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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덴엔덴규스베르트제이

네덜란드5656아아아인트호벤,프로페써홀스틀란6

나카가와티.

네덜란드5656아아아인트호벤,프로페써홀스틀란6

신푸쿠와이.

네덜란드5656아아아인트호벤,프로페써홀스틀란6

나오하라티.

네덜란드5656아아아인트호벤,프로페써홀스틀란6

나카무라케이.

네덜란드5656아아아인트호벤,프로페써홀스틀란6

(74) 대리인 이화익

(56) 선행기술조사문헌

US 5333126 A

US 5477222 A

US 5659577 A

EP 0744838 A

심사관 : 송병준

전체 청구항 수 : 총 53 항

(54) 연속 최소 런 길이 제한이 있는 변조/복조 장치 및 방법

(57) 요약

과제: 높은 라인 밀도로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는 방법.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DSV 제어 비트 결정/삽입(11)은

DSV 제어를 행하는 DSV 제어 비트를 입력 데이터 스트링 내에 삽입하고, DSV 제어 비트를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링을 변

조부(12)에 출력한다. 변조부(12)는 변환 테이블에 따라 2비트의 기본 데이터 길이를 가진 데이터 스트링을, 3비트의 기본

코드 길이를 가진 가변 길이 코드로 변환하고, 그 변환에서 생긴 코드를 NRZI 인코딩부(13)에 출력한다. 변조부(12)에 의

해 사용된 변환 테이블은 최소 런의 연속 출현의 수를 소정의 값으로 제한하는 치환 코드와 런 길이 제한값을 유지하는 치

환 코드를 포함한다. 또한, 이 변환 테이블은 변환 규칙을 시행하고, 이 변환 규칙에 따라 데이트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값 0 또는 1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는,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같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m 비트의 기본 데이터 길이를 가진 데이터를, n비트의 기본 코드 길이를 가진 가변 길이 코드(d,k;m,n : d는 최소 런, k는

런 길이 제한)로 변환하는 변조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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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데이터를 변환 테이블(테이블 2)에 따라 코드로 변환하는 변환수단(12)을 구비하고, 상기 변환 테이블은 데이터 스트

링의 구성요소내의 '1'의 계수를 0 또는 1의 값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가, 상기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의 구성요소내의 '1'의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일치하도록 하는 변환규칙을 시행하고,

상기 변환 테이블의 변환 코드는,

d=1, k=7, m=2 및 n=3의 기본 코드와,

상기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의 수를 제한하는 제 1 치환 코드와,

상기 런 길이 제한 값 k를 유지하는 제 2 치환 코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제한 길이 i=1에 대한 상기 기본 코드를 구성하는 데이터 스트링과 코드 스트링으로 각각 이루어진 쌍의 수는 4

(=2^m=2^2)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테이블의 상기 기본 코드는 가변 길이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테이블의 기본코드는 코드 '*0*'을 포함하고, 심볼 *은 바로 앞 또는 뒤의 코드 워드가 '1'일 때 '0'이고, 상기 바

로 앞 또는 뒤의 코드 워드가 '0'일 때 '1'인 중간 코드이며, 상기 코드 '*0*'는 '000' 또는 '101'인 것을 의미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변조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테이블의 변환 코드는 바로 뒤의 코드 워드 스트링 또는 바로 뒤의 데이터 스트링을 참조하여 각각 결정된 코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테이블의 변환 코드는 바로 뒤의 코드 워드 스트링 또는 특정 형태의 코드 워드 스트링을 참조하여 각각 결정된

코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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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바로 뒤의 코드 워드 스트링 또는 바로 뒤의 데이터 스트링을 참조하여 각각 결정된 상기 코드는 상기 제 1 또는 제 2 치환

코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제한 길이 i=1에 대한 상기 기본 코드를 구성하는 코드 스트링과 데이터 스트링으로 각각 이루어진 쌍의 수는 4

(=2^m=2^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제한 길이 i가 2이상인 경우의 상기 변환 코드는 모두 제 1 및 제 2 치환 코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제한 길이 i가 2이상인 경우의 상기 변환 코드는 상기 최소 런 d를 1로 유지하는 코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장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테이블의 변환 코드는 바로 앞의 코드 워드 스트링을 참조하여 각각 결정된 코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변조장치.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변환 테이블의 변환 코드 내에 포함되지 않은 단일 패턴을 포함하는 동기 신호를 상기 코드 워드 스트링

의 어떤 임의의 위치 내에 삽입하는 동기 신호 삽입수단(212)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753966

- 4 -



상기 단일 패턴은 상기 최대 런 k를 파괴하는 패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장치.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단일 패턴은 상기 최소 런 d를 유지하는 패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장치.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신호내의 단일 패턴은 바로 앞의 데이터까지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를 가진 연결 비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상

기 동기 신호 패턴의 선두에 있는 1개의 코드 워드, 상기 최소 런 d를 유지하는 제 2 비트 및 제 3 비트로 이루어진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변조장치.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신호의 크기는 적어도 12개의 코드 워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장치.

청구항 17.

제 12 항에 있어서,

동기신호의 크기가 적어도 21개의 코드워드인 경우에, 상기 동기신호는 8의 최대 런 k를 가진 적어도 2개의 패턴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장치.

청구항 18.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테이블의 변환 코드는 변환에서 생긴 상기 코드를 종료하는 종단 코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장

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종단 코드는 상기 기본 코드를 구성하는 코드 스트링과 데이터 스트링의 각 쌍의 수가 4(=2^m=2^2)보다 작은 제한

길이 i를 가진 상기 기본 코드에 대하여 규정되고,

데이터 스트링의 구성요소내의 '1'의 계수를 0 또는 1의 값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가, 상기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

긴 코드 워드 스트링의 구성요소내의 '1'의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일치하도록 하는 변환규칙을 시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변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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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종단 코드를 식별하기 위해, 연결 비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상기 동기 신호 패턴의 선두에 있는 1개의 코드 워드는 상

기 종단 코드가 사용될 때 '1'로 설정되고, 상기 종단 코드가 사용되지 않을 때 '0'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장

치.

청구항 21.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단일 패턴은 상기 동기 신호의 선두에 있는 3비트와 상기 동기 신호의 끝부분에 있는 3비트 사이에 삽입되고, 상기 선

두에 있는 상기 3비트와 상기 끝부분에 있는 3비트는 혼합된 데이터 및 연결 비트로 이루어진 접합부로서 각각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장치.

청구항 22.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 신호의 선두에 있는 3비트 중 첫 번째의 비트는 m비트 단위로 보아 변환 전에 데이터 워드를 나타내는 값을 갖

고,

상기 3비트 중 두 번째의 비트는 상기 동기 신호를 규정하기 위해 '1'로 설정되며,

상기 동기 신호의 끝부분에 있는 3비트 중 첫 번째의 비트는 상기 동기 신호를 규정하기 위해 '0'으로 설정되고,

상기 끝부분에 있는 상기 3비트 중 두 번째의 비트는 m비트 단위로 변환 전에 상기 데이터 워드를 나타내는 값을 갖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장치.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입력 데이터의 DSV를 제어하고, 상기 DSV를 상기 변환수단에 공급하는 DSV 제어수단(11)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장치.

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수단은,

상기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의 수를 제한하기 위한 상기 제 1 치환 코드를 검출하는 제 1 코드 검출수단(33)과,

런 길이 제한을 유지하기 위한 상기 제 2 치환 코드를 검출하는 제 2 코드 검출수단(34)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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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m비트의 기본 데이터 길이를 가진 데이터를, n비트의 기본 코드 길이를 가진 가변 길이 코드(d,k; m,n:d는 최소 런, k는 런

길이 제한)로 변환하는 변조장치의 변조방법에 있어서,

입력 데이터를 변환 테이블에 따라 코드로 변환하는 변환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변환 테이블은 데이터 스트링의 구성요소내의 '1'의 계수를 0 또는 1의 값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가, 상기 데이터 스

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의 구성요소내의 '1'의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일치하도록 하는 변환규칙

을 시행하고,

상기 변환 테이블의 변환 코드는,

d=1, k=7, m=2 및 n=3의 기본 코드와,

상기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의 수를 제한하는 제 1 치환 코드와,

상기 런 길이 제한 값 k를 유지하는 제 2 치환 코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n비트의 기본 코드 길이를 가진 가변 길이 코드(d,k; m,n:d는 런 길이, k는 런 길이 제한)를, m비트의 기본 데이터 길이를

가진 데이터로 변환하는 복조장치에 있어서,

입력 코드를 변환 테이블(테이블 2)에 따라 데이터로 변환하는 변환수단(111)을 구비하고, 상기 변환 테이블은 데이터 스

트링의 구성요소내의 '1'의 계수를 0 또는 1의 값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가, 상기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

드 스트링의 구성요소내의 '1'의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일치하도록 하는 변환규칙을 시행하고,

상기 변환 테이블의 변환 코드는,

d=1, k=7, m=2 및 n=3의 기본 코드와,

상기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의 수를 제한하는 제 1 치환 코드와,

상기 런 길이 제한 값 k를 유지하는 제 2 치환 코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조장치.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소정의 간격으로 상기 코드 내에 삽입된 용장 비트를 제거하는 비트 제거수단(112)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복조장치.

청구항 29.

등록특허 10-0753966

- 7 -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용장 비트는 DSV 비트 또는 동기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조장치.

청구항 30.

n비트의 기본 코드 길이를 가진 가변 길이 코드(d,k; m,n:d는 최소 런, k는 런 길이 제한)를, m비트의 기본 데이터 길이를

가진 데이터로 변환하는 복조장치의 복조방법에 있어서,

입력 코드를 변환 테이블에 따라 데이터로 변환하는 변환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변환 테이블은 데이터 스트링의 구성요소

내의 '1'의 계수를 0 또는 1의 값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가, 상기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의 구성

요소내의 '1'의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일치하도록 하는 변환규칙을 시행하고,

상기 변환 테이블의 변환 코드는,

d=1, k=7, m=2 및 n=3의 기본 코드와,

상기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의 수를 제한하는 제 1 치환 코드와,

상기 런 길이 제한 값 k를 유지하는 제 2 치환 코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조방법.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m비트의 기본 데이터 길이를 갖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를 n비트의 기본 코드 길이, d 비트의 최소 런 길이 및 k비트의 최대 런 길이를 가진 가변 길이 코드(d,k; m,n)

를 데이터 스트링의 구성요소내의 '1'의 계수를 0 또는 1의 값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가, 상기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의 구성요소내의 '1'의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일치하도록 변환하는 단계; 및

상기 가변 길이 코드를 전송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변조방법으로서,

상기 변환은 d=1, k=7, m=2 및 n=3의 기본 코드와,

상기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의 수를 제한하는 제 1 치환 코드와,

상기 런 길이 제한 값 k를 유지하는 제 2 치환 코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제한 길이 i=1을 갖는 상기 기본 코드의 코드워드의 수는 2^m 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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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코드 워드는 가변길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35.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코드 워드는 바로 앞 또는 뒤의 코드워드에 의존하는 코드워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36.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코드는 코드 '*0*'을 포함하고, 심볼 *은 바로 앞 또는 뒤의 코드 워드의 마지막 비트가 '1' 또는 바로 앞의 코드

워드가 '1'인 경우에 '0이고, 그 이외에는 심볼 *이 '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37.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치환코드 워드는 바로 앞의 코드워드에 의존하는 코드워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38.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코드는 d=1, k=7, m=4 및 n=6의 기본코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코드는 d=1, k=7, m=6 및 n=9의 기본코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40.

제 32 항에 있어서,

제한 길이 i=1을 갖는 상기 기본코드의 코드워드의 수는 2^m 와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41.

제 3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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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본코드 워드는 모두 같은 길이를 갖고, 치환코드워드의 길이는 상기 기본코드워드와는 다른 길이를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42.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는 일부 코드 워드 사이에 동기화 코드를 포함하고, 상기 동기화 코드는 각각 인접한 코드워드의 임의의 스트링

에 포함되지 않은 동기화 패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화 패턴은 상기 코드워드의 k 제한에 합치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44.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화 코드는 상기 코드워드의 d 제한에 합치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45.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화 코드는 동기화 코드의 개시부에 제1비트, d 제한을 유지하는 제2비트 및 제3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46.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화 코드의 크기는 적어도 12비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47.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화 코드의 크기는 적어도 21비트이고, k=8을 갖는 2개의 동기화 패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48.

제 3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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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신호는 코드 워드사이에 삽입된 종단 코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49.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종단코드는 변환에 사용된 길이 m의 코드의 수가 2^m 미만일 때, 기본 코드의 뒤에 삽입되고, 상기 종단코드는 데이

터 스트링의 구성요소내의 '1' 계수를 값 0 또는 1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가, 상기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

드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같도록 요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50.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화 코드의 제1비트는 상기 동기화 코드가 종단코드에 의해 선행된 것인가를 가리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

방법.

청구항 51.

제 48 항에 있어서,

선부부분의 바로 뒤의 동기 패턴은 동기 워드의 첫 번째 32비트를 구성하고, 상기 동기패턴 또는 다른 동기 패턴은 상기 동

기 워드의 마지막 32비트를 구성하는 끝부분에 이어지고, 상기 끝부분은 각각 변환 전의 데이터 및 접속 비트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52.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 신호의 선두부의 제1비트는 변환 전의 데이터 워드를 나타내는 값을 갖고,

상기 선두부의 제2비트는 동기 신호를 가리키도록 1로 설정되고,

상기 동기 신호의 끝부분의 제1비트는 상기 동기신호를 가리키도록 0으로 설정되고,

상기 동기 신호의 끝부분의 제2비트는 변환전의 상기 데이터 워드를 나타내는 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5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의 직류 성분이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54.

제 3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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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변환은 NRZI 인코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방법.

청구항 55.

n 비트의 기본 코드 길이, d 비트의 최소 런 길이 및 k 비트의 최대 런 길이를 갖는 가변길이 코드(d,k;m,n)의 코드 구성요

소를 구비하고,

각 코드 구성요소는 데이터 부분의 '1'의 계수를 값 0 또는 1을 갖는 2로 나눈 나머지가, 상기 데이터 위치를 나타내는 코드

구성요소의 '1'의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항상 동일한 각 데이터 부분을 나타내는 신호로서,

상기 코드 구성요소는,

d=1, k=7, m=2 및 n=3의 기본 코드와,

상기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의 수를 제한하는 제 1 치환 코드와,

상기 제 1 치환 코드가 사용되는 경우, 상기 런 길이 제한 k=7을 유지하는 제 2 치환 코드를 포함하는 신호를 저장한 기록

매체.

