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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구항 수 : 총 18 항

(54) 재기록가능한 디스크 매체를 사용하여 잠시멈춤 및 재생동안에 레코딩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디스크 매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잠시멈춤(pausing) 및 재생(playing back)하는 동안에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방법은, 잠시멈춤을 개시하였을 때, 제 1 패턴의 레코딩된 세그먼트를 제 2 패턴의 레코딩되지 않은 세그먼트와 교대로 함

으로써, 디스크 매체 상에 프로그램을 레코딩하는 단계와; 상기 잠시멈춤을 결정하였을 때, 상기 제 1 패턴의 첫번째 레코

딩된 세그먼트로 역점프(jump back)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패턴의 레코딩된 세그먼트를 재생하는 것과 상기 제 2 패턴의

레코딩되지 않은 세그먼트에 상기 프로그램을 레코딩하는 것을 번갈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는 제어기를 포함할 수 있는데, 상기 제어기는, 잠시멈춤을 개시하라는 명령에 응답하여 개시된 제 1 패턴을 레

코딩하기 위한 제 1 동작 모드와; 상기 잠시멈춤을 종료하고 역점프하라는 명령에 응답하여 개시되는 제 2 동작 모드와; 제

1 패턴은 재생하고 제 2 패턴은 레코딩하기 위한 제 3 동작 모드를 갖는다.

대표도

도 1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스크 매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잠시멈춤(pausing) 및 재생(playing back)하는 동안에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a) 잠시멈춤을 개시하라는 명령을 수신하였을 때, 제 1 패턴의 레코딩된 세그먼트를 제 2 패턴의 레코딩되지 않은 세그먼

트와 교대로 함으로써, 상기 디스크 매체 상의 트랙에 상기 프로그램을 레코딩하는 단계와;

(b) 상기 잠시멈춤을 종료하라는 명령을 수신하였을 때, 상기 제 1 패턴의 첫번째 레코딩된 세그먼트로 역점프(jump

back)하는 단계와;

(c) 상기 제 1 패턴의 상기 레코딩된 세그먼트를 재생하는 것과 상기 제 2 패턴의 상기 레코딩되지 않은 세그먼트 상에 상

기 프로그램을 레코딩하는 것을 번갈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d) 상기 디스크 매체 상에 기록될 준비가 된 프로그램 부분은 제 1 버퍼에 저장하고, 상기 디스크 매체로부터 판독되는 다

른 부분은 제 2 버퍼에 저장하는 단계와;

(e) 보완적인 방식으로 상기 제 1 및 제 2 버퍼를 채우고 비우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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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f) 상기 점핑 단계에 앞서, 상기 제 1 버퍼는 비우고, 상기 제 2 버퍼는 채우는 단계와;

(g) 상기 점핑 단계 동안에, 상기 제 1 버퍼는 채우고, 상기 제 2 버퍼는 비우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h) 적어도 상기 제 1 패턴의 세그먼트의 첫 번째 세그먼트를 제외하곤, 상기 제 1 패턴의 세그먼트의 세

그먼트를 오버라이팅(overwriting)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오버라이팅은 상기 트랙을 따라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레

코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d) 상기 제 1 패턴의 상기 레코딩된 세그먼트를 재생한 후에, 상기 제 2 패턴의 첫 번째 레코딩된 세그먼트로 역점프하는

단계와;

(e) 상기 제 2 패턴의 상기 레코딩된 세그먼트를 재생하는 것과, 상기 제 1 패턴의 세그먼트를 오버라이팅함으로써 제 3 패

턴의 세그먼트에 상기 프로그램을 레코딩하는 것을 번갈아 수행하는 단계와;

(f) 상기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까지, 다른 패턴의 세그먼트에 대해서 상기 단계 (d) 및 (e)를 반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g) 상기 디스크 매체 상에 기록될 준비가 된 프로그램 부분은 제 1 버퍼에 저장하고, 상기 디스크 매체로부터 판독되는 다

른 부분은 제 2 버퍼에 저장하는 단계와;

(h) 보완적인 방식으로 상기 제 1 및 제 2 버퍼를 채우고 비우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i) 각각의 상기 점핑 단계에 앞서, 상기 제 1 버퍼는 비우고, 상기 제 2 버퍼는 채우는 단계와;

(j) 각각의 상기 점핑 단계 동안에, 상기 제 1 버퍼는 채우고, 상기 제 2 버퍼는 비우는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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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k) 적어도 상기 제 1 패턴 및 다른 패턴의 세그먼트의 첫 번째 세그먼트를 제외하곤, 상기 제 1 및 다른

패턴의 세그먼트의 세그먼트를 오버라이팅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오버라이팅은 상기 트랙을 따라 진행되는, 프로그

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d) 상기 디스크 매체 상에 기록될 준비가 된 프로그램 부분은 제 1 버퍼에 저장하고, 상기 디스크 매체로부터 판독되는 다

른 부분은 제 2 버퍼에 저장하는 단계와;

(e) 보완적인 방식으로의 동작을 위해 상기 제 1 및 제 2 버퍼를 초기화하는 단계와;

(f) 상기 보완적인 방식으로 상기 제 1 및 제 2 버퍼를 채우고 비우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에 앞서 상기 프로그램을 패킷 스트림 데이터로서 인코딩하고, 상기 판독 이후에 상기 패킷 스

트림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버퍼에 저장하기에 앞서 상기 프로그램을 패킷 스트림 데이터로서 인코딩하고, 상기 제 2 버퍼

로의 저장 이후에 상기 패킷 스트림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나선형 트랙을 따라 상기 프로그램 신호를 레코딩하는 단계와;

상기 나선형 트랙의 적어도 대략 절반 회전주기(revolution)만큼 상기 레코딩되지 않은 세그먼트를 더 길게 만드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을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상에 레코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

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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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을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상에 레코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

한 방법.

청구항 15.

제 1항에 있어서, (d) 적어도 상기 제 1 패턴의 세그먼트의 첫 번째 세그먼트를 제외하곤, 상기 제 1 패턴의 세그먼트의 세

그먼트를 오버라이팅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오버라이팅은 상기 트랙을 따라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6.

디스크 매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잠시멈춤 및 재생 동안에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기 프로그램을 수신하기 위한 제 1 신호 처리 경로와;

상기 디스크 매체 상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상기 디스크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픽업 어셈블리와;

상기 픽업 어셈블리를 위한 서보 시스템과;

상기 프로그램을 재생하기 위한 제 2 신호 처리 경로와;

제어 명령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과;

잠시멈춤을 개시하라는 명령에 응답하여 개시되는 상기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제 1 동작 모드, 상기 잠시멈춤을 종

료하라는 명령에 응답하여 개시되는 제 2 동작 모드, 및 상기 프로그램을 재생 및 레코딩하기 위한 제 3 동작 모드를 갖는

제어기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동작 모드에서, 상기 픽업 어셈블리는 제 1 패턴의 레코딩된 세그먼트를 제 2 패턴의 레코딩되지 않은 세그먼트

와 교대로 함으로써 상기 디스크 매체 상의 트랙에 상기 프로그램을 레코딩하도록 위치되고,

제 2 동작 모드에서, 상기 픽업 어셈블리는 상기 제 1 패턴의 첫번째 레코딩된 세그먼트로 역점프하게 되며,

제 3 동작 모드에서, 상기 픽업 어셈블리는 상기 제 1 패턴의 상기 레코딩된 세그먼트를 재생하는 것과 상기 제 2 패턴의

상기 레코딩되지 않은 세그먼트에 상기 프로그램을 레코딩하는 것을 번갈아 수행하도록 배치되는,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매체 상에 기록될 준비가 된 프로그램 부분을 저장하기 위한 제 1 버퍼와;

