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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재생된 정보의 보간 노이즈가 감소하고 양질의 정보가 기록된 기록 매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록 및 재생 장치를

제공한다. 상기 장치는 디스크형 제1 기록 매체로부터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정보를 제2 기록 매체에 기록하도록 적용되

고, 제1 기록 매체를 제1 속도로 회전하도록 구동하기 위한 구동 섹션, 제1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정보를 판독하기 위한 재

생 헤드, 제1 기록 매체의 지정 위치로부터 정보를 판독하기 위해 재생 헤드를 피딩하기 위한 피딩 섹션, 판독 정보의 에러

를 검출하기 위한 에러 검출 섹션, 에러가 검출된 경우 제1 기록 매체의 에러 검출 재생 위치 바로 이전 재생 위치에 재생

헤드가 피딩되도록 피딩 섹션을 제어하기 위한 피딩 제어 섹션, 및 재생 헤드가 바로 이전 재생 위치로 피딩된 후 제1 기록

매체가 제1 속도보다 낮은 제2 속도로 회전되도록 구동 섹션을 제어하기 위한 구동 제어 섹션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기록 및 재생 장치, 더빙, 회전 속도, 2배속 더빙, 음성 신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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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CD 재생의 보간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기록 및 재생 장치의 블럭 다이어그램.

도 3a는 미니 디스크 시스템의 클러스터 포맷에서 복수의 섹터로 형성된 하나의 클러스터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도면.

도 3b는 미니 디스크 시스템의 클러스터 포맷에서 섹터의 배열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도면.

도 4는 미니 디스크 시스템의 U-TOC 섹터 0의 개략적인 도면.

도 5는 미니 디스크 시스템의 U-TOC 섹터 0에 의해 제공된 링크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도면.

도 6은 고속 더빙시 도 2의 기록 및 재생 장치의 동작예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고속 더빙시 도 2의 기록 및 재생 장치의 처리 동작을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3, 33 : 광학 헤드

8 : 인코드/디코드 섹션

11 : MD 컨트롤러

12 : 메모리 컨트롤러

13 : 버퍼 메모리

14 : 인코드/디코드 섹션

19 : 조작부

20 : 표시부

21 : 시스템 컨트롤러

37 : 디코더

39 : PLL 회로

58 : 디지털 입력 PLL 회로

40 : 펄스폭 판별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예를 들면 디스크형 기록 매체상에 음성 신호의 형태로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여 다른 기록 매체상에 기록할 수

있는 더빙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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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를 들면 미니 디스크(MD, 상표)와 같이 음성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할 수 있는 디스크 매체 및 상기 디스크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록 및 재생 장치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또한, 예를 들면 MD용 기록 및 재생 장치인 MD 리코더/플레이어와 CD 플레이어 등의 결합을 포함하는 오디어 시스템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은 MD 리코더/플레이어와 CD 플레이어와 같은 시스템에서, 음성 데이터는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단

위로 관리된다. 여기에서, 본 명세서에서의 프로그램은 디스크상의 하나의 단위로 관리되고 기록되는 일련의 데이터를 의

미하고, 예를 들면 음성 데이터에 대해 프로그램은 하나의 곡조(tune; 통상 트랙이라 불림) 등에 대응한다. 그러므로, 이하

에서는 프로그램을 트랙으로 언급한다.

상기 설명한 오디오 시스템은 일반적으로는 더빙 기록, 즉 CD 플레이어에 의해 재생된 음성 데이터를 MD 리코더/플레이

어에 의해 MD상에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그러한 더빙 기록에서 기록 시간을 감소시키는 고속 더빙이 가능한 시스템도 가능하다.

고속 더빙시, CD의 디스크 회전 구동 제어 시스템 및 재생 신호 처리 시스템은, CD가 정상 재생 속도보다 소정 배수만큼

높은 속도로 재생되도록 제어한다. 또한, MD 리코더/플레이어측에서도, 기록 신호 처리 시스템은 CD에 대해 재생 배수 속

도에 대응하는 배수 속도로 동작하도록 제어되고, CD 플레이어에 의해 재생된 음성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음성 데이터

를 MD 상에 기록한다.

예를 들면, 재생 장치로서의 CD 플레이어와 기록 장치로서 MD 리코더/플레이어가 서로 결합된 장치에서는, CD 플레이어

와 MD 리코더/플레이어가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은 고속 더빙을 수행하기 위해 소정 배수 속도로 동시에 동작하도록 제어하

는 것이 용이하다. 또한, 재생 장치와 기록 장치가 서로 분리된 유닛으로 형성된 다른 시스템에서도, 재생 장치와 기록 장

치가 서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접속하는데 예를 들면 제어 케이블 등이 이용되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라면, 재생 장치와 기록

장치가 서로 동기되도록 동작을 제어함으로써 고속 더빙을 쉽게 실현할 수 있다.

CD용 재생 장치에서, 디스크는 종래 기술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CLV(Constant Linear Velocity)법에 따라 회전하도

록 구동되고, CD로부터 재생된 EFM 신호는 PLL 회로에 공급된다. PLL 회로는 EFM 신호에 동기하여 채널 클럭 신호를

생성하도록 제공된다. PLL 회로가 록(lock)된 상태인 경우, CD는 규정된 CLV 속도로 일정하게 회전하도록 구동되고, 재

생 신호는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은 오디오 시스템에서, CD가 고속 더빙을 수행하기 위해 정상 속도보다 더 높은 배수 속도로 재생되는

경우, PLL 회로는 CD가 정상 속도로 재생되는 경우보다 록 상태가 되기 어렵게 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디스크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경우, 디스크의 이심률에 의해 반지름 방향에 따라 더 짧은 주기로 회전하

기 때문에 발생되고, 이로 인해 트래킹 서보 제어의 폴로우-업 퍼포먼스가 악화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CD는 처킹 메

카니즘(chucking mechanism)에 의해 그 중심 위치가 고정되어 유지되면서 회전하도록 구동된다. 그러나, CD가 고속으로

회전 구동되는 경우, 처킹 메카니즘에 의한 고정력이 충분히 유효하게 작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CD의 슬립(slip)이 발생하

게 된다. 결과적으로, 광학 헤드측으로부터 봤을 때 CD의 선형 속도가 변한다. 이것도 또한 상기 기술한 현상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또한, CD 시스템은 CIRC라 불리는 코드가 이용되는 에러 정정을 포함한다. CD의 재생을 위한 신호 처리 시스템용 시스템

클럭 신호에는 정상 속도가 이용되지만,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2배속의 고속 재생이 수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예

에서, 주지된 바와 같이 정상 속도 재생시에 2배 정정 처리는 C1 패리티에 대해 수행되고 4배 정정 처리는 C2 패리티에 대

해 수행되는데 반해, 2배속 재생시에는 4배 정정 처리는 C1 패리티에 대해 수행되고 2배 정정 처리는 C2 패리티에 대해

수행되도록 신호 처리 시스템의 산술 처리 속도로부터 CD 시스템의 에러 정정 처리가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CD에 대한 충격, 이물질 등과 같은 동일한 디스크 결함일지라도 정상 속도 재생시보다 고속 재생시에 더욱 더

에러 정정 능력이 악화되게 된다. 이것도 또한 재생 동작의 안정성을 악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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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CD를 재생하는 시스템은 C2 패리티에 따른 에러 정정의 결과가 NG라고 하면, 주지된 바와 같이 보간 처리를

수행한다. 보간에 의해 얻어진 데이터가 실제 음성 신호 파형과 상이한 값을 가지므로, 보간의 결과 또는 보간이 수행되는

주기의 기간에 따라 데이타는 보간 노이즈로 들릴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CD의 고속 재생을 포함하는 고속 더빙에서는, CD의 재생 동작이 상기 기술한 이유로 불안정하게 되므로, 보간 노

이즈도 발생하기 쉽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고속 더빙으로 MD에 기록된 소리가 재생되는 경우, 상기 기술한 보간 노이즈

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고속 더빙시 배속 재생을 수행하는 재생(CD)측 재생

동작만이라도 불안정하게 되므로, 더빙에 의해 기록된 데이터의 품질(음질)을 보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예를 들면 사용자의 판단에 기초한 대책으로서, 고속 더빙을 수행한 후 기록의 결과물내에 심

각한 보간 노이즈가 포함된 경우에 정상 속도 더빙 동작에 의해 기록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된 소리에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통상의 사용자가 상기 노이즈가 보간 노이즈인지 또는 예를 들면 기록측의 오류와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노이즈인지를 구별한다는 것은 어렵다.

다른 가능한 대책은, 고속 더빙시 상기 기술한 에러 정정 능력을 늘리기 위해 재생 배속에 대응하는 시스템 클럭 신호의 설

정 속도를 더 높은 속도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증가된 속도의 시스템 클럭 신호에 따른 불필요한 방사가 증가

하므로, 방사 노이즈에 대한 대책으로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재생된 정보의 보간 노이즈가 감소되고 고품질의 정보가 기록된 기록 매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록 및 재

생 장치, 재생 장치, 기록 및 재생 방법, 및 재생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기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르면, 디스크형 제1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하기 위한 재생 섹션

과, 상기 재생 섹션에 의해 판독된 상기 정보를 제2 기록 매체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 섹션을 포함하는 기록 및 재생 장치는,

상기 제1 기록 매체를 제1 회전 속도로 회전 구동하기 위한 회전 구동 수단; 상기 회전 구동 수단에 의해 회전 구동되는 상

기 제1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정보를 판독하기 위한 재생 헤드 수단; 상기 제1 기록 매체의 지정 위치에 기록된 상기 정

보를 판독하기 위해 상기 재생 헤드 수단을 피딩하기 위한 피딩 수단; 상기 재생 헤드 수단에 의해 상기 제1 기록 매체로부

터 판독된 상기 정보의 에러 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에러 검출 수단; 상기 에러 검출 수단에 의해 에러가 검출된 경우, 상기

에러가 검출된 상기제1 기록 매체의 재생 위치의 바로 이전 위치에 상기 재생 헤드 수단이 피딩되도록 상기 피딩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피딩 제어 수단; 및 상기 피딩 제어 수단의 제어하에 상기 재생 헤드 수단이 상기 바로 이전 재생 위치에 피

딩된 후, 상기 회전 구동 수단에 의해 회전 구동되는 상기 제1 기록 매체가 상기 제1 회전 속도보다 더 작은 제2 회전 속도

로 회전되도록 상기 회전 구동 수단을 제어하는 회전 구동 제어 수단을 포함한다.

기록 및 재생 장치에서, 디스크형 제1 기록 매체가 재생 섹션에서 정상 속도인 제2 회전 속도보다 큰 제1 회전 구동 속도로

회전 구동되는 동안, 소정 주파수보다 큰 주파수로 인해 보간 노이즈가 생길 정도의 재생 에러 상태인 것으로 검출되면, 재

생 헤드 수단은 에러가 검출된 재생 헤드 수단의 재생 위치의 바로 이전 재생 위치에 액세스한 후, 제1 기록 매체는 제1 회

전 구동 속도보다 낮은, 예를 들면 정상 속도와 같은 제2 회전 구동 속도로 회전되어 상기 액세스된 위치를 시작으로하여

제1 기록 매체의 재생을 개시한다. 그런 후, 예를 들면 다음 프로그램(트랙)이 재생되는 경우, 제1 회전 구동 속도가 다시

설정된다.