청구항 56.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변조장치 및 변조방법, 복조장치 및 복조방법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공 매체에 관한 것이다. 특

히, 본 발명은 바람직한 변조장치 및 바람직한 변조방법, 바람직한 복조장치 및 바람직한 복조방법뿐만 아니라, 높은 기록

밀도로 데이터를 기록매체 상에 기록하고, 높은 기록 밀도로 기록 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를 재생하는 동작 중에 사용된 바

람직한 프로그램 제공 매체에 관한 것이다.

종래기술

데이터가 전송선을 통해서 전송되어, 자기 디스크, 광 디스크 또는 광자기 디스크와 같은 기록매체 상에 기록될 때, 이 데

이터는 전송 또는 기록 전에 전송선 또는 기록 매체와 매치(match)하는 코드로 변조된다. 변조 기술로서, 블록 인코딩이

알려져 있다. 블록 인코딩에 있어서, 데이터 스트링은 각각이 m×i 비트를 구비하는 유니트로 블록된다. 데이터 워드라고

칭하는 유니트의 각각은 적절한 코딩 규칙에 따라 n×i 비트를 구비하는 코드 워드로 변환된다. i=1이면, 이 코드 워드는 고

정 길이 코드이다. 범위 1에서 imax, 즉 i의 최대값까지 각각 선택된 복수의 값을 갖는 i의 경우에 있어서, 결과의 코드 워

드는 가변 길이 코드이다. 일반적으로, 블록 인코딩에서 생긴 코드는 가변 길이 코드(d, k; m, n; r)로서 표현된다.

여기서, i는 제한 길이라고 불려지고, r은 imax, 즉 최대 제한 길이이며, d는 2개의 연속 l 사이에 나타나는 0의 최대 수이

고, d는 0의 최대 (run)이라고 칭한다. 다른 한편, k는 2개의 연속 l 사이에 나타나는 0의 최대 수로, k는 0의 최대 런이라

고 칭한다.

그런데, 광 디스크 또는 광자기 디스크와 같은 기록매체 상에, 예컨대, 콤팩트 디스크(CD) 또는 미니디스크(MD) 상에 상

술한 블록 인코딩으로부터 얻어진 가변 길이 코드를 기록하는 동작 중에, 가변 길이 코드는 NRZI(Non Return to Zero

Inverted) 변조되고, 여기서 이 가변 길이 코드의 각 "1"은 반전으로서 해석되지만, "0"은 비반전으로서 해석된다. 그 후에,

NRZI 변조를 완료한 가변 길이 코드가 기록된다. NRZI 변조를 완료한 가변 길이 코드는 기록 웨이브 트레인(recording

wave train)이라고 칭한다. 기록 밀도가 높지 않은 예전 ISO 설명서에 다른 광자기 디스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비트

가 NRZI 변조되지 않기 때문에, 기록 변조를 완료한 비트의 열이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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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n 및 Tmax는 각각 기록 웨이브 트레인의 최소 및 최대 반전 주기를 나타낸다고 하자. 이 경우에, 직선 진행 방향으로

높은 기록 밀도로 기록 웨이브 트레인을 기록하기 위해, 최소 반전 주기 Tmin이 길거나 또는 최소 런 d가 큰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클럭 발생의 관점에서는, 최대 반전 주기 Tmax가 짧거나 최대 런 k가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다양한 변조기술이 제안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광 디스크, 자기 디스크 또는 광자기 디스크에 대해서는, (1, 7; m,n)로서 표현되는 가변 길이 코드 RLL(1-7)

와 (2,7; m,n;r)로서 표현되는 가변 길이 코드 RLL(2-7)뿐만 아니라 ISO 설명서 MO에 사용된 (1,7; m,n;r)로서 표현되는

고정 길이 코드 RLL(1-7)를 발생하는 변조 기술이 제안되거나 또는 실제로 사용되었다. 기록 밀도가 높은 광 디스크 및 광

자기 디스크와 같은 디스크 장치에 관해서는, 1의 최대 런 d를 가진 RLL 코드(Run length Limited Code)가 공통으로 사

용된다.

다음은 가변 길이 RLL(1-7) 코드의 변환 테이블의 예를 나타낸다.

<테이블 1>

RLL(1,7;2,3;2)

 데이터 코드  

i=1 11 00x  

 10 010  

 01 10x  

i=2 0011 000 00x

 0010 000 010

 0001 100 00x

 0000 100 010

변환 테이블에 사용된 심볼 x는 다음에 오는 "0"의 채널 비트에 대하여 값 "1"을 갖고, 다음에 오는 "1"의 채널 비트에 대하

여 값 "00"을 갖는다. 최대 제한 길이 r은 2이다.

가변 길이 코드 RLL(1-7)의 파라미터는 (1,7; 2,3; 2)이다. 따라서, (d+1)T로 표현될 수 있는 최소 반전 주기 Tmin는 2

(=1+1)T이고, 이때 T는 기록 웨이브 트레인에서의 비트 간격이다. 이와 같이, (m/n)×2Tdata로도 표현될 수 있는 최소

반전 주기 Tmin은 1.33(=2/3×2)Tdata이고, 이때 Tdata는 데이터 스트링에서의 비트 간격이다. 따라서 (k+1)T로 표현

될 수 있는 최대 반전 주기 Tmax는 (7+1)T=8T=8×(m/n)Tdata=8×2/3Tdata=5.33Tdata이다. (m/n)Tdata로 표현될

수 있는 검출 윈도우 폭 Tw는 0.67(=2/3)Tdata이다.

그런데, 테이블 1에 나타낸 RLL(1-7) 변조를 완료한 채널 비트 열에 있어서, 최소 반전 주기 Tmin과 같은 2T의 주기에

대응하는 발생 주파수는 3T 및 4T의 주기에 대응하는 발생 주파수 전에 오는 것으로 대부분 관측된다. 다수의 에지 정보

가 2T 및 3T와 같은 짧은 간격으로 발생된다고 하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클럭 신호의 발생에 유리하다.

그러나, 기록 라인 밀도가 더 증가됨에 따라, 반대로 최소 런, 즉 이 시간이 문제가 된다. 즉, 최소 런 2T가 연속해서 발생되

면, 기록 웨이브 트레인은 왜곡되기 쉽다. 이것은, 2T 웨이브 출력이 다른 웨이브 출력보다 작아서, 초점의 흐려짐 및 접선

틸트(tangential tilt)와 같은 인자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라인 밀도로, 최소 마크(2T)를 연속해서 기록

하는 것도 노이즈와 같은 장애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데이터를 재생하는 동작도 오작동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데이터 재생시의 오류의 패턴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최소 마크의 전후 에지의 시프트로서 관측된다. 그 결과,

발생된 비트 오류의 길이가 증가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가 전송선을 통해서 전송되거나 기록매체 상에 기록될 때, 이 데이터가 전송 또는 기록 전에 전송

선 또는 기록매체와 매치하는 코드로 변조된다. 변조에서 생긴 코드가 직류 성분을 포함하면, 디스크 드라이브의 서보 제

어시 발생된 트랙킹 오류와 같은 다양한 오류 신호가 변화하기 쉬워지거나, 또는 지터(jitter)가 쉽게 발생된다. 이러한 이

유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변조된 코드가 직류성분을 포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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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코드가 직류성분을 포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조된 코드가 직류성분을 포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DSV

(Digital Sum Value)의 제어가 제안되어 왔다. DSV는 비트 열의 (데이터의 심볼)값을 합함으로써 얻은 총계이고, 여기서

값 +1 및 -1은 채널 비트 열의 NRZI 변조(즉, 레벨 인코딩)에서 생긴 "1" 및 "0"에 각각 할당된다. DSV는 코드 열에 포함

된 직류성분의 표시기이다. DSV 제어를 통해서 DSV의 절대값을 감소시키는 것은, 코드 열 내에 포함된 직류성분의 크기

를 억제하는 것과 같다.

DSV 제어는 상술한 테이블 1로서 나타낸 가변 길이 RLL(1 - 7) 테이블에 따라 발생된 변조 코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러한 경우의 DSV 제어는, 변조 후에 소정의 주기 동안에 인코딩된 비트 스트링(채널 비트 열)의 DSV를 계산하여, 소정 개

수의 DSV 제어 비트를 이 인코딩된 비트 스트링(채널 비트 열) 내에 삽입함으로써 달성된다.

어째든, DSV 제어 비트는 원래 용장비트이다. 코드 변환의 효율을 고려하면, DSV 제어 비트의 수를 가능한 한 가장 작은

값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DSV 제어 비트가 삽입되면, 최소 런 d 및 최대 런 k를 변경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d, k)의 변화가 기

록/재생 특성에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상술한 바와 같이, 높은 라인 밀도로 RLL 코드를 기록하는 동작 또는 높은 라인 밀도로 기록된 RLL 코드를 재생하는 동작

에 있어서는, 연속 최소 런 d의 패턴에 의해 긴 오류가 쉽게 발생된다고 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RLL(1-7) 코드와 같은 RLL 코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DSV 제어가 DVD 제어 비트를 코드 워드 스트링(채널 비트의

열)의 임의의 부분 내에 삽입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DSV 제어 비트는 원래 용장비트이기 때문에, 삽입된 DSV 제

어 비트의 수를 가능한 한 가장 작은 값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소 런 및 최대 런을 제한 값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DSV 제어 비트의 수는 적어도 2이다. 따라서, DSV 제어 비트의 수를 더욱 작은 값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

다.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를 처리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1,7; 2,3)의 RLL 코드인 (d,k; m,n)의 RLL 코드(이때 최소 런 d=1)

에 대하여 고효율의 제어 비트를 생성하기 위해 DSV 제어를 수행하여, 최소 런 및 최대 런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연속

최소 런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가능한 한 가장 간단한 구성을 갖는 변환 테이블을 이용하여 복조 오류의 전파가 단계적으로 확

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청구항 1에 따른 변조장치는, 입력 데이터를 변환 테이블(테이블 2)에 따라 코드로 변환하는 변환수단(12)을 구비하고, 상

기 변환 테이블은 데이터 스트링의 구성요소내의 '1'의 계수를 0 또는 1의 값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가, 상기 데이터 스트

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의 구성요소내의 '1'의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일치하도록 하는 변환규칙을

시행하고,

상기 변환 테이블의 변환 코드는,

d=1, k=7, m=2 및 n=3의 기본 코드와,

상기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의 수를 제한하는 제 1 치환 코드와,

상기 런 길이 제한값 k를 유지하는 제 2 치환 코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25에 따른 변조방법은, 입력 데이터를 변환 테이블에 따라 코드로 변환하는 변환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변환 테이

블은 데이터 스트링의 구성요소내의 '1'의 계수를 0 또는 1의 값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가, 상기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

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의 구성요소내의 '1'의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일치하도록 하는 변환규칙을 시행하고,

상기 변환 테이블의 변환 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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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k=7, m=2 및 n=3의 기본 코드와,

상기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의 수를 제한하는 제 1 치환 코드와,

상기 런 길이 제한값 k를 유지하는 제 2 치환 코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m비트의 기본 데이터 길이를 가진 데이터를, n비트의 기본 코드 길이를 가진 가변 길이 코드(d,k; m,n; k)로 변환하는 변조

장치에서 변환 테이블 데이터에 따라 입력 데이터를 코드로 변환하는 변환단계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실행 처리과정을 제

공하는 청구항 26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 매체는, 상기 변환 테이블이 변환 규칙을 시행하고, 그 변환 규칙에 따라 데이터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값 0 또는 1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가, 상기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같으며, 상기 변환 테이블의 변환 코드가,

d=1, k=7, m=2 및 n=3(이때, d는 최소 런, k는 런 길이 제한값)에 대한 기본 코드와,

상기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의 수를 제한하는 제 1 치환 코드와,

상기 런 길이 제한값 k를 유지하는 제 2 치환 코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27에 따른 복조장치는, 입력 코드를 변환 테이블(테이블 2)에 따라 데이터로 변환하는 변환수단(111)을 구비하고,

상기 변환 테이블은 데이터 스트링의 구성요소내의 '1'의 계수를 0 또는 1의 값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가, 상기 데이터 스

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의 구성요소내의 '1'의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일치하도록 하는 변환규칙

을 시행하고,

상기 변환 테이블의 변환 코드는,

d=1, k=7, m=2 및 n=3(이때, d는 최소 런, k는 런 길이 제한값)의 기본 코드와,

상기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의 수를 제한하는 제 1 치환 코드와,

상기 런 길이 제한값 k를 유지하는 제 2 치환 코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30에 따른 복조방법은, 입력 코드를 변환 테이블에 따라 데이터로 변환하는 변환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변환 테이

블은 데이터 스트링의 구성요소내의 '1'의 계수를 0 또는 1의 값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가, 상기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

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의 구성요소내의 '1'의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일치하도록 하는 변환규칙을 시행하고,

상기 변환 테이블의 변환 코드는,

d=1, k=7, m=2 및 n=3(이때, d는 최소 런, k는 런 길이 제한값)의 기본 코드와,

상기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의 수를 제한하는 제 1 치환 코드와,

상기 런 길이 제한값 k를 유지하는 제 2 치환 코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n비트의 기본 코드 길이를 가진 가변 길이 코드(d,k; m,n)를, m비트의 기본 데이터 길이를 가진 데이터로 변환하는 복조장

치에서 변환 테이블에 따라 입력 코드를 데이터로 변환하는 변환단계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구항 31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 매체는, 상기 변환 테이블이 변환 규칙을 시행하고, 그 변환 규칙에 따라 데이터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값 0 또는 1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가, 상기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같으며, 상기 변환 테이블의 변환 코드가,

d=1, k=7, m=2 및 n=3(이때, d는 최소 런, k는 런 길이 제한값)의 기본 코드와,

상기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의 수를 제한하는 제 1 치환 코드와,

상기 런 길이 제한값 k를 유지하는 제 2 치환 코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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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기재된 변조장치, 청구항 25에 기재된 변조방법, 청구항 26에 기재된 프로그램 제공 매체, 청구항 27에 기재된

복조장치, 청구항 30에 기재된 복조방법, 청구항 31에 기재된 프로그램 제공 매체에 따르면, 변환 처리는 변환 규칙을 시

행하는 변환 테이블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그 변환 규칙에 따라 데이터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값 0 또는 1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는, 상기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

지와 항상 같으며, 변환 테이블의 변환 코드는,

d=1, k=7, m=2 및 n=3에 대한 기본 코드와,

상기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의 수를 제한하는 제 1 치환 코드와,

상기 런 길이 제한값을 유지하는 제 2 치환 코드를 구비한다.

