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상태에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던 경우, 도 40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3 SRR의 영역 B315'에 기록시

킨다. 보다 상세하게는, 파일이 추기였던 경우,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도 40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315에 기

록된 정보에, 새롭게 추기된 정보를 추가한 정보를, 도 40의 중단에 도시한 영역 B315'에 기록한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갱신한 파일을 기록하는 경우, 도 40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315에 기록된 파일을 판독 불능 상태로 하고, 새롭게 갱신한

파일을 영역 B315에 인접하는 영역에 기록하도록 하여 영역 B315'의 정보를 구성하여, 기록한다.

스텝 S28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오

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

다.

즉, 도 40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12에 기록되어 있는 오리지날의 DB 파일

(Files(DB)(original))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282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새로운 오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2 SRR 내의 새로운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40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 내의 영역 B312'에 기입시킨

다(도면 중의 Files(DB)-O).

스텝 S28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백

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40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13에 기록되어 있는 백업의 DB 파일

(Files(DB)(backup))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28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새로운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2 SRR 내의 새로운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40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ECC 부

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 내의 영역 B313'에 기입시킨다

(도면 중의 Files(D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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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S28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메

인 FS(FS(Metadata)), 및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

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40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11에 기록되어 있는 메인 FS(FS

(Metadata)) 및, 제1 SRR에 기록되어 있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

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286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0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의 파일 시스템 정보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 내의 영역 B311'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287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제1 SRR의 대체 영역에 기입

시킨다.

스텝 S288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미

러 FS(FS(MD-Mirror)), 및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

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40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14에 기록되어 있는 미러 FS(FS(MD-

Mirror)) 및, 제3 SRR에 기록되어 있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

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28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0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의 파일 시스템 정보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 내의 영역 B314'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29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에 대응하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제4 SRR의 대체 영역에 기입

시킨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파일 시스템 FS, 및 DB 파일과, 스트림 파일이 각각 상이한 SRR에 기록됨으로써, 스트림 파일이 고정

된 SRR에 연속한 상태에서 기록되게 되므로, 액세스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상의 예에서는, 4개의 SRR을 설정하는 경우, 파일 시스템 FS 및 DB 파일과, 스트림 파일을 각각 상이한 SRR에 배

치하는 예에 대해서 설명해 왔지만, 볼륨 구조의 정보와 앵커 정보를 기록하는 내주측과 외주측의 각각의 단부의 SRR(제1

SRR과 제4 SRR)를 제외한, 2개의 SRR에 대한 파일 시스템 FS 및 DB 파일과, 스트림 파일의 분류 방법은, 그 밖의 조합이

어도 된다.

예를 들면, 분류하는 방법의 예로서는, 제2 SRR에 메인 FS와 미러 FS를 설정하고, 제3 SRR에 오리지날의 DB 파일과 백

업의 DB 파일, 및 스트림 파일을 설정하도록 해도 된다.

다음으로, 도 42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외

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스트림 파일(Files(Stream)), 오리지날의 DB 파

일 및 백업 DB 파일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또한, 메인의 파일 시스템 FS 및 미러의 파일 시스템 FS에 대하여 1

개의 SRR을 설정하는 경우의 기록 매체(81)의 그 밖의 포맷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도 42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

텝 S301, S302, S304의 처리에 대해서는, 도 42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201, S202, S204의 처리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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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S303에서, 초기화부(432a)는,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메인의 파일 시스템 FS와 미러의 파일 시스템 FS에 대

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스트림 파일(Files(Stream))로 오리지날의 DB 파일 및 백업의 DB 파일에 대하여 1개의

SRR을 각각 오픈으로 한 상태에서 설정한다. 결과적으로, 도 4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SRR 내지 제4 SRR(도 43의

SRR1 내지 SRR4)의 합계 4개의 SRR이 오픈으로 된 상태에서 설정된다.

스텝 S305에서, 전술한 스텝 S255(도 39)의 처리와 마찬가지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

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내주측과 외주측의 단부의 SRR에 볼륨 구조의 정보와 앵커 정보를 기록하는 볼륨 구조

의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과 앵커 영역을 설정시킨다. 즉, 지금의 경우, 도 43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SRR과 제4

SRR이 볼륨 구조의 정보와 앵커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으로서 설정된다.

스텝 S306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2 SRR에, 파

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메인 FS와 미러 FS를 설정시킨다. 즉, 도 43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록 매체(81)

의 제2 SRR의 영역 B321, B322에, 각각 파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메인 FS(도 43의 상단 중의 FS(Metadata))와 미러

FS(도 43 중의 FS(MD-Mirror))를 설정시킨다.

스텝 S307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3 SRR에, 스

트림 파일과, 오리지널과 백업의 DB 파일(도 43 상단 중의 Files(DB)(original) 및 Files(DB)(backup))을 설정시킨다. 즉,

도 43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3 SRR

의 영역 B323에, 스트림 파일(도 43의 상단 중의 Files(Stream)), 또한, 영역 B324, B325에, 각각 오리지널과 백업의 DB

파일(도 43 상단 중의 Files(DB)(original) 및 Files(DB)(backup))을 설정시킨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포맷되는 기록 매체(81)에는, 용도마다 4개의 SRR이 설정된다.

다음으로, 도 44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 의한 도 42의 처리에 의해 포맷된(초기화된)

기록 매체(81)에 정보를 기입하는 기입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도 44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321, S322의 처

리에 대해서는, 도 38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한 스텝 S221, S222의 처리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스텝 S32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스

트림 파일 Files(Stream)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SRR3)에 기입시킨다.

즉, 도 43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

부(73)에 입력되는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3 SRR의 영

역 B323에 기록시킨다.

스텝 S32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

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3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

조부(72)를 통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3 SRR의 영역 B324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iles(DB)(original)).

스텝 S32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

(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3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

(72)를 통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역 B325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iles

(DB)(backup)).

스텝 S326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에 기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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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43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역 B311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S(Metadata)

).

스텝 S327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

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내주측 단부의 SRR에 기입시

킨다. 도 43의 상단에서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는, 제1 SRR에 기록되게 된다.

스텝 S328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3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역 B322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S(MD-

Mirror)).

스텝 S32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

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외주측 단부의 SRR에 기입시

킨다. 도 43의 상단에서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는, 제4 SRR에 기록되게 된다(도면 중의 SRR4에

「Volume Str.」 및 「Anchor」로서 기록시킨다).

한편, 스텝 S322에서, 최초의 기입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즉, 예를 들면, 스텝 S323 내지 S329의 처리에 의해 적어도 1

회 이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는, 스텝 S330으로 진행한다.

스텝 S33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

일(Files(Stream): 스트림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파일)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에 기

입시킨다.

즉, 예를 들면, 기록 매체(81)가 도 43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상태에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던 경우, 도 43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3 SRR의 영역 B323'에 기록시

킨다. 보다 상세하게는, 파일이 추기였던 경우,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도 43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323에 기

록된 정보에, 새롭게 추기된 정보를 추가한 정보를, 도 43의 중단에 도시한 영역 B323'에 기록한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갱신한 파일을 기록하는 경우, 도 42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323에 기록된 파일을 판독 불능 상태로 하고, 새롭게 갱신한

파일을 영역 B325에 인접하는 영역에 기록하도록 하여 영역 B323'의 정보를 구성하여, 기록한다.

스텝 S33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오

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

다.

즉, 도 43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24에 기록되어 있는 오리지날의 DB 파일

(Files(DB)(original))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332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새로운 오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3 SRR 내의 새로운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43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 내의 영역 B324'에 기입시킨

다(도면 중의 Files(DB)-O).

스텝 S33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백

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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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43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25에 기록되어 있는 백업의 DB 파일

(Files(DB)(backup))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33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새로운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3 SRR 내의 새로운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43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ECC 부

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 내의 영역 B325'에 기입시킨다

(도면 중의 Files(DB)-B).

스텝 S33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메

인 FS(FS(Metadata)), 및,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

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43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21에 기록되어 있는 메인 FS(FS

(Metadata)) 및, 제1 SRR에 기록되어 있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

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336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3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의 파일 시스템 정보 FS(FS(Metadata))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 내의 영역 B321'에 기

입시킨다.

또한, 스텝 S337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제1 SRR의 대체 영역에 기입

시킨다.

스텝 S338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미

러 FS(FS(MD-Mirror)), 및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

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43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22에 기록되어 있는 미러 FS(FS(MD-

Mirror)) 및, 제4 SRR에 기록되어 있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

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33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3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의 파일 시스템 정보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 내의 영역 B322'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34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에 대응하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제4 SRR의 대체 영역에 기입

시킨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파일 시스템 FS와, 스트림 파일 및 DB 파일이 각각 상이한 SRR에 기록됨으로써, 파일 시스템 FS가

고정된 SRR에 연속한 상태에서 기록되게 되므로, 파일 시스템 FS에의 액세스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에서는, 도 39 내지 도 44를 참조하여, 4개의 SRR을 포맷 시에 설정하는 경우의 기록 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왔지만,

도 41과 도 43을 비교하면, 도 41에서는, 스트림 파일이 단독의 SRR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스트림 파일에의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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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향상되게 되므로, 예를 들면, 영화 등의 큰 스트림 파일이 기록 매체에 기록되는 경우에 적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도 43에서는, 파일 시스템 FS가, 단독의 SRR에 기록되게 되므로, 퍼스널 컴퓨터 등에서, 빈번하게 파일 시스템

FS에 액세스하는 처리가 많은 경우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메인과 미러의 파일 시스템 FS가 동일한 SRR에 기록되는 예에 대해서 설명해 왔지만, 파일 시스템 FS는, 기

록 매체(81) 내의 관리 정보이며, 애초부터 메인 FS가 파괴된 경우를 상정한 경우의 백업으로서 미러 FS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기록 매체(81) 상에 어떠한 충격이 가해져, 파일 시스템 정보 FS가, 파괴되는 사태로 된 경우, 메인 FS와 미러 FS

가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배치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포맷 시에 설정되는 SRR의 수를 늘

려, 메인 FS와 미러 FS가, 각각 떨어진 위치의 SRR에 기록되도록 하여도 된다.

