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343005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7

G11B 19/02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2년07월03일
10-0343005
2002년06월21일

(21) 출원번호 10-2001-0021405 (65) 공개번호 특0000-0000000
(22) 출원일자 2001년04월20일 (43) 공개일자 0000년00월00일
(62) 원출원 특허특1998-0003899         
    원출원일자 : 1998년02월10일 심사청구일자 1998년02월10일

(30) 우선권주장 26755
45585
141926

1997년02월10일
1997년02월28일
1997년05월30일

일본(JP)
일본(JP)
일본(JP)

(73) 특허권자 마쯔시다덴기산교 가부시키가이샤
모리시타 요이찌
일본국 오사카후 가도마시 오아자 가도마 1006반지

(72) 발명자 아야키야스시
일본국네야가와시구즈하라신마치13-1-206
고메노쥰이치
일본국오사카시조토쿠후루이치3초메1-2-1202
고시노도시하루
일본국가도마시고토부키초22-26하이쓰고토부키105
야구치요시타카
일본국오사카시기타쿠나카자키니시1-1-28
요시우라쓰카사
일본국히라카타시구즈하멘도리초1초메36-25
나가이시유지
일본국다이토시미도리가오카2초메15-1

(74) 대리인 강일우
홍기천
최정연

심사관 : 홍승무

(54) 기록재생장치 및 기록재생장치에 대한 입출력제어방법

요약

 - 1 -



등록특허 10-0343005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외부기기로부터의 입출력 실행시간 예측요구가 입력되는 입력수단과, 상기 입출력 실행시간 
예측요구에 대하여 입력요구의 실행시간을 예측하는 판정수단을 가지고, 외부기기로부터 입력되는 입출력 실행시간 예
측요구에 대하여 입출력요구의 실행시간을 예측하여 외부기기에 통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1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는 실시예1에 있어서의 입출력 코멘드의 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

도 3은 실시예1에 있어서의 실행시간 예측 코멘드의 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

도 4는 실시예1에 있어서의 기입 코멘드의 실행시간예측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

도 5는 실시예1에 있어서의 버퍼 RAM의 각 파라미터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실시예1에 있어서의 세그먼트축적량, 데이터잔량, 미전송 데이터량의 일례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7은 실시예1에 있어서의 읽어 내기 코멘드의 실행시간예측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

도 8은 실시예2에 있어서의 전송 데이터전송량요구 코멘드의 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

도 9는 실시예2에 있어서의 기입 가능 데이터 사이즈예측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

도 10은 실시예2에 있어서의 읽어 내기 가능 데이터 사이즈예측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

도 11은 실시예3에 있어서의 전송 데이터전송량요구 코멘드의 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

도 12는 실시예4에 있어서의 영상처리장치의 개략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13은 실시예4에 있어서의 버퍼 RAM의 영역분할방법의 설명도,

도 14는 실시예4에 있어서의 영상처리장치의 동작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

도 15는 실시예4에 있어서의 기록재생장치의 기록동작을 설명하는 플로 차트,

도 16은 실시예4에 있어서의 미리 읽기 데이터관리 테이블의 설명도,

도 17은 실시예4에 있어서의 기록재생장치의 재생동작을 설명하는 플로 차트,

도 18은 실시예4에 있어서의 기록재생장치의 데이터검색동작을 설명하는 플로 차트,

도 19는 실시예4에 있어서의 파일관리정보의 설명도,

도 20은 실시예4에 있어서의 기록재생장치의 자동 미리 읽기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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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은 실시예5에 있어서의 기록재생장치의 기록동작을 설명하는 플로 차트,

도 22는 실시예5에 있어서의 기록재생장치의 재생동작을 설명하는 플로 차트,

도 23은 실시예5에 있어서의 기록재생장치의 프리페치동작을 설명하는 플로 차트,

도 24는 실시예6에 있어서의 기록재생장치의 기록재생동작을 설명하는 플로 차트,

도 25는 실시예6에 있어서의 요구축적 큐의 설명도,

도 26은 실시예7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7은 실시예7에 있어서의 HDD 제어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8은 실시예7에 있어서의 버퍼제어회로의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와 버퍼 RAM의 각 세그먼트와의 대응을 도시한 
도면,

도 29는 실시예7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가 세그먼트설정 코멘드를 처리할 때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

도 30은 실시예7에 있어서의 세그먼트설정 코멘드에 의한 세그먼트 설정변경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31은 실시예7에 있어서의 세그먼트의 축적상황과, 호스트전송, 디스크전송에 관계하는 각 파라미터를 도시한 도면,

도 32는 실시예7에 있어서의 외부기기로부터 세그먼트에의 호스트전송처리를 나타내는 플로 차트,

도 33은 실시예7에 있어서의 세그먼트로부터 디스크로의 호스트전송처리를 나타내는 플로 차트,

도 34는 실시예7에 있어서의 디스크로부터 세그먼트에의 디스크전송처리를 나타내는 플로 차트,

도 35는 실시예7에 있어서의 세그먼트로부터 외부기기에의 호스트전송처리를 나타내는 플로 차트,

도 36은 실시예8에 있어서의 전송속도설정 코멘드의 처리를 나타내는 플로 차트,

도 37은 실시예9에 있어서의 버퍼 RAM의 세그먼트분할과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와의 대응을 도시한 도면,

도 38은 실시예10에 있어서의 버퍼제어회로의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 버퍼 RAM의 세그먼트분할, 및 디스크상의 각 
영역과의 대응을 도시한 도면,

도 39는 종래의 기록재생장치의 디스크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40은 기록재생장치를 구성하는 종래의 디스크장치의 버퍼메모리의 분할제어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41: 디스크 2,36,51: 인터페이스회로

3,43: 버퍼 RAM 4,44: 읽기/쓰기신호 처리회로

5,45: 헤드·디스크기구 6,46: 헤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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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46a: 헤드 7,47: 액츄에이터

8,48: 액츄에이터 구동회로 9,49: HDD 제어회로

31: 디스크 장치 32: 영상처리장치

33: 인터페이스·버스 34: 마이크로프로세서

35: 버퍼메모리 37: 영상데이터처리회로

42: CPU 52: CPU 인터페이스회로

53: 버퍼제어회로 54: 제어신호 입출력회로

61,61a: 세그먼트설정레지스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자기 디스크장치등의 기록재생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기록재생장치에 내장된 일시기억회로를 제어함으로
써 동작화상 데이터등의 리얼타임 데이터를 기록재생하는 기록재생장치와 기록재생장치에 대한 입출력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근래, 자기 디스크장치등의 기록재생장치에 있어서의 기록밀도, 전송속도는, 급속히 향상되어 왔다. 이러한 디스크장치
는 다채널의 동작 화상 데이터의 기록재생에도 사용되고 있다.

디스크장치에 있어서 동작 화상 데이터를 소정의 레이트로 연속하여 기록재생하기 위해서는, 디스크장치에 대한 입출력
요구를 소정의 시간내에 처리해야 한다. 또한, 복수의 입출력요구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입출력요구가 정확한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입출력요구의 시간관리는 디스크장치를 제어하는 호스트컴퓨터의 소프트웨어처리에 의해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입출력
요구를 리얼 타임에 시간관리하는 것은 CPU 부하가 커진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 때문에, 일본의 특허공보의 특개
평8-171526호 공보에 나타낸 바와 같이, 디스크장치와 호스트컴퓨터의 사이에 전용의 인터페이스장치를 접속하여, 
입출력요구의 시간관리를 하고 있었다.

또한, 다채널동작 화상 데이터의 기록재생을 하는 경우에는, 디스크장치에 있어서의 시크동작등의 기계적 동작에 의한 
데이터 전송중단을 흡수하기 위해서 일시기억회로를 마련하여 기록재생성능을 향상시켜 연속기록재생을 보증한다.

종래의 디스크장치는 예컨대 미국특허 5465343호 공보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록재생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
시기억회로를 마련하여, 이 일시기억회로를 버퍼메모리, 혹은 캐슈메모리로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프리페치처리에도 
일시기억회로는 사용된다. 프리페치처리는 시퀀셜 데이터 입출력요구에 대한 성능향상을 목적으로서, 출력요구에 해당
하는 데이터를 읽어낸 뒤, 후속하는 데이터를 읽어 내어 일시기억회로에 기억하는 처리이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면서, 상기 종래의 인터페이스장치와 디스크장치에 의한 기록재생장치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39는 전술의 인터페이스장치와 종래의 디스크장치를 쓴 기록재생장치의 디스크의 전체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9에 도시한 바와 같이, 호스트 컴퓨터(71), 기준 클럭생성부(72)및 인터페이스장치(73)는 입출력버스(75)에 각
각 접속되어 있다. 디스크장치(74)는 데이터 버스(76)를 통해 인터페이스장치(73)에 접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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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장치(73)는 버스인터페이스 제어부(82)(이하, 버스 I/F 제어 부(82)라고 약칭), 입출력제어부(84), 스케
줄관리부(81), 및 우선도 부착 큐관리부 (83)를 구비하고 있다. 인터페이스장치(73)에 있어서, 스케줄관리부(81)는 
입출력요구의 실행순서의 제어를 행하고 있다.

호스트 컴퓨터(71)는 인터페이스장치(73)에 대하여 데이터의 입출력요구를 발행한다. 입출력요구는 입출력 버스(75)
를 통하여 인터페이스장치(73)의 버스I/F 제어부(82)에서 수신되어, 코멘드 버스(77)를 통해 우선도 부착 큐관리부
(81)에 격납된다. 우선도 부착 큐관리부(83)에서는 우선도 부착 큐, 펜딩 큐, 및 입출력실행 큐의 관리를 행한다.

기준 클럭발생부(72)에 있어서 생성된 기준 클럭정보는 입출력 버스(75)를 지나서, 버스 I/F 제어부(82)를 통해 스케
줄관리부(81)에 격납된다.

스케줄관리부(81)는 입출력요구를 우선도 부착 큐관리부(83)내의 우선도 부착 큐에 인도한다. 계속해서, 스케줄관리
부(81)는 우선도 부착 큐내에 입출력요구가 포함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정한다.

우선도 부착 큐내에 입출력요구가 포함되고 있는 경우에는, 스케줄관리부 (81)는 그 입출력요구를 취득, 처리시간이 
규정되어 있는 우선도가 높은 요구인가 아닌가를 판정한다. 스케줄관리부(81)는 우선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 입출력요
구를 입출력제어부(84)에 전송하고, 우선도가 낮은 경우에는 펜딩 큐에 추가한다.

우선도 부착 큐내에 입출력요구가 포함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펜딩 큐를 체크한다. 펜딩 큐에 입출력요구가 있으면, 
그 입출력요구를 취하여, 설정된 처리시간내라면 그 입출력요구를 실행한다. 그 입출력요구가 처리시간을 넘어 타임아
웃인 경우에는, 파기 또는 펜딩 큐로 되돌린다.

입출력제어부(84)는 디스크장치(74)를 제어하여, 데이터의 입출력을 지시함 과 동시에, 데이터의 기입 또는 읽어 내
기를 실행한다.

도 40은 디스크장치(314)의 일시기억회로인 버퍼 메모리의 분할제어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0의 (a)의 부분은 적응형 세그먼트분할 방법을 나타낸다. 도 40의 (a)의 부분에 도시하도록, 버퍼 메모리를 복수
의 세그먼트에 분할하여, 기입 데이터의 버퍼, 읽어 내기 데이터의 캐쉬에 할당할 수 있다. 또한, 각 세그먼트 사이즈를 
기입/읽어 내기 코멘드의 전송 데이터 사이즈에 응해서 변경할 수가 있다.

또한, 도 40의 (b)의 부분은 고정 세그먼트분할방법을 나타내며, 외부기기로부터의 설정 코멘드에 의하여 버퍼 메모리
를 복수의 고정 사이즈 세그먼트에 분할할 수가 있다. 예컨대, SCSI-3 (SCSI: 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규격대응의 디스크장치로는 버퍼 메모리의 세그먼트수, 세그먼트 사이즈를 설정할 수가 있다. 각 세그먼트 사이즈는 동
일하며, 고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종래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디스크장치(74)는 버퍼 메모리를 세그먼트마다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기록재생장치는, 다채널동작 화상 데이터의 기록재생같은 멀티테스크처리에 해당하여, 기록재생성능을 향
상시키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상과 같이 구성된 종래의 기록재생장치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우선, 종래의 기록재생장치에 있어서는, 입출력요구의 실행시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종래의 기록재생장치의 디스크장치에 있어서의 입출력요구의 실행시간은, 목표영역으로의 억세스시간, 즉 시크시간, 회
전대기시간 등의 변동과 일시기억회로의 사용상황에 의해서 크게 변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상기 구성의 종래의 기록재
생장치에 있어서는, 인터페이스장치 및 외부기기에 있어서, 디스크장치의 억세스시간, 일시기억회로의 사용상황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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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행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종래의 기록재생장치에 있어서, 
마감시간을 지키도록 시간관리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기대하고 과대한 실행시간을 상정하여 시간 관리해야 하며, 처리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다음에, 종래의 기록재생장치에 있어서는 입출력요구의 응답에 지연이 발생하고 성능이 저하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종래의 기록재생장치에 있어서, 제한시간이 부착된 우선도가 높은 입출력요구를 우선적으로 실행하며, 우선도가 낮은 
입출력요구를 보류함으로써, 우선도가 높은 동작 화상 데이터를 연속하여 기록재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선도가 높은 
입출력요구가 큐에 존재하지 않고, 우선도가 낮은 입출력요구만이 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으로 우선도가 낮은 
입출력요구가 실행된다.

그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은 입출력요구의 실행 중에, 호스트 컴퓨터등의 외부기기로부터 우선도가 높은 입출력요구가 
입력되더라도, 우선도가 낮은 입출력요구의 실행이 종료되고 나서가 아니면, 우선도가 높은 입출력요구는 실행되지 않
았다. 이 경우에 있어서, 외부기기에는 그 우선도가 높은 입출력요구가 실행되지 않은 이유가 통지되지 않고, 그 실행이 
종료할 때까지 대기의 상태로 된다.

즉, 종래의 기록재생장치에 있어서는, 입출력요구의 실행시간을 고려한 시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선도가 높은 입
출력요구가 입력되더라도, 대기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제한시간이 없게 우선도가 낮은 랜덤데이터 입출력요구가 큐에 존재하는 상태로, 제한시간이 부착된 우선도가 높
은 동작 화상입출력요구가 입력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라도 동작 화상입출력요구가 우선적으로 실행되
어, 랜덤데이터 입출력요구에 대한 응답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종래의 디스크장치에 있어서는 일시기억회로의 효율적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디스크장치에 있어서, 전송레이트가 높은 동작 화상 데이터의 연속기록재생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시기억회로를 
필요로 하지만, 낮은 전송레이트의 동작 화상 데이터, 혹은 프로그램 데이터등에는 적은 일시기억회로라도 무방하다. 
또한, 동작 화상 데이터는 연속적인 시퀀셜 데이터이지만, 프로그램 데이터등은 이상적인 랜덤데이터이고, 버퍼 메모리
/캐쉬 메모리의 제어방법은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종래의 디스크장치의 일시기억회로 사용방법은 임의의 데이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동작 화상 데이터
의 연속기록재생 보증 혹은 기록재생 성능향상에 알맞은 사용방법은 아니었다. 예컨대, 동작 화상 데이터의 특수재생인 
경우, 쓸데없는 프리페치처리가 발생하여, 응답이 지연하여 성능이 저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동작 화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채널 데이터를 기록재생하는 경우, 각 채널의 데이터가 필요한 전송속도, 리얼타
임성, 연속성등에 의해서 일시기억회로의 사이즈, 제어방식을 개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종래의 디스크장치로는, 세그먼트를 복수로 분할하는 것이나, 세그먼트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지만, 다채널 
데이터를 채널마다 각 세그먼트에 대응하여 설치할 수 없고, 다른 전송속도, 리얼타임성, 및 연속성에 따라, 채널마다 
세그먼트 사이즈, 제어방식을 설정할 수가 없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의 입출력요구의 실행시간 관리의 문제와, 입출력요구의 처리에 지연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외부기기로부터의 각 입출력요구에 대하여 입출력요구의 실행시간을 예측하여 확실한 처리를 보증할 수가 
있는 기록재생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우선도가 높은 동작 화상 데이터등이 확실한 연속기록
재생을 보증하여, 우선도가 낮은 입출력요구의 효율적 처리를 실현되는 기록재생장치 및 입출력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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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제한시간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낮은 랜덤데이터 입출
력요구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기록재생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외부기기로부터의 입출력실행시간 예측요구가 입력되는 입력
수단과, 상기 입출력실행시간 예측요구에 대하여 입출력요구의 실행시간을 예측하는 판정수단을 구비한다.

상기 구성에 의한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입출력요구에 대하여 실행시간을 정확히 예측하여 외부기기에 응답함으로
써, 입출력요구의 실행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외부기기로부터의 입출력요구에 대하여, 실행시간을 예측하여, 예측된 실행시간이 외부기기
로부터 설정된 마감시간내에 실행가능한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판정수단과, 상기 판정수단에 있어서 실행가능하다고 판
정된 경우에는 해당 입출력요구를 실행하여, 실행불가능이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처리를 종료하여 그 판정결과에 의해 
해당 외부기기에 응답하는 입출력요구처리수단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외부기기로부터의 입출력 데이터 전송량요구에 대하여, 외부기기로부터 설정된 마감시간내
에 입출력가능한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 응답하는 판정수단을 구비한다.