실시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전에, 이 실시예에서 채택된 실행과 청구항에 기재된 본 발명의 수단을 결합하는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발명을 특징으로 하는 다음에 설명에 있어서, 그 수단의 각각은 "수단(예컨대 전형적인 실

행에 의해 실행된)"에서 괄호 안에 포함된 전형적인 실행에 따른다. 그러나, 전형적인 실행이 제한된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즉, 수단은, 상기 수단과 관련된 전형적인 실행에 반드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항 1에 따른 변조장치는, 변환 테이블(예컨대 테이블 2에 의해 실행)에 따라 입력 데이터를 코드로 변환하는 변환수단

(예컨대, 도 12에 나타낸 변조부에 의해 실행된)을 갖고, 입력 데이터를 변환 테이블(테이블 2)에 따라 코드로 변환하는 변

환수단(12)을 구비하고, 상기 변환 테이블은 데이터 스트링의 구성요소내의 '1'의 계수를 0 또는 1의 값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가, 상기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의 구성요소내의 '1'의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일

치하도록 하는 변환규칙을 시행하고,

상기 변환 테이블의 변환 코드는,

d=1, k=7, m=2 및 n=3(이때, d는 최소 런, k는 런 길이 제한값)의 기본 코드와,

상기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의 수를 제한하는 제 1 치환 코드와,

상기 런 길이 제한값 k를 유지하는 제 2 치환 코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12에 따르면, 청구항 1에 기재된 변조장치는, 상기 변환 테이블의 상기 변환 코드 내에 포함되지 않은 단일 패턴을

포함하는 동기 신호를 상기 코드 워드 스트링의 어떤 임의의 위치 내에 삽입하는 동기 신호 삽입수단(예컨대, 도 9에 나타

낸 동기 신호 삽입부(212)에 의해 실행된)을 더 구비한 것을 더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23에 따르면, 청구항 1에 기재된 변조장치는, 입력 데이터의 DSV를 제어하고, 상기 DSV를 상기 변환수단에 공급

하는 DSV 제어수단(예컨대, 도 1에 나타낸 DSV 제어 비트 결정/삽입부(11)에 의해 실행된)을 더 구비한 것을 더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24에 따르면, 청구항 1에 기재된 변조장치는, 상기 변환수단이,

상기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의 수를 제한하기 위한 상기 제 1 치환 코드를 검출하는 제 1 코드 검출수단(예컨대, 도 3에 나

타낸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33)에 의해 실행된)과,

런 길이 제한값을 유지하기 위한 상기 제 2 치환 코드를 검출하는 제 2 코드 검출수단(예컨대, 도 3에 나타낸 최대 런 보장

코드 검출수단(34)에 의해 실행된)을 구비한 것을 더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27에 따른 복조장치는, 변환 테이블에 따라 입력 코드를 데이터로 변환하는 변환수단(예컨대, 도 5에 나타낸 복조

부(111)에 의해 실행된)을 구비하고, 상기 변환 테이블이 변환 규칙을 시행하며, 그 변환 규칙에 따라 데이터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값 0 또는 1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가, 상기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같고, 상기 변환 테이블의 변환 코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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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k=7, m=2 및 n=3(이때, d는 최소 런, k는 런 길이 제한값)에 대한 기본 코드와,

상기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의 수를 제한하는 제 1 치환 코드와,

상기 런 길이 제한값 k를 유지하는 제 2 치환 코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28에 따르면, 청구항 27에 기재된 복조장치는, 상기 코드 내에 소정의 간격으로 삽입된 용장비트를 제거하는 비트

제거수단(예컨대, 도 5에 나타낸 DSV 제어 비트 제거부(112)에 의해 실행된)을 더 구비한 것을 더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설명에 있어서, 변환 전의 데이

터의 비트 '0' 및 '1'의 배열, 즉 사전 변환 데이터 스트링은 예컨대 (000011)와 같은 괄호( ) 안에 있는 비트 열로서 표현된

다. 다른 한편, 변환에서 생긴 코드의 비트 '0' 및 '1'의 배열, 즉 사후 변환 워드 스트링은 예컨대 "000100100"과 같은 한

쌍의 심볼로 범위가 정해진 비트 열로서 표현된다. 아래에 주어진 테이블 2와 테이블 3은 본 발명에 따라 데이터를 코드로

변환하는 변환 테이블의 예이다.

<테이블 2>

17PP.RML.32

데이터 코드

11 *0*

10 001

01 010

0011 010 100

0010 010 000

0001 000 100

000011 000 100 100

000010 000 100 000

000001 010 100 100

000000 010 100 000

"110111 001 000 000(next 010)

00001000 000 100 100 100

00000000 010 100 100 100

xx1이면 *0*=000

xx0이면 *0*=101

sync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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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00 000 001(12개의 채널 비트)

또는

#01 001 000 000 001 000 000 001(24개의 채널 비트)

#=0: 종료하지 않은 경우

#=1: 종료한 경우

종료 테이블

00 000

0000 010 100

"110111 001 000 000(next 010)

다음 채널 비트가 '010'이면, 주 테이블 및 결과 테이블을 이용한 후에 '11 01 11'을 '001 000 000'으로 변환한다.

테이블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변환 테이블은 기본 코드, 치환 코드 및 종단 코드를 포함하는 변환에서 생긴 코드를 나타낸

다. 변환 처리는 기본 코드없이 실행될 수 없다. 변환 테이블에 있어서, 기본 코드는 데이트 스트링(11)을 (000000)로 변환

할 때 생긴 코드이다. 변환 처리는, 치환 코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치환 코드가 존재하면, 보다 효

율적인 변환 처리가 행해질 수 있다. 변환 테이블에 있어서, 치환 코드는 데이터 스트링 (110111), (00001000) 및

(00000000)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이다. 종단 코드는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 변환시 생긴 코드를 종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테이블에서의 종단 코드는 데이트 스트링 (00) 및 (0000)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이다. 또한, 변환 테이블은 동기 신호를

규정한다.

테이블 2에서, 최소 런 d는 1이지만, 최대 런 k는 7이다. 기본 코드의 구성요소 중 하나는 소정의 코드, 즉, 별표 심볼 '*'로

표시된 코드를 포함한다. 직전 또는 직후의 코드 워드의 스트링에 관계없이 최소 런 d와 최대 런 k의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소정의 코드의 심볼 '*'로 표시된 비트가 "0" 또는 "1" 중 어느 하나로 결정될 수 있다. 즉, 변환될 2비트 데이터 스트링

이 (11)이면, 변환시 발생된 코드는 직전 코드 워드의 스트링에 의존하여 "000" 또는 "101"이다. 보다 명확히 하면, 바로

앞의 코드 워드의 스트링의 단 하나의 채널 비트가 "1"이면, 2비트 데이터 스트링(11)은 최소 런 d를 유지하기 위해 코드

"000"으로 변환된다. 다른 한편, 바로 앞의 코드 워드의 스트링의 단 하나의 채널 비트가 "0"이면, 2비트 데이터 스트링

(11)은 최대 런 k를 유지하기 위해 코드 "101"로 변환된다.

테이블 2의 변환 테이블에 나타낸 기본 코드는 가변 길이 구조를 갖는다. 1의 제한 길이 i를 가진 기본 코드의 수는 3, 즉

필요한 개수 4(=2^m=2^2)보다 작은 값이다. 이들 3개의 기본 코드는 "*0*", "001" 및 "010"이다. 그 결과, 데이터 스트링

을 변환하는 동작 중에, 1의 제한 길이 i만으로 변환될 수 없는 데이터 스트링을 만난다. 이 이유 때문에, 모든 데이터 스트

링을 변환하는 동작 중에 테이블 2에서 3까지의 제한 길이 i를 가진 기본 코드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즉, 3까지의

제한 길이 i를 가진 기본 코드가 테이블 2에 포함되어, 테이블 2가 충분히 변환 테이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테이블 2의 변환 테이블도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을 제한하기 위한 치환 코드를 포함한다. 데이터 스트링이

(110111)이고,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의 다음에 오는 코드 워드의 스트링이 "010"이면, 데이터 스트링은

"010 000 000"의 코드 워드로 변환된다. 다른 한편,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의 다음에 오는 코드 워드 스트링

이 "010"과 다르면, 데이터 스트링(110111)은 2비트 단위로 변환된다. 즉, 데이터 스트링에서의 2비트 열(11), (01) 및

(11)은 코드 워드의 열 "*0*010 및 *0*"으로 변환된다. 그 결과,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최

소 런 d의 연속 출현이 억제되어, 반복된 최소 런의 수를 최대 6으로 제한한다.

게다가, 테이블 2의 변환 테이블은 변환 규칙을 시행하고, 이 변환 규칙에 따라 데이터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값 0 또는 1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는,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의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

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같다. 즉, 데이터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가 짝수이면, 코드 워드의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도 짝수이고, 다른 한편 데이터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가 홀수이면, 코드 워드의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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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수도 홀수이다. 예컨대, (000001)의 데이트 스트링은 "010 100 000"의 코드 워드의 스트링으로 변환된다. 이 경우

에, 데이터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는,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의 스트링에

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인 1이다. 즉, 데이터 스트링의 "1" 계수와 코드 워드 스트링은 모두 홀수이다.

또 다른 예로서, (000000)의 데이터 스트링은 "010 100 100"의 코드 워드 스트링으로 변환된다. 이 경우에, 데이터 스트

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는,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인 0이다. 즉, 데이터 스트링의 "1" 계수와 코드 워드 스트링은 모두 짝수이다.

또한, 테이블 2의 변환 테이블에서 최대 제한 길이 r은 4이다. 4의 제한 길이 i를 가진 테이블에서의 코드는 최대 런 k의 값

7을 충족시키는 치환 코드이다. 그러한 치환 코드는 코드를 보장하는 최대 런이라고 칭한다. 즉, (00001000)의 데이터 스

트링은 "000 100 100 100"의 코드 워드 스트링으로 변환되지만, (00000000)의 데이터 스트링은 "010 100 100 100"의

코드 워드 스트링으로 변환된다. 이 경우에, 최대 런 d의 값도 1로 유지된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테이블 2의 변환 테이블이 4의 제한 길이 i를 가진 치환 코드를 포함하지 않으면, 이 테이블에 있어서 최대 제한 길이 r이 3

이기 때문에, 8의 최대 런 k를 가진 코드가 발생된다. 그러나, 이 테이블은 4의 제한 길이 i를 가진 기본 코드를 포함하기

때문에, 7의 최대 런 k를 가진 코드가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최대 런 k가 커짐에 따라, 클럭 신호의 발생이 더 불편해지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도가 점점 나빠진다. 따라

서, 8에서 7로 최대 런 k의 값을 줄임으로써, 최대 런 k가 감소되어 시스템의 특성이 적절하게 향상될 수 있다.

즉, 테이블 2의 변환 테이블이 기본 코드만을 포함하면, 그러한 테이블에 있어서 최대 제한 길이 r은 3이다. 이 경우에, 1의

최소 런 d와 8의 최대 런을 가진 코드를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값 0 또는 1을 가

진 2로 나눈 나머지는 데이트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

상 같을 것이다.

또, 이 변환 테이블이 기본 코드뿐만 아니라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을 제한하기 위한 치환 코드를 포함하면, 그러한 테이블

에 있어서 최대 제한 길이 r도 3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1의 최소 런 d와 8의 최대 런 d를 가진 코드를 발생할 수 있지

만, 연속 최소 런 d의 수는 상위 제한 값으로 제한된다. 또한, 데이트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값 0 또는 1을 가

진 2로 나눈 나머지는,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같을 것

이다.

또한, 이 변환 테이블이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을 제한하는 치환 코드 및 기본 코드뿐만 아니라 7의 최대 런 k를 보장하는

치환 코드를 포함하면, 그러한 테이블에 있어서 최대 제한 길이 r은 4이다. 이 경우에, 1의 최소 런 d와 7의 최대 런 k를 가

진 코드를 발생할 수 있지만, 연속 최소 런 d의 수는 상위 제한 값으로 제한된다. 또한, 데이터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값 0 또는 1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는,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

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최대 제한 길이 r이 커짐에 따라, 비트 시프트의 경우에 발생된 복조 오류, 즉 에지 비트가 그것의 표

준 위치에서 전후방향으로 1비트씩 시프트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오류의 전파 특성이 점점 나빠진다.

테이블 2와 테이블 1의 비교에 의해 전자의 최대 제한 길이 r이 2이고, 후자의 최대 제한 길이 r이 4인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테이블 2의 특성은 테이블 1보다 더 나쁘다. 그러나, 테이블 7을 참조하면, 나중에 설명되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테이블 2의 특성이 테이블 1과 비교하여 매우 나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컨대,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테이블 1의

평균 오류율은 1.014 바이트이지만, 테이블 2의 평균 오류율은 1.67 바이트, 즉 테이블 1의 값보다 훨씬 크지 않은 값이

다. 평균 오류율의 차이는, 테이블 1에서의 변환 코드 그룹의 수가 테이블에서의 변환 코드 그룹의 수보다 2만큼 작다고 하

는 사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동기 신호가 테이블 2의 변환 테이블에 따라 수행된 변환의 결과로서 발생된 코드 워드 스트링(즉, 채널 비트 열)

의 어떤 임의의 위치 내에 삽입되는 경우에는, 이 변환 테이블은 가변 길이 구조를 가진 코드를 생성한다. 이것은, 변환 테

이블이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의 변환시 발생된 코드를 종결시키는 종단 코드를 규정하는 종료 테이블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이다. 종단 코드는 필요할 때마다 사용된다.

예컨대, 동기 신호가 변환에서 발생된 코드의 특정 위치 내에 삽입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우선 첫째로 특정 위치의

바로 앞의 코드 워드 스트링과 특정 위치의 바로 뒤의 코드 워드 스트링 사이의 접합점에서, 최소 런 d와 최대 런 k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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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안에 접합 비트가 설정되고, 동기 신호를 나타내는 단일 패턴은 접합 비트 사이에서 설정된다. 최대 런 k의 값 7을

파괴하는 동기 신호의 패턴을 고려하자. 이 경우에, 최소 길이를 가진 동기 신호의 패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 12비트 코드

워드(즉, 12 채널 비트)이다.

