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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V 서버는 입력된 영상 및 음성 신호에 대해, 압축-신장 등의 각종 신호 처리를 하는 프로세서부(30)와, 
영상 신호를 축적하는 영상 RAID부(21)와, 음성 신호를 축적하는 음성 RAID부(10)를 구비하고 있다. 프로
세스부(30)는, 채널마다 설치되어, 음성 RAID부(10)와, 영상 RAID부(21)에 각각 음성 신호와 영상 신호를 
공급함과 함께, 음성 RAID부(10)와 영상 RAID부(21)에서 각각 음성 신호와 영상 신호를 수신하는 복수의 
I/O 기판(32n)을 구비하고 있다. 영상 RAID부(21)는, RAID-3의 구성으로 되어있다. 음성 RAID부(10)는, 
영상  RAID부(21)와  독립하여,  복수의  음성  신호  채널의  각각에  대응하여,  음성  신호의  기록,  판독을 
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 및 방법에 관련되고, 특히, 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가, 각각 독
립하여 다른 기록 매체에 기억되도록 한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 및 방법에 관련된다.

배경기술

근년, CATV(cable television)등의 보급에 의한 정보 제공의 다채널화에 따라서, 종래의 VTR(video tape 
recorder)과는 다르게, 1대의 영상-음성 데이터 기록 재생 장치를 이용하여, 복수의 영상-음성 데이터를 
동시에 기록한다던가, 재생한다던가, 또는 기록하면서 재생한다는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드디스크 등의 랜덤 액세스[비선형(non linear) 액세스] 가능한 기록 매
체를 이용하여, 영상-음성을 기록 재생하는 비디오 서버[또는 AV(audio 및/ 또는 video) 서버라고도 함]
라고 호칭되는 장치가 보급되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송국내에 있어서의 비디오 서버는, 영상이나 음질에 대한 요구에 의해, 필요로 하는 데이
터의 전송 레이트(rate)가 높으면서, 장시간의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대용량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상-음성 데이터를 축적함과 함께 병렬 처리가 가능한 복수의 하드디스크(이하 HD라고도 기술함) 장치를 
포함하는 데이터 기록 재생 장치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데이터의 전송 레이트의 고속화와 대용량화를 도
모하는 시도나, 더욱이 패리티 데이터를 기록하여 두는 것으로서, 만일 어느 한쪽의 HD 장치가 고장나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의해, 방송국이 제공코자 하는 방송의 내
용이나 방송 형태에 따라서 요구되는 채널수가 다른 경우에도, 복수의 음성-영상 데이터로 구성되는 소재 
데이터를 분산적으로 기록해 두고, 다 채널 방송을 동시에 한다던가, 동일 소재의 데이터를 재생 시간에 
차이를 두어서 다 채널로 재생하는 것으로서, VOD(video on demand)나, NVOD(near video on demand)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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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사용 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멀티 채널 비디오 서버를 실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디오 서버에 이용되는 데이터 기록 재생 장치에는, 1988년 Patterson 등에 의해 발표된 논문
['A  Case  for  Redundant  Arrays  of  Inexpensive  Disks(RAID)',  ACM  SIGMOND  Conference,  Chicago,  Ⅲ, 
Jun. 13, 1988.]에 재창되어 있는, 복수의 HD를 포함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이하 HDD라고 기술함)를 
여러 대 이용하여 구성되는 RAID(redundant arrays of inexpensive disks)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상기 논문 중에서 RAID는, RAID-1에서 RAID-5까지 5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RAID-1은 2개의 HDD에 같은 내
용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RAID-3은 입력 데이터를 일정한 길이로 분할하여 복수의 HDD에 기록함과 함께, 
각각의 HDD의 서로 대응하는 데이터 블록의 배타적 논리합인 패리티 데이터를 생성하여 다른 1대의 HDD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더욱이 RAID-5는, 데이터의 분할 단위(블록)를 크게 하여, 하나의 분할 데이터를 데
이터 블록으로서 하나의 HDD에 기록함과 함께, 각각의 HDD에 서로 대응하는 데이터 블록의 배타적 논리합
을 처리한 결과(패리티 데이터)를 패리티 블록으로서 다른 HDD에 기록함과 함께, 패리티 블록을 전 HDD에 
분산하는 방식이다. 다른 RAID에 관해서는, 상기 논문을 참조 바란다.

한편, 영상 데이터 및 음성 데이터의 기록 재생을 하는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음성 데이터를 영상 데이터의 부속 데이터로 생각하여, 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를 일체로 기록하고 있
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보도 관련의 방송 등의 경우에는, 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는, 언제나 일체인 것은 
아니며, 동일 영상에 대해, 복수의 음성 채널이 다른 음성 데이터, 예를 들면 다른 언어의 음성 데이터를 
조합하여 방송되는 경우가 많다.

