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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광디스크 상에 비디오 오브젝트를 기록하는 광디스크 기록장치에 관한 것이다. 광디스크의 기록영역은 각각이

복수의 인접하는 트랙을 포함하는 복수의 구역으로 분할된다. 광디스크 기록장치는, 광디스크의 섹터에 대한 데이터 지정

을 나타내는 섹터정보를 광디스크로부터 판독하는 판독부와; 비디오 오브젝트를 광디스크 상에 기록하는 기록부와; 상기

판독부와 기록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부는 판독된 섹터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연속된

연속 비지정 섹터를 광디스크 상에 검출한다. 각각의 연속 비지정 섹터는 최소 크기보다 큰 전체 크기를 갖고, 하나의 구역

내에 위치한다. 상기 최소의 크기는 비디오 오브젝트의 연속재생을 보증하는 데이터 양에 해당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는

비디오 오브젝트를 검출된 연속 비지정 섹터에 기록하는 기록부를 제어한다.

대표도

도 13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광디스크 기록장치, 광디스크 기록방법 및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광자기 디스크(MO) 등의 기록매체가 컴퓨터에 의해 판독되는 데이터 기록용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현재

DVD 램이 다음 세대의 주요 기록 매체로서 이용될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됨으로써 DVD(Digital Versatile Disc) 램 디스

크의 실제적인 이용이 기대된다.

종래의 FD(하드디스크) 또는 FD(플렉시블 디스크) 등의 광자기 디스크에서, 디스크 상에서 액세스되는 데이터에서의 최

소 단위는 "섹터"이며 수 킬로바이트를 갖는다. 각각의 파일은 1개 이상의 섹터에 기록된다.

디스크로부터 또는 디스크 상에서의 판독 및 기록은 작동 시스템(OS)의 일부인 파일 시스템의 기능으로써 컴퓨터에 의해

실행된다. 파일 시스템은 예를 들면 ISO/IEC13346에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종래 기술에 의하면, 2KB 섹터를 갖는 기록 매체 상에 200KB의 파일을 기록하고자 하면, 컴퓨터는 기록 매체

상의 100개의 비지정된 섹터를 찾아야만 한다. 100개의 비지정된 섹터는 물리적으로 연속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각각

30, 30, 30 및 10개의 비지정된 섹터를 갖는 4개의 독립된 그룹이 기록 매체 상에서 발견되면, 파일은 4개 섹터의 그룹으

로 분할된다. 각각의 섹터 군에 기록된 파일의 각 부분은 "익스텐트"로 불리는 연속 섹터의 각각의 군이라고 한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기술에서, 파일은 복수의 익스텐트 내에 분할되어 기록될 수 있다. 이것은 매체 상에서 파일의 기록 및

삭제가 수회 반복된 후에도 기록 매체 상의 모든 섹터가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종래의 기록매체 및 파일 시스템은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된 오디오/비디오 데이터(이하에서는 AV 데이터라고 함)의

끊임없는 재생을 보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기록매체 상의 파일의 기록 및 삭제가 복수회 반복되면, AV 데이터는 연속 섹터에 기록될 수 없게 된다. 상기 AV

데이터는 상술한 바와 같이 복수의 익스텐트로 분할되어 기록된다. 이와 같이 되면 재생장치는 복수의 익스텐트 사이를 이

동하는 광 픽업으로써 발생되는 광 픽업의 탐색 작용에 의해 AV 데이터의 연속재생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디스크의 최내주부의 섹터와 최외주부의 섹터사이에 탐색이 발생하면, 탐색 시간의 양은 수 백 밀리 초에 이르

게 된다. 화상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초당 30 프레임의 재생이 이동 화상의 재생에 필요하게 되므로 수 백 밀리 초의 탐색시

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도중에 재생이 인터럽트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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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파일 시스템에 의해서는 연속된 재생이 보증되지 않는다. 이것은 특히 VTR과 같은 DVD 램 등의

대용량 기억장치에 대해 AV 데이터의 복수의 조각(예를 들면 TV 프로그램)이 기록, 편집 및 삭제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되

고 있다.

여기에서 기록매체는 AV 데이터뿐만 아니라 컴퓨터 데이터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두

종류의 데이터를 디스크 상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저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광디스크 기록장치,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와, AV 데이터

의 연속 재생을 보증하고 AV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양한 종류를 기록하는 광디스크를 함께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

다.

상기 목적은 광디스크 상에 비디오 오브젝트를 기록하는 광디스크 기록장치로서, 상기 광디스크의 기록영역은 각각이 복

수의 인접 트랙을 포함하는 복수의 구역으로 분할되고, 광디스크 상의 섹터에 대하여 데이터 지정을 나타내는 섹터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광디스크 기록장치는, 광디스크로부터 섹터정보를 판독하는 판독수단과; 광디스크 상에 비디오 오브젝트

를 기록하는 기록수단과; 상기 판독수단과 기록수단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으로 구성되고,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판독된 섹

터정보를 참조함으로써 광디스크 상에서 적어도 하나의 연속된 비지정 섹터의 열을 검출하며, 각각의 열은 비디오 오브젝

트의 연속재생을 보증하는 데이터의 양에 대응하는 최소 크기보다 큰 전체 크기를 갖고 하나의 구역내에 위치되고; 상기

비디오 오브젝트를 상기 검출된 열에 기록하도록 기록수단을 제어하는 광디스크 기록장치에 의해 얻어진다.

상기 구성에 의해 상기 비디오 오브젝트는 소정의 크기보다 큰 전체의 크기로 일련의 연속되는 비지정 섹터에 기록되고,

상기 연속에는 구역경계(zone boundary)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은 광디스크 상에 비디오 오브젝트를 기록하기 전에 연

속 비지정 섹터의 열을 서치함으로써 얻어진다. 상기 소정의 크기가 설정되어 연속된 재생이 어떤 종류의 재생장치에서도

보증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광디스크 기록장치에 의해 기록되는 비디오 오브젝트는 재생된 비디오 및 오디오

화상(프레임의 손실이 없음)에 있어서 갭(gap)없이 재생된다. 또 상기 기록영역은 복수의 구역영역으로 분할되어 기록 및

재생되는 동안에 Z-CLV(Zone-Constant Linear Velocity)라고 불리는 회전제어를 실현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

디스크의 최외주부의 기록밀도를 훼손하지 않고 고품질의 기록능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비디오 오브젝트가 구역경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된 재생을 보증할 수 있다.

상기 광디스크 기록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의 기록영역은 16개의 연속 섹터의 각 세트가 하나의 ECC 블록을 형성

하는 복수의 2KB 섹터로 분할되고, 상기 비디오 오브젝트는 2KB의 크기를 갖는 복수의 팩으로 구성되고, 상기 최소 크기

는 ECC 블록의 수이며, N_ecc=Vo*Tj/((16*8*2048)*(1-Vo/Vr))로 나타내며, 여기에서 "Tj"는 재생장치의 광 픽업의 최

대 점프시간을 나타내고, "Vr"은 재생장치의 트랙버퍼의 입력 전송률(Mbps)을 나타내며, "Vo"는 트랙버퍼의 유효출력 전

송률(Mbps)을 나타낸다.

상기 구성에 의해 결함 섹터가 일련의 연속 비지정 섹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연속된 재생을 보증하는 소정의 크기를

얻을 수 있다.

상기 광디스크 기록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의 기록영역은 16개의 연속 섹터의 각 세트가 하나의 ECC 블록을 형성

하는 복수의 2KB 섹터로 분할되고, 상기 비디오 오브젝트는 2KB의 크기를 갖는 복수의 팩으로 구성되고, 상기 최소 크기

는 ECC 블록의 수이며, N_ecc=dN_ecc+Vo*Tj/((16*8*2048)*(1-Vo/Vr))로 나타내며, 여기에서 "dN_ecc"는 연속된

비지정 섹터에서 결함섹터를 포함하는 ECC 블록의 수이고, "Tj"는 재생장치의 광 픽업의 최대 점프시간을 나타내고, "Vr"

은 재생장치의 트랙버퍼의 입력 전송률(Mbps)을 나타내며, "Vo"는 트랙버퍼의 유효출력 전송률(Mbps)을 나타낸다.

상기 구성에 의해 결함 섹터가 일련의 연속 비지정 섹터에 포함되는 경우에 연속된 재생을 보증하는 소정의 크기를 얻을

수 있다.

상기 광디스크 기록장치에 있어서, 상기 유효 전송률 Vo는, Vo=(N_pack*2048*8)*(27M/(SCR_first_next-

SCR_first_current)로 나타내고, 여기에서 N_pack은 비디오 오브젝트에 포함된 팩의 전체 수로서 N_ecc ECC 블록에 기

록되는 것이고, SCR_first_current는 재생장치의 트랙버퍼에서 비디오 오브젝트의 제 1 팩을 출력하는 시간(1/(27 메가)

초 이내)이며, SCR_first_next는 재생장치의 트랙버퍼에서 다음의 비디오 오브젝트의 제 1 팩을 출력하는 시간(1/(27 메

가)초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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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성에 의해 효과적인 출력 전송률에 기초한 가변 비트 레이트를 갖는 비디오 오브젝트에 대한 소정의 크기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적은 양의 비지정영역을 갖는 광디스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광디스크 기록장치에 있어서, 상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기록수단에 의해 비디오 오브젝트가 기록된 광디스크의 영역

을 나타내는 관리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관리정보를 광디스크에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수단을 제어하며, 상기 판독

수단이 광디스크로부터 관리정보를 판독할 때,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열을 검출하기 위하여 섹터정보 뿐만 아니라 판독 관

리정보도 참조한다.

상기 구성에 의해 광디스크 상에 기록된 관리정보에서 고속으로 어렵지 않게 비지정 영역을 검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목적은 광디스크 상에 비디오 오브젝트를 기록하기 위한 파일관리 프로그램으로서, 광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판독부와, 광디스크 상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부를 포함하는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파일관리 프로그램을

미리 기억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의 기록영역은 각각이 복수의 인접 트랙을 포함하는

복수의 구역으로 분할되고, 광디스크의 섹터에 대하여 데이터 지정을 나타내는 섹터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파일관리 프로

그램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광디스크로부터 섹터정보를 판독하는 판독단계와; 상기 판독된 섹터정보를 참조함으로써

광디스크 상의 적어도 하나의 연속된 비지정 섹터의 열, 즉 총 크기가 비디오 오브젝트의 연속재생을 보증하는 데이터의

양에 대응하는 최소 크기보다 크며 하나의 구역내에 위치하는 열을 검출하는 검출단계 및 ; 상기 비디오 오브젝트를 상기

검출된 열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상기 구성에 의해 파일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소정의 크기보다 큰 일련의 연속 비지정 섹터 내부에 비디오

오브젝트를 기록할 수 있게된다. 이것으로 비디오 오브젝트의 연속적인 재생을 보증할 수 있다.

또 상기 목적은 데이터 기록영역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광디스크로서, 상기 데이터 기록영역은 각각이 복수의 인

접 트랙을 포함하는 복수의 구역으로 분할되고, 상기 데이터 기록영역은, 광디스크 상의 섹터에 대한 데이터 지정을 나타

내는 섹터정보와; 비디오 오브젝트가 하나의 구역 내에 기록되고 저장되는 광디스크의 영역을 나타내는 관리정보를 포함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광디스크에 의해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 목적은 데이터 기록영역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광디스크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기록영역은 각각이 복

수의 연속섹터를 포함하는 복수의 블록으로 분할되고, 상기 데이터 기록영역은, 광디스크 상의 섹터에 대한 데이터 지정을

나타내는 섹터정보를 기록하는 영역과; 광디스크 상의 블록에 대한 데이터 지정을 나타내는 블록정보를 기록하는 관리영

역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광디스크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상기 구성에 의해 섹터 및 블록단위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블록은 복수의 연속 섹터를 포함한다. 따라서

하나의 파일이 복수의 익스텐트로 분할되어 기록될 경우에도, 익스텐트의 크기는 적어도 블록의 크기보다 크게된다. 결과

적으로 재생장치에서 탐색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생기는 인터럽트를 방지함으로써 현재의 광디스크에 기록된 비디오 데이

터의 연속재생을 보증할 수 있다. 더욱이 섹터 및 블록단위에서의 데이터 관리가 데이터의 종류에 기초하여 함께 실행된

다. 이것으로 광디스크 기록영역의 효과적인 사용을 얻을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한 광디스크에 있어서, 상기 블록정보가 주로 비디오 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로 지정된 블록을 나타

낼 때, 상기 섹터정보는 지정된 블록에서의 모든 섹터가 지정된 것을 나타낸다.

상기 구성에 의해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파일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종래의 파일 시스템에 의해 데이터가 기록

되는 경우에도,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블록지정은 다른 데이터에 의해 오버라이트(over write)되지 않는다. 이러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광디스크는 연속 재생용에 적합하게 된다.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한 광디스크에 있어서, "L"로 나타낸 블록 크기는 L > T*Vin*Vout/(Vin-Vout)을 만족하고, 여기에

서 "L"(비트)은 블록 크기를 나타내고, "T"(초)는 재생장치의 탐색시간을 나타내고, "Vin"은 재생장치의 트랙버퍼의 입력

전송률(Mbps)을 나타내며, "Vout"는 트랙버퍼의 유효출력 전송률(Mbps)을 나타낸다.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한 광디스크에 있어서, 상기 블록정보가 비디오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로 지정된 블록을 나타낼 때,

상기 섹터정보는 지정된 블록의 섹터중에서 데이터를 기록한 섹터만이 지정되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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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성에 의해 비디오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비디오 이외)를 비디오 이외의 데이터로 지정된 블록의 비지정 섹터에 기

록할 수 있게된다. 이렇게 정렬함으로써 비디오 데이터 및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혼합되어 기록되는 경우에도 연속재생이

보증되고, 비디오 및 다른 모든 종류의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저장된다.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한 광디스크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기록영역은 복수의 인접 트랙을 포함하는 복수의 구역으로 분할

되고,

각각의 복수의 블록은 복수의 구역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다.

상기 구성에 의해 기록영역은 각각이 복수의 인접트랙을 포함하는 복수의 구역으로 분할되어 Z-CLV를 실현하게 된다. 이

렇게 함으로써 광디스크의 최외주부의 기록밀도를 희생시키지 않고 높은 품질의 기록능률을 얻을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한 광디스크에 있어서, 상기 구역경계에 인접하는 블록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구역이 동일한 크기를

갖고, 상기 구역경계에 인접한 블록의 크기는 다른 블록의 크기보다 같거나 큰 것으로 된다.

상기 구성에 의해 각각의 구역에서 하나의 블록이 다른 블록의 일반적인 크기보다 큰 크기를 갖기 때문에 데이터 기록영역

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한 광디스크에 있어서, 상기 구역경계에 인접한 블록은 현재 구역에서 최대의 섹터 어드레스를 갖는

섹터를 포함하고, 상기 관리영역은 각각의 구역에 대하여, 각각이 동일한 구역 내에서 최대의 섹터 어드레스를 갖는 섹터

를 포함하는 블록의 크기를 나타내는 최대 블록 길이표를 포함한다.

상기 구성에 의해 구역경계 주변의 가변길이 블록을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게된다.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한 광디스크에 있어서, 오류 정정 부호가 미리 결정된 수의 연속 섹터의 모두에 부착되고, 각각의 블

록은 미리 결정된 수의 연속 섹터의 정수 배로 이루어진다.

상기 구성에 의해 각각의 블록이 소정의 연속섹터 수의 정수 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록/재생장치가 오버헤더(over

head)를 일으키지 않고 연속적으로 기록 및 재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광디스크 상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광디스크 기록장치로서, 상기 광디스크는 복수의 섹터로 분할되는 데

이터 기록영역과; 광디스크 상의 섹터에 대한 데이터 지정을 나타내는 섹터정보와, 광디스크 상의 블록에 대한 데이터 지

정을 나타내는 블록정보를 기록하는 관리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광디스크 기록장치는, 광디스크로부터 블록정보와 섹터정

보를 판독하기 위한 판독수단과; 데이터를 기록 또는 삭제하기 위하여 제 1 형과 제 2 형으로 분류되는 데이터의 종류를 판

정하는 판정수단과; 상기 판정수단이 데이터가 제 1 형인 것으로 판정할 때, 판독된 블록정보에 기초하여 데이터가 기록될

비지정 블록인지 데이터가 이미 기록된 블록인지를 특정하는 제 1 특정수단과; 상기 판정수단에서 데이터가 제 2 형인 것

으로 판정할 때, 판독된 섹터정보에 기초하여 데이터가 기록될 비지정 섹터인지 데이터가 기록된 섹터인지를 특정하는 제

2 특정수단과; 상기 제 1 특정수단에 의해 특정된 블록으로/블록으로부터 제 1 형의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또는 삭제하고,

상기 제 2 특정수단에 의해 특정된 섹터로/섹터로부터의 제 2 형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또는 기록하는 데이터 갱신수단

및; 상기 데이터 갱신수단의 작용에 따라 섹터정보 및 블록정보의 적어도 하나를 갱신하는 지정 갱신수단을 포함하는 광디

스크 기록장치에 의해 얻어진다.