    
상기 구성에 의한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마감시간내에 입출력가능한 데이터 사이즈를 예측하여 응답함으로써 우선
도가 높은 요구의 실행시간을 보증한 뒤에 우선도가 낮은 요구에 대하여 최대한의 전송레이트를 제공하여 처리효율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에 있어서, 호스트 컴퓨터등의 외부기기는 입출력요구가 마감시간
내에 실행가능한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데이터입출력에 대하여 실행종료시간을 보증할 수가 있고, 입출
력요구의 리얼 타임 시간관리를 용이하게 실행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입출력요구의 종별에 의해서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가능한 일시기억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판정수단이 외부기기로부터의 기입 사이즈요구에 대하여, 해당하는 세그먼트의 간격 사이즈를 기입 가능한 데이터 사이
즈로서 응답한다.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입출력요구의 종별에 따라 복수의 세그먼트에 분할가능한 일시기억회로와, 기록매체로부터 
지정된 영역을 읽어 내어 해당하는 세그먼트로의 일시기억만을 행하는 미리 읽기 수단을 구비하여, 미리 읽기 사이즈요
구에 대하여, 미리 읽기 가능한 데이터 사이즈로서 해당하는 세그먼트의 간격 사이즈를 응답하여 읽어내기 사이즈요구
에 대하여, 해당하는 세그먼트의 미리 읽기가 끝난 데이터 사이즈를 읽어내기 가능 데이터 사이즈로서 응답한다.

    
상기 구성에 의한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기입 데이터 전송량요구에 대하여, 해당하는 세그먼트의 간격 사이즈를 응
답하여, 읽어내기 데이터전송량요구에 대하여, 미리 읽기가 끝난 데이터 사이즈를 응답하여, 미리 읽기 데이터전송량요
구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세그먼트의 간격 사이즈를 응답함으로써, 입출력 데이터를 항상 버스트 전송할 수가 있고, 입
출력요구의 시간관리를 정확하고 또한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입출력 버스의 점유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입출력제어방법은 외부기기로부터의 데이터 전송량요구에 따라, 상기 외부기기와의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전
송가능한 데이터량을 통지하는 통지수단을 구비하는 기록재생장치에 대한 입출력제어방법으로서, 상기 전송가능 데이
터량에 따라 상기 외부기기와 상기 기록재생장치 사이의 데이터 전송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상기 구성에 의한 본 발
명의 입출력제어방법은, 입출력 데이터를 항상 연속적으로 전송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축적된 입출력요구의 종류를 판별하여, 입출력요구가 제한시간부착 입출력요구의 경우에는, 
제한시간에 따라서 산출한 마감 시간까지의 남은 시간에 따라 우선적으로 처리를 실행하는 입출력요구의 종류를 선택
하여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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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축적된 입출력요구의 제한시간에 따라서 마감 시간까지의 남은 시간을 산출하여, 축적된 입
출력요구의 안에서 남은 시간이 최소인 입출력요구를 선택하여, 상기 데이터요구의 남은 시간이 소정치보다 작을 경우
에는 상기 입출력요구를 실행하고, 상기 조건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는, 각 입출력요구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기록위치
에 따라서 축적된 입출력요구의 실행순서를 선택하여 실행한다.

상기 구성에 의한,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마감 시간까지의 남은 시간에 따라서 실행해야 할 입출력요구를 선택하기 
때문에, 동작 화상 데이터등의 연속기록재생을 보증한 뒤에, 랜덤데이터의 기록재생에 처리시간을 할당할 수 있고, 기
록재생성능을 향상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한 일시기억회로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과제에 비추어, 동작 화상 데이터에 알맞은 일시기
억회로의 제어방법에 의해서 동작 화상 데이터를 기록재생하는 기록재생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
은 필요로 하는 채널수에 따라서 일시기억회로를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할 수 있고, 채널마다, 전송속도, 리얼타임성
에 대응하여, 일시기억회로 사이즈, 일시기억회로제어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 기록재생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기록매체에 기록된 데이터에 해당한 파일관리정보를 기억하
는 관리정보기억수단을 가지고, 외부기기로부터의 자동 미리읽기 요구에 따라 상기 관리정보를 재생하여, 외부기기로 
전송해야 할 데이터·블록의 기록매체상의 기록위치를 구하여, 데이터·블록을 미리 읽는다.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외부기기로부터의 복수의 식별자 부착 미리 읽기 요구에 따라 기록매체로부터 데이터·블록
을 재생하여 일시기억회로에 전송하는 미리 읽기 수단을 가지며, 외부기기로부터 식별자 부착 입출력요구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식별자에 따라 미리 읽어낸 데이터·블록의 속에서 데이터·블록을 선택하여 상기 외부기기에 전송한다.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축적한 데이터기입 요구의 종류를 판별하여 기록매체에 연속하여 기록하는 데이터량을 선택
하여, 기록한다. 또한,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축적한 데이터 읽어내기 요구의 종류를 판별하여 축적하는 요구수를 
선택하여, 축적한 요구수에 응하여 기록매체로부터의 데이터재생을 연속하여 행한다.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기록매체로부터 재생한 데이터를 일시기억회로에 전송하는 프리페치수단을 가지고, 외부기
기로부터의 입출력요구의 종류를 판별하여, 프리페치하는 데이터량 혹은 프리페치처리에 요하는 시간이 다른 복수의 프
리페치방법 중에서 상기 입출력요구의 종류에 따라 선택하여 실행한다.

상기 구성에 의한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동작 화상 데이터전송에 알맞은 일시기억회로 제어방법을 실현할 수가 있
어, 외부기기의 전송처리부하의 저감, 기록재생장치의 데이터기록재생처리의 효율화에 의해 성능향상이 기도된다고 하
는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

상기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복수의 세그먼트에 분할가능한 일시기억회로와, 외부기기로부
터의 기입/읽어내기 요구의 식별정보에 따라서 세그먼트를 선택하여, 기입/읽어내기 데이터를 선택한 세그먼트에 일시
기억하는 일시기억회로 제어수단을 구비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가능한 일시기억회로와, 외부기기로부터의 설정정보에 따라서 세그
먼트별로 사이즈, 외부기기로부터의 데이터전송방법, 기록매체로의 데이터전송방법을 설정하여, 외부기기로부터의 기
입/읽어내기 요구의 식별정보에 따라서 세그먼트를 선택하여, 설정된 전송방법에 의해서, 외부기기와의 데이터전송, 기
록매체와의 데이터전송을 제어하는 일시기억회로제어수단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외부기기로부터의 설정정보에 따라서, 해당하는 세그먼트의 외부기기와의 데이터전송때의 
전송개시/정지조건, 기록매체로의 데이터기입 때의 전송개시/정지조건, 기록매체와의 데이터전송의 우선순위, 외부기기
로부터의 억세스단위를 설정한다.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외부기기로부터의 설정정보에 따라서, 해당하는 세그먼트의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써넣을 때, 
또는 해당하는 세그먼트에 기억하는 데이터를 기록매체로부터 읽어 낼 때의 기록재생영역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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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성에 의한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외부기기로부터의 설정정보에 따라서 세그먼트별로 사이즈 전송방법을 설
정하여, 설정된 전송방법에 의해서, 외부기기, 기록매체와의 데이터전송을 제어함으로써, 다른 전송속도, 리얼타임성의 
동작 화상 데이터, 혹은 동작 화상 데이터이외의 데이터에 대응하여, 메모리사이즈 제어방식을 설정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외부기기로부터의 설정정보에 따라서, 외부기기로부터 세그먼트에 대한 억세스단위를 설정
함으로써, 통상의 억세스단위보다 작은 단위로 외부기기로부터 억세스할 수가 있고, 랜덤억세스의 효율을 올릴 수 있다.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외부기기로부터의 설정정보에 따라서, 세그먼트별로, 다른 기록재생영역을 설정함으로써, 기
록재생영역과 세그먼트가 1대1로 대응할 수 있고, 각 세그먼트의 데이터와 디스크상의 데이터와의 동일성을 용이하게 
보증할 수가 있다.

이하,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디스크장치에 관해서, 첨부의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 실시예1

도 1은 실시예1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에 있어서, 디스크장치는 호스트 컴퓨터등의 외부기기(도시하지 않음)에 입출력 버스를 통해 접속되어 있다. 디스
크장치와 외부기기와의 데이터의 송수신은 인터페이스회로(2)에 의해 행하여진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시예1의 
디스크장치는, 인터페이스회로(2)외에, 데이터의 일시기억회로인 버퍼RAM(3), 데이터의 엔코드와 디코드를 하는 읽
기/쓰기신호 처리회로(4), 헤드·디스크기구(5), 액츄에이터 구동회로(8) 및 HDD 제어회로(9)를 구비하고 있다. 여
기서 RAM은 렌덤억세스 메모리를 가리키며, HDD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리킨다.
    

헤드·디스크기구(5)는 디스크(1), 헤드기구(6) 및 액츄에이터(7)등을 가지고 있다. 액츄에이터(7)는 액츄에이터 구
동회로(8)에 의해 구동되어 있다. 또한, HDD 제어회로(9)는, 외부기기로부터의 각종 코멘드에 따라서, 버퍼 RAM(3), 
읽기/쓰기신호처리회로(4),및 액츄에이터구동회로(8)를 제어하고 있다.

인터페이스회로(2)는, 외부기기로부터의 데이터 및 요구인 코멘드를 버퍼 RAM(3),및 HDD 제어회로(9)에 각각 출력
한다. 또한, 인터페이스회로(2)는 버퍼 RAM(3)부터의 데이터 및 HDD 제어회로(9)부터의 코멘드응답을 외부기기에 
출력한다.

읽기/쓰기신호처리회로 버퍼 RAM(3)으로부터의 기입데이터를 엔코드하여, 쓰기신호로서 헤드(6a)에 출력한다. 또한, 
읽기/쓰기신호처리회로(4)는 디스크(1)의 트랙으로부터 헤드(6a)에 의해 읽어 내어지거나 읽기신호를 디코드하여, 읽
어 내기 데이터로서 버퍼 RAM(3)에 출력한다.

HDD 제어회로(9)는, 외부기기로부터의 코멘드를 인터페이스회로(2)를 통해 수취, 코멘드를 해석한다. 코멘드를 해석
한 HDD 제어회로(9)는 버퍼 RAM(3), 읽기/쓰기신호처리회로(4) 및 액츄에이터구동회로(8)를 제어하여, 데이터의 
기입, 읽어냄을 실행한다. 또한, HDD 제어회로(9)는, 응답을 요하는 코멘드의 경우에는 인터페이스회로(2)를 통해 외
부기기에 코멘드응답을 통지한다.

액츄에이터구동회로(8)는 HDD 제어회로(9)로부터의 액츄에이터제어신호에 따라서, 액츄에이터(7)에 구동신호를 출
력한다. 액츄에이터구동회로(8)는 액츄에이터 (7)를 구동제어하여, 헤드기구(6)를 통해 헤드(6a)를 이동시킨다.

[HDD 제어회로의 동작]

이상과 같이 구성된 실시예1의 디스크장치에 있어서의 HDD 제어회로(9)의 동작에 관해서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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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실시예1에 있어서의 HDD제어회로(9)가 입출력 코멘드를 처리할 때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이다.

도 2에 있어서, 입출력 코멘드가 외부기기로부터 인터페이스회로(2)를 통해 HDD 제어회로(9)에 입력되면(스텝 S1), 
HDD 제어회로(9)는 입력된 입출력 코멘드가 실행시간예측을 하는 코멘드인가 아닌가를 판별한다(스텝 S2).

    
입력된 입출력 코멘드가 실행시간예측을 하는 코멘드(실행시간예측코멘드)인 경우에는, 코멘드 파라미터로서 인도된 
입출력동작의 파라미터와 HDD의 내부상태에 의해, 입출력 코멘드의 실행시간을 예측한다(스텝 S3). 다음에, 예측한 
실행시간이 코멘드 파라미터로서 인도된, 실행시간의 최대허용시간인 마감시간과 비교된다(스텝 S4). 실행시간이 마감
시간이내이면 데이터입출력을 실행한다 (스텝 S5), 실행시간이 마감시간을 오버하면 입출력을 실행하지 않고, 에러종
료처리로서 그 판정결과를 외부기기에 통지한다(스텝 S6).
    

한편, 스텝 S2에 있어서, 입력된 입출력 코멘드가 실행시간예측을 하는 코멘드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즉, 스텝 
S5에 있어서 데이터입출력이 실행된다.

도 3은 실시예1에 있어서의 HDD 제어회로(9)가 실행시간예측 코멘드를 처리할 때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이다.

도 3에 있어서, 실행시간예측 코멘드가 외부기기로부터 HDD 제어회로(9)에 입력되면(스텝 S11), HDD 제어회로(9)
는 코멘드 파라미터로서 인도된 입출력동작의 각 파라미터와, HDD의 내부상태에 따라서 입출력 코멘드의 실행시간을 
예측한다(스텝 S12). 예측한 실행시간은 통지처리된다(스텝 S13).

[실행시간예측처리]

다음에, 도 3에 나타내는 실행시간예측처리에 있어서의 스텝 S12의 상세한 동작에 관해서 첨부한 도 4부터 도 7을 참
조하여 설명한다.

도 4는, 기입 코멘드의 실행시간, 즉 외부기기로부터 버퍼 RAM(3)으로의 데이터전송이 종료하는 시간을 예측하는 처
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이다.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HDD 제어회로(9)는 우선, 세그먼트의 간격 사이즈와 전송해야 할 기입 데이터의 사이즈(전
송 데이터 사이즈)를 비교한다(스텝 S21). 스텝 S21에 있어서, 간격 사이즈쪽이 크거나, 같으면, 버스전송속도와 전송 
데이터 사이즈로부터 연속전송시의 전송종료시간을 계산한다(스텝 S27).

한편, 전송 데이터 사이즈쪽이 간격 사이즈보다 클 때, 오버플로우발생의 유무가 판정된다(스텝 S22).

오버플로우의 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버스전송속도와 전송 데이터 사이즈로부터 전송종료시간을 계산한다(스텝 S27).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버플로우발생때의 미전송 데이터 사이즈를 계산한다(스텝 S23). 다음에, 계산한 
미전송 데이터 사이즈로부터 전송종료발생기간을 판정한다(스텝 S24), 그 전송종료발생기간에 의해서 경우에 따른 분
류를 한다. 각 경우에서, 미전송 데이터의 전송종료시간이 계산된다(스텝 S25, 또는 S26).

다음에, 실행시간예측처리의 각 처리 스텝의 상세를 도 5 및 도 6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5는 실시예1에 있어서의 버퍼 RAM(3)의 각 파라미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시예1에 있
어서, 버퍼 RAM(3)에 관한 각 파라미터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외부기기로부터 버퍼 RAM(3)에의 전송속도를 Vb(단위: MB/s), 버퍼 RAM(3)로부터 디스크(1)에의 기입 속도를 V
d(단위: MB/s), 기입 코멘드에 할당된 세그먼트 사이즈를 Mb(단위: kB), 전송해야 할 기입 데이터 사이즈를 Mc(단위
: kB)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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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간 t (단위: ms)의 함수로서, 시점 t 에서의 세그먼트축적량을 Ms (t)(단위: kB)로 하여, 세그먼트내의 데이
터 내, 시점 t 에서의 이전의 코멘드에서 세그먼트에 전송된 데이터의 잔량을 Md(t)(단위: kB)로 하여, 새롭게 발행하
는 코멘드에 의해 전송해야 할 데이터중, 오버플로우발생시점 Tovf 에서의 미전송의 데이터량을 Mu(Tovf) (단위: k
B)로 한다.

도 6은 상기 세그먼트축적량 Ms(t), 이전의 코멘드에 의한 데이터의 잔량 Md (t), 새롭게 발행하는 코멘드에 의한 시
점 t 에서의 미전송 데이터량 Mu(t)의 시간추이의 일례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6에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는 각 파라미터를, Vb= 16(MB/s), Vd= 4(MB/s), Mb= 128(kB), Mc= 96(kB), Md(
0)=Ms(0)=64(kB)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코멘드에 의한 억세스기간인 Tw1을 Tw1 = 8(ms), 새롭게 발행
된 신규 코멘드에 의한 억세스기간인 Tw2를 Tw2 = 12(ms), 이전의 코멘드에 의한 디스크기입기간인 Td1을 Td1 
= 16 (ms), 새롭게 발행된 신규 코멘드에 의한 디스크기입 기간인 Td2를 Td2 = 24 (ms)로 설정하고 있다.

도 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전송된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디스크(1)에 기입되기까지의 기간을 이하의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세그먼트축적량 Ms(t) 및 각종 계산을 행한다.

(1) T1기간 : 0 < t ≤ Tw1

T1기간은, 예측시점에서 이전의 코멘드에 의한 헤드 시크 및 회전대기기간이다.

억세스기간 Tw1은 예측시점의 헤드위치와 목표 헤드위치, 헤드 시크시의 속도 프로필, 디스크의 회전속도로부터 계산
된다. 이미 헤드 시크 및 회전대기가 종료되어 있을 때는 억세스기간 Tw1 = 0이다.

(2) T2기간 : Td < t ≤ Tw1 + Td1

T2기간은 예측시점에서 이전의 코멘드에 의한 데이터의 디스크 기입기간이다.

디스크기입기간 Td1은 예측시점에서의 데이터잔량 Md(0)과 디스크기입 속도 Vd에서, (1)식으로 계산된다.

Td1 = Md(0)/Vd ----- (1)

(3) T3기간 : Tw1 + Td1 < t ≤ Tw1 + Td1 + Tw2

T3기간은, 이제부터 새롭게 발행하는 신규 코멘드에 의한 헤드 시크 및 회상기 대기기간이다.

억세스기간 Tw2는 T2기간종료시점의 헤드위치와 목표 헤드위치, 헤드 시크시의 속도 프로필, 디스크의 회전속도로부
터 계산된다.

(4) T4기간 : Tw1 + Td1 + Tw2 < t ≤ Tw1 + Td1 + Tw2 + Td2

T4기간은 이제부터 새롭게 발행하는 신규의 코멘드에 의한 데이터의 디스크기입 기간이다.

디스크기입 기간 Td2는 전송해야 할 데이터 사이즈(Mc)와 디스크기입 속도 Vd에서, (2)식으로 계산된다.

Td2 = Mc/Vd ----- (2)

다음에, 도 4에 나타낸 기입 코멘드의 실행시간예측처리에 있어서의 각 스텝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스텝 S21 : 세그먼트간격 사이즈와 전송 데이터 사이즈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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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시점의 세그먼트의 간격 사이즈(Mb-Ms(0))와 전송 데이터 사이즈(Mc)를 비교한다.

스텝 S22 : 오버플로우발생의 유무의 판정

전송 데이터 사이즈가 세그먼트 간격 사이즈보다 클 때(Mb-Ms(0)< Mc), 데이터전송중에 세그먼트가 오버플로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그먼트의 축적량을 계산하여 오버플로우발생의 유무를 판정한다.