상술한 비선형 액세스 가능한 기록 매체를 이용한 비디오 서버에 있어서도, 종래는 음성 데이터가 비디오 
데이터의 일부로서 처리되므로, 동일 영상에 대해, 복수의 음성 채널을 조합하여 처리한다던가, 실시간
(realtime)의 채널마다의 음성 데이터 변경 등의 처리는 불가능하였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음성 데이터가, 영상 데이터와 독립하여, 다른 기록 매체에 기록되도록 한 영
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복수의 음성 채널의 각각의 음성 데이터에 대해서 복수의 동일한 데이터[논리 
볼륨(volume)]가,  다른  기록  매체에  기억되도록  한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복수의 동일 논리 볼륨이 다른 기록 매체에 기억되도록 구성된 
RAID 방식을 채용하는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 및 방법이고, 동일 영상 데이터에 대해, 다른 음성 데이
터를 조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는, 비선형 액세스가 가능한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 및 
음성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을 하는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이고, 영상 데이터가 기억되는 비선형 액세
스 가능한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의 기록, 판독을 하는 영상 데이터용 기록 장치와, 영상 데
이터가 기억되는 기억 매체와는 다른 음성 데이터가 기억되는 비선형 액세스 가능한 기록 매체를 이용하
여 영상 데이터용 기록 장치와 독립하여, 복수의 음성 데이터 채널의 각각에 대응하여 음성 데이터의 기
록, 판독을 하는 음성 데이터용 기록 장치를 구비하는 것이다.

이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에서는, 영상 데이터용 기록 장치에 의해서 영상 데이터가 기억되는 비선형 
액세스 가능한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의 기록, 판독이 행해지고, 음성 데이터용 기록 장치에 
의해서 영상 데이터가 기억되는 기록 매체와는 다른 음성 데이터가 기억되는 비선형 액세스 가능한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용 기록 장치와 독립하여 복수의 음성 데이터 채널의 각각에 대응하여 음성 
데이터의 기록, 판독이 행해진다.

본 발명의 영상 음성 기록 재생 방법은, 비선형 액세스 가능한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 및 음
성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을 하는 영상 음성 기록 재생 방법이고, 영상 데이터가 기억되는 비선형 액세스 
가능한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의 기록, 판독을 함과 함께, 영상 데이터가 기억되는 기록 매
체와는 다른 음성 데이터가 기억되는 비선형 액세스 가능한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의 기록, 
판독과 독립하여 복수의 음성 데이터 채널의 각각에 대응하여, 음성 데이터의 기록, 판독을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 또는 영상 음성 기록 재생 방법에 의하면, 음성 데이터를 영상 데이
터와 독립하여 다른 기록 매체에 기억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음성 데이터에 대해 영상 데이터를 독립하
여 용장 구성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나, 동일 영상 데이터에 대해 다른 음성 데이터를 조합하는 것도 가능
하게 된다.

본 발명의 그 외의 목적, 특징 및 이익은, 다음 설명으로서 충분하게 명백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의 형태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2는 도 1에 있어서의 프로세서부의 I/O 기판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3은 도 2에 있어서의 SDI 디코더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설명도.

도 4는 도 2에 있어서의 선택 스위치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5는 도 4에 있어서의 비교 회로의 동작을 나타내는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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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도 4에 있어서의 각각의 HDD의 오류 플래그의 생성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도.

도 7은 도 6에 있어서의 HDD내의 하드디스크에 기록되는 데이터 포맷을 나타내는 설명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에 있어서 음성 RAID부에 격납되는 음성 데이터를 설명
하기 위한 설명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에 있어서 판독시의 음성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
도.

도 10a는 RAID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도 10b는 도 10a에 나타내는 RAID의 구성에 있어서의 데이터의 흐름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개념도.

도 11은 D1 신호에 의한 SDI 포맷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설명도.

실시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상의 형태>

이하,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에  대해서  도면에  따라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단,  도면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동일 참조 번호 또는 참조 기호를 붙여서 설명한다.

여기서,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의 설명에 앞서서, 본 발명의 이해를 위해, 도 10a, 도 10b를 이용하여 
RAID의 구성, 특히 RAID-3에 대한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도 10a는 4대의 비디오 데이터용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1)와, 1대의 패리티 데이터용 HDD를 이용한 
RAID-3의 구성을 나타낸다.