다음으로, 도 45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스트림 파일(Files(Stream)), 오리지날의 DB

파일, 및 백업의 DB 파일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메인의 파일 시스템 FS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또한

미러의 파일 시스템 FS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는 경우의 기록 매체(81)의 포맷 처리를 설명한다. 또한, 도 45의 플

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351, S352, S354의 처리에 대해서는, 도 36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201, S202, S204의 처리

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스텝 S353에서, 초기화부(432a)는,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메인의 파일 시스템 FS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

고, 또한 미러의 파일 시스템 FS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스트림 파일(Files(Stream))과 오리지날의 DB 파일,

및 백업의 DB 파일에 대하여 1개의 SRR을 각각 오픈으로 한 상태에서 설정한다. 결과적으로, 도 4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SRR 내지 제5 SRR(도 46의 SRR1 내지 SRR5)의 합계 5개의 SRR이 오픈으로 된 상태에서 설정된다.

스텝 S355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내주측과 외주

측의 단부의 SRR에 볼륨 구조의 정보와 앵커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을 설정시킨다. 즉, 지금의 경우, 도 46의 상단에 도시

한 바와 같이, 제1 SRR과 제5 SRR이 볼륨 구조의 정보와 앵커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으로서 설정된다.

스텝 S356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2 SRR에, 파

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메인 FS를 설정시킨다. 즉, 도 46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록 매체(81)의 제2 SRR

의 영역 B331에, 각각 파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메인 FS(도 46의 상단 중의 FS(Metadata))를 설정시킨다.

스텝 S357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3 SRR에, 스

트림 파일과, 오리지널과 백업의 DB 파일(도 46 상단 중의 Files(DB)(original) 및 Files(DB)(backup))을 설정시킨다. 즉,

도 46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3 SRR

의 영역 B332에, 오리지날의 DB 파일(도 46 상단 중의 Files(DB)(original))을, 영역 B333에 스트림 파일(도 46의 상단

중의 Files(Stream))을, 또한, 영역 B334에, 백업의 DB 파일(도 46 상단 중의 Files(DB)(backup))을 각각 설정시킨다.

스텝 S358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2 SRR에, 파

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미러 FS를 설정시킨다. 즉, 도 46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록 매체(81)의 제3 SRR

의 영역 B335에, 각각 파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미러 FS(도 46중의 FS(MD-Mirror))를 설정시킨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포맷되는 기록 매체(81)에는, 용도마다 5개의 SRR이 설정된다.

다음으로, 도 47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 의한 도 42의 처리에 의해 포맷된(초기화된)

기록 매체(81)에 정보를 기입하는 기입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도 44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321, S322의 처

리에 대해서는, 도 38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한 스텝 S221, S222의 처리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스텝 S37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스

트림 파일 Files(Stream)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SRR3)에 기입시킨다.

즉, 도 46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

부(73)에 입력되는 스트림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3

SRR의 영역 B333에 기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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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S37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

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6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

조부(72)를 통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3 SRR의 영역 B332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iles(DB)(original)).

스텝 S37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

(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6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

(72)를 통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3 SRR의 영역 B334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iles

(DB)(backup)).

스텝 S376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6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역 B331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S(Metadata)

).

스텝 S377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

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내주측 단부의 SRR에 기입시

킨다. 도 46의 상단에서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는, 제1 SRR에 기록되게 된다.

스텝 S378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4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6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4 SRR의 영역 B335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S(MD-

Mirror)).

스텝 S37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

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외주측 단부의 SRR에 기입시

킨다. 도 46의 상단에서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는, 제5 SRR에 기록되게 된다(도면 중의 SRR4에

「Volume Str.」 및 「Anchor」로서 기록시킨다).

한편, 스텝 S372에서, 최초의 기입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즉, 예를 들면, 스텝 S373 내지 S379의 처리에 의해 적어도 1

회 이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는, 스텝 S380으로 진행한다.

스텝 S38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

일(Files(Stream): 스트림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파일)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에 기

입시킨다.

즉, 예를 들면, 기록 매체(81)가 도 46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상태에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던 경우, 도 46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3 SRR의 영역 B333'에 기록시

킨다. 보다 상세하게는, 파일이 추기였던 경우,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도 46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333에 기

록된 정보에, 새롭게 추기된 정보를 추가한 정보를, 도 46의 중단에 도시한 영역 B333'에 기록한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갱신한 파일을 기록하는 경우, 도 46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333에 기록된 파일을 판독 불능 상태로 하고, 새롭게 갱신한

파일을 영역 B333'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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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S38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오

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

다.

즉, 도 46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32에 기록되어 있는 오리지날의 DB 파일

(Files(DB)(original))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382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새로운 오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3 SRR 내의 새로운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46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 내의 영역 B332'에 기입시킨

다(도면 중의 Files(DB)(original)).

스텝 S38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백

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46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34에 기록되어 있는 백업의 DB 파일

(Files(DB)(backup))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38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새로운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3 SRR 내의 새로운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46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ECC 부

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 내의 영역 B334'에 기입시킨다

(도면 중의 Files(DB)(backup)).

스텝 S38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메

인 FS(FS(Metadata)) 및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

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46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31에 기록되어 있는 메인 FS(FS

(Metadata)) 및, 제1 SRR에 기록되어 있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

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386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6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의 파일 시스템 정보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 내의 영역 B331'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387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제1 SRR의 대체 영역에 기입

시킨다.

또한, 도 46에서는, 제1 SRR의 대체 영역이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DB 파일이나 FS와 마찬가지로 기록된다.

스텝 S388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미

러 FS(FS(MD-Mirror)), 및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

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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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46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35에 기록되어 있는 미러 FS(FS(MD-

Mirror)), 및, 제5 SRR에 기록되어 있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

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38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4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6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의 파일 시스템 정보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4 SRR 내의 영역 B335'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39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에 대응하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제5 SRR의 대체 영역에 기입

시킨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메인 FS와 미러 FS가, 떨어진 SRR에 독립하여 기록되게 되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FS의 액세스 성능

을 향상시킴과 함께, 기록 매체(81)의 흠 등에 대한 내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SRR의 할당은, 도 46에

도시한 예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도 46의 제3 SRR의 DB 파일과 스트림 파일을 제4 SRR에 배치하고, 제3

SRR에 미러 FS를 배치하도록 해도 된다.

이상에서는, 파일 시스템 FS의 메인 FS와 미러 FS를 각각 상이한 SRR에 기록시키는 예에 대해서 설명해 왔지만, 스트림

파일에 있어서는, DB 파일이, 파괴되면 재생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어, 애초부터, 오리지날의 DB 파일과 백업의 DB 파

일은, 어느 하나가 깨져도 스트림 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오리지날의 DB 파일과 백업의 DB 파일에

대해서도, 각각 근방의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전술한 파일 시스템 FS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

다. 따라서, DB 파일에 대해서도, 파일 시스템 FS와 같이 다른 SRR에 기록시키도록 해도 된다.

다음으로, 도 48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외

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스트림 파일(Files(Stream))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메인의 파일 시스템 FS 및 오리지날의 DB 파일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또한 미러의 파일 시스

템 FS, 및 백업 DB 파일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는 경우의 기록 매체(81)의 포맷 처리를 설명한다. 또한, 도 48의 플

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401, S402, S404의 처리에 대해서는, 도 36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201, S202, S204의 처리

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스텝 S403에서, 초기화부(432a)는,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스트림 파일(Files(Stream))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

정하고, 메인의 파일 시스템 FS, 미쳐 오리지날의 DB 파일에 대하여 하나의 SRR을 설정하고, 또한 미러의 파일 시스템

FS, 및 백업의 DB 파일에 대하여 1개의 SRR을 각각 오픈으로 한 상태에서 설정한다. 결과적으로, 도 49에 도시한 바와 같

이, 제1 SRR 내지 제5 SRR(도 49의 SRR1 내지 SRR5)의 합계 5의 SRR이 오픈으로 된 상태에서 설정된다.

스텝 S405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내주측과 외주

측의 단부의 SRR에 볼륨 구조의 정보와 앵커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을 설정시킨다. 즉, 지금의 경우, 도 49의 상단에 도시

한 바와 같이, 제1 SRR과 제5 SRR이 볼륨 구조의 정보와 앵커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으로서 설정된다.

스텝 S406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2 SRR에, 파

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메인 FS, 및, 오리지날의 DB 파일을 설정시킨다. 즉, 도 49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록 매체(81)의 제2 SRR의 영역 B341, B342에, 파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메인 FS(도 46의 상단 중의 FS(Metadata)

) 및, 오리지널과 백업의 DB 파일(도 46 상단 중의 Files(DB)(original) 및 Files(DB)(backup))을 각각 설정시킨다.

