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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기테이프로부터의 디지탈정보신호를 고속으로 재생하는 장치의 트랙킹제어장치

요약

회전자기헤드에 의해 디지탈 영상신호를 기록 재생하는 일반용 디지탈 VTR에 있어서의 고속재생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가변속 재생속도에서 회전자기헤드가 영상데이터 기록트랙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전실린더, 회전실린더에 탑재된 자기헤드, 회전실린더의 주위를 둘러싸고 자기헤드가 디지
탈정보신호를 리드하기 위해 기록트랙을 주사하도록 여러개의 기록트랙 상에 기록된 디지탈정보신호를 
갖는 자기테이프를 구비한 헬리컬주사형 디지탈 자기재생장치에서 자기헤드가 트랙을 정확하게 추적하도
록 자기테이프의 속도를 제어하는 트랙킹 제어장치에 있어서, 재생장치는 통상의 속도로 재생동작을 하
는 표준 재생 모드와 장치가 통상의 속도보다 고속으로 재생동작을 하는 고속재생모드를 구비하고, 여러
개의 블럭의 각각이 디지탈정보신호와 트랙중 대응하는 하나를 나타내는 트랙번호와 블럭중 대응하는 하
나를 나타내는 블럭번호를 포함하는 식별번호와를 각각 기록한 여러개의 블럭으로 분할되고, 각 트랙의 
블럭중 적어도 하나의 특정 블럭에 고속재생모드에 대한 디지탈 정보신호가 기록되고, 트랙의 특정 블럭
은 고속재생모드에서 자기헤드가 자기테이프상의 주사경로를 따라 특정 블럭을 주사하도록 여러개의 트
랙에 배열되며, 트랙킹 제어장치는 표준속도보다 고속으로 주행되도록 자기테이프를 제어하는 고속 재생 
제어수단, 헤드가 재생한 재생블럭의 식별번호에 따라 블럭중 재생된 하나의 트랙과 특정 블럭의 트랙 
사이의 위치 오차를 검출하고 위치오차에 대응하는 트랙 오차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자기헤드에 의해 
재생된 신호에 따라 자기 헤드와 목적 트랙 사이의 위치오차를 검출하고, 위치오차에 대응하는 트랙킹 
오차신호를 생성하는 트랙킹 오차 검출수단, 트랙 오차 신호와 트랙킹 오차신호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생성하는 스위칭수단, 위치오차가 제로로 되도록 스위칭수단으로부터의 출력에 따라 자기테이프의 속도
를 제어하는 위상제어수단 및 고속 재생 제어수단과 스위칭수단이 동작하도록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포
함하고, 제어수단은 고속재생모드에서 고속 재생 제어수단이 동작하도록 제어해서 자기테이프를 고속으
로 가속화하고, 자기테이프가 고속에 도달했을 때 스위칭 수단이 트랙오차신호를 생성하도록 제어하고, 
또한 트랙 오차 신호가 소정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스위칭수단이 트랙킹 오차신호를 생성하도록 제어하
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동작모드가 통상의 재생모드에서 고속의 재생모드로 변경하거나 고속재생모드의 속
도가 변경하는 경우에 신호가 테이프에서 통상적으로 재생되지 않아 복호신호가 단절될 때도 영상신호를 
단절하지 않고 안정하게 생성할 수 있는 디지탈 VTR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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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자기테이프로부터의 디지탈정보신호를 고속으로 재생하는 장치의 트랙킹제어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트랙킹제어장치의 실시예를 도시한 블럭도.

제2도는 트랙상에 기록된 고속의 재생정보의 기록패턴을 도시한 도면.

제3도는 고속의 재생모드에서 제어된 테이프 속도의 곡선을 도시한 도면.

제4도는 제2도의 트랙의 확대된 부분과 자기헤드가 주사하는 경로를 도시한 도면.

제5도는 제4도에서 기록된 트랙의 트랙번호와 블럭번호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6도는 위상오차 검출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트랙패턴의 1예를 도시한 도면.

제7도는 트랙번호와 특정블럭의 블럭번호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드레스테이블의 1예를 도시한 도면.

제8도는 본 발명의 트랙킹제어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블럭도.

제9도는 제1도의 트랙킹제어장치의 제어회로를 속도제어계와 위상제어계의 조합으로써 설명하기 위한 블
럭도.

제10도는 제9도의 트랙킹제어의 위상인입 시간응답을 도시한 특성도.

제11도는 본 발명의 트랙킹제어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블럭도.

제12도는 제11도의 트랙킹제어장치의 댐핑계수 제어유닛의 구체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13도는 27배 속도의 고속재생모드에서의 자기헤드의 주사경로를 도시한 도면.

제14도는 제11도의 트랙킹제어장치의 트랙위상인입의 시간응답을 도시한 특성도.

제15도는 본 발명의 트랙킹제어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블럭도.

제16a도와 제16b도는 제15도의 트랙킹제어 장치에 있어서의 재생속도와 영상출력의 관계를 도시한 블럭
도.

제17도는 본 발명의 트랙킹제어장치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블럭도.

제18도는 본 발명의 트랙킹제어장치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블럭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회전 자기헤드에 의해 디지탈 영상신호를 기록/재생하는 일반용 디지탈 VTR에 있어서의 고속
재생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통상의 재생속도보다 빠른 임의의 속도로 가변속재생하는 정보가 회전
자기헤드주사로써 각각의 트랙에 걸쳐 분산해서 기록되는 자기 테이프의 가변속재생에 적합한 트랙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탈 VTR의 영상재생시스템은 기록영상신호가 통상의 속도로 재생되는 소위 normal play모드와 특정 
화면을 고속으로 검색하거나 영상을 고속으로 보는 소위 trick play모드라고 하는 고속반전모드를 갖는 
고속재생모드를 구비한다. 고속재생모드에는 통상속도의 3배 속도나 9배 속도 또는 다른 재생속도가 설
정되어 있다. 본원 명세서에서 사용된 가변속재생은 그러한 고속재생을 의미한다.

일반용디지탈VTR은 자기테이프에 기록되는 데이터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영상압축기술을 이용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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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영상압축기술의 예로써는 소위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시스템이 일반적이다.

MPEG시스템에 있어서, 프레임데이터의 연속성이 고속의 재생에 의해 상실될 때 인접한 프레임데이터의 
차이를 이용해서 영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상이 이 데이터로부터 복호할 수 없다.

MPEG시스템에 의한 영상압축기를 사용하는 VTR의 고속재생방법은 예를 들면, FAST SCAN TECHNOLOGY FPR 
DIGITAL  VIDEO  TAPE  RECORDERS,  IEEE  Transaction  on  Consumers  Electronics,  Vol.  39,  No.3,  August 
1993, pp. 186-191.에 제안되어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영상이 고속재생모드에서도 복호할 수 있도록, 통상의 재생을 위한 영상데이터에서 
분리된 고속재생모드의 영상데이터는 가변속재생의 테이프속도에 따른 재생헤드의 주사경로를 따라 특정
위치에서 자기테이프 상에 분산해서 기록된다. 따라서, 검색과 셔틀재생과 같은 가변속재생은 압축데이
터기록이 MPEG알고리듬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테이프에서도 실행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방법에 따른 가변속 재생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가변속제어의 영상데이터는 헤드가 자기테이프를 주사하는 경로에 대응하는 특정 트랙에만 기록되므로, 
제어속도가 통상의 속도에서 가변속재생속도로, 또는 가변속재생속도에서 다른 가변속재생속도로 변경할 
때 회전자기헤드는 어떤 영상데이터기록 트랙을 정확히 추적하도록 신속하게 제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제어속도가 통상의 속도에서 가변속도로 또는 가변속재생속도에서 다른 가변속재생속
도로 변할 때, 소정의 트랙으로 신속하게 인입하고 가변속제어의 트랙을 정확하게 추적하도록 자기헤드
를 제어할 수 있는 트랙킹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적용되는 디지탈 자기 기록신호의 헬리컬주사형 제어장치는 회전실린더와 회전실린더에 탑재
된 자기헤드를 구비한다. 디지탈 정보신호를 여러개의 기록트랙을 거쳐서 회전실린더를 둘러싼 자기테이
프 상에 기록된다. 자기헤드는 디지탈정보신호가 트랙에서 재생될 수 있도록 기록트랙을 주사하기 위해 
회전된다. 재생장치는 표준속도로 영상신호를 재생하도록 동작하는 표준재생모드와 표준속도보다 고속으
로 영상신호를 재생하도록 동작하는 고속제어모드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트랙킹제어장치는 자기헤드가 고속제어모드로 특정 위치에서 고속제어모드의 데이터기록트랙
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자기 테이프속도를 제어한다. 여러 개의 트랙 각각은 여러개의 블럭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블럭은 그 안에 디지탈정보신호와 특정 트랙의 트랙번호와 특정 블럭의 블럭번호를 나
타내는 식별번호를 기록하고 있다. 고속재생모드의 디지탈정보신호는 각각의 트랙의 적어도 하나의 특정
블럭에 기록된다. 그들 특정 블럭은 자기헤드가 고속제어모드로 주사하는 경로를 따라 자기테이프 상에 
배열될 수 있도록 여러개의 트랙을 거쳐서 분산해서 기록된다.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르면, 트랙킹제어장치는 자기테이프를 표준재생속도보다 고속으로 주행시키는 고속
주행제어유닛, 재생블럭을 갖는 트랙과 자기헤드에 의해 재생된 블럭의 식별번호에 따른 특정블럭기록트
랙 사이의 위치오차를 검색하고 오차에 대응하는 트랙오차신호를 생성하는 유닛, 자기헤드와 자기헤드에 
의해 재생된 신호에 따른 목표트랙 사이의 위치오차를 검색하고, 위치오차에 따르면 트랙킹오차신호를 
생성하는 유닛, 트랙오차신호 또는 트랙킹오차신호를 선택적으로 생성하는 스위칭유닛, 스위칭유닛으로
부터의 출력을 기본으로 위치오차가 제로로 되도록 자기테이프속도를 제어하는 위상제어유닛 및 고속주
행 제어유닛과 스위칭유닛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회로를 구비한다.