상기 디스크 매체로부터 판독된 다른 프로그램 부분을 저장하기 위한 제 2 버퍼와;

등록특허 10-0666431

- 5 -



보완적인 방식으로의 동작을 위해 상기 제 1 및 제 2 버퍼를 초기화시키고, 그런 후에, 상기 보완적인 방식으로 상기 제 1

및 제 2 버퍼를 채우고 비우기 위한 버퍼 제어 수단을

더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8.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동작 모드 동안에, 상기 픽업 어셈블리는 적어도 상기 제 1 패턴의 세그먼트의 첫 번째 세그

먼트를 제외하곤, 상기 제 1 패턴의 세그먼트의 세그먼트를 오버라이팅하도록 위치되고, 상기 오버라이팅은 상기 트랙을

따라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디스크 매체, 예를 들어 레코딩가능한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상에 레코딩되는 오디오 및/또는 비디

오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된 동작 특징을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소비자로 하여금 차후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위해 비디오 및 오디오 프로그램을 레코딩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가

개발되어 왔다. 그러한 장치에는 테이프 레코더, 비디오카세트 레코더, 레코딩가능한 컴팩트 디스크, 및 가장 최근의 레코

딩가능한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가 포함된다. 단지 1회만 레코딩될 수 있어서 본질적으로 DVD 판독 전용 메모리라

고 할 수 있는 DVD는 약어인 DVD-R로 지칭된다. 약어인 DVD-R은 또한 일반적으로 1회 기록 기술, 즉 1회 레코드 기술

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수 개의 포맷이 DVD가 레코딩되고, 지워지고, 재-레코딩되는데 있어서, 즉 오버라이팅

(overwrite) 또는 재기록(rewriting)되는데 있어서 이용가능하다. 이것들은 약어인 DVD-RAM, DVD-RW 및 DVD+RW

로 지칭된다. 지금 현재는 어떠한 통일적인 산업 표준도 채택되어 있지 않다. 약어인 DVD-RAM, DVD-RW 및 DVD+RW

은 또한 일반적으로 각각의 재기록가능한 기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본 명세서에서 재기록가능한 DVD 기술, 디

바이스 및 방법에 대한 언급은 일반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 뿐만 아니라 미래에 개발될 수 있는 표준 모두를 포함

하도록 의도된다.

많은 경우에,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은 차후의 더 편리한 시간에 프레젠테이션하기 위해서 시청자 및/또는 청취자가 부재

중인 동안에 레코딩된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시간 이동시키는 것으로 지칭된다. 또 어떤 때는, 프로그램은 레코딩되지 않

으면서 또한 레코딩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시청 및/또는 청취되고 있는데, 시청자 및/또는 청취자의 주의가 예

를 들어 전화 통화나 예기치 않은 방문객에 의해서 중단되기도 한다. 만약 시청자 및/또는 청취자가 예를 들어 텔레비전 프

로그램을 보고 있고 VCR 내에 카세트 테이프를 구비하고 있거나 그러한 카세트 테이프를 재빠르게 찾아서 로딩할 수 있다

면, 프로그램은 레코딩될 수 있다. 그러나, 시청자 및/또는 청취자는, 레코딩이 완료될 때까지는, 프로그램을 온전히 그대

로 올바른 시간 시퀀스에 따라 시청 및/또는 청취할 수 없다. 레코딩의 완료 시간은 프로그램의 길이에 따라서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

DVD 디바이스에서의 바람직한 특징은 시청자 및/또는 청취자로 하여금 중단 또는 잠시멈춤 동안의 프로그램 컨텐트를 놓

치지 않으면서 상기 중단 또는 잠시멈춤이 종료되자마자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의 재개(resumption)를 개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비록 재기록가능한 DVD 기술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지만, 동작은 플레이, 레코드, 앞으로 및 뒤로 빨리감기, 및 정지와

같은 기본적인 기능으로 제한된다. 잠시멈춤(pausing)은 이용가능하지만, VCR에서의 잠시멈춤 동작, 예를 들어 사전에

레코딩된 프로그램의 재생을 중단하거나 레코딩하는데 있어 광고를 삭제하기 위해 시청된 프로그램의 레코딩을 중단시키

는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서만 이용가능하다.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와는 달리, 레코딩가능한 DVD 디바이스는 사전에 레코

딩된 DVD를 플레이시키는 매우 중요한 추가 기능을 구비한다. 따라서,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대신에 사용될 수 있는 디바

이스 및 방법을 포함하는 재기록가능한 DVD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경제적인 동기가 존재한다. 그것은 원가는 감소시키

면서 판매는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개선된 유리한 특징을 갖는 그러한 디바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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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이다. 그런 신규한 DVD 특징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의 동작 속도를 높이지 않고도, 연속적인 형태로 시청하면서 동

시에 디스크 매체 상에 레코딩하는 능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판독 및 기록을 위한 단일 헤드를 구비하는 레코딩가능한

DVD 디바이스는 판독 및 기록을 동시에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발명에 장치에 따른 레코딩 및 재생 프로그램 자료가, 비록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교대적이거나 다중화된다 할 지라도, 시청자 및/또는 청취자에게는 동시적으로 보일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 명세서에서는 '연속적인' 및 '동시적인'이란 용어가 사용된다.

디스크의 동일 부분에서 반복되는 레코딩은 디스크의 수명을 조기에 소모시킬 수 있다. 신규한 특징, 특히 막대한 양의 오

버라이팅을 필요로 할 수 있는 특징을 구현할 때는, 조기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기록가능한 DVD의 동일 부분에서 레

코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1×(1회) 판독 및 1×(1회) 기록 성능을 갖는 기본적인 재기록가능한 DVD 디바이스는 전형적으로 단지 대략 11

메가비트/초의 레코딩이나 재생을 위한 최대 데이터 속도를 갖는다.

따라서, 최대의 이용가능한 데이터 속도의 제약 내에서 구현될 수 있는 신규한 특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디스크 매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잠시멈춤 및 재생하는 동안에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장치에 따른 방

법은, (a) 잠시멈춤을 개시하라는 명령을 수신하였을 때, 제 1 패턴의 레코딩된 세그먼트를 제 2 패턴의 레코딩되지 않은

세그먼트와 교대로 함으로써, 디스크 매체 상의 트랙에 프로그램을 레코딩하는 단계와; (b) 잠시멈춤을 종료하라는 명령을

수신하였을 때, 제 1 패턴의 첫번째 레코딩된 세그먼트로 역점프하는 단계와; (c) 제 1 패턴의 레코딩된 세그먼트를 재생하

는 것과 제 2 패턴의 레코딩되지 않은 세그먼트 상에 프로그램을 레코딩하는 것을 번갈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디스크 매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잠시멈춤 및 재생하는 동안에 프로그램을 레코딩하기 위한, 다른 본 발명의 장치에

따른 장치는, 프로그램을 수신하기 위한 제 1 신호 처리 경로와; 디스크 매체 상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상기 디스크 매체로

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픽업 어셈블리와; 픽업 어셈블리를 위한 서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재생하기 위한 제 2 신

호 처리 경로와; 제어 명령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과; 잠시멈춤을 개시하라는 명령에 응답하여 개시되는 프로그램을 레코딩

하기 위한 제 1 동작 모드, 잠시멈춤을 종료하라는 명령에 응답하여 개시되는 제 2 동작 모드, 및 프로그램을 재생 및 레코

딩하기 위한 제 3 동작 모드를 구비하는 제어기를 포함할 수 있는데, 제 1 동작 모드에서, 픽업 어셈블리는 제 1 패턴의 레

코딩된 세그먼트를 제 2 패턴의 레코딩되지 않은 세그먼트와 교대로 함으로써 디스크 매체 상의 트랙에 프로그램을 레코

딩하도록 위치되고, 제 2 동작 모드에서, 픽업 어셈블리는 제 1 패턴의 첫번째 레코딩된 세그먼트로 역점프하게 되며, 제 3

동작 모드에서, 픽업 어셈블리는 제 1 패턴의 레코딩된 세그먼트를 재생하는 것과 제 2 패턴의 레코딩되지 않은 세그먼트

상에 프로그램을 레코딩하는 것을 번갈아 수행하도록 위치된다.