기록 및 재생 장치에서, 일정 더빙 동작으로서, 제1 회전 구동 속도에 따른 재생을 포함하는 고속 더빙 동작이 수행된다. 에

러 검출 결과에 기초하여 재생 동작이 불안정한 것으로 결정된 상황에서는, 제2 회전 구동 속도에 따른 재생에 관련된 저

속 더빙 동작이 실행된다.

또한, 제2 회전 구동 속도에 따른 재생이 재생 동작을 안정화시키므로, 더빙에 의해 얻어진 정보는 거의 에러를 포함하지

않는다. 기록 및 재생 장치가 예를 들면 음성 데이터에 적용되는 경우, 보간 노이즈가 그만큼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양호한

음질로 기록된 음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기록 및 재생 장치에서, 고속 더빙(즉, 재생측의 고속 회전 구동)이 의도적으로 계속된다하더라도 에러 발생 가능성

을 줄이기 위해, 예를 들면 재생측의 시스템 클럭 신호의 속도를 증가시켜 에러 정정 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처

리 부하가 감소되고, 비용 증가가 제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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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기록 및 재생 장치는 제1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는 프로그램 단위로 관리되도록 구성되고, 에러 검출 수

단에 의해 에러 검출시, 재생되는 프로그램의 재생 개시 위치는 바로 이전 재생 위치이다. 그러므로, 기록 및 재생 장치에

서, 에러가 발생한 재생 위치의 바로 이전 재생 위치가 재생측에서 액세스되는 경우, 기록 헤드 수단은 에러 발생시 재생되

고 있었던 그 때 프로그램(트랙)의 개시 위치로 되돌아간다. 환언하면, 복귀 액세스가 수행된다.

결국, 더빙 동작의 일부로서, (제2 회전 구동 속도에 따른) 재생의 재시도가 에러 발생으로 인해 더빙이 실패한 프로그램의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적합하게 재생된 프로그램이 기록측의 제2 기록 매체에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기

록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정보는 제2 기록 매체에 프로그램 단위로 기록되고, 바로 이전 재생 위치에 대응하는 제2 기록 매체의 위치

는 에러 검출 수단에 의한 에러 검출시 기록되는 프로그램의 기록 개시 위치이다. 그러므로,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은 복귀

액세스가 재생측에서 수행되는 경우, 제2 기록 매체로의 액세스 위치가 에러가 발생한 기록 위치의 바로 인전 기록 위치로

되돌아가는 복귀 액세스는 기록측에서도 동일하게 수행된다. 결과적으로, 기록측에서는 에러로 인해 음질이 기대될 수 없

는 기록된 데이터는 후속 더빙 기록에 의한 데이터로 적어도 겹쳐씀으로써 삭제된다. 또한, 에러가 재생측에서 발생한 재

생 위치의 바로 이전 재생 위치에 대응하는 기록 위치로 액세스 위치가 복귀하는 경우, 에러 발생 전후에 연속적인 내용의

데이터가 제2 기록 매체상에 기록될 수 있다.

또한, 기록 섹션측의 복귀 액세스시, 에러 발생시 기록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 때 프로그램(트랙)의 기록 개시 위치로 액세

스 위치가 되돌아가기 때문에, 에러 발생으로 인해 더빙이 실패한 프로그램의 데이터는 제1 회전 구동 속도에 따라 이후

재생되는 프로그램의 정보 기록에 의해 겹쳐씀으로써 삭제된다.

결과적으로, 더빙 동작시 에러 발생으로 인해 더빙이 실패했던 프로그램의 데이터는 제2 기록 매체상에는 남아있지 않는

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사용자가 더빙이 실패한 트랙을 이후에 삭제할 필요가 없다. 또한, 기록측의 제2 기록 매체의 기록

잔여 시간이 더빙의 실패로 인해 다르게 남아있는 프로그램의 데이터에 의해 감소되지 않으므로, 제2 기록 매체의 기록 가

능 시간은 대부분 더빙을 수행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유사한 부분과 구성 요소는 동일 참조 부호로 표시한 첨부 도면을 참조한 이

하의 설명과 첨부된 청구 범위로부터 더욱 명백하게 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에,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더빙 장

치는 CD의 재생과 MD의 기록 및 재생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D로부터 재생된 음성 데이터를 MD에 기록하는 더

빙 기록을 수행할 수도 있는 CD/MD 조합 장치 형태의 기록 및 재생 장치로서 형성된다.

설명은 이하의 순서로 제공된다.

1. 보간 노이즈

2. 더빙 장치의 구조

3. MD 트랙 포맷

4. U-TOC

5. 실시예에서의 고속 더빙 동작

5-1 개요

5-2 처리 동작

1. 보간 노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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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의 기록 및 재생 장치는 고속 더빙시 CD로부터 재생된 소리내의 보간 노이즈가 가능한 한 억제되어 가능한 한 좋

은 음질의 기록 결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구성된다. 그러므로, 우선 도 1을 참조하여 보간 노이즈를 설명한다.

재생 데이터의 신호 파형이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신호 파형상에 에러 정정 처리를 위한 샘플 포인트 A 내지 Q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표시되어 있다. 샘플 포인트 A 내지 Q는 CIRC를 이용하는 시스템하에서 C2 패리티에 따른 에러 정정 처리에

대응한다.

예를 들면, CD 시스템의 에러 정정으로서 C2 패리티에 따른 에러 정정시, 에러 정정(검출) 결과를 나타내는 C2PO(C2 포

인터)가 얻어진다. C2 패리티에 따른 에러 정정이 OK이면, C2PO는 L 레벨로 출력되지만, 에러 정정이 NG이면 H 레벨로

출력된다. 환언하면, C2PO는 에러 정정 결과가 NG인 경우 출력되는 신호이다.

도 1에서 마크 또는 다른 마크 ×는 샘플 포인트 A 내지 Q의 각각에 대응하여 표시된다. 마크 는 C2PO의 L 레벨(C2

정정 OK)에 대응하고, 마크 ×는 C2PO의 H 레벨(C2 정정 NG)에 대응한다.

도 1의 신호 파형으로부터, C2PO는 H 레벨을 표시하고, C2 패리티에 따른 에러 정정은 샘플 포인트 B, F, G, H, 및 M의

각각에서는 NG임를 알 수 있다.

CD 시스템에 있어서, 버스트 에러(burst error)는 H 레벨의 C2PO가 얻어지는 어느 샘플 포인트에서라도 나타나고, 이 신

호가 디코딩되어 소리로서 그대로 출력된다면, 매우 높은 노이즈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신호가 디코딩되어 출력되는 경

우에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해 보간 처리가 수행된다.

그러한 보간 처리로서, 평균값 보간과 프리홀드(pre-hold)보간을 포함하는 2개의 보간중 하나가 선택적으로 이용된다.

도 1에서, 평균값 보간은 샘플 포인트 B, H, 및 M의 각각에서 수행된다. 평균값 보간에 따르면, 시간에 따른 샘플 포인트의

이전 및 후속 샘플 포인트를 이용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여 보간값으로 결정된다. 특히, 샘플 포인트 B, H, 및 M에 대해서는

각각 이하의 계산, 즉 B=1/2(A+C), H=1/2(E+I), M=1/2(L+N)로 표시되는 계산에 의해 설정된다.

한편, 프리홀드 보간은 샘플 포인트 F 및 G에 대해서 수행된다. 특히, 샘플 포인트 F 및 G에 대한 보간값은 E=F=G로 표시

되고, 결과적으로 샘플 포인트 F 및 G에 대한 보간값으로서 샘플 포인트 E와 동일한 값으로 설정된다.

신호 파형의 보간이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경우, 결과적인 재생 신호는 원래 재생 신호 파형에 근사한 파형을 갖는다.

그러나, 재생 신호 파형의 충실도는 원래 재생 신호의 실제 파형과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소리로서 출력되는 경우에 보간

된 샘플 포인트에 대응하는 소리 부분이 사용자에게는 노이즈로서 들린다. 이것이 보간 노이즈이다. 예를 들면, C2PO가 H

레벨을 나타내는 샘플수가 단위 시간당 증가함에 따라 보간 노이즈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2. 더빙 장치의 구조

이제, 본 발명이 적용되는 더빙 장치인 MD/CD 조합 장치의 구조를 설명한다.

도 2를 참조하면, 광자기 디스크(MD, 90)는 MD에 기록 및 재생 동작을 수행하는 MD 섹션에 로딩된다. MD(90)는 음성 데

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매체로서 이용되고, 기록/재생시 스핀들 모터(2)에 의해 회전 구동된다.

기록/재생시, 광학 헤드(3)는 광자기 디스크인 MD(90)상에 레이저 빔을 방사하여 기록/재생시 헤드로서 동작한다. 특히,

기록시 광학 헤드(3)는 기록 트랙을 큐리 온도까지 가열하기 위한 고레벨의 레이저빔을 출력한다. 그러나, 재생시에는 광

학 헤드(3)는 MD(90)로부터 반사된 광으로부터 마그네틱 케르(Kerr) 효과에 의해 데이터를 검출하기 위한 비교적 낮은

레벨의 레이저 빔을 출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광학 헤드(3)는 순서대로 레이저 다이오드, 편광빔 스플리터, 대물 렌즈(3a) 등을 포함하는 광학계와

반사광을 검출하기 위한 검출기를 포함한다. 대물 렌즈(3a)는 MD(90)의 접근 방향 또는 이격 방향 및 반지름 방향으로의

이동을 위해 양축 메카니즘(biaxial mechanism; 4)에 의해 지지된다. 또한, 전체 광학 헤드(3)는 MD(90)의 반지름 방향으

로의 이동을 위해 슬레드 메카니즘(sled mechanism; 5)에 의해 장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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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헤드(6a)는 MD(90)를 가로질러 광학 헤드(3)의 반대측에 배치된다. 자기 헤드(6a)는 거기에 공급된 데이터로 변조된

자계를 MD(90)에 인가하도록 동작한다.

광학 헤드(3) 및 자기 헤드(6a)는 MD(90)의 반지름 방향으로의 이동을 위해 슬레드 메카니즘(5)에 의해 지지된다.

재생 동작시 광학 헤드(3)에 의해 MD(90)으로부터 검출된 정보는 RF(Radio Frequency) 증폭기(7)에 공급된다. RF 증폭

기(7)는 공급된 정보에 대해 산술 처리를 수행하여 상기 정보로부터 재생 RF 신호, 트래킹 에러 신호, 포커싱 에러 신호,

홈 정보 및 다른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 홈 정보는 MD(90)의 기록된 트랙인 홈의 워블링 형태로서 기록된 절대 위치 정

보이다. 추출된 재생 RF 신호는 인코더/디코더 섹션(8)에 제공된다.