고속재생모드에서, 제어회로는 자기테이프를 고속재생속도로 유지해서 고속주행제어유닛을 동작하게 한
다. 자기테이프가 소정의 재생속도에 도달할 때, 스위칭유닛이 트랙오차신호를 생성한다. 트랙오차신호
가 소정의 범위에 도달할 때, 스위칭유닛은 트랙킹오차신호를 생성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될 것이다.

제1도는 본 발명의 트랙킹제어장치의 1실시예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동일도면에  자기테이프가  감겨지는  감기릴(1),  자기테이프가  주행하게  구동하는  캡스턴(2), 
자기테이프(3), 회전자기헤드(4), 자기테이프를 공급하는 공급릴(5), 캡스턴(2)를 회전시키는 캡스턴 모
터(6), 캡스턴모터(6)의 회전속도와 동기하는 주파수신호를 생성하는 FG(타코 발생기). 회전자기헤드(4)
에 의해 재생된 신호를 증폭하는 전치증폭기(8), 캡스턴모터(6)을 회전하게 하는 모터구동회로(9), 헤드
에  의해  재생된  신호에서  트랙킹오차를  검출하는  트랙킹오차  검출유닛(10),  가산회로(11), 
스위칭유닛(12)가 도시되어 있다. 또,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재생신호 상에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재
생신호처리유닛(13), 가변속재생모드에서 캡스턴모터를 고속회전하게 해서 테이프를 고속으로 주행하게 
하는 고속재생제어유닛(14), 가변속재생데이터가 기록된 트랙의 주사트랙번호오차를 검출하는 트랙오차
검출유닛(15), 제어장치(16), 헤드의 주사위상을 제어하는 위상제어장치(17) 및 출력단자(18)이 도시되
어 있다.

제1도의 실시예의 제어동작을 설명하기 전에, 본 발명이 적용한 디지탈 VTR에 의한 가변속재생데이터의 
기록패턴이 다음 설명과 제2도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가변속재생의 하나의 프레임의 압축데이터를 헤드가 재생속도로 주사하는 경로와 만나도록 구분된 방식
으로 몇 개의 트랙에 기록된다. 제2도는 통상의 속도의 3배 또는 9배의 고속의 포워드재생모드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제2도에 있어서는, 통상의 재생모드에서의 회전자기헤드(4)의 주사경로(21), 3배속 재생모드에서의 헤드
의 주사경로(22) 및 9배속 재생모드에서의 헤드의 주사경로(23)이 도시되어 있다. 또, 공백부분(24), 사
선부분(25) 및 트랙상의 회색부분(26)은 각각 통상의 모드영상데이터 기록영역, 3배속 모드 영상데이터 
기록영역 및 9배속 영상데이터 기록영역이다.

3배속 재생모드에서 헤드는 제2도에서 화살표(22)로 나타낸 바와 같이, 3개의 연속적인 트랙을 경사지게 
주사한다. 따라서, 3배속 재생을 위해, 3배속 재생용 데이터(25)는 헤드(4)의 주사경로와 만나도록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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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서 3개의 트랙 상에 구분된 방식으로 기록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9배속 재생모드에서 9배속 재생용 데이터(26)이 화살표(23)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헤드(4)
가 9개의 트랙을 가로질러 주사하기 때문에, 9개의 트랙상에 구분된 방식으로 기록될 필요가 있다.

또, 각각의 트랙은 약 수백 바이트의 여러 개의 데이터블럭을 포함하고, 각각의 데이터블럭은 화상데이
터와 트랙번호/블럭번호의 블럭어드레스를 포함한다.

3x와 9x속도의 포워드모드의 예가 제2도에 도시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임의의 재생속도의 정보도 물
론 기록되어도 좋다. 또한, 고속 역방향(부의 방향)으로의 가변속재생의 데이터가 기록되어도 좋다.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패턴이 기록된 테이프의 9x 가변속재생에 대해 제1도의 실시예의 트랙킹제어
동작으로 설명한다.

가변속 재생명령키가 사용자에 의해 동작될 때, 제어유닛(16)은 스위칭유닛(12)를 접점 a위치로 변경하
게 해서 이 동작을 검출하고, 또한 명령속도값을 고속 재생제어유닛(14)에 공그해서 가변속 재생명령속
도를 검출한다.

따라서, 고속 재생제어유닛(14)는 테이프(3)이 제어유닛(16)에 의해 특정된 가변속재생속도로 주행되도
록 캡스턴모터(6)의 회전속도를 제어하기 시작한다. 테이프속도는 제3도에서 곡선(32)애 의해 나타낸 바
와 같이 9x속도에 도달하도록 비동작으로 된 위상제어를 가진 고속 재생제어유닛(14)의 속도제어로만 제
어된다.

고속 재생제어유닛(14)는 예를 들면, 통상의 재생을 위한 속도제어회로를 공유하고, 가변속재생모드에서 
가변속/통상의 속도비에 대응하는 번호에 의해 캡스턴 FG 신호(7)의 주파수를 분주한다. 이 구조의 세부
는 주지이므로 생략한다.

테이프속도가 제3도의 시간 t1에서 통상속도의 9배의 속도에 도달할 때, 제어유닛(16)은 캡스턴FG(7)에
서의 주파수로부터 이 상황을 검출하고, 스위칭유닛(12)를 접점a위치에서 접점 b위치로 변경하거나 또는 
트랙오차검출유닛(15)의 출력을 위상제어유닛(17)에 공급한다. 이때, 위상제어가 시간 t1에서 비동작이
므로, 헤드는 제2도에 화살표(23)에 의해 나타낸 바와같이, 9x속 재생데이터의 블럭(26)을 항상 주사하
지는 않지만, 바라는 주사는 스위칭유닛(12)가 제1도에 도시한 접점b위치로 변하는 순간에 경로(23)을 
주사한다. 트랙오차 검출유닛(15)는 재생신호 처리유닛(13)을 거쳐서 재생된 데이터열에서 재생데이터의 
블럭 어드레스를 검출하고, 이 블럭 어드레스와 원래의 9x 재생데이터가 기록된 블럭 어드레스 테이블과
를 비교한다. 다음에 현재 주사된 트랙과 가변속재생을 위해 바라는 트랙 사이의 오차를 계산하고, 주사
트랙오차수와 오차방향에 따른 오차신호를 생성한다.

제4도와 제5도는 트랙오차 또는 제1도의 실시예에서의 위상와를 검출하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
다. 제4도는 제2도에 도시한 자기테이프상의 헤드의 트랙과 주사경로의 관계의 부분확대 도면이다. 

제5도는  재생헤드에  의해  주사된  트랙번호와  블럭번호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제4도에서  (131), 
(132), (133)은 재생헤드의 주사경로를 나타낸다. 주사경로(131)은 재생헤드가 제2도에 도시한 가변속재
생모드의 블럭(26)의 중앙을 주사하는 기준위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주사경로(132)와 (133)은 바라는 
주사경로(131)과 관계된 테이프 방향에서 -2.5트랙의 위상차(134)와 +0.5트랙의 위상차(135)를 벗어난
다. 트랙에 도시된 A-4, A-3, A-2, A, A+1은 트랙번호이다. 재생헤드가 트랙번호 A의 트랙(136)에 도달
할 때,  트랙의 세로방향에서의 위상차값을 점선 화살표(137)과  (138)로  나타낸다.  제5도에서,  (141), 
(142), (143)은 재생헤드의 주사경로가 (131), (132), (133)일 때 재생된 트랙번호와 블럭번호의 관계를 
나타낸다. 곡선 141은 그들 관계에 기준으로 된다. 점선화살표(147)과 (148)은 재생헤드가 트랙(136)에 
도달할 때 주사경로(131)에 관해 재생된 블럭번호의 차이값을 나타낸다.

기하학적 관계로부터, 테이프주행방향에서의 위상차값(134), (135)는 헤드가 주사경로(132), (133)을 따
라 트랙 136에 도달할 때 생성된 트랙의 세로방향에서 위상차값(137), (138)에 각각 비례적이다. 비례계
수는 트랙이나 가변속제어속도에 대한 재생헤드의 구배에 의해 결정된다. 또, 트랙의 세로방향에서의 절
대 위치가 각각의 트랙상에 기록된 블럭번호에 의해 검출될 수 있으므로, 트랙의 세로방향에서의 위상차
는 재생될 블럭번호와 재생헤드가 각각의 주사위상에서 트랙(136)에 도달할 때 그것과 기준번호 사이의 
차이를  검출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블럭번호차이(147)과  (148)은  각각  트랙의  세로방향에서 
위상차(137)과 (138)에 비례적이고, 비례계수는 트랙의 세로방향에서 할당된 블럭의 총수에 의해 결정된
다.