스텝 S407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3 SRR에, 스

트림 파일을 설정시킨다. 즉, 도 49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

여 기록 매체(81)의 제3 SRR의 영역 B343에 스트림 파일(도 49의 상단 중의 Files(Stream))을 설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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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S408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4 SRR에, 파

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미러 FS, 및, 백업의 DB 파일(도 49 상단 중의 Files(DB)(backup))을 설정시킨다. 즉, 도 49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록 매체(81)의 제4 SRR의 영역 B344, B345에, 각각 파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미

러 FS(도 49중의 FS(MD-Mirror)), 및, 백업의 DB 파일(도 49 상단 중의 Files(DB)(backup))을 설정시킨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포맷되는 기록 매체(81)에는, 용도마다 5개의 SRR이 설정된다.

다음으로, 도 50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 의한 도 48의 처리에 의해 포맷된(초기화된)

기록 매체(81)에 정보를 기입하는 기입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도 50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421, S422의 처

리에 대해서는, 도 38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한 스텝 S221, S222의 처리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스텝 S42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스

트림 파일 Files(Stream)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SRR3)에 기입시킨다.

즉, 도 49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

부(73)에 입력되는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3 SRR의 영

역 B343에 기록시킨다.

스텝 S42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

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9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

조부(72)를 통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역 B342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iles(DB)(original)).

스텝 S42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

(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4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9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

(72)를 통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4 SRR의 영역 B345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iles

(DB)(backup)).

스텝 S426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9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역 B341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S(Metadata)

).

스텝 S427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

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내주측 단부의 SRR에 기입시

킨다. 도 49의 상단에서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는, 제1 SRR에 기록되게 된다.

스텝 S428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4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9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4 SRR의 영역 B344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S(MD-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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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S42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

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외주측 단부의 SRR에 기입시

킨다. 도 49의 상단에서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는, 제5 SRR에 기록되게 된다(도면 중의 SRR4에

「Volume Str.」 및 「Anchor」로서 기록시킨다).

한편, 스텝 S422에서, 최초의 기입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즉, 예를 들면, 스텝 S423 내지 S429의 처리에 의해 적어도 1

회 이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는, 스텝 S430으로 진행한다.

스텝 S43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

일(Files(Stream): 스트림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파일)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에 기

입시킨다.

즉, 예를 들면, 기록 매체(81)가 도 49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상태에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던 경우, 도 49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3 SRR의 영역 B343'에 기록시

킨다. 보다 상세하게는, 파일이 추기였던 경우,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도 49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343에 기

록된 정보에, 새롭게 추기된 정보를 추가한 정보를, 도 49의 하단에 도시한 영역 B343'에 기록한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갱신한 파일을 기록하는 경우, 도 49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343에 기록된 파일을 판독 불능 상태로 하고, 새롭게 갱신한

파일을 영역 B343'에 기록한다.

스텝 S43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오

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

다.

즉, 도 49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42에 기록되어 있는 오리지날의 DB 파일

(Files(DB)(original))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432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새로운 오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2 SRR 내의 새로운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49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 내의 영역 B342'에 기입시킨

다.

스텝 S43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백

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49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45에 기록되어 있는 백업의 DB 파일

(Files(DB)(backup))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43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새로운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4 SRR 내의 새로운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49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ECC 부

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4 SRR 내의 영역 B345'에 기입시킨

다.

스텝 S43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메

인 FS(FS(Metadata)) 및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

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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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49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41에 기록되어 있는 메인 FS(FS

(Metadata)) 및, 제1 SRR에 기록되어 있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

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436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9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의 파일 시스템 정보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 내의 영역 B341'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437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제1 SRR의 대체 영역에 기입

시킨다.

스텝 S438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미

러 FS(FS(MD-Mirror)) 및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

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49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44에 기록되어 있는 미러 FS(FS(MD-

Mirror)) 및, 제5 SRR에 기록되어 있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

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43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4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49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의 파일 시스템 정보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4 SRR 내의 영역 B345'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44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에 대응하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제5 SRR의 대체 영역에 기입

시킨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메인 FS와 미러 FS가, 떨어진 SRR에 기록됨과 함께, 오리지날의 DB 파일과, 백업의 DB 파일 모두 떨

어진 위치에 기록되게 되기 때문에, 기록 매체(81)의 흠 등에 대한 내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에서는, 파일 시스템 FS의 메인 FS와 오리지날의 DB 파일을 하나의 SRR에 기록하고, 미러 FS와 백업의 DB 파일을

각각 동일한 SRR에 기록시키는 예에 대해서 설명해 왔지만, 이들은, 판독 시에 있어서 혼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 따라서, 파일 시스템 FS와 DB 파일은, 각각 상이한 SRR에서 기록되도록 해도 된다.

다음으로, 도 51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스트림 파일(Files(Stream))에 대하여, 1개

의 SRR을 설정하고, 메인의 파일 시스템 FS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미러의 파일 시스템 FS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오리지날의 DB 파일 및 백업의 DB 파일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는 경우의 기록 매체(81)의 포맷

처리를 설명한다. 또한, 도 51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451, S452, S454의 처리에 대해서는, 도 36의 플로우차트에서

의 스텝 S201, S202, S204의 처리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스텝 S453에서, 초기화부(432a)는,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외주측

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스트림 파일(Files(Stream))에 대하여, 1개의 SRR

을 설정하고, 메인의 파일 시스템 FS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미러의 파일 시스템 FS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

정하고, 오리지날의 DB 파일 및 백업의 DB 파일에 대하여 1개의 SRR을 각각 오픈으로 한 상태에서 설정한다. 결과적으

로, 도 5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SRR 내지 제6 SRR(도 52의 SRR1 내지 SRR6)의 합계 6의 SRR이 오픈으로 된 상태에

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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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S455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내주측과 외주

측의 단부의 SRR에 볼륨 구조의 정보와 앵커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을 설정시킨다. 즉, 지금의 경우, 도 52의 상단에 도시

한 바와 같이, 제1 SRR과 제6 SRR이 볼륨 구조의 정보와 앵커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으로서 설정된다.

스텝 S456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2 SRR에, 파

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메인 FS를 설정시킨다. 즉, 도 52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록 매체(81)의 제2 SRR

의 영역 B351에, 파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메인 FS(도 52의 상단 중의 FS(Metadata))를 설정시킨다.

스텝 S457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3 SRR에, 오

리지날의 DB 파일(도 52 상단 중의 Files(DB)(original)) 및 백업의 DB 파일(도 52 상단 중의 Files(DB)(backup))을 설정

시킨다. 즉, 도 52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

의 제3 SRR의 영역 B352, B353에 오리지날의 DB 파일 및 백업의 DB 파일을 설정시킨다.

스텝 S458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4 SRR에, 스

트림 파일을 설정시킨다. 즉, 도 52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록 매체(81)의 제4 SRR의 영역 B354에, 스트림

파일(도 52의 상단 중의 Files(Stream))을 설정시킨다.

스텝 S459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5 SRR에, 파

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미러 FS를 설정시킨다. 즉, 도 52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록 매체(81)의 제4 SRR

의 영역 B355에, 파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미러 FS(도 49중의 FS(MD-Mirror))를 설정시킨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포맷되는 기록 매체(81)에는, 용도마다 6개의 SRR이 설정된다.

다음으로, 도 53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 의한 도 51의 처리에 의해 포맷된(초기화된)

기록 매체(81)에 정보를 기입하는 기입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도 53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471, S472의 처

리에 대해서는, 도 38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한 스텝 S221, S222의 처리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스텝 S47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스

트림 파일 Files(Stream)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4 SRR(SRR4)에 기입시킨다.

즉, 도 52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

부(73)에 입력되는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4 SRR의 영

역 B354에 기록시킨다.

스텝 S47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

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52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

조부(72)를 통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역 B352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iles(DB)(original)).

스텝 S47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

(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52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

(72)를 통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역 B353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iles

(DB)(backup)).

스텝 S476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에 기입시킨다.

공개특허 10-2007-0029800

- 59 -



즉, 도 52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역 B351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S(Metadata)

).

스텝 S477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

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내주측 단부의 SRR에 기입시

킨다. 도 52의 상단에서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는, 제1 SRR에 기록되게 된다.

스텝 S478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5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52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5 SRR의 영역 B355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S(MD-

Mirror)).

스텝 S47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

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외주측 단부의 SRR에 기입시

킨다. 도 52의 상단에서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는, 제6 SRR에 기록되게 된다(도면 중의 SRR6에

「Volume Str.」 및 「Anchor」로서 기록시킨다).

한편, 스텝 S472에서, 최초의 기입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즉, 예를 들면, 스텝 S473 내지 S479의 처리에 의해 적어도 1

회 이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는, 스텝 S480으로 진행한다.

스텝 S48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

일(Files(Stream): 스트림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파일)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4 SRR에 기

입시킨다.

즉, 예를 들면, 기록 매체(81)가 도 52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상태에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던 경우, 도 52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4 SRR의 영역 B354'에 기록시

킨다. 보다 상세하게는, 파일이 추기였던 경우,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도 52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354에 기

록된 정보에, 새롭게 추기된 정보를 추가한 정보를, 도 52의 하단에 도시한 영역 B354'에 기록한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갱신한 파일을 기록하는 경우, 도 52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354에 기록된 파일을 판독 불능 상태로 하고, 새롭게 갱신한

파일을 영역 B354'에 기록한다.

스텝 S48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오

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

다.