상기 구성에 의해 데이터를 섹터 또는 블록단위로 기록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블록은 복수의 연속 섹터를 포함한다. 따라

서 하나의 파일이 분할되어 복수의 익스텐트의 내에 기록되더라도, 상기 익스텐트의 크기는 적어도 블록의 크기보다 크게

된다. 결과적으로 재생장치에서 탐색작용이 일어남으로써 발생되는 인터럽트를 방지함으로써 현재의 광디스크 상에 기록

된 비디오 데이터의 연속재생을 보증할 수 있다. 더욱이 섹터 및 블록단위의 데이터 관리는 데이터 종류에 기초하여 함께

실행된다. 이렇게 하여 광디스크의 기록영역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광디스크 기록장치에 있어서, 상기 지정 갱신수단은, 상기 제 1 특정수단이 비지정 블록을 특정할 때, 특정된 블록의

표시를 "비지정"으로부터 "지정"으로 변경함으로써 블록정보를 갱신하는 블록정보 갱신수단과; 상기 블록정보 갱신수단이

특정된 블록의 지시를 "비지정"으로부터 "지정"으로 변경함으로써 블록정보를 갱신할 때, 특정된 블록에 포함된 모든 섹터

의 표시를 "비지정"으로부터 "지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섹터정보를 갱신하는 섹터정보 갱신수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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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성에 의해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파일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종래의 파일시스템에 데이터가 기록된 경

우에도, 비디오 데이터로 지정된 블록은 다른 데이터에 의해 오버라이트되지 않는다. 이러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광디스크

는 연속재생에 적합하다.

상기 광디스크 기록장치에 있어서, 상기 블록정보 갱신수단은, 상기 제 1 특정수단이 삭제될 제 1 형 데이터 조각을 지정하

는 블록을 특정할 때, 특정된 블록의 표시를 "지정"으로부터 "비지정"으로 변경함으로써 블록정보를 갱신하고, 상기 섹터

정보 갱신수단은, 상기 블록정보 갱신수단이 특정된 블록의 표시를 "지정"으로부터 "비지정"으로 변경함으로써 블록정보

를 갱신할 때, 특정 블록에 포함된 모든 섹터의 표시를 "지정"으로부터 "비지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섹터정보를 갱신한다.

상기 구성에 의해 제 1형 데이터가 삭제되었을 때 어느 한 블록에서의 모든 섹터가 해제되기 때문에 제 1형 데이터와 제 2

형 데이터를 혼합하여 기록함으로써 데이터 기록영역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기 광디스크 기록장치에 있어서, 상기 블록정보는 각각의 블록이 (1) 비지정 데이터, (2) 주로 비디오 데이터로 구성된

지정 제 1 형 데이터, 또는 (3) 주로 제 1 형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로 구성된 지정 제 2 형 데이터를 나타내고, 상기 지정 갱

신수단은, 블록정보를 갱신하는 제 1 갱신수단과; 섹터정보를 갱신하는 제 2 갱신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갱신수단은,

제 2 갱신수단이 비지정된 섹터에 포함된 어떤 섹터의 표시를 "지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섹터정보를 갱신할 때, 비지정된

블록의 표시를 "비지정"으로부터 "제 2 형 데이터 지정"으로 변경함으로써 블록정보를 갱신하고, 상기 제 2 갱신수단은, 제

1 갱신수단이 블록의 표시를 "비지정"으로부터 "제 1 형 데이터 지정"으로 변경함으로써 블록정보를 갱신할 때, 블록에 포

함된 모든 섹터의 표시를 "지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섹터정보를 갱신한다.

상기 구성에 의해 제 1형 데이터와 제 2형 데이터를 혼합하여 기록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영역을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

게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광디스크 상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파일관리 프로그램을 미리 저장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는 복수의 섹터로 분할되는 데이터 기록영역과; 광디스크의 섹터에 대한 데이터 지정을 나타내는

섹터정보와 광디스크의 블록에 대한 데이터 지정을 나타내는 블록정보를 기록하는 관리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파일관리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광디스크로부터 블록정보와 섹터정보를 판독하는 판독단계와; 데이터를 기록 또는

삭제하기 위하여 제 1 형과 제 2 형으로 분류되는 데이터의 종류를 판정하는 판정단계와; 상기 판정단계에서 데이터가 제

1 형인 것으로 판정될 때, 판독된 블록정보에 기초하여 데이터가 기록될 비지정된 블록인지 데이터가 이미 기록된 블록인

지를 특정하는 제 1 특정단계와; 상기 판정단계에서 데이터가 제 2 형인 것으로 판정될 때, 판독된 섹터정보에 기초하여 데

이터가 기록될 비지정된 섹터인지 데이터가 기록된 섹터인지를 특정하는 제 2 특정단계와; 상기 제 1 특정수단에 의해 특

정된 블록으로/블록으로부터 제 1 형의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또는 삭제하고, 상기 제 2 특정단계에서 특정된 섹터로/섹터

로부터의 제 2 형의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데이터 갱신단계 및 ; 상기 데이터 갱신단계의 작용에 따라 섹터

정보 및 블록정보의 적어도 하나를 갱신하는 지정 갱신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상기 구성에 의해 섹터 또는 블록단위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블록은 복수의 연속 섹터를 포함한다. 따라

서 하나의 파일이 분할되어 복수의 익스텐트에 기록되는 경우에도, 익스텐트의 크기는 적어도 블록의 크기보다 큰것으로

된다. 결과적으로 재생장치에서 탐색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발생된 인터럽트를 방지함으로써 본 발명의 광디스크 상에 기록

된 비디오 데이터의 연속적인 재생을 보증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섹터 및 블록단위에서의 데이터 관리가 데이터의 종류

에 기초하여 함께 실행된다. 이것으로 광디스크의 기록영역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 광디스크의 DVD 램의 형태 및 기록영역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섹터의 헤더에서 자른 DVD 램의 단면 및 표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의 (a)는 DVD 램에 제공되는 복수의 구역영역(0∼23) 및 다른 영역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의 (b)는 구역영역(0∼23) 및 다른 영역을 수평으로 정렬한 도면이다.

도 3의 (c)는 볼륨영역에서의 논리 섹터 번호(LSNs)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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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의 (d)는 볼륨영역에서의 논리 블록 번호(LBNs)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4는 구역영역, ECC 블록 및 섹터간의 계층적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5는 최종 블록 길이 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6은 섹터 관리표 및 AV 블록 관리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7은 AV 블록 관리표 및 섹터 관리표(공간 비트맵)가 볼륨영역에 기록된 파일 시스템 관리정보에 모두 포함된 것을 도시

하는 도면이다.

도 8은 도 6에 도시한 섹터 관리표 및 AV 블록 관리표 이외의 파일시스템 관리정보에 포함된 정보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는 도 8에 도시된 관리정보에 대응하는 계층적 디렉토리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0은 디렉토리 구조에 따라 재기록된 파일 엔트리와 디렉토리 사이의 결합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1의 (a)는 파일 엔트리의 데이터 구조를 상세히 도시하는 상세도이다.

도 11의 (b)는 할당 기술자의 데이터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1의 (c)는 할당 기술자의 상위 2비트의 익스텐트 길이의 해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2의 (a)는 디렉토리용 파일식별 기술자의 데이터 구조를 상세히 도시하는 상세도이다.

도 12의 (b)는 파일용 파일식별 기술자의 데이터 구조를 상세히 도시하는 상세도이다.

도 13은 재생장치에 의해 DVD 램으로부터 판독되는 AV 데이터가 트랩버퍼에 버퍼링되는 모델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4는 본 실시예의 광디스크 기록/재생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하는 구성도이다.

도 15는 DVD 레코더(10)의 하드웨어 구조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16은 MPEG 인코더(2)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17은 MPEG 디코더(4)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18은 부품의 기능에 기초하여 DVD 레코더(10)의 구성을 도시하는 기능 블록도이다.

도 19는 AV 데이터가 기록되었을 때 AV 블록 관리표 및 공간 비트맵에서의 변경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0은 AV 데이터가 삭제되었을 때 AV 블록 관리표 및 공간 비트맵에서의 변경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1은 파일 관리용으로 파일시스템부(102)에 의해 제공되는 명령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2는 리모트 컨트롤러(6)의 버튼 정렬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3은 안내화상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4는 각각의 품질 종류인 "고급", "표준" 및 "시간보증"에 대한 비트 레이트와 해상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5의 (a)는 DVD 기록부(10)의 AV 파일 시스템부(103)에 의해 실행되는 수동 기록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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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의 (b)는 DVD 기록부(10)의 AV 파일 시스템부(103)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화 기록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

이다.

도 26은 수신된 AV-WRITE 명령을 갖는 AV 파일 시스템부(103)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7은 공통파일 시스템부(104)에 의해 실행되는 AV 파일을 삭제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8의 (a)는 삭제 전후의 AV 파일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8의 (b)는 삭제에 대응하는 AV 블록 관리표 및 공간 비트맵에서의 변경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9는 공통파일 시스템부(104)에 의해 실행되는 비 AV 파일을 기록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30은 공통파일 시스템부(104)에 의해 실행되는 비 AV 파일을 삭제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31의 (a)는 삭제 전후의 비 AV 파일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1의 (b)는 삭제에 대응하는 AV 블록 관리표 및 공간 비트맵에서의 변경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2는 상기 AV 블록 관리표 제 2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3은 상기 AV 블록 관리표의 제 3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4는 상기 AV 블록 관리표의 제 4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5는 상기 AV 블록 관리표의 제 5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6의 (a)는 관리정보의 상세한 예를 도시하는 예시도이다.

도 36의 (b)는 도 36의 (a)에 도시한 관리정보에 대응하는 공간 비트맵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7은 부품의 기능에 기초하여 제 2 실시예의 DVD 레코더(10)의 구성을 도시하는 기능 블록도이다.

도 38은 AV 기록장치에 의해 실행되는 기록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39는 AV 데이터가 재생장치의 트랙버퍼에 버퍼링되는 모델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0은 제 3 실시예의 DVD 레코더에서의 기록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41은 자유 공간 리스트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42는 의사 연속 기록을 지정하는 절차를 상세히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실시예

본 단계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1) 제 1 실시예

(1-1) 광디스크

(1-1-1) 광디스크의 물리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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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파일시스템 관리정보( 제 1 부)

(1-1-3) 파일시스템 관리정보( 제 2 부)

(1-1-4) AV 블록의 최소 크기

(1-2-1) 전체 시스템

(1-2-2) DVD 레코더(10)의 하드웨어 구조

(1-2-3) 기능 블록도

(1-2-4) 파일 시스템부(102)에 의한 명령 실행

(1-3) 기록/삭제

(1-3-1) AV 데이터의 수동 기록

(1-3-2) AV 데이터의 프로그램화 기록

(1-3-3) AV 데이터의 삭제

(1-3-4) 비 AV 데이터의 기록

(1-3-5) 비 AV 데이터의 삭제

(제 2 실시예)

(2-1) 광디스크

(2-1-1) 의사 연속 기록

(2-1-2) 의사 연속 기록의 지정

(2-1-3) 의사 연속기록 지정관리정보 및 공간 비트맵

(2-2) 기록/재생장치

(2-2-1) 시스템 및 하드웨어 구조

(2-2-2) 기능 블록도

(2-3-1) AV 파일의 기록

(3) 제 3 실시예

(3-1) 의사 연속기록의 최소 크기

(3-2) AV 파일의 기록

지금부터 본 발명에 의한 광디스크 및 광디스크 기록장치에 대해 상기 제목을 열거한 몇 가지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1) 제 1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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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디스크

(1-1-1) 광디스크의 물리적 구조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 광디스크의 DVD 램의 형태 및 기록영역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DVD 램 디스크는 자체의 최내주부에 리드 인 영역(lead-in area)을 갖고 최외주부에 리드 아웃 영역(lead-out

area)을 가지며, 그사이에 데이터 영역을 갖는다. 상기 리드 인 영역은 광 픽업에 의해 액세스되는 동안에 서보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참조신호를 기록하고, 다른 매체간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별신호를 기록한다. 상기 리드 아웃 영역은

리드 인 영역과 같은 종류의 참조신호를 기록한다.

한편 데이터 영역은 DVD 램이 액세스될 수 있는 최소단위인 섹터로 분할된다. 여기에서 각각의 섹터의 크기는 2KB로 설

정된다. 또한 데이터 영역은 복수의 AV 블록으로 분할되고, 각각의 블록은 연속 섹터의 군이다. 각각의 AV 블록의 크기는

탐색작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재생장치의 연속재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크기는 약 7MB

로 설정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섹터 및 AV 블록으로 분할되는 상기 데이터 영역은 다음과 같이 관리된다.

AV 데이터가 AV 블록단위의 영역으로 지정되는 반면에, AV 데이터 이외의 "비 AV 데이터"는 섹터단위의 영역으로 지정

된다. AV 데이터는 AV 블록단위로 관리되고, 비 AV 데이터는 섹터단위로 관리된다. 또한 비 AV 데이터는 AV 블록의 섹

터에 기록된다. 각각의 AV 블록은 AV 데이터와 비 AV 데이터를 혼합하여 포함하지 않도록 관리된다.

도 2는 섹터의 헤더에서 자른 DVD 램의 표면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섹터는 금속막 등의

반사막의 표면에 형성된 피트열(pit sequence)과, 요철부로 이루어진다.

상기 피트열은 섹터 어드레스를 나타내기 위하여 DVD 램의 표면 내에 0.4㎛∼1.87㎛의 홈이 파진 피트들로 이루어진다.

상기 요철부는 "홈"으로 불리는 오목부와 "랜드"로 불리는 볼록부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홈과 랜드는 그 표면에 부착되는

페이즈(phase)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금속막으로 이루어진 기록마크를 갖는다. 여기에서 "페이즈를 변화시킬 수 있는"이란

표현은 기록마크가 금속막이 경빔에 노출되는지의 여부에 의존하는 결정상태 혹은 비결정상태로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페이즈 변화특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이 요철부에 기록할 수 있다. MO(광 자기) 디스크의 랜드부 상에는 데이

터를 기록하는 것만이 가능한 것에 대하여, DVD 램의 랜드부 및 홈부에는 양면에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으며, 이것은

DVD 램의 기록밀도가 MO 디스크의 기록밀도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류정정 정보는 16섹터의 각 군에 대하여

DVD 램에 부여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ECC(오류 정정 부호)가 부여된 16 섹터의 각 군은 ECC 블록이라고 불린다.

DVD 램 상에서, 기록 및 재생되는 동안에 데이터 영역이 복수의 구역영역으로 분할되어 Z-CLV(Zone-Constant Linear

Velocity)라고 불리는 회전제어를 실현한다.

도 3의 (a)는 DVD 램 상에 제공되는 복수의 구역영역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DVD 램은

0∼23의 번호가 붙은 24개의 구역영역(zone area)으로 분할된다. 각각의 구역영역은 동일한 각 속도(angular velocity)를

이용하여 액세스되는 트랙의 군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각각의 구역영역은 1888 트랙을 갖는다. DVD 램의 회전 각 속

도는 각각의 구역영역에 대하여 별도로 설정되어 있고, 이 속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구역영역이 디스크의 내주부에 가깝

게 된다. 이것으로 단독 구역영역 내에서 액세스를 실행하는 동안 일정한 속도로 광 픽업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DVD 램의 기록밀도는 높아지고, 기록 및 재생되는 동안에 회전제어가 용이하게 된다.

도 3의 (b)는 도 3의 (a)에 도시된 리드 인 영역, 리드 아웃 영역 및 구역영역(0∼23)을 수평으로 정렬한 도면이다.

상기 리드 인 영역과 리드 아웃 영역은 각각 내부에 DMA(Defect Management Area)를 갖는다. 상기 DMA는 결함을 포

함한 섹터를 찾는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정보와, 대체영역 내에 위치한 결함 섹터를 대체하는 섹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대체

위치정보를 포함한다.

각각의 구역영역은 내측에 사용자 영역을 갖고, 상기 대체영역과 비사용영역은 구역영역 간의 경계에 설치된다. 상기 사용

자 영역은 기록영역으로서 파일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영역이다. 상기 대체영역은 이러한 결함섹터가 발견될 때 결함섹

터를 대체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상기 비사용영역은 데이터 기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비사용영역으로서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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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만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비사용영역은 섹터 어드레스의 식별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이것은 동일구역 내

에서 인접한 트랙의 동일한 위치에 섹터 어드레스가 기록되는 반면에, 섹터 어드레스 Z-CLV는 구역경계의 인접트랙의 다

른 위치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데이터 기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섹터가 구역영역 간의 경계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DVD 램 상에 논리 섹

터 번호(Logical Sector Number;이하 LSN이라 함)가 데이터 기록용으로 사용되는 섹터에 한하여 내주부로부터 시작하

여 연속하여 지정된다.

도 3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는 영역 및 LSN으로 지정된 섹터로 구성된 영역을 볼륨영역이라고

한다.

또한 도 3의 (d)에 도시한 바와 같이 최내주부와 최외주부에 있어서, 볼륨구조 정보는 논리 볼륨으로서 디스크를 취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기록된다. 볼륨영역 중에서 볼륨구조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영역을 제외한 부분은 분할영역이라고 한

다. 상기 분할영역은 파일들을 기록한다. 논리 블록 번호(Logical Block Number;이하 LBN이라 함)는 제 1 섹터로부터 시

작하여 순서대로 분할영역의 섹터를 지정한다.

도 4는 구역영역, ECC 블록 및 섹터간의 관계를 계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구역영역

은 224 ECC 블록을 포함한다(3584 섹터). 그러나 어떠한 구역에서 섹터의 번호가 224의 정수 배 또는 ECC 블록의 수로

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구역에서의 최종 AV 블록은 224개의 ECC 블록보다 크게 설정되어 어떤 구역에서의 섹

터의 수는 224의 정수배가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정보의 일부분으로서 DVD 램 디스크는 각각의 구역

에서 최종 블록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를 기록한다.