이러한 두가지 관계에 의해, 재생헤드가 주사경로(132)와 (133)을 따라 트랙(136)에 도달할 때 재생된 
블럭번호차(147)과 (148)은 테이프주행 방향에서의 위상차(134)와 (135)에 비례적이고, 비례계수는 재생
헤드에 의해 재생된 트랙마다 블럭수의 역수이다. 이 값은 트랙의 세로방향에서의 블럭의 총수와 헤드가 
지나가는 트랙의 수로부터 측정된다.

따라서, 트랙(136)과 같은 특정 트랙은 블럭번호 사이를 비교하기 위해 선택된다. 재생헤드가 경로(131)
과 같은 기준주사경로를 따라 특정트랙에 도달할 때 재생된 블럭번호는 기준블럭번호로 사용된다. 또한, 
재생헤드가 경로를 따라 특정트랙에 실제로 도달할 때, 재생된 블럭번호는 기준블럭번호와 비교될 수 있
는 비교블럭번호로써 검출된다. 테이프주행 방향에서의 위상차 또는 트랙오차는 헤드에 의해 재생된 트
랙마다 블럭의 수의 역수를 기준블럭번호와 실제로 재생된 블럭번호 사이의 번호차이에 곱하는 것에 의
해 계산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실시예에서의 위상오차검출의 원리이다.

제6도는  트랙오차검출유닛(15)에  의해  기준블럭번호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화살표(127)은 헤드가 8x가 변속재생을 위해 트랙(26)의 중심을 주사하는 경로를 나타낸다. 트랙의 시발
점에 부여된 번호는 트랙번호를 나타내고, 각각의 트랙상의 숫자는 블럭번호를 나타낸다. 트랙번호는 8
트랙마다 초기화되고, 8트랙의 사이클을 갖는다. 각각의 트랙은 헤드에 의해 주사되는 순서로 0 내지 39
의 번호를 갖는 40트랙을 갖는다. 8x가변속재생에 대한 영상데이터는 특정 블럭0, 5, 10, 15, 20, 25, 
30, 35에서 각각 트랙 T1 내지 T8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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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가 주사경로(127)을 따라 8x가변속재생의 트랙(26)의 중심을 주사할 때, 헤드가 각각의 트랙을 지나
가는 블럭번호는 특정 블럭번호라는 것을 제6도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트랙번호와 특정 블럭번호의 
관계를 나타내는 테이블은 제7도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생성될 수 있다. 제7도는 헤드가 8x가변속재생모
드에서 각각의 트랙에 도달할 때 재생된 블럭번호를 도시한다. 각각의 재생속도에 대한 그러한 데이터테
이블이 트랙오차검출유닛(15)에 저장되면, 기준블럭번호가 재생속도마다 생성된다.

따라서, 헤드의 주사경로가 시간 t1에서 바라는 트랙과 어긋날 때, 어긋난 양과 방향에 따르는 오차신호
는 트랙오차검출유닛(15)에서 위상제어유닛(17)로 공급된다. 위상제어유닛(17)은 이 오차신호가 제로가 
되거나 헤드가 바라는 트랙을 주사하도록 위상인입제어를 한다.

제3도에서 곡선(33)은 이 위상인입제어를 나타낸다. 헤드의 주사위상이 바라는 주사위상에 뒤쳐져 있을 
때, 실선에 의해 나타낸 바와 같이, 테이프 속도는 증가된다. 반대로, 그것이 바라는 위상의 앞에 있을 
때, 9x 가변속재생데이터가 기록된 트랙 쪽으로 헤드가 인입되도록 점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테이프
속도가 감소된다.

다음에,  시간  t2에서  헤드주사위상이  바라는  위상의  앞의  하나의  트랙에  도달할  때, 
트랙오차검출유닛(15)는 이러한 경우를 나타내는 신호를 제어유닛(16)에 공급한다. 제어유닛(16)은 접점 
b위치에서 접점 c위치로 변경하도록 스위칭유닛(12)를 제어하거나, 또는 위상제어유닛(17)에 대한 제어
신호는 트랙오차검출유닛(15) 대신에 트랙킹오차검출유닛(10)으로부터 공급된다.

트랙킹오차검출유닛(10)은  예를  들면  DAT(digital  audio  tape  recorder)에서  공지된  영역분할 
ATF(automatic track finding)시스템을 사용해서 쉽게 실현될 수 있다. 그 세부 사항은 본 발명의 주안
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트랙킹오차검색유닛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기록트랙
과 관련한 헤드의 오프트랙의 양과 오프트랙 방향에 따라 오차신호를 생성한다. 트랙킹오차검출유닛의 
구체적인 예로써는 Keiji Nagayama등에 의해 1994년 9월 30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출원번호 No. 08/315, 
720에 개시된 ATF 트랙킹제어유닛이 사용될 수 있다. 이 계류중인 특허출원의 명세서에서 개시된 AFT트
랙킹제어유닛은 자기헤드가 목적트랙을 추적하는 동안 이 트랙에 인접한 트랙으로부터 누화신호에 따른 
트랙킹오타신호를 생성한다.

시간 t2후, 위상제어유닛(17)은 트랙킹오차검출유닛(10)으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위상인입을 제어(테
이프속도가 제3도에서 (34)로 나타낸 바와 같이 변화한다)한다. 따라서, 헤드는 제2도에 도시한 주사경
로(23)을 따라 기록된 9x 가변속재생데이터를 갖는 블럭의 중심을 주사하게 된다.

제1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상인입제어가 트랙오차검출유닛(15)로부터의 제어신호를 사용해서 목적 
트랙에 근접하게 되고, 그 후에 위상제어가 트랙킹오차검출유닛(10)으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실행되
도록, 위상인입제어는 트랙오차검출유닛(15)와 트랙킹오차검출유닛(10)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 그 이유
는 트랙오차검출유닛(15)에 의해 결정적인 헤드주사 위상오차검출의 분해능이 하나의 트랙으로서는 낮
고, 그 헤드가 가변속재생에 대한 목적 트랙을 바라는 위상으로 고속 인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실시예에 따라, 정보가 회전자기헤드가 주사하는 주사경로에 따른 적합한 위치에서 각각의 
트랙에 분산해서 기록되는 통상의 속도보다 더 빠른 임의의 속도의 가변속재생의 정보 상에 이미 기록된 
자기테이프가 재생될 때, 목적트랙으로의 고속위상인입제어가 실행될 수 있고, 가변속재생의 정보블럭이 
정확하게 추적될 수 있다.

제1도에 도시한 실시예에서는 위상제어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갖는다. 헤드의 주사위상이 가변속재생의 
트랙에 인입된 후, 트랙킹오차검출유닛(10)만 위상제어를 하게 되어, 헤드의 주사위상이 예를 들면 테이
프 주행 기구상에 발생하는 외란에 의해 언록될 때, 헤드의 주사경로는 재저장기능이 없기 때문에 바라
는 가변속재생트랙에서 이탈되어 가변속재생의 정보가 재생될 수 없다.

제8도는 상기 단점이 제거된 본 발명의 트랙킹제어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제8도에 따르
면, 2개의 오차신호가 2개의 채널상에 생성되도록 제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트랙오차검출유닛(15)와 감
쇄된 오차신호를 생성하는 감쇄기(20)으로 형성된 트랙오차검출유닛(19)와 제1의 스위칭유닛(31)과 제2
의 스위칭유닛(32)로 형성된 스위칭유닛(30)이 도시되어 있다. 제8도에서, 제1도에 대응하는 다른 요소
는 제1도와 같은 번호로 하고, 제1도와 같은 동작을 한다.

제2의 실시예에 있어서, 트랙오차검출유닛은 트랙킹오차검출유닛(10)이 제1도의 실시예와 다른 위상제어
를 개시한 후, 완전히 비동작으로 되지는 않는다. 즉, 제2의 실시예에 있어서, 트랙오차검출유닛은 가변
속재생하는 동안 일어난 언록 위상상태에서 바라는 위상이 록상태로 헤드를 재저장할 수 있게 해서, 트
랙킹오차검출유닛(10)이 위상제어 중일때도 항상 동작한다. 

스위칭유닛(30)은  트랙킹오차검출유닛(10)으로부터의  출력과  트랙킹오차검출유닛(15)로부터  오차신호를 
스위칭하는 제1의 스위칭유닛(31)과 감쇄기(20)을 통해  트랙오차검출유닛(15)로부터 공급된 다른 오차
신호와 트랙킹오차검출유닛(10)으로부터 공급된 출력을 가산하는 제2의 스위칭유닛(32)를 포함한다. 제1
과 제2의 스위칭유닛(31)과 (32)는 제어유닛(16)으로부터의 제어신호에 의해 접점 a, b, c위치로 변화하
도록 모두 제어된다.

