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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기록/재생 장치는 미리결정된 전송 속도로 연속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 장치를 포함한다. 임의의 탐색 수

행 및 기록 모드를 가진 기록 장치는 기록 단위로 기록 매체상에 연속 데이터를 기록하며, 제 1 설정 장치는 공급된 연속 데

이터의 전송 속도 또는 기록 장치의 탐색 수행 또는 기록 모드에 따라 기록 단위의 크기를 설정한다. 기록 장치는 기록 모

드에 따라 전송 속도를 지정하기 위한 지정 장치를 포함한다. 장치는 또한 전송 속도 또는 탐색 수행 또는 기록 단위 크기

에 따라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의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하여 허용된 재시도 과정의 횟수를 설정하기 위한 제 2 설정 장치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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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재생 장치, 기록/재생 방법, 프레젠테이션 매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호스트 컴퓨터의 통상적인 구조를 도시하는 블록 도.

도 2는 HDD로부터 호스트 컴퓨터로 AV 데이터의 전송 상태를 도시하는 도.

도 3은 HDD에서 기록 영역의 데이터 관리 포맷의 종래 구조를 도시하는 도.

도 4는 기록 모드에 따라 변화하는 크기를 갖는 AV 데이터의 클러스터 설계를 도시한 도.

도 5는 전송될 채널 수 및 파라미터로서 취해진 허용된 재시도(retry) 수를 갖는 전송된 데이터의 클러스터 크기 사이의 관

례를 도시하는 도.

도 6은 채널 수 및 파라미터로서 취해진 허용된 재시도 수를 가지는 버퍼의 요구된 크기 사이 관계를 도시하는 도.

도 7은 호스트 컴퓨터가 활성화될 때 시스템 관리 영역으로부터 재생 데이터로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8은 AV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하여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수행된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9는 AV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하여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수행된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10은 관련 기술 기록/재생 장치의 통상적인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3 : 메모리 제어기 34 : 뱅크A/뱅크B

35 : MPEG 인코더 36 : MPEG 디코더

40 : 내장형 램 41 : 램/결함 리스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록/재생 장치, 기록/재생 방법 및 프리젠테이션 매체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재시도 수를 변경함으로

써 높은 효율성을 가지는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할 수 있는 기록/재생 장치에 관한 것이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이후 HDD라 함)에 의해 기록 또는 재생된 데이터는 호스트 컴퓨터상에서 운용하는 동작 시스템(이

후 OS라 함)의 필로(filo) 관리 함수에 의해 제어된다. 예를들어, HDD는 데이터가 기록되는 위치 또는 자유 영역을 인식하

지 못하므로, 기록 동작에서 데이터는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기록된다. 다른 한편, 재생 동작에서 디스크상

에 기록된 데이터는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지정된 위치로부터 판독된다.

MS-DOS 및 UNIX의 경우, 디스크의 기록 영역은 초기화동안 고정된 크기의 512 또는 1,024 바이트를 가지는 데이터 블

록 또는 섹터로 분할된다. 데이터는 데이터 블록 단위로 기록된다. 이런 방법은 고정 크기 분할 방법이라 불린다.

등록특허 10-0644734

- 2 -



고정 크기 분할 방법의 경우, 디스크가 초기화될 때, 섹터 ID라 불리는 섹터 지정 수는 섹터의 처음에 기록된다. 섹터 ID는

디스크상 물리적 위치를 나타낸다. 통상적으로, 섹터 ID는 8 비트 섹터 수, 16 비트 트랙 수, 8 비트 표면 수 및 이후 CRC

(Cyclic Redundancy Check)라 불리는 16 비트 에러 검사 코드를 포함한다.

호스트 컴퓨터는 일련의 논리적 블록 어드레스(LBA)로서 섹터 ID를 제어한다.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동작에서, 호스트

컴퓨터는 데이터가 기록되는 디스크상 물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LBA를 지정한다.