이전의 코멘드로 세그먼트로 전송된 데이터의 잔량 Md(t)는 이하의 식으로 주어진다.

T1기간 :

Md(t) = Md(0) ----- (3)

T2기간 :

Md(t) = Md(0)-Vd·(t - Tw1) ----- (4)

이전의 코멘드에 의한 데이터량이 상기 식에 따라서 감소하는 한편, 외부기기로부터 버퍼 RAM(3)에 기입 데이터가 전
송되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기 전의 세그먼트축적량 Ms(t)는 (5)식으로 주어진다.

Ms(t)=Md(t)+Vb·t ----- (5)

오버플로우발생의 조건은 버퍼 RAM(3)에 데이터량(Mc)의 연속전송을 하기 전에 세그먼트축적량 Ms(t)가 세그먼트 
사이즈(Mb)를 넘어버리는 것이므로 다음식으로 나타난다. 또, 다음식에 있어서, Tovf는 오버플로우시점을 나타내고, 
Md(Tovf)는 오버플로우발생시점에서의 남은 데이터량이다.

Md(Tovf) + Vb·Tovf = Mb 또한 Tovf≤Mc/Vb -- (6)

상기(6)식의 Md(t)에 (3) 및(4)식을 대입하여 오버플로우발생시점 Tovf를 구하고, 오버플로우발생의 유무의 판정을 
행한다.

스텝 S23 : 오버플로우발생때의 미전송 데이터 사이즈의 계산

오버플로우발생까지 버퍼 RAM(3)에 전송되는 데이터사이즈는, Vb·Tovf로 주어지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발생시점에
서 미전송의 데이터 사이즈 Mu(Tovf)는, (7)식으로 주어진다.

Mu(Tovf) = Mc - Vb·Tovf ----- (7)

스텝 S24 : 전송종료발생기간의 판정

오버플로우발생후는 버퍼 RAM(3)의 데이터가 디스크(1)에 기입되어 감소한 만큼만 버퍼 RAM(3)으로 전송할 수 있
으므로, 오버플로우발생때의 미전송 데이터 사이즈 Mu(Tovf)가 버퍼 RAM(3)으로부터 디스크(1)에 기입된 시점에서 
데이터전송은 종료한다.

전송중에, 헤드 시크 및 회전대기가 발생하면 디스크기입이 중단하여, 버퍼 RAM(3)로의 전송도 중단한다. 따라서, 헤
드 시크 및 회상대기 기간인 T1 및 T3기간에 전송이 종료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전송종료는 T2기간 또는 T4기간이 
된다. 또한, 신규 코멘드에 의한 헤드 시크 및 회상대기가, 전송중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T2기간에 전송이 종료하
고, 발생하는 경우에는 T4기간에 전송이 종료한다.

신규 코멘드에 의한 헤드 시크 및 회상대기가 발생하는지 아닌지는, 오버플로우발생때의 미전송 데이터 사이즈 Mu(T
ovf)와 이전의 코멘드에 의한 데이터의 잔량 Md(Tovf)를 비교하고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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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송 데이터 사이즈 Mu(Tovf)< 이전의 코멘드에 의한 데이터잔량 Md(Tovf)일 때 :

버퍼 RAM(3)로의 전송이 종료할 때까지, 이전의 코멘드에 의한 데이터의 기입이 계속하기 때문에, 신규 코멘드에 의
한 헤드 시크 및 회상대기가 발생하여 전송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 이 경우의, 미전송 데이터전송 종료시간의 계산을 스
텝 S25에서 행한다.

미전송 데이터 사이즈 Mu(Tovf)≥이전의 코멘드에 의한 데이터잔량 Md(Tovf)일 때 :

버퍼 RAM(3)에의 전송이 종료하기 전에, 이전의 코멘드에 의한 데이터기입이 종료하여, 신규 코멘드에 의한 헤드 시
크 및 회상대기에 의해서 버퍼 RAM(3)으로의 전송이 중단된다. 이 경우의 미전송 데이터전송 종료시간의 계산을 스텝 
S26에서 행한다.

스텝 S25 : 미전송 데이터전송 종료시간의 계산1 (T2기간에 전송종료)

이 경우에는, 전송종료가 T2기간이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발생때는 T1기간 또는 T2기간이 된다. 오버플로우 발생시점
에 의해서, 미전송 데이터의 전송중에, 헤드 시크 및 회상대기에 의한 전송중단기간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
송종료시간 Td의 계산식은, 오버플로우 발생시점에 의해서 분리된다.

(1) 오버플로우가 T1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

미전송 데이터의 전송중에, 전송중단기간(Tw1-Tovf)이 포함된다. 전송종료시간Td(단위: ms)는, 오버플로우가 발생
하기까지의 시간과 전송중단기간을 가하여, 또한 오버플로우시점까지 전송된 데이터가 디스크에 기입된 시간을 더한 것
이다. 이 전송종료시간 Td는 (8)식으로 계산된다.

Td = Tovf + (Tw1-Tovf) + (Mc-Vb·Tovf)/Vd

= Td + (Mc-Vb·Tovf)/Vd ----- (8)

(2) 오버플로우가 T2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

미전송 데이터의 전송중에, 전송중단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송종료시간 Td는 (9)식으로 계산된다.

Td = Tovf + (Mc-Vb·Tovf)/Vd ----- (9)

스텝 S26 : 미전송 데이터전송 종료시간의 계산2 (T4기간에 전송종료)

이 경우, 전송종료는 T4기간이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발생은 T1기간으로부터 T4기간의 모든 기간내에서 일어나는 경
우가 있다.

(1) 오버플로우가 T1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

Td = Tovf + (Tw1-Tovf) + Tw2 + (Mc-Vb· Tovf)/Vd

= Tw1 + Tw2 + (Mc-Vb·Tovf)/Vd ---(10)

(2) 오버플로우가 T2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

Td = Tovf + Tw2 + (Mc-Vb·Tovf)/Vd --- (11)

(3) 오버플로우가 T3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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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 Tovf + (Tw1+Td1+Tw2-Tovf) + (Mc-Vb·Tovf)/Vd

= Tw1 + Td1 + Tw2 + (Mc-Vb·Tovf)/Vd ---(2)

(4) 오버플로우가 T4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

Td = Tovf + (Mc-Vb·Tovf)/Vd --- (13)

스텝 S27 : 연속전송때의 전송종료시간의 계산

외부기기로부터 버퍼 RAM(3)에 연속하여 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송종료시간 Td는 (14)식으로 계
산된다.

Td = Mc/Vb ---- (14)

다음에, 상기기입 코멘드의 실행시간예측처리의 각 스텝에 있어서 구체적인 전송실행시간을 구하는 예를 이하에 설명한
다.

스텝 S21 :

예측시점의 세그먼트 간격 사이즈(Mb-Ms(1)있어 = 64 (kB)

전송 데이터 사이즈(Mc) = 96 (kB)

이며, Mb-Ms(0)< Mc 이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스텝 S22 :

이전의 코멘드로 세그먼트에 전송된 데이터의 잔량 Md(t)는, (3) 및 (4)식으로 계산한다.

0 ≤ t < 8 (T1기간) : Md(t) = 64 (kB)

8 ≤ t < 24 (T2기간) : Md(t) = 64-Vd·(t-8) (kB)

상기 식과 오버플로우발생조건의 (6)식보다,

Md(Tovf) + 16·Tovf = 128, 또한 Tovf ≤ 6

이 된다. 이 식에 상기 T1기간의 Md(t) = 64를 Md(Tovf)에 대입하면, Tovf=4를 구할 수 있고, 상기 T2기간의 M
d(t) = 64-Vd·(t-8)인 경우에는 해답은 없다.

스텝 S23 :

미전송 데이터 사이즈는 (15)식으로 주어진다.

Mc-Vb·Tovf = 32 ----- (5)

스텝 S24 :

오버플로우발생시점에서의 미전송 데이터 사이즈 = 32, 오버플로우발생시점 이전의 코멘드에 의한 데이터의 잔량 = 
64이고, 전송종료는 T2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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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S25 :

오버플로우발생은 T1기간이니까, 미전송 데이터의 전송종료시간 Td를 (8)식으로 계산한다.

Td = Tw1 + (Mc-Vb·Tovf)/Vd

= 8 + (96-16·4)/4 = 16(ms) ---- (16)

이상의 순서로, 기입 코멘드의 실행시간 즉 전송종료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다. 다른 파라미터의 조합인 경우에 있어서
도 상기 계산과 같이, 전송종료시간을 구할 수 있다.

도 7은, 읽어 내기 코멘드의 실행시간, 즉 버퍼 RAM(3)으로부터의 데이터전송종료시간을 예측하는 처리의 흐름을 나
타내는 플로 차트이다.

도 7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HDD 제어회로(9)는, 우선 버퍼 RAM(3)의 미리 읽기가 끝난 데이터 사이즈와 전송 데이
터 사이즈를 비교한다(스텝 S31). 또, 실시예1에 있어서, 미리 읽기가 끝난 데이터 사이즈란 디스크로부터 일단 일시
기억회로에 격납된 데이터 사이즈를 말한다.

스텝 S31에 있어서, 미리 읽기가 끝난 데이터 사이즈쪽이 전송 데이터 사이즈보다 크면, 버스전송속도와 전송 데이터 
사이즈로부터 연속전송때의 전송종료시간을 계산한다(스텝 S37).

한편, 스텝 S31에 있어서, 전송 데이터 사이즈쪽이 미리 읽기가 끝난 데이터 사이즈보다 클 때, 언더플로우발생의 유무
가 판정된다(스텝 S32).

스텝 S32에 있어서, 언더플로우의 발생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버스전송속도와 전송데이터 사이즈로부터 연속전송
때의 전송종료시간을 계산한다(스텝 S37).

한편,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더플로우발생 때의 미전송 데이터 사이즈를 계산하여(스텝 S33), 계산한 미
전송 데이터 사이즈로부터 전송종료발생기간을 판정한다(스텝 S34). 스텝 S34에 있어서, 전송종료발생기간에 의해서 
경우를 분류하여 전송종료시간을 계산한다(스텝 S35 또는 스텝 S36).

상기 읽어 내기 코멘드의 실행시간예측처리의 각 스텝의 상세한 것은 전술한 기입 코멘드에 있어서의 실행시간예측처
리의 각 스텝의 경우와 같기 때문에 생략한다.

이상과 같이, 실시예1의 디스크장치는 입출력 코멘드의 실행시간을 디스크장치에 있어서 예측함으로써, 실행시간을 정
확히 예측할 수가 있다. 또한, 예측한 실행시간과 마감시간인 실행시간의 최대허용시간과 비교하여 입출력 코멘드실행
의 가부를 정함으로써, 디스크장치자체가, 입출력 코멘드의 시간관리처리를 하여, 마감 시간을 정확히 규정할 수가 있
다.

따라서, 실시예1의 디스크장치는 실행시간을 고려한 정확한 시간관리가 가능해져, 우선도가 높은 요구의 실행개시가 미
루어지는 사태를 방지하여 리얼 타임처리를 할 수 있다.

< 실시예2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2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에 관해서 설명한다. 또, 실시예2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의 구성은 
전술의 제1도에 나타낸 실시예1의 디스크장치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같다.

실시예2에 있어서의 HDD 제어회로(9)의 동작에 관해서 첨부의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8은 실시예2의 디스크
장치에 있어서의 HDD 제어회로(9)가 전송 데이터전송량요구 코멘드를 처리할 때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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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전송 데이터 전송량요구 코멘드가 외부기기로부터 HDD 제어회로(9)에 입력되면(스텝 S
41), HDD 제어회로(9)는 코멘드 파라미터로서 인도된 목표 어드레스, 버퍼 RAM(3)의 사용상황, 헤드위치로부터, 코
멘드 파라미터로서 인도된 마감시간에 입출력가능한 데이터 사이즈가 예측된다(스텝 S42). 다음에, 예측된 데이터 사
이즈는, 예컨대 호스트 컴퓨터등의 외부기기에 통지된다(스텝 S43).

[데이터 사이즈예측처리]

이하, 실시예2의 HDD 제어회로(9)에 있어서의 데이터 사이즈예측처리를 첨부의 도 9 및 도 10을 참조하면서 상세하
게 설명한다.

도 9는 마감시간내에 기입 가능한 데이터 사이즈를 예측하는 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이다.

도 9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HDD 제어회로(9)는 우선, 세그먼트의 간격 사이즈와, 최대전송 데이터 사이즈, 즉 마감시
간내에 항상 버퍼 RAM(3)에 연속전송한 경우의 전송 데이터 사이즈를 비교한다(스텝 S51).

스텝 S51에 있어서, 간격 사이즈쪽이 최대전송 데이터 사이즈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대전송 데이터 사이즈를 입출력가
능 데이터 사이즈로 한다(스텝 S56).

    
한편, 스텝 S51에 있어서, 최대전송 데이터 사이즈쪽이 간격 사이즈보다 클 때, 전송중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가 아
닌가가 판정된다(스텝 S52). 스텝 S52에 있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최대전송 데이터 
사이즈를 입출력가능한 데이터 사이즈로 한다(스텝 S56). 반대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오버플
로우 발생때의 전송 데이터 사이즈의 계산(스텝 S53)으로, 마감시간까지의 남은 시간에 있어서의 전송가능한 데이터 
사이즈의 계산(스텝 S54)을 실행한다. 그리고, 스텝 S55에 있어서, 오버플로우발생때의 전송 데이터 사이즈와 남은 시
간에서의 전송 데이터 사이즈를 가산하여 전체 전송 데이터 사이즈를 계산한다.
    

다음에, HDD 제어회로(9)에 있어서의 데이터 사이즈예측처리의 각 스텝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우선, 데이터 사이즈예
측처리에 있어서의 각 파라미터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외부기기로부터 버퍼 RAM(3)로의 전송속도를 Vb, 버퍼 RAM(3)로부터 디스크 (1)에의 기입 속도를 Vd(단위: MB
/s), 기입 코멘드에 할당된 세그먼트 사이즈를 Mb, 기입 코멘드의 전송 데이터 사이즈를 Mc(단위: kB), 마감시간을 T
max(단위: ms)로 한다.

또한, 시간 t (단위: ms)의 함수로서, 시점 t 에서의 세그먼트축적량을 Ms (t)(단위: kB), 시점 t 에서의 이전의 코멘
드에 의해 세그먼트에 전송된 데이터의 잔량추이를 Md(t)로 한다(단위: kB).

상술한 실시예1에 있어서의 처리와 같이, 전송된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디스크에 기입되기까지의 기간을 이하의 4개의 
기간으로 나눠, 세그먼트축적량 및 각종의 계산을 한다.

(1) T1기간 : 0 < t ≤ Tw1

T1기간은 예측시점보다 이전의 코멘드에 의한 헤드 시크 및 회전대기 기간이다.

(2) T2기간 : Td < t ≤ Tw1 + Td1

T2기간은 예측시점보다 이전의 코멘드에 의한 데이터의 디스크기입 기간이다.

Td1 = Md(0)/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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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3기간 : Tw1 + Td1 < t ≤ Tw1 + Td1 + Tw2

T3기간은 이제부터 새롭게 발행하는 신규 코멘드에 의한 헤드 시크 및 회전대기 기간이다.

(4) T4기간 : Tw1 + Td1 + Tw2 < t ≤ Tw1 + Td1 + Tw2 + Td2

T4기간은, 이제부터 새롭게 발행하는 신규의 코멘드에 의한 데이터의 디스크기입 기간이다.

T1기간으로부터 T3기간은 전송 데이터 사이즈에 의해서 변화하지 않고, T4기간은 전송 데이터 사이즈에 의해서 변화
한다.

이하, 실행시간의 최대허용시간인 마감시간내에 기입 가능한 데이터 사이즈인가 아닌가를 예측하는 처리에 있어서의 각 
스텝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스텝 S51 : 세그먼트 간격 사이즈와 최대전송 데이터 사이즈의 비교

예측시점의 세그먼트의 간격 사이즈(Mb-Ms(0))과 최대전송 데이터 사이즈 Mmax를 비교한다. Mmax는 마감시간내
에서 항상 버퍼 RAM에 연속전송할 수 있는 바의 전송 데이터 사이즈이며, (17)식으로 주어진다.

Mmax = Vb·Tm ------ (17)

스텝 S52 : 오버플로우발생의 유무의 판정

간격 사이즈 ≤ 최대전송 데이터 사이즈일 때 :

데이터전송중에 세그먼트가 오버플로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전송중의 메모리축적량을 계산하여 오버플로우 
발생유무를 판정해야 한다.

오버플로우발생의 조건은 버퍼 RAM(3)에 데이터량 Mmax의 연속전송을 하기 전에 세그먼트축적량 Ms(t)가 세그먼
트 사이즈 Mb를 넘어 버리는 것이므로, (18)식으로 나타낸다.

Md(Tovf) + Vb·Tovf = Mb, 또한 Tovf ≤ Mmax/Vb --- (18)

상기 (18)식에 전술의(3) 및 (4)식을 대입하여, 오버플로우시간 Tovf를 구함으로써, 오버플로우발생의 유무를 판정
한다.

스텝 S53 : 오버플로우발생 때의 전송 데이터 사이즈의 계산

오버플로우발생시의 전송 데이터 사이즈 Movf는 (19)식으로 주어진다.

Movf = Vb·Tovf ---- (19)

스텝 S54 : 남은 시간의 전송 데이터 사이즈의 계산

오버플로우발생으로부터 마감시간까지의 남은 시간의 사이, 버퍼 RAM(3)으로부터 디스크(1)에 기입한 데이터만큼 
외부기기로부터 버퍼 RAM(3)로의 전송이 가능하다.

마감시점과 오버플로우시점이 T1기간으로부터 T4기간중 어느 기간에 있는지에 따라 경우를 분류하여, 오버플로우발생
으로부터 마감시점까지의 사이에, 버퍼 RAM(3)로부터 디스크(1)에 기입 가능한 시간을 계산하여, 계산한 기입 가능
시간과 기입 속도 Vd로부터 남은 시간에 전송가능한 데이터 사이즈 Md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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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감시점이 T1기간에 있을 때 :

오버플로우발생으로부터 마감시점까지의 남은 시간에, 버퍼 RAM(3)로부터 디스크(1)로의 데이터기입은 행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버퍼 RAM(3)는 오버플로우상태 그대로 되어, 전송할 수 없다. 따라서, 남은 시간에 전송 데이터 사이즈 
Md(단위: kB)는 0이다.