제1도에서의 제어와 같이, 가변속재생명령이 이 제어기구에 공급될 때, 제어유닛(16)은 제1과 제2의 스
위칭유닛(31)과 (32)가 접점 a위치로 변화되도록 먼저 스위칭유닛(30)을 제어하도록 이 명령에 응답하
고, 동시에 가변속재생속도값을 검색하고, 그것을 고속재생제어유닛(14)에 공급한다.

테이프주행속도가 소정의 값에 도달할 때, 제어유닛(16)은 제1과 제2의 스위칭유닛(31)과 (32)가 접점 a
위치에서 접점 b위치로 변화되거나 또는 트랙오차검출유닛(15)로부터의 출력이 위상제어유닛(17)에 공급
되도록 스위칭유닛(30)을 제어하다.

헤드주사위상이 바라는 위상 앞의 하나의 트랙에 도달할 때, 트랙오차검출유닛(19)는 이 경우를 나타내
는  신호를  제어유닛(16)에  공급한다.  제어유닛(16)은  스위칭유닛(30)을  제어하는 이  신호에  응답하여 
제1과 제2의 스위칭유닛(31)과 (32)가 접점 c위치에서 접점 b위치료 변화되거나 또는 위상제어유닛(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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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제어신호가 트랙킹오차검출유닛(10)에서의 출력과 트랙오차검출유닛(15)로부터의 출력 대신 트
랙오차검출유닛(15)로부터 감쇄기(20)을 통해 공급된 출력의 총합으로써 얻어진다.

따라서,  트랙오차검출유닛(19)는  트랙킹오차검출유닛(10)이  위상제어를 하는 동안에도 항상 동작한다. 
주사위상이 가변속재생하는 동안 언록되면, 트랙오차검출유닛(19)는 헤드를 초기의 가변속재생트랙으로 
제어해서 위상인입을 제어한다. 그 결과, 가변속재생에 대한 정보가 제1도의 제1의 실시예에서와 같은 
트랙킹오차 때문에 재생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는 안정된 트랙킹이 실행될 수 있다. 

포워드 방향에서의 가변속 재생이 상기 실시예에서 실행되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역방
향으로 가변속재생할 수 있다. 또, 3x와 9x의 가변속재생속도의 예를 설명하였지만, 필요하다면, 임의의 
가변속재생속도가 선택되어도 좋다. 또, 제8도에서의 감쇄기가 트랙킹오차검출유닛에 의한 주제어에 대
해 보조 제어로서 사용될 트랙오차검출유닛을 위해 마련되므로 생략되어도 좋고, 또는 그 기능이 예를 
들면 감쇄기를 사용하지 않고 트랙오차검출유닛에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고, 또는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쉽게 변경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 따르면, 통상의 재생모드보다 더 빠른 주어진 속도의 가변속재생에 대한 정보가 회전자기
헤드의 주사경로에 대응하는 적당한 위치에서 연속적인 트랙상에 분산해서 이미 기록된 자기테이프를 위
해 가변속재생동작을 하는 동안, 스위칭이 통상의 재생모드에서 가변속재생모드로 되거나, 또는 가변속
재생모드에서 재생속도가 변화될 때, 소정의 트랙위치에 헤드주사위상을 고속인입하고 헤드가 가변속재
생의 트랙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트랙킹제어장치를 마련한다. 

본 발명의 트랙킹제어장치의 제3의 실시예를 언급하기 전에, 제1의 실시예에서의 고속재생제어유닛(14), 
위상제어유닛(17), 모터구동회로(9) 및 캡스턴모터(6)으로 형성된 속도제어계와 위상제어계의 동작을 설
명한다. 제9도는 제1도의 실시예에서의 속도제어계와 위상제어계를 위한 서보제어 장치의 블럭도이다. 
제9도에는 제1도에 도시한 자기테이프, 회전실린더 및 자기헤드는 도시하지 않았다. 제9도에는 캡스턴모
터(201),  모터속도검출기(주파수-전압  변환기)(202),  제어증폭기(203),  모터구동회로(204), 
적분기(205), 시스템제어회로(206)(제1도의 제어유닛(16)에 대응), 가변속재생데이터가 이미 기록된 트
랙과 관련한 주사트랙번호오차를 검출하는 위상검출기(207),  헤드로부터의 재생신호에서 트랙킹오차를 
검출하는  위상검출기(208),  스위칭회로(209),  제어증폭기(210),  가산기(211)  및  비교기(212)∼(214)가 
도시되어 있다.

위상검출기(207)은 현재의 주사트랙과 바라는 가변속재생트랙의 오차를 계산하도록 예를 들면 재생데이
터열에서 재생데이터의 블럭어드레스를 검출하고, 그것을 기록된 원래의 가변속재생데이터를 갖는 블럭
어드레스테이블과 비교하는 구성이며, 주사트랙번호오차와 오차방향에 따른 오차신호를 생성한다.

제9도의 장치에서의 가변속재생에 대한 트랙킹제어에 대해 설명한다.

사용자가 가변속재생명령(도시되지 않음)을 입력하면, 시스템제어회로(206)은 도시된 접점 a위치로 변경
하도록 스위칭회로(209)를 제어하는 이 명령에 응답하고, 동시에 가변속재생의 명령속도값을 검출하고 
그것을 속도검출기(202)에 공급한다.

따라서, 캡스턴모터(201)의 회전속도는 테이프속도가 시스템제어회로(206)에 의해 특정된 가변속재생속
도값으로 변화하도록 제어된다. 테이프속도는 위상제어가 비동작으로 된 상태에서 속도제어루프에 의해
서만 소정의 값으로 증가된다.

다음에, 테이프주행속도가 소정의 값에 도달할 때, 스위칭회로가 접점 a위치에서 접점 b위치로 변경되거
나 또는 위상검출기(7)에서의 출력이 제어증폭기(210)에 공급되도록 시스템제어회로(206)은 모터속에서 
이 상황을 검출하고 스위칭회로(209)를 제어한다. 이때, 위상제어가 비동작이므로, 헤드가 가변속재생데
이터의 기록트랙을 항상 주사하지는 않지만, 스위칭회로(209)가 접점 b위치로 변경되는 순간에 제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바라는 트랙에서 어긋난다.

따라서, 스위칭회로(209)가 접점 b위치로 변경되는 순간에 헤드의 주사경로가 바라는 트랙에서 어긋날 
때, 이 어긋난 양과 방향에 따른 오차신호는 위상검출기(207)에서 제어증폭기(210)으로 공급된다. 따라
서, 이 오차신호가 위상제어루프 A의 위상제어에 의해 제로로 감소되거나 또는 헤드가 바라는 트랙을 주
사하도록 위상인입제어가 시작된다. 

다음에, 헤드주사위상이 바라는 위상 앞의 하나의 트랙에 도달할 때, 위상검출기(207)은 이 상황을 나타
내는 신호를 시스템제어회로(206)에 공급한다. 시스템제어회로(206)은 이 신호에 대응하여 접점 b위치에
서 접점 c위치로 변경하도록 스위칭제어회로(209)를 제어하거나 또는 제어증폭기(210)에 대한 제어신호
가 위상검출기(207)대신에 위상검출기(208)에서 공급되도록 스위칭회로(209)를 제어한다.

위상검출기(208)은 예를 들면, DAT(digital audio tape recorder)에서 공지된 영역분리 ATF 로 형성되
고, 기록트랙에 관련한 헤드의 오프트랙의 양과 오프트랙방향에 대응하는 오차신호를 생성한다.

스위칭회로(209)가 접점 c위치로 변경된 후, 위상검출기(208)로부터의 오차신호에 따른 위상인입제어는 
위상제어루프 B에 의해 실행된다.

따라서, 헤드는 기록된 바라는 가변속재생데이터를 갖는 트랙의 중심을 주사하게 된다.

제9도에 또는 제1도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른 트랙킹제어장치의 가변속재생동작에 있어서, 헤드가 바라는 
트랙을 주사하는데 필요한 액세스속도는 트랙번호오차의 위상인입제어에 의존한다. 가변속재생속도가 N
으로 표시되는 경우, 헤드는 제2도에 도시된 기록패턴의 최대의 ±N/2 트랙으로 인입되어야 한다. 물론, 
헤드가 위상오차의 양에 의해 인입되는데 걸린 시간은 가변속재생속도 N의 증가와 함께 증가된다. 

따라서, 이 트랙킹제어의 설계에 있어서, 이 시간을 가능한한 단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가변속재생데이터는 특정트랙 상에만 기록되어 동작모드가 통상의 모드에서 가변속제어모드로 변할 
때, 또는 가변속재생모드의 속도가 변할 때, 영상데이터를 자기헤드가 바라는 트랙을 주사하게 될 때까
지 재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생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라는 트랙을 가능한 빨리 주사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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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제9도의 트랙킹제어장치는 목적트랙으로의 인입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하, 이점에 대해서 설명한다. 

위상제어루프 A의 트랙번호오차인입동작의 전달기능(스텝입력에 대한 헤드의 위상응답 특성) H(S)는 다
음 식(I)로 표현되며, 여기서, γ은 DC이득이고, ω n는 시스템의 응답주파수대역이고, ζ는 속도제어계
의 댐핑계수이다.

여기에서, 

제9도의 트랙킹제어장치의 구체적인 설계에서, 댐핑계수 ζ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한 임계조건으로써 
일반적으로 1이상으로 선택된다. 