본 발명의 장치에 따라, 디스크 매체 상에 재기록하도록 디바이스를 동작시키는 동시에 잠시멈춤 동안에 레코딩하기 위한

방법과 같은 잠시멈춤 및 재생 동안의 레코드 특징이 디스크 매체 상에 재기록하기 위해 디바이스에 제공된다. 현재 바람

직한 디스크 매체로는 재기록가능한 DVD가 있고, 현재 바람직한 디바이스로는 재기록가능한 DVD 디바이스가 있다. 시청

자나 청취자는 프로그램의 프레젠테이션을 잠시멈추거나 중단할 수 있고, 중단이나 잠시멈춤 동안의 프로그램 컨텐트를

놓치지 않으면서 상기 중단이나 잠시멈춤이 끝나자마자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의 재개를 유리하기 개시할 수 있다. 또한,

시청자나 청취자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이전에 나머지 프로그램이 레코딩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본 발명의 장치에 대한 다른 양상에 따라, 보기에 동시적인 레코딩 및 재생이 유리하게도 시청자나 청취자에게는 명료하거

나 적어도 대체로 명료하다. 재기록가능한 DVD 디바이스 및 대응하는 방법은 잠시멈춤이 시작된 순간부터 프로그램 프레

젠테이션이 시청자나 청취자에게 재생될 수 있게 한다. 재기록가능한 DVD 디바이스는, 당연히 프로그램이 먼저 종료하지

않는 한, 잠시멈춤의 길이에 대응하는 시간 기간 동안에 동시적으로 레코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장치에 따라, 잠시멈춤 모드에서 명백하게 동시적인 레코딩 및 시청(재생)을 가능케 하는 기술은 레

코딩 및 재생이 진행할 때 재기록가능한 DVD의 트랙을 따라 세차운동(precess)하도록 함으로써 재기록가능한 DVD에 대

한 최대의 유용한 재레코딩 수명을 유리하게도 증진시킨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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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장치에 따라 재기록가능한 디스크 매체(102)를 사용하여 잠시멈춤 및 재생 동안에 레코드를 구현하기 위한 디

바이스(100)가 도 1에서 블록도 형태로 도시되어 있다. 재기록가능한 디스크 매체(102)는 재기록가능한 DVD로서 구현된

다. 디바이스(100)는 재기록가능한 DVD(102) 상에 기록할 수 있고 또한 상기 재기록가능한 DVD(102)로부터 판독할 수

있다. 상기 디바이스는 기계적인 어셈블리(104), 제어부(120), 비디오/오디오 입력 처리 경로(140) 및 비디오/오디오 출력

처리 경로(170)를 포함한다. 블록의 대부분을 다른 부분이나 경로에 할당하는 것은 자명하지만, 반면에 블록 중 일부를 할

당하는 것이 편의상 이루어지고 디바이스의 동작을 이해하는데는 중요하지 않다.

기계적인 어셈블리(104)는 DVD(102)를 회전시키기 위한 모터(106)와, 회전하는 디스크에 위에서 이동되도록 적응되는

픽업 어셈블리(108)를 포함한다. 픽업 어셈블리 상의 레이저는 디스크 상의 나선형 트랙에 있는 점(spot)을 가열하거나 비

디오 및/또는 오디오 프로그램 자료를 레코딩 및 재생하기 위해서 트랙 상의 이미 가열된 점을 비춘다. 본 발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디스크가 단일면 상에 레코딩가능한지 또는 양면 상에 레코딩가능한지 여부나, 양면으로의 레코딩의 경우에, 양면

으로의 레코딩이나 디스크로부터 후속적인 판독이 디스크의 동일 면으로부터 이루어지는지 또는 양면으로부터 이루어지

는지 여부는 무의미하다. 픽업 및 모터는 서보(110)에 의해서 제어된다. 서보(110)는 또한 디스크(102)의 나선형 트랙으

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의 재생 신호를 제 1 입력으로 수신한다. 재생 신호는 또한 에러 정정 회로(130)로의 입력인데, 상

기 에러 정정 회로(130)는 제어부의 일부나 비디오/오디오 출력 처리 경로의 일부로서 간주될 수 있다.

제어부(120)는 제어 중앙처리유닛(CPU)(122) 및 네비게이션 데이터 생성 회로(126)를 포함한다. 제어 CPU(122)는 네비

게이션 데이터 생성 회로(126)에 제 1 입력 신호를 공급하고, 서보(110)는 네비게이션 데이터 생성 회로(126)에 제 2 입력

신호를 공급한다. 서보는 또한 제어부의 일부로서 간주될 수 있다. 네비게이션 데이터 생성 회로(126)는 멀티플렉서

(MUX)(154)에 제 1 입력 신호를 공급하는데, 상기 MUX(154)는 비디오/오디오 입력 처리 경로(140)의 일부를 형성한다.

MUX(154)의 출력은 에러 정정 코딩 회로(128)로의 입력이다. 에러 정정 코딩 회로(128)의 출력은 픽업(108)에 공급되는

레코딩가능한 입력 신호인데, 상기 신호는 레이저에 의해 디스크(102)의 나선형 트랙 상에서 "가열"될 것이다.

시청자 작동가능한 기능을 위한 제어 버퍼(132)는 현재 이용가능한 기능들, 즉 플레이, 레코드, 뒤로 감기, 앞으로 빨리감

기, 잠시멈춤/플레이, 및 정지와 같은 기능들을 나타낸다. 잠시멈춤은 예를 들어 사전에 레코딩된 프로그램의 재생을 중단

시키거나 레코딩에서 광고를 삭제하기 위해서 시청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레코딩을 중단시키는 것과 같은 VCR에서의 잠

시멈춤 동작에 대응하는 것이다. (레코딩 및 재생 동안의)잠시멈춤으로 표현되어 있는, 잠시멈춤 및 재생 동안의 특정 레코

드 기능은 본 발명의 장치에 대한 이러한 양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별도의 버퍼 부분(136)으로 예시되어 있다.