Md = 0 ----- (20)

(2) 마감시점이 T2기간내에 있을 때 :

오버플로우발생의 시점이 T1기간 또는 T2기간중 어느 한 경우에 의해서, 남은 시간에 전송 데이터 사이즈 Md(단위: 
kB)는 다음 2개의 식에 의해 주어진다.

오버플로우가 T1기간에 발생한 경우 :

Md = Vd·(Tmax-Tw1) ---- (21)

오버플로우가 T2기간에 발생한 경우 :

Md = Vd·(Tmax-Tovf) ----- (22)

(3) 마감시점이 T3기간내에 있을 때 :

오버플로우발생의 시점이 T1기간으로부터 T3기간중 어느 한 경우에 의해서, 남은 시간에서의 전송 데이터 사이즈 M
d는 다음 3가지의 식, (23), (24) 및 (25)식에 의해 주어진다.

오버플로우가 T1기간에 발생한 경우 :

Md = Vd·Tdl ----- (23)

오버플로우가 T2기간에 발생한 경우 :

Md = Vd·(Tw1+Td1-Tovf) ----- (24)

오버플로우가 T3기간에 발생한 경우 :

Md = 0 ----- (25)

(4) 마감시점이 T4기간내에 있을 때 :

오버플로우발생의 시점이 T1기간으로부터 T4기간중 어느 한 경우에 의해서, 남은 시간에서의 전송 데이터 사이즈 M
d는 다음 4개의 식, (26), (27), (28) 및 (29)식에 의해 주어진다.

오버플로우가 T1기간에 발생한 경우 :

Md = Vd·(Td1+Tmax-Tw1-Tdl-Tw2) ----- (26)

오버플로우가 T2기간에 발생한 경우 :

Md = Vd·(Tmax-Tovf-Tw2)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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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플로우가 T3기간에 발생한 경우 :

Md = Vd·(Tmax-Tw1-Td1-Tw2) ----- (28)

오버플로우가 T4기간에 발생한 경우 :

Md = Vd·(Tmx-Tovf) ----- (29)

스텝 S55 : 전체 전송 데이터 사이즈의 계산

전체 전송 데이터 사이즈 Ma(단위: kB)는 전술의(19)식으로부터 얻어지는 Movf와(20)∼(29)식으로부터 얻어지는 
Md의 합을 계산하여 얻어진다.

Ma = Movf + Md ----- (30)

스텝 S56 : 연속전송때의 전체 전송 데이터 사이즈의 계산

Mb - Ms(0) ≥ Mc일 때, 외부기기로부터 버퍼 RAM(3)에 연속하여 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전송 
데이터 사이즈 Ma는 다음식으로 계산된다.

Ma = Vb·Tmax ----- (31)

도 10은, 마감시간내에 읽어 내기 가능한 데이터 사이즈를 예측할 때의 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이다.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HDD 제어회로(9)는, 우선, 세그먼트의 미리 읽기가 끝난 데이터 사이즈와, 최대전송 데이
터 사이즈, 즉, 마감시간내에 항상 버퍼 RAM(3)로부터 연속하여 읽어 낸 경우의 전송 데이터 사이즈를 비교한다(스텝 
S61).

스텝 S61에 있어서, 미리 읽기가 끝난 데이터 사이즈쪽이 최대전송 데이터 사이즈보다 클 때, 최대전송 데이터 사이즈
를 입출력가능 데이터 사이즈로 한다 (스텝 S66).

    
한편, 스텝 S61에 있어서, 최대전송 데이터 사이즈쪽이 미리 읽기가 끝난 데이터 사이즈보다 크거나 또는 같을 때, 전
송중에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 S62). 스텝 S62에 있어서, 언더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최대전송 데이터 사이즈를 입출력가능한 데이터 사이즈로 한다(스텝 S66). 반대로, 언더플로우가 발
생한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언더플로우발생시점의 전송 데이터 사이즈의 계산(스텝 S63)으로, 마감시점까지의 남은 시
간에 있어서 전송가능한 데이터 사이즈의 계산(스텝 S64)을 실행한다. 그리고, 언더플로우발생시점의 전송 데이터 사
이즈와 남은 시간에 있어서의 전송 데이터 사이즈를 가산하여 전체 전송 데이터 사이즈를 계산한다(스텝 S65).
    

읽어 내기 가능한 데이터 사이즈의 예측처리의 상세한 설명에 있어서는, 전술의 기입 가능한 데이터 사이즈의 예측처리
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생략한다.

이상과 같이, 실시예2의 디스크장치는, 마감시간내에 입출력가능한 데이터 사이즈를 디스크장치에 있어서 예측함으로
써, 마감시간내에 입출력가능한 데이터 사이즈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다.

따라서, 실시예2의 디스크장치는 실행시간을 고려한 시간관리가 가능해져, 우선도가 높은 요구의 실행개시가 기다리게 
된다는 사태를 방지하여 리얼 타임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또한, 이 디스크장치에 의하면, 마감시간을 보증한 뒤에 전송
가능한 최대 데이터 사이즈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져, 우선도가 높은 요구의 실행시간을 보증한 뒤에, 우선도가 낮은 
요구에 대하여 최대한의 전송 레이트를 제공하여, 처리효율을 향상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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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술의 실시예1 및 실시예2에 있어서는, 기입 코멘드 및 읽어 내기 코멘드에 대하여 각각 세그먼트를 할당하고 있
지만, 또한 우선도에 따라서 세그먼트를 분할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실시예1 및 실시예2에 있어서는, 예측처리시점에서 세그먼트내에 이전에 발행된 코멘드에 의한 데이터가 1개 존
재하는 경우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코멘드에 의한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실
행시간 및 전송가능 데이터 사이즈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실시예1 및 실시예2에 있어서는, 예측처리 때마다 코멘드 파라미터로서 마감시간을 HDD에 보내고 있지만, 별도
의 코멘드로 미리 설정하여도 무방하다.

< 실시예3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3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에 관해서 설명한다. 또, 실시예3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의 구성은, 
전술의 도 1에 나타낸 실시예1및 실시예2의 디스크장치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같다.

실시예3에 있어서의 HDD 제어회로(9)의 동작에 관해서 첨부의 도 1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1은 실시예3에 있어서의 HDD 제어회로(9)가 전송 데이터전송량요구 코멘드를 처리할 때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이다.

도 1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전송 데이터전송량요구 코멘드가 외부기기로부터 HDD 제어회로(9)에 입력되면(스텝 S
71), HDD 제어회로(9)는, 입력한 코멘드가 읽어 내기 데이터 사이즈의 요구인가, 미리 읽기 데이터 사이즈의 요구인
가, 기입 데이터 사이즈의 요구인가를 판정한다(스텝 S72, S73, S74). 또, 미리 읽기 데이터 사이즈란, 디스크로부터 
일시기억회로로 격납되는 데이터 사이즈를 말한다.

입력한 코멘드가 읽어 내기 데이터 사이즈의 요구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세그먼트의 미리 읽기가 끝난 데이터 사이즈를 
전송 데이터 사이즈로서 설정한다 (스텝 S75). 입력한 코멘드가 미리 읽기 데이터 사이즈의 요구인 경우에는, 해당하
는 세그먼트의 간격 사이즈를 미리 읽기 데이터 사이즈로서 설정한다(스텝 S76). 또한, 입력한 코멘드가 기입 데이터 
사이즈의 요구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세그먼트의 간격 사이즈를 전송 데이터 사이즈로서 설정한다(스텝 S77).

최후에, 설정된 각 데이터 사이즈를 외부기기에 통지한다(스텝 S78). 이상과 같이, 실시예3의 디스크장치는 전송가능
한 데이터 사이즈로서, 디스크장치의 버퍼 RAM을 조사하여, 해당하는 세그먼트의 간격 사이즈 또는 미리 읽기가 끝난 
데이터 사이즈를 통지한다. 이 때문에, 외부기기와 디스크장치의 사이는 항상 연속적인 버스트전송으로 데이터전송을 
할 수가 있고, 입출력요구의 실행시간을 전송해야 할 데이터 사이즈와 버스의 전송속도만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다.

따라서, 실시예3의 디스크장치는 입출력요구의 실행시간을 정확히 또한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시간관리를 용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실시예3의 디스크장치에 의하면, 데이터의 입출력이 항상 버스트전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입
출력 버스의 점유시간을 삭감할 수 있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실시예4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4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와 입출력제어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또, 실시예4에 있어서의 디스
크장치의 구성은 전술한 도 1에 나타낸 실시예1의 디스크장치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같다. 실시예4의 디스크장치(31)
가 다른 실시예와 다른 것은, HDD 제어회로(9)에 있어서의 제어방법이고, 구체적으로는 처리하는 코멘드의 처리가 다
르고, 해당하는 처리순서가 추가되어 있다.

도 12는 실시예4의 입출력제어방법을 써서 영상신호의 기록재생을 하는 외부기기인 영상처리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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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에 있어서, 영상처리장치(32)는 디스크장치(31)와 인터페이스·버스 (33)를 통해 접속되어 있다. 영상처리장치
(32)는 마이크로프로세서(34), 일시기억회로인 버퍼 메모리(35), 인터페이스·버스(33)에 대하여 입출력제어를 하
는 인터페이스회로(36) 및 영상 데이터를 압축 혹은 신장하는 영상 데이터처리회로(37)를 구비하고 있다.

도 13은 실시예4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31)의 버퍼 RAM(3)의 분할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버퍼 RAM(3)는 쓰기 
버퍼영역(3a)과 읽기 버퍼영역(3b)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영상처리장치(32)는 디스크장치(31)에 대하여 각종의 요구, 즉 코멘드를 발행한다. 데이터전송을 
따르는 코멘드로서는 데이터의 기입 요구인 쓰기 코멘드 단일의 데이터·블록에 대한 미리 읽기 요구인 프레리드코멘
드, 데이터의 읽어내기 요구인 읽기 코멘드 및 디스크장치(31)에 의한 자동적으로 미리 읽기를 요구하는 오토리드코멘
드가 있다.

또한, 디스크장치(31)는 전송 사이즈요구 코멘드에 대응하고 있으며, 영상처리장치(32)가 전송 사이즈요구 코멘드를 
발행하면, 디스크장치(31)는 연속전송가능한 데이터 사이즈를 통지한다.

쓰기 코멘드 및 읽기 코멘드를 발행하는 경우에 코멘드종류, 전송 데이터량, 및 데이터기록위치등을 데이터·파라미터
로서 디스크장치(31)에 통지한다. 또, 데이터기록위치는, 디스크(1)상에 논리적으로 할당된 논리 어드레스를 써서 지
정한다.

전송 데이터사이즈 요구코멘드는 요구하는 전송 데이터 사이즈의 종별과 함께 디스크장치(31)에 발행되어, 디스크장치
(31)는 버퍼 RAM(3)의 축적상태로부터 연속전송가능한 데이터 사이즈를 통지한다. 디스크장치(31)에 있어서의 전송 
사이즈요구 코멘드의 처리동작은 전술의 실시예3의 도 11로 설명한 처리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오토리드코멘드는 영상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읽어 내는 경우에 앞서 발행된다. 오토리드코멘드로 사용되는 파일
관리정보 테이블은 영상처리장치(32)가 생성하여, 디스크장치(31)에 전송되어 디스크(1)에 기록된다.

실시예4에 있어서의 파일관리정보 테이블 기록형식을 도 19에 나타낸다. 도 19는 실시예4의 파일관리정보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열 A1, A2 및 A3은, 각각, 디스크(1)에 기록된 영상 파일을 구성하는 플레임데이터의 플레임번호, 논리 
어드레스 및 데이터량의 각 파라미터를 받아들이는 영역이고, 영상 파일을 구성하는 전플레임에 관해서 상기의 각 파라
미터가 기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실시예4에 있어서의 영상처리장치(32)및 디스크장치(31)의 동작에 관해서, 각 코멘드마다 이하에 
설명한다.

[쓰기 코멘드]

제일 처음에, 도 12에 나타낸 영상처리장치(32)가 쓰기 코멘드를 발행하는 순서를 설명한다.

우선, 마이크로프로세서(34)의 주기적인 요구에 따라, 영상 데이터처리회로 (37)가 표시단위마다 영상 데이터를 압축
하여 데이터·블록을 생성하여, 버퍼 메모리(35)에 일시기억한다.

다음에, 마이크로프로세서(34)가 하는 입출력제어방법에 관해서 도 14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4는 마이크로프로세
서(34)에 있어서의 입출력제어동작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이다.

우선, 처리 스텝 S81에 있어서는, 디스크장치(31)에 전송 데이터 사이즈요구 코멘드를 발행하여, 연속기입 가능 데이
터량을 수신한다.

판단 스텝 S82에 있어서는, 연속기입 가능 데이터량과 전송해야 할 데이터량을 비교하여, 블록전송(데이터·블록단위
의 연속한 전송)이 가능한지 어떤지를 판단한다. 블록전송이 가능하다면 처리 스텝 S83에 분기하고, 블록전송이 불가
능하다면 판단 스텝 S85에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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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스텝 S83에 있어서는, 데이터·블록에 해당한 쓰기 코멘드를 발행하여, 소정의 순서로 블록전송을 실행한다. 또, 
버퍼 메모리(35)에 데이터·블록이 여러개 기억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블록전송처리를 여러번 되풀이한다.

판단 스텝 S84에 있어서는, 버퍼 메모리(35)에 데이터가 잔류하고 있는 지 어떤지를 판단한다. 데이터가 잔류하고 있
는 경우에는 판단 스텝 S85에 분기하고, 잔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를 종료한다.

판단 스텝 S85에 있어서는, 연속기입 가능 데이터량과 미리 설정한 기입 개시최소 데이터량을 비교하여, 연속기입 가능 
데이터량이 기입개시 최소 데이터량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연속기입 가능 데이터량이 기입개시 최소 데이터량이
상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처리 스텝 S86에 있어서, 데이터·블록을 분할한다. 그리고, 처리 스텝 S86에 
있어서, 분할한 데이터에 대한 쓰기 코멘드를 발행하여, 데이터전송을 실행한다.

한편,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처리를 종료한다. 기입개시최소 데이터량은 미리 데이터·블록의 반
의 데이터량등의 소정치에 적시 설정하면 좋다.

다음에, 디스크장치(31)에 있어서의, 영상처리장치(32)부터의 상기 쓰기 코멘드의 처리동작에 관해서 도 1을 참조하
면서 설명한다.

인터페이스회로(2)가, 쓰기 코멘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버퍼 RAM(3)에 기억시킨다. HDD 제어회로(9)는 버퍼 RA
M(3)에 기억한 데이터량으로부터 해당하는 세그먼트의 간격 사이즈를 구하여 연속기입 가능 데이터량을 변경한다. 버
퍼 RAM(3)에 일시기억된 데이터는, 차례로 디스크(1)에 기록된다.

[코멘드 ID부착 프레리드 코멘드]

이하, 도 12에 나타낸 영상처리장치(32)가 프레리드 코멘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관해서 설명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34)로부터의 주기적인 요구에 따라서 인터페이스회로(36)가 코멘드 ID부착 프레리드·코멘드를 발
행한다. 코멘드 ID는 프레리드 코멘드의 식별자이고, 코멘드마다 다른 값을 설정한다.

다음에, 디스크장치(31)에 있어서의, 상기 코멘드 ID부착 프레리드 코멘드의 처리동작에 관해서 도 1과 도 15를 참조
하면서 설명한다. 도 15는 코멘드 ID부착 프레리드 코멘드처리를 나타내는 플로 차트이다.

도 15에 나타낸 처리 스텝 S91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처리를 실행한다.

우선, 도 1에 나타낸 HDD 제어회로(9)는, 영상처리장치(32)로부터 통지된 논리 어드레스에 따라서 데이터를 재생하
여, 버퍼 RAM(3)에 미리 읽기 데이터로서 기억한다. 또한, HDD 제어회로(9)는 버퍼 RAM(3)에 기억한 미리 읽기 데
이터량에 따라서, 연속 읽어내기 가능 데이터량을 변경한다.

    
처리 스텝 S92에 있어서는, 미리 읽어낸 데이터의 관리정보를 도 16에 나타낸 바와 같은 미리 읽기 데이터관리테이블
에 기억된다. 도 16은 미리 읽기 데이터관리 테이블의 예를 게시하는 설명도이다. 도 16에 있어서, 열 B1,열 B2및 열 
B 3은 각각 코멘드 ID(식별자), 버퍼 RAM(3)상의 기억위치(선두 어드레스), 및 데이터량의 각 파라미터를 받아들이
기 위한 영역이고, 코멘드 ID부착 프레리드 코멘드에 의하여, 버퍼 RAM(3)에 미리 읽혀져 있는 각 데이터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
    

[코멘드 ID부착 읽기 코멘드]

다음에, 영상처리장치(32)가 코멘드 ID부착 읽기 코멘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관해서 도 17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
7은 코멘드 ID부착 읽기 코멘드의 발행순서를 나타내는 플로 차트이다. 읽기 코멘드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프레리드 
코멘드 후에 발행된다. 또한, 프레리드 코멘드와 동일한 코멘드 ID를 부여하여 디스크장치(31)에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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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스텝 S101에 있어서는, 디스크장치(31)에 전송 데이터 사이즈요구 코멘드를 발행하여, 연속 읽어내기 가능 데이
터량, 즉 미리 읽기 데이터량을 수신한다.

판단 스텝 S102에 있어서는, 연속 읽어내기 가능 데이터량에 따라서 블록단위의 읽어 냄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판단한
다. 블록단위의 읽어내기가 가능하다면, 처리 스텝 S103을 실행하고, 불가능하다면 판단 스텝 S105에 분기한다.