다음의 표 1은 ζ이 약 2로 선택될 때 사용된 파라미터의 1예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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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10도는 표 1의 파라미터의 조건하에서의 식(1)에서 27x 가변속재생속도를 설정하고, 최대의 위상인입
옻로써의 27/2의 단계입력된 시간에 대한 위상인입응답특성의 그래프이다. 제10도에서, 헤드가 통상의 
속도의 27배의 속도인 가변속영상데이터의 기록트랙에 관련한 하나의 트랙내로 인입되는데 약 0.2초가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간간격 동안 27x가변속재생의 영상데이터가 재생될 수 없거나, 
영상화상이 간섭되거나, 또는 화질이 나빠진다.

본 발명의 제3의 실시예에 따르면,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동작모드가 통상의 재생모드에서 가변
속재생모드로 변경하거나 또는 가변속재생의 속도가 변화할 때, 헤드를 소정의 트랙으로 신속하게 인입
할 수 있는 즉, 동작모드가 가변속재생모드로 변경될 때 재생화상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트랙킹제어장
치가 마련된다.

본 발명의 트랙킹제어장치의 제3의 실시예는 테이프주행속도제어를 위해 댐핑계수를 제어하는 감쇄계수
제어유닛을 갖는다.

트랙번호오차 인입과정에 있어서, 시스템의 안정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제어계의 댐핑효과는 이 
기간에서 약해지고, 대신에 위상인입응답은 고속으로 제어된다.

댐핑계수제어유유닛은 속도제어피드백시스템의 댐핑계수ζ를 회전자가 헤드의 주사위상이 가변속재생데
이터의 기록트랙 앞의 하나의 트랙에 도달할 때까지 1이하로 제어한다. 따라서, 위상인입응답을 빠르게
해서 속도제어의 댐핑효과느 감소되고, 그에 따라 캠스턴모터의 최대속도는 증가된다.

또, 헤드의 주사위상이 가변속재생데이터의 기록트랙 앞의 하나의 트랙에 도달한 후, 댐핑계수제어장치
는 댐핑계수ζ를 1이상으로 제어한다. 따라서, 헤드의 주사위상이 안정되게 목적위상에 접속될 수 있고, 
또한 헤드가 안정된 시스템으로 양호한 트랙킹을 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의 댐핑작용이 강해진다.

본 발명의 트랙킹제어장치의 제3의 실시예를 도면에 관련해서 설명한다.

제11도는 본 발명의 트랙킹제어의 제3의 실시예의 구성의 블럭도이다. 제11도에는 속도제어시스템의 댐
핑계수ζ의 값을 변하게 하는 댐핑계수제어유닛(215)가 도시되어 있다. 제9도에 대응하는 부분은 동일 
부호를 사용하며 그 동작이 동일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제9도에 도시한 트랙킹제어장치와 다른 댐핑계수제어유닛(215)의 구성과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댐핑계수제어유닛(215)는 시스템제어회로(206)로부터의 명령하에서 이득을 변화시키도록 동작한다. 제12
도는 유닛(215)의 구체예를 도시하고, 전환스위치(231)과 이득 K를 갖는 감쇄기(232)를 구비한다.

시스템제어회로(206)은 위상제어루프B가 통상의 재생모드와 가변속 재생모드에서 위상제어를 위해 선택
될 때 접점 a위치로 변경하고, 위상제어루프 A가 가변속재생모드에서 위상제어를 위해 선택될 때 접점 b
위치로 변경하도록 전환스위칭(231)을 제어하는 제어신호를 생성한다.

댐핑계수제어유닛(215)는 속도검출기(202)에 종속접속되고, 이득의 변화는 식(1)에서 이해된 바와 같이, 
댐핑계수ζ의 값의 변화는 의미한다. 즉 전환스위치(231)의 높은 이득을 마련하도록 접점 a위치에 있을 
때, 댐핑계수ζ가 크다. 반대로, 전환스위치(231)이 낮은 이득을 마련하도록 접점 b위치에 있을 때, 댐
핑계수ζ가 감소된다.

따라서, 감쇄계수ζ의 큰값이 제9도의 실시예와 같은 약 2로 선택되고, 감쇄계수ζ의 작은 값이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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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0.5로 선택될 때, 감쇄기(232)의 이득 K는 1/4로 설계된다.

제11도의 전체 장치의 동작을 27x 가변소재생과 1/4로 선택된 유닛(215)의 감쇄기(232)의 이득 K의 조건 
하에서 제13도와 제14도에 따라 설명한다.

제13도에는 27x 가변속재생 영상데이터가 기록된 영역(247)과 자기헤드(241)이 27x 가변속재생모드에서 
27x가변속재생 영상데이터(247)을 주사하는 주사경로(248)이 도시되어 있다.

27x 가변속재생의 명령이 입력될 때, 시스템제어회로(206)이 이 명령에 응답하여 스위칭회로(209)를 접
점 a위치로 변경하도록 제어하고 또한 가변속재생속도를 명령에서 인식하고, 그것을 속도검출기(202)에 
공급한다. 따라서, 캡스턴모터는 테이프주행속도가 통상의 재생속도의 27배가 되도록 속도제어피드백루
프에  의해  회전속도를  증가시키도록  가속된다.  이때,  시스템제어회로(206)은  유닛(215)의 
전환스위치(231)이 접점 a위치로 변화될 수 있도록 댐핑계수제어유닛(215)를 제어한다.

테이프속도가 목표인 통상의 27배의 속도에 도달할 때, 위상제어루프 A는 자기헤드의 주사경로가 먼저 
제9도와 관련해서 언급한 제어와 유사한 제13도에 도시한 주사경로(248)의 위상으로 이동하도록 위상인
입제어한다. 동시에, 시스템제어회로(206)은 댐핑계수제어유닛(215)가 전환스위치(231)을 접점 a위치에
서 접점 b위치로 변경시킨다.

그 결과, 트랙번호오차 이입동작이 위상제어루프 A로 동작될 때, 속도제어피드백루프의 이득이 제9도와 
비교해서 1/4이거나, 또는 속도댐핑계수ζ는 0.5이다. 따라서, 위상인입응답을 가속화해서 속도제어시스
템의 댐핑동작이 약해지고, 캡스턴모터의 최대속도는 증가한다.

제14도는 시간에 대한 위상인입응답 특성의 그래프로써, 속도댐핑계수ζ이 약 0.5로 설정되고, 위상제어
루프 A에 적용된 27x 가변속재생모드에서의 최대의 위상오차로써의 27/2트랙의 스텝입력이 제9도의 경우
와 비슷한 조건 하에서 식(1)에서 측정되었다.

제14도에서 헤드가 27x 가변속제어영상데이터가 기록된 소정의 트랙과 관련한 하나의 트랙안으로 수렴되
는데 약 0.04초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라는 트랙에 액세스하는 시간이 제10도에 도시된 
0.2초의 약 1/5의 시간으로 감소된다.

다음에, 헤드의 주사위상이 위상제어루프 A에 의해 바라는 위상에 관련한 하나의 트랙 안으로 인입될 
때, 시스템제어회로(206)은 위상검출기(207)로부터의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스위칭회로(209)가 접점 b위
치에서 접점 c위치로 변화하도록 제어해서 위상제어를 위상제어루프 B로 전환시키고, 동시에 유닛(215)
의 전환스위치(231)이 접점 b위치에서 접점 a위치로 다시 변하도록 댐핑계수제어유닛(215)를 제어한다. 
따라서, 속도제어피드백루프의 이득이 원래의 높은 값으로 설정되거나, 또는 속도제어의 댐핑계수ζ는 1
이상으로 고정된다. 따라서, 속도제어의 댐핑활동은 헤드의 주사가 위상제어루프 B의 위상제어에 의해 
목적위상에 안정하게 접속되고, 헤드가 안정화되는 시스템에서 양호한 트랙킹을 할 수 있도록 강해진다.

본 발명의 제3의 실시예는 상술한 바와 같다. 이 실시예에서는 포워드방향에서의 가변속재생을 설명하였
지만, 역방향에서의 가변속재생과 임의의 속도의 가변속재생에도 자연스럽게 실행된다. 또, 댐핑계수ζ
이 속도제어루프의 이득의 변황에 의해 제어되었지만, 예를 들어 식(1)에서 유추되도록 위상제어루프의 
이득 또는 제어증폭기의 이득을 변화시켜 제어하여도 좋다. 또, 헤드가 기록된 가변속재생영상데이터를 
갖는 트랙에 인접한 경우에는 댐핑계수ζ가 변화하므로, 인입범위는 상기 실시예와 같이 목적위상 앞의 
하나의 트랙내에 특별히 한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득계수 등의 2가지 값이 한 번 전환되었지만, 3이
상의 값이 사용되고 여러번 전환되어도 좋다. 따라서, 본 발명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
하게 변경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통상의 재생속도보다 더 빠른 임의의 속도의 가변속재생의 정보가 
헤드의 주사트랙에 따른 주사의 적당한 위치에서 분산해서 미리 기록된 자기테이프의 트랙킹제어장치에 
있어서, 속도제어시스템의 댐핑계수ζ는 헤드의 주사경로가 가변속재생영상데이터가 기록된 트랙 부근에 
도달할 때까지 1이하로 고정되고, 그 후에는 1이상으로 변하도록 제어된다. 따라서, 동작모드가 통상의 
재생모드에서 가변속재생모드로 변경되거나. 또는 가변속재생모드의 속도가 변할 때, 헤드의 주사위상은 
소정의 트랙내로 신속하게 인입될 수 있어 가변속재생모드로 변할 때 화질을 개선할 수 있다. 

