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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다수의 채널 데이터 비트 스트림을 기록매체에 저장하는 다중 데이터 비트 스트림 기록기기에서 데이터 손상
을 방지하기 위한 백업데이터 기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입력되는 다수의 채널 데이터 비트 스트림을 상기 기록매체상
 미리 설정된 영역에 저장시키는 과정과, 상기 입력 저장된 데이터 비트 스트림 원본데이터에 대한 백업데이터를 생성
하는 과정과, 상기 백업데이터를 상기 원본데이터가 저장된 상기 기록매체상 위치로부터 이격된 위치에 저장시키는 과
정을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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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록매체상 원본데이터와 백업데이터의 저장상태를 도시한 일예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가 적용되는 방송 수신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데이터 손상방지를 위한 백업데이터 기록 처리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록매체상 원본데이터와 백업데이터의 저장상태를 도시한 일예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수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데이터 비트 스트림을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기록기기에 관한 것으로, 상
기 기록매체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ard Disk Drive:HDD)를 구비한 방송 수신 시스템에서 상기 다수 채널의 데이
터 비트 스트림을 기록매체에 기록함에 있어 데이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백업데이터 기록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근래에 들어 컴퓨터 시스템의 보조기억장치인 HDD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며, 데이터 전송속도가 고속인 동시에 타 보
조기억장치보다 저가이면서도 대용량화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방송 수신 시스템의 랜덤 액세스 저장장치로 사용
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상기 다수 채널의 데이터 비트 스트림의 저장을 위한 기록매체로 하드디스크를 구비한 방송 수신 시스
템을 이용하여 방송국으로부터 수신되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및 외부 네트웍 서비스업자로부터 수신되는 다양한 비
디오/오디오 데이터 비트 스트림을 기록 및 재생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상기 방송 수신 시스템은 입력되는 다수 채널의
 데이터 비트 스트림을 기록매체인 하드디스크상에 저장함에 있어 상기 저장되는 데이터 비트 스트림이 중요한 정보인
 경우 기록매체의 물리적 손상에 대비하여 상기 입력되는 원본데이터의 백업데이터를 별도로 생성하여 저장시키게 된
다.
    

그런데 종래에는 상기 백업데이터를 기록매체상에 기록함에 있어 상기 원본 데이터와 기록매체상에서 물리적으로 인접
한 위치에 저장되도록 하고 있다.

    
도 1은 상기 기록매체로 상기 하드디스크가 사용된 경우 원본데이터의 손상에 대비하기 위해 백업데이터를 생성하여 
저장하고 있는 하드디스크상 원본데이터와 백업데이터의 저장상태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 도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백업데이터(b_data)가 하드디스크(100)상 원본데이터(o_data)가 저장된 영역의 인접한 위치에 저장되게 됨으로써,
 디스크 표면의 지문이나 스크래치(S) 등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이 하드디스크(100)상에 발생하여 원본데이터(o_dat
a)와 그 인접한 영역에 저장된 백업데이터(b_data)까지 동시에 손상되는 경우 원본데이터(o_data)의 복구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 다중 데이터 비트 스트림 기록기기에서는 원본데이터의 손상에 대비한 백업데이터를 기록매체
상 원본데이터가 저장된 영역의 인접한 위치에 저장시킴으로써 기록매체상 물리적인 손상이 원본데이터의 저장영역을
 포함하여 인접한 백업데이터 저장영역까지 발생하는 경우 원본데이터의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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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다중 데이터 비트 스트림 기록기기에서 기록매체상 물리적인 손상으로 인해 원본데이터가 손
상되는 경우에도 백업데이터까지 동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원본데이터와 백업데이터를 기록매체상에 서로 이격된 위치
에 저장시키는 백업데이터 기록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다수의 채널 데이터 비트 스트림을 기록매체에 저장하는 다중 데이터 비트 스
트림 기록기기에서 데이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백업데이터 기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입력되는 다수의 채널 데이터 
비트 스트림을 상기 기록매체상 미리 설정된 영역에 저장시키는 과정과, 상기 입력 저장된 데이터 비트 스트림 원본데
이터에 대한 백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백업데이터를 상기 원본데이터가 저장된 상기 기록매체상 위치로부터
 이격된 위치에 저장시키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 및 첨부 도면에서 구체적인 처
리 흐름과 같은 많은 특정 상세들이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나타나 있다. 이들 특정 상세들없이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요지
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가 적용되는 다중 데이터 비트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기기중 상기 기록매체로 하드디스크를
 구비한 방송 수신 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록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방송 수신 시스템은 방송신호 수신부(212), 버퍼 및 타임 스탬프 삽입부(204), 버퍼 및 타이밍 재생부(210), MCU(
Main Control Unit)(206), HDD(208) 및 외부 네트웍 접속부(202)로 구성된다.