처리 스텝 S103에 있어서는, 데이터·블록에 해당한 코멘드 ID부착 리드 코멘드를 발행하여, 소정의 순서로 데이터·
블록을 연속하여 읽어 낸다. 또, 버퍼 RAM(3)에 데이터·블록이 여러개 기억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블록전송처
리를 여러번 되풀이한다.

판단 스텝 S104에 있어서는, 버퍼 RAM(3)에 데이터가 잔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잔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단 스텝 S105에 분기하여, 잔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를 종료한다.

    
판단 스텝 S105에 있어서는, 연속 읽어내기 가능 데이터량과 미리 설정한 읽어 내기 개시 최소 데이터량을 비교하여, 
연속 읽어내기 가능 데이터량이 읽어 내기 개시최소 데이터량이상인지 어떤지를 판단한다. 연속 읽어내기 가능 데이터
량이 읽어내기 개시 최소 데이터량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처리 스텝 S106을 실행한다. 상기 조건을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 처리를 종료한다. 기입 개시최소 데이터량은 데이터·블록의 반의 데이터량등의 소정
치에 적시 설정하면 좋다.
    

처리 스텝 S106에 있어서는, 데이터·블록을 분할하여, 분할한 데이터에 해당한 코멘드 ID부착 읽기 코멘드를 발행한
다. 그리고, 처리 스텝 S106에 있어서, 분할한 데이터는 연속적으로 읽어 내어진다.

계속해서, 디스크장치(31)에 있어서의, 영상처리장치(32)부터의 상기 코멘드 ID부착 읽기 코멘드의 처리동작에 관해
서 도 18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8은 디스크장치(31)에 있어서의 코멘드 ID부착 읽기 코멘드의 처리동작을 나타내
는 플로 차트이다.

처리 스텝 S111에 있어서는, 읽기 코멘드의 코멘드ID에 해당한 데이터를 미리 읽기 데이터관리 테이블로부터 검색하
여 선택한다.

처리 스텝 S112에 있어서는, 선택한 데이터를 영상처리장치(32)에 출력한다. 처리 스텝 S113에 있어서는, 도 16에 나
타낸 바와 같은 미리 읽기 데이터관리 테이블보다 전송을 종료한 데이터에 대한 항목을 삭제한다.

[오토리드 코멘드]

다음에, 영상처리장치(32)에 의한 오토리드 코멘드의 발행처리에 관해서 설명한다.

영상처리장치(32)는, 미리 읽어내야 할 파일의 파일관리정보 테이블의 식별자와, 최초에 미리 읽어내야 할 플레임번호
(F0), 미리 읽어내야 할 플레임수(NF),미리 읽어내는 플레임번호의 간격을 나타내는 스킵수(S), 미리 읽기 방향(D)
의 각 미리 읽기 파라미터를 결정하여, 코멘드 파라미터로서, 디스크장치(31)에 오토리드 코멘드를 발행한다.

영상 데이터를 일정한 플레임간격으로 표시시키는, 소위 '빨리 감기 재생'을 행하는 경우에는, 스킵수(S)를 소정의 값
으로 설정하여 미리 읽기를 실행시킨다. 그리고, 미리 읽혀진 데이터를 기록때와 같은 시간간격으로 읽어 내고 표시한
다. 미리 읽기 방향(D)은, 기록순으로 미리 읽는 경우에는 '0'으로 설정하고, 반대순으로 미리 읽는 경우에는 '1'로 설
정한다.

또, 오토리드 코멘드에 의해서 버퍼 RAM(3)에 미리 읽혀진 데이터는 각 플레임에 해당하는 데이터기록위치를 파라미
터로서 읽기 코멘드를 차례로 발행함으로써, 디스크장치(31)로부터 영상처리장치(32)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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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디스크장치(31)에 있어서의 영상처리장치(32)로부터의 상기 오토리드 코멘드의 처리동작에 관해서 도 20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20은 디스크장치 (31)에 있어서의 오토리드 코멘드의 처리동작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이다.

우선, 처리 스텝 S121에 있어서, 디스크(1)상의 파일관리정보 테이블로부터 파일관리정보를 재생한다. 처리 스텝 S1
22에 있어서는, 재생한 파일관리정보에 따라서 미리 읽기 해야 할 플레임을 선택하여, 선택한 플레임에 해당하는 선두 
어드레스 및 데이터량을 읽어 낸다. 미리 읽기 해야 할 플레임번호(FP)는 다음식으로 결정된다.

FP = FO + (-1) D × S × (N-1)

여기서, N은 처리 스텝 S122의 처리회수이다. D는 상기한 미리 읽기 방향이고, 기록순서일 때 '0', 역순일 때 '1'이다.

처리 스텝 S123에 있어서는, 선택한 플레임에 해당하는 데이터·블록을 재생하여, 버퍼 RAM(3)에 기억한다.

다음에, 판단 스텝 S124에 있어서, 처리회수 N과 미리 읽기 해야 할 플레임수 NF를 비교하여, 미리 읽기가 완료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미리 읽기가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처리를 계속하여, 완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처리를 
종료한다.

또, 버퍼 RAM(3)에 데이터가 미리 읽혀지면, 전술한 프레리드 코멘드와 같이, HDD 제어회로(9)는 미리 읽기 데이터
량에 따라서 연속읽어 내기 가능 데이터량을 변경한다. 그리고, HDD 제어회로(9)는 영상처리장치(32)부터의 전송 데
이터 사이즈요구에 따라 외부기기에 통지한다.

이상과 같이, 실시예4의 입출력제어방법에 의하면, 영상처리장치(32)는 디스크장치로부터 연속전송가능 데이터량을 
수신하여, 수신한 연속전송가능 데이터량에 따라서 전송을 제어한다. 이것 때문에, 실시예4의 입출력제어방법은 영상처
리장치 (32)와 디스크장치(31)와의 사이에서 항상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실행시간을 정
확히 예측 관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영상처리장치의 처리부하를 저감할 수가 있다.

또한, 실시예4의 디스크장치에 의하면, 디스크장치(31)가 내부에 기억한 동작 화상 파일의 파일관리정보에 따라서 자
동미리 읽기를 실행한다. 그 때문에, 동작 화상 데이터에 알맞은 미리 읽기 처리를 디스크장치만으로 실행할 수가 있어, 
영상처리장치에 있어서의 부하저감과, 버퍼 메모리의 효율적 사용을 실현할 수가 있다.

또는, 실시예4의 디스크장치에 의하면, 코멘드ID를 이용하여 미리 읽기 데이터를 직접 지정하여 억세스할 수 있기 때문
에, 디스크장치에 있어서의 미리 읽기 데이터의 검색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어, 미리 읽기 처리에 해당하는 디스크장치
의 처리부하 저감과, 버퍼 메모리의 효율적 사용을 실현할 수가 있다.

또, 실시예4에 있어서, 영상 데이터의 파일관리정보 테이블을 영상처리장치가 생성하여, 디스크장치에 통지하고 있지만, 
영상 데이터 기입에 있어서, 파일식별자를 지정함으로써, 디스크장치에 있어서 파일관리정보를 생성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실시예4에 있어서, 오토리드 코멘드에 따라서, 선택한 데이터·블록의 미리 읽기를 차례로 행하여 읽기 코멘드에 
의해서 순차 영상처리장치에 출력하고 있지만, 오토리드 코멘드에 의해서 직접 영상처리장치에 출력하여도 무방하다.

< 실시예5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5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에 관해서 설명한다. 또, 실시예5에 있어서의 영상처리장치는 도 12
에 나타낸 영상처리장치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같고, 디스크장치는 도 1에 나타낸 디스크장치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같다. 
실시예5가 다른 실시예와 다른 것은, 영상처리장치(32)가 데이터의 종류에 응해서 6종류의 입출력 코멘드를 발행하여, 
디스크장치는 입출력 코멘드의 종류에 따른 처리를 하는 점이다.

실시예5의 영상처리장치(32)는 시퀀셜·데이터에 대하여, 기입 요구인 시퀀셜·라이트 코멘드, 미리 읽기요구인 시퀀
셜·프레리드 코멘드, 읽어 내기 요구인 시퀀셜·리드 코멘드를 발행한다. 또한, 실시예5의 영상처리장치(32)는 랜덤
·데이터에 대하여, 기입 요구인 랜덤·라이트 코멘드, 미리읽기 요구인 랜덤·프레리드 코멘드, 및 읽어 내기 요구인 
랜덤·리드 코멘드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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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각 코멘드에 해당한 디스크장치(31)의 동작에 관해서 도 21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21은 디스크장치(31)의 
각 코멘드에 대한 플로 차트이다.

처음에 시퀀셜·라이트 코멘드 혹은 랜덤·라이트 코멘드에 해당하는 동작에 관하여 설명한다.

우선 판단 스텝 S131에 있어서 코멘드의 종류를 판별하여, 랜덤·라이트 코멘드인 경우에는 처리 스텝 S132에 있어서 
전술의 실시예1과 같은 순서로 기록동작을 하여, 시퀀셜·라이트 코멘드인 경우에는 판단 스텝 S133에 분기한다.

판단 스텝 S133에 있어서는, 버퍼 RAM(3)에 기억된 데이터량이 최대축적가능 데이터량보다도 큰지 어떤지를 판단하
여, 큰 경우에는 처리 스텝 S134를 실행하여, 작은 경우에는 그대로 처리를 종료한다. 최대축적가능 데이터량은 다음
에 발행되는 시퀀셜·라이트 코멘드에 따라 버퍼 RAM(3)에 기억가능한 데이터량등에 따라서 적시설정하면 좋다.

처리 스텝 S134에 있어서는, 버퍼 RAM(3)에 기억된 데이터를 연속하여 디스크(1)에 기록한다. 버퍼 RAM(3)에 기
억된 시퀀셜·데이터는 디스크(1)상의 대략 연속된 영역에 기록되기 때문에, 시크동작이나 회전대기등의 낭비시간을 
발생시키지 않고, 대량의 데이터를 단시간에 기록할 수 있다.

다음에, 시퀀셜·프레리드 코멘드 또는 랜덤·프레리드 코멘드에 대응하는 동작에 관하여 도 22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22는 시퀀셜·프레리드 코멘드 또는 랜덤·프레리드 코멘드에 대한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이다.

우선 판단 스텝 S141에 있어서 코멘드의 종류를 판별하여, 랜덤·프레라이트코멘드의 경우에는 처리 스텝 S142에 있
어서 전술의 실시예1과 같은 순서로 미리 읽기 동작을 하여, 시퀀셜·프리리드 코멘드인 경우에는 처리 스텝 S143에 
분기한다.

처리 스텝 S143에 있어서 시퀀셜·프리 리드 코멘드를 축적한다.

판단 스텝 S144에 있어서는, 축적한 시퀀셜·프리 리드 코멘드가 최대축적가능 코멘드이상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축
적한 시퀀셜·프리 리드 코멘드가 최대축적가능 코멘드수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처리 스텝 S142에 
있어서 축적된 복수 코멘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연속하여 재생한다. 한편, 상기 조건을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이 처리
를 종료한다.

또한, 실시예5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31)는 내부처리로서 프리페치동작을 행하고 있다.

프리페치동작은 각 코멘드에 따른 데이터의 기록위치주변의 데이터를, 재생하여 버퍼 RAM(3)에 기억시키는 동작이다. 
실시예5에 있어서는, 각 코멘드의 발행시에, 프리페치동작의 가부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디스크장치(31)에 통지된다.

디스크장치(31)에 의한 프리페치동작의 선택순서에 관해서 도 23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23은 디스크장치(31)에 
있어서의 프리페치동작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이다.

우선 처리 스텝 S151에 있어서는, 랜덤·프리 리드 코멘드 또는 시퀀셜·프리 리드 코멘드에 해당한 데이터의 미리 읽
기를, 전술한 실시예1과 같은 순서로 실행한다.

    
판단 스텝 S152에 있어서는, 영상처리장치(32)로부터 통지된 파라미터에 따라서 프리페치동작의 가부를 판정한다. 판
단 스텝 S152에 있어서 프리페치동작이 허가된 경우에는, 처리 스텝 S153에 있어서 프리페치동작을 실행한다. 한편, 
프리 페치동작이 불허가인 경우에는, 그대로 이 처리를 종료한다. 특히, 영상처리장치 (32)가 영상 데이터의 특수재생
등을 하는 경우에는, 디스크(1)상의 기록위치가 떨어진 데이터를 순차 재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리 페치동작에 
의해서 각 코멘드에 대한 응답이 저하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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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프리페치동작후에 랜덤·프리 리드 코멘드가 발행된 경우에는, 우선 해당하는 데이터가 버퍼 RAM(3)에 프리 페치
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검색하여, 프리 페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읽어 내기가 가능한 것을 영상처리장치(32)
에 통지한다.

이상과 같이, 실시예5의 디스크장치에 의하면, 코멘드의 종류에 따라서, 디스크에 연속기록하는 데이터 사이즈, 또는 
연속읽어내기를 하는 코멘드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시예5의 디스크장치에 의하면, 동작 화상 데이터의 처
리성능을 향상할 수가 있어, 또한, 버퍼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또한, 실시예5의 디스크장치에 의하면, 코멘드의 종류에 따라서 프리 페치동작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버퍼 메모리
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실시예5의 디스크장치에 의하면, 랜덤 데이터 입출력요구에 대한 응답을 향상시
킴과 동시에, 시퀀셜 데이터 입출력요구에 대하여 불필요한 프리 페치처리에 의한 응답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디스크장치전체의 처리효율을 향상할 수가 있다.

< 실시예6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6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에 관해서 설명한다. 또, 실시예6에 있어서의 영상처리장치는 도 12에 
나타낸 영상처리장치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같고, 디스크장치는 도 1에서 나타낸 구성과 실질적으로 같다. 실시예6이 다
른 실시예와 다른 것은, 영상처리장치가 제한시간첨부 시퀀셜·라이트 코멘드 및 제한시간첨부 시퀀셜·프리 리드 코멘
드(이하, 양 코멘드의 총칭을 시퀀셜데이터 입출력요구라고 기재)를 발행하여, 디스크장치가 각 코멘드에 해당하는 처
리를 행하는 점이다.
    

한편, 랜덤·라이트 코멘드 및 랜덤·프리 리드 코멘드(이하, 양 코멘드의 총칭을 랜덤 데이터 입출력요구라고 기재)는 
제한시간을 마련하지 않은 통상의 입출력 코멘드이다.

상기의 코멘드에 해당한 디스크장치(31)의 동작을 도 24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24는 디스크장치(31)에 있어서의 
영상처리장치(32)부터의 각 코멘드에 대한 처리를 나타내는 플로 차트이다.

우선, 판단 스텝 S161에 있어서 코멘드의 종류를 판별한다. 판단 스텝 S161에 있어서, 코멘드가 시퀀셜 데이터 입출력
요구인 경우에는 처리 스텝 S162에 분기하여, 코멘드가 랜덤 데이터 입출력요구인 경우에는 처리 스텝 S163에 분기한
다.

처리 스텝 S162에 있어서는, 버퍼 RAM(3)의 빈 용량에 따라서 영상처리장치 (32)로부터 통지된 제한시간을 연장한
다. 연장시간은 시퀀셜 데이터입출력요구에 해당한 데이터·블록의 데이터량 및 시퀀셜 데이터입출력요구의 발행주기
에 따라, 적시에 선택하면 좋다.

    
처리스텝 S163에 있어서는, 도 25에 나타낸 요구축적 큐에 코멘드를 축적한다. 도 25는 시퀀셜요구축적큐(a)와, 랜덤
요구 축적큐(b)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열 C1 및 열 D1은 디스크(1)상의 기록위치(LBA)의 격납영역, 열 C2및 열 D
2는 데이터량의 격납영역이다. 열 C3에는, 처리 스텝 S162에 있어서 산출한 제한시간에 근거하는 여유시간이 격납되
어 있다. 이 여유시간은 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을 산출한 것이다. 시퀀셜 데이터 입출력요구축적큐에는 첫째
줄(번호1)에서 차례로 여유시간이 작은 코멘드를 한 줄로 세운다. 랜덤 데이터입출력 요구축적 큐에는, 코멘드의 발행
순차로 코멘드를 한 줄로 세운다.
    

처리 스텝 S164에 있어서는, 시퀀셜 데이터입출력 요구축적 큐에 요구가 축적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판정한다. 요구가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단 스텝 S165에 분기하여, 축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 스텝 S167에 있어서 랜덤데
이터입출력 요구축적큐의 첫째줄의 요구가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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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스텝 S165에 있어서는, 시퀀셜 데이터 입출력요구축적큐 번호1의 요구를 선택하여, 여유시간이 코멘드 선택기준
시간보다도 큰지 어떤지를 판정한다. 여유시간이 소정치보다도 큰 경우에는 판단 스텝 S168에 분기하여, 소정치보다도 
작은 경우에는 처리 스텝 S166에 있어서 시퀀셜 데이터 입출력요구축적큐의 첫째줄의 요구를 실행한다. 코멘드 선택기
준시간은 미리 시퀀셜 데이터 입출력요구의 처리에 요하는 시간을 예측하여, 예측한 소요시간에 따라서 적시설정하면 
좋다.
    

판단 스텝 S168에 있어서는, 랜덤데이터 입출력요구축적큐에 코멘드가 축적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한다. 코멘드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 스텝 S170에 분기하여,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리 스텝 S169로 랜덤데이터 입
출력요구축적큐의 첫째줄의 코멘드에 해당한 처리를 실행한다.

처리 스텝 S170에 있어서, 시퀀셜 데이터 입출력요구축적큐의 첫째줄의 코멘드를 실행예정코멘드로서 선택한다. 그리
고, 헤드가 현재위치로부터 실행예정 코멘드에 해당한 물리 어드레스에 이동하는 도중에서, 기록재생가능한 코멘드가 
검색되어, 검색된 코멘드를 선택예정 코멘드로서 선택한다.

    
판단 스텝 S171에 있어서는, 실행예정 코멘드의 앞에 선택예정 코멘드를 처리한 경우의 실행예정시간과 실행예정 코멘
드의 여유시간을 비교하여, 여유시간내에 실행예정 코멘드의 처리를 완료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판정한다. 실행예정 코
멘드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처리 스텝 S172에 있어서 선택예정 코멘드를 시퀀셜 데이터 입출력요구축적큐의 첫째
줄에 삽입하고 나서 처리 스텝 S173을 실행한다. 한편, 판단 스텝 S171에 있어서, 실행예정 코멘드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대로 처리 스텝 S173에 분기한다.
    