도 5는 최종 블록 길이 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최종 블록 길이 표는 각각의 구역에 대하여 "최종 LBN"에 관련한 최

종 AV 블록의 길이를 나타낸다. 최종 AV 블록의 길이는 AV 블록에 포함된 ECC 블록의 수에 의해 나타난다. 상기 "최종

LBN" 칼럼은 최종 섹터(구역 종료)의 논리 블록 번호(LBN)를 나타내며, 즉 구역경계에 인접한 최종 섹터는 구역 경계의

위치를 지시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최종 AV 블록의 길이는 가변길이로 설정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AV 블록이 구역경계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렬함으로써 디스크 상의 기록영역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2) 파일시스템 관리정보(제 1 부)

여기에서 DVD 램의 파일시스템 구조를 설명하기로 한다. 본 실시예의 파일시스템은 ISO/IEC13346의 규정에 따른다. 덧

붙여 상기 파일시스템은 AV 데이터를 AV 블록단위로 관리한다.

도 6은 섹터 관리표 및 AV 블록 관리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섹터관리표는 볼륨영역의 분할영역에 기록되고 파일시

스템 관리정보에 포함된다. 또한 도 6은 볼륨영역, 섹터 및 섹터의 내용 사이의 계층적인 관계를 도시한다.

첫 번째 층은 도 3의 (d)에 도시한 볼륨영역을 나타낸다.

두 번째 층은 섹터관리표 및 AV 블록 관리표를 포함하는 섹터영역을 나타낸다. 상기 섹터영역은 분할영역에 포함된다. 각

각의 섹터에 대한 데이터 지정상태를 나타내는 상기 섹터관리표(또는 공간 비트맵이라고도 함)는 논리 블록 번호(LBN)

0∼79를 갖고 섹터영역에 기록된다. 각각의 블록에 대한 데이터 지정상태를 나타내는 상기 AV 파일은 논리 블록 번호

(LBN) 84 및 85를 갖고 섹터영역에 기록된다.

세 번째 층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간 비트맵" 칼럼은 분할영역에 포함된 각각의 섹터가 지정 또는 비지정되었는지의 여부

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 각각의 섹터의 지정상태는 1개의 비트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논리 블록 번호 0∼79에 대한

각각의 섹터는 비트 "0"("지정"을 나타냄)으로 주어지며, 이것은 이 섹터들이 이미 공간 비트맵으로서 지정되었기 때문이

다. 마찬가지로 논리 블록 번호 0∼84에 대한 각각의 섹터는 이 섹터들이 이미 AV 블록 관리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비트

"0"이 부여된다. 본 실시예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파일 또는 기록될 파일의 일부분이 사용자에 의해 기록되거나 또

는 현재의 섹터에서 적용될 때 공간 비트맵에서의 각각의 비트는 "0"으로 기록되고, 그렇지 않으면 "1"로 기록된다.

상기 세 번째 층에 도시되는 AV 블록은 분할영역에서의 각각의 AV 블록에 대하여, 각각 2비트로써 현재의 AV 블록이 비

지정(00)이거나, AV 데이터로 지정(01)이거나, 비 AV 데이터로 지정(10)이거나, 혹은 예약(11)되는 것인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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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AV 블록 0이 이미 공간 비트맵과 양쪽이 비 AV 데이터인 AV 블록 관리표로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AV 블록 0에

는 "10"이 부여된다("비 AV 데이터로 지정됨을 나타냄". 어떤 블록이 AV 블록 관리표에서 AV 데이터로 지정된 것으로 나

타나면, 그 AV 블록에 포함된 모든 섹터는 공간 비트맵에서 지정된 것을 나타낸다. 이것으로 각각의 블록에서 AV 데이터

와 비 AV 데이터가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여, AV 데이터 연속기록 영역을 보호한다.

도 7은 AV 블록 관리표와 공간 비트맵 사이의 관계를 도시한다.

도 7의 왼쪽에 AV 블록 관리표를 나타낸다. 상기 표는 각각 AV 블록의 지정상태를 나타내는 복수의 2비트 데이터의 정렬

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AV 블록(도면에서 AV_BLK) #0-#2는 "10"(비 AV 데이터)으로 기록되고; AV 블록 #3-

#75는 "01"(AV 데이터)로 기록되고; AV 블록 #76 및 이후는 "00"(비지정)으로 기록된다.

도 7의 오른쪽에 공간 비트맵을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 AV 블록 #0, #3 및 #79에 포함된 섹터의 지정상태는 점선으로

그려진 블록으로 나타난다. 상기 AV 블록 #0은 비 AV 데이터로 지정된다. 결과적으로 공간 비트맵에 대응하는 부분에서

비 AV 데이터를 기록하는 섹터는 "0"(지정)으로 기록되고; 비 AV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는 섹터는 "1"(비지정)로 기록된

다. 상기 AV 블록 #3은 AV 데이터로 지정된다. 결과적으로 공간 비트맵에 대응하는 부분에서 모든 섹터는 "0"(지정)으로

기록된다. 상기 AV 블록 #79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간 비트맵에 대응하는 부분에서 모든 섹터는

"1"(비지정)로 기록된 것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상기 AV 블록 관리표는 공간 비트맵과 마찬가지로 파일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로서 기록될 수 있고, 또는 하나의

파일로서 기록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서 AV 블록 관리표는 비 AV 데이터 파일로서 관리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AV 블록 관리표는 표의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리스트 구조로도 될 수 있다.

(1-1-3) 파일시스템 관리정보(제 2 부)

도 8은 도 6에 도시한 섹터 관리표 및 AV 블록 관리표 이외의 파일시스템 관리정보에 포함된 정보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볼륨영역, 섹터 및 섹터의 내용을 계층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화살표 ①-⑦은 도면에 도시된 관리정보에 일치하여

검출된 파일 "Movie.VOB"의 저장위치의 순서를 나타낸다.

도 8의 첫 번째 층에는 도 3의 (d)에 도시한 볼륨영역을 나타낸다.

두 번째의 층은 파일설정 기술자, 종료 기술자, 파일 엔트리 및 디렉토리 등의 다양한 종류의 관리정보를 나타낸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는 ISO/IEC13346에 정의한 파일 시스템에 따르고 있다. ISO/IEC13346에 정의된 파일시스템은 계층적인 디

렉토리 관리를 획득한다. 도 9는 도 8에 도시한 관리정보에 대응하는 계층적인 디렉토리 구조를 나타낸다. 도 9에서 타원

은 디렉토리를 나타내고, 사각형은 파일을 나타낸다. 루트 디렉토리는 하나의 디렉토리 "비디오"와 2개의 파일

"File1.DAT"와 "File2.DAT"로 분기한다. 상기 디렉토리 "비디오"는 3개의 파일 "Movie1.VOB", "Movie2.VOB" 및

"Movie3.VOB"로 분기된다. 도 8에 나타난 관리정보는 디렉토리 구조에 해당한다. 본 실시예에서 각각의 파일 기록영역은

단지 "Movie1.VOB"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두 번째 층에서 논리 블록 번호(LBN) 80을 갖는 파일설정 기술자는 루트 디렉토리의 파일 엔트리가 기록되어 있는 섹터의

논리 블록 번호(LBN)를 나타낸다. 논리 블록 번호(LBN) 81인 종료 기술자는 파일설정 기술자의 종료를 나타낸다.

각각의 파일 엔트리(예를 들면 LBN 82, 584 또는 3585)는 각각의 파일(디렉토리를 포함)에 대하여 기록되고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저장위치를 나타낸다.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한 파일 엔트리는 같은 포맷을 갖고 사용자가 원하는 계층적 디렉

토리 구조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디렉토리(예를 들면 LBN 83 또는 585)는 디렉토리에 포함된 각각의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한 파일 엔트리의 저장

위치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의 세 번째 층은 3개의 파일 엔트리와 2개의 디렉토리를 포함한다. 상기 파일 엔트리와 디렉토리는 파일 시스템

에 의해 추적되고, 데이터 구조의 구성을 갖게 되어 미리 결정된 파일의 저장위치가 디렉토리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더라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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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파일 엔트리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저장위치를 나타내는 할당 기술자를 포함한다. 파일 또는 디렉토리가 복수의

익스텐트로 분할되면, 파일 엔트리는 각각의 익스텐트에 대한 복수의 할당 기술자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논리 블록 번호

(LBN) 82 및 584인 각각의 파일 엔트리는 하나의 할당 기술자를 포함한다. 이것은 이들 파일이 복수의 익스텐트로 분할되

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논리 블록 번호(LBN) 3585인 파일 엔트리는 해당 파일이 2개의 익스텐트로 구성되는 것을 나

타내는 2개의 할당 기술자를 포함한다.

현재의 디렉토리에 포함되는 각각의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하여 각각의 디렉토리는 현재 파일 엔트리의 저장위치를 나타

내는 파일식별 기술자를 포함한다. 도 9에 도시한 파일 엔트리 및 디렉토리에 의해 나타나는 바와 같이, 파일 "루트/비디오

/Movie1.VOB"의 저장위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추적된다 : 파일설정 기술자 → ① → 파일 엔트리(루트) → ② → 디렉토

리(루트) → ③ → 파일 엔트리(비디오) → ④ → 디렉토리(비디오) → ⑤ → 파일 엔트리(Movie1) → ⑥⑦ → 파일

(Movie1.VOB의 익스텐트 #1 및 #2).

도 10은 디렉토리 구조에 일치하도록 기록된 파일 엔트리 및 디렉토리 사이의 결합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0에서

루트 디렉토리는 각각 부모 디렉토리(루트의 부모는 루트 자체임)와, 비디오 디렉토리, 파일 "File1.DAT" 및 "File2.DAT"

에 대한 파일식별 기술자를 포함한다. 파일 "Movie1.VOB"의 저장위치는 ① 에서 ⑥⑦까지의 순서에 의해 추적함으로써

검출된다.

도 11의 (a)는 파일 엔트리의 상세한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도 도 11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엔트리는 기술자 태

그, ICB 태그, 할당 기술자 길이, 확장 속성 및 할당 기술자를 포함한다. 도면에서 "BP"는 비트 위치를 나타내고, "RBP"는

상대 비트 위치를 나타낸다.

상기 기술자 태그는 정보의 현재 조각이 파일 엔트리인 것을 나타낸다. DVD 램은 파일 엔트리 기술자, 공간 비트맵 기술자

또는 기타의 여러 가지 종류의 태그를 포함한다. 각각의 파일 엔트리는 정보의 현재 조각이 파일 엔트리인 것을 나타내는

"261"로 기록된 기술자 태그를 포함한다.

상기 ICB 태그는 현재 파일 엔트리에 관련된 속성 정보를 나타낸다.

상기 확장 속성은 파일 엔트리의 속성 정보에서 정의된 내용보다 상위 레벨의 속성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상기 할당 기술자 필드에는 필드의 익스텐트 수만큼의 할당 기술자를 저장한다. 상기 할당 기술자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익스텐트의 저장위치를 나타내는 논리 블록 번호(LB)를 나타낸다. 도 11의 (b)는 할당 기술자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도 11의 (b)에서 할당 기술자는 익스텐트 길이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익스텐트의 저장위치를 나타내는 논리 블록

번호(LBN)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익스텐트 길이를 나타내는 상위 2비트의 데이터는 도 11의 (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익스

텐트 기록영역의 저장상태를 나타낸다.

도 12의 (a)와 (b)는 각각 디렉토리 및 파일에 대한 파일식별 기술자의 상세한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이 들 2 종류의 파

일식별 기술자는 동일한 포맷을 갖는다 : 각각의 기술자는 관리정보, 식별정보, 디렉토리명 길이, LBN으로 제공되는 디렉

토리 또는 파일의 파일 엔트리의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어드레스 및 어드레스 명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렬에 의해 디렉토리

명이나 파일명에 대응하는 파일 엔트리의 어드레스가 식별된다.

(1-1-4) AV 블록의 최소 크기

여기에서 도 4의 하단부에 도시한 AV 블록의 크기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각각의 구역에서 최종 블록을 제외한 각각의 AV 블록은 224 ECC 블록으로 구성되고, 상기 각각의 ECC 블록은 약 7MB

를 갖는다. AV 데이터의 연속재생을 실현하기 위하여 AV 블록의 최소 크기가 재생장치의 버퍼와 관련하여 정해진다.

도 13은 재생장치에 의해 DVD 램으로부터 판독되는 AV 데이터가 트랩버퍼에 버퍼링되는 모델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3의 상위 부분에서 DVD 램 디스크로부터 판독되는 AV 데이터는 ECC 프로세스를 받게 된다. 다음으로 상기 처리된

AV 데이터는 트랙버퍼(FIFO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고, 디코더로 보내진다. 도 13에서 "Vin"은 트랙버퍼의 입력 전

송률(최소값)(광디스크로부터 판독된 데이터 비율)을 나타내고, "Vout"은 트랙버퍼의 출력 전송률(최대값)을 나타내며, 여

기에서 Vr>Vo 이다. 이 모델에서 Vin=8Mbps 이고 Vout=11Mbp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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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의 하단부는 이 모델에서 트랙버퍼의 데이터 양의 변경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상기 그래프에서 수직축은 트랙버퍼

의 데이터 양을 나타내고, 수평축은 시간을 나타낸다.

"T1"은 의사 연속 기록 #j에서 기록된 전체의 AV 데이터의 판독에 요구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이 주기 T1에 있어서 트랙

버퍼의 데이터 양은 (Vin-Vout)의 비율로 증가된다.

"T2"(또는 점프 주기라고도 함)는 AV 블록 #j로부터 AV 블록 #k까지 점프하기 위해 광디스크에 의해 접수되는 최대 시간

을 나타낸다(예를 들면 최대 시간은 최내주부 회로로부터 최외주부 회로까지 점프한다). 상기 점프 주기는 광 픽업의 탐색

시간과 광디스크의 회전이 안정화되는데 요구되는 시간을 포함한다. 상기 주기 T2에 있어서 트랙버퍼의 데이터 양은

Vout의 비율로 감소한다. 이것은 주기 T4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기 주기 T2에서 트랙버퍼로부터 AV 데이터의 판독만이 실행된다. 이 주기 동안에 버퍼용량이 0이 되면 디코더에 언더

플로우(under flow)가 발생한다. 이러한 언더 플로우가 발생되면 AV 데이터의 연속재생이 보증될 수 없다.

여기에서 AV 데이터(언더 플로우를 생성하지 않는)의 연속재생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수학식 1이 만족되어야 한

다.

수학식 1

(저장량 B)≥ (판독량 R)

상기 저장량 B는 주기 T1의 단부에서 트랙버퍼에 축적되는 데이터의 양이다. 상기 판독량 R은 주기 T2 동안에 판독되는

데이터의 전체 양이다.

상기 저장량 B는 다음의 수학식 2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수학식 2

상기 판독량 R은 다음의 수학식 3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최대 점프 주기 Tj는 최악의 경우에 약 1.5초로 고려된다.

수학식 3

상기 수학식 1의 양변을 각각 수학식 2 및 수학식 3에 의해 대체하면 다음의 수학식 4를 얻을 수 있다.

수학식 4

(L/Vin)*(Vin-Vout)≥ Tj*Vout

상기 수학식 4로부터 다음의 수학식 5를 만족하는 AV 블록 크기 L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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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5

상기 사항의 고찰으로부터, 하나의 AV 블록에서 5.5MB의 연속 섹터에 AV 데이터가 기록될 때, AV 블록간에서 점프가 발

생되는 경우에도 연속된 재생을 확보할 수 있다. 연속 재생을 확보하기 위한 AV 블록의 최소 크기는 5.5MB이다. 본 실시

예에서 AV 블록의 크기는 7.2MB로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디스크 또는 계산 등의 오류를 갖는 마진이 값에 포함되기 때

문이다. 또한 상기 트랙버퍼의 용량은 언더 플로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1.5MB의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1-2-1) 전체 시스템

도 14는 본 실시예의 광디스크 기록/재생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이다.

상기 시스템은 광디스크 기록/재생장치(10)(또는 DVD 레코더(10)라고도 함), 상기 DVD 레코더(10)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리모트 컨트롤러(6), 상기 DVD 레코더(10)에 접속되는 DVD 레코더 디스플레이(12) 및 위성안테나(11)를 포함

하여 구성된다.

DVD 램 디스크가 로드된 후, 상기 DVD 레코더(10)는 위성안테나(11)를 통해 수신된 아날로그 방송파에 포함된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고, 압축된 데이터를 최소 단위로서 AV 블록과 함께 DVD 램 디스크에 기록하고, 상기 압축된 비

디오/오디오 데이터를 신장시켜 디스플레이(12) 상에 신장된 비디오/오디오 데이터를 출력한다.

(1-2-2) DVD 레코더(10)의 하드웨어 구조

도 15는 DVD 레코더(10)의 하드웨어 구조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상기 DVD 레코더(10)는 제어부(1), MPEG 인코더(2), 디스크 액세스부(3), MPEG 디코더(4), 비디오 신호처리부(5), 리

모트 컨트롤러(6), 버스(7), 리모트 컨트롤러 신호수신부(8) 및 수신기(9)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제어부(1)는 CPU(1a), 프로세서 버스(1b), 버스 인터페이스(1c) 및 주메모리(1d)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부(1)는 편

집, 기록, 재생 등에 관해 DVD 레코더(10)를 제어하기 위해 주메모리(1d)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특히 상기 제어

부(1)는 AV 데이터가 DVD 램에 최소 단위의 AV 블록으로 기록될 때 파일 시스템에 일치하여 DVD 레코더(10)를 제어한

다.

상기 MPEG 인코더(2)는 수신기(9)를 통하여 수신된 아날로그 방송파에 포함된 비디오/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고 MPEG

스트림을 생성한다.