즉, 도 52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52에 기록되어 있는 오리지날의 DB 파일

(Files(DB)(original))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482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새로운 오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3 SRR 내의 새로운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52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 내의 영역 B352'에 기입시킨

다.

스텝 S48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백

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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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52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53에 기록되어 있는 백업의 DB 파일

(Files(DB)(backup))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48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새로운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3 SRR 내의 새로운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52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ECC 부

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4 SRR 내의 영역 B353'에 기입시킨

다.

스텝 S48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메

인 FS(FS(Metadata)) 및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

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52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51에 기록되어 있는 메인 FS(FS

(Metadata)) 및, 제1 SRR에 기록되어 있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

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486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52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의 파일 시스템 정보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 내의 영역 B351'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487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제1 SRR의 대체 영역에 기입

시킨다.

스텝 S488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미

러 FS(FS(MD-Mirror)) 및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

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52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55에 기록되어 있는 미러 FS(FS(MD-

Mirror)) 및, 제6 SRR에 기록되어 있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

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48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5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52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의 파일 시스템 정보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5 SRR 내의 영역 B355'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49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에 대응하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제6 SRR의 대체 영역에 기입

시킨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메인 FS와 미러 FS가, 떨어진 SRR에 기록됨과 함께, 오리지날의 DB 파일이나, 백업의 DB 파일 모두

다른 SRR에 기록되게 되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FS의 액세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과 함께, 파일 시스템 FS의 기록 매

체(81)의 흠 등에 대한 내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에서는, 파일 시스템 FS의 메인 FS와 미러 FS는, 다른 SRR에 기록할 수 있지만, 오리지날의 DB 파일과 백업의 DB 파

일이 동일한 SRR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의 DB 파일과 백업의 DB 파일이 동시에 파괴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

에, 이들을 각각 상이한 SRR에 기록시키도록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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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 54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외

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스트림 파일(Files(Stream)) 및 백업의 DB 파일

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메인의 파일 시스템 FS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미러의 파일 시스템 FS에 대

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오리지날의 DB 파일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는 경우의 기록 매체(81)의 포맷 처리를

설명한다. 또한, 도 54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501, S502, S504의 처리에 대해서는, 도 36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201, S202, S204의 처리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스텝 S503에서, 초기화부(432a)는,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외주측

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스트림 파일(Files(Stream)) 및 백업의 DB 파일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메인의 파일 시스템 FS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미러의 파일 시스템 FS에 대하

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오리지날의 DB 파일에 대하여 1개의 SRR을 각각 오픈으로 한 상태에서 설정한다. 결과적으로,

도 5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SRR 내지 제6 SRR(도 55의 SRR1 내지 SRR6)의 합계 6의 SRR이 오픈으로 된 상태에서

설정된다.

스텝 S505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내주측과 외주

측의 단부의 SRR에 볼륨 구조의 정보와 앵커 정보를 기록하는 볼륨 구조의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과 앵커 영역을 설정시킨

다. 즉, 지금의 경우, 도 55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SRR과 제6 SRR이 볼륨 구조의 정보와 앵커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으로서 설정된다.

스텝 S506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2 SRR에, 파

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메인 FS를 설정시킨다. 즉, 도 55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록 매체(81)의 제2 SRR

의 영역 B361에, 파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메인 FS(도 55의 상단 중의 FS(Metadata))를 설정시킨다.

스텝 S507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3 SRR에, 스

트림 파일(Files(Stream)) 및 백업의 DB 파일(도 55 상단 중의 Files(DB)(backup))을 설정시킨다. 즉, 도 55의 상단의 경

우,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3 SRR의 영역 B362,

B363에 스트림 파일 및 백업의 DB 파일을 설정시킨다.

스텝 S508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4 SRR에, 오

리지날의 DB 파일을 설정시킨다. 즉, 도 52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록 매체(81)의 제4 SRR의 영역 B364에,

오리지날의 DB 파일(도 55의 상단 중의 Files(DB)(original))을 설정시킨다.

스텝 S509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5 SRR에, 파

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미러 FS를 설정시킨다. 즉, 도 55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록 매체(81)의 제4 SRR

의 영역 B355에, 각각 파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미러 FS(도 55 중의 FS(MD-Mirror))를 설정시킨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포맷되는 기록 매체(81)에는, 용도마다 6개의 SRR이 설정된다.

다음으로, 도 56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 의한 도 54의 처리에 의해 포맷된(초기화된)

기록 매체(81)에 정보를 기입하는 기입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도 56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521, S522의 처

리에 대해서는, 도 38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한 스텝 S221, S222의 처리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스텝 S52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스

트림 파일 Files(Stream)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SRR3)에 기입시킨다.

즉, 도 55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

부(73)에 입력되는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3 SRR의 영

역 B362에 기록시킨다.

스텝 S52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

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4 SRR에 기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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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55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

조부(72)를 통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4 SRR의 영역 B364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iles(DB)(original)).

스텝 S52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

(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55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

(72)를 통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3 SRR의 영역 B363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iles

(DB)(backup)).

스텝 S526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55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역 B361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S(Metadata)

).

스텝 S527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

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내주측 단부의 SRR에 기입시

킨다. 도 52의 상단에서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는, 제1 SRR에 기록되게 된다.

스텝 S528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5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55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5 SRR의 영역 B365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S(MD-

Mirror)).

스텝 S52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

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외주측 단부의 SRR에 기입시

킨다. 도 55의 상단에서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는, 제6 SRR에 기록되게 된다(도면 중의 SRR6에

「Volume Str.」 및 「Anchor」로서 기록시킨다).

한편, 스텝 S522에서, 최초의 기입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즉, 예를 들면, 스텝 S523 내지 S529의 처리에 의해 적어도 1

회 이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는, 스텝 S530으로 진행한다.

스텝 S53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

일(Files(Stream): 스트림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파일)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4 SRR에 기

입시킨다.

즉, 예를 들면, 기록 매체(81)가 도 55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상태에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던 경우, 도 55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3 SRR의 영역 B362'에 기록시

킨다. 보다 상세하게는, 파일이 추기였던 경우,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도 55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362에 기

록된 정보에, 새롭게 추기된 정보를 추가한 정보를, 도 55의 하단에 도시한 영역 B362'에 기록한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갱신한 파일을 기록하는 경우, 도 55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362에 기록된 파일을 판독 불능 상태로 하고, 새롭게 갱신한

파일을 영역 B362'에 기록한다.

스텝 S53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오

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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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55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64에 기록되어 있는 오리지날의 DB 파일

(Files(DB)(original))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532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새로운 오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4 SRR 내의 새로운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55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4 SRR 내의 영역 B364'에 기입시킨

다.

스텝 S53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백

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55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63에 기록되어 있는 백업의 DB 파일

(Files(DB)(backup))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53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새로운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3 SRR 내의 새로운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55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ECC 부

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 내의 영역 B363'에 기입시킨

다.

스텝 S53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메

인 FS(FS(Metadata)) 및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

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55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61에 기록되어 있는 메인 FS(FS

(Metadata)) 및, 제1 SRR에 기록되어 있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536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55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의 파일 시스템 정보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 내의 영역 B361'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537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제1 SRR의 대체 영역에 기입

시킨다.

스텝 S538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미

러 FS(FS(MD-Mirror)) 및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

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55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65에 기록되어 있는 미러 FS(FS(MD-

Mirror)) 및, 제6 SRR에 기록되어 있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

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53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5 SRR에 기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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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55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의 파일 시스템 정보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5 SRR 내의 영역 B365'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54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에 대응하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제6 SRR의 대체 영역에 기입

시킨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메인 FS, 미러 FS, 오리지날의 DB 파일, 및 백업의 DB 파일이, 각각 상이한 SRR에 기록되게 되기 때

문에, 메인 FS, 미러 FS, 오리지날의 DB 파일, 및 백업의 DB 파일의 액세스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됨과 함께,

메인 FS, 미러 FS, 오리지날의 DB 파일, 및 백업의 DB 파일의 기록 매체(81)의 흠 등에 대한 내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

하게 된다. 물론, 도 55에서는, 스트림 파일(Files(Stream))과 DB 파일이 동일한 SRR에 기록되어 있지만, 메인 FS, 미러

FS, 오리지날의 DB 파일의 어느 하나와 동일한 SRR에 기록되도록 해도 된다.

이상에서는, 스트림 파일과, 메인 FS, 미러 FS, 오리지날의 DB 파일, 및 백업의 DB 파일 중 어느 하나가, 동일한 SRR에 기

록되게 되므로, 서로 다른 종류의 파일이 동일한 SRR에 기록되게 되기 때문에, 액세스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스트림 파일, 메인 FS, 미러 FS, 오리지날의 DB 파일, 및 백업의 DB 파일의 각각에 대하여 SRR을 설정하도록 해도 되고,

배치가 서로 달라도 된다.

다음으로, 도 57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외

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스트림 파일(Files(Stream))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백업의 DB 파일에 대해서, 하나의 SRR을 설정하고, 메인의 파일 시스템 FS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

하고, 미러의 파일 시스템 FS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오리지날의 DB 파일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는 경

우의 기록 매체(81)의 포맷 처리를 설명한다. 또한, 도 57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551, S552, S554의 처리에 대해서

는, 도 36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201, S202, S204의 처리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스텝 S553에서, 초기화부(432a)는, 내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외주측의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스트림 파일(Files(Stream))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

정하고, 백업의 DB 파일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메인의 파일 시스템 FS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미러

의 파일 시스템 FS에 대하여 1개의 SRR을 설정하고, 오리지날의 DB 파일에 대하여 1개의 SRR을 각각 오픈으로 한 상태

에서 설정한다. 결과적으로, 도 5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SRR 내지 제7 SRR(도 58의 SRR1 내지 SRR7)의 합계 7의

SRR이 오픈으로 된 상태에서 설정된다.