"#01 000 000 001"

동기 신호의 패턴의 선두에 있는 심볼 "#"은 나중에 설명되는 "0" 또는 "1"인 접합 비트이다. "#" 비트 다음에 오는 두 번째

채널 비트는 최소 런 d를 유지하기 위한 "0"이다. 세 번째 채널 비트와 그 다음의 채널 비트는, 8의 최대 런 k를 주기 위해

9T의 단일 패턴, 즉 테이블 2에는 규정되지 않는 코드 패턴을 형성하는 값으로 설정된다. 상기 패턴으로 나타낸 바와 같

이, 세 번째 채널 비트와 마지막 채널 비트 사이에는 8개의 연속 "0" 비트가 삽입된다. 동기 신호의 패턴에서 마지막 채널

비트가 "1"로 설정되더라도, 테이블 2의 변환 테이블을 이용함으로써, 최소 런 d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다음에, 동기 신호의 비트 패턴에서의 접합 비트 "#"와 종료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한다. 테이블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종

료 테이블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00 000

000 010 100

필요한 수 4(=2^m=2^2)보다 작은 코드 워드 스트링과 데이터 스트링으로 각각 이루어진 쌍을 다수 제공하는 제한 길이 i

를 가진 기본 코드에 대해서는 이 종료 테이블이 필요하다.

보다 상세히 말하면, 테이블 2의 경우에, 제한 길이 i=1에 대해서는, 데이터 스트링과 코드 워드 스트링으로 각각 이루어진

쌍의 수가 3이기 때문에, 이 종료 테이블이 필요하다. 제한 길이 i=3에 대해서는, 데이터 스트링과 코드 워드 스트링으로

각각 이루어진 쌍의 수가 치환 코드를 가진 쌍을 한 개 포함하는 5이다. 그 나머지는 기본 코드를 각각 포함하는 4쌍이다.

이 필요한 수 4가 충족되기 때문에, 종료 테이블은 필요하지 않다. 제한 길이 i=4에 대해서는, 코드 워드 스트링이 모두 치

환 코드이기 때문에, 종단 코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한 길이 i=1에 대해서는 종료 테이블이 필요하고, (00)의

데이터 스트링에 대해서는 종단 코드가 사용된다. 게다가, 제한 길이 i=2에 대해서는 종료 테이블이 필요하고, (0000)의

데이터 스트링에 대해서는 종단 코드가 사용된다. 이 종료 테이블에 의하면, 데이트 스트링 (00) 및 (0000)은 코드 워드 스

트링 "000" 및 "010100"으로 각각 변환된다. 그 결과, 이 변환 시스템은, 동기 신호를 삽입하는 동작 중에, 동기 신호의 패

턴의 바로 앞의 데이터가 더 이상 변환될 수 없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즉, 변환 시스템은 동기 신호의 바로 앞의 코드가 더

이상 종결 코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제거할 수 있다.

동기 신호의 패턴의 비트 "#"는, 종료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종료 테이블을 사용한 경우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동기 신호의 패턴의 선두에 있는 첫 번째의 채널 비트 "#"를 "1"로 설정하여, 종단 코드를 사용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 "0"으로 설정하여, 종단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료 테이

블이 사용되는지 아닌지 여부, 즉 종단 코드가 사용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최소 길이를 가진 동기 신호의 패턴은 12비트 코드 워드(즉, 12 채널 비트)이다. 최대 런 k의 값 7을 파

괴하지만, 8(9T)의 최대 런 k를 제공하는 동기 신호의 패턴이 용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2비트의 코드 워드를 형성

하는 어떤 다른 동기 신호 패턴이 구성될 수 있다. 15비트 코드 워드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다음의 2개의 동기 신

호가 만들어질 수 있다.

"#01 000 000 001 010"

"#01 000 000 001 001"

21비트 코드 워드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동기 신호가 만들어질 수 있다.

"#01 000 000 001 000 000 001"

상기 21비트 동기 신호는 8(9T)의 최대 런 k를 각각 제공하는 2개의 연속 패턴을 포함한다. 그러한 동기 신호가 보다 높은

신뢰도로 검출될 수 있다. 그 후에, 24비트 코드 워드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동기 신호가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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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01 000 000 001 000 000 001"

상기 동기 신호, 즉 "3T - 9T - 9T"의 형태를 가진 패턴은, 8(9T)의 최대 런 k를 각각 제공하는 2개의 연속 패턴 전후에

큰 런(T)이 나타나는 확률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검출력도 증가시킨다. 동기 신호가 시스템 요구조건에 따라 어떤 검출

력을 제공해야 하는지 선택할 수 있다.

테이블 3은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또 다른 형태의 변환 테이블이다.

<테이블 3>

17PP.RML.52

i=1 주 테이블:

      데이터 코드

      00 101

      01 100

      10 001

      11 111

i=2 치환 테이블 A(d를 1로 제한)

      0000 100 010

      0001 101 010

      1000 000 010

      1001 001 010

i=3 치환 테이블 B(k를 8로 제한)

       111111 000 010 010

       111110 001 010 010

       011110 101 010 010

       011111 100 010 010

i=4 치환 테이블 C(RMTR을 6으로 제한)

 00010001 100 010 010 010

chan -- 0 10010001 100 000 010 010

chan -- 1 10010001 000 010 010 010

r=4 치환 테이블 D(k를 7로 제한)

chan 010 11100000 000 001 010 010

chan 010 11100010 100 001 010 010

chan 010 11100001 001 010 010 010

chan 010 11100011 101 010 010 010

S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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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x1 ----- 0x

      ch.:   xx0 100 000 000 10x(12개의 채널 비트)

data: x1 ------- 0x

ch.: xx0 100 000 000 100 000 000 10x(24개의 채널 비트)

종료:

시작에서 데이터 비트 '01' 또는 '11'

및 끝에서 '00' 또는 '01'을 추가

----------------------------------------------------------------

테이블 3의 변환 테이블은, 최소 런 d=1, 최대 런 k=7, 제한 길이 i=1에 대하여, 4(=2^m=2^2)개의 기본 코드가 제공되는

구조를 갖는다. 즉, 제한 길이 i=1에 대해서는, 4개의 기본 코드가 주 테이블에 제공된다. 제한 길이 i=2에 관해서는, 최소

런 d와 최대 런 k와 같은 파라미터를 제한하기 위해 치환 코드의 테이블이 제공된다. 보다 명확히 하면, 제한 길이 i=2에

대한 테이블 A는 최소 런 d를 1로 제한하는 치환 코드를 규정한다. 제한 길이 i=3에 대한 테이블 B는 최대 런 k를 상위 제

한 값 8로 제한하는 치환 코드를 규정한다. 제한 길이 i=4에 대한 테이블 C는 값 1을 가진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을 제한하

기 위한 치환 코드를 규정한다. 제한 길이 i=4에 대한 테이블 D는 최대 런 k를 상위 제한 값 7로 제한하는 치환 코드를 규

정한다. 따라서, 테이블 3의 변환 테이블에 있어서, 최대 제한 값 r=4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테이블 3의 변환 테이블은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을 제한하기 위한 치환 코드를 포함한다. 예컨대,

(0001001)의 데이터 스트링은 "100 010 010 010"의 코드 워드 스트링으로 변환된다. (10010001)의 데이터 스트링에 관

해서는, 바로 앞의 코드 워드는, 바로 앞의 채널 비트가 "0"인지 "1"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바로 앞의 채

널 비트가 "0"이면, 데이터 스트링은 "100 000 010 010"의 코드 워드 스트링으로 변환된다. 다른 한편, 바로 앞의 채널 비

트가 "1"이면, 데이터 스트링은 "000 010 010 010"의 코드 워드 스트링으로 변환된다. 그 결과, 데이터 변환에서 생긴 코

드 워드 스트링은 최대 6으로 제한된 다수의 연속해서 반복된 최소 런을 갖는다.

또한, 테이블 3의 변환 테이블은 변환 규칙을 시행하고, 그것에 따라 데이트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값 0 또는

1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는,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

지와 항상 같을 것이다. 즉, 데이터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가 짝수이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

수도 짝수이고, 그 반면 데이터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가 홀수이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도

홀수이다. 예컨대, (1000)의 데이터 스트링이 "000 010"의 코드 워드 스트링으로 변환된다. 이 경우에, 데이트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는,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인 1이다. 즉, 데이터 스트링과 코드 워드 스트링의 "1" 계수는 모두 홀수이다. 또 다른 예로서, (111111)

의 데이터 스트링은 "000 010 010"의 코드 워드 스트링으로 변환된다. 이 경우에, 데이트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

를 2로 나눈 나머지는,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인 0

이다. 즉, 데이터 스트링과 코드 워드 스트링의 "1" 계수는 모두 짝수이다.

또한, 최대 제한 길이 r과 같은 4의 제한 길이 i를 가진 테이블 3의 변환 테이블에서의 코드는 최대 런 k의 값 7을 충족시키

는 치환 코드이다. 그러한 치환 코드를 이용하는 변환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앞의 코드 워드 스트링이 참조된다. 보다

명확히 하면, 바로 앞의 코드 워드 스트링이 "010"이면, 변환이 실행된다. 데이터 스트링이 (11100000)이고, 바로 앞의 코

드 워드 스트링이 "010"이면, 예컨대, 변환이 실행되어, "000 001 010 010"의 코드 워드 스트링이 생성된다. 또 다른 예로

서, 데이터 스트링이 (11100010)이고, 바로 앞의 코드 워드 스트링이 "010"이면, 데이터 스트링은 "100 001 010 010"의

코드 워드 스트링으로 변환된다.

상술한 테이블 3의 변환 테이블은 RLL 인코딩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본 코드만으로 확립될 수 없다. 확실한 최소 런 d와 확

실한 최대 런 k를 가진 RLL 코드는 주 테이블 내의 기본 코드뿐만 아니라 2의 제한 길이 i에 대한 테이블 A와 3의 제한 길

이 i에 대한 테이블 B 내의 치환 코드를 이용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대 제한 길이 r이 3이므로, 1의 최소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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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와 8의 최대 런 k를 가진 코드를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값 0 또는 1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는,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같

을 것이다.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을 제한하기 위한 치환 코드를 규정하는 테이블 C가 주 테이블 및 테이블 A, B뿐만 아니라 테이블 3

의 변환 테이블의 구성에 포함되면, 최대 제한 길이 r은 4이므로, 1의 최소 런 d, 8의 최대 런 k 및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의

제한 수를 가진 코드를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값 0 또는 1을 가진 2로 나눈 나머

지는,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같을 것이다.

이 경우에, 테이블 3의 테이블 C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바로 앞의 코드 워드 스트링을 항상 참조할 필요는 없다.

7의 최대 런 k를 보장하기 위한 치환 코드를 규정하는 테이블 D가, 주 테이블 및 테이블 A, B와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을

제한하기 위한 치환 코드를 규정하는 테이블 C의 구성에 포함되면, 최대 제한 길이 r이 4이므로, 1의 최소 런 d, 7의 최대

런 k 및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의 제한 수를 가진 코드를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값 0 또는 1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는,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같을 것이다.

테이블 2의 종료 테이블은, 테이블 3의 변환 테이블을 이용하는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또는 채널 비트 열)의 특

정 위치 내에 동기 신호를 삽입하는 처리과정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테이블 3의 변환 테이블에 따라, 코드가 1의

제한 길이 i에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기 신호의 패턴의 삽입으로 가능한 한 효율적인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패턴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동기 신호

로서의 역할을 하는 단일 패턴(또는 코드 워드 스트링) 바로 앞의 3비트 코드 워드와 단일 패턴 바로 뒤의 3비트 코드 워드

는, 테이블 3에 따른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이다. 단일 패턴 바로 앞뒤의 3비트 코드 워드는 각각 데이터 비트와 접합 비

트가 다음과 같이 혼합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선 첫째로, 바로 앞의 3비트 코드 워드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m=2일 때 변환 전의 데이터 워드의 m비트 단위가 검사

된다. 변환 전의 데이터 워드의 선두에 있는 2비트 단위의 첫 번째 비트는 정보 비트이고, 두 번째 비트는 동기 신호를 표시

하기 위한 '1'의 값을 갖는다. 데이터 워드의 선두에 있는 2비트 단위는 테이블 3에 따라 코드 워드(채널 비트)로 변환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워드(xl)의 m비트(2비트)는 코드 워드 "xx0"의 n비트(3비트)로 변환된다.

그 후에, 바로 뒤의 3비트 코드 워드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게다가, m=2일 때 변환 전의 데이터 워드의 m비트 단위가

검사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변환 전의 데이터 워드의 선두에 있는 2비트 단위의 첫 번째 비트는 동기 신호를 표시하기 위

한 '0'의 값을 갖고, 두 번째 비트는 정보 비트이다. 데이터 워드의 선두에 있는 2비트 단위는 테이블 3에 따라 코드 워드

(채널 비트)로 변환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워드(0x)의 m비트(2비트)는 코드 워드 "10x"의 n비트(3비트)로 변환된다.

동기 신호의 단일 패턴이 최대 런 k의 값 7을 파괴하는 패턴으로서 설정될 때, 가능한 가장 짧은 길이로 실행될 수 있는 동

기 신호 패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 적어도 12비트(12 채널 비트)의 단일 패턴 코드 워드를 포함한다.

"xx0 100 000 000 10x"

이때, "x"의 값은 변환 테이블에 의존한다. 상기 15비트 코드 워드는 3개의 "x"비트를 포함한다. 2개의 "x"비트는 이 코드

워드의 선두에 있으며, 1개의 "x"비트는 이 코드 워드의 끝부분에 있다. 3개의 "x"비트는 변환 전의 데이터 워드의 2비트

단위를 나타낸다. 코드 워드의 나머지 12개의 채널 비트는, 동기 신호 패턴을 실제로 나타내는 중복부분이다. 코드 워드의

세 번째의 채널 비트는 최소 런 d를 유지하기 위해 "0"으로 설정된다. 네 번째의 채널 비트로 시작하는 나머지 부분에 관해

서는, 9T가 8의 최대 런 k를 제공하기 위해 동기 신호 패턴으로서 설정된다. 구체적으로, 8개의 "0"은 "1"과 "1" 사이에 연

속해서 배치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최소 길이를 가진 동기 신호의 단일 패턴은 12비트 코드 워드(즉, 12개의 채널 비트)이다. 최대 런 k의

값 7을 파괴하지만 8의 최대 런 k(9T)를 제공하는 동기 신호 패턴이 용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2비트의 단일 코드

워드를 형성하는 어떤 다른 공기 신호 패턴은 구성될 수 있다. 15비트의 단일 패턴 코드 워드를 형성하는 경우에, 예컨대,

다음의 동기 신호가 만들어질 수 있다.