한편, 트래킹 에러 신호 및 포커싱 에러 신호는 서보 회로(9)에 제공되고, 홈 정보는 어드레스 디코더(10)에 제공되어 복조

된다. 홈 정보 및 어드레스 정보로부터 디코딩된 어드레스 정보, 및 데이터로서 기록되고 인코더/디코더 섹션(8)에 의해 디

코딩된 서브 코드 정보가 마이크로컴퓨터로 형성된 MD 컨트롤러(11)에 공급되어 다양한 제어에 이용된다.

주목할 점은, MD 컨트롤러(11)는 MD 섹션의 여러가지 동작 제어를 실행하는 부재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서보 회로(9)는 RF 증폭기(7)로부터 공급된 트래킹 에러 신호와 포커싱 에러 신호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서보 구동 신호를

생성하고, MD 컨트롤러(11)로부터 스핀들 모터(2)의 트랙 점프 명령, 액세스 명령, 회전 속도 검출 정보 등을 수신하여 양

축 메카니즘(4)과 슬레드 메카니즘(5)을 제어함으로써 포커싱 및 트래킹 제어를 실현하며, 스핀들 모터(2)를 제어하여 일

정 선형 속도(CLV)로 회전하게 한다.

재생 RF 신호는 인코더/디코더 섹션(8)에서 EFM 복조 및 CIRC(Cross Interleave Reed-Solomon Coding)과 같은 디코

딩 처리를 거친다. 인코더/디코더 섹션(8)로부터의 결과 신호는 메모리 컨트롤러(12)에 의해 버퍼 메모리(13)에 일단 기록

된다. 주목할 점은 광학 헤드(3)에 의한 MD(90)의 데이터 판독 및 시스템내에서 광학 헤드(3)로부터 버퍼 메모리(13)로의

재생 데이터의 전송은 1.41 Mbit/sec의 속도에서, 그리고 단속적으로 수행된다.

버퍼 메모리(13)에 기록된 데이터는 재생 데이터의 전송이 0.3 Mbit/sec의 속도로 수행되는 타이밍으로 판독되어, 음성

인코더/디코더 섹션(14)에 공급된다. 음성 인코더/디코더 섹션(14)에 공급된 데이터는 음성 압축 처리에 대응하는 디코딩

처리와 같은 재생 신호 처리를 거쳐, 44.1 KHz로 샘플링되고 16 비트로 양자화된 디지털 음성 데이터로 변환된다. 디지털

음성 데이터는 D/A 컨버터(15)에 의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 후 스위치 회로(50)의 단자 TMD에 공급된다.

MD(90)의 재생 동작시, 전체 장치를 제어하는 시스템 컨트롤러(21)에 의해 스위치 회로(50)가 제어되어 단자 TMD에 접속

된다. 따라서, 음성 인코더/디코더 섹션(14)로부터 출력되어 D/A 컨버터(15)에 의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 재생 음성 신

호가 스위치 회로(50)를 통해 음성 볼륨 조절 섹션(51) 및 전력 증폭기(52)에 공급되어 스피커(53)을 통해 재생 소리로서

출력된다.

주목할 점은, 버퍼 메모리(13)로/로부터의 데이터 기록/판독은 메모리 컨트롤러(12)에 의해 기록 포인터 및 판독 포인터의

제어에 의해 지정된 어드레스로 수행되지만, 버퍼 메모리(13)로/로부터의 데이터 기록 및 판독시 비트 속도가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르므로, 데이터의 일부는 버퍼 메모리(13)에 정상적으로 저장된다.

재생 음성 신호가 이러한 방식으로 버퍼 메모리(13)를 통해 출력되므로, 광학 헤드(3)의 트래킹이 예를 들면 외란

(disturbance)에 의해 잘못되더라도, 재생 음성 출력은 중단되지 않고, 예를 들면 일부 저장된 데이터가 버퍼 메모리(13)

에 남아있는 동안에 광학 헤드(3)가 정확한 트래킹 위치를 액세스하여 데이터 판독을 재시작한다면, 동작이 재생 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 환언하면, 진동 유지 기능(vibration withstanding function)이 중요하게 증가될 수 있

다.

본 기록 및 재생 장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54)를 더 포함하고, 재생시 인코더/디코더 섹션(14)에 의해 디코딩된 재생 데

이터도 디지털 인터페이스(54)에 공급된다. 디지털 인터페이스(54)는 재생시 동시에 추출된 재생 데이터 및 서브 코드 정

보 등을 이용하여, 수신된 재생 데이터를 소정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스트림으로 인코딩한다. 데이터 스트림은 디지

털 출력 단자(56)로부터 출력될 수 있다. 디지털 인터페이스(54)는 인코딩된 데이터를, 예를 들면 광학 디지털 신호로서 출

력한다. 환언하면, 데이터가 디지털 데이터로 남아있는 동안, 디지털 인터페이스(54)는 재생 데이터를 외부 장치에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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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90)에 대해 기록 동작이 수행되는 경우, 아날로그 입력 단자(17)에 공급된 기록 신호(아날로그 음성 신호)는 A/D 컨버

터(18)에 의해 44.1KHz로 샘플링되고 16비트로 양자화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다. 디지털 데이터는 인코더/디코더 섹

션(14)에 공급되어 데이터를 약 1/5로 압축하는 음성 압축 인코딩 처리를 받는다.

또한, 디지털 인터페이스(54)를 통해 페치한 데이터를 MD(90)에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음성 데이터, 서브 코드

등을 신호로부터 추출하기 위해, 외부 장치로부터 디지털 입력 단자(55)에 공급된 디지털 인터페이스 포맷의 신호가 디지

털 인터페이스(54)에 의해 디코딩된다. 서브 코드와 같은 제어 정보는 시스템 컨트롤러(21)에 제공되고, 기록 데이터와 같

은 음성 데이터, 즉 44.1KHz로 샘플링되고, 16비트로 양자화된 디지털 데이터는 인코더/디코더 섹션(14)에 공급되어, 데

이터를 약 1/5로 압축하는 음성 압축 인코팅 처리가 수행된다.

또한, 이하에 설명하는 CD 섹션에 의해 CD(91)로부터 재생된 음성 데이터를 MD(90)상에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

이 소위 더빙 기록이다. 이러한 예에서, CD(91)로부터 재생되어 EFM/CIRC 디코더(37)로부터 출력된 음성 데이터, 즉

44.1KHz의 샘플링 주파수로 샘플링되어 16 비트로 양자화된 디지털 데이터인 CD 재생 데이터 Cdg는 인코더/디코더 섹

션(14)에 제공되어 데이터를 약 1/5로 압축하는 음성 압축 인코딩 처리가 수행된다.

디지털 입력 PLL 회로(58)는 디지털 인터페이스(54)를 통해 입력된 디지털 음성 데이터 또는 이하에 기술된 CD 섹션으로

부터 출력된 CD 재생 데이터 Cdg를 수신하고, 입력된 음성 데이터에 삽입된 동기화 신호 또는 동기 패턴에 동기된 클럭

신호 CLK-M을 생성한다. 클럭 신호 CLK-M은 예를 들면 fs=44.1KHz의 배수와 동일한 소정 주파수를 갖는다.

클럭 신호 CLK-M은 요구 주파수의 신호로 나누거나 곱해져,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MD 섹션에 입력된 데이터를 MD

(90)에 기록할 때, 인코더/디코더 섹션(14)내의 신호 처리 및 인코더/디코더 섹션(14)에/으로부터 입력/출력을 위한 데이

터를 전송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클럭 신호로 이용된다.

인코더/디코더 섹션(14)에 의해 압축된 기록 데이터는 메모리 컨트롤러(12)에 의해 버퍼 메모리(13)에 일단 기록된 후, 소

정 타이밍에 판독되어 인코더/디코더 섹션(8)으로 보내진다. 그리고나서, 압축된 기록 데이터는 인코더/디코더 섹션(8)에

의해 CIRC 인코딩 및 EFM 복조와 같은 인코딩 처리를 거친 후 자기 헤드 구동 회로(6)에 공급된다.

자기 헤드 구동 회로(6)는 상기와 같이 인코딩된 기록 데이터에 응답하여 자기 헤드 구동 신호를 자기 헤드(6a)에 공급한

다. 요약하면, 자기 헤드 구동 회로(6)는 자기 헤드(6a)를 제어하여 N 또는 S극의 자계를 MD(90)에 인가한다. 이러한 예에

서, MD 컨트롤러(11)는 제어 신호를 광학 헤드(3)에 공급하여 기록 레벨의 레이저 빔을 출력하게 한다.

MD 컨트롤러(11)의 제어하에서 MD(90)에/로부터 기록/재생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MD(90)상에 기록된 관리 정보,

즉 P-T0C(pre-mastered TOC) 및 U-TOC(user TOC)를 판독할 필요가 있다. MD 컨트롤러(11)는 관리 정보에 기초하

여 MD(90)에 기록될 영역의 어드레스 또는 재생될 영역의 어드레스를 구별한다. 관리 정보는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된

다. 관리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퍼 메모리(13)는 상기 기술한 기록 데이터/재생 데이터를 위한 버퍼 영역과 상기 언급

한 관리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이 분할 설정되어 있다.

MD 컨트롤러(11)는 MD(90)가 MD 섹션에 로딩될 때, 관리 정보가 기록된 MD(90)의 최내곽 원주측의 재생 동작이 실행

되도록 함으로써, 관리 정보를 판독한다. 관리 정보는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되어 이후에 MD(90)에/로부터 기록/재생 동

작시 참조된다.

U-TOC가 데이터의 기록 및 삭제에 응답하여 에디팅 및 재기록되는 동안, 기록/삭제 동작이 수행될 때마다, MD 컨트롤러

(11)는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된 U-TOC 정보에 대해 상기 언급한 에디팅 처리를 수행하고, 버퍼 메모리(13)로의 재기록

동작에 따라 소정 타이밍에 MD(90)에 U-TOC 영역을 재기록한다.

기록 및 재생 장치는 CD에 대한 재생 시스템인 CD 섹션을 더 포함한다.

단지 재생용만인 광학 디스크인 CD(91)가 CD 재생 동작을 수행하는 CD 섹션에 로딩된다.

CD(91)는 재생 동작시 스핀들 모터(31)에 의해 일정 선형 속도(CLV)로 회전하도록 구동된다. CD(91)상의 피트 형태로

기록된 데이터는 광학 헤드(32)에 의해 판독되어 RF 증폭기(35)에 공급된다. 광학 헤드(32)에서, 대물 렌즈(32a)는 트래

킹 및 포커싱 방향의 변동을 위한 양축 메카니즘(33)에 의해 지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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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학 헤드(32)는 슬레드 메카니즘(34)에 의해 CD(91)의 반지름 방향으로의 이동이 지지된다.