도 10은 관련 기술 HDD의 통상적인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MS-DOS가 이런 통상적인 구조로서 사용된

다고 가정한다. HDD(1)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이후 MPU라 불림, 마이크로 처리 유닛)(11)은 HDD(1)의 모든 함수

를 제어한다. 서보 회로(12)는 비디오 코일 모터(이후 VCM이라 불림)를 제어하기 위한 구동 신호를 생성한다. VCM(13)

은 디스크(18)상 미리결정된 트랙 위치에 자기 헤드(도시되지 않음)를 이동시킨다. 버퍼(16)는 외부 목적지에 공급될 데이

터 및 외부 소스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판독/기록 채널 처리 유닛(17)는 디스크(18)에 기록될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처리 및 디스크(18)로부터 판독될 신호를 재생하기 위한 처리를 수행한다. MPU(11)에 의해 제어되

어, 하드 디스크 제어기(이후 HDC라 불림)(15)는 버퍼(16)에 데이터를 기록 및 판독하기 위한 동작을 제어하고 R/W 채널

처리 유닛(17)로 데이터를 교환한다. MPU(11), 서보 유닛(12), HDC(15) 및 R/W 채널 처리 유닛(17)는 MPU 버스(14)에

의해 서로 연결된다.

ECC(Error Correction Code)는 디스크(18)에 기록될 데이터에 부가된다. 섹터로부터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동작시에

상기 섹터에서 ECC 에러가 검출될 때, MPU(11)는 섹터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동작을 반복하는 명령을 내린다.

이런 반복 동작은 재시도라 불린다. 본래의 HDD에서, 다수의 재시도가 내부적으로 허용 및 수행된다.

데이터가 섹터로부터 올바르게 판독되지 않는 경우, 비록 다수의 허용된 재시도가 수행될지라도, MPU(11)는 결함 섹터로

서 섹터를 처리한다. 데이터를 결함 섹터에 기록하기 위한 동작 후에, 데이터는 다른 영역의 섹터에 기록된다. 이것은 다른

섹터 처리라 불린다.

HDD(1)는 SCSI(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버스 또는 IDE(Intelligent Drive Electronics) 버스 같은 버스에 의

해 호스트 컴퓨터(2)에 접속된다.

호스트 컴퓨터(2)에서, MS-DOS는 OS(21)로서 사용된다. 디스크 드라이버(22)는 디스크(18)가 블록 장치로서 액세스되

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논리적 포맷 프로그램(23)은 디스크(18)의 초기화동안 섹터 ID 및 파일 관리 테이블 같은 필요한

초기화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장치 구동기(22) 및 논리적 포맷 프로그램(23)에 연결되어, BIOS(Basic

Input Output System)(24)는 HDD(1)에 데이터를 입력 및 출력하기 위하여 I/O(입력/출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BIOS(24)

는 하드웨어에 따른 루틴 프로그램 수집부로서 고려된다.

AV(오디오/비디오) 데이터 같은 고속 데이터가 논리적 블록 단위로 HDD(1)상에 기록되거나 편집될 때, 연속적인 데이터

는 데이터의 작은 조각으로 디스크상에 분포된다. 데이터의 분포는 분해(fragmentation)로서 알려져 있다. 분해된 데이터

가 디스크로부터 판독될 때, 판독 동작은 타켓 위치를 판독하기 위하여 헤드 탐색 및 디스크 회전으로 인해 대기 상태로 진

입하여, 출력 데이터의 연속성을 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이터는 논리적 블록 단위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블록 단위를 각각 포함하는 클러

스터 단위로 기록된다. 통상적으로, 클러스터 단위의 크기는 1,024 섹터이다. 클러스터 단위의 크기는 비록 디스크상에 기

록된 데이터가 클러스터 단위로 분해된다 할지라도 재생 동작시 출력 데이터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값으로 설정된다.

클러스터의 크기는 데이터를 기록 및 판독하기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 형태에 대해 균일하게 만들어진다. 통

상적으로, 클러스터의 크기는 참조로서 취해진 텍스트 데이터 같은 규칙적인 데이터가 얻어진 극히 작은 값으로 설정된다.

만약 클러스터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디스크상에 기록된 데이터는 상기된 바와 같이 분해될 수 있다. 만약 작은양의 데이

터가 큰 클러스터 단위로 기록되면, 과도하게 큰 기록 영역이 낭비될 것이다.

클러스터의 크기는 또한 기준 데이터 전송 속도 또는 가정된 전송 채널 카운트와의 간단한 비율 관계로부터 결정될 수 있

다. 그러나, 이런 경우, 클러스터 크기는 최적화되지 않는다. 게다가, 데이터 형태 및 전송 채널 수는 데이터 기록 또는 재생

동작시 에러가 검출된 경우 수행될 수 있는 재시도 수의 상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AV 데이터같은 엄격한

연속성 요구를 가지는 데이터는 전송 속도를 보장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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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데이터 연속성을 잃지 않고 높은 효율로 데이터가 기록 및/또는 재생될 수 있도록, 데이터가 기록 및/또