상기 디스크 액세스부(3)는 제어부(1)에 의해 제어되는 트랙버퍼(3a)를 갖고, MPEG 인코더(2)로부터 수신된 MPEG 스트

림을 트랙버퍼(3a)를 통해 DVD 램 디스크에 기록하고, DVD 램 디스크로부터 MPEG 스트림을 판독하고, 판독된 MPEG

스트림을 트랙버퍼(3a)를 통해 MPEG 디코더(4)에 출력한다.

상기 MPEG 디코더(4)는 디스크 액세스부(3)에 의해 판독된 압축된 MPEG 스트림을 신장시키고, 신장된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비디오 신호처리부(5)는 MPEG 디코더(4)로부터의 비디오 데이터 출력을 디스플레이(12)용의 비디오 신호로 변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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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리모트 컨트롤러 신호수신부(8)는 리모트 컨트롤러(6)로부터 리모트 컨트롤러 신호를 수신하여 사용자가 지시한 동

작을 제어부(1)에 통지한다.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DVD 레코더(10)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VTR의 대체품으로서 사용된다는 약속에 기초하여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구성에 제한되지 않고 DVD 램 디스크가 컴퓨터용의 기록매체로 사용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DVD 램 드라이브 장치로서 디스크 액세스부(3)가 SCSI 또는 IDE로 불리는 IF를 통하여 컴퓨터

버스에 접속된다. 또한 도 15에 도시된 디스크 액세스부(3) 이외의 부품은 컴퓨터 하드웨어 상에 OS 및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얻어지거나 작동된다.

도 16은 MPEG 인코더(2)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6에 도시한 바와 같이 MPEG 인코더(2)는 비디오 인코더(2a),

비디오 인코더의 출력을 저장하는 비디오 버퍼(2b), 오디오 인코더(2c), 오디오 인코더의 출력을 저장하는 오디오 버퍼

(2d), 비디오 버퍼(2b)와 오디오 버퍼(2d)에 각각 저장된 부호화된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혼합하기 위한 시스

템 인코더(2e), MPEG 인코더(2)에 대한 동기 클록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STC(System Time Clock)부(2f) 및 이들 장치

를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코더 제어부(2g)를 포함한다.

상기 인코더 제어부(2g)는 GOP 정보 및 화상 정보 등의 정보를 부호화 중에 VOBU가 생성될 때마다 도 15에 도시한 제어

부(1)에 송출한다. 여기에서 상기 GOP 정보는 VOBU에서의 팩의 번호와 VOBU에서의 제 1 I-화상에서의 팩 번호를 포함

한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언급하는 팩들은 도 10에 도시한 비디오 팩(V_PCK)과 오디오 팩(A_PCK)을 말하고, 각각의 팩

은 2KB의 고정된 길이를 갖는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있어서 GOP 정보는 VOBU로 지정된 섹터의 번호와 VOBU에서의

제 1 I-화상으로 지정된 섹터의 번호를 지시한다.

도 17은 MPEG 디코더(4)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MPEG 디코더(4)는 MPEG 스트림

을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으로 분할하기 위한 디멀티플렉서(4a), 상기 분할된 비디오 스트림을 임시 저장하기 위

한 비디오 버퍼(4b), 상기 비디오 버퍼(4b)에 저장된 비디오 스트림을 복호하기 위한 비디오 디코더(4c), 상기 분할된 오

디오 스트림을 임시 저장하기 위한 오디오 버퍼(4d), 상기 오디오 버퍼(4d)에 저장된 오디오 스트림을 복호하기 위한 오디

오 디코더(4e), 동기 클록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STC(System Time Clock)부(4f), 오프셋 값을 동기 클록신호에 부가하기

위한 부가기(4g) 및 동기 클록신호와 오프셋 값에 부가된 동기 클록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선택된 신호를 디

멀티플렉서(4a), 오디오 디코더(4e) 및 비디오 디코더(4c)에 각각 공급하기 위한 선택기(4h∼4j)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도 17에 도시된 MPEG 디코더(4)는 선택기(4h∼4h) 및 가산기(4g)가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MPEG 디코더와

마찬가지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1-2-3) 기능 블록도

도 18은 부품들의 기능에 기초하여 상기 DVD 레코더(10)의 구성을 도시한 기능 블록도이다. 도 18에 도시한 각각의 기능

은 제어부(1)의 CPU(1a)가 도 14에 도시한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하여 주메모리(1d)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에 얻어

지게 된다.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DVD 레코더(10)는 디스크 기록부(100), 디스크 판독부(101), 파일 시스템부(102), 기록/

편집/재생제어부(105), 사용자 IF 부(106), AV 데이터 기록부(110), AV 데이터 편집부(120) 및 AV 데이터 재생부(130)

로 구성된다.

상기 디스크 기록부(100)는 파일 시스템부(102)로부터 섹터단위로 논리 섹터 번호와 논리 데이터를 수신하고 난 후, 수신

된 논리 데이터를 디스크 상에 ECC 블록 단위(각각의 블록은 16섹터로 구성됨)로 기록한다. 논리 데이터가 16섹터 이하가

되면 상기 디스크 기록부(100)는 ECC 블록을 판독하고 ECC 프로세스를 실행하며, 다음으로 ECC 블록을 디스크 상에 기

록한다.

상기 디스크 판독부(101)는 파일 시스템부(102)로부터 논리 섹터 번호 및 섹터의 수를 수신하고 난 후, ECC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판독하고, 판독된 데이터를 ECC 프로세스하고, 섹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파일 시스템부로 전송한다. 이것은

ECC 블록(각각의 블록은 16섹터로 구성됨) 단위로 AV 데이터를 판독함으로써 오버 헤더(over head)가 감소하기 때문이

다. 이것은 상기 디스크 기록부(100)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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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파일 시스템부(102)는 주로 AV 파일을 판독 및 편집하기 위한 AV 파일 시스템부(103)와, AV 파일과 비AV 파일에

공통인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한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를 포함한다. 상기 파일 시스템부(102)는 AV 데이터 기록부

(110), AV 데이터 편집부(120), 파일의 기록 및 판독에 관련하여 AV 데이터 재생부(130)로부터 명령을 수신하고 난 후,

최소의 섹터단위로 광디스크 상의 파일을 관리한다.

파일 시스템부(102)에 의해 실행되는 여러 종류의 파일 관리 기능 중에 (a) AV 데이터의 기록, (b) AV 데이터의 삭제, (c)

비 AV 데이터의 기록 및 (d) 비 AV 데이터의 삭제를 설명하기로 한다.

(a) AV 데이터의 기록

AV 데이터 기록부(110) 등으로부터 AV 데이터를 기록하는 명령을 수신한 후, AV 파일 시스템부(103)는 "00"(비지정)으

로 기록된 AV 블록을 지정함으로써 AV 블록 관리표를 지정된 AV 데이터로 변환한다. 다음으로 AV 파일 시스템부(103)

는 AV 데이터를 디스크 기록부(100)를 통해 지정된 AV 블록에 기록한다. 다음으로 AV 파일 시스템부(103)는 지정된 AV

블록을 기록함으로써 AV 블록 관리표를 "01"(AV 블록용)로 갱신하고, 지정된 AV 블록에 포함된 모든 섹터를 기록함으로

써 공간 비트맵을 "0"(지정)으로 갱신한다.

도 19는 AV 데이터가 기록되었을 때 AV 블록 관리표 및 공간 비트맵에서의 변경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9의 좌측부는 AV 블록 #n의 지정 상태를 나타내는 AV 블록 관리표에서의 2비트 데이터의 변경을 나타낸다. 도 19의

우측부는 AV 블록 #n에 포함된 섹터에 대응하는 공간 비트맵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나타낸다.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

이 AV 블록 관리표에서의 AV 블록 #n의 상태가 "00"(비지정)으로부터 "01"(AV 데이터용)로 변경되면, AV 블록 #n에 포

함된 모든 섹터의 상태는 "1"(비지정)로부터 "0"(지정)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정렬함으로써 각각의 AV 블록은 AV 데이터

와 비 AV 데이터를 혼합하여 포함하지 않게 되고, 연속 기록 영역은 AV 블록으로서 AV 데이터로 지정된다.

(b) AV 데이터의 삭제

AV 데이터 편집부(120)로부터 AV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수신하면, AV 파일 시스템부(103)는 지정된 AV 데이터

를 기록하는 AV 블록을 기록함으로써 AV 블록 관리표를 "00"(비지정)으로 갱신한다. 다음으로 AV 파일 시스템부(103)는

현재의 AV 블록에 포함된 모든 섹터를 기록함으로써 AV 블록 관리표를 "1"(비지정)로 갱신한다.

도 20은 AV 데이터가 삭제될 때 AV 블록 관리표 및 공간 비트맵에서의 변경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0에 도시된 바

와 같이 AV 블록 관리표에서 AV 블록 #n의 상태가 "01"(AV 데이터용)로부터 "00"(비지정)으로 변경되면, AV 블록 #n에

포함된 모든 섹터의 상태가 "0"(지정)으로부터 "1"(비지정)로 변경된다.

(c) 비 AV 데이터의 기록

기록/편집/재생제어부(105)로부터 비 AV 데이터를 기록하라는 명령을 수신하면,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공간 비트맵

에서 "1"(비지정)로 기록되고 AV 블록 관리표에서 "10"(비 AV용)으로 기록된 AV 블록에 포함된 비지정 섹터를 검출하고,

검출된 섹터를 특정된 비 AV 데이터로 지정한다. 다음으로 상기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비 AV 데이터를 디스크 기록

부(100)를 통하여 지정된 섹터에 기록한다. 이 다음으로 상기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기록된 비 AV 데이터를 갖는 섹

터를 기록함으로써 공간 비트맵을 "0"(지정)으로 갱신한다. 공간 비트맵에서 "1"(비지정)로 기록되고 AV 블록 관리표에서

"10"(비 AV)으로 기록된 AV 블록에 포함된 비지정 섹터를 찾을 수 없다면,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00"(비지정)으로

기록된 AV 블록의 섹터를 특정한 비 AV 데이터로 지정하고, AV 블록의 상태를 "10"(비 AV용)으로 변경함으로써 AV 블

록 관리표를 갱신하며, 섹터의 상태를 "0"(지정)으로 변경함으로써 공간 비트맵을 갱신한다.

(d) 비 AV 데이터의 삭제

상기 기록/편집/재생제어부(105)로부터 비 AV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수신하면,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특정한

비 AV 데이터를 기록하는 모든 섹터의 상태를 "1"(비지정)로 변경함으로써 공간 비트맵을 갱신한다. AV 블록 관리표로부

터 상기 프로세스에 의해 상태 "1"(비지정)인 섹터에 의해 AV 블록이 복사된 것이 발견되면, 상기 공통파일 시스템부(104)

는 AV 블록의 상태를 "10"(비 AV 데이터용)으로부터 "00"(비지정)으로 변경함으로써 AV 블록 관리표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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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록/편집/재생제어부(105)는 전체의 DVD 레코더(10)를 제어한다. 더욱이 상기 제어부(105)는 사용자의 작동을 촉

구하는 안내 화상을 제어하고, 사용자 IF 부(106)를 통하여 사용자가 안내문에 반응하는 것으로부터의 지시를 수신하며,

또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AV 데이터 기록부(110), AV 데이터 편집부(120)가 AV 데이터의 새로운 기록과 기록된 AV

데이터의 재생 및 편집 등의 연산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상기 사용자 IF 부(106)는 리모트 컨트롤러(6)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의 동작 지시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사용자 명령

을 상기 기록/편집/재생제어부(105)에 통지한다.

상기 AV 데이터 기록부(110), AV 데이터 편집부(120) 및 AV 데이터 재생부(130)는 상기 제어부(105)로부터 기록요구를

수신하면, 상기 기록, 편집 및 재생요구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AV 파일 시스템부(103)에 발행한다.

(1-2-4) 파일 시스템부(102)에 의해 실행되는 명령

다음으로 파일 시스템부(102)에 의해 지원되는 명령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파일 시스템부(102)는 AV 데이터 기록부(110), AV 데이터 편집부(120), AV 데이터 재생부(130) 및 기록/편집/재생제어

부(105)로부터의 여러 가지 명령을 수신하고, 수신된 명령에 부응하여 파일들을 관리한다.

도 21은 파일을 관리하기 위하여 파일 시스템부(102)에 의해 지원되는 명령 리스트이다. 명령에 응답하여 파일 시스템부

(102)에 의해 실행되는 연산은 다음과 같다.

CREATE : 디스크상에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고, 파일식별 기술자로 복귀한다.

DELETE : 디스크에서 파일을 삭제한다. 특히 이 명령은 AV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 AV 블록 단위로 기록영역의 지정을 취

소하고, 비 AV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섹터 단위로 기록영역의 지정을 취소한다.

OPEN : 디스크 상에 기록된 파일에 액세스하기 위해 파일식별 기술자를 획득한다.

CLOSE : 열린 파일을 닫는다.

WRITE : 디스크 상에 파일을 기록한다. 특히 이 명령은 AV 블록용과 비 AV 데이터용에 대해 섹터 단위로 기록영역을 지

정하고, 데이터를 지정 섹터에 기록한다.

READ : 디스크로부터 파일을 판독한다.

SEEK : 디스크 상에 기록된 데이터 스트림의 내부를 이동한다.

RENAME : 파일명을 변경한다.

MKDIR : 디스크 상에 새로운 디렉토리를 생성한다.

RMDIR : 디스크로부터 디렉토리를 제거한다.

STATEFS : 파일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조회한다.

GET-ATTR : 파일의 속성을 획득한다.

SET-ATTR : 현재 열린 파일의 속성을 변경한다.

AV-WRITE : 디스크 상에 AV 파일을 기록한다. 특히 이 명령은 AV 블록 단위로 기록영역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지정된

AV 블록에 기록한다.

MERGE : 디스크상의 2개의 AV 파일을 메모리에서 1개의 데이터로 병합한다.

등록특허 10-0542937

- 18 -



SPLIT : 디스크상의 1개의 AV 파일을 2개의 AV 파일로 분할한다.

SHORTEN : 디스크상의 AV 파일의 불필요한 부분(에지 부분)을 삭제한다.

REPLACE : 메모리에서 AV 파일의 일부분을 데이터로 대체한다.

SEARCH-DISCON : 특정한 섹션이 비연속 경계(구역영역)를 포함하는지를 검출하여, 특정섹션이 비연속 경계를 포함하

면 "참"으로 복귀하고, 비연속 경계를 포함하지 않으면 "틀림"으로 복귀한다.

여기에서 AV 데이터 및 비 AV 데이터를 기록하는 명령은 각각 AV-기록 명령과 기록 명령으로 분리 제공된다.

상기 AV 데이터 기록부(110), AV 데이터 편집부(120) 및 AV 데이터 재생부(130)는 상기 명령들의 조합에 의해 기록, 편

집 및 재생 등의 프로세스를 얻게된다.

(1-3) 기록/삭제

지금부터 DVD 레코더(10)의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동작에는 (1-3-1) AV 데이터의 수동기록, (1-3-2) AV 데

이터의 프로그램화 기록, (1-3-3) AV 데이터의 삭제, (1-3-4) 비 AV 데이터의 기록 및 (1-3-5) 비 AV 데이터의 삭제가

있다.

(1-3-1) AV 데이터의 수동기록

수동기록은 사용자가 리모트 컨트롤러 상에서 프로그램화 기록용으로 시간을 설정하지 않거나 화면상에서 2 내지 3항목

을 설정하여 "기록" 키를 누르면 즉시 개시된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도 22에 도시한 리모트 컨트롤러(6) 상에서 기록 버튼을 누르면, 도 23에 도시한 기록/편집/재생제어

부(105)의 제어 하에 안내화상을 디스플레이(12)에 표시한다. 스크린 상에 안내화상(200)이 표시되는 동안에 사용자가

"1"과 "선택" 키를 누르면, 기록조건(본 실시예에서 "기록 시간" 및 "기록 품질)"을 설정하기 위한 안내화상(201)이 디스플

레이 된다.

기록 시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먼저 리모트 컨트롤러(6)상의 커서 버튼을 작동시킴으로써 스크린 상의 초점

(FOCUS)을 "무제한"이나 "특정" 중 어느 하나로 이동시키고, 다음으로 "선택" 버튼을 누른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특정"

버튼을 누르면, 안내화상이 사용자에게 숫자 키를 작동시켜 시간을 입력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화면이 바뀐다. 사용자가

시간을 특정한 후 화면은 다시 안내화상(201)으로 복귀한다.

MPEG 데이터의 비트 레이트 및 해상도에 관련한 기록조건으로서 "기록 품질"은 "고급", "표준" 및 "시간보증"의 3종류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품질에 대한 비트 레이트 및 해상도는 도 24에 도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수동기록의 간단한 예로서 사용자가 안내화면(201)상에서 "무제한"이나 "시간보증" 품질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안내화상(202) 상에서 "기록" 버튼을 누른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연속된 동작으로 수동기록이 개시된다.

도 25의 (a)는 수동기록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사용자가 "기록" 버튼을 눌러서 되는 프로세스 개시는 사용자 IF 부(106)를 통해 기록/편집/재생제어부에 보내진다. 상기

통지 지시를 수신하면, 제어부(105)는 공통파일 시스템부(104)에 CREAT 명령을 발행한다(단계 250). 상기 명령을 수신

하고 나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으면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파일식별 기술자로 복귀한다. 본 프로세스에 있어서 사용

자에 의해 기록시간으로 "무제한"이 특정되었기 때문에 파일의 크기는 디스크의 최대 크기로서 특정된다. 또한 기록/편집/

재생제어부(105)는 기록조건으로서 특정된 파일 식별자와 "시간 보증" 품질을 AV 데이터 기록부(110)에 보낸다.