본 발명에 관련된 표준과 고속재생모드를 가진 디지탈자기 기록/재생장치에 있어서, 사용자는 때때로 표
준재생모드와 고속재생모드중 하나는 선택하거나 또는 고속재생모드의 속도를 변경시킨다. 재생속도가 
변경될 때, 다음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재생모드가 통상의 모드에서 고속모드로 변경되거나 또는 고속재생모드의 속도가 변경될 때, 헤드가 정
확한 가변속재생트랙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재생헤드의 위치나 위상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테이프속도가 
변경된 후, 헤드가 도달하도록 제어된 목적위치에서 바라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간격 동
안, 정확한 영상데이터를 테이프에서 재생될 수 없어 복호될 수도 없다. 그 결과, 그 동안 텔레비젼 화
면상에 화상이 표시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고속재생모드를 선택하거나 또는 고속재생모드의 속도를 변경
할 때마다 화상이 단절되거나 또는 화질이 저하된다.

본 발명의 트랙킹제어장치의 제4의 실시예는 상기 문제를 해결하고, 영상신호를 텔레비젼 수신기에 공급
할 수 있어, 통상의 재생모드에서 고속의 재생모드로 변경할 때 관측된 바와 같이, 테이프로부터의 재생
신호가 단절되고 복호될 수 없는 경우에도 화질을 개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4의 실시예는 재생된 영상신호를 저장하기 위해 마련된 메모리를 갖는다. 

테이프로부터의 신호가 재생속도의 변경에 의해 단절될 때, 영상출력이 단절되지 않고 안정되게 얻어질 
수 있도록, 직전의 재생영상신호가 메모리에서 리드되고, 스위칭유닛에 의해 전환된다. 

본 발명의 제4의 실시예는 디지탈 VTR에 본 발명을 적용한 1예로써, 제15도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한다.

제15도는  본  발명의  제4의  실시예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제15도에는  자기테이프가  감겨지는 
감기릴(301), 자기테이프를 공급하는 공급릴(303), 자기테이프로부터 신호를 재생하는 재생헤드(30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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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의  주행속도와  테이프  상의  기록트랙에  관련한  헤드의  위치(위상)을  제어하는 
캡스턴제어회로(305)가  도시되어  있다.  또한,  헤드(304)의  회전속도와  위상을  제어하는 
드럼제어회로(306), 전체 시스테을 제어하는 제어유닛(307)(제1도에 도시된 제어유닛(16)에 해당), 헤드
에 의해 재생된 신호가 소정의 포맷에 따라 처리되는 재생신호처리기(308), 압축된 신호를 확장해서 복
호하는 복호기(309), 영상신호를 저장하는 메모리(310)과 복호된 영상신호와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신호
를 스위칭하는 스위칭유닛(311)로 형성된 영상신호선택회로(312)  및 신호출력단자(313)이 도시되어 있
다. 

통상의 재생모드에서 제4의 실시예의 디지탈 VTR의 동작을 설명한다.

재생개시명령이 외부에서 제어유닛(307)로 공급될 때, 드럼제어회로(306)은 회전속도와 헤드(304)의 위
상을 제어하는 드럼모터(도시하지 않음)을 제어한다. 동시에, 캡스턴제어회로(305)는 캡스턴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해서 자기테이프(302)를 소정의 속도로 주행되게 하고, 또한 헤드(304)가 기록트랙의 중심을 
바로  주사하게  한다.  이  위상제어는  예를  들면,  DAT(digital  audio  tape  recorder)에서  공지된 
영역분할ATF시스템을 사용해서 쉽게 실행될 수 있다. 그 제어장치의 세부가 본 발명의 주안접과는 직접
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므로 설명은 생략하지만, 헤드(304)는 종래의 아날로그 VTR에서 공지된 제어에 의
해 소정의 속도와 위상에서 회전하도록 제어한다.

따라서, 헤드(304)는 주사경로에 의해 제2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자기테이프(302) 트랙의 중심을 주
사한다.

테이프(302)상의 기록신호는 헤드(304)에 의해 재생되고, 소정의 포맷의 데이터로써 생성된 재생신호처
리기(308)에 공급된다. 복호기(309)는 소정의 수순에 따라 처리기에서 데이터를 복호하고, 영상데이터로
써 그것을 생성한다. 

또한, 재생모드에서 제어유닛(307)은 메모리(310)을 라이트상태로 하고, 복호신호가 출력단자(313)에서 
생성될 수 있도록 스위칭유닛(311)을 제어한다.

메모리(310)이 라이트모드에 있으므로, 복호기(309)로부터의 복호영상신호가 메모리(310)에 차례로 라이
트된다. 또한, 복호기(309)로부터의 복호영상신호는 스위칭유닛(311)을 통해 출력단자(313)에 공급된다.

통상속도의 3배의 속도인 재생모드에 있어서 제4의 실시예의 디지탈 VTR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통상속도의  3배  속도인  제어명령이  외부에서  제어유닛(307)로  공급될  때,  캡스턴제어유닛(305)는 
테이프(302)의 주행속도가 통상의 제어속도의 3배로 되도록 캡스턴모터의 회전속도를 제어하고, 헤드가 
제2도에 도시한 주사경로(22)를 따라 주사하도록 제어하고, 또는 3배의 재생데이터가 목적의 주사경로에
서 정확하게 재생될 수 있도록 헤드의 위상을 제어한다. 이 위상제어는 예를 들면, 기록데이터로 라이트
된 트랙어드레스의 목적위상으로부터의 어긋남을 검출하고 어긋남이 제로로 되도록 헤드가 바라는 트랙
을 주사하게 실행된다. 또, 헤드가 통상속도의 3배인 제어트랙의 위상에 일단 인입되면, 트랙킹제어는 
상술한 ATF제어에 의해 실행된다. 실제의 수순은 공지된 제어기술에 의해 쉽게 실행될 수 있다. 수순의 
상세는 본 발명의 주안점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헤드(304)가 3x 가벼녹재새데이터의 기록트랙을 바로 주사하게 될 때, 3x 가변속재생데이터가 재생되고 
신호처리기(308)에 공급되기 시작해서 소정의 포맷의 데이터로써 생성된다. 복호기(309)는 생성데이터의 
3배속 데이터(25)(제2도)를 복호한다. 복호영상신호는 메모리(310)에 라이트되고, 또한 통상의 재생모드
와 마찬가지로 출력단자(313)에 공급된다.

3x속 모드에서의 동작을 설명하였지만, 9x속 모드에서의 동작은 다른 주행속도와 9x 가변속데이터(26)(
제2도)의 사용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또한, 다른 가변속모드에서의 동작도 동일하다.

상술한 통상의 재생과 고속의 재생에서, 다른 테이프주행속도가 이용되고, 헤드(304)는 다른 트랙을 주
사하도록 제어된다. 또, 3배속 또는 9배속과 같은 다른 테이프속도가 고속재생모드에서 사용될 때, 테이
프주행속도와 추적될 트랙은 각각의 가변속속도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다른 재생속도가 전환된 후, 테
이프 주행속도변화와 헤드(304)의 위상제어가 목적값에 도달하도록 완전하게 실행되는데는 약간의 시간
이 걸린다. 이 시간 동안 정확한 신호가 테이프(302)에서 재생될 수 없어 복호기에 의해 복호될 수 없
다.

따라서, 제4의 실시예의 디지탈 VTR에 있어서, 정확한 신호가 테이프(302)에서 재생될 수 없어 복호될 
수 없는 시간 동안, 영상신호는 메모리(310)에서 리드되고, 출력단자(313)에 공급된다. 이하, 이 동작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어속도가 변할 때, 제어유닛(307)은 메모리(310)이 라이트모드에서 리드모드로 변하도록 제어하고, 다
음에 메모리(310)으로부터의 영상신호리드가 출력단자(313)에 공급될 수 있도록 스위칭유닛(311)을 전환
되게 제어한다. 따라서, 제어속도가 변화되기 바로 전에 복호된 영상신호는 메모리(310)에서 리드되고, 
반복적으로 생성된다. 

그후, 제어유닛(307)은 캡스턴제어유닛(305)가 테이프주행속도를 특정값으로 변화시키도록 제어해서 헤
드가 바라는 트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헤드(304)상의 위상제어를 실행한다. 이 시간 동한, 정확한 신호
는 테이프(302)에서 재생될 수 없어서 복호될 수 없다. 대신에, 메모리(310)에 저장된 영상신호가 리드
되어 출력단자(313)에 공급된다.

헤드(304)가 목적트랙을 주사하게 되도록 테이프(302)의 주행속도가 소정의 속도에 도달할 때, 데이터가 
통상적으로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가 재생신호처리기(308)에서 제어유닛(307)로 공급된
다. 제어유닛(307)은 이 신호에 대응하여 복호기(309)로부터의 출력이 출력단자(313)에 공급되도록 스위
칭유닛(311)의 위치를 변화시키고, 또한 메모리(310)을 다시 라이트모드로 되게 한다.