는 판독되는 각각의 단위 크기에 따라 재시도 동작 수가 결정되는 기록/재생 장치 및 기록/재생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 1 측면에 따라, 기록/재생 장치, 기록/재생 방법 및 프리젠테이션 매체가 제공

된다. 상기 장치는 미리결정된 전송 속도로 연속적인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 장치, 기록 단위로 기록 매체상에 연속

적인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임의의 탐색 성능 및 기록 모드를 가지는 기록 장치, 및 공급된 연속 데이터의 전송 속도에

따라 기록 단위의 크기를 설정하기 위한 제 1 설정 장치를 포함한다. 제 1 설정 장치는 기록 장치의 탐색 성능에 따라 기록

단위의 크기를 설정한다. 기록 장치는 기록 모드에 따라 전송 속도를 설계하기 위한 설계 장치를 포함한다. 제 1 설정 장치

는 기록 모드에 따라 기록 단위 크기를 설정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한다. 상기 장치는 전송 속도에 따라 허용된 재시도 수를

설정하기 위한 제 2 설정 장치를 더 포함한다. 상기 장치는 탐색 성능에 따라 허용된 재시도 수를 설정하기 위한 제 2 설정

장치를 더 포함한다. 상기 장치는 기록 단위 크기에 따라 허용된 재시도 수를 설정하기 위한 제 2 설정 장치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위하여, 다음 설명 및 첨부 도면을 참조한다.

다음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호스트 컴퓨터(1)의 통상적인

구조를 도시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기록 또는 재생 데이터는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시스템에 일치

하는 AV 데이터이다.

호스트 컴퓨터(2)에 사용된 MPU(31)는 모든 동작을 제어 및 조절하고 사용자 데이터의 파일 관리를 수행한다. MPU(31)

는 파일 관리중 필요한 정보뿐 아니라 새롭게 발견된 결함 기록 영역을 도시하는 테이블 같이 일시적으로 사용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내장 RAM(Random Access Memory)(40)을 포함한다. 다른 한편, 호스트 RAM(32)은 결함 처리시 사용된

결함 리스트(41)를 포함하는 파일 관리 테이블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메모리 제어기(33)는 동시 기록 및 재생 동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MPEG 인코더(35)로부터 AV 데이터를 입력하고 MPEG

인코더(36)에 AV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동작을 제어한다. 메모리 제어기(33)는 버퍼(34)로부터 데이터를 입력 및 출력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동작을 제어하기 위하여 데이터 버스(37)에 의해 ATA(AT 장치) I/F(38)에 접속된다.

두 개의 뱅크(A 및 B)를 포함하는 버퍼(34)는 호스트 컴퓨터(2)에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입력 및 출력하기 위하여 사용된

다. 예를들어, 뱅크(A)로부터 판독된 데이터는 HDD(1)에 공급되고, 동시에 MPEG 인코더(35)에 의해 공급된 데이터는 뱅

크(B)에 저장된다. 이들 두 개의 동시 동작이 완료될 때, HDD(1)는 뱅크(A)로부터 뱅크(B)로 스위칭된다. 결과적으로

MPEG 인코더(35)는 뱅크(B)로부터 뱅크(A)로 스위칭된다. 따라서, 뱅크(B)로부터 판독된 데이터는 HDD(1)에 공급되고,

동시에, MPEG 인코더(35)에 의해 공급된 데이터는 뱅크(A)에 저장된다.

MPEG 인코더(35)는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텔레비젼 수신기 같은 외부 호스로부터 AV 신호를 수신하고, MPEG 포맷에

따라 각각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를 인코딩하고, 그것들을 메모리 제어기(33)에 공급하기 전에 신호를 멀티플렉싱한다.

MPEG 디코더(36)에서,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는 각각 디코딩되기 전에 디멀티플렉서(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서

로 분리된다. MPU(31), 호스트 RAM(32), 메모리 제어기(33) 및 ATA I/F(30)는 데이터 버스(37)에 연결된다.

ATA I/F(38)는 데이터 버스(37)를 통하여 HDD(1)와 호스트 컴퓨터(2) 사이 인터페이스로서 사용한다. HDD(1)의 기능은

도 10을 참조하여 상기된 바와 같다.