RF 증폭기(35)는 포커싱 에러 신호 및 트래킹 에러 신호 뿐만 아니라 재생 RF 신호를 생성한다. 에러 신호는 서보 회로

(36)에 공급된다.

서보 회로(36)는 포커싱 에러 신호 및 트래킹 에러 신호로부터 포커싱 구동 신호, 트래킹 구동 신호, 슬레드 구동 신호, 및

스핀들 구동 신호를 포함하는 여러가지 구동 신호를 생성하고, 양축 메카니즘(33), 슬레드 메카니즘(34), 및 스핀들 모터

(31)의 동작을 제어한다.

재생 RF 신호는 디코더(37)에 공급된다. 디코더(37)는 우선 입력된 재생 RF 신호의 2진수 디지털화를 수행하여 EFM 신

호를 얻는다. 그리고나서, 디코더(37)는 EFM신호에 대해 EFM 복조, CIRC 디코딩 등을 수행하여 CD(91)로부터 읽은 정

보를 44.1 KHz로 샘플링되고 16 비트로 양자화된 디지털 음성 데이터로 디코딩한다.

여기에서, CIRC 디코딩은 CIRC를 이용하는 에러 검출 및 에러 정정 처리를 의미하고, 종래 기술에서 주지된 바와 같이

CIRC 디코딩에서 C1 및 C2 코드로 에러 검출 및 에러 정정 처리가 실행된다. 도 1을 참조하여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C2

코드를 갖는 에러 정정 결과가 NG인 경우, H 레벨의 C2PO가 얻어진다.

본 실시예의 기록 및 재생 장치에서, 고속 더빙시, 요구되는 제어 처리는 C2PO에 기초하여 실행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실시예의 기록 및 재생 장치는 펄스폭 판별 회로(40)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C2 코드를 갖는 에러 정정 처리가 NG인 샘플 포인트가 연속하여 나타나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샘플 포인트

의 갯수에 따라 H 레벨의 C2PO의 펄스폭도 또한 길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펄스폭 판별 회로(40)는 디코더(37)로부터 얻

어진 C2PO를 수신하여 C2PO의 펄스폭이 설정된 소정 폭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미리 검출한다.

펄스폭 판별 회로(40)는 C2PO 펄스의 펄스폭이 소정폭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H 레벨의 펄스폭 검출 신호 DT를 출력하

지만, 펄스폭이 소정폭보다 작으면 L 레벨의 펄스폭 검출 신호 DT를 출력한다.

예를 들면, C2PO가 도 1을 참조하여 기술한 보간 노이즈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인 상태에 대응하는 H 레벨을 갖는 펄스폭

또는 연속 샘플 포인트 갯수에 따라 검출될 C2PO의 펄스폭이 설정된다.

따라서, 펄스폭 검출 신호 DT가 H 레벨인 상태는, 소리에 대해 보간 노이즈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재생 동작이 불안정

하다(C2PO가 H 레벨을 갖는 주파수가 높다)는 것을 가르킨다.

디코더(37)은 또한 TOC 및 서브 코드 데이터와 같은 제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디코더(37)에 의해 추출

된 TOC 및 서브 코드 데이터는 시스템 컨트롤러(21)에 공급되어 여러가지 제어에 이용된다.

디코더(37)의 2진수 디지털화에 의해 얻어진 EFM 신호도 또한 PLL 회로(39)에 공급된다.

PLL 회로(39)는 입력된 EFM 신호의 채널 비트에 동기된 클럭 신호 PLCK를 출력한다. 클럭 신호 PLCK는 정상 속도 동작

시 4.3218MHz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클럭 신호 PLCK는 예를 들면 디코더(37)로 시작되는 신호 처리 시스템에 의해

클럭 신호로서 이용된다.

디코더(37)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음성 데이터는 D/A 컨버터(38)에 의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어 스위치 회로(50)의 단

자 TCD에 공급된다. CD의 재생 동작시, 시스템 컨트롤러(21)는 스위치 회로(50)를 제어하여 단자 TCD를 선택함으로써

CD(91)로부터 재생되어 D/A 컨버터(38)에 의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 재생 음성 신호를 스위치 회로(50)를 통해 소리

볼륨 조절 섹션(51) 및 전력 증폭기(52)에 공급하며, 스피커(53)로부터 재생 음성 신호로서 출력한다.

또한, 본 실시예의 재생 및 기록 장치에서 CD의 재생 데이터는 MD(90)에 기록된 더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디코

더(37)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음성 데이터는 그대로 인코더/디코더 섹션(14)에 공급된다.

또한, 디코더(37)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음성 데이터는 디지털 인터페이스(54)에 공급되어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의 CD 재

생 데이터 Cdg로서 디지털 출력 단자(56)로부터 외부 장치에 출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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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91)를 재생하기 위하여, 시스템 컨트롤러(21)는 CD(91)에 기록된 관리 정보, 즉 TOC를 판독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컨트롤러(21)는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CD(91)상에 기록된 트랙의 갯수와 어드레스를 구별하고, 재생 동작 제어를 수행한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시스템 컨트롤러(21)는 TOC가 기록되어있는 CD(91)의 최내곽 원주측상의 재생 동작이 실행되어

CD(91)가 로딩될때 TOC를 판독하도록 하고, TOC를 예를 들면 시스템 컨트롤러(21)의 내부 RAM에 저장함으로써 이후

에 CD(91)에 대한 재생 동작시 TOC를 참조하게 한다.

시스템 컨트롤러(21)는 전체 장치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컴퓨터이고, MD 섹션의 동작 제어가 MD 컨트롤러(11)에 의해 실

행되도록 MD 컨트롤러(11)에 여러가지 명령을 제공한다. MD(90)의 기록 또는 재생시, 시스템 컨트롤러(21)는 MD 컨트

롤러(11)로부터 서브 코드와 같은 관리 정보를 수신한다.

한편, CD 섹션에서 예를 들면 시스템 컨트롤러(21)는 직접 동작 제어를 수행한다. 주목할 점은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은 제

어 시스템의 형태는 단지 예로 든 것일 뿐, 예를 들면 CD측의 제어를 수행하는 CD 컨트롤러가 부가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

다. 또는, 시스템 컨트롤러(21) 및 MD 컨트롤러(11)는 단일 컨트롤러로서 양자택일로 형성될 수도 있다.

조작부(19)는 기록키, 재생키, 정지키, AMS키, 탐색키, 정상 속도 더빙/고속 더빙의 설정을 위한 더빙키 및 MD(90)와 CD

(91)에 대한 재생/기록 동작이 수행되도록 사용자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다른 필요 키를 포함한다.

또한, 조작부(19)는 트랙명과 같은 부수적인 데이터를 MD(90)상에 기록하기 위한 문자 스트링의 입력, 레지스트레이션 결

정 동작 및 레지스트레이션 모드 동작이 되도록 한다.

조작부(19)로부터의 동작 정보는 시스템 컨트롤러(21)에 공급되고, 시스템 컨트롤러(21)는 다른 구성 요소를 제어하여 동

작 정보 및 동작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필요한 동작을 실행하게 한다.

주목할 점은, 도 2에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조작부(19)는 부가적으로 예를 들면 적외선 리모트 커맨더에 의한 리모트 컨트

롤 동작 기능을 가지고 있다.

표시부(20)는 MD(90) 또는 CD(91)의 재생 또는 기록시 필요한 표시 동작을 수행한다. 특히, 표시부(20)는 재생 또는 기록

시 예를 들면 전체 플레이 시간 또는 경과 시간과 같은 시간 정보, 트랙 번호와 같은 다른 필요 정보, 시스템 컨트롤러(21)

의 제어하의 동작 상태 또는 동작 모드를 표시한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실시예의 기록 및 재생 장치에서, MD 재생 동작, MD 기록 동작, CD 재생 동작 및 CD로

부터 MD로의 더빙 동작이 수행될 수 있다.

특히, 본 실시예의 재생 및 기록 장치에서는, CD로부터 MD로의 더빙 동작으로서 정상 속도 더빙 동작를 실행하는 것도 가

능하다. 그러나, 더 큰 소정의 배수 속도로 고속 더빙 동작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고속 더빙시 배

수 속도가 본 실시예의 기록 및 재생 장치에서 임의로 설정될 수 있지만, 이하의 설명에서는 상기 장치는 2배 속도에 따른

고속 더빙(2배속 더빙)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미리 가정한다.

재생 및 기록 장치가 도 2를 참조하여 상기 설명한 구조를 갖는 경우에, 2배속 더빙 동작은 예를 들면 이하의 방식으로 수

행된다.

우선, CD 섹션의 서보 회로(36)가 속도를 2배속 CLV로 설정하고 스핀들 모터(31)를 구동한다. 스핀들 모터(31)의 속도가

2배속 CLV로 설정된 상태에서, 기록 및 재생 장치는 CD(91)로부터 데이터의 재생을 수행한다. 또한, PLL 회로(39)는 예

를 들면 2배속에 대응하는 록킹(locking)용 목표값을 2×4.3218=8.6436MHz(클럭 주파수는 정상 속도 재생시의 2배와

동일)로 설정한다. 주목할 점은 PLL 회로(39)에 대한 목표값의 변환은 시스템 컨트롤러(21)에 의해 제어된다는 점이다.

PLL 회로(39)가 상기 기술한 2배속으로 기록된 상태인 경우, CD(91)는 2배속 CLV로 안정되게 회전하고, 정상 신호 처리

는 디코더(37)(및 D/A 컨버터(38))에 의해 2배 전송 속도로 실행된다.

그 후, 데이터는 이러한 방식으로 디코더(37)에 의해 2배속으로 처리되므로, 정상 속도 동작의 2배와 동일한 전송 속도를

갖는 CD 재생 데이터 Cdg(88.2(44.1×2)의 샘플링 주파수로 샘플링되고 16비트로 양자화됨)가 MD 섹션측의 인코더/디

코터 섹션(14)에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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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전송 속도에 따른 CD 재생 데이터 Cdg는 또한 디지털 입력 PLL 회로(58)에도 입력된다. 디지털 입력 PLL 회로(58)

는 CD 재생 데이터 Cdg가 정상 속도의 2배와 동일한 채널 클럭 주파수로 록 되도록 목표값을 설정한다. 목표값의 변환은

예를 들면 시스템 컨트롤러(21)의 명령(COMMAND)에 따라 MD 컨트롤러(11)의 제어하에 수행된다.

디지털 입력 PLL 회로(58)가 CD 재생 데이터 Cdg를 정상 속도의 2배 주파수로 기록한 상태에는, 정상 속도 동작시의 2배

의 주파수가 클럭 신호 CLK-M으로서 얻어진다. 그리고나서, 예를 들면 인코더/디코더 섹션(14)이 신호 압축 처리 및 메

모리 컨트롤러(12)로의 전송(버퍼 메모리(13)로의 데이터 기록)을 클럭 신호 CLK-M의 타이밍에 수행함으로써, CD 섹션

으로부터 공급된 2배 전송 속도의 CD 재생 데이터 Cdg와 동기된 기록 신호 처리를 실행한다.