"xx0 100 000 000 100 1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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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비트의 코드 워드를 형성하는 경우에, 다음의 동기 신호가 만들어질 수 있다.

"Xxx0 100 000 000 100 000 000 10x"

상기 21비트 동기 신호는 8의 최대 런 k(9T)를 각각 제공하는 2개의 연속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기 신호에 따라, 검

출력이 증가될 수 있다. 동기 신호가 시스템의 요구조건에 따라 어떤 검출력을 제공해야 하는지 선택할 수 있다.

종래의 방법과 같이, 데이터 스트링이, 테이블 2 또는 테이블 3으로 나타낸 것과 같은 변환 테이블을 이용하여 변환된 후에

는, DSV 제어가 변환에서 생긴 채널 비트 열에 소정의 간격으로 DSV 제어 비트를 추가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테이블 2와 테이블 3에 근거한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과 데이터 스트링과의 관계를 이용함으로써, DSV 제어가

매우 높은 효율로 행해질 수 있다.

보다 상세히 말하면, 데이트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값 0 또는 1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는,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같을 것이다. 따라서, 반전을 나타내

는 값 "1"과 비반전을 나타내는 값 "0"을 가진 DSV 제어 비트를 채널 비트의 열 내에 삽입하는 것은 반전을 나타내는 값

"1"과 비반전을 나타내는 값 "0"을 가진 DSV 제어 비트를 데이터 비트의 열 내에 삽입하는 것과 같다.

예컨대, 데이터의 3비트(001)가 테이블 2에 따라 변환되는 경우를 가정하자. 3비트 다음에 오는 DSV 제어 비트 x가 이 데

이터 내에 삽입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DSV 제어 비트를 포함하는 데이터는 (001-x)으로 되고, 이때 x는 값 '0' 또는

'1'을 가진 1비트 제어 비트이다. x=0에 관해서는, DSV 제어 비트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테이블 2에 따라 변환

된다.

데이터 스트링 코드 워드 스트링

0010 010 000

그 반면, x=1에 관해서는, DSV 제어 비트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테이블 2에 따라 변환된다.

데이터 스트링 코드 워드 스트링

0011 010 100

테이블 2를 이용하는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 NRZI 번호를 통한 레벨 인코딩을 적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레

벨 인코딩된 코드 스트링이 얻어진다.

데이터 스트링 코드 워드 스트링 인코딩된 코드 스트링

0010 010 000 011111

0011 010 100 011000

상기 테이블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첫 번째의 인코딩된 코드 스트링의 마지막 3비트는 두 번째의 인코딩된 코드 스트링의

마지막 3비트로 반전된다. 상기의 결과는, DSV 제어 비트의 값으로 (1) 또는 (0)을 선택함으로써, DSV 제어가 데이터 스

트링 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에, DSV 제어에 의해 소개된 중복성을 고려하자. 1 DSV 제어 비트를 데이터 스트링 내에 삽입하여 DSV 제어를 행하

는 것은, 1.5 DSV 제어 비트를 채널 비트의 열 내에 삽입하여 DSV 제어를 실행하는 것에 대응하고, 이때, 값 1.5는 테이블

2와 테이블 3의 변환율 m/n=2/3의 역수이다. 테이블 1에 나타낸 것과 같은 RLL(1 - 7)에 대하여 DSV 제어를 행하기 위

해서는, 채널 비트의 트레인에 제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적어도 2개의 채널 비트가 최소 런 d를 유지하기 위

해 필요하기 때문에, 테이블 2와 테이블 3의 데이터 스트링에 적용된 DSV 제어와 비교하여 중복도를 높게 할 수 있다. 즉,

본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 스트링에서 DSV 제어를 행함으로써, DSV 제어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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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변조장치를 실행하는 실시예에 관해서는 도 1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

서, 데이터 스트링은 테이블 2를 이용하여 가변 길이 코드 (d,k; m,n; r)=(1,7; 2,3; 4)로 변환된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변조장치(1)는 DSV 제어 비트의 값이 '1' 또는 '0'인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것에 공급된 데이터

스트링 내에 어떤 임의의 간격으로 DSV 제어 비트를 삽입하는 DSV 제어 비트 결정/삽입부(11)와, 데이터 스트링 내에 삽

입된 DSV 비트로 데이터 스트링을 변조하는 변조부(12)와, 변조부(12)의 출력을 기록 웨이브 트레인으로 변환하는 NRZI

인코딩부(13)를 구비한다. 또한, 변조장치(1)는 타이밍 신호를 발생하여, 그 신호를 다양한 구성요소에 공급하는 타이밍

제어부(14)도 갖는다.

도 2는 DSV 제어 비트 결정/삽입부(11)에 의해 행해진 처리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해석도이다.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DSV 제어 비트의 값이 결정되고, DSV 제어 비트는 어떤 임의의 간격으로 데이터 스트링 내에 삽입된다. DSV 제어

비트를 인입 데이터 스트링의 데이터 DATA1과 DATA2의 단편 사이에 있는 위치 내에 삽입하기 위해서, DSV 제어 비트

결정/삽입부(11)는 DATA1까지 데이터에 대한 누적 DSV를 계산한다. 전체 DSV는 다음의 단계를 실행함으로써 계산된

다:

DATA1을 채널 비트 열로 변환하는 단계;

이 비트 열에 대하여 NRZI 변조를 수행하는 단계;

값 +1을 NRZI 변조 결과의 H(하이)레벨(1)에 할당하고, 값 -1을 변조 결과의 L(로우)레벨(0)에 할당하는 단계; 및

NRZI 변조 결과의 레벨에 할당된 값을 합계하는 단계.

또한, DSV 제어 비트 결정/삽입부(11)는 DATA1의 다음에 오는 세그먼트 DATA 2에 대하여 전체 DSV를 계산한다. 데이

터 DATA1과 DATA2의 단편 사이의 위치 내에 DSV 제어 비트 x1이 삽입된다고 가정하자. DSV 제어 비트 결정/삽입부

(11)가 DSV 제어 비트 x1의 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DATA1, x1 및 DATA2에 대한 DSV의 합계의 절대값은 0에 접근한

다.

DSV 제어 비트 x1이 (1)로 설정되면, DATA1의 다음에 오는 세그먼트 DATA2의 레벨 코드는 반전된다. 그 반면, DSV 제

어 비트 x1이 (0)로 설정되면, DATA1의 다음에 오는 세그먼트 DATA2의 레벨 코드는 반전되지 않는다. 이것은, 테이블

2 및 테이블 3의 변환 테이블의 각 구성요소에 있어서, 데이터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값 0 또는 1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가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소자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같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이, (1)비트를 데이터 스트링 내에 삽입하는 것은, 데이트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 내에

"1"을 삽입함으로써 달성되어야 하고, 그 경우에 반전이 수반된다.

도 2에 나타낸 DSV 제어 비트 x1의 값이 상술한 바와 같이 결정된 후에, DSV 제어 비트 x2는 DATA2와 DATA3 사이에

삽입되어, 동일한 방법으로 DSV 제어를 행하기 위해 x1과 x2 사이에 소정의 데이터 간격을 제공한다. 이 경우에, 누적

DSV는 DATA1까지의 데이터에 대한 누적 DSV, x1에 대한 DSV 값, 및 세그먼트 DATA2에 대한 DSV 데이터의 합계이

다.

상술한 바와 같이, DSV 제어 비트는, 데이터 스트링이 변조부(12)에 의해 변조되기 전에 미리 데이터 스트링 내에 삽입되

어, 채널 비트 열을 발생한다.

도 3은 변조부(12)의 전형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프트 레지스터(31)는 동시에 2비

트씩 그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시프트하여, 제한 길이 판정부(32),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33), 런 길이 제

한 보장 코드 검출부(34) 및 모든 변환부(35-1∼35-4)에 그것의 출력을 공급한다. 이 시프트 레지스터(31)는 처리하는 데

에 필요한 만큼의 비트를 구성요소(32∼35)의 각각에 공급한다.

제한 길이 판정부(32)는 데이터의 제한 길이 i를 결정하고, 그 길이 i를 멀티플렉서(36)에 공급한다. 최소 런 연속 출현 제

한 코드 검출부(33)가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 제한을 필요로 하는 특정 데이터 워드를 검출하면,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

드 검출부(33)는 제한 길이 i를 나타내는 그것의 검출신호(i=3)를 제한 길이 판정부(3)에 공급한다. 테이블 2의 경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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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특정 데이터 워드는 (110111)이다. 게다가,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34)가 최대 런 k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특정 데이터 워드를 검출할 때, 런 길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34)는 제한 길이 i를 나타내는 그것의 검출신호(i=4)를 제한

길이 판정부(32)에 공급한다. 테이블 2의 경우에 있어서, 특정 데이터 워드는 (00001000) 또는 (00000000)이다.

특정 데이터 워드가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33) 또는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34)에 의해 검출되면, 제

한 길이 판정부(32)는 멀티플렉서(36)에 특정 데이터 워드의 제한 길이 i를 전달한다. 그 때, 제한 길이 판정부(32)는 그것

만으로 제한 길이에 대한 또 다른 값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제한 길이 판정부(32)는, 최소 런 연속 출현 제

한 코드 검출부(33) 또는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34)에 의해 공급된 제한 길이가 그것 자체만으로 결정된 것보다

우선하게 해준다.

변환부(35-1∼35-4)는 각각 변환부에 공급된 데이터에 대한 기본 코드가 그 내부에 삽입된 변환 테이블의 목록에 기입되

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관해서 판정한다. 이 기본 코드가 그 목록에 기입되어 있다고 발견되면, 데이터는 기본 코드로 표

시된 코드 워드로 변환되고,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는 멀티플렉서(36)에 공급된다. 그 반면, 데이터에 대한 기본 코드가

변환 테이블의 목록에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변환부(35-1∼35-4)는 그 데이터를 폐기한다.

테이블 2의 변환 테이블에 관해서 변조부(12)가 설계되기 때문에, 변환부(35-i)의 각각은 4까지의 제한 길이 i로 데이터를

변환하도록 설계된다. 즉, 변환부(35-i)의 각각은 4의 최대 제한 길이 r까지 데이터를 변환하도록 설계된다.

멀티플렉서(36)는 제한 길이 판정부(32)에 의해 공급된 제한 길이 i에 대응하는 변환부(35-i) 중 하나에 의해 행해진 변환

에서 생긴 코드를 선택한다. 그 후에, 선택된 코드는 일련의 데이터로서 버퍼(37)에 의해 출력된다.

각 구성요소의 동작 타이밍은 타이밍 제어부(14)에 의해 발생된 타이밍 신호와 동기화하여 제어된다.

다음에, 이 실시예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첫째로, 시프트 레지스터(31)는 2비트 단위로 판정하는 것과 같은 처리에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 비트를, 제한 길이 판

정부(32),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33),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34) 및 모든 변환부(35-1∼35-4)에

공급한다.

테이블 2와 같은 변환 테이블이 삽입되면, 제한 길이 판정부(32)는 변환 테이블을 참조하여 제한 길이 i의 값을 판정하고,

그 값은 멀티플렉서(36)에 공급한다.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33)에 있어서, 다음의 코드 워드가 "010"이면, 테이블 2의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을

제한하는 치환 코드와 대체될 데이터 워드가 삽입된다. 테이블 2의 경우에는, 데이터 워드가 (110111)이다.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의 제한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이 부분의 변환 테이블을 참조한 결과로서 검출될 때,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33)는 그 제한 길이 i=3을 나타내는 검출신호를 제한 길이 판정부(32)에 출력한다.

그 반면에,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34)에 있어서는, 테이블 2의 런 길이 제한을 보장하는 치환 코드와 대체될 데이

터 워드가 삽입된다. 테이블 2의 경우에, 데이터 워드는 (00001000) 및 (00000000)이다. 런 길이 제한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이 부분의 변환 테이블을 참조한 결과로서 검출되면,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34)는 그 제한 길이

i=4를 나타내는 검출신호를 제한 길이 판정부(32)에 출력한다.

테이블 2의 경우에 그 제한 길이 i=3을 나타내는 검출신호를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33)로부터 수신할 때, 제

한 길이 판정부(32)가 그것 자체만으로 결정된 값을 멀티플렉서(36)에 공급하는 대신에, 그것 자체만으로 제한 길이 i의 값

을 판정하더라도, 제한 길이 판정부(32)는 값 i=3을 멀티플렉서(36)에 전달한다. 또, 테이블 2의 경우에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34)로부터 그 제한 길이 i=4를 나타내는 검출신호를 수신할 때, 제한 길이 판정부(32)가 그것 자체만으로 결

정된 값을 멀티플렉서(36)에 공급하는 대신에 그것 자체만으로 제한 길이 i의 값을 판정하더라도, 제한 길이 판정부(32)는

i=4의 값을 멀티플렉서(36)에 전달한다.

이것은,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33) 또는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34)에 의해 결정된 제한 길이 i의 값

이 그것 자체만으로 결정된 값과 다르다고 발견되면, 제한 길이 판정부(32)가 그것 자체만으로 결정된 값을 공급하는 대신

에,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33) 또는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34)로부터 수신된 제한 길이 i의 값을 멀

티플렉서(36)에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다 큰 제한 길이가 멀티플렉서(36)에 전송되도록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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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구체적인 용어로 실시예를 나타냄으로써 제한 길이 판정부(32),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33) 및 런 길

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34)에 의해 수행된 처리를 예시하는 도면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34)에 있어서, 테이블 2의 데이터 워드(00001000) 및 (00000000)은 제

한 길이 i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함수의 일부로서 삽입된다. 데이터 워드(00001000) 및 (00000000)과 매치하는 8비트 데

이터가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34)에 공급될 때,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34)는 그 제한 길이 i=4를 나타내

는 검출신호를 제한 길이 판정부(32)에 출력한다.