비디오/오디오 입력 처리 경로(140)는 디바이스(100)에 의한 디지털 레코딩을 위해서, 예를 들어 NTSC 또는 PAL과 같은

종래의 텔레비전 신호를 예를 들어 MPEG-1 또는 MPEG-2와 같은 디지털화된 패킷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신호 처리

회로이다. 입력 경로(140)는 비디오 입력을 위해, NTSC 디코더(142)와 예를 들어 MPEG-1 또는 MPEG-2와 같은 비디

오 인코더(144)를 포함하고, 오디오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146)와 예를 들어 MPEG-1 또는 MPEG-2와 같은 오

디오 인코더(148)를 포함한다. 디지털화된 신호는 멀티플렉서(150)에서 결합되고, 전체적인 패킷이 구성될 때까지 레코드

버퍼(152)에 저장된다. 각각의 패킷이 구성되었을 때, 각각의 패킷은 MUX(154)에서 네비게이션 데이터 생성 회로의 출력

과 결합된 후 에러 정정 코딩 회로(128)에 전송된다. 에러 정정 코딩 회로(128)는 또한 입력 경로(140)의 일부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질적인 문제로서, 디스크의 나선형 트랙 상에서 가장 작은 어드레스가능한 단위는 16개의 섹터로 이루어진 ECC(에러

정정 코드) 블록이고, 여기서 각각의 섹터는 2048 바이트의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한다. 그룹은 예를 들어 12와 같은 정수

개의 ECC 블록이다. 블록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그룹은 대략 0.5초 분량의 결합된 비디오 및 오디오 프로그램 자료를 나타

낸다. 예를 들어 192개의 섹터로 이루어진 ECC 블록 그룹을 레코딩하는데 요구되는 나선형 트랙을 따른 선형 공간의 크기

는 본 명세서에서 나선형 트랙의 세그먼트로서 정의된다. 따라서, 레코드 버퍼는 데이터의 한 세그먼트를 저장하기에만 충

분히 클 필요가 있다는 것이 명백해질 수 있다. 데이터의 한 세그먼트는 예를 들어 대략 0.5초 분량의 오디오 및 비디오 프

로그램 자료에 대응할 수 있다.

출력 처리 경로(170)는 트랙 버퍼, 즉 출력 버퍼(172)를 포함하는데, 상기 버퍼(172)에서는 디스크로부터 판독되는 데이

터가 추가적인 처리를 위해서 패킷에 어셈블링된다. 패킷은 조건부 엑세스 회로(174)에 의해 처리되는데, 상기 조건부 엑

세스 회로(174)는 디멀티플렉서(176)를 통해서 패킷을 비디오 및 오디오 처리를 위한 각각의 경로로 전파하는 것을 제어

한다. 따라서, 트랙 버퍼(172)가 대략 0.5초 분량의 오디오 및 비디오 프로그램 자료에 또한 대응하는 데이터의 한 세그먼

트를 저장하기에만 충분히 클 필요가 있다는 것이 또한 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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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장치에 따라, 입력 경로(140) 내의 레코드 버퍼(152)는 유리하게도 다른 경우에 필요시 되는 것과 같은 레코드

버퍼보다 훨씬 더 크다. 현재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레코드 버퍼는 대략 1.5초 분량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 프레젠테

이션을 저장하기에 충분히 크다. 또한, 본 발명의 장치에 따라, 출력 경로(170) 내의 트랙 버퍼(172)도 또한 유리하게도 다

른 경우에 필요시 되는 것과 같은 트랙 버퍼보다 훨씬 더 크다. 현재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트랙 버퍼는 또한 대략 1.5초

분량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 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하기에 충분히 크다. 더 큰 레코드 및 트랙 버퍼는 유리하게도 본 발

명의 장치에 따른 레코딩 및 재생 동안에 픽업 어셈블리(108)의 가장 긴 가능한 점프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공된다. 더욱 상

세히 설명될 바와 같이, 디바이스(100)의 가장 긴 가능한 점프는 대략 0.9초이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서 제시되어진 향상

된 특징의 비용은 유리하게도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향상된 재기록가능한 DVD 디바이스를 제작하는 비용에 있어 최소한

의 충격을 준다.

비디오는 디코더(178)에 의해서 예를 들어 MPEG-1이나 MPEG-2F부터 디코딩되고, 예를 들어 NTSC나 PAL과 같은 종

래의 텔레비전 신호로서 인코딩된다. 오디오는 회로(182)에 의해서 예를 들어 MPEG-1이나 MPEG-2로부터 디코딩되고,

오디오 디지털-아날로그(D/A) 변환기(184)에 의해서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된다. 출력 처리 경로(170)는 언급된 것처럼

에러 정정 회로(130)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디바이스(100)는 예를 들어 1×판독 및 1×기록 성능을 갖는 기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한 디바이스는 전형적으로 대략

11 메가비트/초의 레코딩 또는 재생을 위한 최대 데이터 속도를 가질 수 있다. 잠시멈춤 및 재생 동안의 레코드 기능을 구

현하기 위해서, 동시적인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재생(판독) 및 레코딩(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대의 데이터 속도는

재생(판독)을 위해서는 대략 5 메가비트/초가 유효하고 레코딩을 위해서는 5 메카비트/초가 유효하다. 그러한 속도는 최소

성능을 갖는 기기의 최소 속도의 단지 절반이고, 그에 따라서, 그러한 기기를 통한 보기에 동시적인 재생 및 레코딩은 불가

능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최소 성능 기기는 레코드 및 트랙 버퍼의 유리한 관리를 통해 잠시멈

춤 및 재생 동안의 레코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시 보기에 동시적인 재생 및 레코딩을 제공하도록 본 발명의 장치에

따라 유리하게 동작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치는 더 높은 데이터 속도를 갖는 디바이스에 또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알게 될 것이다.

잠시멈춤 및 재생 동안의 레코드(또는 레코드 및 재생 동안의 잠시멈춤) 특징은 재기록가능한 DVD 디바이스에서 매우 바

람직하다. 그러한 기능은, 예를 들어, 시청자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가 방문객이나 전화 통화에 의해서 중단될

때, 사용될 수 있다. 시청자가 볼 수 없는 시간 동안에, 레코더는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레코딩한다. 일정한 시간 기간 이

후에, 예를 들어 대략 1 또는 2분부터 30분이나 그 이상의 시간 기간 이후에, 시청자는 시청이 중단되었던 지점부터 프로

그램 시청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제, 디바이스는 잠시멈춤이 시작된 이후부터의 레코딩을 재생하기 시작하여

야 하고, 동시에 들어오는 프로그램 자료들을 계속 레코딩하여야 한다. 이런 보기에 동시적인 재생 및 레코딩은 일반적으

로 나선형 트랙의 재생 영역과 레코딩 영역 사이에서 큰 점프를 필요로 할 것이고, 이는 비디오 레코더가 재생과 레코딩 사

이에서 교대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점프가 발생할 때에는 판독이나 기록 중 어느 것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의의 종류의 점프는 평균 비트 속도가 감소하도록 야기한다. 더 긴 점프가 존

재하고 더 자주 점프가 발생할수록, 평균 비트 속도의 감소는 더 커진다.

본 발명의 장치에 따라, 기록이나 판독 중 어느 것도 발생할 수 없는 시간의 크기를 유리하게도 최소화시키는 잠시멈춤 이

후의 레코딩 및 재생 방법이 제공된다. 따라서, 상기 방법은 유리하게도 잠시멈춤 및 재생 동안의 레코딩 특징에 대한 구현

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긴 점프의 횟수 및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최소화한다. 혁신적인 버퍼 관리 및 비트 속도 관리는 회

피될 수 없는 그러한 점프를 보상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특징은, 재생이 완전히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더욱 허용될 수 있다. 잠시멈춤 동안에, 프로그램 자료는 유리하게도 예를 들어 디스크의 2회 또는 3회

의 회전에 상당하는 짧은 세그먼트에 레코딩됨으로써, 그러한 회전은 적어도 레코딩된 세그먼트만큼 길거나 또는 그 보다

는 약간 더 긴 세그먼트들 사이에 공간을 남긴다. 잠시멈춤이 종료하였을 때, 잠시멈춤의 시작부분에 대응하는 레코딩의

시작 부분으로 역점프가 이루어질 수 있음으로써, 레코딩이 재생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레코딩된 세그먼트 각각이 재