상기 AV 데이터 기록부(110)는 MPEG 인코더(2)가 수신기(9)를 통하여 수신된 미리 결정된 채널의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

오 데이터의 부호화 개시를 지시하고, 부호화된 MPEG 데이터를 트랙버퍼(3a)에 전송한다. 상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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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AV 데이터 기록부(110)는 AV 파일 시스템부(103)에 OPEN 명령을 발행하여(단계 251), AV 파일 시스템이 제어부

(105)에 의해 부여되는 파일식별 기술자를 저장하고 파일 엔트리상의 정보를 작업 메모리(도시 생략) 내에 저장(또한 작업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는 "Fd"(File descriptor)라고도 함)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상기 AV 데이터 기록부(110)는 트랙버퍼(3a)가 제어부(105)로부터 정지 명령을 수신할 때까지 미리 결정된 MPEG 데이

터의 양을 저장할 때마다 AV 기록 명령을 AV 파일 시스템부(103)에 발행한다(단계 252, 단계 253). 정지 명령을 수신하

면 AV 데이터 기록부(110)는 AV 기록명령을 발행하고(단계 254), 현재 프로세스의 마지막에 CLOSE 명령을 발행한다(단

계 255). 상기 AV 기록 명령은 Fd에 구비되는 최종 익스텐트의 할당 기술자를 프로세스하기 위해 단계 254에서 발행된

다. 상기 CLOSE 명령은 단계 255에서 발행된 CLOSE 명령은 Fd를 DVD 램 디스크상의 작업 메모리에 파일 식별자, 파일

엔트리 또는 DVD 램 디스크 등으로 라이트 백(write back)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명령이다.

이하에서는 AV 기록 명령에 의해 실행된 기록 프로세스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6은 수신된 AV 기록 명령을 갖는 AV 파일 시스템부(103)에 의해 실행된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여기에서

AV 기록 명령이 3개의 파라미터 지정과 함께 AV 시스템부(103)에 발행된다. 이 3개의 파라미터는 각각 상술한 바와 같이

OPEN 명령에 의해 열려있는 Fd와; 기록될 데이터의 크기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본 실시예에서 트랙버퍼(3a))를 지

시한다. Fd는 파일 엔트리와 마찬가지로 익스텐트의 저장위치 정보와 익스텐트의 길이를 포함하는 파라미터에 의해 특정

된다. Fd의 개시 및 종료 사이의 주기 동안에 AV 기록 명령이 발행될 때마다 Fd는 갱신된다. 두 번째 혹은 그 이후에 연속

되는 AV 기록 명령의 발행에 대해서는 이미 기록된 데이터에 이어 새로운 데이터가 부가적으로 기록된다.

도 26에 도시된 바와 같이 AV 파일 시스템부(103)는 파라미터로서 지정된 크기에 대해 계수하는 카운터를 갖는다. 특정된

크기의 데이터가 완전히 기록될 때까지(단계 265:아니오), AV 파일 시스템부(103)는 1섹터 1섹터씩 영역을 데이터로 지

정하고, 그 데이터를 디스크 상에 기록한다. 특히 열린 파일이 이미 기록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을 때(AV 기록 명령이 기

록 프로세스에서 1회 발행될 때); 또는 린 파일이 이미 기록된 데이터를 포함할 때(AV 기록 명령이 기록 프로세스에서 2회

발행될 때) 및 데이터가 AV 블록의 끝부분에 기록될 때(단계 266: 아니오)라면, AV 파일 시스템부(103)는 AV 블록 관리

표를 참조하여 AV 블록의 상태를 "00"(비지정)으로 검출하고(단계 267), 상태를 "01"(AV 데이터용)로 변경하며(단계

268) AV 블록에 포함된 모든 섹터의 상태를 "1"(비지정)로부터 "0"(지정)으로 변경한다(단계 269).

상기 열린 파일이 이미 기록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그 데이터는 AV 블록의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단계 266 : 예),

AV 파일 시스템부(103)는 단계 270으로 진행한다.

상기 AV 파일 시스템부(103)는 트랙버퍼(3a)로부터 1섹터의 크기를 갖는 데이터를 페치하고, 페치된 데이터를 새로 지정

된 AV 블록의 첫 번째 섹터 또는 DVD 램 디스크의 데이터가 기록된 섹터에 후속하는 섹터에 기록한다(단계 270). 다음으

로 상기 AV 파일 시스템부(103)는 카운터를 갱신한다(단계 271). 상기 AV 파일 시스템부(103)는 가장 최근에 기록된 데

이터에서 2개의 섹터가 연속 섹터인가를 판단한다(단계 272). 상기 AV 파일 시스템부(103)는 2개의 섹터가 물리적으로

연속되고 있지 않거나 구역 경계가 섹터사이에 존재한다면 2개의 섹터는 연속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섹터간의 구역

경계의 존재는 도 5에 도시된 최종 블록 길이표를 참조함으로써 판단된다. 만약 단계 272에서 아니오(N)로 판단되면, 상

기 AV 파일 시스템부(103)는 Fd의 할당 기술자가 하나의 익스텐트로서 현재의 AV 블록의 바로 앞에 AV 블록에 기록된

AV 데이터를 갖도록 허용한다(단계 273). 단계 272에서 예(yes)로 판단되면 제어는 단계 265로 복귀한다.

특정된 크기의 데이터가 기록의 반복에 의해 섹터에 완전하게 기록된다면(단계 265 : 예), 상기 AV 파일 시스템부(103)는

Fd가 최종 기록 섹터를 포함하는 최종 익스텐트의 할당 기술자가 "AV 기록" 프로세스를 종료하도록 허용한다(단계 274).

상술한 바와 같이, AV 기록 명령을 수신하면 상기 AV 파일 시스템부(103)는 각각 약 7MB의 연속영역인 AV 블록단위로

특정된 AV 데이터로 영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정렬함으로써 AV 데이터가 기록된 각각의 AV 파일에서 최종 익스텐트를

제외한 각각의 익스텐트는 적어도 7MB의 크기를 갖는다. 이것으로 연속재생을 보증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1 섹터의 크기를 갖는 데이터는 단계 270에서 DVD 램 디스크 상에 기록된 것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로 데이터는 트랙버퍼가 하나의 ECC 블록(16 섹터)의 크기와 등가인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DVD 램 디스크 상에 저장

된다.

(1-3-2) AV 데이터의 프로그램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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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화 기록은 사용자가 리모트 컨트롤러 상에서 "기록" 키를 눌러주고 이와 함께 프로그램된 기록 설정에 대한 시간

을 눌러줄 때 실행되는 기록 프로세스이다.

여기에서 프로그램화 기록의 예로서 안내화상(201)에서 사용자가 "특정" 및 "시간보증"을 선택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것으

로 프로그램화 기록이 개시되는 것이 허용된다.

도 25의 (b)는 프로그램화 기록 프로세스의 흐름도이다.

상기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기록" 버튼을 눌러 사용자 IF 부(106)를 통해 기록/편집/재생제어부(105)로 보내는 통지로서

개시된다. 이 통지를 수신하면 제어부(105)는 특정 시간의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를 통지하고 같은 장치에(104)에

CREAT 명령을 발행한다(단계 256). 이 명령을 수신하면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면 파일식별

기술자를 복귀시킨다. 이 프로세스에 있어서 파일 크기는 특정 시간에 대응하는 AV 블록의 수로 특정된다. 또한 기록/편집

/재생제어부(105)는 특정 시간에 대응하는 영역이 파일식별 기술자가 송출되었는지의 여부에 기초하여 지정되었는지를

판단한다(단계 257).

영역을 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제어부(105)는 오류처리의 프로그래밍에 의해 프로그램화 기록 프로세스를 종료한다.

영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제어부(105)는 파일 식별자, 특정 시간 및 기록조건으로서 특정된 "시간 보증" 품질을

지시하는 파라미터를 AV 데이터 기록부(110)에 보낸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수신하고 나서 기록을 개시하는 특정 시간

이 되면(단계 258), AV 데이터 기록부(110)는 OPEN 명령을 발행한다(단계 259) . AV 데이터 기록부(110)의 후속하는

프로세스는 도 25의 (a)에 도시한 단계 252 내지 단계 255와 거의 같다 : AV 파일 시스템부(103)로 OPEN 명령을 발행하

고, 종료 시간이 될 때까지 AV 기록 명령을 반복하며, 종료 명령을 발행한다(단계 258 - 단계 262).

상술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화 기록은 특정 시간에 대한 충분한 비지정 AV 블록이 프로그램화 기록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개시된다.

단계 256 및 단계 257의 순서는 예약된 것이다.

(1-3-3) AV 데이터의 삭제

AV 파일 및 비 AV 파일은 모두 DELETE 명령이 발행되면 공통파일 시스템부(104)에 의해 삭제된다. 특정 파일을 삭제하

기 위해 DELETE 명령이 발행되면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파일명의 확장 및 속성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특정 파일이

AV 파일인지 비 AV 파일인지를 판단한다.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상기 판단 결과에 일치하여 AV 블록 관리표 및 공

간 비트맵 상의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도 27은 공통파일 시스템부(104)에 의해 실행된 AV 파일을 삭제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익스텐트가 특정한 AV 파일의 파일 엔트리를 참조함으로써 삭제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한다

(단계 240). 이 단계에서 예로 판정되면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익스텐트에 포함된 AV 블록의 상태를 변경함으로써

AV 블록 관리표를 "01"(AV 데이터용)로부터 "00"(비지정)으로 갱신하고(단계 241), AV 블록에 포함된 모든 섹터의 상태

를 변경함으로써 공간 비트맵을 "0"(지정)으로부터 "1"(비지정)로 갱신하고, 파일 엔트리로부터 익스텐트를 삭제한다(단계

243). 삭제될 익스텐트가 없다면(단계 240 : 아니오),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파일식별 기술자를 삭제하고 AV 파일 삭

제 프로세스를 종료한다.

도 28의 (a)는 삭제된 AV 파일을 나타낸다. 도면의 상부는 AV 파일 #1, #2가 AV 블록 #10 ∼#14에 기록된 것을 나타낸

다. 상기 AV 파일 #1은 2개의 익스텐트로 구성된다(AV 파일 #1-1, #1-2). 상기 AV 파일 #2는 AV 파일 #2-1, #2-2로

구성된다. 도 28의 (a)의 하부는 AV 블록 #11 및 #14의 AV 파일 #1로부터 삭제된 익스텐트를 나타낸다.

도 28의 (b)는 도 28의 (a)에 도시된 삭제에 대응하여 AV 블록 관리표와 공간 비트맵에서의 변경 상태를 나타낸다. 도 28

의 (b)의 좌측부는 삭제 전의 상태를 나타내고, 우측부는 삭제 후의 상태를 나타낸다. AV 블록 관리표에서 AV 블록 #11

및 #14의 상태는 도 27에 도시된 절차에 따라 "01"(AV 데이터용)로부터 "00"(비지정)으로 변경된다. 공간 비트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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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블록에 포함된 모든 섹터의 상태는 "0"(지정)으로부터 "1"(비지정)로 변경된다. 여기에서 도 28의 (a)의 하부는 AV 블

록 #11 및 #14에 포함된 AV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삭제된 것을 나타낸다. 실제로 AV 데이터는 AV 파일 시스템부(103)에

의해 무효인 데이터로 취급된다.

(1-3-4) 비 AV 데이터의 기록

도 29는 공통파일 시스템부(104)에 의해 실행되는 비 AV 파일을 기록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기록/편집/재생제어부(105)로부터 WRITE 명령을 수신하면,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기록

될 비 AV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단계 261). 이 단계에서 예로 판정되면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공간 비트

맵에서 "1"로 지정된 비지정 섹터와 AV 블록 관리표에서 "10"(비 AV 용) 또는 "00"(비지정)으로 기록된 AV 블록에 포함된

비지정 섹터를 검출한다(단계 262). 검출된 섹터를 포함하는 AV 블록의 상태가 "0"(비지정)으로 되면, 공통파일 시스템부

(104)는 상태를 "10"(비 AV 용)으로 변경하고, 검출된 섹터의 상태를 "0"(지정)으로부터 "1"(비지정)로 변경하며(단계

264), 비 AV 데이터를 검출된 섹터에 기록한다(단계 265). 다음으로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가장 최근에 기록된 2개

의 데이터가 연속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266). 단계 266에서 예(yes)로 판정되면 제어는 단계 261로 복귀하고; 만

약 아니오(no)로 판정되면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파일 엔트리를 현재 섹터의 바로 앞의 섹터를 포함하는 익스텐트의

할당 기술자에 기록하여 비 AV 데이터 기록 프로세스를 종료한다.

(1-3-5) 비 AV 데이터의 삭제

기록/편집/재생제어부(105)로부터 어떤 파일을 특정하는 DELETE 명령을 수신하고 해당 파일이 비 AV 파일이면, 공통파

일 시스템부(104)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도 30은 공통파일 시스템부(104)에 의해 실행되는 비 AV 파일을 삭제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익스텐트가 특정된 비 AV 파일의 파일 엔트리를 참조함으로써 삭제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

단한다(단계 271). 이 단계에서 예로 판정되면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익스텐트에 포함된 모든 섹터의 상태를 변경함

으로써 공간 비트맵을 "0"(지정)으로부터 "1"(비지정)로 갱신한다(단계 272).

다음으로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AV 블록 관리표를 참조함으로써 익스텐트의 AV 블록에 포함된 모든 섹터의 상태가

"1"(비지정)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273). 이 단계에서 맞다고 판정되면, 공통파일 시스템부(104)는 AV 블록의 상태

를 변경함으로써 AV 블록 관리표를 "10"(비 AV 용)으로부터 "00"(비지정)으로 갱신한다(단계 274). 공통파일 시스템부

(104)는 파일 엔트리로부터 익스텐트의 할당 기술자를 삭제하고(단계 104), 다음으로 단계 271로 복귀한다. 삭제될 익스

텐트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비 AV 파일 삭제 프로세스는 종료된다.

도 31의 (a)는 삭제된 비 AV 파일을 나타낸다. 도면의 상부는 비 AV 블록 #3 및 #4를 포함하는 AV 블록 #11을 나타낸다.

각각의 비 AV 블록 #3 및 #4는 오로지 1개의 익스텐트를 포함한다. 도 31의 (a)의 하부는 비 AV 파일 #3으로부터 삭제된

익스텐트를 나타낸다.

도 31의 (b)는 도 31의 (a)에 도시된 삭제에 대응하는 AV 블록 관리표와 공간 비트맵에서의 변경 상태를 나타낸다. 도 31

의 (b)의 좌측부는 삭제 전의 상태를 도시하고, 우측부는 삭제 후의 상태를 도시한다. AV 블록 관리표에서 AV 블록 #11은

도 30에 도시한 절차에 따라 블록 내에 #4가 존재하기 때문에 "10"(비 AV 데이터용)으로 남게 된다. 공간 비트맵에서 AV

블록 #11의 익스텐트에 포함된 모든 섹터의 상태는 "0"(지정)으로부터 "1"(비지정)로 변경된다. 여기에서 도 31의 (a)의

하부는 파일 #3에 포함된 비 AV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삭제된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비 AV 데이터는

AV 파일 시스템부(103)에 의해 무효인 데이터로 취급되고 있다.

상술한 바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지만, 본 실시예에 의한 DVD 램은 파일시스템 관리정보의 일부분으로서 공간 비트맵 및

AV 블록 관리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연속 영역이 AV 블록 단위로 지정되기 때문에 연속재생을 보증하게

된다.

본 실시예의 DVD 램에서 AV 블록이 AV 데이터로 지정되면, AV 블록에 포함된 모든 섹터의 상태가 공간 비트맵에서 "지

정"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관리방법에 의해 본 발명의 DVD 램이 공간 비트맵만을 지원하는 종래의 파일 시스템에 의해 액

세스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문제점이 방지된다 : 즉 AV 데이터에 대하여 AV 블록에 포함된 섹터 내에 데이터가 기록되는

것과, AV 데이터로 지정된 연속 섹터영역이 사용되거나 상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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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AV 데이터로 지정된 AV 블록에 포함된 섹터에 관하여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기록된 섹터의 상태만을 공간 비트맵에서

"지정"으로 나타낸다. 즉 AV 데이터로 지정된 AV 블록의 경우와는 달리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은 섹터의 상태는 공간 비트

맵에서 "지정"으로 나타낸다.

상기 구성에 의해 AV 블록이 다른 종류의 비 AV 데이터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비 AV 데이터는 자체 내에 비지정 영역이

있는 경우에 AV 블록에 기록될 수 있다. 이것으로 디스크가 AV 데이터용의 AV 블록과 비 AV 데이터용의 AV 블록 모두

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전체 디스크의 사용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DVD 레코더(10)는 가정에서 VTR을 대체하여 사용된다는 약속에 기초하

여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구성에 제한되지 않고 DVD 램 디스크가 컴퓨터용의 기록매체로 사용될 때는 다음과 같이 구성

할 수 있다. 즉 디스크 액세스장치(3)는 DVD 램 드라이브 장치로서 SCSI 또는 IDE로 불리는 IF를 통하여 컴퓨터 버스에

접속된다. 또 도 15에 도시한 디스크 액세스부(3) 이외의 부품들은 OS 및 응용 프로그램이 컴퓨터 상에서 실행될 때 획득

되거나 작동된다. 이 경우에 디스크 기록부(100), 디스크 판독부(101) 및 파일 시스템부(102)는 주로 OS 또는 OS의 기능

을 보강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으로서 획득된다. 또한 이것 이외의 다른 부품들은 주로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으로서 획득

된다. 파일 시스템부(102)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명령들은 어플리케이션에 제공되는 시스템 호출명령 등의 서비스 명령

과 동등하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AV 블록 관리표에서 각각의 AV 데이터 조각의 지정상태를 지시하기 위해 2비트가 이용된다. 그러나

비트의 수는 다른 종류의 속성정보를 부가할 수 있도록 증가시킬 수 있다.