도 10a에 나타낸 구성에 있어서, 40Mbps(40 mega bit per second)의 전송 레이트로 전송된 비디오 데이터
(Vin)는, 직렬 변환 회로(2)에 입력된다. 직렬 변환 회로(2)는 입력된 데이터를 4대의 데이터용 HDD(1)에 
병렬로 분산시킨다. 도 10a의 경우, 입력된 비디오 데이터의 전송 레이트가 40Mbps이므로, 각각 10Mbps의 
전송 레이트가 되도록 분산시킨다. 분산된 비디오 데이터는 각각 HDD(1)에 기록된다. 또한, 분산된 비디
오 데이터는 패리티 계산 회로(3)에 입력되어, 병렬로 기록되는 비디오 데이터마다 패리티 계산이 행해진
다. 이 경우, 패리티 계산 회로(3)는 분산된 디지털 비디오 데이터의 '1'의 수가 예를 들면 홀수이면 '
1'로서, 짝수이면 '0'으로서 계산(홀수 패리티의 계산)하여 출력한다. 그리고, 패리티 계산 회로(3)에서 
패리티 계산된 결과는 패리티용 HDD(4)에 출력되어 패리티 데이터로서 HDD(4)에 기록된다. 패리티 계산 
회로(3)로부터 패리티용 HDD(4)까지의 패리티 데이터의 전송 레이트도 10Mbps이다.

도 10b는 도 10a에 나타내는 RAID-3의 구성에 있어서의 데이터의 흐름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이 도면에서는, 직렬 변환 회로(2)에 입력된 비디오 데이터(Vin)가 선두부터 순번으로 4대의 비디오 데이
터용 HDD(1)에 분산되어 기록되고, 또한, 분산된 비디오 데이터의 각각의 패리티 데이터(P1, P2, …)가, 
패리티 데이터용 HDD(4)에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HDD(1)에 기록된 비디오 데이터(1, 2, 3, 4)의 
패리티 데이터(P1)(홀수 패리티)가 패리티용 HDD(4)에, 비디오 데이터(5, 6, 7, 8)의 패리티 데이터(P2)
(홀수 패리티)가 패리티용 HDD(4)에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RAID-3의 구성에서는, 종래 기술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패리티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가 기록되는 
HDD와는 다른 그 외의 HDD에 기록하고, 4대의 HDD(1)에 기록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경우나 장치 자체에 
장해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판독되지 않을 경우, 패리티용 HDD(4)에서 패리티 데이터를 판독하고, 판독된 
다른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리티 연산을 하여, 오류가 있는 데이터나 판독되지 않은 데이터를 복구시킬 수 
있다.

관련되는, RAID 구성에 있어서, 입력되는 비디오 데이터(Vin)는, 예를 들면 직렬 디지털 인터페이스(SDI: 
serial digital interface) 방식이라고 호칭되는, 신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SDI란 음성 신호나 영상 신호를 다루는 영상 기기나 음성 기기, 및 비디오 테이프 리코더(VTR) 등의 기기
의 사이에서 음성 신호나 영상 신호를 통신하기 위한 규격의 하나이며, 텔레비전이나 영상 공학에 관한 
규격을 발행하는 Society of motion television engineering(SMPTE)의 SMPTE-259M에서 표준화되어 있다. 
이 규격은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신호 규격인 D-1 신호나 D-2 신호를 대상으로 한 신호의 규격이다.

여기서 SDI 신호에 대해 설명한다.

도 11은 D1 신호에 의한 SDI 포맷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낸다.

도 11에 있어서 (a)는, 수평 방향 1716화소, 수직 방향 525라인(line)으로 구성되는 플레임 포맷(NTSC 방
식의 경우)을 나타낸다. 디지털 비디오 신호는, 예를 들면, 수평 방향 1440비트, 수직 방향 244라인(NTSC 
방식에서는 244라인이지만 PAL 방식에서는 288라인)의 제 1 필드 액티브 비디오부(AVC1) 및, 수평 방향 
1440비트, 수직 방향 243라인(PAL 방식에서는 288라인)의 제 2 필드 액티브 비디오부(AVC2)로 구성되는 2
개의 영역에 놓여진다. 구체적으로는, 제 1 필드 액티브 비디오부(AVC1)는 홀수 필드의 디지털 비디오 신
호에 대응하고, 제 2 필드 액티브 비디오부(AVC2)는 짝수 필드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에 대응한다. 이 제 
1 필드 액티브 비디오부(AVC1) 및 제 2 필드 액티브 비디오부(AVC2)의 앞에는, 각각 9라인분의 수직 귀선 
소거부(VBK1, VBK2) 및 10라인분의 임의 귀선 소거부(OBK1, OBK2)(PAL 방식에서는, VBK1과 OBK1을 합쳐서 
24라인, VBK2와 OBK2를 합쳐서 25라인)가 각각 삽입된다.