생될 때, 레코딩된 세그먼트 사이의 공간은 들어오는 프로그램 자료를 레코딩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결국, 또 다른

역점프가 최초의 잠시멈춤과 동일한 또 다른 시간 간격이 지난 이후에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어쩌면 잠시멈춤 기

간에 수행된 그러한 역점프 이외에 긴 점프가 유리하게 회피될 수 있다. 즉, 만약 잠시멈춤이 10분의 길이라면, 잠시멈춤이

종료한 이후의 재생은 10분 분량의 레코딩된 프로그램 자료를 수용하기에 충분히 길이만큼의 역점프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한 역점프는 프로그램의 레코딩 및 재생이 완료할 때까지 매 10분마다 필요할 것이다. 충분한 길이의 버퍼 메모리는,

디스크로부터 재생 자료를 판독하는 동안에 레코딩되기 위해 대기 중인 인코딩된 프로그램 자료를 저장하고, 그 자료가 디

스크 상에 레코딩되는 동안에 재생 자료를 디코더에 공급하기 위해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버퍼는 또한 점프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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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자료를 재생하고 레코딩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동시에, 인코더 및 디코더의 비트 속도는 원하는 버퍼 관리를 구

현하기 위해서 충분한 비트 속도 성능을 제공하도록 특징의 구현 동안에 제어될 수 있다. 인코더와 디코더는 예를 들어

MPEG-2 표준에 따라 동작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치를 위해서, 프로그램 자료는 재기록가능한 DVD 상에 레코딩되고,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세그먼트 단위

로 재기록가능한 DVD로부터 재생된다. 각각의 세그먼트는 도 2에 예시된 바와 같이 나선형 트랙의 특정 선형 길이나 간격

을 나타낸다. 재기록가능한 DVD(10)는 디바이스(100)에서 디스크(102)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디스크는 디스크의 중

앙에 있는 홀(28) 근처에서 시작하여 바깥쪽 방향을 향하여 나선형으로 나가는 연속적인 나선형 트랙(12)을 구비한다. 트

랙은 또한 매체 타입의 색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면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은 사이드-투-사이드 워블(side-to-side

wobble)을 가질 수 있다. 스케일의 문제로 인해서, 트랙(12)의 일부만이 도시되어 있고, 이것들은 크게 확대된 스케일로

도시되어 있다. 트랙 상에서의 레코딩 방향은 전형적으로 더 작은 반경 부분에서 더 큰 반경 부분으로 트랙을 따라서 바깥

쪽 방향으로 향한다. 세 개의 큰 점( )으로 이루어진 수 개의 시리즈는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트랙의 부분을 나타낸

다.

참조 번호(14)는 본 발명의 장치에 따라 잠시멈춤 동안의 레코딩된 세그먼트를 나타낸다. 정사각형(16)은 레코딩된 세그

먼트의 끝을 나타낸다. 정사각형(16)은 또한 레코딩 되지 않은 세그먼트(18)의 처음을 나타낸다. 레코딩 되지 않은 세그먼

트(18)의 끝은 다이아몬드(20)로 표시되어 있다. 다이아몬드(20)는 또한 선택적인 보호 대역(22)의 처음을 나타내는데, 상

기 보호 대역(22)은 레코딩된 세그먼트 및 레코딩되지 않은 세그먼트 보다 더 짧을 수 있다. 선택적인 보호 대역(22)의 끝

은 원(24)으로 표시되어 있다. 원(24)은 또한 그 다음 레코딩되는 세그먼트(26)의 처음을 나타낸다. 보호 대역은, 재기록가

능한 DVD 디바이스가 재생과 레코딩 사이를 충분히 빠르게 스위칭할 수 없는 경우에 세그먼트가 비의도적으로 오버라이

팅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될 수 있다. 레코딩 용량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 때는 보호 대역 없

이 동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시멈춤 동안의 레코딩 방법은 도 3 내지 도 14에서 순차적으로 예시되어 있다. 번호가 매겨진 수평 라인이나 공간은 나

선형 트랙의 세그먼트를 나타낸다. 첫 번째로 번호가 매겨진 세그먼트는 반드시 트랙 상의 첫 번째 세그먼트는 아니지만,

잠시멈춤 기능이 개시되었을 때 레코딩되는 첫 번째 세그먼트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세그먼트(1)는 잠시멈춤을

개시하는 것에 대응한다. 그 후에, 교대적인 레코딩 및 비레코딩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패턴 A가 트랙 상에서 이루어진다.

레코딩된 세그먼트는 홀수 번호가 매겨진 세그먼트(1,...,43)이다. 짝수 번호가 매겨진 세그먼트(2,...,42)는 레코딩되지 않

는다. 보호 대역은 예시되지 않았지만, 레코딩된 세그먼트 보다 더 긴 레코딩되지 않은 세그먼트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2개의 세그먼트가 도 3에서 레코딩되는 것으로서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세그먼트는 대략 0.5초 분량의 프로그램 자료를

나타내고, 그에 따라서, 예시된 잠시멈춤은 길이에 있어 대략 11초이다. 잠시멈춤의 길이에 상관없이, 패턴 A는 잠시멈춤

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만약 시청자가 잠시멈춤을 종료하는데 실패한다면, 예를 들어 트랙 상의 마지막 세그먼트가

레코딩되었거나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잠시멈춤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제어 루틴이 제공될 수 있다.

잠시멈춤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료되었을 때, 디바이스는 점핑에 앞서 디스크 매체 상에 기록되어지는 세그먼트의

기록을 첫번째 끝내야 한다. 도 3에서 마지막으로 레코딩된 세그먼트는 세그먼트(43)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 세그먼트(42)

를 생략하는 동안에 종료가 발생한다면, 세그먼트(43)는 생략되지 않고 레코딩되어야 한다. 픽업 어셈블리는 세그먼트(1)

로 역점프한다. 이러한 점프 이후에는, 어떠한 프로그램 자료도 손실되지 않는 방식으로 재생 동안의 레코딩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혁신적인 버퍼 관리 방법의 초기화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잠시멈춤이 종

료될 때 디바이스의 시작 조건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필요로 한다. 레코딩 동안에는, 어떠한 프로그램 자료도 디스크 매체

로부터 판독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프로그램 자료도 트랙 버퍼(172)에 기록될 수 없고, 어떠한 프로그램 자료도 트랙

버퍼로부터 판독되어 재생 경로(170)를 통해 시청자에게 재생될 수 없다. 요컨대, 트랙 버퍼(172)는 비어 있다. 동시에, 인

코딩된 프로그램 자료는 레코드 버퍼(152)를 통해서 전달되고, 교대적인 패턴과 비트속도가 허용되는 만큼 빨리 디스크

상에 기록된다. 예시된 실시예에서의 최고 비트 속도는 11 메가비트/초이다. 따라서, 레코드 버퍼(152)는 비어 있거나 거

의 비어 있다.