도 32는 AV 블록 관리표의 제 2 구성예를 도시한다.

AV 블록 관리표는 지정정보 및 속성정보를 나타내는 복수의 2바이트 데이터 조각의 정렬을 포함한다. 각각의 2바이트 데

이터의 조각의 상위 4비트는 본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V 블록의 지정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하위 12비

트는 대응하는 AV 블록에서 유효 ECC 블록의 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첫 번째 AV 블록은 224(16진법 표기에서 "E0")

유효 ECC 블록을 포함하고, 6번째의 AV 블록은 223(16진법 표기에서 "DF") 유효 ECC 블록을 포함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도 32에 도시된 AV 블록 관리표에서 각각의 AV 블록에 대한 유효 ECC 블록의 수가 기록되고, 어드레스

오류를 포함하는 ECC 블록의 수로부터 각각의 AV 블록에 포함된 ECC 블록의 전체 수로 되는 유효 ECC 블록의 수를 뺀

다. 파일 시스템부(102)가 유효 ECC 블록의 수를 얻지 못하면, 상기 파일 시스템부(102)는 데이터를 기록할 때 어드레스

오류 프로세스를 실행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파일 시스템이 각각의 AV 블록에 정보없이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의 양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면에 도시한 AV 블록 관리표에 따라 파일 시스템부(102)는 데이터가 기록될 때 복잡

한 어드레스 오류 프로세스 필요로부터의 부담을 덜게 된다.

또 ECC 블록을 지시하는 다른 정보를 가질 수 있거나 또는 어드레스 오류가 발생되는 블록을 가질 수도 있으며, AV 파일

시스템이 정보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또한 "가변 길이" 또는 "비 가변 길이"를 지시하는 플래그로서 최상위 비트(MSB)와, 플래그가 온(on)될 때만 유효값으로서

AV 블록의 크기를 지시하는 값을 사용하여 실행함으로써 프로세스의 양을 저감할 수 있다. 이것은 어드레스의 발생확률이

매우 낮을 때와 거의 모든 AV 블록이 고정된 길이로서 인식될 때 가능하게 된다.

도 33은 AV 블록 관리표의 제 3 구성예를 도시한다.

AV 블록 관리표는 각각 지정 정보 및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복수의 4비트 데이터 조각의 정렬을 포함한다. 각각의 4비트

데이터 조각 중 하부 3비트는 본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V 블록의 지정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용된다. 최상위 비트

가 "1"(또는 가변길이 비트로 간주)이면 현재의 AV 블록을 지시하는 비트는 가변 길이를 갖고, 최상위 비트가 "0"이면 비

트 레이트는 고정된 길이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AV 블록이 고정 길이를 갖는 경우는 어드레스 오류를 갖지 않는 224 유효

ECC 블록을 포함하는 AV 블록을 나타낸다. 반면에 AV 블록은 가변 길이를 갖는다. AV 블록이 어드레스 오류를 갖는

ECC 블록을 포함할 때 또는 AV 블록이 구역 경계에 인접한 최종 AV 블록일 때는 해당 AV 블록은 가변 길이를 갖는다.

가변 AV 블록의 블록 길이는 도 32의 우측부에 도시한 가변 길이 AV 블록표에 기록된다. 도 5에 도시한 최종 블록 길이표

를 대체하는 상기 표는 각각의 가변 AV 블록과, 블록 번호 및 유효 ECC 블록의 번호를 포함한다. 도 32에 도시한 바와 같

이 AV 블록 관리표에서 가변 길이를 갖는 AV 블록은 빗금으로 표시된 네모로 나타낸다. 이들 각각의 가변 길이 AV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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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유효 ECC 블록의 번호는 가변 길이 AV 블록표에 기록된다. 각각에 대한 가변 길이 블록과, 블록 번호 및 유효

ECC 블록의 번호를 포함하는 가변 길이 AV 블록표에서 이와 같이 정렬함으로써, AV 블록 관리표에서 가변 길이 플래그

를 갖는 AV 블록을 관리할 때 AV 블록 번호를 사용하는 가변 길이 AV 블록표를 파일 시스템에서 참조할 수 있다. 또한 상

기 제 2 구성예에 비하여 제 3 구성예는 AV 블록 관리표의 크기가 감소된 것이다.

각각의 AV 블록의 물리적인 크기가 가변 길이로 설정되면, 가변 길이 AV 블록표에서 모든 AV 블록의 크기를 기록함으로

써 어려움 없이 섹터 및 AV 블록의 맵핑(mapping)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가변 길이 AV 블록 관리표의 물리적인 크기를

기록하는 대신에 트랙 개시 번호, 트랙 번호, AV 블록 관리표에서의 구역 번호를 기록함으로써 어려움 없이 섹터 및 AV 블

록의 맵핑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도 34는 AV 블록 관리표의 제 4 구성예를 도시한다.

AV 블록 관리표는 각각이 하나의 AV 블록에 해당하는 복수의 2바이트 데이터 조각의 정렬을 포함한다. 각각의 2바이트

데이터 조각은 지정 상태뿐만 아니라 AV 블록에 기록된 파일의 수를 나타낸다. 상위 4비트는 본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V 블록의 지정 상태를 지시한다. 하위 12비트는 파일의 수를 지시한다. 여기에서 파일의 수는 하나의 AV 블록에서

최대 4095 파일이다.

여기에서 하위 12비트는 카운터로서 간주된다. 각각의 카운터는 하나의 블록에 해당한다. 상기 파일이 일반적으로 큰 크기

를 갖는 AV 파일이거나 또는 비 AV 파일이 일반적으로 작은 크기를 갖는 경우에도 영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

이 분할되어 복수의 AV 블록에 기록될 수 있다. 이 경우 카운터는 AV 파일에 기록된 파일의 일부를 하나의 파일로서 고려

한다. 즉 AV 파일이 전체의 파일 또는 파일의 일부분을 포함하는가에 관계없이, 각각의 경우는 카운터에 의해 하나의 파일

로 인식된다. 또한 파일이 분할되어 하나의 AV 블록에 복수의 익스텐트에 기록되면, 상기 파일은 하나의 파일로서 간주된

다.

이러한 카운터를 사용함으로써 AV 블록의 관리에 2가지 이점이 생기게 된다. 첫 번째 이점은 비 AV 블록에 대하여 AV 블

록을 해제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파일 시스템부(102)는 AV 블록에 포함

된 모든 섹터가 비지정된 공간 비트맵을 참조함으로써 확인할 때 AV 블록을 비지정으로 해제한다.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있어서, AV 블록을 해제하기 위해 공간 비트맵이 참조된다. 그러나 도 34에 도시된 바와 같이

AV 블록 관리표가 카운터를 포함할 때, 카운터가 "0"이면 비 AV 데이터에 대하여 AV 블록을 해제한다. 이것은 공간 비트

맵을 참조하는 필요성을 없애 준다. 데이터가 어떠한 섹터로부터 삭제될 때마다 공간 비트맵이 갱신되는 것은 물론이다.

두 번째의 이점은 복수의 파일이 AV 데이터에 대하여 하나의 AV 블록에 함께 존재(coexist)하기가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함께 존재" 한다는 용어는 AV 파일이 다른 AV 파일이 이미 기록된 AV 파일에 부가되지 않고 하나의 파일이 복수의 AV

파일에 편집에 의해 분할되는 경우를 지시한다. 이 경우 카운터가 AV 블록에서 복수의 AV 파일이 존재하는 것을 검출하

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카운터가 "0"일 때 AV 블록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1개의 AV 블록에 2개의 파일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이 경우, 카운터 대신에 "함께 존재

하지 않는" 것 중에서 "함께 존재하는"을 지시하는 플래그를 충분히 설정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경

우 파일 시스템부(102)는 비 AV 데이터에 대하여 AV 블록을 해제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공간 비트맵을 참조할 수 있

고, AV 데이터에 대하여 AV 블록을 해제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함께 존재하는" 플래그를 참조할 수 있다.

또 상기 제 3 구성예에서 설명한 가변 길이 비트를 제 4 구성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각각의 AV 블록에 대한 데이

터의 크기가 3바이트 이상 증가되면, AV 블록 관리표를 AV 블록의 크기에 부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도 35는 AV 블록 관리표의 제 5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서 각각의 구역의 최종 AV 블록은 가변 길이를 갖고 구역 경계가 하나의 AV 블록에 있지 않도록 한다. 제 5 구

성예에서 각각의 AV 블록은 대략 7MB의 고정된 길이를 갖고, 이 AV 블록들은 디스크의 시작으로부터 순서대로 정렬된

다. 이 경우에 도 35에 빗금으로 나타낸 블록처럼, 몇 개의 AV 블록은 구역 경계를 포함할 수 있다. 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AV 블록에 대하여 연속 재생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각의 AV 블록이 구역 경계를 포함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제 5 구성예는 AV 블록 관리표에 각각의 AV 블록이 구역 경계를 포함

하는지를 나타내는 플래그를 갖도록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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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에 도시한 AV 블록 관리표는 각각이 1개의 AV 블록에 해당하는 복수의 4비트 데이터 조각의 정렬을 포함할 수 있

다. 상위 1비트는 대응하는 AV 블록이 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지의 여부를 지시한다. 하위 3비트는 AV 블록의 지정상태를

지시한다. 이 경우에 파일 시스템(102)은 AV 블록의 중심에 구역 경계를 갖는 3개의 연속 AV 블록을 1개의 AV 파일로 지

정한다. 이렇게 정렬함으로써 AV 파일이 구역 경계를 갖는 AV 블록에 기록되는 경우에도 연속 재생을 획득할 수 있게 된

다.

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AV 블록에 오로지 1개의 비 AV 파일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구역 경계의 수와 같은 수의 AV 블록

수가 생기게 되고, 즉 24개의 AV 블록이 비 AV 파일용으로 준비된다. 24 AV 블록의 전체 용량은 164MB가 된다. 이것은

AV 파일이 기록될 수 있는 영역의 용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파일 시스템(102)이 상술한 3개의 연

속 AV 블록과 각각의 구역 경계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

또 도 6에 도시한 AV 블록 관리표는 구역 경계의 전, 후가 연속되지 않는 AV 블록을 지시하는 불연속 플래그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렬함으로써 2개의 연속 AV 블록을 지정할 때, 파일 시스템(102)이 2개의 연속 AV 블록이 서

로 구역 경계를 갖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는데, 이것은 파일 시스템(102)이 AV 블록 관리표를 참조함으로써 정

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 AV 데이터용 AV 블록이 미리 결정된 크기를 갖는 설정으로 미리 예약되면 AV 데이터용 AV 블록과 비 AV 데이터용

AV 블록의 혼합이 방지된다. 이것으로 연속 영역을 AV 데이터로 지정하기가 용이해 진다.

AV 파일 시스템에 의해 디스크가 기록될 때 다른 종류의 파일 시스템에 의해 디스크가 양립하여 기록될 수는 없고, AV 블

록에 포함된 모든 섹터의 상태가 "AV 데이터용"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며, 디스크가 AV 파일 시스템에 의해 액세스될 때

만 AV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기록된 섹터의 상태를 "지정"으로 기록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AV 데이터에 대하여 AV 블록에 포함된 모든 섹터의 상태는 "지정"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AV 데이터가 실

제적으로 기록된 섹터의 상태만이 "지정"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것으로 AV 파일 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디스크 사이에 호

환을 통해 AV 블록에 비지정 영역을 관리하기가 용이해 지고, 다른 종류의 파일 시스템은 어느 정도 손실된다.

(제 2 실시예)

지금부터 제 2 실시예에 의한 광디스크 및 광디스크 기록/재생장치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2-1) 광 디스크

제 2 실시예가 제 1 실시예와 다른 점은 (1) AV 블록을 대신하여 의사 연속기록이 기록될 AV 데이터에 지정되는 것과, (2)

의사 연속기록 지정관리 정보가 AV 블록 관리표 대신에 이용되는 것이다. 차이점 (1) 및 (2)에 대하여 이하에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차이점 (1)에 관하여, 제 1 실시예에서 전체의 데이터 기록영역은 AV 데이터가 영역에 기록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각각이 미리 고정된 길이를 갖는 AV 블록 내에 거의 고정적으로 분할된다. 반대로 제 2 실시예에서 AV 블록은 사용

되지 않는다. 대신에 의사 연속기록으로 불리는 영역은 AV 데이터로 동적으로 지정되고, 각각의 의사 연속기록은 제 1 실

시예에서 설명한 고정길이보다 큰 크기를 갖는다.

상기 차이점 (2)에 관하여, 제 1 실시예에서 1개의 AV 블록 관리표가 모든 AV 블록의 지정상태를 관리하는데 이용된다.

반대로 제 2 실시예에서 의사 연속기록을 관리하는 의사 연속기록은 각각의 AV 파일에 대해 디스크 상에 기록된다.

따라서 제 1 실시예에 이용된 도 1∼도3과 도 8∼도 12는 제 2 실시예의 광디스크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도 4는 AV 블록

을 삭제함으로써 제 2 실시예에 적용할 수 있다. 제 2 실시예에서, 다른 특성들은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다 : 분할영역은 복

수의 구역영역으로 분할되고; 데이터의 판독 및 기록은 ECC 블록(각각은 16 섹터를 갖는다) 단위로 실행된다. 또한 도 6

에 도시한 AV 관리표가 제 2 실시예에서 이용되지 않더라도, 섹터 관리표(공간 비트맵)는 물론 이용된다.

(2-1-1) 의사 연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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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의 각각의 AV 파일은 1개 이상의 의사 연속기록으로 구성되어 연속재생을 획득한다. "의사 연속기록"은 AV 데

이터를 기록하는 영역 또는 영역에 기록된 AV 데이터로 정의되며, 여기에서 AV 데이터는 전체이거나 혹은 일부일 수 있

고, 연속 재생을 보증할 수 있는 크기보다 큰 크기를 가지며, 상기 영역은 연속 섹터 또는 ECC 블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ECC 블록 스킵 방식에 의해 스킵하는 것은 연속 섹터 또는 ECC 블록으로 간주한다.

상기 ECC 블록 스킵 방식에 따라 어드레스 오류 또는 기타의 오류를 일으키는 결함섹터가 검출되면, 상기 결함섹터를 포

함하는 ECC 블록은 스킵되고 데이터는 다음의 ECC 블록에 기록된다. 이 방식은 유사한 결함섹터가 검출될 때 선형대체

방식(linear replacement method)보다 연속재생 방식에 적합하고, 데이터는 같은 구역에 예약된 대체영역의 섹터 내에

기록된다. 이것은 ECC 블록 스킵 방식의 경우에 대체영역으로의 점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각의 의사 연속기록은 임의의 정수로 나타내는 수의 ECC 블록을 포함한다. 각각의 의사 연속기록의 섹터 개시는 ECC

블록 중의 하나의 개시 섹터이다. 즉 각각의 의사 연속기록은 단독구역 내에 위치한다. 의사 연속기록의 최소 크기는 224

ECC 블록(약 7MB)으로 설정되어 제 1 실시예의 AV 블록과 마찬가지로 AV 데이터의 연속재생을 보증한다.

상기 의사 연속기록의 지정결과를 나타내는 의사 연속기록 지정관리 정보는 각각의 AV 파일에 대하여 생성 및 기록된다.

상기 의사 연속기록 지정관리 정보는 대응하는 AV 파일이 개시될 때 기록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 정보는 각각

AV 파일에 대응하는 비 AV 파일로서 기록된다. 상기 의사 연속기록 지정관리 정보는 리스트 구조를 갖는다.

(2-1-2) 의사 연속기록의 지정

각각의 의사 연속기록 지정관리 정보(또는 관리정보라고도 함)는 AV 파일에 해당하고, 현재의 AV 파일에 의사 연속기록

으로 지정된 디스크 상의 영역을 나타낸다.

광디스크 기록장치는 AV 파일에 기록에 앞서 AV 파일의 의사 연속기록으로서 광디스크 상의 비지정 영역을 지정한다.

도 36의 (a)는 관리정보의 상세한 예를 도시하는 예시도이다. 도 35의 (b)는 도 36의 (a)에 도시한 관리정보에 대응하는 공

간 비트맵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6의 (a)에서 관리정보는 엔트리 e1 및 e2를 포함하는 표로서 설명되어 있다. 각각의 엔트리는 도면의 좌측으로부터

우측을 향하여 개시 섹터 번호(LSN: Logical Sector Number), 종료섹터 번호 및 속성을 나타낸다. 속성 "0"은 의사 연속

기록을 나타내고; 속성 "1"은 비지정 영역을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 속성은 항상 "0"이다.

각각의 엔트리에 의해 특정되는 상기 개시 및 종료 섹터 번호에 의해 식별되는 영역은 전체 또는 분할 의사 연속기록으로

지정되는 일련의 섹터를 지시한다.

여기에서, 의사 연속기록과 파일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익스텐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의사 연속기록 및

익스텐트는 익스텐트가 구역경계를 초과하지 않을 때 일 대 일 관계로 서로 일치하고 ; 복수의 의사 연속기록은 익스텐트

가 구역경계를 초과할 때 하나의 익스텐트에 일치한다. 예를 들어 익스텐트가 구역경계를 초과하면 2개의 의사 연속기록

은 구역경계의 전, 후에 형성되고, 2개 모두가 익스텐트에 대응한다.