제16a와 제16b도는 스위칭이 통상의 재생모드와 고속의 재생모드에서 실행되고, 고속재생의 속도가 상술
한 바와 같이 변할 때 얻어진 테이프속도변화와 영상출력제어의 관계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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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작모드가 통상의 재생모드에서 고속의 재생모드로 변경되거나, 또는 고속재생의 속도가 변하
거나 또는 헤드가 트랙에서 어긋나서 영상신호가 복호되지 않는 경우에서 동작모드가 고속재생모드에서 
역으로 통상의 재생모드로 변할 때도, 영상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속재생동작에서
의 화질이 개선될 수 있다.

제15도에  도시된  제4의  실시예에서  영상신호를  선택하는  영상신호선택회로(312)는  선택신호가 
출력단자(313)에 공급될 수 있도록 복호기(309) 뒤에 마련되었지만, 영상신호선택회로(312)는 영상신호
가  복호되어  복호기(309)에  공급되기  전에  선택되도록  복호기(309)  앞에  마련되어도  좋다.  또, 
복호기(309)에 포함된 메모리는 메모리(310)를 가진 부가적인 메모리로 사용되어도 좋고, 또는 다른 메
모리가 통상적으로 사용되어도 좋다. 즉, 본 발명의 관점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다양한 변화 및 
변경가능하다.

또한, 제15도에 도시된 제4의 실시예에서 영상신호선택회로(312)가 메모리(310)과 스위칭유닛(311)로 형
성된다면, 메모리(310)으로만 형성되어도 좋다. 제17도는 이 장치를 디지탈 VTR에 적용한 1예로써 제5의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제17도에서는 제15도의 부분을 동일부호로 식별하였다. 

제17도에 도시된 영상신호선택회로(312)는 입력신호를 선택하고 생성할 때 순차적으로 입력신호를 메모
리(310)에 저장하고, 소정의 타이밍으로 메모리에서 입력신호를 리드한다. 따라서, 입력신호는 소정의 
시간 후에 본래대로 생성된다. 메모리(310)의 입력된 신호가 출력될 때, 메모리(310)은 라이트를 정지하
고, 리드동작만 반복한다. 이러한 경우에, 메모리(310)의 내용이 갱신되지 않으므로 바로 이전의 입력신
호가 연속적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제15도에 도시된 스위칭 유닛(311)이 영상신호선택회로에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같은 효과가 얻어진다.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15도에 도시된 디지탈 VTR이 복호기(309)를 포함하지만, 복호기는 VTR에서 제거되어도 되고, 대신에 
튜너에 포함된 복호기회로가 영상신호를 확장하도록 사용된다. 이하, 복호기가 없는 디지탈 VTR을 본 발
명에 적용한 1예를 설명한다. 제18도는 본 발명의 제6의 실시예에 대한 디지탈 VTR의 블럭도이다. 제18
도에 있어서, 제15도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동일한 부호를 사용한다.

제5의 실시예의 디지탈 VTR의 동상모드동작을 설명한다.

제어개시명령이 외부에서 제어유닛(307)에 공급될 때, 제4의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드럼제어회로(306)과 
캡스턴제어회로(305)를 제어한다. 따라서, 헤드(304)는 제2도의 주사경로(21)을 따라 자기테이프(302)상
의 트랙의 중심을 주사한다.

테이프(302)상의 기록신호는 헤드(304)에 의해 재생되고, 그것을 소정의 포맷의 데이타로써 생성시키는 
신호처리기(308)로 공급된다.

또한, 재생모드에 있어서, 제어유닛(307)은 라이트상태로 되도록 메모리(310)을 제어하고, 처리기(308)
에서의 처리신호가 출력단자(313)에서 생성될 수 있도록 스위칭유닛(311)을 제어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
서, 영상신호선택회로(312)는 메모리(310)과 스위칭유닛(311)로 형성된다. 이 경우에, 메몰(310)은 라이
트상태로 되고, 처리기(308)로 부터의 처리영상신호는 메모리(310)에 라이트된다. 처리기(308)로 부터의 
처리영상신호는 스위칭유닛(311)을 통해 출력단자(313)에 공급되도록 제어한다.

3x 가변속재생모드에서의 제6의 실시예의 디지탈VTR의 동작을 설명한다.

3x  가변속재생명령이  외부에서  제어유닛(307)로  공급될  때,  3x  가변속재생데이타가  이미  기록된 
블럭(25)(제2도)를 헤드(304)가 주사하도록 캡스턴회로(305)를 제어한다.

헤드(304)가 3x 가변속재생데이타의 기록트랙(블럭)을 바로 추적할 때, 3x 가변속데이타는 재생되기 시
작하고, 그것을 소정의 포맷의 데이타로서 생성하는 제어신호처리기(308)에 공급된다. 이 재생신호는 통
상의 재생모드와 마찬가지로, 메모리(310)에 라이트되고 출력단자(313)에서 생성된다.

3x배속 동작을 설명하였지만, 9x배속 동작도 테이프주행속도가 다르고 경우와 9x 가변속재생데이타(26)(
제2도)가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찬가지로 실행되어도 좋다. 다른 고속의 가변속동작도 마찬가지로 
실행할 수 있다.

제4의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재생속도가 변경할 때, 헤드(304)가 바라는 트랙에 바로 도달하는데는 약간
의 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 동안, 테이프에서 정확한 신호가 재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6의 실시예의 디지탈VTR에 있어서, 영상신호는 메모리(310)에서 리드되어 정확한 신호가 테이
프(302)에서 재생되지 않는 시간 동안 출력단자(313)에 공급된다.

제어속도가 변화할 때, 제어유닛(307)은 라이트동작에서 리드동작으로 변화하도록 메모리(310)을 제어한
다. 다음에 제어유닛(307)은 메모리(310)으로 부터의 영상신호리드가 출력단자(313)에 공급될 수 있도록 
스위칭유닛(311)을 제어한다. 따라서, 스위칭 바로 전에 재생된 이전의 영상신호가 반복적으로 생성되도
록 메모리(310)에서 리드된다.

다음에, 제어유닛(307)은 테이프주행속도가 특정값으로 변화되도록 캡스턴제어회로(305)를 제어해서 헤
드가 소정의 트랙(블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헤드(304)의 위상을 제어한다. 이 간격 동안, 테이프(302)
에서 정확한 신호가 재생되지 않는다. 대신에, 메모리(310)에 저장된 영상신호가 출력단자(313)에서 생
성된다.

다음에, 자기테이프(302)의 속도가 소정의 값에 도달하고, 헤드(304)가 소정의 트랙을 추적하기 시작할 
때, 재생신호처리기(308)은 데이타가 통상적으로 재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하고, 그것을 
제어유닛(307)에 공급한다. 제어유닛(307)은 신호에 응답하여 재생신호처리기(308)로 부터의 출력이 출
력단자(313)에서 생성되도록 영상신호선택회로(312)가 스위칭유닛(311)의 위치를 변화시키게 제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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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시 라이트상태로 되도록 메모리(310)을 제어한다.

따라서, 동작모드가 통상의 재생모드에서 고속의 제어모드로 변경되거나, 고속재생의 속도가 변화되거
나, 또는 헤드가 트랙에서 어긋나서 영상신호가 재생되지 않는 경우 동작모드가 역으로 고속재생모드에
서 통상의 재생모드로 변경될 때에도 영상신호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속재생동작
에 있어서의 화질을 개선할 수 있다.

제18도에  도시된  제6의  실시예에  있어서,  영상신호를  선택하는  영상신호선택회로(312)가 
재생신호처리기(308)뒤에 마련되어 선택신호가 출력단자(313)에서 재생되게 하였지만, 본 발명의 관점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다양한 변화 및 변경도 용이하다.

또,  제5의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제18도에  도시한  제6의  실시예에서  영상신호선택회로(312)가 
메모리(310)과 스위칭유닛(310)으로 형성되었지만, 메모리(310)으로만 형성되어도 좋다.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5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였다.