다음, 호스트 컴퓨터(2)의 기본 동작이 설명된다. 텔레비젼 수신기 같은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외부 호스트로부터 수신된

AV 신호는 MPEG 인코더(35)에 공급된다. MPEG 인코더(35)는 MPEG 시스템에 따라 각각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를 인코

딩하고, 메모리 제어기(33)에 그것들을 공급하기 전에 통합된 멀티플렉서(도시되지 않음)를 사용함으로써 신호를 멀티플

렉싱한다. 메모리 제어기(33)는 일시적으로 저장될 AV 데이터를 버퍼(34)에 출력한다. MPU(31)는 고정된 단위로 버퍼

(34)로부터 다시 AV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하여 메모리 제어기(33)를 제어하고, 그곳에 기록될 HDD(1)에 데이터를 출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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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재생 동작에서 MPU(31)는 HDD(1)로부터 미리결정된 양의 AV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하여 메모리 제어기(33)

에 명령을 제공하고 AV 데이터를 버퍼(34)에 저장한다. 명령을 수신할 때, 메모리 제어기(33)는 HDD(1)로부터 미리결정

된 양의 AV 데이터를 판독하고 AV 데이터를 버퍼(34)에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메모리 제어기(33)에 의해 판독된 AV 데

이터는 MPEG 디코더(36)에 공급된다. MPEG 디코더(36)는 버퍼(34)로부터 수신된 AV 데이터를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

오 데이터로 분리하고,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각각 디코딩하고 그것들을 AV 신호로서 출력한다.

도 2는 HDD(1)로부터 호스트 컴퓨터(2)로 MPEG에 따라 인코딩된 2 채널의 AV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섹터에 전송

된 데이터의 양 및 동작 기간 사이의 관계를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AV 데이터는 8 Mbps의 전송 속도로 전송된다. 화

상(N) 수가 15이고 I 및 P 화상 상황 주파수가 3인 경우, GOP(Group of Pictures)의 크기는 512 KB(1,024 섹터)이다. 클

러스터 크기가 256 KB(512 섹터)라 가정하면, GOP는 두 개의 클러스터를 포함한다.

원하는 위치 및 트랙 점프로 디스크를 회전시키도록 기다리는 시간 동안, 채널(1) 데이터는 자기 헤드에 의해 탐색 동작을

완료한 후 제 1 클러스터로부터 판독되는데, 이것은 50 ms 시간 주기 내에 행해진다. 다음 50 ms 시간 주기 동안, 채널(1)

데이터는 호스트 컴퓨터(2)로 전송된다. 제 3 및 제 4의 50 ms 시간 주기 동안, 채널(2) 데이터는 제 1 클러스터로부터 판

독되고 호스트 컴퓨터(2)로 전송되어, 채널(1)의 데이터를 판독 및 전송하기 위한 동작은 일시적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제

5의 50 ms 주기의 시간 처음에, 채널(1)의 데이터를 판독 및 전송하기 위한 동작은 제 2 클러스터로부터 다시 시작되고,

제 6의 50ms 시간 주기의 끝에서, 제 1 및 제 2 클러스터(=2×512 섹터)로부터 채널 1의 데이터를 판독 및 전송하기 위한

동작은 종료된다. 이와 같이, 제 5 및 제 6의 50 ms 시간 주기 동안, 채널(2)의 데이터를 판독 및 전송하기 위한 동작은 일

시적으로 유지된다. 유사하게, 제 7의 50 ms 시간 주기의 시작에서, 채널(2)의 데이터를 판독 및 전송하기 위한 동작은 제

2 클러스터로부터 다시 시작되고, 제 8의 50 ms 시간 주기의 종료시, 제 1 및 제 2 클러스터(2×512 섹터)로부터 채널(2)

의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동작은 종료된다.

데이터 전송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은 만족되어야 한다.

(HDD 내부 전송 속도) × (전송 허용 시간) ≥ (요구된 전송 데이터 양)… (1)

하나의 GOP를 전송하기 위하여 요구된 총 전송수(m)는 m=GOP/클러스터 크기이다. 도 2에 도시된 실시예의 경우,

m=1,024 섹터/512 섹터 = 2이다. 즉, 512 크기의 섹터를 가지는 2개의 클러스터에 기록된 하나의 GOP(=1,024 섹터)의

AV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2배의 전송기가 요구된다.

상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실제 파라미터 측면으로 표현된다:

(e×RDRV) × (TGOP/(n×m) - (TSEEK + TREV)) ≥ RMPEG × TGOP/m … (2)

여기서, n은 기록 또는 재생 채널의 수이고,

e는 포맷 효율성이고,

TGOP는 GOP 시간(초)이고,

RMPEG는 MPEG 전송 속도(Mbps)이고,

TSEEK는 최대 탐색 속도(초)이고,

TREV는 디스크 회전 시간(초)이고,

RDRV는 HDD에서 내부 전송 속도이다(Mbps)이다.