그 반면,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33)에 있어서, 테이블 2의 데이터 워드(110111)는 제한 길이 i의 값을 결정

하기 위한 함수로서 삽입된다. 데이터 워드(110111)와 매치하는 6비트 데이터가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33)

에 공급되고, 데이터 워드의 다음에 오는 변환에서 생긴 3비트 코드 워드가 "010"일 때,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

부(33)는 그 제한 길이 i=3을 나타내는 검출신호를 제한 길이 판정부(32)에 출력한다. 3비트 코드 워드 "010"이 변환 전에

(01), (001) 또는 (00000)의 값을 가진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 결과인 것에 유념해야 한다. 즉, 이 함수는 데이터 스트링

(110111)+(01/001/00000)을 포함한다. 데이터 워드(110111)와 매치하는 6비트 데이터가 검출될 때, 그들이 서로 매치

하는지 판정하기 위해 6비트 데이터의 다음에 오는 5비트까지의 데이터가 데이터 워드(01) 또는 (001) 또는 (00000)과 비

교된다. 인입 데이터가 (11011101), (11011001) 또는 (11011100000)이면,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33)는

그 제한 길이 i=3을 나타내는 검출신호를 제한 길이 판정부(32)에 출력한다.

제한 길이 판정부(32)에 있어서는, 테이블 2의 변환 테이블의 데이터 스트링이 삽입된다. 데이터 워드(000011), (000010)

, (000001) 또는 (000000)과 매치하는 6비트 데이터가 제한 길이 판정부(32)에 공급되면, 제한 길이 판정부(32)는 제한

길이 i의 값이 3이라고 결정한다. 데이터 워드(0011), (0010) 또는 (0001)과 매치하는 4비트 데이터가 제한 길이 판정부

(32)에 공급되면, 제한 길이 판정부(32)는 제한 길이 i의 값이 2라고 결정한다. 데이터 워드(11), (10) 또는 (01)과 매치하

는 2비트 데이터가 제한 길이 판정부(32)에 공급되면, 제한 길이 판정부(32)는 제한 길이 i의 값이 1이라고 결정한다.

6비트 데이터(000010)가 공급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제한 길이 판정부(32)는 제한 길이 i의 값이 3이라고 결정한다.

또한, 2비트(00)가 6비트 데이터의 다음에 온다고 가정하자. 그 결과, 데이터 워드(00001000)와 매치하는 8비트 데이터

가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34)에 공급되어,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34)가 그 제한 길이 i=4를 나타내는 검

출신호를 제한 길이 판정부(32)에 출력한다. 이 경우에, 제한 길이 판정부(32)는,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34)로부

터 값 4를 전달하는 검출신호가 그것 자체만으로 결정된 값 3보다 우선하게 해주어, 제한 길이 i가 4의 값을 갖는다고 판정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1)와 (0)의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제한 길이는, 최대 제한 길이에 대응하는 8비트까지의 공급된 데이

터 워드와 필요하다면 3비트 코드 워드를 참조하여 테이블 2의 변환 테이블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1)와 (0)의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제한 길이는 11비트까지의 공급된 데이터 워드만을 참조하여 결정될 수 있다.

제한 길이 판정부(32)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 제한 길이 i의 값을 멀티플렉서(36)에 공급한다.

제한 길이 판정부(32)가, 가장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i의 값이 증가하는 순서로, 즉 도 4에 나타낸 것과 대립하는 것으로서

i=1, i=2, i=3 및 i=4의 순서로 제한 길이 i의 값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변환부(35-1∼35-4)는 각각 그것에 할당된 제한 길이의 값에 대응하는 변환 테이블을 갖는다. 보다 명확히 하면, 변환부

(35-1∼35-4)는 i=1, i=2, i=3 및 i=4에 대한 변환 테이블을 각각 갖는다. 변환부(35-1∼35-4) 중 어느 하나에 공급된 데

이터에 대한 변환 규칙이 변환부의 테이블의 목록에 기입되어 있으면, 공급된 데이터의 2 x i 비트는 기입된 변환 규칙에

따라 코드의 3 x i 비트로 변환된다. 그 다음에, 그 결과의 코드는 멀티플렉서(36)에 공급된다.

멀티플렉서(36)는 제한 길이 판정부(32)에 의해 공급된 제한 길이 i에 대응하는 변환부(35-i) 중 하나에 의해 행해진 변환

에서 생긴 코드를 선택한다. 그 후에, 이 선택된 코드는 일련의 데이터로서 버퍼(37)에 의해 출력된다.

테이블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한 길이 i=3에 관해서는, 변환 테이블이 최소 런 d의 연속 반복 출현에 대한 제한을 필요

로 하는 데이터 스트링(110111)에 대한 치환 코드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의 데이터 스트링이 공급된다고 가정하자.

(1101110111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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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변환 처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의 데이터 워드, 즉 (11), (01), (11), (01) 등으로 실행된다. 변환의 결과로서, 다

음의 코드 워드 스트링(채널 비트 열)이 발생된다.

"101 010 101 010 101 010 101 010"

다음에, 전형적인 NRZI 변조는 레벨 인코딩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된 코드 워드 스트링에 적용된다. 논리 반전은 신호에서

'1' 타이밍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기 코드 워드 스트링은 다음의 코드 워드 스트링으로 변환된다.

'110 011 001 100 110 011'

이때, 2T의 최소 반전 간격은 이 스트링을 통해서 지속한다. 높은 라인 밀도로 기록 또는 재생했을 때, 그러한 코드 스트링

은 기록 또는 재생 동작시 오류를 쉽게 일으키는 패턴으로 된다.

테이블 2의 변환 테이블도 최소 런 d의 반복 연속 출현에 대한 제한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스트링(110111)에 대한 치환 코

드를 규정한다고 가정하자. 다음에, 다음의 데이터 스트링이 공급된다고 가정하자.

(1101110111011101)

이 경우에, 데이터 스트링에서의 제 1 데이터 워드(11011101)는 코드 워드 스트링 "010"으로 변환되는 데이터 워드(01)

전에 오는 데이터 워드(110111)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제 1 데이터 워드는 다음의 코드 워드 스트링으로 변환된다.

"001 000 000 010"

마찬가지로, 데이터 스트링에서의 제 2 데이터 워드(11011101)도 코드 워드 스트링 "010"으로 변환되는 데이터 워드(01)

전에 오는 데이터 워드(110111)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제 1 데이터 워드는 다음의 코드 워드 스트링으로 변환된다.

"001 000 000 010"

그 결과, 데이터 스트링은 다음의 코드 워드 스트링으로 변환된다.

"001 000 000 010 001 000 000 010..."

이때, 최소 런 d의 반복 연속 출현이 방지된다. 즉, 높은 라인 밀도로 기록 또는 재생하는 동작에서 오류를 쉽게 일으키는

패턴이 제거된다. 데이터 스트링을 상술한 코드 워드 스트링으로 변환할 때에, 최소 런 d와 최대 런 k는 그들의 각각의 값

으로 유지된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변조장치(1)에 의해 수행된 변환은 테이블 2의 변환 테이블에 근거한다. 이 변환도 테이블 3의 변환 테

이블을 이용하여 행해질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이 경우에, 도 3에 나타낸 변조부(12)에 사용된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33)는 테이블 3의 제한 길이 i=4에 대한 테이블 C를 가지고 있다. 그 반면,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

부(34)는 제한 길이 i=2에 대한 테이블 A와, 제한 길이 i=3에 대한 테이블 B와, 테이블 3의 제한 길이 i=4에 대한 테이블 D

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테이블 2 및 테이블 3에 있어서는, 동일한 제한 길이의 그룹 내에 있는 데이터 스트링과 코드 워드 스트링의 각 쌍

의 합성이 변경될 수도 있다. 테이블 2의 제한 길이 i=1의 그룹의 경우에 있어서, 예컨대, 각 쌍의 합성은 원래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데이터 코드

i=1 11 *0*

 10 001

 01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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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각 쌍의 합성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수 있다.

 데이터 CD

i=1 11 *0*

 10 010

 01 001

변경된 쌍의 합성에서도, 데이터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값 0 또는 1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는, 데이터 스트

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같을 것이다.

다음에,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복조장치를 실행하는 실시예에 대해서는 도 5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

서, 가변 길이 코드(d,k; m,n; r)=(1,7; 2,3; 4)은 테이블 2를 이용하는 데이터 스트링으로 다시 복조된다.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복조장치(100)는 전송선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또는 기록매체로부터 재생된 신호를, 복조 테이블

또는 역변환 테이블을 이용하여 복조하는 복조부(111)와, 원형 데이터 스트링을 복구하기 위해 복조시 생긴 데이터 스트

링 내에 삽입된 DSV 제어 비트를 데이터 스트링으로부터 임의의 간격으로 인출하는 DSV 제어 비트 제거부(122)를 구비

한다. 버퍼(113)는 DSV 제어 비트 제거부(112)에 의해 발생된 일련의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버퍼

(113) 내에 저장된 데이터는 출력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소정의 전송율로 나중에 다시 판독된다. 타이밍 제어부(114)는 타

이밍 신호를 발생하고, 그 신호를 그들 동작의 타이밍을 제어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요소에 공급한다.

도 6은 복조부(111)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복조부(111)는 전송선으로부터 수신된 신

호 또는 기록매체로부터 재생된 신호를 2진 데이터로 변환하는 비교기(121)를 갖는다. 비교기(121)에 공급된 신호가

NRZI 변조(즉, 레벨 인코딩)를 완료한 신호이면, 이 신호는 역 NRZI 인코딩 처리(즉, 에지 인코딩 처리)를 겪는다. 제한 길

이 판정부(122)는 비교기(121)로부터 수신된 디지탈 신호의 제한 길이 i를 결정한다.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

(123)가 비교기(121)에 의해 발생된 디지탈 신호에서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을 제한하는 특정 코드를 검출할 때,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123)는 제한 길이 i를 나타내는 그것의 검출신호(i=3)를 제한 길이 판정부(122)에 공급한다.

테이블 2의 경우에, 특정 코드는 "001 000 000"이다. 게다가,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124)가 최대 런 k를 보장하

는 특정 코드를 검출할 때,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124)는 제한 길이 i를 나타내는 그것의 검출신호(i=4)를 제한 길

이 판정부(122)에 공급한다. 테이블 2의 경우에, 특정 코드는 "000 100 100 100" 또는 "010 100 100 100"이다.

역 변환부(125-1∼125-4)는 각각 n x i 비트 가변 길이 코드를 다시 m x i 비트 데이터로 역 변환하기 위해 사용된 테이

블을 갖는다. 테이블 2의 경우에, 역 변환부(125-1∼125-4)는 이전에 설명한 변환부(35-1∼35-4) 내에 삽입된 변환 테

이블과 본질적으로 같은 제한 길이 i=1∼4에 대한 역 변환 테이블을 각각 갖는다. 멀티플렉서(126)는 제한 길이 판정부

(122)로부터 수신된 판정 결과에 의존하여 역 변환부(125-1∼124-4)에 의해 발생된 출력 중 하나를 선택한다.

다음에, 도 6에 나타낸 복조부(111)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전송선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또는 기록매체로부터 재생된

신호는 비교기(121)에 공급되어 비교된다. 비교기(121)에 의해 출력된 신호는 역 NRZI 코드, 즉 에지를 나타내는 "1"을 가

진 코드의 디지탈 신호이다. 그 후에, 이 디지탈 신호는 테이블 2의 변환 테이블(엄밀히 말하자면, 역 변환 테이블)을 이용

하여 신호의 제한 길이 i를 결정하는 제한 길이 판정부(122)에 공급된다. 제한 길이 판정부(122)에 의해 생성된 판정결과,

즉 제한 길이 i의 값은 멀티플렉서(126)에 공급된다.

게다가, 비교기(121)에 의해 출력된 디지탈 신호는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123)에도 공급된다.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123)는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을 제한하기 위한 테이블 2의 역 테이블의 치환 코드를 포함하는 내

장 역 변환부를 갖는다. 테이블 2의 경우에, 치환 코드는 코드 워드 "001 000 000"이다.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을 제한하기

위한 역 변환 테이블 내에 기입된 코드 "001 000 000 not 100"이 디지탈 데이터로부터 검출될 때,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123)는 제한 길이 i=3을 제한 길이 판정부(122)에 출력한다.

또한, 비교기(121)에 의해 출력된 디지탈 신호는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124)에도 공급된다. 런 길이 제한 보장 코

드 검출부(124)는 최대 런 k를 유지하기 위한 테이블 2의 역 테이블의 치환 코드를 포함하는 내장 역 변환부를 갖는다.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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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 2의 경우에, 치환 코드는 코드 워드 "000 100 100 100" 및 "010 100 100 100"이다. 최대 런 k를 유지하기 위한 역

변환 테이블 내에 기입된 코드 워드 "000 100 100 100" 또는 "010 100 100 100"이 디지탈 데이터로부터 검출될 때,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124)는 제한 길이 i=4를 제한 길이 판정부(122)에 출력한다.

도 7은 복조장치(100)에 공급된 변조 코드의 제한 길이 i를 결정하기 위한 처리과정의 요약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124)는 테이블 2의 역 테이블의 코드 워드 "000 100 100 100" 및 "010

100 100 100"을 포함하는 내장 역 변환부를 갖는다.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124)에 공급된 12비트 코드 워드 스

트링이 역 변환부 내의 코드 워드 중 어느 하나와 매치할 때,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124)는 제한 길이 i=4를 제한

길이 판정부(122)에 출력한다.

게다가,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123)는 테이블 2의 역 테이블의 코드 워드 "001 000 000"을 포함하는 내장

역 변환부를 갖는다.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123)에 공급된 12비트 코드 워드 스트링이 "001 000 000 not

100"와 매치할 때,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123)는 제한 길이 i=3을 제한 길이 판정부(122)에 출력한다. 특별

히 그것이 제한 길이 i의 변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도, 검출된 12비트 코드 워드 스트링은 실제로 "001 000 000

010"라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제한 길이 판정부(122)는 테이블 2의 내장 역 변환 테이블을 갖는다. 제한 길이 판정부(122)에 공급된 9비트 코드 워드 스

트링이 "000 100 100" 또는 "010 100 100"이면, 또는 제한 길이 판정부(122)에 공급된 12비트 코드 워드 스트링이 "000

100 000 not 100" 또는 "010 100 000 not 100"이면, 제한 길이 판정부(122)는 제한 길이 i가 3이라는 것을 결정한다. 그

반면, 제한 길이 판정부(122)에 공급된 6비트 코드 워드 스트링이 "010 100" 또는 "000 100"이면, 또는 제한 길이 판정부

(122)에 공급된 9비트 코드 워드 스트링이 "010 000 not 100"이면, 제한 길이 판정부(122)는 제한 길이 i가 2라는 것을 결

정한다. 다른 방법으로, 제한 길이 판정부(122)에 공급된 3비트 코드 워드 스트링이 "000", "101", "001" 또는 "010"이면,

제한 길이 판정부(122)는 제한 길이 i가 1이라는 것을 결정한다.