프로그램 자료의 보기에 동시적인 재생 및 레코딩 동안에 디스크 매체의 교대적인 판독 및 기록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서, 트랙 버퍼는 디스크 매체 상에 기록하는 동안 재생될 저장된 충분한 프로그램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레

코드 버퍼는, 데이터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디스크 매체로부터 판독될 때, 충분한 프로그램 자료를 저장하도록

충분히 비어있어야 한다. 본 발명의 장치에 따라, 대략 1.5초 분량의 프로그램 자료에 상당하는 프로그램 자료의 세 세그먼

트를 저장할 수 있는 각각의 입력 및 출력 경로 버퍼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크기의 버퍼는 디바이스(100)

및 비슷한 데이터 속도의 다른 디바이스에서 레코드 및 재생 동안의 잠시멈춤 특징에 대한 연속적인 동작을 가능케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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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멈춤이 종료되는 순간에, 필요한 버퍼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잠시멈춤이 종료된 이후에 버퍼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특정 비트 속도 성능이 이용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잠시멈춤이 개시되면, 인코더에 대한 비트 속도는 일정한

비트 속도로 설정된다. 디코더는 인코딩 동안에 그 비트 속도에 대응하는 속도로 디코딩하여야 하고, 따라서, 디코더는 인

코딩 주파수에서 자동적으로 동작하고 특정 값으로 설정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재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일정한 비트

속도는 각각의 경우에 5 메가비트/초이다. 이것은 버퍼를 제어하기 위해서 대략 1 메가비트/초의 비트 속도 성능(11 메가

비트/초에서 2 ×5 메가비트/초를 뺀 비트 속도)을 남겨 둔다.

잠시멈춤이 종료한 이후의 점프가 도 4에 예시되어 있다. 상기 점프는 첫 번째 점프로서 간주될 수 있다. 첫 번째 점프가 시

작되자마자, 디스크 매체 상에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인코더는 5 메가비트/초의 감소되어진 일정한 비트

속도지만 여전히 출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도 5에 예시된 패턴 B의 세그먼트가 될 프로그램 자료는 레코드 버퍼(152)에

순차적으로 저장된다. 점프가 끝나자마자, 그리고 레코드 버퍼가 계속해서 채워지는 동안에, 패턴 A의 첫 번째 세그먼트는

디스크 매체로부터 판독되어 트랙 버퍼(172)에 저장된다.

가외의 비트 속도 성능은 버퍼 동작의 정상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레코드 및 트랙 버퍼를 채우고 비우

는 것은 항상 보완적이다. 즉, 입력 버퍼는 출력 버퍼가 비워졌을 때 채워지고, 또한 그 반대이기도 하다. 또한, 두 버퍼에

있는 데이터의 합은, 용량의 백분율로서, 항상 대체로 일정하다. 일예로, 만약 하나의 버퍼가 1/3 만큼 채워졌다면, 다른 버

퍼는 2/3 만큼 채워진다. 만약 하나의 버퍼가 1/2만큼 채워졌다면, 다른 버퍼도 또한 1/2 만큼 채워진다. 버퍼 각각이 현재

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처럼 세 개의 세그먼트를 보유할 수 있다면, 동일한 시간에 두 버퍼에 있는 세그먼트 수의 합은 일

정해야 하고, 3이어야 한다.

도 5는 패턴 A의 세그먼트(1,..,43)를 판독하고 패턴 B의 세그먼트(2,...,44)를 기록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

단 버퍼의 정상 상태 동작이 이루어지면 교대적인 시퀀스에 따라 발생한다.

도 6은 두 번째 역점프를 나타내는데, 실제로는, 모든 나머지 역점프를 나타낸다. 첫 번째 점프가 세그먼트(43)로부터 세그

먼트(1)로 발생할 때, 버퍼는 초기화되지 않는다. 두 번째 점프가 세그먼트(44)로부터 세그먼트(2)로 발생할 때, 버퍼는 이

미 초기화되어 보완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점프가 시작된 이후에, 트랙 버퍼는, 점프 동안에, 세그먼트

가 판독되고 재생이 중단없이 계속되도록 즉 연속적이도록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채워진다. 동시에, 레코드 버퍼는 인코딩

된 세그먼트가 점프 동안에 저장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비게 됨으로써,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한다. 역점프 사이의 레코딩

및 플레잉은 잠시멈춤 길이와 동일한 시간 기간을 갖는다.

짝수 번호 세그먼트(2,...,44)가 재생될 때, 패턴 C의 홀수 번호 세그먼트(3,...,45)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교대적으로

레코딩된다. 짝수 번호 세그먼트(2,...,44)가 재생된 이후에, 그리고 홀수 번호 세그먼트(3,...,45)가 레코딩되어진 이후에,

픽업 어셈블리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세그먼트(3)로 역점프하는데, 상기 세그먼트(3)는 재생될 필요가 있는 패턴 C의

첫 번째 세그먼트이다. 홀수 번호 세그먼트(3,...,45)가 재생될 때, 패턴 D의 짝수 번호 세그먼트(4,...,46)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교대적으로 레코딩된다.

홀수 번호 세그먼트(3,...,45)가 재생된 이후에, 그리고 짝수 번호 세그먼트(4,...,46)가 레코딩된 이후에, 픽업 어셈블리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세그먼트(4)로 역점프하는데, 상기 세그먼트(4)는 재생될 필요가 있는 패턴 D의 첫 번째 세그먼

트이다. 짝수 번호 세그먼트(4,...,46)가 재생될 때, 패턴 E의 홀수 번호 세그먼트(5,...,47)는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교

대적으로 레코딩된다. 짝수 번호 세그먼트(4,...,46)가 재생된 이후에, 그리고 홀수 번호 세그먼트(5,...,47)가 레코딩된 이

후에, 픽업 어셈블리는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세그먼트(5)로 역점프하는데, 상기 세그먼트(5)는 재생될 필요가 있는

패턴 E의 첫 번째 세그먼트이다.

버퍼의 정상 상태 동작이 이루어진 이후에, 처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들로 요약될 수 있다: 제 1 패턴의 레코딩된 세그먼트

를 재생한 이후에, 제 2 패턴의 첫 번째 레코딩된 세그먼트로 역점프하는 단계와; 제 2 패턴의 레코딩된 세그먼트를 재생하

는 것과 제 1 패턴의 세그먼트를 오버라이팅함으로써 제 3 패턴의 세그먼트에 프로그램을 레코딩하는 것을 번갈아 수행하

는 단계. 앞의 단계들은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까지 다른 패턴의 세그먼트에 대해서 반복된다.

0.9초만큼 긴 점프 시간이 예를 들어 언급된 크기의 버퍼에 의해서 도모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 점프의 시간 기간은 디스크

매체와 재동기를 이루는데 필요한 시간뿐만 아니라 점핑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포함할 것이다. 첫 번째 점프 이후의 점프

는 매우 빠르게 완료될 것인데, 그 이유는 버퍼가 정상 상태 상황에서 이미 동작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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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매체로부터 판독하고 또한 상기 디스크 매체에 기록하는 것이 번갈아 수행될 때 재생 자료의 어떠한 중단도 없을 것이

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료의 연속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보장하는데, 여기서 레코딩 및 재생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처리는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된다. 만약 프로그램이 종료하기 전 이전에 트랙의 끝에 도달한다면,

루틴은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까지 레코딩 및 재생의 교대적인 기간을 지속시키도록, 트랙의 처음 또는 트랙 상의 임의의

다른 위치로 역점프하도록 제공될 수 있다. 교대적인 레코딩 및 재생은 도 13의 표에 요약되어 있다.