또한,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된 데이터가 인코더/디코더 섹션(8)로의 판독을 통해 MD(90)에 기록될 때까지의 동작 타이

밍 및 인코더/디코더 섹션(8)에 의한 신호 처리는 예를 들면 MD 컨트롤러(11)로부터 공급된 마스터 클럭 또는 MD상에 형

성된 워블의 주기를 이용하여 회전 제어시 얻어지는 클럭 신호 등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얻어진다.

상기 설명으로부터 알수 있듯이, 판독 속도가 버퍼 메모리(13)으로의 데이터 기록 속도보다 더 빠르게 설정되기 때문에,

MD 섹션에서의 MD(90)상으로의 기록이 단속적으로 수행된다. 특히, 특정 소정량보다 많은 데이터량이 버퍼 메모리(13)

에 저장되면, MD 섹션은 데이터를 MD(90)에 기록한다. 그리고나서, 버퍼 메모리(13)의 저장된 데이터 량이 데이터 기록

동작의 결과로서 소정량보다 작게 되거나 "0"가 되면, MD 섹션은 MD에 기록할 수 있는 소정량의 데이터가 저장될 때까지

대기한다. MD 섹션에 의한 기록 동작에서 상기 기술한 동작이 반복적으로 실행된다.

2배 속도 더빙시, MD(90)의 회전 구동 속도 및 인코더/디코더 섹션(8)에/으로부터의 입력/출력 데이터의 전송 속도 및 신

호 처리 속도는 CD 섹션측에 의해 2배 속도로 수행되는 재생에 대한 대응 관계로 2배 속도로 반드시 설정될 필요는 없다.

특히, MD(90)가 정상 속도로 회전하도록 구동되고, 인코더/디코더 섹션(8)로/로부터의 데이터 입력/출력 속도와 인코더/

디코더 섹션(8)에 의한 신호 처리 속도가 정상적인 비율(rate)와 속도(speed)로 설정되더라도, MD(90)으로의 데이터 기

록은 정상 속도 동작시보다 더 짧게 MD(90)로의 기록 휴지 기간을 만들거나, 단속적인 기록을 수행함이 없이 연속적인 기

록 동작을 수행하는 동작에 의해 거의 실행된다.

그러나, 예를 들면 버퍼 메모리(13)의 용량의 조건에 좌우되어, MD(90)의 회전 구동 속도 및 인코더/디코더 섹션(8)으로/

으로부터의 입력/출력 데이터의 전송 속도 및 인코더/디코더 섹션(8)에서의 신호 처리 속도는 2배 속도로 설정될 수도 있

다.

3. MD 트랙 포맷

광자기 디스크(MD, 90)의 기록 데이터 트랙의 클러스터 포맷을 여기에서 설명한다.

미니 디스크 시스템의 기록 동작은 클러스터라 불리는 단위로 수행되고, 클러스터의 포맷은 도 3A 및 3B에 도시되어 있

다.

미니 디스크 시스템의 기록 트랙에서, 클러스터 CL은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속적으로 형성되고, 하나의 클러스터가

기록시 최소 단위를 이룬다. 하나의 클러스터는 2 내지 3개의 원주 트랙에 대응한다.

도 3A를 참조하면, 하나의 클러스터 CL은 4개의 섹터 SFC 내지 SFF의 서브 데이터 영역과, 32개의 섹터 S00 내지 SFF

의 메인 데이터 영역을 포함한다. 메인 데이터는, 음성 신호용 데이터인 경우라면, 상기 기술한 ATRAC 처리에 의해 압축

된 음성 데이터이다.

도 3B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섹터는 2,352 바이트를 포함하는 데이터 의 단위이다.

도 3A에 도시된 4개의 섹터의 서브 데이터 영역은 서브 데이터 영역 또는 링크 영역으로서 이용되고, TOC 데이터, 음성

데이터 등은 32 섹터의 메인 데이터 영역내에 기록된다. 링크 영역의 섹터는, 에러 정정 처리시 본 실시예의 기록 및 재생

장치에서 선택된 CIRC의 인터리브 길이가 CD 등에 의해 선택된 하나의 섹터 길이(13.3msec)보다 크기 때문에, 인터리브

길이와 하나의 섹터 길이와의 차이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더미 섹터이고, 기본적으로는 예비 영역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예비 영역의 섹터들이 일부 처리용 데이터 또는 일부 제어 데이터를 기록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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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각 섹터 각각에 대해 하나의 어드레스가 기록된다는 점이다.

하나의 섹터는 소리 그룹이라 불리는 단위로 더 분할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2개의 섹터는 11개의 소리 그룹으로 분할된

다.

구체적으로는,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섹터 S00와 같은 짝수 섹터 및 S01과 같은 홀수 섹터를 포함하는 2개의 연속 섹

터는 소리 그룹 SG00 내지 SG0A를 포함한다. 하나의 소리 그룹은 424 바이트로 형성되고, 11.6msec의 시간에 대응하는

오디오 데이터량을 포함한다.

데이터는 하나의 소리 그룹 SG내의 L 채널과 R 채널에 대해 각각 분리되어 기록된다. 예를 들면, 소리 그룹 SG00는 L 채

널 데이터 L0와 R 채널 데이터 R0를 포함하고, 소리 그룹 SG01은 L 채널 데이터 L1과 R 채널 데이터 R1을 포함한다.

주목할 점은 L 채널 또는 R 채널에 대해 데이터 영역을 만드는 212 바이트를 소리 프레임이라 부른다는 점이다.

4. U-TOC

도 3A 및 3B를 참조하여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은 클러스터 포맷은 광자기 디스크(MD; 90)의 전영역에 걸쳐 형성된다. 광자

기 디스크(MD; 90)는 방사상으로 원주 영역으로 분할되고, 방사상 최내곽 원주는 관리 영역으로서 이용되고, 프로그램 영

역은 관리 영역 다음부터 형성된다.

주목할 점은, 디스크의 최내곽 원주 영역은 재생 전용 데이터가 페이스 피트(phase pit) 형태로 기록된 재생 전용 영역을

포함하고, 광자기 영역은 재생 전용 메모리 다음에 형성되어 광자기 기록 및 재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관리 영역은

재생 전용 영역과 광자기 영역의 최내곽 원주 부분을 포함한다.

프로그램 영역은 광자기 영역의 관리 영역 다음에 형성된다. 프로그램 영역에서, 음성 데이터는 도 3A를 참조하여 상기 기

술한 메인 데이터 영역인 각 섹터에 기록된다.

한편, 관리 영역의 재생 전용 영역내에 전체 디스크의 관리를 위한 P-TOC(pre-mastered TOC)가 제공된다. 광자기 영역

의 다음 관리 영역내에, 프로그램 영역에 기록되는 관리 프로그램(곡조 등)을 위한 테이블 정보(U-TOC; user table of

contents)가 기록된다.

여기에서, MD(90)의 트랙(곡조 등)의 기록/재생 동작을 관리하는데 이용되는 관리 정보용 U-TOC 섹터를 설명한다.

도 4는 U-TOC 섹터 0의 포맷을 도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MD(90)의 U-TOC 섹터로서 섹터0 로부터 섹터 31까지의 섹터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관리

영역내의 하나의 클러스터의 섹터(S00 내지 S1F)들이 이용된다. 섹터 1과 4는 문자 정보가 기록되는 영역으로 이용될 수

있고, 섹터 2는 기록 날짜/시간이 기록되는 영역으로 이용된다.

U-TOC 섹터 0는 사용자에 의해 기록되는 곡조 등과 곡조가 새롭게 기록될 수 있는 빈 영역에 관한 관리 정보가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이다. 환언하면, 섹터 0에는 프로그램 영역에 기록된 프로그램의 개시점(개시 어드레스)과 종점(종료 어드레

스), 각 프로그램의 복사 방지 정보, 강조 정보 등이 관리된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디스크(90)에 특정 곡조를 기록하고자 한다면, 시스템 컨트롤러(21)는 U-TOC 섹터 0로부터 디스크

(90)의 빈 영역을 탐색하고 음성 데이터를 빈 영역에 기록하도록 제어한다. 한편, MD(90)로부터의 재생시, 시스템 컨트롤

러(21)는 재생될 곡조가 기록된 영역을 U-TOC 섹터 0으로부터 판별하고, 재생될 곡조가 기록된 영역에 액세스시켜 재생

동작을 수행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U-TOC 섹터 0은 싱크 패턴이 12 바이트로 형성되는 헤더부를 가지고 있다. 헤더부 다음에, 섹

터의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3 바이트의 데이터("Cluster H", "Cluster L", 및 "Sector"), 디스크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제조

자 코드("Maker code") 및 모델 코드("Model code"), 제1 프로그램 번호("First TNO"), 최종 프로그램 번호("Last

TNO"), 섹터 이용 상황("Used Sectors"), 디스크 일련 번호("Disk Serial No."), 및 디스크 ID가 U-TOC 섹터 0에 기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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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응(correspondence) 테이블 표시 데이터 섹션이 기록된다. 대응 테이블 표시 데이터 섹션은 디스크상에 형성된

검출 위치 정보가 저장되는 슬롯의 최상 위치를 나타내는 포인터 P-DFA, 슬롯의 이용 상황을 나타내는 또 다른 포인터 P-

EMPTY(Pointer for Empty slot), 기록가능 영역의 관리를 위한 슬롯의 최상 위치를 나타내는 또 다른 포인터 P-FRA

(Pointer for Freely area), 개개의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슬롯의 최상 위치를 각각 나타내는 포인터 P-TNO1, P-

TNO2, ..., P-TNO255를 포함한다.

대응 테이블 표시 데이터 섹션 다음에는 8 바이트의 255 슬롯이 제공되는 관리 테이블 섹션이 존재한다. 각각의 슬롯은 개

시 어드레스, 종료 어드레스, 트랙 모드 및 링크 정보를 관리하는데 이용된다.

상기 기술한 광자기 디스크(90)는 반드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인 데이터 스트링을 이산적으

로(복수의 부분으로) 가질 수도 있다. 주목할 점은 용어 "부분(part)"은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연속하

는 클러스터에 기록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디스크(90)가 이용되는 기록 및 재생 장치(도 2의 MD 섹션)에서, 데이터는 버퍼 메모리(13)에 일단 저장되고 버

퍼 메모리(13)로/로부터의 기록/판독 속도가 서로 상이하므로, 광학 헤드(3)가 디스크(90)에 이산적으로 기록된 데이터에

연속적으로 액세스하게 하여 데이터를 버퍼 메모리(13)에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상기 데이터는 버퍼 메모리(13)상에 순차

적인 데이터 문자열로 재생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기록 및 재생 장치가 상기 기술한 방식으로 구성되더라도, 재생시 버퍼 메모리로의 기록 속도가 판독 속도보

다 더 크게 설정되므로, 본 발명의 기록 및 재생 장치는 중단없이 연속적인 음성 재생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기록 및 재생 장치에 있어서, 디스크에 미리 기록된 제1 프로그램보다 더 짧은 제2 프로그램이 제1 프로그램

상에 기록된다하더라도, 지우지 않고 제1 프로그램이 기록된 나머지 영역을 재기록 가능 영역(포인터 P-FRA로 관리되는

영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디스크의 기록 용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재기록 영역을 위한 포인터 P-FRA의 예를 이용하여 디스크에 이산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영역들을 링크하는 방법을 도 5

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면, 기록 가능 영역의 관리를 위한 슬롯의 최상 위치를 나타내는 포인터 P-FRA에 03h(16진수)가 기록된 것을 가

정하면, 이 값 "03h"에 대응하는 슬롯이 바로 액세스된다. 환언하면, 관리 테이블 섹션의 슬롯 03h의 데이터가 읽어들여진

다.