스텝 S555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내주측과 외주

측의 단부의 SRR에 볼륨 구조의 정보와 앵커 정보를 기록하는 볼륨 구조의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과 앵커 영역을 설정시킨

다. 즉, 지금의 경우, 도 58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SRR과 제7 SRR이 볼륨 구조의 정보와 앵커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으로서 설정된다.

스텝 S556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2 SRR에, 파

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메인 FS를 설정시킨다. 즉, 도 58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록 매체(81)의 제2 SRR

의 영역 B371에, 파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메인 FS(도 58의 상단 중의 FS(Metadata))를 설정시킨다.

스텝 S557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3 SRR에, 오

리지날의 DB 파일을 설정시킨다. 즉, 도 58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

(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3 SRR의 영역 B372에 오리지날의 DB 파일을 설정시킨다.

스텝 S558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4 SRR에, 스

트림 파일(Files(Stream))을 설정시킨다. 즉, 도 58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록 매체(81)의 제4 SRR의 영역

B373에, 스트림 파일(도 58의 상단 중의 File(Stream))을 설정시킨다.

스텝 S559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5 SRR에, 백

업의 DB 파일을 설정시킨다. 즉, 도 58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록 매체(81)의 제5 SRR의 영역 B374에, 각각

파일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백업의 DB 파일(도 55 상단 중의 Files(DB)(backup))을 설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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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S560에서,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6 SRR에, 미

러의 파일 시스템 FS를 설정시킨다. 즉, 도 58의 상단의 경우, 초기화부(432a)는, 기입부(73)를 제어해서, 기록 재생 블록

(53)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의 제6 SRR의 영역 B375에 미러의 파일 시스템 FS(도 58의 상단의 FS(MD-Mirror))를 설정

시킨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포맷되는 기록 매체(81)에는, 용도마다 7개의 SRR이 설정된다.

다음으로, 도 59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도 35의 기록 재생 기구부(22)에 의한 도 57의 처리에 의해 포맷된(초기화된)

기록 매체(81)에 정보를 기입하는 기입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도 59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571, S572의 처

리에 대해서는, 도 38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한 스텝 S221, S222의 처리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스텝 S57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스

트림 파일 Files(Stream)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4 SRR(SRR4)에 기입시킨다.

즉, 도 58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

부(73)에 입력되는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4 SRR의 영

역 B373에 기록시킨다.

스텝 S57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

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58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

조부(72)를 통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3 SRR의 영역 B372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iles(DB)(original)).

스텝 S57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

(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5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58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

(72)를 통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5 SRR의 영역 B374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iles

(DB)(backup)).

스텝 S576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58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2 SRR의 영역 B371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S(Metadata)

).

스텝 S577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

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내주측 단부의 SRR에 기입시

킨다. 도 58의 상단에서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는, 제1 SRR에 기록되게 된다.

스텝 S578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6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58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

해서,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6 SRR의 영역 B375에 기록시킨다(도면 중의 FS(MD-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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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S57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

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외주측 단부의 SRR에 기입시

킨다. 도 58의 상단에서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는, 제7 SRR에 기록되게 된다(도면 중의 SRR7에

「Volume Str.」 및 「Anchor」로서 기록시킨다).

한편, 스텝 S572에서, 최초의 기입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즉, 예를 들면, 스텝 S573 내지 S579의 처리에 의해 적어도 1

회 이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는, 스텝 S580으로 진행한다.

스텝 S58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

일(Files(Stream): 스트림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파일)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의 제4 SRR에 기

입시킨다.

즉, 예를 들면, 기록 매체(81)가 도 58의 상단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상태에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던 경우, 도 58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입력되는

파일(도면 중의 Files(Stream))을, 기록 매체(81) 상의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설정된 제4 SRR의 영역 B373'에 기록시

킨다. 보다 상세하게는, 파일이 추기였던 경우,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도 58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373에 기

록된 정보에, 새롭게 추기된 정보를 추가한 정보를, 도 58의 하단에 도시한 영역 B373'에 기록한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갱신한 파일을 기록하는 경우, 도 58의 상단에 도시한 영역 B373에 기록된 파일을 판독 불능 상태로 하고, 새롭게 갱신한

파일을 영역 B373'에 기록한다.

스텝 S58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오

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

다.

즉, 도 58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72에 기록되어 있는 오리지날의 DB 파일

(Files(DB)(original))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582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새로운 오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3 SRR 내의 새로운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58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오리지날의 DB 파일(Files(DB)(original))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3 SRR 내의 영역 B372'에 기입시킨

다.

스텝 S583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백

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58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74에 기록되어 있는 백업의 DB 파일

(Files(DB)(backup))을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584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새로운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5 SRR 내의 새로운 영역에 기입시킨다.

즉, 도 58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백업의 DB 파일(Files(DB)(backup))을 ECC 부

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5 SRR 내의 영역 B374'에 기입시킨

다.

스텝 S585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메

인 FS(FS(Metadata)) 및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로

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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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58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71에 기록되어 있는 메인 FS(FS

(Metadata)) 및, 제1 SRR에 기록되어 있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

록 매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586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2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58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의 파일 시스템 정보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2 SRR 내의 영역 B371'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587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메인 FS에 대응하는 내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제1 SRR의 대체 영역에 기입

시킨다.

스텝 S588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를 제어해서, 미

러 FS(FS(MD-Mirror)) 및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체(81) 상으

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즉, 도 58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영역 B375에 기록되어 있는 미러 FS(FS(MD-

Mirror)) 및, 제7 SRR에 기록되어 있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하여 기록 매

체(81) 상으로부터 판독 불가의 상태로 한다.

스텝 S589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의해, 제6 SRR에 기입시킨다.

즉, 도 58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의 파일 시스템 정보 FS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매체(81) 상의 제6 SRR 내의 영역 B375'에 기입시킨다.

또한, 스텝 S590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432)는, 미러 FS에 대응하는 외주측의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앵커 정보를

ECC 부호화부(71) 및 변조부(72)를 통해서, 기입부(73)에 공급하고, 기록 재생 블록(53)에 제7 SRR의 대체 영역에 기입

시킨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스트림 파일, 메인 FS, 미러 FS, 오리지날의 DB 파일, 및 백업의 DB 파일이, 각각 상이한 SRR에 기록

되게 되기 때문에, 스트림 파일, 메인 FS, 미러 FS, 오리지날의 DB 파일, 및 백업의 DB 파일의 액세스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됨과 함께, 메인 FS, 미러 FS, 오리지날의 DB 파일, 및 백업의 DB 파일의 기록 매체(81)의 흠 등에 대한 내

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도 35 내지 도 59를 참조하여 설명한 처리를 정리하면, 스트림 파일, DB 파일, 및 파일 시스템 FS가 혼재하지 않을수록, 스

트림 파일, DB 파일, 및 파일 시스템 FS의 각각에의 액세스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메인 FS와 미러

FS, 및, 오리지날의 DB 파일과 백업의 DB 파일이 떨어진 위치에 배치될수록 결함에의 내성이 향상된다. 그러나, 이들을

엄밀하게 행하면 포맷 시의 설정되는 SRR의 개수가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특정한 영역을 다 사용했을 경우, 트랙을

신설할 필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를 번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포맷에 있어서는, 사용 용도에 따른 SRR의 사이

즈와 개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술한 처리에 대해서는, SRR의 개수나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다.

또한, 앵커 정보 및 볼륨 구조의 정보는, 반드시 재기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 도 38의 스텝 S235,

S237, S238, S240의 처리, 도 41의 스텝 S285, S287, S288, S250의 처리, 도 44의 스텝 S335, S337, S338, S340의 처

리, 도 47의 스텝 S385, S387, S388, S390의 처리, 도 50의 스텝 S435, S437, S438, S440의 처리, 도 53의 스텝 S485,

S487, S488, S490의 처리, 도 56의 스텝 S535, S537, S538, S540의 처리, 및 도 59의 스텝 S585, S587, S258, S260의

처리는, 생략되게 된다.

다음으로, 전술한 도 17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13 내지 S18, S21, S22, S25, S26의 처리, 도 20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43 내지 S48, S50, S51, S54, S55의 처리, 도 23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73 내지 S77, S79, S80, S83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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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103 내지 S109, S112 내지 S114, S117, S118의 처리, 도 29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133 내지 S138, S141, S142, S145, S146의 처리, 도 32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163 내지 S168, S172, S173,

S175, S176, S180 내지 S182, 도 38의 스텝 S223 내지 S230, S232, S234, S236, S237, S239, S240의 처리, 도 41의

스텝 S273 내지 S280, S282, S284, S286, S287, S289, S290의 처리, 도 44의 스텝 S323 내지 S330, S332, S334,

S336, S337, S339, S340의 처리, 도 47의 스텝 S373 내지 S380, S382, S384, S386, S387, S389, S390의 처리, 도 50

의 스텝 S423 내지 S430, S432, S434, S436, S437, S439, S430의 처리, 도 53의 스텝 S473 내지 S480, S482, S484,

S486, S487, S489, S490의 처리, 도 56의 스텝 S523 내지 S530, S532, S534, S536, S537, S539, S540의 처리, 및, 도

59의 스텝 S573 내지 S580, S582, S584, S586, S587, S589, S590의 처리의 각 기록 처리의 상세에 대해서 설명한다.