처리 스텝 S173에 있어서는, 축적큐의 첫째줄에 축적된 요구를 실행한다.

이상과 같이, 실시예6의 디스크장치에 의하면, 제한시간과 버퍼 RAM(3)의 빈 용량에 따라서 기록재생처리의 처리순
서를 선택한다. 이 때문에, 실시예6의 디스크장치에 의하면, 우선도가 높은 시퀀셜 데이터 입출력요구에 대한 리얼 타
임응답을 보증하면서, 랜덤 데이터 입출력요구에 대한 응답을 고속화할 수가 있어, 디스크장치의 처리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랜덤 데이터 입출력요구에 대한 응답시간이 현저히 지연한다고 하는 과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또한, 실시예6의 디스크장치에 의하면, 제한시간과 디스크상의 물리 어드레스에 응해서 요구의 처리순서를 선택하기 때
문에, 요구에 대한 리얼 타임인 응답을 보증함과 동시에, 헤드의 시크동작에 요하는 시간을 저감함으로써, 디스크장치
의 처리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실시예6에서는 물리 어드레스에 따라서 축적된 요구의 처리순서를 선택하고 있
기 때문에, 각 요구의 실행시간을 정확히 예측,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 실시예7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7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26은 실시예7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실시예7의 디스크장치는, 호스트 컴퓨터등의 외부기기(도시하지 않음)에 호스트입출력 버
스(101)에 의해서 접속되어 있다. 실시예 7의 디스크장치는, 각 회로를 제어하는 CPU(42), 데이터의 일시기억회로인 
버퍼 RAM(43), 데이터의 엔코드 및 디코드를 하는 읽기/쓰기신호처리회로(44), 헤드·디스크기구(45), 액츄에이터
구동회로(48), HDD 제어회로(49),를 구비하고 있다.

헤드·디스크기구(45)는, 디스크(41), 헤드기구(46), 및 액츄에이터(47)등을 갖고 있고, 액츄에이터(47)는 상기 액
츄에이터구동회로(48)에 의하여 구동된다. 또한, CPU(42)은 HDD 제어회로(49)를 통해, 버퍼 RAM(43), 읽기/쓰기
신호처리회로 (44) 및 액츄에이터구동회로(48)를 제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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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은 HDD 제어회로(49)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7에 도시한 바와 같이, HDD 제어회로(49)는, 외부기기와의 인터페이스회로인 호스트 인터페이스회로(51), CPU
(42)와의 인터페이스회로인 CPU인터페이스회로(52), 버퍼 RAM(43)을 제어하는 버퍼제어회로(53), 전술한 디스크
장치의 읽기/쓰기신호처리회로(44)와 액츄에이터구동회로(48)에 대하여 제어신호를 입출력하는 제어신호입출력회로
(54)를 구비하고 있다.

도 28은 버퍼제어회로(53)내의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61)와 디스크장치의 버퍼 RAM(43)의 각 세그먼트와의 대응
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버퍼 RAM(43)는 N개의 세그먼트, 세그먼트 #1 ∼ #N으로 분할되어 있다. 버퍼 RAM(4
3)의 각 세그먼트는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61)의 각 레지스터 REG#1 ∼ #N에 대응하고 있다. 각 레지스터 REG#
1 ∼ #N에는 억세스종별CSN, 세그먼트선두 어드레스 ASN, 세그먼트 사이즈 MSN, 디스크전송우선순위 PDN, 디스
크전송 블록 사이즈 MBDN, 호스트전송 블록 사이즈 MBN의 각 설정치를 설정한다. 세그먼트수 N은 세그먼트의 총수
이고 가변이다.
    

억세스종별 CSN은 이 세그먼트에 대한 외부기기로부터의 억세스종별을 설정하는 번호이고, 기입만(1) /읽어내기만(2) 
/기입 읽어 내기 양쪽(3)의 3가지의 종별을 구별한다. 세그먼트선두 어드레스 ASN은 버퍼 RAM(43)에 있어서의 세그
먼트의 선두 어드레스이고, 세그먼트 사이즈 MSN은 세그먼트의 사이즈이고, 모두 섹터단위이다. 여기서 1 섹터는 51
2 바이트이다.

디스크전송우선순위 PDN, 디스크전송 블록 사이즈 MBDN 및 호스트전송 블록 사이즈 MBHN은 외부기기와 세그먼트
사이의 호스트전송, 세그먼트와 디스크사이의 디스크전송의 전송개시/정지조건을 설정하는 설정치이다.

디스크전송우선순위 PDN은 각 세그먼트와 디스크와의 데이터전송의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PDN은 1 ∼ N의 값을 설
정한다. 디스크전송 블록 사이즈 MBDN은 각 세그먼트와 디스크와의 데이터전송에 있어서의 전송단위를 섹터단위로 
나타낸다. 호스트전송 블록 사이즈 MBHN은 각 세그먼트와 호스트와의 데이터전송에 있어서의 전송단위를 섹터단위로 
나타낸다.

이하, 도 26, 도 27 및 도 28을 이용하여 디스크장치의 각부의 동작에 관해서 설명한다.

    
HDD 제어회로(49)의 호스트 인터페이스회로(51)에는, 외부기기로부터의 데이터, 코멘드, 파라미터가 호스트입출력 
버스(101)를 통해 입력된다. 호스트 인터페이스회로(51)에 있어서, 데이터는 내부 버스(201)를 통해 버퍼제어회로(
53)에 출력할 수 있어, 코멘드, 파라미터는 내부 버스(202)에 각각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호스트 인터페이스회로(51)
는, 버퍼 RAM(43)으로부터의 읽어 내기 데이터를 버퍼제어회로(53)와 내부 버스(201)를 통해 입력한다. CPU(42)
부터의 코멘드응답은 CPU 인터페이스회로(52)와 내부 버스(202)를 통해 호스트 인터페이스회로(51)에 입력된다. 그
리고, 이것들의 읽어내기 데이터와 코멘드응답은 호스트입출력 버스(101)를 통해 외부기기에 출력할 수 있다.
    

    
버퍼제어회로(53)는 RAM 입출력 버스(103)를 통해 버퍼 RAM(43)에 접속되어 있고, 버퍼 RAM(43)의 데이터입출
력을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61)에 설정된 각 설정치에 따라서 제어한다. 버퍼 RAM(43)에 대한 데이터입출력에는, 
호스트 인터페이스회로(51)를 사이에 세운 외부기기로부터의 데이터입출력과, CPU 인터페이스회로 (52)를 사이에 세
운 CPU(42)부터의 데이터입출력과, 읽기/쓰기입출력 버스(104)를 사이에 세운 읽기/쓰기신호처리회로(44)부터의 데
이터입출력이 있다. 버퍼제어회로 (53)의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61)는 CPU(42)에 의해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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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쓰기신호처리회로(44)(제26도)는 버퍼 RAM(43)으로부터의 기입 데이터를 HDD 제어회로(49)의 버퍼제어회로
(53)를 통해 입력하여, 엔코드한다. 이 엔코드된 기입데이터는, 신호선(107)을 통해 쓰기신호로서 헤드(46a)에 출력
할 수 있다. 또한, 읽기/쓰기신호처리회로(44)는 디스크(41)로부터 헤드(46a)에 의해서 읽어 내어진 리드신호를 신호
선(107)을 통해 입력하여 디코드한다. 이 디코드된 리드신호는, 읽어 내기 데이터로서 버퍼제어회로(53)를 통해 버퍼 
RAM(43)에 출력할 수 있다.
    

액츄에이터구동회로(48)는 HDD 제어회로(49)의 제어신호 입출력회로(54)부터의 액츄에이터제어신호(106)에 따라
서, 액츄에이터(47)에 구동신호(108)를 출력한다. 이 구동신호에 의해, 액츄에이터(47)는 구동되어, 헤드기구(46)를 
통해 헤드 (46a)가 이동한다.

CPU(42)는, 외부기기로부터의 코멘드 파라미터를 HDD 제어회로(49)의 호스트 인터페이스회로(51), CPU 인터페이
스회로(52)를 통해 받아들인다. 그리고, CPU(42)는, 코멘드를 해석하여, 버퍼제어회로(53), 읽기/쓰기신호처리회로
(44) 및 액츄에이터구동회로(48)를 제어하여, 데이터의 기입, 읽어 내기를 실행한다. 또한, 응답을 요하는 코멘드의 
경우, CPU 인터페이스회로(52), 호스트 인터페이스회로(51)를 통해 코멘드응답을 외부기기에 통지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디스크장치에 있어서의 코멘드처리에 관해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세그먼트 설정코멘드]

세그먼트설정 코멘드의 파라미터는, 세그먼트번호, 억세스종별, 세그먼트 사이즈, 디스크전송우선순위, 디스크전송 블
록 사이즈, 및 호스트전송 블록 사이즈이다. 세그먼트번호는, 각 세그먼트의 식별번호를 나타내며, 여기서는 세그먼트
번호를 K(K= 1 ∼ N)로 한다. 억세스종별, 세그먼트 사이즈, 디스크전송우선순위, 디스크전송 블록 사이즈, 및 호스
트전송 블록 사이즈는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의 각 설정치에 각각 해당한다.

도 29는 실시예7의 디스크장치가 세그먼트설정 코멘드를 처리할 때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이다.

도 2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외부기기로부터 세그먼트설정 코멘드가 입력되면, CPU(42)(제26도)는, 입력된 세그먼트
설정 코멘드의 파라미터로부터 각 설정치를 취득하여(스텝 S181), 취득한 각 설정치가 범위내인가 체크한다(스텝 S1
82). 범위 외의 설정치가 있는 경우, 외부기기에 에러를 통지한다(스텝 S185).

    
각 설정치가 범위내의 경우, CPU(42)는 세그먼트 #K를 빈 영역으로 하여(스텝 S183), 확보하는 세그먼트 사이즈와 
세그먼트 할당하여 되어있지 않은 빈 영역 사이즈를 비교한다(스텝 S184). 세그먼트 사이즈가 빈 영역 사이즈보다 클 
때, 외부기기에 에러를 통지한다(스텝 S185). 세그먼트 사이즈가 빈 영역 사이즈이하일 때, REG #(K+1) ∼ #N의 
세그먼트 선두 어드레스를 재계산하여 각 레지스트에 설정하고(스텝 S186), 각 설정치를 REG #K로 설정한다(스텝 
S187).
    

도 30은 세그먼트설정 코멘드에 의한 세그먼트설정변경의 예를 게시하는 설명도이다. 도 30에 나타낸 예는, 버퍼 RA
M(43)의 사이즈를 128kB (kB=1024 바이트), 세그먼트총수 N=4로 하여, 세그먼트 #3의 세그먼트 사이즈를 16kB
에서 32kB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도 30(a)는 코멘드실행 전, 도 30(b)는 코멘드 실행후를 나타낸다.

세그먼트 #3을 빈 영역으로 하면, 빈 영역 사이즈는 48kB가 되어, 설정하는 세그먼트 사이즈 32kB이상이기 때문에, 
세그먼트 #4의 세그먼트선두 어드레스를 재계산하여, 선두 어드레스 4000H를 5000H에 변경하여 설정을 종료한다.

[세그먼트상황 요구코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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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트상황요구 코멘드가 외부기기로부터 CPU(42)에 입력되면, CPU(42)는,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 REG #1 ∼ 
#N을 순차로 체크하여, 각 레지스터의 설정치와, 세그먼트 할당하여 되어있지 않은 빈 영역 사이즈를 외부기기에 출력
한다.

[기입코멘드]

기입 코멘드의 파라미터는, 식별번호, 디스크선두 어드레스, 및 기입 사이즈이다. 식별번호는 세그먼트설정 코멘드로 
설정한 세그먼트번호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식별번호를 M(M= 1∼N)으로 한다. 디스크선두 어드레스는 디스크상의 
기입 선두 어드레스이고, 기입 사이즈는 기입 데이터 사이즈이고, 각각은 섹터단위로 설정된다.

기입 코멘드가 외부기기로부터 CPU(42)에 입력되면, CPU(42)은, 입력된 코멘드의 파라미터로부터 식별번호 M을 취
득하여,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 REG #M 으로 설정된 각 설정치를 읽어낸다.

계속해서 CPU(42)는 호스트 인터페이스회로(51), 버퍼제어회로(53)를 제어하여, 외부기기로부터 세그먼트 #M으로
의 호스트전송처리를 실행시킨다. 또는 CPU (42)은, 호스트전송처리에 병행하여, 버퍼제어회로(53), 읽기/쓰기신호
처리회로 (44) 및 액츄에이터구동회로(48)를 제어하여, 세그먼트 #M에서 디스크(41)에의 디스크전송처리를 실행시
킨다.

도 31은 세그먼트 #M의 축적상황과, 호스트전송, 디스크전송에 관계하는 각 파라미터를 도시한 도면이다. 세그먼트 
#M과, 호스트전송처리, 디스크전송처리에 관한 각 파라미터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세그먼트 사이즈를 MSM, 세그먼트축적량을 MAM, 세그먼트 간격 사이즈를 MFM, 기입 사이즈를 MW, 읽어 내기 사
이즈를 MR, 호스트 전송 데이터잔량을 MDH, 및 디스크전송 데이터잔량을 MDD(단위: 바이트)로 한다. 또한, 디스크
전송속도를 VD(단위: MB/s)으로 한다.

다음에, 기입 코멘드처리에 있어서의 호스트전송처리의 상세에 관해서 도 32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외부기기로부터 
세그먼트 #M으로의 호스트전송처리는, REG #M으로 설정된 호스트전송 블록 사이즈 MBHM에 따라서, 세그먼트 #
M의 세그먼트 간격 사이즈 MFM을 모니터하면서 실행시킨다.

도 32는 외부기기로부터 세그먼트 #M으로의 호스트전송처리를 나타내는 플로 차트이다.

도 3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호스트전송처리가 기동되면, CPU(42)은 세그먼트 #M의 간격 사이즈 MFM을 버퍼제어회
로(53)로부터 취득하여(스텝 S191), 호스트전송 사이즈 MTH를 설정한다(스텝 S192). 호스트전송 사이즈는 호스트
전송 블록 사이즈(MBHM×512)으로 호스트전송 데이터잔량 MDH중 어느 하나의 최소치이다.

다음에, CPU(42)는 세그먼트 간격 사이즈 MFM과 호스트전송 사이즈 MTH를 비교하여(스텝 S193), 세그먼트 간격 
사이즈가 호스트전송 사이즈이상으로 될 때까지 상기 처리를 되풀이한다(S191∼S193). 세그먼트 간격 사이즈가 호스
트전송 사이즈이상으로 되면, 외부기기에 전송레디신호를 출력하여(스텝 S194), 외부기기로부터 입력한 호스트전송 
사이즈 MTH만큼의 데이터의 세그먼트기입 처리를 실행시킨다(스텝 S195).

세그먼트기입 처리종료 후, CPU(42)는 호스트전송 데이터잔량을 계산하여(스텝 S196), 그 호스트전송 데이터잔량이 
0인가 아닌가를 체크한다(스텝 S197). 호스트전송 데이터잔량 0일 때, 호스트전송처리는 되풀이하여 실행된다. 호스
트전송 데이터잔량 = 0일 때, 호스트전송처리는 종료한다.

계속해서, 세그먼트 #M에서 디스크(41)로의 디스크전송처리에 관해서 도 33의 플로 차트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디
스크(41)에의 디스크전송처리에 있어서, REG #M으로 설정된 디스크전송 블록 사이즈 MBDM 및 디스크전송우선순
위 PDM을 근거로 하여, 세그먼트 #M의 세그먼트축적량 MAM과 다른 세그먼트의 디스크전송이 모니터하면서 실행된
다.

도 33은 세그먼트 #M에서 디스크(1)에의 디스크전송처리를 나타내는 플로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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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디스크전송처리가 기동되면, CPU(42)는 세그먼트 #M의 세그먼트축적량 MAM을 버퍼
제어회로(53)로부터 취득하여(스텝 S201), 디스크전송 사이즈 MTD를 설정한다(스텝 S202). 디스크전송 사이즈는 
디스크전송 블록 사이즈(MBDH×512)로 디스크전송 데이터잔량 MDD중 어느 하나의 최소치이다.

    
다음에, CPU(42)는 세그먼트축적량 MAM과 디스크전송 사이즈 MTD를 비교하여 (스텝 S203), 세그먼트축적량이 
디스크전송 사이즈이상이 될 때까지 상기 처리를 되풀이한다(S201∼S203). 세그먼트축적량이 디스크전송 사이즈이상
으로 되면, 다른 세그먼트의 디스크전송을 모니터하여(스텝 S204), 세그먼트 #M의 디스크전송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디스크전송이 실행중인가 아닌가를 확인한다 (스텝 S205). 디스크전송을 실행중의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디스크전송
이 종료할 때까지 상기 처리를 되풀이한다(S204∼S205). 우선순위가 높은 디스크전송이 실행중이 아닌 경우, 디스크
전송 사이즈분의 데이터의 디스크(41)로의 기입 처리를 실행시킨다(스텝 S206).
    

디스크기입 처리종료 후, CPU(42)는 디스크전송 데이터잔량 MDD를 계산하여 (스텝 S207), 디스크전송 데이터잔량
이 0인가 아닌가를 체크한다(스텝 S208). 디스크전송 데이터잔량 0일 때, 디스크전송처리는 되풀이하여 실행된다(S
201∼S208). 디스크전송 데이터잔량이 0일 때, 디스크전송처리는 종료한다.

[읽어 내기 코멘드]

읽어 내기 코멘드의 파라미터는 식별번호, 디스크선두 어드레스, 읽어 내기 사이즈이다.

읽어 내기 코멘드가 외부기기로부터 CPU(42)에 입력되면, CPU(42)은 입력된 코멘드의 파라미터로부터 식별번호(L)
를 취득하여,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 REG #L로 설정된 각 파라미터를 읽어 들인다.