슬롯 03h에 기록된 개시 어드레스와 종료 어드레스의 데이터는 각각 디스크 상에 기록된 한 부분의 개시점과 종료점을 나

타낸다.

슬롯 03h에 기록된 링크 정보는 슬롯 03h 다음에 액세스되어야 할 슬롯의 어드레스를 나타낸다. 도 5에서, 18h는 링크 정

보로서 기록된다.

결국, 슬롯 18h가 연이어 액세스되고, 또 다른 부분이 슬롯 18h에 기록된 개시 어드레스 및 종료 어드레스로부터 설정된

다. 그리고나서, 슬롯 1Fh가 슬롯 18h의 링크 정보에 기초하여 액세스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링크 정보로서 "00h"가 나타날 때까지 링크 정보는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트레이스되어, 그 동안에 포인

터 P-FRA로 관리되는 모든 부분의 어드레스가 파악될 수 있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포인터 P-FRA가 지시하는 슬롯에 의해 정의되는 개시 포인트로부터 널(=00h)의 링크 정보가 나

타날 때까지 슬롯을 트레이싱함으로써, 디스크 상에 이산적으로 기록된 부분이 메모리상에 링크될 수 있다. 이러한 예에

서, 디스크(90)의 기록 가능 영역의 모든 부분이 파악될 수 있다.

슬롯을 링크하는 방법을 포인터 P-FRA를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포인터 P-DFA, P-EMPTY, P-TNO1, P-TNO2, ..., P-

TNO255는 디스크에 이산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부분을 링크함으로써 관리하는데 동일하게 이용된다.

5. 실시예의 고속 더빙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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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개요

이어서, 본 실시예의 기록 및 재생 장치의 고속 더빙(2배속 더빙) 동작을 설명한다. 첫째로, 동작의 개요를 도 6을 참조하

여 설명한다.

도 6은, 제1 트랙 내지 제4 트랙의 4개 트랙이 CD 섹션에 의해 CD(91)로부터 재생되고 제1 트랙 내지 제4 트랙의 4개 트

랙의 기록이 CD(91)로부터의 재생에 대응 관계로 MD 섹션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의 고속 더빙 동작을 도시하고 있다. 이

하에, 도 6에 도시된 절차 ① 내지 ⑨에 따라 고속 더빙 동작을 설명한다.

절차 ① : CD 섹션측에서, 제1 트랙의 재생이 2배 속도로 개시된다. 이때, CD(91)는 2배속 CLV에 따라 회전하도록 구동

된다. CD(91)의 2배속 재생과 함께, MD 섹션측은 2배속에 동기된 신호 처리를 실행하여 제1 트랙에 대한 기록 수행 동작

을 개시한다.

절차 ② : 상기 기술한 C2PO에 기초하여 얻어진 펄스폭 검출 신호 DT가 H 레벨이 되지 않고 L 레벨로 유지되는 한 CD 섹

션상에서 2배속 재생이 계속해서 실행된다. CD(91)의 2배속 재생에 응답하여, 2배속에 적합한 기록 동작이 MD 섹션측에

서 계속된다. 요약하면, 2배속 재생이 또한 MD 섹션 측에서도 수행된다.

도 6에서, 2배속 더빙은 제1 및 제2 트랙에 대해 적절하게 수행되고, 또한 제3 트랙에 대해서도 2배속 더빙이 개시된다.

절차 ③ : 제3 트랙에 대해 2배속 더빙이 진행되는 동안, 시스템 컨트롤러(21)에 의해 펄스폭 검출 신호 DT가 H 레벨로 변

했는지 검출된다.

절차 ④ : 시스템 컨트롤러(21)에 의해 펄스폭 검출 신호 DT가 H 레벨로 변한 것이 검출된 경우, CD 섹션측의 시스템 컨트

롤러(21)는 재생 동작이 일시적으로 정지(PLAY 중지)되도록 제어하고나서, 그 때까지 재생이 수행되었던 현재 트랙인 제

3 트랙의 재생 개시 위치를 광학 헤드(32)가 액세스하도록 제어한다.

또한, MD 섹션측에서도, 시스템 컨트롤러(21)는 MD 컨트롤러(11)를 통해 기록 동작이 일시 정지(REC 중지)되도록 제어

한다. 그런 후, 시스템 컨트롤러(21)는 그 때까지 기록이 수행되었던 현재 트랙인 제3 트랙의 기록 개시 위치를 광학 헤드

(3) 및 자기 헤드(6a)가 액세스하도록 제어한다.

절차 ⑤ : 상기 기술한 절차 ④에 따라 광학 헤드(3) 및 자기 헤드(6a)에 의한 CD(91)의 제3 트랙 및 MD(90)의 제3 트랙의

재생 및 기록 개시 위치로의 액세스가 완료된 후에, CD 섹션측의 시스템 컨트롤러(21)가 다시 PLAY 중지를 설정하고 나

서, 정상 속도를 설정한다. 환언하면, CD(91)의 회전 구동 속도가 2배속 CLV보다 작은 정상 속도 CLV로 설정된다.

이에 대응하여, MD 섹션측의 MD 컨트롤러(11)도 REC 중지를 다시 설정하고 나서, 정상 속도에 대응하는 기록 동작이 되

도록 셋팅을 변화시킨다.

절차 ⑥ : 절차 ⑤의 시스템 컨트롤러(21)와 MD 컨트롤러(21)에 의한 정상 속도 셋팅이 종료된 후, 정상 속도에 따른 재생

이 CD 섹션측의 제3 트랙의 개시점으로부터 실행되고, MD 섹션측에서도 정상 속도에 따른 기록이 제3 트랙의 기록 개시

위치 내지 기록이 이전에 수행되었던 중간 위치로부터 수행된다. 환언하면, 정상 속도의 정상 속도 더빙이 수행된다.

절차 ⑥에 따른 정상 속도 더빙은 단지 제3 트랙에 대해서만 수행된다. 절차 ⑥에 따른 정상 속도 더빙은 상기 절차 ③에서

DT=H가 검출된 트랙에서만 수행된다.

환언하면, 현재 경우와 같이 시스템 컨트롤러(21)에 의해 DT=H가 제3 트랙에 대해 검출된다면, 본 실시예의 기록 및 재생

장치는 CD(91)의 제3 트랙의 기록 영역에 대한 2배속에 따른 고속 재생이 일부 이유로 인해 어렵고 보간 노이즈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나서, 보간 노이즈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은 트랙에 대해, 정상 속도에 따른 더빙이 안정된

재생 동작을 얻도록 수행되어 보간 노이즈의 생성 주파수를 억제한다.

절차 ⑦ : 여기에서, 제3 트랙에 대한 정상 속도 더빙이 상기 기술한 절차 ⑥에 의해 완료된다고 가정하면, CD 섹션측의 시

스템 컨트롤러(21)는 PLAY 중지 및 2배속이 다음 제4 트랙의 개시점(개시 어드레스)에서 설정되도록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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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D 섹션측의 MD 컨트롤러(11)도 REC 중지 조건 및 2배속이 예를 들면 제3 트랙의 기록 종료 위치(종료 어드레스)

의 바로 다음 위치에 설정되도록 제어한다.

절차 ⑧ : 상기 기술한 절차 ⑦에 의해 CD 섹션과 MD 섹션이 2배속으로 설정된 후, CD 섹션측에서는 PLAY 중지 상태가

취소되고 시스템 컨트롤러(21)의 제어하에 제4 트랙의 개시 위치(개시 어드레스)로부터 2배속 재생이 실행된다. 또한,

MD 섹션측에서도, REC 중지 조건이 취소되고, MD 컨트롤러(11)의 제어하에 개시 어드레스로서 제3 트랙의 기록 종료 위

치(종료 어드레스) 직후의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2배속에 따른 제4 트랙의 기록을 개시한다. 요약하면, 제4 트랙에서 2배

속 더빙이 개시된다.

절차 ⑨ : 도 6에서, 제4 트랙에 대해 2배속 더빙이 계속될 수 있다. 또한, 이때 CD(91)의 재생이 제4 트랙에서 종료된다.

이것에 응답하여, MD 섹션도 MD(90)로의 기록을 종료한다. 환언하면, 더빙 동작이 종료된다.

상기 기술한 절차에서, 2배속 더빙시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트랙에 대해 정상 속도 더빙이 재차 시도된다. 에러가

생기기 쉽고 보간 노이즈가 분명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빙을 수행하는 정상 속도에 따라 안정된 재생 조건을 얻음으

로써 보간 노이즈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더빙 기록이 수행된 MD의 기록의 결과로서, 분명한 보간 노

이즈가 전혀 없는 양호한 음질이 얻어진다.

도 6에 도시된 절차에서, 에러가 발생하여(DT=H) 더빙의 재시도가 실행되면, 에러가 발생한 트랙의 더빙은 처음부터 다

시 수행된다.

예를 들면, 특정 트랙의 더빙 중 에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더빙의 재시도가 그 때의 기록 위치로부터 수행되지 않는다면,

트랙이 처음 기록된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록 결과가 이미 기록된 트랙으로서 과도하게 관리된다. 이후에 사

용자에 의해 상기 트랙을 삭제 동작에 의해 지운다하더라도, 이러한 동작은 귀찮은 것이다. 또한, CD측의 전체 재생 시간

이 MD의 기록 허용 시간과 거의 동일한 상황하에서, CD의 재생 데이터가 MD에 완전하게 더빙 기록될 수 없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역으로, 본 실시예의 기록 및 재생 장치에 있어서, 더빙 기록이 수행되는 MD에 대해 에러가 발생한 트랙을 삭제하는 것은

상기 트랙상에 새로운 겹쳐 쓰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재기록이 상기 트랙에 대해 수행되므로, 바로 위에서 기술

한 것과 같은 단점이 제거된다.

주목할 점은, 도 6을 참조로 상기 기술한 절차에 의해 고속 더빙이 완벽하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부 트랙의

더빙이 정상 속도 더빙으로 수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보간 노이즈를 제공하고 음질이 좋지 않은 기록 결과가 나

오더라도 의도적으로 고속 더빙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실제 응용시에 십수개 곡의 더빙을 수행하는 경

우 수개 곡에 대해 정상 속도 더빙을 수행해야만 하더라도, 이것이 고속 더빙, 즉 짧은 시간의 더빙이라는 장점을 상쇄할

만큼의 단점을 주지는 못한다.