도 11에 있어서, (b)는 (a)의 플레임 포맷에 대응하는 1라인분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b) 및 (a)에 있는 바와 같이 액티브 비디오부(ACV)의 전후에는 액티브 비디오 라인의 시작를 나타내는 4
비트의 시작 동기 부호(SAV), 및 액티브 비디오 라인의 종료를 나타내는 4비트의 종료 동기 부호(EAV)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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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된다.  그리고  시작  동기  부호(SAV)와  종료  동기  부호(EAV)와의  사이에는  268비트(PAL  방식은 
280비트)의 보조(ancillary) 데이터부(ANC)[(a)의 플레임 포맷에서는 수평 보조 데이터부(HANC)]가 삽입
된다.  SDI  포맷에서는 이 보조 데이터부(ANC)의  소정의 영역에 음성 신호가 삽입된다.  이와 관련되어 
(b)에 나타내는 라인 포맷은 10비트 폭이다.

그리고, SDI 포맷에 의한 신호를 전송할 때, 도 11에 있어서 (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병렬-직렬 변환 
및 전송로 부호화가 행해져, 270Mbps 또는 360Mbps 등의 소정의 전송 레이트로 전송된다.

상기 SDI 포맷으로 전송되는 영상 신호 및 음성 신호는, 도 10에 나타내는 RAID-3으로 구성된 기록 재생 
장치에 입력되면, 일의적으로 연결(link)되어 순차 바이트 단위로 각각의 HDD(1)에 기록된다.

이와 같은 영상 신호와 음성 신호가 일의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영상 신호와 독립으로 채널마다 다른 
언어의 음성 신호를 방송한다던가, BGM을 변경하는 등의 편집을 하기 힘들게 된다.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도 1에  본 발명에 따른 AV  서버(오디오 및/  또는 비디오 
서버)라고 불리는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다.

도 1에 나타내는 AV 서버는 전체로서, 입력된 영상 및 음성 신호에 대해, 압축-신장 등의 각종 신호 처리
를 하는 프로세서부(30)와, 영상 데이터로서 영상 신호를 축적하는 영상 RAID부(21)와, 음성 데이터로서
의 음성 신호를 축적하는 음성 RAID부(10)를 구비하고 있다. 여기서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기록 매체로
서,  하드디스크를 가정하고 있으나,  비선형 액세스 가능한 기록 매체인 DVD(digital  video  disk  또는 
digital versatile disk)나 MO(광자기) 디스크여도 된다.

먼저, 영상 및 음성 신호를 처리하는 프로세서부(30)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프로세서부(30)는, 복수의 I/O(입력 및/ 또는 출력) 기판(32n)(n=1, 2, …)을 갖추고 있다. 상기 SDI 포
맷의 신호로 입력된 영상 및 음성 신호를 포함하는 신호(AVin)가 각각의 I/O 기판(32n)에 입력되고, 또한 
SDI 포맷의 영상 및 음성 신호를 포함하는 신호(AVout)가 각각의 I/O 기판(32n)으로부터 출력된다. 여기
서, I/O 기판(32n)의 수량만큼 입력되는 SDI 신호의 수량이 있으며, 하나의 I/O 기판(32n)이 1채널분의 
SDI 신호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프로세서부(30)는, I/O 기판(32n)의 수량만큼의 채널을 처리할 수 있
다. 도 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I/O 기판은 5장 있으므로, 프로세서부(30)는, 5채널의 SDI 신호를 처리할 
수 있다.

프로세서부(30)는, 더욱이, 소정의 기간을 시분할 하여 구해지는 타임 슬롯을 나타내는 타임 슬롯 신호를 
발생하는 타임 슬롯 발생기(33)를 갖추고 있다. 프로세서부(30)의 각각의 I/O 기판(32n)에는, 타임 슬롯 
발생기(33)로부터 타임 슬롯 신호가 공급되고, 이 공급된 타임 슬롯 신호에 대응하는 타임 슬롯내에서 각
각의 I/O 기판(32n)은 각종 신호 처리를 한다. 이 때문에, 각각의 I/O 기판(32n)은, 타임 슬롯마다 시분
할된 각종 신호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긴 시간에서는 복수의 입력 SDI 신호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각각의 I/O 기판(32n)은, 음성 RAID부(10)와 영상 RAID부(21)에 각각 음성 신호와 영상 신호를 공급함과 
함께, 음성 RAID부(10)와 영상 RAID부(21)에서 각각 음성 신호와 영상 신호를 받기 위한 음성 RAID 인터
페이스부(33)(도면에서는  음성  RAID  I/F부로  기술함)와  영상  RAID  인터페이스부(34)(도면에서는  영상 
RAID I/F부로 기술함)를 구비하고 있다. 이들 인터페이스는, 음성 신호 및 영상 신호를 프로세서부(30)와 
2개의 RAID부(10, 21)를 접속하는 버스(bus)의 전송 형식에 적합시키기 위한 인터페이스이다.