동작 방법은 버퍼 관리를 강조하면서 도 15에서 흐름도(200)로 도시되어 있다. 잠시멈춤은 단계(202)에서 시작한다. 제 1

패턴(패턴 A)의 세그먼트는 예컨대 5 메가비트/초와 같은 원하는 일정 속도로 디코딩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러므로, 디코더는 인코딩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속도로 자동적으로 디코딩되기 때문에, 일정한 비트 속도로

제 1 패턴의 세그먼트를 인코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코더의 비트 속도는 단계(204)에 따라 원하는 일정 비트 속

도로 설정된다. 디코더는 잠시멈춤이 종료될 때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아래에서 더욱 충분히 설

명되는 바와 같이, 잠시멈춤이 종료하였을 때 디코더를 턴 오프 시키는 것은 트랙 버퍼를 더욱 빠르게 채우는데 있어 유용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는, 잠시멈춤이 시작된 이후에 단계(206)에 따라서 디코더를 턴 오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디바이스는 단계(208)에 따라서 디스크 매체의 트랙 상의 교대적인 세그먼트에 제 1 패턴의 세그먼트를 레코딩

한다. 잠시멈춤이 종료되지 않는 한, 결정 블록(210)은 방법을 경로(213)를 통해서 단계(208)로 되돌리고 대기한다. 잠시

멈춤이 종료되었을 때, 방법은 경로(211)를 통해 단계(212)로 분기하고, 단계(212)에 따라서 디바이스는 제 1 패턴의 마

지막 세그먼트를 레코딩하는 것을 완료한다. 그런 후에, 픽업 어셈블리는 단계(214)에 따라서 제 1 패턴의 첫 번째 세그먼

트로 역점프한다. 점프가 진행될 때, 레코드 버퍼는, 단계(216)에 따라서, 제 2 패턴이 될 세그먼트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들어오는 어떠한 프로그램 자료도 점프 동안에 손실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본 발명의 장치에 따라, 잠시멈춤이 종료한 이후의 재생 동작은 연속적이다. 이것은, 일단 재생이 시작되면 상기 재생은 결

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트랙 버퍼는 결코 언더플로(underflow) 상황에 있지 않아야 하고, 그렇지 않

을 경우 디코더는 디코딩할 자료를 다 소비할 것이며, 재생은 중단될 것이다. 동일한 순간에, 반드시 어떠한 프로그램 자료

도 레코딩 동안에 손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레코드 버퍼는 결코 오버플로(overflow) 상황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그렇

지 않을 경우, 인코더의 출력은 저장될 어떠한 장소도 갖지 않을 것이다. 본 발명의 장치에 따른 버퍼의 보완 관리는 버퍼

의 이러한 동작 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레코드 및 트랙 버퍼는 먼저 첫 번째 점프와 관련한 보완 동작을 위해 초기화

되어야 한다. 초기화는, 양 버퍼에 있는 세그먼트 수의 합이 3이 되자마자 예시된 실시예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발생하

자마자, 디바이스는 본 발명의 장치에 따라 세그먼트를 번갈아 레코딩 및 재생할 수 있다. 하나 보다 많은 수의 처리과정이

초기화를 이루기 위해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도 15와 관련하여 설명된 초기화 처리과정이 현재는 바람

직하다.

레코드 버퍼가 채워질 때, 결정 단계(218)는 점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물어본다. 만약 완료되지 않았다면, 방법은 경로

(221)를 통해 원위치로 분기하고 대기한다. 점프가 완료되었을 때, 방법은 경로(219)를 통해 분기한다. 픽업 어셈블리는

디스크 매체로부터 패턴 A의 첫 번째 세그먼트를 판독하고, 트랙 버퍼는 단계(222)에 따라 데이터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레코드 버퍼는 계속해서 채워진다.

트랙 버퍼가 채워질 때, 결정 단계(222)는 양 버퍼에 있는 세그먼트 수의 합이 단계(220) 동안에, 즉 첫 번째 세그먼트가

트랙 버퍼에 완전히 기록되기 이전에, 3이 되었는지를 물어 본다. 만약 3이 아니라면, 첫 번째 세그먼트는 트랙 버퍼에 완

전히 기록될 것이다. 이 경우에, 방법은 경로(223)를 통해 단계(224)로 분기하고, 상기 단계(224)에 따라, 첫 번째 세그먼

트를 트랙 버퍼에 기록하는 것이 끝나고, 그런 후에 트랙 버퍼에 기록하는 것이 종료한다. 이 순간에는, 디스크로부터 판독

되거나 상기 디스크에 기록되는 일은 없다. 이어서, 결정 단계(226)는 양 버퍼에 있는 세그먼트 수의 합이 단계(224) 이후

에, 즉 디코더가 턴 오프되는 동안에 3이 되었는지를 물어 보고, 트랙 버퍼는 첫 번째 세그먼트만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

으며 레코드 버퍼는 계속해서 채워진다. 만약 3이 아니라면, 방법은 경로(229)를 통해 원위치로 분기하고 대기한다. 레코

드 버퍼는 결국 두 개의 세그먼트로 채워질 것이다. 이 순간에, 양 버퍼에 있는 세그먼트 수의 합은 3이 되고, 따라서 버퍼

는 초기화된다. 그 다음에, 방법은 경로(227)를 통해서 단계(232)로 분기하고, 상기 단계(232)에 따라서 디코더는 다시 턴

온 된다. 그런 후에, 디바이스는, 단계(234 및 236)에 따라서, 레코드 버퍼로부터 판독하고 디스크 매체 상에 기록하는 것

을 시작할 수 있고, 트랙 버퍼로부터 판독하고 디코더에 기록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 레코드 버퍼로부터의 제 2 패턴의

첫 번째 세그먼트를 디스크 매체 상에 기록한 후에, 제 1 패턴의 두 번째 세그먼트는 디스크 매체로부터 판독되고 트랙 버

퍼에 기록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장치에 대한 교대적인 판독 및 기록이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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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블록(222)으로 돌아가면, 디스크 매체로부터 판독된 첫 번째 세그먼트가 트랙 버퍼에 완전히 기록되기 이전에, 레코

드 버퍼가 두 개 보다는 많지만 세 개보다는 적은 수의 세그먼트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것이 발생할 것

인지 여부는 단계(214)에서의 첫 번째 점프의 시간 기간에 크게 의존한다. 이것이 발생하였을 때, 버퍼는, 첫 번째 세그먼

트가 레코드 버퍼에 완전히 기록되기에 앞서 초기화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양 버퍼에 있는 세그먼트 수의 합이 3이 될 것이

기 때문이다. 일단 버퍼가 초기화되면, 양 버퍼에 기록하는 것과 양 버퍼로부터 판독하는 것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그 순간에, 방법은 경로(225)를 통해서 단계(228)로 분기하고, 상기 단계(228)에 따라서, 디코더는 턴 온 된다. 디코더

를 턴 온 시킨 후에는, 단계(230)에 따라서 첫 번째 세그먼트를 트랙 버퍼에 기록하는 것을 또한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런 이후에, 디바이스는, 단계(234 및 236)에 따라, 레코드 버퍼로부터 판독하고 디스크 매체 상에 기록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고, 트랙 버퍼로부터 판독하고 디코더에 기록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 레코드 버퍼로부터의 제 2 패턴의 첫 번째 세

그먼트를 디스크 매체 상에 기록한 이후에는, 제 1 패턴의 두 번째 세그먼트가 디스크 매체로부터 판독되고 트랙 버퍼에

기록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장치에 대한 교대적인 판독 및 기록이 구축된다.

버퍼를 초기화하기 위한 처리과정에 상관없이, 정해진 비트 속도로의 그 다음 점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시간 기간

이 필요하다. 예시된 실시예에서는, 준비 처리과정을 위해 1 메가비트/초가 유효하다. 이 시간 기간은, 만약 잠시멈춤이 너

무 짧다면, 예를 들어 길이에 있어 10초 보다 작다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잠시멈춤의 한 소스로는 특징의 우발

적인 시청자 선택이 있다. 또 다른 가능한 원인으로는 첫 번째 잠시멈춤에 이은 초기화 바로 다음에 두 번째 잠시멈춤을 시

청자가 개시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모든 잠시멈춤을 예를 들어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의 지속기간으로 제한하는 것

이 필요할 수 있다.