상기 방정식에서, 가장 나쁜 분해 상태가 고려된다. 가장 나쁜 분해 상태에서, 헤드 탐색 시간 및 디스크 회전 시간을 포함

하는 대기 시간은 데이터가 기록되는 클러스터로 액세스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포함한다. 공식은 만일 데이터를 판독하는

동안 에러가 검출될 경우 재시도를 수행하는 시간 및 재시도 후 결함을 처리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GOP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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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Mbit) = RMPEG × TGOP

여기에서 GOP는 m클러스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클러스터(Mbit) = GOP(Mbit)/m = RMPEG × TGOP/m …(2a)

재배치 공식(2)에 의해, TGOP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TGOP ≥ (TSERK + TREV) × e × RDRV × n × m /(e × RDRV-n × RMPEG) …(2b)

공식(2b)는 공식(2)의 일반적인 대수 방법으로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부분은 생략하였다. 방정식(2a)의 TGOP를 공식(2b)

에 대입하면, 클러스터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클러스터(Mbit) ≥ RMPEG × (TSEEK + TREV) × e × RDRV × n / (e × RDRV-n × RMPEG)

= (TSEEK + TREV) / (e × RDRV-n × RMPEG)/(e × RDRV × n × RMPEG)

= (TSEEK + TREV) / {1 / (n × RMPEG)-1 / (e × RDRV)}

그러므로, 클러스터(Mbit) ≥ (TSEEK + TREV) / {1/ (n × RMPEG)-1 / (e × RDRV)}이고,

1 Mbit = 1,024 / 8 kbyte = 128 kbyte이기 때문에, 클러스터(kbyte) = 128 × 클러스터(Mbit)이므로,

클러스터(kbyte) ≥ 128 × (TSEEK + TREV) / {1 / (n × RMPEG)-1 / (e × RDRV)} … (3)

상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시간동안 필요로 하는 헤드 검색 시간 및 디스크 회전 시간을 포함하는 대기 시간은 데이터가 기

록되는 클러스터로 액세스가 이루어지는 각 시간을 포함한다. 헤드 검색 시간 및 디스크 회전 시간외에, 데이터 판독시 에

러가 검출될 경우의 재시도를 수행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클러스터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클러스터(kbyte)≥ 128 × (TSEEK + (1 + NRTRY) × TREV) / {1 / (n × RMPEG) - 1 / (e × RDRV)} … (4)

여기에서 NRTRY는 재시도의 수이다. 공식(4)에서, 클러스터의 크기는 재시도가 (1 + NTRTY) 시간에 의한 디스크 회전

시간(TREV)을 늘리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면 공식(3)과 동일한 방법으로 알 수 있다.

재시도 횟수의 상한(NRTRY)으로부터 클러스터의 크기를 도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시킬 수 있다:

클러스터(kbyte)≥ (3 + NRTRY) / {3 / (4 × n × RMPEG) -1 / RDRV} … (5)

상술한 단순 공식은 실제값인 3.5 인치 ATA HDD, 5,400RPM 디스크 회전 스피드, 0.02초 TSEEK값, 0.01초 TREV값

및 0.78 포맷 효율로부터 얻을수 있다.

역관계로서, 공식(4)를 이용하면, 허용 재수행(NRTRY)의 횟수는 다음과 같은 클러스터 크기로부터 도출된다:

NRTRY ≥ 클러스터 × {1 / (n × RMPEG) -1 / (e × RDRV)} / (128 × TREV) - TSEEK / TREV -1 … (6)

데이터 전송의 시작시, MPU(31)는 상기 공식을 사용하여 전송 요청시 지정된 채널의 개수로부터 허용 재시도의 횟수를

계산한다.

도 3은 HDD(1)에서 기록 영역의 데이터 관리 포맷의 전형적인 구조를 도시한다.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HDD(1)의 디스

크(18)의 전체 판독 영역은 연속적인 LBA, 즉 LBA0으로부터 LBAN까지의 값을 사용하여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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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A0에서 LBAM-1는 AV데이터를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반면, 나머지 LBAM에서 LBAN은 IT(Information

Technology) 데이터를 기록하는데 사용된다. IT 기록 영역은 오디오 데이터 영역, TOC(Table of Contens)영역 및 제 2

결함 리스트 영역을 포함한다. AV 데이터 기록 영역 및 오디오 데이터 영역은 사용자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는 영역을 포

함한다. 한편, TOC 영역 및 제 2 결함 리스트 영역은 시스템 관리 영역으로서 참조된다.