전술한 각 기록 처리에서는, 덮어쓰기, 또는, 갱신할 파일의 데이터를 ECC 클러스터 단위로 대체원의 정보와 대체처의 정

보의 리스트로 이루어지는 대체 정보를 일시적인 DL(일시 DL)로서 생성하는 대체 정보 관리 처리와, 이 일시 DL에 기초

하여, 대체원의 정보와 대체처의 정보를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기록 매체에 기록되는 최종적인 DL(이후에 있어서는, 최종

DL이라고 칭함)을 생성하여, 실제로 데이터를 클러스터 단위로 기록 매체(81)에 기록하는 실제 기록 처리로 분리된다.

우선, 도 60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대체 정보 관리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스텝 S601에서, 대체 정보 관리부(63)는, 덮어쓰기, 또는, 갱신의 클러스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덮어쓰기, 또는,

갱신의 클러스터가 있다고 판정될 때까지, 그 처리가 반복된다. 스텝 S601에서, 예를 들면, 도 17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

텝 S21의 처리에 의해, 메인 FS를 SA 영역에 기록한다고 하는 처리가 실행되게 되고, 도 18의 대체원으로서 블록 B111에

기록되어 있는 메인 FS가, 대체처로서 블록 B111'에 기록되는 경우, 덮어쓰기, 또는, 갱신의 클러스터가 존재한다고 판정

하고, 그 처리는, 스텝 S602로 진행한다.

스텝 S602에서, 대체 정보 관리부(63)는, 덮어쓰기, 또는, 갱신될 파일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소정의 클러스터 단위의 데이

터의 대체원의 위치를 확인한다. 예를 들면, 도 61의 상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체원의 어드레스가 A인 클러스터이었던

경우, 대체원의 위치인 A를 확인한다. 또한, 도 61의 좌측 상부에서는, 각 칸이 1 클러스터의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고, A,

B는, 클러스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어드레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면 중의 우측 방향으로 칸 1개 분마다 클러스터의 어드

레스가 1 증대하도록 어드레스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사선부의 클러스터가 실제로 데이터가 배치되는 클러스터를 나타

내고, 흑색의 클러스터가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는 클러스터를 나타내고 있다.

스텝 S603에서, 대체 정보 관리부(63)는, 덮어쓰기, 또는, 갱신될 파일의 데이터의 소정의 클러스터 단위의 데이터의 대체

처의 위치를 설정하고, 기억시킨다. 예를 들면, 도 61의 좌측 상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체원의 위치가 A인 클러스터의

대체처의 위치가 B인 경우, 메모리(63a) 내에 있어서, 그 대체처의 위치 B에 데이터를 기억시킨다.

스텝 S604에서, 대체 정보 관리부(63)는, 전술한 스텝 S603의 처리에 있어서, 에러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예를 들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된 경우, 그 처리는, 스텝 S605로 진행한다.

스텝 S605에서, 대체 정보 관리부(63)는, 대체처의 어드레스의 위치를 확인한다.

스텝 S606에서, 대체 정보 관리부(63)는, 덮어쓰기, 또는, 갱신될 파일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클러스터의 대체원과 대체처

의 어드레스에 기초하여, 메모리(63a)에 전술한 포맷 처리에 의해 생성되어 있던 DL을 갱신하고, 그 처리는, 스텝 S601로

되돌아간다.

예를 들면, 지금의 경우, 도 61의 우측 상부의 최상단의 리스트와 같이 기록된다. 또한, 도 61의 우측 상부에서는, 좌측으로

부터 대체원의 선두 어드레스, 대체처의 선두 어드레스, 및, 클러스터의 범위가 기술되어 있다. 도 61의 우측 상부의 최상

단에서는, 대체원의 선두 어드레스가 A이고, 대체처의 선두 어드레스가 B라는 것이 도시되어 있고, 범위가 1개로 되어 있

으며, 실질적으로 대체원 A의 선두로부터 1개 분의 클러스터가 대체처 B를 선두로 하는 클러스터 1개 분의 위치로 대체되

는 것이 나타내어져 있다. 도 61의 좌상단의 경우, 스텝 S602 내지 S606의 처리가 4회 반복됨으로써, 도 61의 우측 상부

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일시 DL이 생성되게 된다. 즉, 도 61의 좌우측 상부에 있어서는, 대체원이 어드레스 A+1의 위치의

선두로부터 1 클러스터로 되는 데이터는, 덮어쓰기, 또는, 갱신에 의해 대체처의 어드레스 B+1의 위치의 선두로부터 1 클

래스 분의 데이터로 대체되고, 대체원이 어드레스 A+2의 위치의 선두로부터 1 클러스터로 되는 데이터는, 덮어쓰기, 또

는, 갱신에 의해 대체처의 어드레스 B+2의 위치의 선두로부터 1 클래스 분의 데이터로 대체되고, 대체원이 어드레스

A+3의 위치의 선두로부터 1 클러스터로 되는 데이터는, 덮어쓰기, 또는, 갱신에 의해 대체처의 어드레스 B+3의 위치의

선두로부터 1 클래스 분의 데이터로 대체되는 것이 나타내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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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를 들면, 도 61의 좌우측 상부의 상태인 경우, 도 62의 좌측 상부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어드레스 A+2의 위치의 1

클러스터 분의 데이터만이 덮어쓰기되었을 때, 스텝 S602에서는, 대체원의 어드레스가 A+2로 되고, 스텝 S603에서는 대

체처의 어드레스가 B+1로부터 D로 변경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도 62의 우측 상부에서는, 대체원의 어드레스가 A+2를

선두로 하는 1 클러스터 분의 데이터는, 대체처의 어드레스가 D로부터 1 클러스터 분의 데이터(도 62중의 종선으로 칠해

진 칸)로 대체되도록 갱신되어 있다.

한편, 스텝 S605에서, 에러가 발생했다고 판정된 경우, 그 처리는, 스텝 S603으로 되돌아가, 그 이후의 처리가 반복된다.

즉, 도 63의 좌측 상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체원의 어드레스 A+2를 선두로 한 1 클러스터 분의 데이터는, 대체처로서

어드레스 B+2를 선두로 한 1 클러스터 분의 위치로 설정된다. 그리고, 이들 일시 DL의 정보가 메모리(63a) 상에 기록될

때, 어떠한 원인에 의해 에러가 발생 하면, 다시, 새롭게 대체처가 설정되고, 도 63의 경우, 대체처의 어드레스가 B+2로부

터 C로 변경된다. 이에 의해, 도 63의 우측 상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체원의 선두 어드레스가 A+2에 대해서는 대체처

의 선두 어드레스가 C(도 63 중의 격자선으로 칠해진 칸)로 변경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클러스터 단위로 대체원의 정보와 대체처의 정보로 이루어지는 일시 DL이 생성된다.

다음으로, 도 64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실제로 기록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스텝 S621에서, 대체 정보 생성부(64)는, 제어부(51)보다 기록 매체(81)에의 데이터의 기록이 지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판

정한다. 이 기록의 지시는, 예를 들면, 메모리(63a)에 기록시키고자 하는 용량이, 한계 용량을 초과한 경우나, 전술한 대체

관리 처리가 정지한 경우 스텝 Ｓ601의 처리가 반복되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나온 것이다.

스텝 S621에서, 기록이 지시된 경우, 스텝 S622에서, 대체 정보 생성부(64)는, 대체처로 되는 트랙(SRR)이, 동일 트랙 내

인지의 여부, 즉, 대체처로 되는 트랙이 다른 트랙(또는, SA 영역)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예를 들면, 동일 트랙이 아니라

고 판정된 경우, 그 처리는, 스텝 S623으로 진행한다.

스텝 S623에서, 대체 정보 생성부(64)는, 덮어쓰기,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파일의 사이즈가, 원래의 파일의 사이즈보다도

크게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크게 되어 있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 그 처리는, 스텝 S625로 진행한다.

스텝 S625에서, 대체 정보 생성부(64)는, 대체 정보 관리부(63)에 조회하여, 일시 DL에 기록되어 있는 클러스터의 정보가

연속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예를 들면, 도 61의 좌우측 상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체원의 클러스터의 선두 위치

의 어드레스가 A 내지 A+3이고, 대체처의 클러스터의 선두 위치의 어드레스가, 각각 B 내지 B+3인 경우, 대체처의 어드

레스가 1 클러스터씩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DL의 배치는 연속이라고 판정하고, 그 처리는, 스텝 S627로 진행한

다.

스텝 S627에서, 대체 정보 생성부(64)는, 대체처를 별도 트랙의 1개소에 모은 상태의 최종 DL을 메모리(64a)에 생성하여

기록시킨다. 즉, 도 61의 우측 상부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일시 DL의 기재에 기초하여, 도 61의 좌측 하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체원의 선두 위치로 되는 어드레스 A로부터 4 클러스터 분의 범위가, 대체처의 선두 위치의 어드레스 B로부터 4

클러스터 분의 범위인 것으로 하도록, 도 61의 우측 하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체원의 선두 어드레스가 A이고, 대체처의

선두 어드레스가 B이며, 범위가 4로서 기록된다. 이와 같이 클러스터 단위의 대체원과 대체처의 정보로 이루어지는 일시

DL의 정보가, 연속하는 복수의 클러스터에 대한 대체원과 대체처의 정보로 변환됨으로써, 일시 DL을 작게 한 최종 DL이

생성되어, 메모리(64a)에 기억된다.