(2-1-3) 의사 연속기록 지정관리 정보 및 공간 비트맵

도 36의 (b)는 도 36의 (a)에 도시한 관리정보에 대응하는 공간 비트맵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6의 (b)에 도시한 예에서

의사 연속영역 #1의 섹터(섹터 번호 6848∼15983))에 대응하는 비트는 모두 "지정"을 지시하는 "0"이다. 관리 정보 및 공

간 비트맵이 데이터 영역의 지정상태를 지시하기 위해 다른 단위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상기 관리 정보 및 공간 비트맵은

함께 관리되어 서로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디스크 기록장치는 의사 연속 영역으로서 지정된 섹터에 대응

하는 공간 비트맵에서의 비트를 "지정"을 지시하는 "0"으로 설정한다.

(2-2) 기록/재생장치

여기에서 제 2 실시예의 광디스크 기록/재생장치를 설명하기로 한다.

(2-2-1) 시스템 및 하드웨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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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실시예는 도 14에 도시한 시스템 구조, 도 15에 도시한 DVD 레코더의 하드웨어 구조, 도 16에 도시한 MPEG 인코더

(2) 구조 및 도 17에 도시한 MPEG 디코더(4) 구조에 관하여 제 1 실시예와 동일한 구조를 사용한다.

제 2 실시예는 제 1 실시예와 (1) AV 블록에 대신하여 의사 연속기록이 기록될 AV 데이터에 지정되는 것과, (2) 의사 연속

기록 지정관리 정보가 AV 블록 관리표 대신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사용하기 위해 상기 프로그

램과 다른 프로그램이 도 15에 도시한 주메모리(1d)에 저장된다.

(2-2-2) 기능 블록도

도 37은 부품의 기능에 기초하여 제 2 실시예의 DVD 레코더(10)의 구성을 도시하는 기능 블록도이다. 도 37에 도시한 각

각의 기능은 제어부(1)에서 CPU(1a)가 도 14에 도시한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 주메모리(1d)의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에 얻어진다.

도 37에서 도 18에 나타낸 참조 부호와 동일한 부호는 제 1 실시예에서의 부품과 동일한 것을 나타내고, 그들의 기능에 대

한 설명은 본 실시예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제 2 실시예는 도 18에 도시한 제 1 실시예에서 파일 시스템부(102), 기록/편집/재생제어부(105) 및 AV 데이터 기록부

(110)가 사용되지 않는 대신에, 파일 시스템부(202), 기록/편집/재생제어부(205) 및 AV 데이터 기록부(210)가 이용되는

점이 다르다.

상기 파일 시스템부(202)는 제 1 실시예에 대응하는 AV 파일 시스템부(103) 및 공통파일 시스템부(104) 대신에 AV 파일

시스템부(203) 및 공통파일 시스템부(204)를 포함하는 점이 다르다.

상기 AV 파일 시스템부(203)는 AV 파일 시스템부(103)가 도 21에 도시한 AV_WRITE 명령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만이

다르다.

상기 공통파일 시스템부(204)는 공통파일 시스템부(104)에서 WRITE 명령이 디스크 상에서 비 AV 데이터뿐만 아니라

AV 데이터를 기록하는데 이용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즉 파일 시스템부(202)는 AV 데이터와 비 AV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

고, 양자 모두를 동일하게 취급한다. 상기 AV 데이터와 비 AV 데이터는 AV 데이터 기록부(210), AV 데이터 편집부(220)

및 AV 데이터 재생부(230)에 의해 달리 취급된다.

상기 AV 데이터 기록부(210), AV 데이터 편집부(220) 및 AV 데이터 재생부(230)는 기록/편집/재생제어부(205)로부터

각각 기록요구, 편집요구 및 재생요구를 수신하면 필요한 명령을 AV 파일 시스템부(103)에 발행한다.

상기 AV 데이터 기록부(210)는 제어부(205)로부터 기록요구를 수신하면 요청된 기록에 대한 필요한 명령을 AV 파일 시

스템부(103)에 발행하고, 도 36의 (a)에 도시한 관리정보를 생성 또는 갱신한다. 특히 AV 데이터 기록부(210)는 기록요구

를 수신하면 공간 비트맵과 관리정보를 참조함으로써 비지정 영역을 탐색하고, 이미 언급한 약 7MB의 고정길이보다 큰

크기를 갖는 영역을 지정하며, 또한 도 36의 (a)에 지정한 관리정보의 새로운 조각을 생성한다. 여기에서 의사 연속기록이

이미 생성되었다면, 존재하는 의사 연속기록이 새로운 의사 연속기록으로서 지정된 것에 가능한 한 가깝게 되거나 후속하

는 영역인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상기 AV 데이터 기록부(210)는 새롭게 지정된 영역에 대한 새로운 관리정보의 조각

을 생성한다.

(2-3-1) AV 파일의 기록

DVD 레코더(10)에서의 AV 파일의 기록을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38은 본 실시예에서의 DVD 레코더의 기록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사용자가 기록 버튼을 누르거나 "현재 시간"이 "프로그램화 기록"의 개시 시간에 도달하게 되면, 기록 개시의 통지가 사용

자 IF 부(106)를 통하여 기록/편집/재생제어부(105)에 보내진다.

상기 통지를 수신하면, 제어부(105)는 의사 연속기록으로서 미리 결정된 크기(약 7MB)보다 큰 크기를 갖는 영역을 지정

한다(단계 380). 특히 제어부(105)는 공간 비트맵과 관리정보를 비지정 연속섹터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참조한다.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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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어부(105)는 검출된 비지정 연속섹터 영역을 새로운 의사 연속기록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AV 데이터

가 디스크에 이미 기록되어 있거나 기록될 AV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AV 데이터로부터 연속될 때, 제어부(105)는

가능하다면 존재하는 AV 데이터의 이미 지정된 연속기록 영역으로부터 계속되는 연속기록 영역을 지정한다.

상기 기록/편집/재생제어부(105)는 파일식별자와 기록조건으로서 지정된 "시간보증"품질을 지시하는 파라미터를 AV 데

이터 기록부(210)에 보낸다. 상기 AV 데이터 기록부(210)는 MPEG 인코더(2)가 수신기(9)를 통하여 수신된 미리 결정된

채널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의 부호화를 개시하도록 명령하고, 부호화된 MPEG 데이터를 트랙버퍼(3a)에 전송한다

(단계 381).

상기 기록/편집/재생제어부(105)는 새롭게 지정된 의사 연속기록을 특정하는 CREAT 명령을 공통파일 시스템부(204)에

발행한다(단계 382). 상기 명령을 수신한 후 공통파일 시스템부(204)는 새롭게 지정된 의사 연속기록에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면 새로운 파일식별 기술자로 복귀한다.

상기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에, AV 데이터 기록부(210)는 OPEN 명령을 AV 파일 시스템부(203)에 발행하여(단계 383),

AV 파일 시스템부(203)가 제어부(105) 및 파일 엔트리 상의 정보에 의해 부여되는 파일식별 기술자를 작업 메모리(도시

생략)에 저장하도록 허용한다(작업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는 "Fd"(File descriptor)라고도 함).

상기 AV 데이터 기록부(210)는 트랙버퍼(3a)가 미리 결정된 양의 MPEG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WRITE 명령을 AV 파

일 시스템부(203)에 발행한다(단계 385, 단계 386). 상기 AV 데이터 기록부(210)는 이 프로세스를 제어부(105)로부터 정

지명령을 수신할 때까지 계속한다(단계 384 : 예). 여기에서 WRITE 명령이 3개의 특정한 파라미터와 함께 시스템부(203)

에 발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3개의 파라미터는 각각 다음을 지시한다 : 즉 상술한 바와 같이 OPEN 명령에 의해 열려있

는 Fd; 기록될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본 실시예에서는 트랙버퍼(3a)를 각각 지시한다.

상기 파라미터에 의해 특정된 Fd는 파일 엔트리와 마찬가지로 익스텐트의 저장위치에 대한 정보와 익스텐트의 길이정보

를 포함한다. 상기 정보는 단계 380에서 지정된 의사 연속기록을 나타낸다. 상기 Fd는 Fd의 개시 및 종료주기 동안에

WRITE 명령이 발행될 때마다 갱신된다. 두 번째 혹은 계속되는 WRITE 명령에 대해서는 이미 기록된 데이터에 연속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부가적으로 기록된다.

정지명령을 수신하면(단계 384), AV 데이터 기록부(210)는 WRITE 명령을 발행한다(단계 387). 다음으로 AV 데이터 기

록부(210)는 CLOSE 명령을 발행한다(단계 388). 다음으로 AV 데이터 기록부(210)는 AV 파일 관리정보 생성부(112)에

AV 파일(VOB)의 기록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한다(단계 389). 다음으로 상기 AV 데이터 기록부(210)는 관리정보를 생성

또는 갱신하기 위해 기록된 AV 데이터의 Fd를 참조한다(단계 390). 즉 AV 데이터 기록부(210)는 AV 파일이 처음으로 기

록되었을 때 새로운 조각의 관리정보를 생성하고; AV 데이터 기록부(210)는 AV 파일이 부가적으로 기록되었을 때 관리정

보 및 공간 비트맵을 갱신한다. 상기 생성 및 갱신된 관리정보는 공통파일 시스템부(204)를 통하여 비 AV 파일로서 디스

크에 기록된다.

여기에서 WRITE 명령은 단계 387에서 트랙버퍼의 나머지 데이터를 디스크 상에 기록하기 위해 발행된다. 또한 단계 255

에서 발행된 CLOSE 명령은 DVD 램 디스크의 파일식별 기술자, 파일 엔트리 등으로 DVD 램 디스크상의 작업 메모리에

Fd를 라이트 백(write back)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령이다.

상술한 바로부터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AV 데이터를 기록할 때 본 실시예의 DVD 레코더는 공간 비트맵과 관리정보를 참

조함으로써 의사 연속기록으로서 동적으로 영역을 지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제 1 실시예의 DVD 레코더와 비교하여 본

실시예에 의한 DVD 레코더는 데이터 영역이 논리적으로 분할된 섹션인 AV 블록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디스크

상의 데이터 영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 제 3 실시예

제 3 실시예는 제 2 실시예와 (1) 의사 연속기록의 최소 크기가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과, (2) 의사 연속기록 지정관

리 정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상기 차이점은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차이점 (1)에 관하여, 본 실시예의 DVD 레코더(10)는 실제적으로 부호화될 비디오 오브젝트의 비트 레이트에 따라

의사 연속기록의 최소 크기를 결정하고, 반면에 제 2 실시예에서 의사 연속기록의 최소크기는 AV 데이터의 연속재생을 보

증하기 위해 약 7MB의 고정길이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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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차이점 (2)에 관하여, 본 실시예의 DVD 레코더(10)는 관리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DVD 레코더(10)는 공

간 비트맵을 참조함으로써 비지정영역을 탐색하여 의사 연속기록으로서의 영역을 기록될 AV 데이터에 지정하게 된다.

(3-1) 의사 연속기록의 최소 크기

먼저 상기 차이점 (1)에서 언급된 의사 연속기록의 최소 크기를 결정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도 39는 AV 데이터가 트랙버퍼에 버퍼링되는 모델을 도시한 도면으로, 비디오 오브젝트를 재생하는 재생장치에 의해 AV

데이터가 DVD 램 디스크로부터 판독된다. 이 모델은 재생장치에 대하여 요구되는 최소 명세에 기초하여 생성된다. 이러

한 명세들이 충족될수록 연속된 재생이 보증된다.

도 39의 윗부분에서 DVD 램 디스크로부터 판독된 AV 데이터는 ECC 프로세스에 따른다. 다음으로 프로세스된 AV 데이

터는 트랙버퍼(FIFO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고 디코더로 보내진다. 도 39에서 "Vr"은 트랙버퍼의 입력 전송률(광디

스크로부터 판독된 데이터 율)을 나타내고, "Vo"는 트랙버퍼의 출력 전송률(디코더 입력률)을 나타내며, 여기에서 Vr>Vo

이다. 본 모델에서 Vr=11Mbps이다.

도 39의 아랫부분은 본 모델에서 트랙버퍼의 데이터 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서 수직축은 트랙버퍼

의 데이터 양을 나타내고; 수평축은 시간을 나타낸다. 상기 그래프는 결함섹터를 갖지 않는 의사 연속기록 #j와 결함섹터

를 갖는 의사 연속기록 #k는 순서대로 판독된다는 약속에 기초한 것이다.

"T1"은 결함섹터를 갖지 않는 의사 연속기록 #j에 기록된 전체 AV 데이터를 판독함으로써 얻어지는 시간을 나타낸다. 이

주기"T1"에서 트랙버퍼의 데이터 양은 (Vr-Vo)의 비율로 증가한다.

"T2"(또는 점프 주기라고도 함)는 의사 연속기록 #j로부터 #k로 점프하기 위해 광디스크에 의해 얻어지는 시간을 나타낸

다. 상기 점프 주기는 광 픽업의 탐색시간과 광디스크의 회전이 안정화되는데 요구되는 시간을 포함한다. 최대 점프주기는

가장 안쪽 회로로부터 가장 바깥 회로로 점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동일하다. 본 모델에 있어서, 최대 점프 주기는 약

1500㎳로 가정한다. 이 주기 T2에서 트랙버퍼의 데이터 양은 Vo의 비율로 감소한다.

"T3"으로부터 "T5"까지의 3주기를 포함하는 주기는 결함섹터를 갖는 의사 연속기록 #k에 기록된 전체 AV 데이터를 판독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이 주기 T3으로부터 T5 중에서, T4는 결함섹터를 갖는 현재의 ECC 블록을 스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내고, 다음

의 ECC 블록으로 이동한다. 다음의 ECC 블록으로 이동하는 것은 현재의 ECC 블록(16섹터)에서 1개라도 결함섹터가 발

견될 때 실행된다. 즉 결함섹터가 발견될 때 결함섹터의 문제는 결함섹터를 포함하는 전체 ECC 블록(모두 16 섹터)을 사

용하지 않고 해결되는 것으로, 대체섹터(대체 ECC 블록)에 의해 논리적으로 결함섹터를 대체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은 아

니다. 이러한 방식은 앞에서 설명한 ECC 블록 스킵 방식이라고 불린다. 주기 T4는 디스크 회전대기 시간을 나타내며, 여

기에서 최대 디스크 회전대기 시간은 디스크가 완전히 일회전한 시간과 동등하다. 이 모델에서 최대 디스크 회전대기 시간

은 약 105㎳로 가정하고 있다. 상기 주기 T3과 T5에서 트랙버퍼의 데이터 양은 (Vr-Vo)의 비율로 증가한다.. 주기 T4에

서 데이터 양은 Vo의 비율로 감소한다.

의사 연속기록의 크기는 "N_ecc*16*8*2048"로 나타내고, 여기에서 "N_ecc"는 의사 연속기록에 포함된 전체의 ECC 블

록 수를 나타낸다. N_ecc의 최소값은, 즉 의사 연속기록의 최소 크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계산된다.

주기 T2에서 AV 데이터는 트랙버퍼로부터 판독된다. 단지 이것만이 실행된다. 이 주기 동안에 버퍼의 용량이 0이 되면,

디코더에 언더 플로우가 발생한다. 이것이 발생하면, AV 데이터의 연속재생은 획득될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AV 데이터

의 연속재생을 보증하기 위해(언더 플로우를 생성하지 않고)서는 다음의 수학식 6이 만족되어야 한다.

수학식 6

(저장량 B)≥ (소비량 R)

상기 저장량 B는 주기 T1의 끝부분의 트랙버퍼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의 양이다. 상기 소비량 R은 주기 T2 동안에 판독

되는 전체 데이터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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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저장량 B는 다음의 수학식 7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수학식 7

상기 수학식 7에서 "L"은 의사 연속기록의 크기를 나타낸다.

상기 소비량 R은 다음의 수학식 8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수학식 8

(소비량 R) = T2* Vo

상기 수학식 6의 양변을 각각 상기 수학식 7과 수학식 8에 의해 대체하면 다음의 수학식 9를 얻을 수 있다.

수학식 9

(N_ecc*16*8*2048)*(1-Vo/Vr)≥ T2*Vo

도 9로부터 의사 연속기록에 포함된 ECC 블록의 전체 수를 나타내는 "N_ecc"는 AV 데이터의 연속재생을 보증하기 위해

다음의 수학식 10을 만족하여야 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

수학식 10

N_ecc≥ Vo*Tj/((16*8*2048)*(1-Vo/Vr))

상기 수학식 10에서 "Tj"는 이미 상술한 점프주기를 나타낸다. 최대 점프주기는 약 1.5초이다. "Vr"은 고정길이(도 39의

윗부분에 도시한 재생장치 모델에서, Vr=11Mbps)이다. 또한 비디오 오브젝트는 가변비트 레이트에 의해 나타내고, "Vo"

는 다음의 수학식 11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다음의 수학식 11로부터 획득되는 "Vo"는 트랙버퍼 출력의

물리적인 전송률의 값이 아니라, 가변비트 레이트에 의해 제공되는 AV 데이터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 입력률이다. 다음

의 수학식 11에서 의사 연속기록 길이에 관하여, N_pack은 N_ecc 블록에 기록될 비디오 오브젝트에 포함된 전체의 팩 수

이다.