프로세서부(30)의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다음은 각각의 RAID부(10, 21)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영상 신호가 공급되어 영상 신호를 축적하는 영상 RAID부(21)는, 비선형 액세스 가능한 기록 매체인 하드
디스크를 이용하여, 영상 신호의 써넣기(기록), 판독(재생)을 하는 것이며, 본 발명에 있어서의 영상 데
이터용 기록 장치에 대응한다. 이 영상 RAID부(21)의 구성은, 도 10a, 도 10b를 이용하여 설명한 RAID-
3의 구성이므로 여기서는 설명은 생략한다.

음성 신호가 공급되어 음성 신호를 축적하는 음성 RAID부(10)는, 영상 신호가 기억되는 하드디스크와는 
다르고, 음성 신호가 기억되는 비선형 액세스 가능한 기록 매체인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영상 RAID부
(21)와 독립하여, 복수의 음성 신호 채널의 각각에 대응하여, 음성 신호의 써넣기(기록), 판독(재생)을 
하는 것이며, 본 발명에 있어서의 음성 데이터용 기록 장치에 대응한다. 이 음성 RAID부(10)는, 버스를 
통하여 다중화되어 입력된 기록용의 음성 신호를 각각의 채널마다 분리시키는 다중 분리부(20)와, 상기 
다중 분리부(20)에 의해 분리된 음성 신호가 기록, 축적되는 복수의 HDD(1A, 1B, …)와, 복수의 HDD(1A, 
1B,  …)에서  재생된  음성  신호를  선택하는  복수의  선택  스위치부(101,  102,  …)(도면에서는,  SW로 
기술함)와, 복수의 선택 스위치부(101, 102, …)에서 선택적으로 출력된 음성 신호를 다중화하는 다중화
부(5)를 갖추고 있다.

다중 분리기(20)는, 입력된 음성 신호를 채널마다 분리하여 출력한다. 즉, 프로세서부(30)로부터의 음성 
신호를 각각의 HDD(1A, 1B, …)마다 분리하고, 각각의 HDD(1A, 1B, …)에 공급한다.

음성 신호를 축적하는 복수의 HDD(1A, 1B, …)는, 상기한 RAID의 레벨 중에서 RAID-1의 구성이고, 다중 
분리부(20)에서 공급되는 음성 신호는 2개의 HDD(1A 및 1B)에 기록된다. 즉, HDD(1A 및 1B)에는, 같은 음
성 신호의 1 채널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된다. 마찬가지로, HDD(2A 및 2B)에도 동일하게 다중 분리부
(20)에서 분리된 같은 음성 신호가 기록된다. 도 1에 나타낸 음성 RAID부(10)는, 같은 음성 신호가 기록
되는 2대의 HDD를 1쌍으로 하여 4쌍의 HDD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1쌍의 HDD에 1채널분의 음성 신호가 
기록되면, 4채널의 음성 신호를 축적할 수 있다.

각각의 HDD(1A, 1B, …)에서 재생되는 음성 신호는, 스위치부(101, 102, …)에 입력된다. 스위치부(101, 
102, …)에는, 1쌍을 구성하는 2대의 HDD에서 재생된 음성 신호가 입력된다. 즉, 같은 내용의 음성 신호
가 스위치부(101, 102, …)에 공급된다. 이 스위치부(101, 102, …)에서는, 양쪽의 HDD에서 같은 음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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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공급되나, 한쪽의 HDD, 예를 들면 HDD(1A)로부터의 음성 신호가, 어떠한 오류의 발생으로 인해 스위
치부(101)에서 판독되지 않을 경우, 다른 쪽의 HDD(1B)에서 공급되는 음성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스위치부(101)의 상세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스위치부(101, 102, …)에서 출력된 각각의 채널의 음성 신호는, 다중화부(5)에 입력되어서 각각의 채널
마다의 음성 신호가 다중화된다. 다중화된 음성 신호는, 버스를 통하여 프로세서부(30)의 각각의 I/O 기
판(32n)에 입력된다.

다음은 도 2를 이용하여 프로세서부(30)의 각각의 I/O 기판(32n)에 대해 설명한다.

각각의 I/O 기판(32n)은, 전부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도 2에서는 I/O 기판(321)에 대해 설명한다.