또한, 스텝 S628에서, 대체 정보 생성부(64)는, 메모리(64a)에 기억되어 있는 최종 DL에 기초하여, 기록부(52)에 대하여,

기록 매체(81)에 데이터를 기입시킴과 동시에, 최종 DL도 기록 매체(81) 상에 기록시킨다.

이와 같이 일시 DL의 정보에 기초하여, 최종 DL을 생성함으로써, 리스트의 수를 줄일 수 있고, 기록 매체(81)에 기록되는

DL(최종 DL)의 기록 용량을 작게 할 수 있으므로, 덮어쓰기, 또는, 갱신에 의해 소비되는 기록 매체(81)의 용량을 절약하

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스텝 S625에서, 예를 들면, 도 62, 또는, 도 6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시 DL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클러스터는, 연

속한 배치로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예를 들면, 도 62에서는, 대체원의 어드레스 A, A+1에 대응하는 대체처의 어

공개특허 10-2007-0029800

- 70 -



드레스 B, B+1을 선두로 하는 각 1 클러스터 분의 범위는 연속하고 있지만, 대체원의 어드레스 A+2, A+3에 대응하는 대

체처의 어드레스는, 각각 D, B+3을 선두로 하는 1 클러스터 분의 범위이며, 클러스터가 연속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스텝 S625에서는, 연속하고 있지 않다고 판정되고, 그 처리는, 스텝 S626으로 진행한다.

스텝 S626에서, 대체 정보 생성부(64)는, 일시 DL의 정보에 기초하여, 복수의 대체처의 어드레스를 연속적으로 다시 배치

한다. 즉, 예를 들면, 도 62의 좌측 하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체원의 어드레스가 A 내지 A+3의 범위에 연속하여 배치되

는 클러스터의 데이터는, 대체처의 어드레스가, D 내지 D+3의 범위에 연속하여 배치되게 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배치하

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 후단의 처리인, 스텝 S627에서, 대체처의 별도 트랙의 1개소에 모으는 구성으로

되는 최종 DL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도 62의 우측 하부에서는, 대체원이, 선두 어드레스가 A의 위치로부

터 4 클러스터 분이고, 대체처가, 선두 어드레스가 D의 위치로부터 4 클러스터 분인 것을 나타내는 최종 DL이 생성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술과 마찬가지로, 덮어쓰기, 또는, 갱신에 의해 소비되는 기록 매체(81)의 용량을 절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스텝 S623에서, 대체원의 복수의 클러스터로 이루어지는 파일이, 덮어쓰기, 또는, 갱신에 의해 커졌다고 판정된 경

우, 대체 정보 생성부(64)는, 덮어쓰기 처리에 의해 파일이 커진 분만큼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클러스터를 대체원에 연속하

여 기록한다.

즉, 도 65의 상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체원의 파일 A가, 어드레스 A 내지 A+3의 범위에 기록되어 있고, 이 파일 A가 덮

어쓰기에 의해 생성되는 파일 A'가 도 65의 좌측 중부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A+4를 선두로 한 1 클러스터(도 65

중의 격자 형상의 칸으로 나타내어진 클러스터) 분만큼 커졌을 때, 대체 정보 생성부(64)는, 그 어드레스 A+4를 선두로 한

1 클러스터 분의 덮어쓰기 데이터를 대체원의 데이터에 계속해서 기록한다.

이들을 정리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대체처가, 동일 트랙이 아니라, 별도의 트랙, 또는, SA 영역인 경우, 도 65의 하부에 도

시한 바와 같이, 논리적인 영역은, 영역 R1로 표시되는 어드레스 A 내지 A+4의 연속하는 범위로 나타내지고, 물리적인

기록 영역으로서는, 영역 R2-1, R2-2의 2개소로 된다. 따라서, 기록 매체(81)로부터 파일 A가 판독되는 경우, 영역 R2-

1, R2-2의 순서로 판독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기록 방향에 대하여 역방향으로 판독할 필요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대체처가 동일 트랙이 아닌 경우, 논리적인 어드레스가 연속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상의 처리에 있어서는, 관리하

기 쉬워진다. 그러나, 이 경우, 물리적으로는, 클러스터의 배치가 연속하고 있지 않고, 또한, 판독 순서가 교체되게 되기 때

문에, 파일의 판독을 고속으로 실현할 수 없다.

한편, 스텝 S622에서, 대체처가 동일 트랙 내인 경우, 스텝 S629 내지 S631에서, 스텝 S625 내지 S627의 처리가 실행되

고, 또한, 스텝 S632, S633에서, 스텝 S623, S624의 처리가 실행된다. 즉, 처리의 순서가 교체된다. 단, 스텝 S633에서는,

파일이 커진 분만큼의 클러스터의 데이터는, 대체처에 기록된 데이터에 연속해서 기록된다.

즉, 대체처가 동일 트랙인 경우, 대체처는, 동일 트랙 내이므로, 도 66의 중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체원에 대하여 연속한

위치로 되는 어드레스 B를 선두로 한 4 클러스터 분의 영역(어드레스 B(= A+4)를 선두로 한 4 클러스터 분의 영역)으로

되고, 또한, 연속한 어드레스 B+4의 위치에 덮어쓰기, 또는, 갱신되었을 때, 커진 분의 클러스터(도면에서는 격자 형상의

칸)가 기록된다.

이들을 정리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대체처가, 동일 트랙인 경우, 도 66의 하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논리적인 영역은, 영역

R1-1로 표시되는 어드레스 A 내지 A+3의 범위와, R1-2로 표시되는 어드레스 B+4의 범위의 2개소로 나타내지고, 물리

적인 기록 영역으로서는, 영역 R2의 1개소로 된다. 한편, 도 66의 하부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록 매체(81)로부터 파일 A

가 판독되는 경우, 영역 R2를 연속적으로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기록 방향에 대하여 판독하기 쉬운 것으로

된다.

결과적으로, 대체처가 동일 트랙인 경우, 파일 시스템 상의 처리에서는, 논리적인 어드레스가,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가 하기 어렵게 되지만, 물리적으로는, 배치가 연속해 있으므로 파일의 판독을 고속으로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도 65, 도 66의 우측 중부에서의 최종 DL은, 어느 것이나 대체원이 어드레스 A로부터 4 클러스터 분의 영역이고, 대

응하는 대체처가 어드레스 B로부터 4 클러스터 분인 것은, 동일하다. 단, 어드레스 B는, 도 65에 있어서, 동일 트랙 내가

아니라, 도 66에서는, 동일 트랙 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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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체처를 동일 트랙 내로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장일단이 있으며,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여 사용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록되는 파일의 정보가 재생에 시간의 구속이 발생하는, 예를 들면, 동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

이터 등에 있어서는, 대체처를 동일 트랙 내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데이터베이스 등의 재생 시의 시간의 구속

등이 없고, 데이터의 관리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대체처를 동일 트랙으로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또한, 대체처를 동일 트랙 내로 할지의 여부의 차는, 논리적인 배치와 물리적인 배치의 모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

들 모순을 해소하도록 기록하면, 기록되는 파일은, 어떠한 데이터 형식의 것이어도 되게 된다.

예를 들면, 대체 정보 관리 처리를 일체 행하지 않고, 덮어쓰기가 지시된 파일을 새로운 영역에 기록하면, 논리적인 배치도

물리적인 배치도 일치하게 된다.

도 67은, 대체 처리 관리 처리를 일체 행하지 않고, 덮어쓰기 지시된 파일을 새로운 영역에 순차적으로 기록하도록 한 경우

의 실제 기록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이다.

스텝 S661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부(62)는, 새로운 파일의 덮어쓰기, 또는, 갱신이 지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지시될 때까지 그 처리를 반복한다. 그리고, 덮어쓰기, 또는, 갱신이 지시된 경우, 스텝 S662에서, 파일 시스템 정보 생성

부(62)는, 새로운 영역에 덮어쓰기, 또는, 갱신된 파일을 기록한다.

즉, 도 68의 상부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원래의 파일 A가 어드레스 A 내지 A+3의 범위에 기록되어 있었던 경우, 파일 A가,

파일 A'로서 덮어쓰기, 또는, 갱신되었던 경우, 도 68의 좌측 중부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A가 기록되어 있던 영역에 연

속하는 어드레스 B 내지 B+4의 범위에 파일 A'가 덮어쓰기, 또는, 갱신되도록 함으로써, 도 68의 하부에 도시한 바와 같

이, 논리적인 배치를 나타내는 영역 R1과 물리적인 배치를 나타내는 영역 R2가 동일해지므로, 모순이 발생하지 않게 되

고, 어느 형식의 파일이더라도, 관리나 재생을 용이한 것으로 하여, 판독 속도를 고속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갱신,

또는, 덮어쓰기되는 파일은, 논리 어드레스, 및, 물리 어드레스 모두 갱신, 또는, 덮어쓰기되게 되기 때문에, 도 68의 우측

중부에 도시된 바와 같이 DL에의 등록은 불필요하다(대체원, 대체처, 및 범위의 정보가 없음으로 되어 있음).