수학식 11

상기 수학식 11에서 "SCR_first_current"는 비디오 오브젝트의 첫 번째 팩을 출력하여야 하는 재생장치의 트랙버퍼에서

의 시간(1/27(메가)초 이내)이고,

"SCR_first_next"는 다음 비디오 오브젝트의 첫 번째 팩을 출력하여야 하는 재생장치의 트랙버퍼에서의 시간(1/27(메가)

초 이내)이다.

상기 수학식 10과 수학식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의사 연속기록의 최소 크기는 AV 데이터의 비트 레이트에 따라 이론적

으로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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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학식 10은 광디스크 상에 어떠한 결함섹터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속재

생을 보증하는데 요구되는 "N_ecc"의 값의 항목에 대하여 이하에 설명하기로 하며, "N_ecc"는 의사 연속기록에서의 ECC

블록의 수를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의사 연속기록은 "dN_ecc"로 나타내는 수의 결함섹터를 갖는 ECC 블록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어떠한

AV 데이터도 이미 설명한 ECC 블록 스킵으로 인하여 "dN_ecc" 결함 ECC 블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dN_ecc 결함 ECC

블록의 스킵에 의해 생성되는 손실 시간 Ts는 "T4*dN_ecc"로 나타내고, 여기에서 "T4"는 도 39에 도시한 모델에 대하여

ECC 블록의 스킵시간을 나타낸다.

상술한 설명을 고려하여, 결함섹터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AV 데이터의 연속재생을 보증하기 위해 의사 연속기록은 다음의

수학식 12에 의해 제공되는 수만큼의 ECC 블록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수학식 12

N_ecc≥ dN_ecc + Vo*(Tj+Ts)/((16*8*2048)*(1-Vo/Vr))

상술한 바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의사 연속기록의 크기는 결함섹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상기 수학식 10으로부터 산출

될 수 있고, 어떠한 결함섹터라도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상기 수학식 12로부터 산출될 수 있다.

여기에서 AV 데이터 열이 복수의 의사 연속기록으로 구성되면, 첫 번째와 최종 의사 연속기록은 상기 수학식 10 또는 수

학식 12를 만족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최종 의사 연속기록이 연속되는 AV 데이터를 갖지 않기 때문이며, 제 1 및 제 2 의

사 연속기록 사이의 연속재생이 복호개시의 시간지연에 의해 보증되는 것으로, 즉 트랙버퍼가 일정량의 데이터를 저장한

후에 디코더에 데이터 공급을 개시하기 때문이다.

(3-2) AV 파일의 기록

DVD 레코더(10)에서의 AV 파일의 기록에 관하여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40은 본 실시예에 의한 DVD 레코더에서의 기록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이 흐름도는 도 38과 마찬가지인데,

다만 380이 단계 400으로 대체되고 단계 390이 삭제되고 있다.

도 40에 나타낸 흐름도에서는 차이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사용자가 기록 버튼을 누르거나 "현재시간"이 "프로그램화 기록"의 개시시간에 도달하면, 사용자 IF 부(106)를 통하여 기

록 개시의 통지가 기록/편집/재생 제어부(105)에 보내진다.

상기 통지를 수신하면, 제어부(105)는 상술한 최소 크기보다 큰 크기를 갖는 영역을 의사 연속기록으로 지정한다(단계

400). 특히 상기 제어부(105)는 상기 수학식 10 및 수학식 11을 이용하여 비디오 오브젝트의 실제 비트 레이트를 산출한

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최소 크기를 만족하는 미리 결정된 크기가 편의상 대신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05)는 광디스

크 상의 비지정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파일관리 영역의 공간 비트맵과 각각의 할당 기술자를 참조하고, 검출된 영역을 나

타내는 자유공간 리스트를 생성하고, 검출된 영역 중에서 의사 연속기록으로서 최소 크기보다 큰 영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역경계를 포함하는 영역이 구역경계의 전과 후에서 2개의 비지정 영역으로 취급된다.

도 41은 자유공간 리스트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1에서 "개시 섹터" 칼럼은 비지정 영역의 개시 섹터의 수를 나타내고;

"속성" 칼럼은 대응하는 영역이 지정되었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도면에서 "자유"는 대응하는 영역이 지정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최소 크기가 약 7MB(3500 섹터)인 것으로 가정하면, 비지정 영역 c1은 이 값보다 작은 것을 나타내고, 비지정 영역 c2와

c3은 모두 이 값보다 큰 것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 기록/편집/재생제어부(105)는 비지정 영역 c2와 c3을 의사 연속기록으

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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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8에 도시한 동일한 단계가 계속된다. 여기에서 AV 데이터를 기록할 때 AV 데이터 기록부(210)는 광디스크의 최내주

부로부터 최외주부 영역의 순서로 비지정된 영역에 의해 계속되는 자유공간 리스트를 참조함으로써 가장 안쪽에 위치한

비지정영역을 먼저 사용한다. 또한 상기 자유공간 리스트는 광디스크 상에 기록되지 않는다.

도 42는 도 40의 단계 400에서 실행되는 의사 연속기록을 지정하는 프로세스를 상세히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제어부(105)는 광디스크 상의 비지정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파일관리 영역의 공간 비트맵과 각각의 할당 기술자를 참조한

다(단계 421). 이렇게 함으로써 상기 제어부(105)는 AV 데이터를 기록하기에 지나치게 작은 영역(예를 들면 크기가 수백

킬로바이트)을 무시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05)는 검출된 비지정 영역에 기초하여 자유 공간 리스트를 생성한다(단계 422). 이렇게 함으로써 구역경계

를 포함하는 영역은 구역경계의 전과 후의 2개의 비지정 영역으로 취급되게 된다. 여기에서 상기 제어부(105)는 AV 파일

시스템부(103)를 조회함으로써, 즉 도 21에 도시한 SEARCH_DISCON 명령을 발행함으로써 영역에 구역경계가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광디스크 상의 구역경계의 위치는 미리 설정되어 있으며, 그것은 AV 파

일 시스템부(103)에 의해 저장 및 관리된다.

또한 상기 제어부(105)는 상기 수학식 10과 수학식 11을 이용함으로써 의사 연속기록의 최소 크기를 결정한다(단계 423).

여기에서 결함섹터가 발견되면 제어부(105)는 상기 수학식 12와 수학식 11을 이용한다. 이 프로세스를 간략히 하면, 제어

부(105)는 화상 품질(예를 들면 도 24에 도시한 "고급", "표준" 및 "시간보증"으로 품질 분류함)을 준수하여 미리 결정된

AV 데이터의 비트 레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의사 연속기록의 최소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기 기록/편집/재생제어부(105)는 검출된 영역간에서 최소 크기보다 큰 영역을 의사 연속기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순서를 결정한다(단계 424). 상기 순서는 예를 들면 디스크의 가장 안쪽부분으로부터 가장 바깥부분으로 결정되어 탐

색을 위한 이동이 가능한 한 적어지도록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AV 데이터를 기록할 때, 본 실시예에 의한 DVD 레코더는 공간 비트맵과 파일관리 영역 각각의 할당 기

술자를 참조함으로써 비지정 영역을 동적으로 지정한다. 결과적으로, 제 2 실시예와는 달리 본 3 실시예에서의 DVD 레코

더는 의사 연속기록 지정관리 정보를 기록하지 않고 AV 데이터를 기록하는 의사 연속기록을 동적으로 지정한다.

본 제 3 실시예에서 자유공간 리스트는 각각의 기록용으로 생성된다. 그러나 광디스크가 광디스크 드라이브에 로드될 때

DVD 레코더는 자유공간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고, DVD 레코더가 AV 데이터를 기록할 때마다 리스트를 갱신할 수 있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첨부되는 도면을 참조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종래 기술에 부가하여 다양한 변경과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이나 수정이 본 발명의 개요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본 기술 자체에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술한 바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광디스크 기록장치는 랜덤 액세스 광디스크 상에 AV 데이

터를 기록하기에 적합하고, 재생장치에 의해 연속재생을 보증하게 된다. 본 발명에 의한 광디스크는 재생장치에 의해 AV

데이터의 연속재생을 보증하는 것에 적합하다. 본 발명에 의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는 광디스크 용의 기록/재생부

를 포함하는 컴퓨터상에 운용되고, 연속재생을 보증하기 위한 AV 데이터의 기록에 적합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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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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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광디스크 상에 비디오 오브젝트를 기록하는 광디스크 기록장치로서,

상기 광디스크의 기록영역은, S_size 바이트의 섹터가 N_sec개 연속된 영역을 ECC 블록으로 하는 복수의 ECC블록으로

분할되고,

각 비디오 오브젝트는 각각이 S_size 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복수의 팩으로 구성되며,

상기 광디스크에는 각 섹터의 데이터 할당 상황을 나타내는 섹터정보가 기록되고,

최소 크기는 다음 식에서 "N_ecc"로 나타낸 ECC 블록의 갯수이며,

N_ecc=Vo*Tj/((N_sec*8*S_size)*(1-Vo/Vr))로 나타내고,

여기에서, "Tj"는 재생장치의 광 픽업의 최대 점프시간을 나타내며, "Vr"은 재생장치의 트랙버퍼의 입력 전송률을 나타내

고, "Vo"는 트랙버퍼의 유효출력 전송률을 나타내며,

상기 광디스크에서 상기 섹터정보를 판독하는 판독수단과;

상기 판독된 섹터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상기 광디스크 상에서, 연속된 비지정의 섹터 열로서, 상기 재생장치에 대해 상기

비디오 오브젝트를 연속으로 재생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의 양에 대응하는 상기 최소 크기보다 큰 섹터 열을 검출하는 검

출수단과;

S_size 바이트의 팩을 포함하는 상기 비디오 오브젝트를 상기 검출된 연속된 비지정의 섹터 열에 기록하는 기록수단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기록장치.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출력 전송률 V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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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_pack*S_size*8)*(27M/(SCR_first_next-SCR_first_current))로 나타내고,

여기에서, "N_pack"은 상기 N_ecc개의 ECC 블록에 기록되는 비디오 오브젝트에 포함되는 팩의 전체 수이며,

"SCR_first_current"는 재생장치가 비디오 오브젝트의 선두 팩을 트랙버퍼로부터 출력할 때의 시간(1/27 M초 단위)을 나

타내고, "SCR_first_next"는 재생장치가 후속하는 연속된 비지정의 섹터 열에 기록된 다른 비디오 오브젝트의 선두 팩을

트랙버퍼로부터 출력할 때의 시간(1/27 M초 단위)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기록장치.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수단에 의해 상기 비디오 오브젝트가 기록된 영역을 나타내는 관리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관리정보를 상기 광디

스크 상에 기록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기록장치.

청구항 29.

광디스크 상에 비디오 오브젝트를 기록하는 광디스크 기록방법으로서,

상기 광디스크의 기록영역은, S_size 바이트의 섹터가 N_sec개 연속된 영역을 ECC 블록으로 하는 복수의 ECC블록으로

분할되고,

각 비디오 오브젝트는 각각이 S_size 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복수의 팩으로 구성되며,

상기 광디스크에는 각 섹터의 데이터 할당상황을 나타내는 섹터정보가 기록되고,

최소 크기는 다음 식에서 "N_ecc"로 나타낸 ECC 블록의 갯수이며,

N_ecc=Vo*Tj/((N_sec*8*S_size)*(1-Vo/Vr))로 나타내고,

여기에서, "Tj"는 재생장치의 광 픽업의 최대 점프시간을 나타내며, "Vr"은 재생장치의 트랙버퍼의 입력 전송률을 나타내

고, "Vo"는 트랙버퍼의 유효출력 전송률을 나타내며,

상기 광디스크에서 상기 섹터정보를 판독하는 판독단계와;

상기 판독된 섹터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상기 광디스크 상에서, 연속된 비지정의 섹터 열로서, 상기 재생장치에 대해 상기

비디오 오브젝트의 연속으로 재생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의 양에 대응하는 상기 최소 크기보다 큰 섹터 열을 검출하는 검

출단계와;

S_size 바이트의 팩을 포함하는 상기 비디오 오브젝트를 상기 검출된 연속된 비지정의 섹터 열에 기록하는 기록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기록방법.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출력 전송률 Vo는,

Vo=(N_pack*S_size*8)*(27M/(SCR_first_next-SCR_first_current))로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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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N_pack"은 상기 N_ecc개의 ECC 블록에 기록되는 비디오 오브젝트에 포함되는 팩의 전체 수이며,

"SCR_first_current"는 재생장치가 비디오 오브젝트의 선두 팩을 트랙버퍼로부터 출력할 때의 시간(1/27 M초 단위)을 나

타내고, "SCR_first_next"는 재생장치가 후속하는 연속된 비지정의 섹터 열에 기록된 다른 비디오 오브젝트의 선두 팩을

트랙버퍼로부터 출력할 때의 시간(1/27 M초 단위)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기록방법.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단계에서 상기 비디오 오브젝트가 기록된 영역을 나타내는 관리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관리정보를 상기 광디스

크 상에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기록방법.

청구항 32.

광디스크 상에 비디오 오브젝트를 기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로서,

상기 광디스크의 기록영역은, S_size 바이트의 섹터가 N_sec개 연속된 영역을 ECC 블록으로 하는 복수의 ECC블록으로

분할되고,

각 비디오 오브젝트는 각각이 S_size 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복수의 팩으로 구성되며,

상기 광디스크에는 각 섹터의 데이터 할당상황을 나타내는 섹터정보가 기록되고,

최소 크기는 다음 식에서 "N_ecc"로 나타낸 ECC 블록의 갯수이며,

N_ecc=Vo*Tj/((N_sec*8*S_size)*(1-Vo/Vr))로 나타내고,

여기에서, "Tj"는 재생장치의 광 픽업의 최대 점프시간을 나타내며, "Vr"은 재생장치의 트랙버퍼의 입력 전송률을 나타내

고, "Vo"는 트랙버퍼의 유효출력 전송률을 나타내며,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광디스크에서 상기 섹터정보를 판독하는 판독단계와;

상기 판독된 섹터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상기 광디스크 상에서, 연속된 비지정의 섹터 열로서, 상기 재생장치에 대해 상기

비디오 오브젝트의 연속으로 재생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의 양에 대응하는 상기 최소 크기보다 큰 섹터 열을 검출하는 검

출단계와;

S_size 바이트의 팩을 포함하는 상기 비디오 오브젝트를 상기 검출된 연속된 비지정의 섹터 열에 기록하는 기록단계를 컴

퓨터에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출력 전송률 Vo는,

Vo=(N_pack*S_size*8)*(27M/(SCR_first_next-SCR_first_current))로 나타내고,

등록특허 10-0542937

- 36 -



여기에서, "N_pack"은 상기 N_ecc개의 ECC 블록에 기록되는 비디오 오브젝트에 포함되는 팩의 전체 수이며,

"SCR_first_current"는 재생장치가 비디오 오브젝트의 선두 팩을 트랙버퍼로부터 출력할 때의 시간(1/27 M초 단위)을 나

타내고, "SCR_first_next"는 재생장치가 후속하는 연속된 비지정의 섹터 열에 기록된 다른 비디오 오브젝트의 선두 팩을

트랙버퍼로부터 출력할 때의 시간(1/27 M초 단위)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기록단계에서 상기 비디오 오브젝트가 기록된 영역을 나타내는 관리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관리정보를 상기 광디스

크 상에 기록하는 단계를 더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 35.

광디스크가 삽입되는 광디스크 기록장치로서,

상기 광디스크의 기록영역은, S_size 바이트의 섹터가 N_sec개 연속된 영역을 ECC 블록으로 하는 복수의 ECC블록으로

분할되고,

각 비디오 오브젝트는 각각이 S_size 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복수의 팩으로 구성되며,

상기 광디스크에는 각 섹터의 데이터 할당 상황을 나타내는 섹터정보가 기록되고,

최소 크기는 다음 식에서 "N_ecc"로 나타낸 ECC 블록의 갯수이며,

N_ecc=Vo*Tj/((N_sec*8*S_size)*(1-Vo/Vr))로 나타내고,

여기에서, "Tj"는 재생장치의 광 픽업의 최대 점프시간을 나타내며, "Vr"은 재생장치의 트랙버퍼의 입력 전송률을 나타내

고, "Vo"는 트랙버퍼의 유효출력 전송률을 나타내며,

상기 광디스크에서 상기 섹터정보를 판독하는 판독수단과;

상기 판독된 섹터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상기 광디스크 상에서, 연속된 비지정의 섹터 열로서, 상기 재생장치에 대해 상기

비디오 오브젝트를 연속으로 재생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의 양에 대응하는 상기 최소 크기보다 큰 섹터 열을 검출하는 검

출수단과;

S_size 바이트의 팩을 포함하는 상기 비디오 오브젝트를 상기 검출된 연속된 비지정의 섹터 열에 기록하는 기록수단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기록장치.

청구항 36.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출력 전송률 Vo는,

Vo=(N_pack*S_size*8)*(27M/(SCR_first_next-SCR_first_current))로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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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N_pack"은 상기 N_ecc개의 ECC 블록에 기록되는 비디오 오브젝트에 포함되는 팩의 전체 수이며,

"SCR_first_current"는 재생장치가 비디오 오브젝트의 선두 팩을 트랙버퍼로부터 출력할 때의 시간(1/27 M초 단위)을 나

타내고, "SCR_first_next"는 재생장치가 후속하는 연속된 비지정의 섹터 열에 기록된 다른 비디오 오브젝트의 선두 팩을

트랙버퍼로부터 출력할 때의 시간(1/27 M초 단위)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기록장치.

청구항 37.

제 36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수단에 의해 상기 비디오 오브젝트가 기록된 영역을 나타내는 관리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관리정보를 상기 광디

스크 상에 기록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기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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