I/O 기판(321)은 입력된 SDI 신호(AVin)를 디코드 함과 함께, 영상 및 음성 신호를 SDI 신호(AVout)에 인

코드(encode)하여 출력하는 SDI 인터페이스부(320)와, 각종 신호 처리를 하는 신호 처리부(321)와, 상기 
신호 처리부(321)를 제어하는 CPU(322)(중앙 처리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SDI 인터페이스부(321)는, 상기 SDI 포맷의 신호 형식으로 외부에서 입력된 SDI 신호(AVin)를, 디코드 하
여 영상 신호 및 음성 신호를 분리시키는 SDI 디코더(321A)와, 장치 내부에서 처리된 영상 신호 및 음성 
신호를 SDI 신호의 포맷으로 변경하여, 신호(AVout)로서 출력하는 SDI 인코더(312B)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도 3을 이용하여, SDI 디코더(312A)에 대해 설명한다.

디코더(312A)에 입력되는 SDI 신호(AVin)는, 도 11(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직렬 신호이다. 디코더(312A)
는  먼저  직렬  형식으로  입력된  SDI  신호를,  도시하지  않은  직렬-병렬  변환기에서  병렬  형식으로 
변환하고, 영상의 1라인의 신호를 도 11(b)에 나타내는 포맷의 신호로 변환한다.

디코더(312A)는, 그후, 보조부(ANC)에 삽입된 음성 신호와, 액티브 비디오부(ACV)에 삽입된 영상 신호를 
추출하고, 디코더(312A)의 출력으로서 추출한 음성 신호와 영상 신호를 출력한다.

SDI 디코더(312A)의 출력중, 영상 신호는 도시하지 않은 비디오 블록에 송출되어, 영상 RAID부(21)에 기
록된다. 음성 출력은, 신호 처리부(321)에 송출된다.

또한, SDI 인코더(312B)는, 비디오 블록으로부터의 영상 신호와 신호 처리부(321)로부터의 음성 신호를 
입력하고, SDI 디코더(312A)와 반대의 처리를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도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신호  처리부(321)는,  스위치(301,  306)(도에서는  SW로  기술함)와,  버퍼 
RAM(302)(random  access  memory)과,  RAID  입력  인터페이스부(303)(도에서는 RAID  IN  I/F로  기술함)와, 
RAID  출력 인터페이스부(304)(도에서는 RAID  OUT  I/F로 기술함)와, 어드레스 컨트롤러(305)를 구비하고 
있다.

스위치(301)는, CPU(322)로부터의 제어 신호에 의해 전도, 비전도가 제어되고, SDI  디코더(312A)로부터 
입력되는 음성 신호를 선택적으로 RAM(302)에 출력한다.

스위치(301)의 출력은, 버퍼 RAM(302)에 입력되어, 일시적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CPU(322)에서의 제어 
신호에 의해 어드레스 컨트롤러(305)가 RAM(302)의 어드레스를 제어하고, 일시 기억된 소정의 음성 신호
를 출력한다. 구체적으로는, 음성 신호가 소정의 어드레스에 기억된 RAM(302)에서 소정의 음성 신호를 판
독할 때, 그 음성 신호의 판독 어드레스를 소정의 음성 신호의 출력에 일치하도록 한다. 실제로, 상기 
RAM(302)에 기억된 음성 신호의 판독 어드레스를 고안하는 것으로, 음성을 역순으로 한다던가, 띄엄띄엄
한 음성을 얻는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

어드레스 컨트롤러(305)의 제어에 의해 RAM(302)에서 출력된 음성 신호는 RAID 입력 인터페이스부(303)에 
입력된다.

이 RAID 입력 인터페이스부(303)에서는, 음성 신호를 음성 RAID부(10)와 I/O 기판을 접속하는 버스에 대
응하는 형식으로 변환하여, 기록용의 음성 신호로서 음성 RAID부(10)에 출력한다.

이와 같이 하여, 신호 처리부(321)로부터 출력되는 음성 신호는, 음성 RAID부(10)에 입력된다.

반대로, 음성 RAID부(10)에서 재생되어, 음성 RAID부(10)에서 신호 처리부(321)에 입력된 음성 신호는, 
먼저 RAID 출력 인터페이스부(304)에 입력되어, RAID 입력 인터페이스부(303)와 반대의 처리가 행해진다. 
RAID 출력 인터페이스부(304)에서 출력된 음성 신호는, 버퍼 RAM(302)에 입력되어, 일시적으로 기억된다. 
여기서 CPU(322)로부터의 제어 신호로 어드레스 컨트롤러(305)가 제어되고, 어드레스 컨트롤러(305)는, 
일시적으로 기억된 음성 신호의 판독 어드레스를 제어한다. 이 판독 어드레스를 제어하는 것으로서 변속 
재생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 RAM(302)에서 판독된 음성 신호는, CPU(322)로부터의 제어 신호에 의해 전
도, 비전도가 제어되는 스위치(306)를 통해 신호 처리부(321)로부터 출력되고, SDI 인터페이스부(320)에 
입력된다. 이 음성 신호는, SDI 인터페이스부(320)에 있어서, 도시하지 않은 비디오 블록으로부터 송출된 
영상 신호와 함께 SDI 인코더(312B)에 입력되고, 음성 및 영상 신호가 다중화되어, 상기한 직렬의 SDI 포
맷의 신호로서 출력되는 것이다.