단계(234 및 236) 이후에, 디바이스는, 단계(238)에 따라, 디스크 매체로부터 제 1 패턴의 세그먼트를 판독하고 디스크 매

체 상에 제 2 패턴의 세그먼트를 기록하는 것을 번갈아 수행하고, 보완적인 방식으로 버퍼를 채우고 또한 비운다. 이러한

처리과정은 도 3 내지 도 5에 대응한다.

버퍼의 보완적인 동작은, 항상, 버퍼의 전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지 반드시 순간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을 나타

내지는 않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예시된 실시예에서는, 교대적인 세그먼트의 레코딩 동안에, 레코드 버퍼가 인코더

의 선택된 출력 속도인 5 메가비트/초로 인코더에 의해서 채워진다. 만약 디스크로의 기록을 위한 총 비트 속도 성능이 설

명된 바와 같이 11 메가비트/초라면, 레코드 버퍼는 채우는 속도와 비우는 속도 사이의 차이로 인해서 순수 6 메가비트/초

로 비워진다. 기록 동작 동안에, 트랙 버퍼는 디코딩 속도와 동일한 속도인 5 메가비트/초로 비워진다. 양 버퍼는 매우 순

간적으로 비워지고, 양 버퍼에 있는 세그먼트 수의 합은 감소된다. 세그먼트가 디스크에 기록된 이후에, 세그먼트는, 역시

설명된 바와 같은 11 메가비트/초로, 디스크로부터 판독되고 트랙 버퍼에 기록된다. 트랙 버퍼는 5 메가비트/초로 비워진

다. 따라서, 디스크가 판독될 때, 채우는 속도와 비우는 속도 사이의 차이로 인해서 트랙 버퍼는 순수 6 메가비트/초로 채

워진다. 판독 동작 동안에, 레코드 버퍼는 5 메가비트/초로 채워진다. 양 버퍼는 매우 순간적으로 채워지고, 양 버퍼에 있

는 세그먼트 수의 합은 증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퍼의 동작이 판독/기록 사이클에서 동일한 순간에, 예를 들어 판독

또는 기록 동작의 항상 처음에 고려될 때, 동작의 유리한 보완 특성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에, 제 2 패턴은 마지막 패턴이 아닐 것이지만, 가능하기는 하다. 따라서, 결정 블록(240)은 마지막 패턴이

플레이되었는지를 물어 본다. 만약 마지막 패턴이 플레이되지 않았다면, 방법은 경로(241)를 통해 단계(242)로 분기하고,

상기 단계(242)에 따라서, 픽업 어셈블리는 재생될 필요가 있는 그 다음 패턴의 첫 번째 세그먼트로 역점프한다. 점프 이후

에는, 버퍼가 이미 초기화되었기 때문에, 디바이스는 단계(244)에 따라서 즉시 판독 및 기록을 번갈아 수행할 수 있고, 레

코딩 및 재생을 번갈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치에 따라, 판독 및 기록과 레코딩 및 재생은, 버퍼가 본 발명의 장치에

따라 보완적인 방식으로 채워지고 비워질 때 구현된다.

단계(240, 242 및 244)는, 마지막 패턴이 레코딩되고 재생되었다는 것을 결정 블록(240)이 알 때까지, 반복된다. 그런 다

음에, 방법은 경로(243)를 통해 단계(246)로 분기한다. 단계(246)는 마지막 패턴의 처리가 프로그램의 종료에 대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버퍼의 디폴트 동작이 다시 시작된다. 방법은 단계(248)에서 종료한다.

도 4, 6, 8, 10 및 12에 도시된 역점프는 도 14의 표에 요약되어 있다. 첫 번째 점프는 세그먼트(1)로 돌아가고, 두 번째 점

프는 세그먼트(2)로 돌아가고, 세 번째 점프는 세그먼트(3)로 돌아가고, 네 번째 점프는 세그먼트(4)로 돌아가고, 다섯 번

째 점프는 세그먼트(5)로 돌아가며, 계속해서 이후로도 이러한 방식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역점프는 결국 디

스크 상에 세그먼트를 재레코딩하거나 재기록하게 한다. 디스크 매체의 조기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법은 유리하게도

상기 방법이 역점프할 때마다 적어도 한 세그먼트만큼 전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역점프는 홀수 번호 세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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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를 기록하거나 재기록한다. 두 번째 역점프는 세그먼트(1)를 생략하고 짝수 번호 세그먼트(2,...,44)를 기록하거

나 재기록한다. 세 번째 역점프는 세그먼트(2)를 생략하고 홀수 번호 세그먼트(3,...,45)를 재기록하며, 계속해서 이후로도

위의 방식을 따른다.

잠시멈춤 동안에, 트랙에서 레코딩되지 않은 갭(gap)이 레코딩된 세그먼트 사이에 형성된다. 하나의 레코딩된 세그먼트의

끝에서부터 그 다음 세그먼트가 기록될 트랙 상의 위치로 점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 다음 세그

먼트가 이를 때까지 트랙을 스캐닝하는 픽업 어셈블리 하에서 간단히 디스크 매체를 회전시키는 것은 더 쉽다.

디스크 매체의 회전 속도가 필요 이상으로 더 높기 때문에 트랙의 한 회전 주기만큼 역점프하는 것이 종종 필요하다. 그러

한 점프는 상술된 점프에 대해서 제 3 종류의 점프이다. 그러한 점프는 심지어 DVD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매우 간단하고,

그러한 점프는 레코딩 및 재생 동안의 레코드(또는 잠시멈춤 및 재생 동안의 레코드 특징) 특징에 필요할 수 있는 긴 점프

에 비해 색다른 버퍼 관리나 큰 버퍼 크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재기록가능한 디스크 매체의 레코딩 동안의 처리가 본 발명의 장치에 따라 본 명세서에서 제시되어진 잠시멈춤 및 재생 동

안의 레코딩 특징 이외의 반복되는 레코딩 동작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잠시멈춤 및 재생 동작 동안의 후속적인 레코드가 또한 본 발명의 장치에 따라 가능하고, 주기적인 점프의 2 이상의 세트

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상술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장치는, 시청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중단 이후에, 아무런 지연도 없

이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컨텐트도 놓치지 않으면서 연속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 시청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로운 종류의 DVD 특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장치는 기본적인 재기록가능 디스크 매체 디바이스, 예를 들어 재기록

가능한 DVD 디바이스로 구현될 수 있는데, 상기 디바이스는 사전 레코딩된 DVD를 플레이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종

래의 방식으로 레코딩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디스크 매체, 예를 들어 레코딩가능한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상에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된 동작 특징을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에 이용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장치에 따른 잠시멈춤 및 재생 동안에 레코드 기능을 갖는 재기록가능한 DVD 디바이스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장치의 잠시멈춤 및 재생 동안의 레코드 기능에 따라 레코딩가능한 세그먼트가 어떻게 재기록가능한

DVD 상의 나선형 트랙에 관련되는지를 예시하는데 유용한 도면.

도 3 내지 도 12는 본 발명의 장치에 따른 잠시멈춤 및 재생 동안의 레코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장치에 따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예시하는 도면.

도 13은 도 3 내지 도 12에 예시되어 있는 교대적인 레코딩/재생을 요약한 표.

도 14는 도 3 내지 도 12에 예시된 진행과정(precession)을 요약한 표.

도 15는 본 발명의 장치에 따른 재기록가능한 DVD 디바이스를 위한 버퍼 관리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흐름도.

도면

등록특허 10-0666431

- 14 -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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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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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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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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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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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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