계속해서, CPU(42)는 버퍼제어회로(53), 읽기/쓰기신호처리회로(44), 액츄에이터 구동회로(48)를 제어하여, 디스크
(41)로부터 세그먼트 #L로의 디스크전송처리를 실행시킨다. 또한, CPU(42)는, 디스크전송처리에 병행하여, 호스트 
인터페이스회로(51), 버퍼제어회로(53)를 제어하여, 세그먼트 #L에서 외부기기에의 호스트전송처리를 실행시킨다.

디스크(41)로부터 세그먼트 #L로의 디스크전송처리는 REG #L로 설정된 디스크전송 블록 사이즈 MBDL과 디스크전
송우선순위 PDL을 근거로 하여, 세그먼트 #L의 세그먼트 간격 사이즈 MFL과 다른 세그먼트의 디스크전송을 모니터
하면서 실행된다.

도 34는 디스크(41)으로부터 세그먼트 #L로의 디스크전송처리를 나타내는 플로 차트이다.

도 3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디스크전송처리가 기동되면, CPU(42)은 세그먼트 #L의 세그먼트 간격 사이즈 MFL을 
버퍼제어회로(53)로부터 취득하여(스텝 S211), 디스크전송 사이즈 MTD를 설정한다(스텝 S212). 디스크전송 사이
즈는 디스크전송 블록 사이즈(MBDH×512)로 디스크전송 데이터잔량 MDD 중 어느 하나의 최소치이다.

    
다음에, CPU(42)는 세그먼트 간격 사이즈 MFL을 디스크전송 사이즈 MTD와를 비교하여(스텝 S213), 세그먼트 간
격 사이즈가 디스크전송 사이즈이상으로 될 때까지 상기 처리를 되풀이한다(S211∼S213). 세그먼트 간격 사이즈가 
디스크전송 사이즈이상으로 되면, 다른 세그먼트의 디스크전송을 모니터하여(스텝 S214), 세그먼트 #L의 디스크전송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디스크전송이 실행중인가 아닌가를 확인한다 (스텝 S215). 디스크전송을 실행중의 경우, 우선순
위가 높은 디스크전송이 종료할 때까지 상기 처리를 되풀이한다(S214∼S215). 우선순위가 높은 디스크전송이 실행중
이 아닌 경우, 디스크전송 사이즈분의 데이터의 디스크(41)부터의 읽어 내기 처리를 실행시킨다(스텝 S216).
    

디스크 읽어 내기 처리종료 후, CPU(42)는 디스크전송 데이터잔량 MDD를 계산하여(스텝 S217), 디스크전송 데이터
잔량이 0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는(스텝 S218). 디스크전송 데이터잔량 0일 때, 디스크전송처리는 되풀이하여 실행된다 
(S211∼S218). 디스크전송 데이터잔량 0일 때, 디스크전송처리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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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세그먼트 #L에서 외부기기에의 호스트전송처리를 도 3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5는 세그먼트 #L에서 
외부기기에의 호스트전송처리를 나타내는 플로 차트이다.

세그먼트 #L에서 외부기기에의 호스트전송처리는, REG #L로 설정된 호스트전송 블록 사이즈 MBHL에 근거하여, 세
그먼트 #L의 세그먼트축적량 MAL을 모니터하면서 실행된다.

도 3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호스트전송처리가 기동되면, CPU(42)은 세그먼트 #L의 세그먼트축적량 MAL을 버퍼제
어회로(53)로부터 취득하여(스텝 S221), 호스트전송 사이즈 MTH를 설정한다(스텝 S222). 호스트전송 사이즈는 호
스트전송 블록 사이즈(MBHH×512)로 호스트전송 데이터잔량 MDH중 어느 하나의 최소치이다.

다음에, CPU(42)는 세그먼트축적량 MAL과 호스트전송 사이즈 MTH를 비교하여 (스텝 S223), 세그먼트축적량이 호
스트전송 사이즈이상으로 될 때까지 상기처리를 되풀이한다(S221∼S223). 세그먼트축적량이 호스트전송 사이즈이상
으로 되면, 외부기기에 전송레디신호를 출력하여(스텝 S224), 외부기기로부터 입력한 호스트전송 사이즈 MTH만큼의 
데이터의 세그먼트 읽어내기 처리를 실행시킨다(스텝 S225).

세그먼트 읽어내기 처리종료 후, CPU(42)는 호스트전송 데이터잔량을 계산하여 (스텝 S226), 그 호스트전송 데이터
잔량이 0인가 아닌가를 체크한다(스텝 S227). 호스트전송 데이터잔량 0일 때, 호스트전송처리는 되풀이하여 실행된다. 
호스트전송 데이터잔량 = 0일 때, 호스트전송처리는 종료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실시예7에 있어서, 외부기기는, 기록재생에 앞서, 세그먼트설정 코멘드, 세그먼트상황요구 코멘
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디스크장치에 대하여 각 채널 데이터에 해당하여 세그먼트 사이즈나, 전송 블록 사이즈, 디스크
전송우선순위의 전송개시/정지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다.

기록재생시에는 각 채널 데이터에 해당하고 식별번호를 부여한 기입 코멘드/읽어내기 코멘드를 발행함에 의해, 설정한 
세그먼트 사이즈, 전송 블록 사이즈, 및 디스크전송우선순위에 따라서, 실시예7의 디스크장치는 각 데이터를 기록재생
할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이, 실시예7의 디스크장치는 외부기기로부터의 세그먼트 설정코멘드를 근거로 하여 세그먼트별로 사이즈, 전
송 블록 사이즈, 및 디스크전송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설정된 전송방법에 의해서, 호스트전송처리, 디스크전송처리를 제
어함으로써, 다채널 데이터기록재생시에 각 채널에 해당한 메모리사이즈, 및 제어방식을 설정할 수가 있다.

실시예7에서는, 세그먼트설정 코멘드에 의해서 세그먼트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기입 데
이터에 세그먼트설정정보를 부가하여 디스크장치에 전송하여, 디스크장치로는 기입 데이터/읽어내기 데이터에 포함되
는 세그먼트설정정보를 검출하여 세그먼트를 설정하는 구성이라도 무방하다.

실시예7에서는 세그먼트별로 설정하는 전송개시조건으로서, 디스크전송우선순위, 디스크전송 블록 사이즈, 및 호스트
전송 블록 사이즈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다른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혹은 다른 파라미터
를 추가하여 디스크전송, 호스트전송의 전송개시/정지를 제어하는 구성이라도 좋다.

실시예7에서는 세그먼트별로 세그먼트설정 코멘드를 실행함으로써 각 세그먼트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
록재생장치는, 전 세그먼트를 일괄적으로 설정하는 세그먼트설정 코멘드를 설치하는 구성이라도 무방하다.

실시예7에서는 각 코멘드의 식별정보를 각 코멘드진술하여 파라미터에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
는, 기입 코멘드/읽어 내기 코멘드의 발행전에 실행하는 전용의 식별정보설정 코멘드를 설치하는 구성이라도 좋다.

< 실시예8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8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에 관해서 설명한다. 또, 실시예8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의 구성은 
전술한 도 26, 도 27, 도 28에 나타내는 디스크장치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같다. 실시예8의 디스크장치는 데이터전송속
도에 대한 전송속도설정 코멘드의 처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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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8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의 전송속도설정 코멘드의 처리에 관해서 이하에 설명한다.

전송속도설정 코멘드의 파라미터는, 식별번호, 억세스종별, 및 전송속도이다. 전송속도 VCH는 해당하는 채널 데이터의 
기록재생에 있어서 보증하는 전송속도이고, 단위는 섹터/s 이다.

도 36은 실시예8에 있어서의 전송속도설정 코멘드의 처리를 나타내는 플로 차트이다.

    
도 3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전송속도설정 코멘드가 외부기기로부터 CPU(42)에 입력하면, CPU(42)은 입력된 코멘
드의 파라미터로부터 각 설정치를 취득한다(스텝 S231). 설정된 억세스종별, 전송속도와 디스크의 각 성능치로부터,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61)에 대하여, 억세스종별, 세그먼트 사이즈, 디스크전송우선순위, 디스크전송 블록 사이즈, 및 
호스트전송 블록 사이즈의 각 세그먼트설정치를 계산한다(스텝 S232). 그리고, 간격 사이즈확인을 포함해서 각 설정치
가 체크된다(스텝 S233). 설정치가 부정인 경우, 외부기기에 에러를 통지한다(스텝 S234). 설정치가 적정한 경우, R
EG #(K+1) ∼ #N의 세그먼트선두 어드레스를 재계산하여 각 레지스터에 설정하고(스텝 S235), 각 설정치를 REG 
#K에 설정한다(스텝 S236).
    

데이터전송속도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디스크전송 블록 사이즈, 세그먼트 사이즈를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실시예8에 
있어서의 설정방법에 관해서 이하에 설명한다.

실시예8에 있어서, 디스크장치의 억세스성능, 디스크전송성능에 관한 성능치를 이하의 파라미터로 나타낸다. 최대 시크
시간이 TFS, 최대회전대기 시간이 TR(단위: ms), 채널설정속도가 VCH, 디스크전송속도가 VD(단위: 섹터/s)이다.

디스크전송 블록 사이즈 MBDK(단위: 섹터)를 디스크(41)에 기록 또는 디스크(41)로부터 재생할 때의 최대기록재생
시간TRW(단위: s)는, 최대 억세스시간과 데이터전송시간의 합계이고, 이하의(32)식으로 주어진다.

TU = TB + TR + MBRK/VD · · · (32)

따라서, 억세스시간을 포함시킨 평균 디스크전송속도의 최악치 VRW(단위: 섹터/s)는, (33)식으로 계산된다.

VRW = MBDK/ (TFS+TR+MBDK/VD) · · · (33)

설정된 채널전송속도 VCH에 대하여, VCH ≤ VRW가 되도록 MBDK를 설정하면 채널전송속도이상으로 전송할 수 있
는 것을 보증할 수가 있다. 따라서(32), (33)식에서, (34)식이 계산된다.

MBDK ≥ VCH × (TFS+TR)/(1-VCH/VD) · · · (34)

디스크전송 블록 사이즈 MBDK는 상기(34)식을 채우고, 또한 8섹터 (4kB)의 정수배의 최소치로 설정한다. 다른 파라
미터, 세그먼트 사이즈 MSK, 호스트전송 블록 사이즈 MBHK, 및 디스크전송우선순위는, 이하의 설정방법으로 설정한
다.

세그먼트 사이즈 MSK(단위: 섹터)는 MSK ≥ 2 × MBDK를 만족시키고, 또한, 빈 영역 사이즈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8섹터 (4kB)의 정수배의 최소치에 설정한다.

호스트전송 블록 사이즈 MBHK (단위: 섹터)는 MBHK= MSK로 설정한다.

디스크전송우선순위는 채널전송속도가 빠른 순차로 높은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동일속도의 전송속도인 경우, 기입이라
는 억세스종별의 세그먼트에 높은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이상의 설정방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각 세그먼트설정치를 구하는 예를 이하에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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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 = 14000(섹터/s), TFS = 0.02 (s), TR = 0.01 (s)

채널수를 4로 하여, 각 채널전송속도를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VCH1 = 1000(섹터/s), VCH2 = 2000(섹터/s), VCH3 = 1400(섹터/s), VCH4 = 2400(섹터/s)

이 때, (34)식에 의해서, 다음식이 계산된다(소수점이하 반올림).

MBD1 ≥ 1000 × (0.02+0.01)/(1-1000/14000) = 33

MBD2 ≥ 2000 × (0.02+0.01)/(1-2000/14000) = 70

MBD3 ≥ 1400 × (0.02+0.01)/(1-1400/14000) = 47

MBD4 ≥ 2400 × (0.02+0.01)/(1-2400/14000) = 87

상기 식에서, 각 파라미터가 계산된다.

디스크전송 블록 사이즈 MBDK (k = 1∼4)

MBD1 = 40(섹터), MBD2 = 72(섹터)

MBD3 = 48(섹터), MBD4 = 88(섹터)

세그먼트사이즈 MSK(k = 1∼4)

MS1 = 80(섹터), MS2 = 144(섹터)

MS3 = 96(섹터), MS4 = 176(섹터)

호스트전송 블록 사이즈 MBHK (k = 1∼4)

MBH1 = 80(섹터), MBH2 = 144(섹터)

MBH3 = 96(섹터), MBH4 = 176(섹터)

디스크전송우선순위 PDK (k = 1∼4)

PD1 = 4, PD2 = 2, PD3 = 3, PD4 = 1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외부기기가 각 채널의 전송속도를 디스크장치에 설정한다. 이에 따라, 실시예8의 디스크장치는 
장치의 시크성능, 디스크전송속도에 따라서, 전송속도를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디스크전송 블록 사이즈를 계산하여 설
정할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이, 실시예8의 디스크장치는, 외부기기로부터의 각 채널의 데이터전송속도에 따라서, 세그먼트별로 사이즈, 
전송방법을 설정할 수가 있어, 필요한 데이터전송속도를 보증할 수가 있다.

실시예8에서는, 전송속도설정코멘드에 따라 각 세그먼트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기입 데
이터전송속도설정정보를 부가하여 디스크장치에 전송하여, 디스크장치에는 기입 데이터/읽어 내기 데이터에 포함되는 
전송속도설정정보를 검출하여 세그먼트를 설정하도록 구성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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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8에서는 세그먼트별로 설정하는 전송개시조건으로서, 디스크전송우선순위, 디스크전송 블록 사이즈, 및 호스트
전송 블록 사이즈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다른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또는 다른 파라미터
를 추가하여 디스크전송, 호스트전송의 전송개시/정지를 제어하는 구성이라도 좋다.

실시예8에서는 전송속도정보로서, 외부기기로부터 전송속도자체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미
리 설정된 속도종별번호나, 전송속도에 관련되는 화상 데이터 포맷정보를 설정하는 구성이라도 좋다.

실시예8에서는 전송속도정보로부터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의 각 설정치를 구하는 일례를 나타내었다. 본 발명의 기록
재생장치는 설정방법은 이 방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실시예8에서는 세그먼트별로 설정 코멘드를 실행하는 것으로 각 세그먼트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록재
생장치는, 전 세그먼트를 일괄에 설정하는 설정 코멘드를 마련하는 구성이라도 좋다.

실시예8에서는 각 코멘드의 식별정보를 각 코멘드의 파라미터에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기
입 코멘드/읽어 내기 코멘드의 발행전에 실행하는 전용의 식별정보설정 코멘드를 마련하는 구성이라도 좋다.

< 실시예9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9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에 관해서 설명한다. 또, 실시예9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의 구성은, 
버퍼제어회로(53)의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를 제외하고, 전술의 도 26, 도 27에 나타내는 디스크장치의 구성과 실질
적으로 같다.

도 37은 실시예9에 있어서의 버퍼 RAM(43)의 세그먼트분할과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61a)와의 대응을 도시한 도면
이다.

도 37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실시예9에 있어서의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 (61a)에는, 외부기기로부터의 데이터전송단
위인 억세스단위 ACK를 설정할 수가 있다. 또한, 이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61a)로 설정된 억세스단위 ACK에 의해서, 
세그먼트에 데이터를 기입/읽어내기 할 수가 있다. 억세스단위 ACK는 바이트 단위이고, 512이하의 2제곱승치로부터 
선택한다.

실시예9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의 코멘드처리에 관해서 이하에 설명한다.

[세그먼트설정코멘드]

세그먼트설정 코멘드의 파라미터는 세그먼트번호, 억세스종별, 억세스단위, 세그먼트 사이즈 및 디스크전송우선순위이
다. 여기서, 지정된 세그먼트번호는 K 이다.

세그먼트설정 코멘드가 외부기기로부터 CPU(42)에 입력되면, CPU(42)는, 파라미터를 체크한 뒤, 각 세그먼트의 세
그먼트선두 어드레스를 재계산하여 레지스에 설정하여, 다른 설정치를 REG #K에 설정한다.

[기입 코멘드/읽어 내기 코멘드]

기입 코멘드, 읽어 내기 코멘드는 전술한 실시예1에서 설명한 기입 코멘드, 읽어 내기 코멘드와 마찬가지다. 선두 어드
레스, 기입 사이즈, 및 읽어 내기 사이즈의 설정은 섹터단위이다.

[세그먼트기입코멘드]

세그먼트기입 코멘드의 파라미터는 식별번호, 및 세그먼트 어드레스, 기입 사이즈이다. 식별번호는 세그먼트설정 코멘
드로 설정한 세그먼트번호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식별번호를 K (K = 1∼N)로 한다. 세그먼트 어드레스는, 세그먼트내
의 기입 어드레스이고, 세그먼트의 선두 어드레스를 0으로 하여, 세그먼트설정 코멘드로 설정한 억세스단위를 단위로서 
설정한다. 기입 사이즈도 세그먼트설정 코멘드로 설정한 억세스단위를 단위로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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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트기입 코멘드가 외부기기로부터 CPU(42)에 입력되면, CPU(42)는 설정된 세그먼트 어드레스, 기입 사이즈에 
따라서 외부기기로부터 세그먼트 #K로의 호스트전송을 실행시킨다.

또한, CPU(42)는 세그먼트 #M에 대하여 실행된 최신의 기입 코멘드 또는 읽어 내기 코멘드에 의해 설정된 디스크상
의 선두 어드레스 DA(섹터 단위)로, 세그먼트 #K내의 기입해야할 섹터의 어드레스 SA(세그먼트 선두를 0으로 한다)
로부터, 디스크(41)상의 기입할 곳의 어드레스(DA+SA)를 계산한다. 그리고, CPU(42)는 설정된 디스크전송우선순
위에 따라서, 갱신된 데이터의 디스크(41)에의 디스크전송을 실행한다.

[세그먼트 읽어내기 코멘드]

세그먼트 읽어내기 코멘드의 파라미터는 식별번호, 세그먼트 어드레스, 및 읽어내기 사이즈이다. 세그먼트 어드레스와 
읽어 내기 사이즈는 세그먼트설정 코멘드로 설정한 억세스단위를 단위로서 설정한다.

세그먼트 읽어내기 코멘드가 외부기기로부터 CPU(42)에 입력되면, CPU(42)는, 설정된 세그먼트 어드레스와 기입 사
이즈에 따라서 세그먼트 #M에서 외부기기에의 호스트전송을 실행한다.