여기서, 도 4를 참조하여, 도 2에 있어서의 선택 스위치부(101, 102)에 대해 설명한다. 각각의 스위치부
는 같은 구성이므로 대표로서 여기서는 스위치부(101)로 설명한다. 

선택 스위치(101)는 전환 스위치(110)와 비교 회로(111)로서 구성되고, 대응하는 1쌍의 HDD(1A, 1B)의 출
력의 한쪽을 비교 회로(111)의 출력에 따라서 전환 스위치(110)로 선택한다. 비교 회로(111)는,  1쌍의 
HDD(1A, 1B)로부터의 오류 플래그(EF)의 유무를 비교하고, 오류 플래그(EF)가 없는 쪽의 HDD로부터의 출
력을 유효로 하도록 전환 스위치(110)에 전환 신호를 보낸다. 오류 플래그(EF)는, HDD(1A, 1B)의 장해의 
유무를 나타내는 것이며, 여기서는 오류 플래그 있음을 '1'로 표시하고, 오류 플래그 없음을 '0'으로 표
시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전환 스위치(110)에 있어서 '0'은 HDD(1A)측을 나타내고, '1'은 HDD(1B)측을 

15-5

1019980709148



나타낸다.

여기서, 각각의 HDD로부터의 오류 플래그(EF)는, 도 6 및 도 7에 나타내는 원리로 출력된다. 즉, 도 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HDD[도 6에서는 HDD(1A)의 경우의 예를 나타낸다]는, 판독 헤드(112)에 의해, 하드
디스크(116)에 대해, 데이터를 섹터(117) 단위로 기록할 때, 데이터를 누적 가산하여 체크 섬
(CS)(checksum)을 얻는다.

이어서, HDD는, 도 7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체크 섬(CS)을 데이터에 부가하여, HDD내의 하드디스크에 기
록한다. 한편, 데이터를 판독할 때, 판독 헤드(112)에서 판독되는 데이터를 버퍼 RAM(113)을 통해 가산 
회로(114)에 유도한다. 가산 회로(114)에서는, 판독된 데이터를 가산하여, 그 체크 섬(CS)을 구한다.

더욱이, 비교 회로(115)에서, 기록시의 체크 섬을 판독시의 체크 섬과 비교한다. 비교의 결과, 상이할 경
우에는, 오류 플래그(EF)를 출력한다. 따라서, 도 4에서, 선택 스위치부(101)의 비교 회로(111)는, 도 5
에 나타내는 논리에 의해 전환 스위치(110)의 선택을 한다.

즉, 도 5에 있어서, M, S의 칸의 '1'은 HDD[1A(M:master), 1B(S:slave)]가 오류 플래그(EF)를 출력한 경
우(오류 플래그 있음)를 나타내고, '0'은, HDD(1A, 1B)가 오류 플래그(EF)를 출력하지 않을 경우(오류 플
래그 없음)를 나타낸다. 비교 회로(111)는, 하드디스크(1A, 1B)의 쌍방에서 오류 플래그(EF)가 출력되지 
않을 경우(M=0, S=0)에는, 디폴트(default)로서 HDD(1A)를 선택하도록 하고, 또는 HDD(1B)만이 오류 플래
그(EF)를 출력한 경우(M=0, S=1)에는 HDD(1A)가 선택되고, HDD(1A)만이 오류 플래그(EF)를 출력하였을 경
우(M=1, S=0)에는 HDD(1B)가 선택되도록 전환 스위치(110)를 전환한다. 또한 HDD(1A 및 1B)가 같이 오류 
플래그(EF)를 출력한 경우(M=1, S=1)에는, 불량으로 하여,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도 8은, 상기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는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에 있어서, 음성 RAID부(10)에 격납되는 
음성 데이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프로세서부(30)로부터 4채널(CH 1 내지 4)분의 음성 데이터(80)는 각
각의 채널에 대응하는 RAID-1 구성의 2대의 HDD(도면에서는, HDD_A, HDD_B로 기술한다.)에 물리적인 할당
이 행해져 기록된다. 이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에서는, 각각의 채널의 각각의 음성 데이터에 대해, 복
수의 동일한 데이터(논리 볼륨)가 다른 HDD에 기억된다.