포워드방향에서의 고속제어모드의 예는 상술한 바와 같이 설명하였지만, 역방향의 고속제어모드도 마찬
가지로 실행된다. 또, 3x와 9x 가변속재생속도의 예를 상기 실시예와 같이 설명하였지만, 필요하다면, 
임으의 속도의 고속재생모드로 되어도 좋다. 본 발명에 있어서, 본 발명의 관점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 용이하게 다양한 변경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동작모드가 통상의 재생모드에서 고속의 재생모드로 변경하거나 고
속재생모드의 속도가 변경하는 경우에, 신호가 테이프에서 통상적으로 재생되지 않아 복호신호가 단절될 
때도 영상신호를 단절하지 않고 안정하게 생성할 수 있는 디지탈VTR을 마련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회전실린더, 상기 회전실린더에 탑재된 자기헤드, 상기 회전실린더의 주위를 둘러싸고 자기헤드가 디지
탈정보신호를 리드하기 위해 기록트랙을 주사하도록 여러개의 기록트랙 상에 기록된 상기 디지탈정보신
호를 갖는 자기테이프를 구비한 헬리컬주사형 디지탈 자기재생장치에서, 상기 자기헤드가 상기 트랙을 
정확하게 추적하도록 상기 자기테이프의 속도를 제어하는 트랙킹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재생장치는 통
상의 속도로 재생동작을 하는 표준재생모드와 상기 장치가 상기 통상의 속도보다 고속으로 재생동작을 
하는 고속재생모드를 구비하고, 여러개의 블럭 각각이 상기 디지탈정보신호와 상기 트랙중 대응하는 하
나를 나타내는 트랙번호와 상기 블럭 중 대응하는 하나를 나타내는 블럭번호를 포함하는 식별번호와를 
각각 기록한 여러개의 블럭으로 분할되고, 각 트랙의 상기 블럭 중 적어도 하나의 특정 블럭에 상기 고
속재생모드에 대한 상기 디지탈정보신호가 기록되고, 상기 트랙의 상기 특정 블럭은 고속재생모드에서 
상기 자기헤드가 상기 자기테이프 상의 주사경로를 따라 상기 특정 블럭을 주사하도록 상기 여러개의 트
랙에 배열되며, 상기 트랙킹제어장치는 상기 표준속도보다 고속으로 주행되도록 상기 자기테이프를 제어
하는 고속재생제어수단, 상기 헤드가 재생한 상기 재생블럭의 상기 식별번호에 따라 상기 블럭중 재생된 
하나의 트랙과 상기 특정 블럭의 트랙 사이의 위치오차를 검출하고 상기 위치오차에 대응하는 트랙오차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자기헤드에 의해 재생된 신호에 상기 따라 자기헤드와 목적트랙 사이의 위
치오차를 검출하고 상기 위치오차에 대응하는 트랙킹오차신호를 생성하는 트랙킹오차검출수단, 상기 트
랙오차신호와 상기 트랙킹오차신호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생성하는 스위칭수단, 상기 위치오차가 제로로 
되도록, 상기 스위칭수단으로부터의 출력에 따라 상기 자기테이프의 속도를 제어하는 위상제어수단 및 
상기 고속재생제어수단과 상기 스위칭수단이 동작하도록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어수단
은 상기 고속재생모드에서 상기 고속재생제어수단이 동작하도록 제어해서 상기 자기테이프를 상기 고속
으로 가속화하고, 상기 자기테이프가 상기 고속에 도달했을 때 상기 스위칭수단이 상기 트랙오차신호를 
생성하도록 제어하고, 또한 상기 트랙오차신호가 소정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상기 스위칭수단이 상기 트
랙킹오차신호를 생성하도록 제어하는 트랙킹제어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오차신호를 생성하는 상기 수단으로 부터의 상기 트랙오차신호는 제1의 트랙
오차신호와 상기 제1의 트랙오차신호를 감쇄시켜 형성된 제2의 트랙오차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스위칭수
단은 상기 트랙킹오차신호와 상기 제1의 트랙오차신호 중 선택적으로 하나를 생성하는 제1의 스위칭수
단, 상기 제2의 트랙오차신호를 상기 트랙킹오차신호에 부가하여 합신호를 생성하는 제2의 스위칭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트랙오차신호가 상기 소정의 영역에 도달할 때, 상기 제2의 스위칭수단
이 상기 합신호를 상기 위상제어수단에 공급하도록 상기 스위칭수단을 제어하는 트랙킹제어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오차신호를 생성하는 상기 수단이 상기 각각의 트랙의 트랙번호와 상기 특정
블럭의 블럭번호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드레스테이블을 갖고, 상기 헤드가 기준트랙을 추적할 때 상기 식
별신호로부터 자기헤드에 의해 재생된 블럭의 블럭번호를 검출하고, 상기 어드레스 테이블로부터 상기 
기준트랙의 상기 특정블럭의 블럭번호를 리드하며, 상기 식별신호에서 검출된 블럭번호와 상기 어드레스
테이블에서 리드된 블럭번호의 차이에 따라 상기 트랙오차신호를 생성하는 트랙킹제어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오차신호를 생성하는 수단이 상기 각각의 트랙의 트랙번호와 상기 특정블럭의 
블럭번호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드레스테이블을 갖고, 상기 헤드가 기준트랙을 추적할 때 상기 식별신호
로부터 상기 자기헤드에 의해 재생된 블럭의 블럭번호를 검출하고, 상기 어드레스테이블로부터 상기 기
준트랙의 상기 특정블럭의 블럭번호를 리드하며, 상기 식별신호에서 검출된 블럭번호와 상기 어드레스테
이블에서 리드된 블럭번호의 차이에 따라 상기 트랙오차신호를 생성하는 트랙킹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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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장치가 상기 통상의 재생속도보다 고속이며 여러 가지의 다른 속도로 마련된 
여러개의 고속재생모드를 갖고, 상기 어드레스테이블이 상기 고속의 재생모드의 각각에 마련된 트랙킹제
어장치.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킹오차신호를 생성하는 상기 수단이 상기 자기헤드가 목적트랙을 추적할 때 
인접한 트랙에서 재생된 누화신호에 따른 상기 트랙킹오차신호를 생성하는 트랙킹제어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속재생제어수단이 실제의 테이블주행속도가 목적속도(Vref)와 일치하도록 피드
백에 따라 상기 자기테이프의 속도를 제어하는 피드백속도제어계를 갖고, 상기 피드백속도제어계는 상기 
피드백제어의 댐핑계수를 조정하는 댐핑계수제어수단을 갖고,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자기테이프의 속도
가 상기 고속의 제어모드에서 고속으로 된 후, 상기 스위칭수단으로 부터의 출력이 상기 소정의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상기 댐핑계수를 제1의 값으로 설정하고, 상기 스위칭수단으로 부터의 출력이 상기 소정
의 영역에 들어갈 때 그것을 상기 제1의 값보다 큰 제2의 값으로 설정하도록 상기 댐핑계수제어수단을 
제어하는 트랙킹제어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댐핑계수의 제1의 값이 1로 선택된 트래킹제어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에 기록된 상기 디지탈정보신호가 디지탈영상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트랙킹제
어장치는 상기 자기헤드에 의해 재생된 신호에서 원래의 영상신호를 생성하는 영상신호재생회로, 재생된 
가장 최근의 영상신호를 저장하는 메모리회로 및 상기 영상 신호재생회로에서 생성된 상기 영상신호와 
상기 메모리회로에서 생성된 출력을 받고, 상기 2개의 입력신호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생성하는 신호스
위칭회로를 또 포함하며, 상기 제어수단이 상기 자기테이프의 속도가 상기 재생장치에서 변경된 시간 동
안 상기 영상신호재생회로에서 원래의 영상신호가 아직 생성되지 않았을 때 상기 메모리회로에 저장된 
상기 영상신호를 생성하도록 상기 스위칭회로를 제어하는 트랙킹제어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에 기록된 상기 디지탈정보신호를 압축된 디지탈영상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영상신호재생회로는 소정의 포맷에 따라 상기 자기헤드에 의해 재생된 신호를 처리하는 재생신호처리회
로와 상기 압축디지탈영상신호를 확장해서 원래의 영상 신호로 복호하는 복호기를 구비하며, 상기 신호
스위칭회로는 상기 복호기에서의 출력과 상기 메모리회로에서의 출력 중 선택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는 트
랙킹제어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에 기록된 상기 디지탈정보신호는 압축된 디지탈영상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영상신호재생회로는 소정의 포맷에 따라 상기 자기헤드에 의해 재생된 신호를 처리하는 재생신호처리회
로와 상기 압축디지탈영상신호를 확장해서 원래의 영상 신호로 복호하는 복호기를 구비하며, 상기 신호
스위칭회로는 상기 영상신호재생회로에서의 출력과 상기 메모리회로에서의 출력 중 선택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는 트랙킹제어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에 기록된 상기 디지탈정보신호가 디지탈영상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트랙킹제
어장치는 상기 자기헤드에 의해 재생된 신호에서 원래의 영상신호를 생성하는 영상신호재생회로 및 재생
된 가장 최근의 영상신호를 저장하는 메모리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메모리회로가 상기 
영상신호제어회로로 부터 상기 영상신호를 라이트하고 동시에 라이트된 영상신호를 소정의 타이밍에 따
라 상기 메모리회로로부터 리드하도록 제어하게 구성되고,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메모리회로가 상기 자
기테이프의 속도가 상기 재생장치에서 변경되는 동안 원래의 영상신호가 상기 영상신호재생회로에서 아
직 생성되지 않았을 때, 상기 영상신호를 라이트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기 영상신호를 상기 메모리에서 
리드하도록 제어하는 트랙킹제어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에 기록된 상기 디지탈정보신호는 압축된 디지탈영상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영상신호재생회로는 소정의 포맷에 따라 상기 자기헤드에 의해 재생된 신호를 처리하는 재생신호처리기
와 상기 압축된 디지탈영상신호를 확장해서 원래의 영상 신호로 복호하는 복호기를 구비하는 트랙킹제어
장치.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모드스위칭은 상기 표준제어모드와 상기 고속의 제어모드의 사이에 이루어지거나, 또는 
상기 자기테이프의 재생속도가 변하는 동안 상기 제1의 제어모드에서의 제어속도가 변경되는 트랙킹제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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