다음에, 상기 코멘드의 사용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우선, 외부기기는 세그먼트설정 코멘드를 발행하여, 도 3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61a)를 설정
한다. 워드단위로 랜덤억세스하고 싶은 세그먼트 #K에 대해서는 억세스종별 CSN = 3(기입 읽어내기 양쪽)을 설정하
여, 억세스단위 ACK = 2를 설정한다.

    
다음에, 세그먼트 #K를 지정하여 기입 코멘드 또는 읽어내기 코멘드를 실행하여, 세그먼트 #K에 기입 데이터 또는 읽
어내기 데이터를 받아들인다. 이후, 세그먼트 #K의 상기 입력 데이터에 대한 읽어 냄은 세그먼트 읽어내기 코멘드를 
발행하여, 입력 데이터의 변경은 세그먼트기입 코멘드를 발행하여 실행한다. 세그먼트 기입 코멘드로 세그먼트 #K에 
기입된 데이터는, 디스크장치내의 처리로 디스크(41)상이 해당하는 영역에 기입되고, 세그먼트 #K상의 데이터와 디스
크상의 데이터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설정된 세그먼트 #K에는 예컨대, FAT(파일 알로케이션 테이블)정보와 같이, 억세스빈도가 높고, 
또한 작은 단위로 고쳐 쓰기를 실행하는 빈도가 높은 정보를 최초에 읽어 내기 코멘드로 읽어 내어 격납해 놓는다. 이에 
따라, 이후의 억세스는 버퍼 메모리의 세그먼트에 대하여 워드단위로 랜덤억세스됨과 동시에, 디스크 억세스에 의한 대
기시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쓰기 처리속도가 향상한다.

이상과 같이, 실시예9의 디스크장치는 외부기기로부터, 디스크장치의 버퍼 RAM의 세그먼트에 대하여, 설정한 억세스
단위로 직접 랜덤억세스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실시예9의 디스크장치는 랜덤억세스의 효율을 향상할 수가 있다.

또, 실시예9에서는 세그먼트설정 코멘드에 의해서 세그먼트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기입 
데이터에 세그먼트설정정보를 부가하여 디스크장치에 전송하여, 디스크장치로는 기입 데이터/읽어 내기 데이터에 포함
되는 세그먼트설정정보를 검출하여 세그먼트를 설정하는 구성이라도 좋다.

실시예9의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에서는 디스크전송 블록 사이즈, 호스트전송 블록 사이즈를 설정하지 않는 구성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다른 설정치에 이것들의 설정치를 가하여 실시하는 구성이라도 좋다.

실시예9에서는 세그먼트별로 세그먼트설정 코멘드를 실행함에 의해 각 세그먼트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전 세그먼트를 일괄에 설정하는 세그먼트설정 코멘드를 마련하는 구성이라도 좋다.

실시예9에서는 각 코멘드의 식별정보를 각 코멘드의 파라미터에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기
입 코멘드/읽어 내기 코멘드의 발행전에 실행하는 전용의 식별정보설정 코멘드를 마련하는 구성이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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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10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10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에 관해서 설명한다. 또, 실시예10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의 구성
은 버퍼제어회로(53)의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를 제외하고, 전술한 도 26, 도 27에 나타낸 디스크장치의 구성과, 실질
적으로 같다.

도 38은 실시예10에 있어서의 버퍼제어회로(53)의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 (61b), 버퍼 RAM(43)의 세그먼트분할 및 
디스크(41)상의 각 영역과의 대응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61b)에는, 억세스종별, 세그먼트선두 어드레스, 세그먼트 사이즈, 
디스크선두 어드레스, 디스크영역 사이즈, 및 억세스단위가 설정되어 있다. 각 설정치에 의해서, 버퍼 RAM(43)의 세
그먼트 #1은 디스크(41)상의 영역1, 세그먼트 #2는 디스크(41)상의 영역2, 세그먼트 #K는 디스크(41)상의 영역 
K에 각각 대응되어 있다. 또한, 외부기기로부터의 데이터전송단위인 억세스단위 ACK를 설정할 수가 있어, 설정된 억
세스단위 ACK에 의해서, 디스크장치에 데이터를 기입/읽어내기 할 수가 있다. 억세스단위 ACK는 바이트 단위이고, 5
12이하의 2제곱승치로부터 선택한다. 여기서는 세그먼트 #K에 대한 억세스단위를 256바이트로 하고있다.
    

실시예10에 있어서의 디스크장치의 코멘드처리에 관해서 이하에 설명한다.

[세그먼트설정코멘드]

세그먼트설정 코멘드의 파라미터는 세그먼트번호, 억세스종별, 디스크선두 어드레스, 디스크영역 사이즈, 억세스단위, 
및 세그먼트 사이즈이고, 여기서, 지정된 세그먼트번호를 K로 한다. 디스크선두 어드레스와 디스크영역 사이즈는, 디스
크(41)상의 영역범위를 섹터단위로 지정하여, 상기 영역범위를 세그먼트 #K와 대응하여 설치할 수 있다.

[기입코멘드]

기입 코멘드의 파라미터는, 식별번호, 기입 어드레스, 및 기입 사이즈이다. 식별번호는 세그먼트설정 코멘드로 설정한 
세그먼트번호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식별번호를 K 한다. 기입 어드레스와 기입 사이즈는, 세그먼트설정 코멘드로 설정
한 억세스단위로 설정한다. 기입 어드레스는, 디스크상의 영역 K 내의 상기 억세스단위에 의한 기입 선 어드레스이고, 
영역선두 어드레스를 0으로 한다.

기입 코멘드가 외부기기로부터 CPU(42)에 입력되면, CPU(42)은 외부기기로부터 세그먼트 #K로의 호스트전송을 실
행한다. 또한, CPU(42)는, 기입 어드레스 DW와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에 의해서 설정된 디스크(41)상의 영역 K의 
선두 어드레스 DA로부터, 디스크(41)상의 기입 선 어드레스(DA+DW)를 계산한다. 그리고, CPU(42)는, 디스크(41)
에의 디스크전송을 실행한다.

[읽어 내기 코멘드]

읽어 내기 코멘드의 파라미터는 식별번호, 읽어 내기 어드레스, 및 읽어 내고 사이즈이다. 읽어 내기 어드레스, 읽어 내
기 사이즈는, 및 세그먼트설정 코멘드로 설정한 억세스단위로 설정한다. 읽어 내기 어드레스는, 디스크상의 영역 K 내
의 상기 억세스단위에 의한 읽어 내기 선 어드레스이고, 영역선두 어드레스를 0으로 한다.

읽어 내기 코멘드가 외부기기로부터 입력되면, CPU(42)는 읽어 내기 어드레스 DR와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에 의해서 
설정된 디스크(41)상의 선두 어드레스 DA로부터, 디스크(41)상의 읽어 내기 선 어드레스(DA+DR)를 계산하여, 디스
크(41)로부터 세그먼트 #K로의 디스크전송을 실행시킨다. 또한 CPU(42)는 세그먼트 #K에서 외부기기로의 호스트
전송을 실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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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외부기기는 디스크장치에 대하여, 세그먼트설정코멘드에 의하여 세그먼트별로 디스크상이 다른 
기록재생영역과 외부기기와의 억세스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외부기기는, 식별번호에 의해서 세그먼트지정한 
기입 코멘드 또는 읽어 내기 코멘드를 발행하여, 디스크(41)상의 개별의 영역에 대하여 개별의 억세스단위로 기록재생
할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이 실시예10의 디스크장치는 외부기기로부터의 설정정보에 따라서, 세그먼트별로 다른 기록재생영역을 설정
함으로써, 기록재생영역과 세그먼트를 1대 1로 대응할 수 있고, 각 세그먼트의 데이터와 디스크상의 데이터와의 동일성
을 용이하게 보증할 수가 있다.

외부기기와 디스크장치와의 전송 데이터 사이즈인 억세스단위를 개별로 설정할 수가 있고, 기록재생하는 데이터의 종별
에 따라 억세스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다.

실시예10의 세그먼트설정 레지스터에서는 디스크전송 블록 사이즈, 호스트전송 블록 사이즈를 설정하지 않는 구성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다른 설정치에 이것들의 설정치를 덧붙여 실시하는 구성이라도 좋다.

실시예10에서는 각 코멘드의 식별정보를 각 코멘드의 파라미터에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기입 코멘드/읽어 내기 코멘드의 발행전에 실행하는 전용의 식별정보설정 코멘드를 마련하는 구성이라도 좋다.

실시예10에서는 세그먼트별로 세그먼트설정 코멘드를 실행하는 것으로 각 세그먼트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
의 기록재생장치는 전 세그먼트를 일괄에 설정하는 세그먼트설정 코멘드를 마련하는 구성이라도 좋다.

실시예10에서는, 세그먼트설정 코멘드에 의해서 세그먼트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기입 데
이터에 세그먼트설정정보를 부가하여 디스크장치에 전송하여, 디스크장치로는 기입 데이터/읽어 내기 데이터에 포함되
는 세그먼트설정정보를 검출하여 세그먼트를 설정하는 구성이라도 좋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외부기기로부터의 각 입출력요구에 대하여 입출력요구의 실행시간을 예측하여 확실한 처리
를 보증할 수가 있고, 우선도가 높은 동작 화상 데이터등이 확실한 연속기록재생을 보증하여, 우선도가 낮은 입출력요
구의 효율적 처리를 실현하며, 적은, 제한시간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낮은 랜덤데이터 
입출력요구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동작 화상 데이터에 알맞은 일시기억회로의 제어방법에 의해서 동작 화상 데이터를 기록재생하고, 필
요로 하는 채널수에 따라서 일시기억회로를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할 수 있으며, 채널마다, 전송속도, 리얼타임성에 
대응하여, 일시기억회로 사이즈, 일시기억회로제어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기기로부터의 입출력실행시간예측요구가 입력되는 입력수단,

상기 입출력실행시간예측요구에 대하여 입출력요구의 실행시간을 예측하는 판정수단 및

상기 판정수단에서 예측한 입출력요구의 실행시간을 외부기구에 통지하는 통지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
록재생장치.

청구항 2.

외부기기로부터의 입출력요구에 대하여, 실행시간을 예측하여, 예측된 실행시간이 외부기기로부터 설정된 마감시간내
에 실행가능한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판정수단 및

 - 38 -



등록특허 10-0343005

 
상기 판정수단에 있어서 실행가능이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입출력요구를 실행하여, 실행불가능이라고 판정된 경우
에는 처리를 종료하여 그 판정결과에 의해 해당 외부기기에 응답하는 입출력요구처리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입출력요구의 종별에 의해서 복수의 세그먼트에 분할가능한 일시기억회로를 구비하여, 
상기 판정수단이 외부기기로부터의 입출력요구에 대하여, 기록매체에 있어서의 억세스시간과 기록재생시간의 예측결과
와 해당하는 세그먼트의 사용상황으로부터 입출력요구의 실행시간을 예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4.

외부기기로부터의 입출력 데이터전송량요구에 대하여, 외부기기로부터 설정된 마감시간내에 입출력가능한 데이터 사이
즈에 의해 응답하는 판정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입출력요구의 종별에 의해서 복수의 세그먼트에 분할가능한 일시기억회로를 구비하여, 상기 판정수
단이 외부기기로부터의 입출력요구에 대하여, 기록매체에 있어서의 억세스시간과 기록재생시간의 예측결과와 해당하는 
세그먼트의 사용상황으로부터 상기 마감시간내에 입출력가능한 데이터 사이즈를 예측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6.

입출력요구의 종별에 의해서 복수의 세그먼트에 분할가능한 일시기억회로를 구비하여,

외부기기로부터의 기입 사이즈요구에 대하여, 해당하는 세그먼트의 간격 사이즈를 기입 가능한 데이터 사이즈로서 응답
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7.

외부기기로부터의 데이터전송량요구에 따라서, 상기 외부기기와의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전송가능한 데이터량을 통지하
는 통지수단을 구비하는 기록재생장치에 대한 입출력제어방법으로, 상기 전송가능 데이터량에 따라 상기 외부기기와 상
기 기록재생장치사이의 데이터전송방법을 선택하는 단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에 대한 입출력제
어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일시기억회로와, 상기 외부기기와 상기 일시기억회로와의 사이에서 
연속전송가능한 데이터량을 통지하는 통지수단을 구비하는 기록재생장치로부터 주기적으로 전송가능 데이터량을 읽어 
내는 단계,

상기 전송가능 데이터량에 따라서 연속전송가능한 데이터·블록수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기록재생장치에 대하여 데이터의 입출력제어를 하는 단계를 더욱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에 대
한 입출력제어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연속전송가능한 데이터량을 읽어 내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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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해야 할 데이터·블록을 상기 연속전송가능 데이터량이하의 전송 데이터·블록에 분할하는 단계 및

분할한 전송 데이터·블록의 입출력제어를 하는 단계를 더욱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에 대한 입출력
제어방법.

청구항 10.

복수의 세그먼트에 분할가능한 일시기억회로,

외부기기로부터의 기입 요구의 식별정보에 따라서 상기 세그먼트를 선택하고, 외부기기로부터 입력한 데이터를 선택한 
세그먼트에 일시기억한 후, 기입 데이터로서 출력하는 일시기억회로제어수단 및

상기 기입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기입하는 기입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11.

복수의 세그먼트에 분할가능한 일시기억회로,

기록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내는 읽어 내기 수단, 및

외부기기로부터의 읽어 내기 요구의 식별정보에 따라서 상기 세그먼트를 선택하여, 기록매체로부터 읽어 낸 데이터를 
선택한 세그먼트에 일시기억한 후, 외부기기에 출력하는 일시기억회로제어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
생장치.

청구항 12.

복수의 세그먼트에 분할가능한 일시기억회로,

외부기기로부터의 설정정보에 따라서 상기 세그먼트별로 사이즈, 외부기기로부터의 데이터전송방법, 기록매체로의 기
입 데이터전송방법중 적어도 하나를 설정하는 세그먼트설정수단,

외부기기로부터의 기입 요구의 식별정보에 따라서 상기 세그먼트를 선택하여, 상기 설정한 전송방법에 따라서, 외부기
기로부터 입력한 데이터를 선택한 세그먼트에 일시기억한 후, 기입 데이터로서 출력하는 일시기억회로제어수단, 및

상기 기입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기입하는 기입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13.

복수의 세그먼트에 분할가능한 일시기억회로,

기록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내는 읽어 내기 수단,

외부기기로부터의 설정정보에 따라서 상기 세그먼트별로, 사이즈, 기록매체로부터의 읽어 내기 데이터전송방법, 외부기
기로의 데이터전송방법중 적어도 하나를 설정하는 세그먼트설정수단, 및

외부기기로부터의 읽어내기요구의 식별정보에 따라서 상기 세그먼트를 선택하여, 상기 설정한 전송방법에 따라서, 기록
매체로부터 읽어 낸 데이터를 선택한 세크먼트에 일시기억한 후, 외부기기에 출력하는 일시기억회로제어수단을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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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에 있어서, 세그먼트설정수단이 외부기기로부터의 설정정보에 따라서, 세그먼트별로 외부기기와의 데이터전송
의 전송개시/정지조건, 또는 기록매체로부터의 읽어내기데이터전송개시/정지조건의 적어도 한쪽을 설정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세그먼트설정수단이 외부기기로부터의 설정정보에 따라서, 세그먼트별로 외부기기와의 데이터전송
의 전송개시/정지조건, 또는 기록매체로의 기입 데이터전송개시/정지조건의 적어도 한쪽을 설정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세그먼트설정수단이 외부기기로부터의 설정정보에 따라서, 세그먼트별로 기록매체로부터의 읽어내
기데이터전송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17.

제 13 항에 있어서, 세그먼트설정수단이 외부기기로부터의 설정정보에 따라서, 세그먼트별로 기록매체로의 기입 데이
터전송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18.

제 12 항에 있어서, 세그먼트설정수단이 외부기기로부터의 데이터전송속도정보에 따라서, 세그먼트별로 사이즈, 외부
기기로부터의 데이터전송방법, 기록매체로의 데이터전송방법중 적어도 하나를 설정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19.

제 13 항에 있어서, 세그먼트설정수단이 외부기기로부터의 데이터전송속도정보에 따라서, 세그먼트별로 사이즈, 기록
매체로부터의 데이터전송방법, 외부기기로의 데이터전송방법중 적어도 하나를 설정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0.

제 12 항에 있어서, 세그먼트설정수단이 외부기기로부터의 설정정보에 따라서, 세그먼트별로 외부기기로부터의 데이터
전송단위인 억세스단위를 설정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1.

제 13 항에 있어서, 세그먼트설정수단이 외부기기로부터의 설정정보에 따라서, 세그먼트별로 외부기기로의 데이터전송
단위인 억세스단위를 설정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2.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가능한 일시기억회로,

외부기기로부터의 설정정보에 따라서, 세그먼트별로 외부기기와의 데이터전송단위인 억세스단위를 설정하는 억세스단
위설정수단,

외부기기로부터의 기입 요구 또는 읽어내기요구의 식별정보에 따라서 상기 세그먼트를 선택하여, 선택한 세그먼트에 대
하여 상기 억세스단위로 외부기기로부터 랜덤에 기입 또는 읽어내기를 행하는 일시기억회로제어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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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한 세그먼트의 데이터의 기입 또는 선택한 세그먼트로의 데이터의 읽어내기를 실행하는 기입/읽어 내기 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3.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가능한 일시기억회로,

외부기기로부터의 설정정보에 따라서, 상기 세그먼트별로 기록매체의 기록재생영역을 설정하는 기록재생영역설정수단,

외부기기로부터의 기입 요구 또는 읽어내기요구의 식별정보에 따라서 상기 세그먼트를 선택하여, 외부기기로부터 입력
한 기입 데이터도 선택한 세그먼트로의 일시기억 또는 선택한 세그먼트의 일시기억 데이터의 외부기기로의 출력을 하
는 일시기억회로 제어수단, 및

상기 설정한 기록재생영역에 대하여, 상기 선택한 세그먼트의 데이터의 기입 또는 선택한 세그먼트로의 데이터 읽어내
기를 실행하는 기입/읽어내기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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