    
방송신호 수신부(212)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수신받기 위한 RF튜너와,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아날
로그 방송신호를 입력받기 위한 다수의 RF튜너 및 상기 다수의 RF튜너를 통해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
로 변환하여 멀티미디어 파일(AV파일)로 압축하는 복수의 데이터 압축기로 구성된다. 외부 네트웍 접속부(202)는 IE
EE 1394 네트워크와 같은 외부 네트웍(200)로부터 멀티미디어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다. 버퍼 및 타임 스탬프 삽입
부(204)는 상기 방송신호 수신부(212) 및 외부 네트웍 접속부(202)로부터 입력되는 멀티미디어 파일을 버퍼링 제어
하고 멀티미디어 파일을 구성하는 소스 패킷(source packet) 도착시에 27MHz 클럭으로 증가하는 내부 카운터 값을
 캡쳐링하여 입력된 소스 패킷에 삽입하여 출력한다. MCU(206)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방송 수신 시스템의 전반
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예를 들면 버퍼 및 타임 스탬프 삽입부(204)로부터 출력되는 멀티미디어 파일(혹은 2진 파일,
 텍스트 파일)은 HDD(208)의 파일기록영역에 기록 저장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저장수단에 기록된 
파일의 재생 제어도 수행한다. 한편 버퍼 및 타이밍 재생부(210)는 상기 HDD(208)에서 재생된 멀티미디어 파일을 일
시 저장함은 물론, 멀티미디어 파일을 구성하는 타임 스탬프 삽입된 소스 패킷을 상기 버퍼에서 읽어 들인 후 타임 스탬
프에 적혀 있는 시간이 되면 타임 스탬프를 제외한 소스 패킷을 A/V디코더(도시하지 않았음)로 출력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상기 기록매체로 하드디스크를 구비한 방송 수신 시스템에서 상기 다수 채널의 데이
터 스트림을 하드디스크에 기록함에 있어 데이터 손상을 방지하는 백업데이터 기록을 위한 상기 도 2의 MCU(206)에
서의 처리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이하 상기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상기 도 2의 방송신호 수신부(212)나 외부 네트웍 접속부(202)를 통해 다수 채널의 데이터 비트 스트림이 입력
되는 경우 MCU(206)는 이에 응답하여 상기 도 3의 (300)단계에서 (302)단계로 진행한다. 이어 MCU(206)는 상기
 (302)단계에서 상기 입력되는 데이터 비트 스트림을 HDD(208)의 하드디스크(100)상 미리 설정된 일정영역에 저장
시키고, (304)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입력 저장된 원본데이터 (o_data)대한 백업데이터(b_data)를 생성시킨다.

    
즉, MCU(206)는 방송신호 수신부(212) 또는 외부 네트웍 접속부(202)를 통해 입력되는 다수 채널의 데이터 비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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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림에 대해서 스크래치 등과 같이 하드디스크(100)상 물리적인 손상으로 인해 원본데이터(o_data)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상기 (304)단계에서와 같이 상기 입력 원본데이터(o_data)에 대한 백업데이터(b_data)를 생성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에는 백업데이터(b_data)를 상기 도 1에 도시된 것처럼 하드디스크(
100)상 원본데이터 (o_data)가 저장된 영역의 인접한 위치에 저장시켜 놓음으로써, 상기 스크래치(S) 등이 하드디스
크(100)상에 발생하여 원본데이터(o_data)가 손상되는 경우 그 인접한 영역에 저장된 백업데이터(b_data)까지 동시
에 손상되어 원본데이터(o_data)의 복구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MCU(206)는 상기 (304)단계에서 (
306)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304)단계에서 생성된 백업데이터(b_data)를 저장함에 있어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백업데이터(b_data)를 하드디스크(100)상 상기 원본데이터(o_data)의 저장영역으로부터
 이격된 위치에 저장시키게 된다. 즉, 상기 도 4에서와 같이 예를 들어 원본데이터(o_data)가 하드디스크(100)상 외주
영역에 저장되어 있다면 백업데이터(b_data)는 내주영역에 저장시킴으로써 원본데이터(o_data)와 백업데이터(b_da
ta)의 저장영역이 하드디스크(100)상 이격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본데이터(o_data)와 백업데이터(b_data)의 저장영역을 하드디스크 (100)상 서로 이격되도록 위치시킴으로
써 상기 도 4에서와 같이 스크래치(S)가 하드디스크(100)상 원본데이터(o_data) 저장영역을 포함하여 인접한 백업데
이터 (b_data) 저장영역까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백업데이터(b_data)의 손상을 방지시킬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원본데이터와 백업데이터의 저장영역을 하드디스크상 서로 이격되도록 위치시킴으로써 스
크래치 등과 같은 물리적인 손상이 하드디스크상 원본데이터 저장영역을 포함하여 인접영역에까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백업데이터의 손상을 방지시킬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채널 데이터 비트 스트림을 기록매체에 저장하는 다중 데이터 비트 스트림 기록기기에서 데이터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한 백업데이터 기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입력되는 다수의 채널 데이터 비트 스트림에 대해 내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상기 기록매체상 미리 설정된 영역
에 저장시키는 과정과,

상기 내부 생성 데이터의 원본데이터에 대한 백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백업데이터를 상기 원본데이터가 저장된 상기 기록매체상 위치로부터 이격된 위치에 저장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됨
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데이터 비트 스트림 기록기기에서 데이터 손상 방지를 위한 백업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생성 데이터는,

상기 입력 저장된 데이터 비트 스트림에 대한 네비게이션 데이터임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데이터 비트 스트림 기록기기
에서 데이터 손상 방지를 위한 백업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는,

하드디스크임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데이터 비트 스트림 기록기기에서 데이터 손상방지를 위한 백업 데이터 기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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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원본데이터와 백업데이터는,

상기 하드디스크상 서로 다른 섹터와 트랙에 이격되어 저장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데이터 비트 스트림 기록기
기에서 데이터 손상방지를 위한 백업 데이터 기록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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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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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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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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