특히 CD에 대하여, CLV에 따라 회전하도록 구동되므로, CD의 회전 속도는 CD의 내주측을 향할수록 증가한다. 환언하면,

CD의 재생 동작이 내주측을 향할수록 불안정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실제 이용시에, 정상 속도 더빙이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CD의 내주측이 재생되는 경우 재생 동작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외주측상의 재생

동작은 안정화되어 있으므로, 2배속 더빙이 계속될 수 있다.

또한, 보간 노이즈의 생성을 억제하면서 고속 더빙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종래 기술의 설명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처리 능

력을 강화하기 위해 2배속에 응답하여 시스템 클럭의 속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처리 능력의 강화로부터 발

생하는 비용 증가는 피할 수 없다. 본 실시예의 기록 및 재생 장치는 상기 기술한 비용 증가의 문제도 제거할 수 있다.

5-2 처리 동작

도 6을 참조하여 상기 기술한 기록 및 재생 장치의 더빙 동작을 실현하는 처리 동작이 도 7의 플로우차트에 도시되어 있다.

도 7에 도시된 처리는 시스템 컨트롤러(21)와 MD 컨트롤러(11)의 조합에 의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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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을 참조하면, 도시된 처리에서, 예를 들면 사용자의 조작부(19) 조작에 의해 2배속 더빙을 개시하기 위한 동작이 수행

되면, 시스템 컨트롤러(21)와 MD 컨트롤러(11)는 CD 섹션의 재생 동작과 MD 섹션의 기록 동작을 제어하여 단계 S101에

서 2배속 더빙이 개시되게 한다.

그리고나서, 단계 S102에서 시스템 컨트롤러(21)가 펄스폭 검출 신호 DT가 H 레벨인지를 판별한다.

펄스폭 검출 신호 DT가 L 레벨 상태이고 결국 부정의 결과가 단계 S102에서 얻어지면, 단계 S113에서와 같이 2배속 더빙

이 계속된다.

그리고나서, 단계 S114에서, 시스템 컨트롤러(21)는 더빙이 종료(CD의 재생이 종료되거나 MD의 전 기록 영역에 대한 기

록이 완료된 경우에 대응함)되었는지를 판별한다. 단계 S114에서 부정의 결과가 얻어지면, 처리는 단계 S102로 되돌아온

다.

요약하면, 펄스폭 검출 신호 DT의 L 레벨 상태가 계속되는 한, 종료되기 까지는 2배속 더빙이 수행된다.

한편, 펄스폭 검출 신호 DT가 H 레벨이고 결국 단계 S102에서 긍정의 결과가 얻어지면, 처리는 단계 S103으로 진행한다.

단계 S103에서, 시스템 컨트롤러(21)와 MD 컨트롤러(11)는 CD 섹션이 PLAY 중지 상태로 들어가게 하고 MD 섹션이

REC 중지 상태로 들어가도록 제어를 실행한다.

그런 다음, 단계 S104에서, CD 섹션의 시스템 컨트롤러(21)는 그 때까지 재생이 수행되었던 현재 트랙의 개시 위치(개시

어드레스)에 광학 헤드(32)가 액세스하도록 한다. 액세스가 완료된 후에, 시스템 컨트롤러(21)는 CD 섹션이 다시 PLAY

중지 상태가 되도록 제어한다. 한편, MD 섹션의 MD 컨트롤러(11)는 광학 헤드(3)와 자기 헤드(6a)가 그 때까지 기록이 수

행되었던 현재 트랙의 기록 개시 위치(개시 어드레스)에 액세스하도록 한 후, MD 섹션이 REC 중지 상태가 되도록 제어한

다.

여기에서,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광학 헤드(3)과 자기 헤드(6a)가 현재 트랙의 기록 개시 위치(개시 어드레스)에 액세스하

도록 MD 섹션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MD 컨트롤러(11)는 현재 트랙의 기록 개시 위치를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예를 들면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MD(90)로부터 판독되어 예를 들면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된 U-

TOC의 내용이 기록의 진행에 따라 연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특히, 특정 트랙의 기록이 개시되기 이전에, 기록이 수행

되어야 하는 트랙의 개시 어드레스는 트랙에 대한 대응 테이블 표시 데이터 섹션의 포인터에 의해 지정된 관리 테이블 섹

션의 슬롯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고나서, 액세스시, 개시 어드레스가 U-TOC로부터 참조되어 액세스된다.

단계 S104의 처리가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종료한 후에, 처리는 단계 S105로 진행한다.

단계 S105에서, CD 섹션의 시스템 컨트롤러(21)는 재생 모드의 셋팅을 2배속 모드에서 정상 속도 모드로 변환시킨다. 한

편, MD 섹션의 MD 컨트롤러(11)는 기록 모드의 셋팅을 2배속 모드에서 정상 속도 모드로 동일하게 변환시킨다.

상기 기술한 단계 S105의 처리에 의해 정상 속도에 대한 재생 모드 및 기록 모드가 설정된 후, 처리는 단계 S106으로 진행

한다.

단계 S106에서, 시스템 컨트롤러(21)는 CD 섹션의 PLAY 중지 상태를 해제하는 제어 처리를 실행하고, MD 컨트롤러(11)

는 CD 섹션의 PLAY 중지 상태의 해제와 동기하여 MD 섹션의 REC 중지 상태를 해제하는 제어 처리를 실행한다. 그리고

나서, 단계 S107에서, CD 섹션측에 의해 정상 속도 재생이 수행되고, CD 섹션의 정상 속도 재생에 동기하여 정상 속도 기

록이 MD 섹션에서 실행된다. 요약하면, 정상 속도 더빙이 실행된다.

단계 S107에서 실행되는 정상 속도 더빙은 시스템 컨트롤러(21)가 다음 단계 S108에서 CD 섹션의 현재 트랙의 재생이 종

료되었는지를 판별할 때까지 계속된다. 단계 S108에서 현재 트랙의 재생이 종료된 것으로 판별하면, 처리는 단계 S109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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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109에서, 시스템 컨트롤러(21)는 더빙이 그 때까지의 정상 속도에 따른 트랙의 더빙 종료와 함께 종료되었는지 여

부를 판별한다. 더빙 기록될 트랙(CD로부터 재생되어야할 트랙)이 남아있고 게다가 MD가 일부 잔여 기록 시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빙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시스템 컨트롤러(21)와 MD 컨트롤러(11)에 의해 판별되면, 처리는 단계 S110으

로 진행한다.

단계 S110에서, 시스템 컨트롤러(21)와 MD 컨트롤러(11)는 CD 섹션이 PLAY 중지 상태에 들어가고 MD 섹션이 REC 중

지 상태가 되도록 제어를 실행한다. 그리고나서, 다음 단계 S111에서, 시스템 컨트롤러(21)는 CD 섹션이 2배속 재생 모드

가 되도록 제어를 실행하고, MD 섹션은 2배속 기록 모드가 되도록 제어를 실행한다.

그리고나서, 단계 S111에서의 처리가 완료된 후, CD 섹션측의 PLAY 중지 상태와 MD 섹션측의 REC 중지 상태가 다음 단

계 S112에서 해제된다. 결국, CD 섹션에서 이전 단계 S107에서 재생되었던 트랙의 다음 트랙으로 시작하는 재생이 시스

템 컨트롤러(21)의 제어하에서 2배속으로 개시된다. 마찬가지로, MD 섹션에서, 이전 단계 S107에서 기록이 수행되었던

트랙 다음의 새로운 트랙에 대한 기록이 MD 컨트롤러(11)의 제어하에 실행된다. 요약하면, 다음 트랙에 대한 2배속 더빙

이 새롭게 개시된다. 그리고나서, 처리는 단계 S102로 되돌아온다.

그리고나서, 시스템 컨트롤러(21)가 상기 기술한 단계 S114 또는 S109에서 더빙이 종료된 것으로 판별하면, CD 섹션의

재생 동작과 MD 섹션의 기록 동작이 종료함으로써 루틴을 종료한다.

그런데, 종래 기술로서 주지된 바와 같이, CD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재생 모드 또는 서플(shuffle) 재생 모드와 같

은 특별한 재생 모드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재생 모드에서는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선택적으로 지정된 트랙의 재생 순

서로 재생이 수행된다. 서플 재생 모드에서는, 재생되어야 할 트랙 번호가 예를들면 내부적으로 생성된 랜덤 수에 기초하

여 랜덤하게 지정되고, 그렇게 지정된 트랙 번호에 따라 트랙 재생이 수행된다.

도 6과 도 7을 참고하여 상기 기술한 실시예의 기록 및 재생 장치의 고속 더빙 동작의 예에서, CD 섹션은 제1 내지 제4 트

랙의 연속적인 트랙 번호를 갖는 4개의 트랙을 재생하고 있지만, 본 실시예의 기록 및 재생 장치의 고속 더빙 동작은 예를

들면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은 특별한 재생 모드에 따른 재생이 CD 섹션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의 기록 및 재생 장치에서, 2배속이 고속 더빙에 설정되고 정상 속도 CLV가 액세싱에 설정된다고 기술했

지만, 장치의 신뢰성이 유지된다면 고속 더빙을 위한 속도로서 2배속보다 더 큰 배속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액세스

시 디스크의 회전 구동 속도도 정상 속도로 한정되지는 않고, 트래킹 서보 풀링-인이 장치의 성능으로서 안정되게 실행될

수 있는 요구 회전 속도까지 감소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기술한 본 실시예의 기록 및 재생 장치에서, 고속 더빙시 에러 발생이 검출되면, 에러 발생시 재생 및 기록이 수

행되었던 현재 트랙의 개시 위치로 액세스 위치가 되돌아가는데, 이것은 기록 및 재생 장치의 목표 데이터가 시간상 연속

성이 요구되는 음성 데이터이므로 기록 소리의 누락 또는 중첩이 회피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기초로 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개념으로서, 액세스 위치가 반드시 트랙의 개시 위치로 되돌아갈 필요는 없지만, 에러가 발생하기 전과 동일한 재

생 위치 및 기록 위치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또한, 상기 기술한 본 실시예의 기록 및 재생 장치는 CD 플레이어와 MD 리코더/플레이어를 포함하고 더빙을 수행할 수 있

는 조합 장치이지만, 예를 들면 실제 장치는 라디오 셋트 또는 테이프 카셋트 리코더와 같은 일부 다른 장치를 부가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더빙을 수행하는 장치는 CD 플레이어 및 MD 플레이어의 조합으로 한정되지 않고, 어떤 다른 형태의 디스크에 대한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를 포함하는 다른 조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회전 구동 시스템은 CLV 시스템으로 제한되지 않지

만, CAV 시스템 또는 다른 시스템은 실제 이용되는 디스크와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와 일치하여 선택될 수 있다. 또한, 기