제한 길이 판정부(122),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123) 및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124)도 각각 가장 작

은 것으로 시작하는 i의 값이 상승하는 순서로, 즉 도 7에 나타낸 것과 대립되는 것으로서 i=1, i=2, i=3 및 i=4의 순서로

그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제한 길이 판정부(122)가 또한 i=2/i=3 및 i=4의 순서로 제한 길이 i의 값을 결정할 수 있고, 코드 워드 스트링 "000 100

100 100"이 제한 길이 판정부(122)에 공급된다고 가정하자. 제한 길이 판정부(122)는 가장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제한 길

이 i의 값이 상승하는 순서로 내장 변환 테이블 내의 코드 워드와 제한 길이 판정부(22)에 공급된 코드 워드 스트링을 비교

하여, 코드 워드 스트링이 이 코드 워드와 매치하는지 아닌지 여부에 관해서 판정한다. 제한 길이 판정부(122)에 공급된 코

드 워드 스트링 "000 100 100 100"은 모드 제한 길이 i=1, i=2, i=3 및 i=4에 대한 코드 워드 중 하나와 매치한다. 그 경우

에, 복조의 규칙으로서, 가장 큰 제한 길이가 선택되어 멀티플렉서(126)에 공급된다.

역 변환부(125-1)의 역 변환 테이블은 데이터(11)의 일부분이 어드레스 "101" 및 "000"에 저장되고, 데이터(10) 및 (01)

의 일부분이 어드레스 "001" 및 "010"에 각각 저장되는 메모리로서 실행된다. 역 변환부(125-2 및 125-4)의 역 변환 테이

블은 각각 역 변환부(125-1)와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로서 실행된다. 역 변환부(125-i)에 공급된 3 X i

비트의 코드 워드 스트링은 멀티플렉서(126)에 공급되는 2 X i 비트의 데이터 스트링으로 다시 변환된다.

멀티플렉서(126)는 제한 길이 판정부(122)에 의해 출력된 제한 길이 i의 값의 복조 결과에 따라 역 변환부(125-1∼125-

4)에 의해 공급된 데이터 스트링 중 하나를 선택한다.

도 4는 테이블 2에 대한 역 변환 테이블이다.

<테이블 4>

역 변환 테이블(1,7; 2,3; 4)

코드 워드 스트링 복조된 데이터 스트링

i=1 101 11

0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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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10

010 01

i=2 010 100 0011

010 000(not 100) 0010

000 100 0001

i=3 000 100 100 000011

000 100 000(not 100) 000010

010 100 100 000001

010 100 000(not 100) 000000

i=3: 최소 변환 런 길이 금지

001 000 000(not 100) 110111

i=4: k를 7로 제한

000 100 100 100 00001000

010 100 100 100 00000000

도 8은 DSV 제어 비트 제거부(112)에 의해 수행된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플로우챠트이다. DSV 제어 비트 제거부

(112)는 내부 카운터를 가지고 있다.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플로우챠트는 복조부(111)에 의해 공급된 데이터 스트

링에서 비트의 수를 내부 카운터로 계산하는 단계 S1로 시작한다. 이 처리의 흐름은, 비트의 수가, DSV 제어 비트가 삽입

되는 소정의 데이터 간격을 나타내는 값에 도달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판정하는 단계 S2로 진행해 간다. 판정 결과가 비

트 수가 임의의 데이터 간격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면, 그 처리의 흐름은 복조부(111)에 의해 공급된 데이터가

그대로 버퍼(113)에 출력되는 단계 S3으로 진행해 간다. 그 반면, 현 비트가 DSV 제어 비트라는 것을 나타내는 소정의 데

이터 간격에 비트의 수가 대응한다는 판정결과가 나타내면, 단계 S3의 처리과정을 건너뛴다. 즉, 이 경우에, 데이트 스트링

의 현 비트는 버퍼(113)에 출력되는 대신에 폐기된다.

어느 쪽의 경우이든지, 처리의 흐름은, 다음의 데이터 스트링을 입력하는 처리가 행해지는 단계 S4로 진행해 간다. 그 후

에, 이 처리의 흐름은, 모든 데이터의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해서 판정하는 단계 S5로 계속된다. 처리되

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면, 이 처리의 흐름은 S1로 되돌아가서 그 처리의 실행을 반복한다. 그 반면, 단계

S5에서 판정한 결과가 모든 데이터가 처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면, 이 처리는 종료된다.

그 결과, DSV 제어 비트는 DSV 제어 비트 제거부(112)에 의해 출력된 데이터로부터 제거된다. 그 후에, 이 데이터는 버퍼

(113)에 의해 출력된다.

상술한 설명에 따르면, 복조부(111)는 테이블 2의 변환 테이블 또는 엄밀히 말하자면, 테이블 4의 역 변환 테이블을 이용

한다. 비슷한 처리가 테이블 3의 변환 테이블 또는 엄밀히 말하자면, 아래에 주어진 테이블 5의 역 변환 테이블을 이용하여

행해질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이 경우에, 도 6에 나타낸 복조부(111)에 사용된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

부(123)는 테이블 3의 제한 길이 i=4에 대한 테이블 C를 가지고 있다. 그 반면,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124)는 제

한 길이 i=2에 대한 테이블 A, 제한 길이 i=3에 대한 테이블 B 및 테이블 3의 제한 길이 i=4에 대한 테이블 D를 가지고 있

다.

<테이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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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변환 테이블(1,7; 2,3; 4)

코드 워드 스트링 복조된 데이터 스트링

r=1 주 테이블

101 00

100 01

001 10

000 11

r=2 치환 테이블 A(d를 1로 제한)

100 010 0000

101 010 0001

000 010 1000

001 010 1001

r=3 치환 테이블 B(k를 8로 제한)

000 010 010 111111

001 010 010 111110

101 010 010 011110

100 010 010 011111

r=4 치환 테이블 C(RMTR을 6으로 제한)

100 010 010 010 00010001

100 000 010 010 10010001

000 010 010 010 10010001

r=4 치환 테이블 D(k를 7로 제한)

000 001 010 010 11100000

100 001 010 010 11100010

001 010 010 010 11100001

101 010 010 010 111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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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기 신호(Sync)를 데이터 내에 삽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 동기 신호가 삽입된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는 변조장치(1)와 복조장치(100)를 실행하는 실시예에 관해서는 도 9 및 도 10을 각각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들 실시예

의 경우에도, 데이터 스트링은 가변 길이 코드(d,k; m,n; r)=(1,7; 2,3; 4)로 변조된다.

동기 신호가 소정의 간격으로 삽입되어 있는 도 9에 나타낸 본 발명의 또 다른 변조장치에 있어서, DSV 제어 비트 결정/삽

입부(11)의 출력은 동기 신호 결정부(211)에 공급된다. 동기 신호 결정부(211)에 또 공급된 것은 변조부(12)의 출력이다.

동기 신호 결정부(211)가 DSV 제어 비트 결정/삽입부(11)와 변조부(12)에 의해 공급된 신호로부터 동기 신호를 결정할

때, 동기 신호 결정부(211)는 동기 신호를 동기 신호 삽입부(212)에 출력한다. 동기 신호 삽입부(212)는 동기 신호 결정부

(211)에 의해 공급된 동기 신호를 변조부(12)에 의해 공급된 변조 신호 내에 삽입하고, 그것의 출력을 NRZI 인코딩부(13)

에 공급한다. 이 구성의 나머지는 도 1에 나타낸 변조장치(1)와 동일하다.

동기 신호로서의 역할을 하는 24비트 코드 워드의 패턴의 경우에 있어서, 동기 신호는 테이블 2에 따라 동기 신호 결정부

(211)에 의해 다음의 코드로 변환된다.

"#01 001 000 000 001 000 000 001"

이때, 심볼 #는 만약 있다면 동기 신호의 삽입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DSV 제어 비트를 포함하는, 바로 앞의 데이터 스트링

에 의존하는 비트를 나타낸다. 보다 구체적으로, 변환 테이블을 이용하여 범위가 정해진 데이터 스트링을 변조하는 동작을

종료하기 위해 종료 테이블을 사용하면, "#"="1"이다. 그 반면, 종료를 위해 종료 테이블 대신에 테이블 2를 사용하면, "#

"="0"이다. 따라서, 종료 테이블이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되지 않으면, 변조부(12)는 "#"="1" 또는 "#"="0"을 동기 신호 결

정부(211)에 출력한다. 변조부(12)로부터 "#"의 값을 수신하면, 동기 신호 결정부(211)는 동기 신호의 선두에 있는 "#"의

값을 추가한 후에 그 동긴 신호를 동기 신호 삽입부(212)에 출력한다.

동기 신호 삽입부(212)는 동기 신호 결정부(211)에 의해 공급된 동기 신호를 변조부(12)에 의해 공급된 변조 신호 내에 삽

입하고, 그 출력을 NRZI 인코딩부(13)에 공급한다. 이 처리의 나머지는 도 1에 나타낸 변조장치(1)와 동일하다.

삽입된 동기 신호의 다음에 오는 제 1 데이터는 동기 신호의 바로 앞에 오는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고 그것의 선두에서 시

작하여 변환된다. 변조부(12) 및 동기 신호 결정부(211)는 각각 동기 신호가 삽입되는 소정 간격의 수를 계산하는 카운터

를 가지고 있다. 카운터의 내용은 동기 신호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도 9에 나타낸 실시예는 테이블 2의 변환 테이블을 이용한다. 테이블 3의 변환 테이블도 사용할 수 있다

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이 경우에, 동기 신호 결정부(211)는 동기 신호의 패턴으로서 아래에 주어진 12비트 코드 워드를

이용한다.

"xx0 100 000 000 10x"

이때, 심볼 "x"는 만약 있다면 동기 신호의 삽입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DSV 제어 비트를 포함하는, 바로 앞뒤의 데이터 스

트링에 의존하는 비트를 나타낸다. 동기 신호의 선두에 있는 3비트와 동기 신호의 끝부분에 있는 3비트는 다음과 같이 테

이블 3에 의해 결정된다. (p)가 동기 신호의 삽입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마지막 데이터 스트링이고, (q)가 동기 신호의 바

로 다음에 오는 제 1 데이터 스트링이라고 가정하자. 데이터 스트링 (p1)은 동기 신호의 선두에 있는 3비트로 변환되고, 데

이터 스트링 (0q)은 테이블 3을 이용하여 동기 신호의 끝부분에 있는 3비트로 변환된다. 변환시 생긴 동기 신호의 선두에

있는 3비트와 동기 신호의 끝부분에 있는 3비트 사이에는 중간 비트 "100 000 000"이 삽입되어 상기의 패턴을 생성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최대 런 k를 파괴하지만 그것을 항상 k=8(9T)로 유지하는 동기 신호가 발생될 수 있다.

도 10은 도 9에 나타낸 변조장치(1)에 의해 행해진 변조에서 생긴 코드를 복조하기 위한 또 다른 복조장치(100)를 실행하

는 실시예의 전형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소정의 전송 패턴으

로 전송된 인입 신호는 복조부(111)와 동기 신호 식별부(221)에 공급된다. 동기 신호 식별부(221)는 인입 신호 및 복조부

(111)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이용하여 동기 신호를 식별하고, 그 동기 신호를 동기 신호 제거부(222)에 출력한다. 동기 신

호 제거부(222)는 동기 신호 식별부(221)에 의해 출력된 신호에 따라 변조신호(111)에 의해 공급된 변조 신호로부터 동기

신호를 제거한다. 다음에 그 동기 신호가 제거된 복조 신호는 DSV 제어 비트 제거부(112)에 공급된다. 이 구성의 나머지

는 도 5에 나타낸 복조장치(100)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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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신호 식별부(221)는 코드 워드의 수를 계산하는 내장 카운터를 가지고 있다. 이 카운터의 내용은 소정의 간격으로 데

이터 워드 스트링 내에 삽입되는 동기 신호의 각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동기 신호 패턴의 위치가 식별된 후에,

변조시 결정된 "#" 비트가 판독된다. 즉, 동기 신호의 선두에 있는 비트가 판독되어 복조부(111)에 출력된다. 선두의 비트

가 "1"이면, 복조부(111)는 동기 신호 바로 앞의 코드를 변조할 때 테이블 2의 종료 테이블을 이용한다. 그 반면, 선두의 비

트가 "0"이면, 복조부(111)는 동기 신호의 바로 앞의 코드를 복조할 때 테이블 2의 변환 테이블을 이용한다. 동기 신호의

나머지 비트는 어떠한 정보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된다.

동기 신호 식별부(221)는 동기 신호를 구성하는 비트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 신호를 동기 신호 제거부(222)에 출력한다. 동

기 신호 제거부(222)는 동기 신호 식별부(221)에 의해 출력된 식별 신호에 따라 복조부(111)에 의해 공급된 복조 신호로

부터 동기 신호를 제거한다. 그 후에, 그 동기 신호가 제거된 복조 신호가 DSV 제어 비트 제거부(112)에 공급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도 10에 나타낸 복조장치(100)는 테이블 2의 변환 테이블을 이용한다. 또한, 테이블 3도 사용될 수 있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이 경우에, 예컨대, 동기 신호 식별부(221)는 소정의 간격으로 데이터 워드 스트링 내에 삽입되는 동

기 신호의 각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카운터의 내용을 이용한다. 동기 신호 패턴의 위치가 식별된 후에, 동기 신호 식별부

(221)는 동기 신호 패턴의 선두와 끝부분에 있는 3비트 코드 워드를 지정하는 신호를 복조부(111)에 출력하고, 그들 각각

이 데이터 스트링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들 코드 워드를 복조하는 복조부(111)를 필요로 한다.

동기 신호 식별부(221)는 데이터 스트링을 포함하는 코드 워드를 제외하고 동기 신호의 단일 패턴의 비트를 지정하는 신

호를 동기 신호 제거부(222)에 출력한다. 따라서, 동기 신호 제거부(222)는 동기 신호 비트, 즉 동기 신호 식별부(221)로

부터 수신된 신호에 의해 지정된 단일 패턴의 비트만을 제거할 수 있다.