다음으로, 기록 매체(81)의 장착 시의 실제 기록 처리에 대해서, 도 69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기록 매체(81)

의 장착 시의 실제 기록 처리란, 기록 매체(81)에 기록되어 있던 DL이, 클러스터 단위로 기술된 그대로의 상태의 일시 DL

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대체처의 어드레스가 연속적인 것으로 되도록 모아져 있지 않는 경우, 기록 매체(81)가 장착

된 단계에서 이것을 판독하여 모으는 처리이다. 또한, 도 69의 플로우차트에 있어서, 스텝 S662 내지 S669의 처리는, 도

64의 플로우차트에서의 스텝 S622, S625 내지 S631의 처리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즉, 스텝 S661에서, 기록 매체(81)가 장착될 때까지, 그 처리가 반복되어, 기록 매체(81)가 장착되면, 스텝 S662 내지

S669의 처리가 실행된다.

예를 들면, 도 70의 좌우측 상부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부의 일시 DL에서는, 어드레스 A의 위치를 선두로 하는 1 클러스

터 분의 대체원에 대응하는 대체처는, 어드레스 B의 위치를 선두로 하는 1 클러스터 분의 범위이고, 어드레스 A+1의 위치

를 선두로 하는 1 클러스터 분의 대체원에 대응하는 대체처는, 어드레스 B+1의 위치를 선두로 하는 1 클러스터 분의 범위

이고, 어드레스 A+2의 위치를 선두로 하는 1 클러스터 분의 대체원에 대응하는 대체처는, 어드레스 B+2의 위치를 선두

로 하는 1 클러스터 분의 범위이며, 어드레스 A+3의 위치를 선두로 하는 1 클러스터 분의 대체원에 대응하는 대체처는,

어드레스 B+3의 위치를 선두로 하는 1 클러스터 분의 범위이다. 따라서, 클러스터 단위가 정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러

스터마다 DL을 구성하는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어, DL이 크게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도 69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한 기록 매체(81)의 장착 시의 실제 기록 처리에 의해, 도 70의 하부의 DL에

서는, 어드레스 A의 위치를 선두로 하는 4 클러스터 분의 대체원에 대응하는 대체처는, 어드레스 B의 위치를 선두로 하는

4 클러스터 분의 범위라는 것을, 리스트로 하여 1개(대체원, 대체처, 및 범위의 정보의 조합으로 되는 정보가 1개)로 나타

내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DL을 구성하는 정보를 작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 처리에 의해, 도 64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한 DL을 모아서 작게 하는 기능을 갖지 않는 기록 재생 장치에 의해 정보가 기록된 기록 매체(81)가 장착되

더라도, 장착된 단계에서 DL을 작게 할 수 있으므로, 이후의 처리에 있어서의 DL의 기록에 의해 소비되는 기억 용량을 절

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파일을 추기, 또는, 갱신할 때에, User 영역, 또는, SA 영역을 대체 섹터로서 이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정보, 앵커 정보,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스트림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논리 어드레스 상의 고정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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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기록하는 것이 의무 부과되어 있는 데이터의 갱신이나, 갱신 후의 판독이 용이한 것으로 된다. 또한, 이 때, 파일 시스

템 정보, 앵커 정보, 볼륨 구조의 정보, 및, 스트림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파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SA 영역에 기

록하도록 함으로써, SA 영역의 용량의 소비를 저감시킬 수 있다. 또한, 빈번하게 파일을 갱신시키는 경우라도, 갱신한 파

일을 다시 연속적으로 재배치하여 기록할 필요가 없어져, 예를 들면, 라이트앳원스 미디어 등에 데이터를 추기, 또는, 갱신

할 때에 필요해지는 기록 용량을 절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덮어쓰기, 또는, 갱신된 파일의 정보를, 덮어쓰기, 또는,

갱신 전의 정보의 대체로서 User 영역과 SA 영역의 양방을 사용하여 기록하도록 한 것에 의해, SA 영역의 사용 영역을 절

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데이터의 기록 시에는, 일시 DL의 클러스터의 배치를 연속적으로 함으로써, 최종 DL에서

의 리스트를 작게 할 수 있으므로, 기록 매체(81)에 기록되는 최종 DL에 준하도록 할 수 있다.

전술한 일련의 처리는, 하드웨어에 의해 실행시킬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행시킬 수도 있다. 일련의 처리를 소

프트웨어에 의해 실행시킬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이, 전용의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 또

는, 각종 프로그램을 인스톨함으로써, 각종 기능을 실행시키는 것이 가능한, 예를 들면 범용의 퍼스널 컴퓨터 등에 기록 매

체로부터 인스톨된다.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기록 매체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컴퓨터와는 별도로, 유저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배포되는,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자기 디스크(41)(플렉시블 디스크를 포함함), 광 디스크(42)(CD-ROM(Compact

Disc-Read Only Memory), DVD(Digital Versatile Disk)를 포함함), 광 자기 디스크(43)(MD(Mini-Disc)를 포함함), 혹

은 반도체 메모리(44) 등으로 이루어지는 패키지 미디어에 의해 구성될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미리 내장된 상태로 유저에

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ROM(12)이나, 기억부(18)에 포함되는 하드디스크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본 명세서에 있어서, 기록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을 기술하는 스텝은, 기재된 순서에 따라서 시계열적으로 행해

지는 처리는, 물론, 반드시 시계열적으로 처리되지 않더라도, 병렬적 혹은 개별로 실행되는 처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도면

공개특허 10-2007-0029800

- 73 -



도면1

도면2

공개특허 10-2007-0029800

- 74 -



도면3

도면4

공개특허 10-2007-0029800

- 75 -



도면5

공개특허 10-2007-0029800

- 76 -



도면6

공개특허 10-2007-0029800

- 77 -



도면7

공개특허 10-2007-0029800

- 78 -



도면8

도면9

공개특허 10-2007-0029800

- 79 -



도면10

도면11

도면12

공개특허 10-2007-0029800

- 80 -



도면13

도면14

도면15

공개특허 10-2007-0029800

- 81 -



도면16

도면17

공개특허 10-2007-0029800

- 82 -



도면18

도면19

공개특허 10-2007-0029800

- 83 -



도면20

공개특허 10-2007-0029800

- 84 -



도면21

공개특허 10-2007-0029800

- 85 -



도면22

공개특허 10-2007-0029800

- 86 -



도면23

공개특허 10-2007-0029800

- 87 -



도면24

공개특허 10-2007-0029800

- 88 -



도면25

공개특허 10-2007-0029800

- 89 -



도면26

공개특허 10-2007-0029800

- 90 -



도면27

공개특허 10-2007-0029800

- 91 -



도면28

공개특허 10-2007-0029800

- 92 -



도면29

공개특허 10-2007-0029800

- 93 -



도면30

공개특허 10-2007-0029800

- 94 -



도면31

공개특허 10-2007-0029800

- 95 -



도면32

공개특허 10-2007-0029800

- 96 -



도면33

공개특허 10-2007-0029800

- 97 -



도면34

공개특허 10-2007-0029800

- 98 -



도면35

도면36

공개특허 10-2007-0029800

- 99 -



도면37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00 -



도면38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01 -



도면39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02 -



도면40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03 -



도면41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04 -



도면42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05 -



도면43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06 -



도면44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07 -



도면45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08 -



도면46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09 -



도면47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10 -



도면48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11 -



도면49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12 -



도면50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13 -



도면51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14 -



도면52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15 -



도면53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16 -



도면54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17 -



도면55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18 -



도면56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19 -



도면57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20 -



도면58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21 -



도면59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22 -



도면60

도면61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23 -



도면62

도면63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24 -



도면64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25 -



도면65

도면66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26 -



도면67

도면68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27 -



도면69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28 -



도면70

공개특허 10-2007-0029800

- 129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
	도면19
	도면20
	도면21
	도면22
	도면23
	도면24
	도면25
	도면26
	도면27
	도면28
	도면29
	도면30
	도면31
	도면32
	도면33
	도면34
	도면35
	도면36
	도면37
	도면38
	도면39
	도면40
	도면41
	도면42
	도면43
	도면44
	도면45
	도면46
	도면47
	도면48
	도면49
	도면50
	도면51
	도면52
	도면53
	도면54
	도면55
	도면56
	도면57
	도면58
	도면59
	도면60
	도면61
	도면62
	도면63
	도면64
	도면65
	도면66
	도면67
	도면68
	도면69
	도면70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2
특허청구의 범위 2
명세서 6
  발명의 효과 9
 도면의 간단한 설명 10
도면 10
 도면1 74
 도면2 74
 도면3 75
 도면4 75
 도면5 76
 도면6 77
 도면7 78
 도면8 79
 도면9 79
 도면10 80
 도면11 80
 도면12 80
 도면13 81
 도면14 81
 도면15 81
 도면16 82
 도면17 82
 도면18 83
 도면19 83
 도면20 84
 도면21 85
 도면22 86
 도면23 87
 도면24 88
 도면25 89
 도면26 90
 도면27 91
 도면28 92
 도면29 93
 도면30 94
 도면31 95
 도면32 96
 도면33 97
 도면34 98
 도면35 99
 도면36 99
 도면37 100
 도면38 101
 도면39 102
 도면40 103
 도면41 104
 도면42 105
 도면43 106
 도면44 107
 도면45 108
 도면46 109
 도면47 110
 도면48 111
 도면49 112
 도면50 113
 도면51 114
 도면52 115
 도면53 116
 도면54 117
 도면55 118
 도면56 119
 도면57 120
 도면58 121
 도면59 122
 도면60 123
 도면61 123
 도면62 124
 도면63 124
 도면64 125
 도면65 126
 도면66 126
 도면67 127
 도면68 127
 도면69 128
 도면70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