록측 장치는 반드시 디스크 매체용일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하드 디스크, 반도체 메모리, 자기 메모리, 광학 메모리용

이 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특정 용어를 이용하여 설명했지만, 이는 단지 설명상의 목적일 뿐이고, 이하의 청구범위의

사상 또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변화와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발명의 효과

등록특허 10-0638773

- 17 -



이상의 설명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기록 및 재생 장치에서, 일정 더빙 동작으로서, 제1 회전 구동 속도에 따른 재생을

포함하는 고속 더빙 동작이 수행되고, 에러 검출 결과에 기초하여 재생 동작이 불안정한 것으로 결정된 상황에서는, 제2

회전 구동 속도에 따른 재생에 관련된 저속 더빙 동작이 실행된다. 또한, 제2 회전 구동 속도에 따른 재생이 재생 동작을 안

정화시키므로, 더빙에 의해 얻어진 정보는 거의 에러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록 및 재생 장치가 음성 데이터에 적용

되는 경우, 보간 노이즈가 그만큼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양호한 음질로 기록된 음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기록 및 재생 장치에서, 고속 더빙이 의도적으로 계속된다하더라도 에러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재생측의 시스

템 클럭 신호의 속도를 증가시켜 에러 정정 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처리 부하가 감소되고, 비용이 감소되는 효

과를 가져온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스크형 제1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하기 위한 재생 섹션과, 상기 재생 섹션에 의해 판독된 상기 정보를 제2 기록

매체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 섹션을 포함하는 기록 및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 기록 매체를 제1 회전 속도로 회전 구동하기 위한 회전 구동 수단;

상기 회전 구동 수단에 의해 회전 구동되는 상기 제1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정보를 판독하기 위한 재생 헤드 수단;

상기 제1 기록 매체의 지정 위치에 기록된 상기 정보를 판독하기 위해 상기 재생 헤드 수단을 피딩 (feeding)하기 위한 피

딩 수단;

상기 재생 헤드 수단에 의해 상기 제1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된 상기 정보의 에러 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에러 검출 수단;

상기 에러 검출 수단에 의해 에러가 검출된 경우, 상기 에러가 검출된 상기제1 기록 매체의 재생 위치의 바로 이전 재생 위

치에 상기 재생 헤드 수단이 피딩되도록 상기 피딩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피딩 제어 수단; 및

상기 피딩 제어 수단의 제어하에 상기 재생 헤드 수단이 상기 바로 이전 재생 위치에 피딩된 후, 상기 회전 구동 수단에 의

해 회전 구동되는 상기 제1 기록 매체가 상기 제1 회전 속도보다 더 낮은 제2 회전 속도로 회전하도록 상기 회전 구동 수단

을 제어하기 위한 회전 구동 제어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 재생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수단;

상기 제2 기록 매체의 지정 위치에 상기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상기 기록 수단의 액세스 위치를 제어하기 위한 액세스 제

어 수단; 및

상기 에러 검출 수단에 의해 에러가 검출된 경우, 상기 제1 기록 매체의 바로 이전 재생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제2 기록 매

체의 위치에서 상기 정보의 기록이 시작되도록 상기 액세스 제어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기록 제어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 재생 장치.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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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제3 회전 속도로 상기 제2 기록 매체를 회전 구동하기 위한 제2 회전 구동 수단;

상기 제2 회전 구동 수단에 의해 회전 구동된 상기 제2 기록 매체에 상기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헤드 수단;

상기 제2 기록 매체의 지정 위치에 상기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상기 기록 헤드 수단을 피딩하기 위한 제2 피딩 수단;

상기 에러 검출 수단에 의해 에러가 검출된 경우, 상기 제1 기록 매체의 바로 이전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제2 기록 매체의

위치에 상기 기록 헤드 수단이 피딩되도록, 상기 제2 피딩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제2 피딩 제어 수단; 및

상기 제2 피딩 제어 수단의 제어하에 상기 기록 헤드 수단이 바로 이전 재생 위치에 대응하는 위치에 피딩된 후, 상기 제2

회전 구동 수단에 의해 회전 구동되는 상기 제2 기록 매체가 상기 제3 회전 속도보다 더 낮은 제4 회전 속도로 회전하도록,

상기 제2 회전 구동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제2 회전 구동 제어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 재생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정보는 프로그램 단위로 관리되고, 상기 바로 이전 재생 위치는 상기 에러 검출 수단에

의한 에러 검출시 재생되는 프로그램의 재생 개시 위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 재생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프로그램 단위로 상기 제2 기록 매체에 기록되고, 상기 바로 이전 재생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제2 기록 매체의

위치는 상기 에러 검출 수단에 의한 에러 검출시 기록되는 프로그램의 기록 개시 위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 재생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구동 제어 수단은, 상기 피딩 제어 수단의 제어하에 상기 재생 헤드 수단이 바로 이전 재생 위치로 피딩된 후, 상

기 제2 회전 속도인 정상 회전 속도보다 더 높은 상기 제1 회전 속도로 회전 구동되고 있는 상기 제1 기록 매체가 이후에

상기 정상 제2 회전 속도로 구동되도록 상기 회전 구동 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 재생 장치.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회전 구동 제어 수단은, 상기 제2 피딩 제어 수단의 제어하에 상기 기록 헤드 수단이 바로 이전 재생 위치에 대응

하는 위치로 피딩된 후, 상기 제4 회전 속도인 정상 회전 속도보다 더 높은 상기 제3 회전 속도로 회전 구동되고 있는 상기

제2 기록 매체가 이후에 상기 정상 제4 회전 속도로 구동되도록 상기 제2 회전 구동 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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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 검출 수단은 상기 제1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된 상기 정보의 에러 정정 결과에 기초하여 에러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 재생 장치.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구동 제어 수단은, 상기 제1 기록 매체의 상기 프로그램이 상기 제4 회전 속도로 재생된 후, 다음 프로그램의 재

생시, 상기 제1 기록 매체의 회전 속도가 상기 제1 회전 속도로 복귀하도록 상기 회전 구동 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 재생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록 매체는 광학 디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 재생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록 매체는 광자기 디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 재생 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록 매체는 반도체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 재생 장치.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록 매체는 자기 디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 재생 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딩 수단은 상기 디스크형 제1 기록 매체의 반지름 방향으로 상기 재생 헤드 수단을 피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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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딩 제어 수단 및 상기 회전 구동 제어 수단은 단일 제어 수단으로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 재생 장

치.

청구항 16.

디스크형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하기 위한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형 기록 매체를 제1 회전 속도로 회전 구동하기 위한 회전 구동 수단;

상기 회전 구동 수단에 의해 회전 구동되는 상기 디스크형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정보를 판독하기 위한 재생 헤드 수단;

상기 디스크형 기록 매체의 지정 위치에 기록된 상기 정보를 판독하기 위해 상기 재생 헤드 수단을 피딩하기 위한 피딩 수

단;

상기 재생 헤드 수단에 의해 상기 디스크형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된 상기 정보의 에러 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에러 검출 수

단;

상기 에러 검출 수단에 의해 에러가 검출된 경우, 상기 에러가 검출된 상기디스크형 기록 매체의 재생 위치의 바로 이전 재

생 위치에 상기 재생 헤드 수단이 피딩되도록 상기 피딩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피딩 제어 수단; 및

상기 피딩 제어 수단의 제어하에 상기 재생 헤드 수단이 상기 바로 이전 재생 위치에 피딩된 후, 상기 회전 구동 수단에 의

해 회전 구동되는 상기 디스크형 기록 매체가 상기 제1 회전 속도보다 더 낮은 제2 회전 속도로 회전하도록 상기 회전 구동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회전 구동 제어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형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정보는 프로그램 단위로 관리되고, 상기 바로 이전 재생 위치는 상기 에러 검출 수

단에 의한 에러 검출시 재생되는 프로그램의 재생 개시 위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구동 제어 수단은, 상기 피딩 제어 수단의 제어하에 상기 재생 헤드 수단이 바로 이전 재생 위치로 피딩된 후, 상

기 제2 회전 속도인 정상 회전 속도보다 더 큰 상기 제1 회전 속도로 회전 구동되고 있는 상기 디스크형 기록 매체가 이후

에 상기 정상 제2 회전 속도로 구동하도록 상기 회전 구동 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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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 검출 수단은 상기 디스크형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된 상기 정보의 에러 정정 결과에 기초하여 에러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구동 제어 수단은, 상기 디스크형 기록 매체의 상기 프로그램이 상기 제2 회전 속도로 재생된 후, 다음 프로그램

의 재생시, 상기 디스크형 기록 매체의 회전 속도가 상기 제1 회전 속도로 복귀하도록 상기 회전 구동 수단을 제어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21.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형 기록 매체는 광학 디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22.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피딩 수단은 상기 디스크형 기록 매체의 반지름 방향으로 상기 재생 헤드 수단을 피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23.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피딩 제어 수단 및 상기 회전 구동 제어 수단은 단일 제어 수단으로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24.

디스크형 제1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하고 상기 판독 정보를 제2 기록 매체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 및 재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기록 매체를 회전 속도로 회전 구동하기 위한 회전 구동 단계;

상기 제1 기록 매체의 지정 위치에 기록된 상기 정보를 판독하기 위해 재생 헤드 수단을 피딩하기 위한 피딩 단계;

상기 제1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된 상기 정보의 에러 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에러 검출 단계;

에러가 검출된 경우, 상기 에러가 검출된 상기 제1 기록 매체의 재생 위치의 바로 이전 재생 위치에 상기 재생 헤드 수단이

피딩되도록 상기 재생 헤드 수단의 피딩을 제어하기 위한 피딩 제어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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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재생 헤드 수단이 상기 바로 이전 재생 위치에 피딩된 후, 회전 구동되는 상기 제1 기록 매체가 상기 회전 속도보다 더

낮은 다른 회전 속도로 회전하도록 상기 제1 기록 매체의 회전 구동을 제어하기 위한 회전 구동 제어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 재생 방법.

청구항 25.

디스크형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하기 위한 재생 방법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형 기록 매체를 회전 속도로 회전 구동하기 위한 회전 구동 단계;

상기 디스크형 기록 매체의 지정 위치에 기록된 상기 정보를 판독하기 위해 재생 헤드 수단을 피딩하기 위한 피딩 단계;

상기 디스크형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된 상기 정보의 에러 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에러 검출 단계;

에러가 검출된 경우, 상기 에러가 검출된 상기 디스크형 기록 매체의 재생 위치의 바로 이전 재생 위치에 상기 재생 헤드

수단이 피딩되도록 상기 재생 헤드 수단의 피딩을 제어하기 위한 피딩 제어 단계; 및

상기 재생 헤드 수단이 상기 바로 이전 재생 위치에 피딩된 후, 회전 구동되는 상기 디스크형 기록 매체가 상기 회전 속도

보다 더 낮은 다른 회전 속도로 회전되도록 상기 디스크형 기록 매체의 회전 구동을 제어하기 위한 회전 구동 제어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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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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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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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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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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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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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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