도 11은 삽입되어 있는 DSV 제어 비트와 동기 신호가 기록된 코드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예에 있어서, 24비트 코

드 워드는 동기 신호로서 사용된다. DSV 제어가 56개의 데이터 비트의 간격으로 행해지고, 동기 신호는 5번의 DSV 제어

의 실행마다 삽입된다. 따라서, 코드 워드의 수, 즉 각각의 동기 신호마다의 채널 비트의 수는, 24 + (1 + 56 + 1 + 56 +

1 + 56 + 1 + 56 + 1 + 56 + 1) X 1.5=453 코드 워드(채널 비트)이다. 데이터 워드 내에 도입된 중복도는 다음의 계산

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대략 7.3%이다.

데이터의 양=(56 X 5)1.5/453=420/453=0.927

따라서, 중복도 = 1 - 0.927 = 0.07128 = 7.3%

본 발명자 및 일부 다른 사람들은 상술한 변환 테이블을 이용하는 시뮬레이션을 행하여 변조 결과를 생성한다. Tmin의 연

속 출현이 제한된 DSV 제어 비트를 삽입한 데이터 스트링의 변조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한다. 이 시뮬레이션에 있

어서는, 테이블 2와 테이블 3이 사용되었다. 종래의 RLL(1-7) 변조에 대한 테이블 1을 이용하는 시뮬레이션도 목적 비교

를 위해 행해졌다.

이 시뮬레이션에 있어서는, 임의로 만들어진 13,107,200 비트로 이루어진 임의의 데이터의 각 56개의 데이터 비트에 대하

여 1 DSV 제어 비트를 삽입함으로써 DSV 제어가 행해졌고, 그 후에 데이터는 테이블 2 또는 테이블 3의 변환 코드 테이

블을 이용하여 코드 워드 스트링(또는 채널 비트 열)으로 변환되었다. 또 다른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임의로 만들어진

13,107,200으로 이루어진 임의의 데이터는 테이블 1 및 테이블 2의 변환 코드 테이블을 이용하여 코드 워드 스트링(또는

채널 비트 열)으로 변환되었고, 그 후에 채널 비트는 DSV 제어를 행하기 위해, 112개의 코드 워드 또는 그 결과로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의 112개의 채널 비트의 각각에 대한 DSV 제어 비트로서 삽입되었다.

테이블 2 또는 테이블 3을 이용하는 시뮬레이션에 있어서는, 1 DSV 제어 비트가 각각의 56개의 데이터 비트에 대하여 삽

입되지만, 테이블 1을 이용하는 시뮬레이션에 있어서는, 2 DSV 제어 비트가 각각의 112 코드 워드에 대하여 삽입되는 이

유는, 양쪽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DSV 제어 비트에 기인한 중복도를 같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나의 경우에서 DSV 제어

에 필요한 비트의 수가 또 다른 경우에서의 비트 수와 다르고, 양쪽 경우에 있어서 중복도가 같게 되면, DSV 제어가 높은

효율로 행해질 수 있는 테이블 2 또는 테이블 3은 테이블 1과 비교하여 양호한 낮은 대역 특성을 제공한다.

시뮬레이션 결과의 수치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Ren_cnt[1∼10]: 1개의 단일 최소 런에서 10개의 연속 최소 런까지의 발생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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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size[2∼10] 2T 런에서 10T 런까지의 발생 계수.

Sum: 비트의 수

Total: 런 길이의 수, 즉 2T 런, 3T 런 등의 발생 계수의 전체 수.

평균 런:(Sum/Total)

런 분배의 수치 값:(T_size[i]*(i)/Sum) 이때 i=2,3,4,...10.

테이블 6의 열 2T∼10T에 대한 수치 값은 런 분배의 수치 값이다.

연속 최소 런 분배의 수치 값:

(Ren_cnt[i]*(i))/T_size[2T] 이때, i=1, 2, 3, 4, ....10.

테이블 6의 열 RMTR(1)∼RMTR(9)에 대한 수치 값은 연속 최소 런 분배의 수치 값이다.

Max_RMTR: 최소 런 반복 피크 DSV의 최대 수: 채널 비트 열에 대하여 DSV 제어를 행하는 프로세스에서 관찰된 포지티

브(+)측 및 네가티브(-)측에 대하여 계산된 DSV 값의 피크.

각각의 56개의 데이터 비트에 대하여 1 DSV 비트를 삽입함으로써 발생된 중복도 계산은, 모두 56개의 데이터 비트에 대

하여 1 DSV 비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중복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중복도 = 1/(1 + 56)=1.75%

각각의 112개의 코드 비트에 대하여 2 DSV 비트를 삽입함으로써 발생된 중복도의 계산은, 모두 112개의 코드 워드 비트

에 대하여 2 DSV 비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중복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중복도 = 2/(2 + 112)=1.75%

따라서, 양쪽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중복도가 얻어진다.

<테이블 6>

PP17 비교

 <테이블 2> <테이블 3> <테이블 1>  

 
17PP-32 17PP-52 +2비트-DC Without-DCC

   (DSV 제어) DSV 제어가 없음

평균     

런 3.3665 3.4048 3.3016 3.2868

Sum 20011947 20011947 20011788 19660782

Total 5944349 5877654 6061150 5981807

     

2T 0.2256 0.2246 0.2417 0.1419

3T 0.2217 0.2069 0.2234 0.2281

4T 0.1948 0.1935 0.1902 0.1915

5T 0.1499 0.1491 0.1502 0.1511

6T 0.1109 0.1904 0.1135 0.1141

7T 0.0579 0.0814 0.0561 0.0544

8T 0.0392 0.0351 0.0218 0.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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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 ----  ---- 0.0023 ---- -----

10T ----  ---- 0.0009 ----- -----

RMTR(1) 0.3837 0.3890 0.3628 0.3641

RMTR(2) 0.3107 0.3137 0.2884 0.2883

RMTR(3) 0.1738 0.1906 0.1717 0.1716

RMTR(4) 0.0938 0.0806 0.0909 0.0907

RMTR(5) 0.0299 0.0228 0.0456 0.0452

RMTR(6) 0.0081 0.0033 0.0219 0.0217

RMTR(7) ---- ---- 0.0100 0.0099

RMTR(8) ---- ---- 0.0047 0.0046

RMTR(9) ---- ---- 0.0022 0.0022

Max_RMTR 6 6 18 18

피크 DSV #-36∼36#-35∼40*-46∼43*-1783∼3433

("#":56 데이터 비트 + 1 dc 비트, 1.75%) ("*": 112 비트 + 2 dc 비트, 1.75%)

상기 주어진 결과는, 테이블 2 및 테이블 3을 이용하여, RLL(1, 7) 시스템이 실행되고, 동시에 최소 및 최대 런이 유지되

며, 최소 런의 연속 출현의 수가 6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게다가, DSV의 결과는, 데이터 스트링에서 DSV 제어가

행해질 수 있다(즉, 피크 DSV의 값이 소정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 경우에, DSV 제어 비트의 효율이

높기 때문에, 코드 워드 스트링(채널 비트 열) 내에 DSV 비트를 삽입하는 종래의 방법보다 더 만족스러운 낮은 대역 구성

요소를 얻을 수 있다. DSV 결과는, 테이블 1의 경우에 포지티브와 네가티브 피크 DSV 사이의 차가 89(=46 + 43)이고, 테

이블 2의 경우에 그 차가 테이블 1의 값보다 작은 72(=36 + 36) 및 75(=35 + 40)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종래의 RLL(1-7) 시스템, 즉 테이블 1에 근거한 시스템과 비교하여, 테이블 2 또는 테이블 3을 이용하는 소위 17PP 시스

템은 최소 런 반복의 수를 기껏해야 6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 결과, 높은 라인 밀도

의 오류 특성의 향상이 기대될 수 있다.

게다가, DSV 제어의 효율이 우수하기 때문에, 종래의 RLL(1-7) 시스템과 같은 1.75% 중복도로 17PP 시스템에서 DSV

제어를 실행하면, 네가티브와 포지티브 피크 값 사이의 차가 작게 된다. 그 결과, 낮은 대역 구성요소가 삭제될 수 있기 때

문에, 안정된 데이터 기록/재생 동작이 수행될 수 없다.

또한, 상술한 경우와 같은 임의의 데이터로부터 발생된 채널 비트 열에서 비트 시프트에 의해 발생된 복조 오류의 전파를

검사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행하였다. 이 시험 결과는, 17PP 시스템에서의 최악의 오류 전파가 3바이트라는 것을 나타낸

다. 그러나, 이 결과도, 오류의 실제 발생의 빈도가 거의 0, 즉 종래의 RLL(1-7) 시스템과 비교하여 그리 많지 않은 열화를

나타낸 값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테이블 1에 대하여 1.014 바이트, 테이블 2에 대하여 1.167 바이트 및 테이블 3에 대하여

1.174 바이트의 평균 바이트 오류율이 증명되었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변환 테이블에 있어서, 오류율 결과의 수치 값

은 DSV 제어 비트를 포함하지만, 종래의 RLL(1-7) 시스템에 있어서, 수치 값은 DSV 제어 비트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에 유념해야 한다. 즉, 그 측정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드시 수행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측정 조건에서의 차이는 수치 값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교시 그 값에 대한 차이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테이블 7>

시프트 오류 응답

 <테이블 2> <테이블 3> <테이블 1>

 
17PP-32 17PP-52 +2비트-DC

최악의 경우 3바이트 3바이트 2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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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비트) 포함된 포함된 제외된

바이트 오류(0) 0.028 0.096 0.080

바이트 오류(1) 0.777 0.0635 0.826

바이트 오류(2) 0.195 0.268 0.094

바이트 오류(3) 0.000 0.001 ----

평균

바이트 오류율 1.167바이트 1.174바이트 1.014바이트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있어서, 1의 최소 런 d, 7의 최대 런 k 및 2/3의 변환율 m/n을 가진 변환 테이블은 최소 런

길이 연속 출현의 수를 제한하기 위한 치환 코드를 포함하여, 다음의 효과를 발생한다.

(1) 높은 라인 밀도의 기록 및 재생 성능과 접선 틸트에 대한 허용 오차가 향상된다.

(2) 낮은 레벨 부분의 수를 줄이고, AGC 및 PLL와 같은 웨이브 처리의 정확도를 증가시켜, 전체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종래의 시스템과 비교하여, 비트 코드 등의 작은 패스 메모리 길이를 설계하여 회로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게다가, 데이터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값 0 또는 1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는,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눈 나머지와 항상 같기 때문에, 다음의 추가 효과를 제공한다.

(4) DSV 제어에 대한 용장비트의 수가 감소될 수 있다.

(5) 1의 최소 런 및 (2,3)의 변환 파라미터(m,n)에서, DSV 제어가 1.5비트 코드 워드로 행해질 수 있다.

(6) 낮은 중복도 외에도, 최소 및 최대 런 d 및 k가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변환 테이블은 특별히 런 길이 제한값을 유지하기 위한 치환 코드를 포함하여, 다음의 추가 효과를 발생한다.

(7) 이 테이블은 간결하다.

(8) 비트 시프트에 의해 발생된 변조 오류의 전파는 테이블 1에 근거한 종래의 시스템과 같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상술한 처리를 행하기 위해 실행되어야 할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제공 매체로서, 자기 디스크와 같은 기록

매체뿐만 아니라, CD-ROM 및 반도체 기억장치, 네트워크 및 위성과 같은 통신 매체가 사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청구항 1에 기재된 변조장치, 청구항 25에 기재된 변조방법, 청구항 26에 기재된 프로그램 제공 매체,

청구항 27에 기재된 복조장치, 청구항 30에 기재된 복조방법 및 청구항 31에 기재된 프로그램 제공 매체에 의하면, 변환

규칙을 시행하는 변환 테이블에 근거하여 변환 처리를 행하고, 그것에 따라, 데이터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값

0 또는 1을 가진 2로 나눈 나머지는, 데이터 스트링의 변환에서 생긴 코드 워드 스트링에서 구성요소의 '1' 계수를 2로 나

눈 나머지와 항상 같으며, 그 변환 테이블의 변환 코드는,

d=1, k=7, m=2 및 n=3에 대한 기본 코드와,

최소 런 d의 연속 출현 수를 제한하기 위한 제 1 치환 코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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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길이 제한 k를 유지하기 위한 제 2 치환 코드를 구비한다.

그 결과, DSV 제어가 작은 수의 용장비트를 이용하여 실행될 수 있고, 코드 워드 스트링은 높은 라인 밀도로 거의 오류가

없이 기록 및 재생될 수 있다. 게다가, 비트 시프트에 의해 발생된 복조 오류의 전파 증가가 억제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변조장치를 실행하는 실시예의 전형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고,

도 2는 도 1에 나타낸 변조장치에 사용된 DSV 제어 비트 결정/삽입부(11)에 의해 행해진 처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도

면이며,

도 3은 도 1에 나타낸 변조장치에 사용된 변조부(12)의 전형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고,

도 4는 도 3에 나타낸 변조부(12)에 의해 행해진 처리를 예시하는 도면이며,

도 5는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복조장치를 실행하는 실시예의 전형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고,

도 6은 도 5에 나타낸 복조장치에 사용된 복조부(111)의 전형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며,

도 7은 도 6에 나타낸 복조부(111)에 의해 행해진 처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도면이고,

도 8은 도 5에 나타낸 복조장치에 사용된 DSV 제어 비트 제거부(112)에 의해 행해진 동작을 설명할 때 참조용으로서 사용

된 플로우챠트이며,

도 9는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변조장치를 실행하는 실시예의 또 다른 전형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고,

도 10은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복조장치를 실행하는 실시예의 또 다른 전형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며,

도 11은 동기 신호와 동기 신호 내에 삽입된 DSV 제어 비트가 기록된 코드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DSV 제어 비트 결정/삽입부

12: 변조부

13: NRZI 인코딩부

31: 시프트 레지스터

32: 제한 길이 판정부

33: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

34: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

35-1∼35-4: 변환부

36: 멀티플렉서

37: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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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복조부

112: DSV 제어 비트 제거부

121: 비교기

122: 제한 길이 판정부

123: 최소 런 연속 출현 제한 코드 검출부

124: 런 길이 제한 보장 코드 검출부

125-1∼125-4: 역 변환부

126: 멀티플렉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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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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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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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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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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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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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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