한편, 도 9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에 있어서의 판독시의 음성 데이터를 설명하
는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4쌍의 RAID-1 구성의 HDD를 포함하는 음성 RAID부(10)는, 각각의 쌍의 
HDD에 대해 독립하여 제어가 가능하므로, 각각의 채널마다 물리적 할당 위치가 다른 파일을 판독할 수 있
다.

따라서, 각각의 채널마다 언어가 다른 내레이션(narration)을 보낸다던가, BGM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산업상이용가능성

본 발명에 있어서는, 넒은 의미에서 다른 실시의 형태가, 발명의 정신 및 범위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 발
명에 기초하여, 구성되는 것은 명백하다. 이 발명은 첨부의 청구의 범위에 의해 한정되는 것 이외에는, 
그 특정의 실시의 형태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선형 액세스가 가능한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 및 음성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을 하는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에 있어서,

영상 데이터가 기억되는, 비선형 액세스가 가능한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의 기록 및 판독을 
하는 영상 데이터 기록 장치와,

영상 데이터가 기억되는 기록 매체와는 다르고, 음성 데이터가 기억되는 비선형 액세스 가능한 기록 매체
를 이용하여, 상기 영상 데이터용 기록 장치와 독립하여, 복수의 음성 데이터 채널의 각각에 대응하여 음
성 데이터의 기록 및 판독을 하는 음성 데이터용 기록 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음성 기
록 재생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데이터용 기록 장치는,

복수의 음성 데이터 채널의 각각에 대응하여 구비되는 복수의 쌍의 기록 장치와,

상기 복수 쌍의 기록 장치에 있어서 각각의 1쌍의 기록 장치에, 대응하는 음성 데이터 채널의 동일한 음
성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 수단과,

상기 각각의 한쌍의 기록 장치마다, 1쌍의 기록 장치중 장해가 없는 쪽의 기록 장치에서 음성 데이터를 
판독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판독 수단은, 1쌍의 기록 장치의 각각에서, 장해의 유무를 나타내는 오류 플래그
의 유무를 비교하고, 상기 오류 플래그가 없는 쪽의 기록 장치에서 음성 데이터를 판독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데이터용 기록 장치 및 음성 데이터용 기록 장치에 대해 서로 병렬로 접속
되고, 각각 음성 데이터 및 영상 데이터의 입출력을 하기 위한 복수의 입출력 수단을 구비하고, 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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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수단의 각각은,

음성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가 다중화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소정의 직렬 형식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상기 
직렬 형식의 데이터로부터 음성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를 분리하는 분리 블록과,

상기 분리 블록에서 출력된 음성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일시 기억 블록과,

상기 일시 기억 블록에 기억된 음성 데이터의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 블록을 구비하고,

상기 제어 블록에 의해 제어되어, 상기 일시 기억 블록에서 출력되는 음성 데이터가 상기 음성 데이터용 
기록 장치에 의해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직렬 형식의 데이터는, 직렬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규정된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영상 음성 기록 재생 장치.

청구항 6 

비선형 액세스가 가능한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 및 음성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을 하는 영상 
음성 기록 재생 방법에 있어서,

영상 데이터가 기억되는 비선형 액세스 가능한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의 기록 및 판독을 함
과 함께,

영상 데이터가 기억되는 기록 매체와는 다른 음성 데이터가 기억되는 비선형 액세스가 가능한 기록 매체
를 이용하여, 상기 영상 데이터의 기록 및 판독과 독립하여 복수의 음성 데이터 채널의 각각에 대응하여 
음성 데이터의 기록 및 판독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음성 기록 재생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데이터의 기록은, 복수의 음성 데이터 채널의 각각에 대응하여 구비되는 복
수의 쌍의 기록 장치에 있어서 각각 1쌍의 기록 장치에, 대응하는 음성 데이터 채널의 동일한 음성 데이
터를 기록하는 것으로 행해지고,

상기 음성 데이터의 판독은, 상기 각각 1쌍의 기록 장치마다, 1쌍의 기록 장치중 장해가 없는 쪽의 기록 
장치로부터 음성 데이터를 판독하는 것으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음성 기록 재생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데이터의 판독은, 1쌍의 기록 장치의 각각에서, 장해의 유무를 나타내는 오
류 플래그의 유무를 비교하고, 상기 오류 플래그가 없는 쪽의 기록 장치에서 음성 데이터를 판독하는 것
으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음성 기록 재생 방법.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음성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가 다중화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소정의 직렬 형식의 복수의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입력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입력된 직렬 형식의 데이터로부터 음성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를 분리하고, 분리된 음성 데이터를 일시적
으로 기억하고, 일시적으로 기억된 음성 데이터의 출력을 제어하여 제어되어 출력된 음성 데이터의 기록
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음성 기록 재생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직렬 형식의 데이터는 직렬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규정된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음성 기록 재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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