AV 데이터는 시스템의 기록 모드에 따라 클러스터 단위로 기록된다. 기록 비트 속도는 모드에 따라 다양하다. 기록용 편집

모드는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고, 기록 비트 속도는 전형적으로 8Mbps이다. 전형적으로 4 Mbps의 기록 비트 속도에서 상

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지닌 기록 비디오 데이터용 SP모드는 편집 모드보다 떨어진다. 전형적으로 2Mbps의 기록 비트 속

도를 가진 LP모드는 긴 주기에 걸쳐 기록 비디오 데이터용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특성은 높은편이 아니다. 클러스터는 다

수의 논리 블록의 집합이다. 클러스터는 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클러스터의 크기는 기록 모드에

따라 다양하며 주어진 공식 (4) 및 (5)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도 4는 사용자 데이터 및 시스템 관리 데이터가 기록되는 클러스터의 배치를 도시한다. 도에서, 사용자 데이터의 클러스터

의 크기는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일 수 있고 기록 모드에 따라 다양하며 공식 (4) 및 (5)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데이

터는 논리 블록 단위로 시스템 관리 영역으로 기록되는 것에 유의하라. AV 데이터의 파일 단위는 타이틀로서 참조된다.

도 5는 채널의 개수 및 파라미터로서 허용 재시도의 횟수를 가진 전송된 데이터의 클러스터 크기 사이의 관계를 도시한 도

이다. 또한, 이 도는 제로의 허용 재시도 카운트 및 기록 시도의 관계를 도시한다. 이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0의 허용 재수

행 계산용 클러스터의 크기는 1의 허용 재시도 계산용 클러스터의 크기보다 작게 만들 수 있고 또한 공식 (4) 또는 (5)로부

터 알 수 있다. 또한, 클러스터의 크기는 다수의 채널을 위해 증가하며 공식 (3), (4) 및 (5)로부터 알 수 있다.

도 6은 전송 채널의 개수 및 파라미터로서 허용 재시도의 횟수를 가진 버퍼(34)의 요구 크기 사이의 관계를 도시한 도이다.

또한, 이 도는 제로의 허용 재시도 카운트 및 기록 시도의 관계를 도시한다. 이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로의 허용 재시도

계산용 버퍼(34)의 크기는 1의 허용 재시도 계산용 클러스터의 크기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버퍼의 요구 크기는 채

널의 많은 개수에 대하여 증가한다.

다음으로 호스트 컴퓨터(2)가 도 7에 도시된 흐름도를 참조로 하여 동작할 때, 시스템 관리 영역으로부터의 재생 데이터에

관한 처리를 설명한다. 이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흐름도는 MPU(31)가 TOC 영역의 정보 및 시스템 관리 영역으로부터의

제 2 결함 리스트 영역을 기록하는 정지점(S1)에서 시작한다. HDD(1)의 TOC에 기록된 정보는 dTOC 정보로서 후에 참조

된다. 처리는 MPU(31)가 TOC 영역의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S2로 이동한다. TOC 영역의 정보는 단계S1에서 0TOC 정보

를 만드는 호스트 램(32)의 미리결정된 어드레스에서 로딩된다. 0TOC 정보는 호스트 램(32)으로 기록된 TOC정보이다.

이후, 처리는 MPU(31)가 제 2 결함 리스트 영역의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S3으로 이동하며, 결함 리스트 영역은 단계S1에

서 새로운 결함 테이블을 만드는 호스트 램(32)의 미리결정된 어드레스에서 로딩된다. 단계S3의 처리가 완료되면, 호스트

컴퓨터(2)는 다음 인스트럭션을 위한 대기 상태로 설정된다.

다음으로 도 8에 도시된 흐름도를 참조로 하여 AV 데이터를 기록하는 호스트 컴퓨터(2)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을 설명한

다.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흐름도는 MPU(31)가 도에 도시되지 않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닛으로부터 기록된 타이틀 및

AV 데이터의 기록 모드를 필요로 하는 단계S11로 이동한다. 이 후, MPU(31)가 단계S11에서 필요한 타이틀 및 기록 모드

로부터 공식(3)의 파라미터(RMPEG)로 대표되는 기록율 뿐 아니라 공식(3)의 파라미터(n)로 대표되는 기록 채널의 개수

를 필요로하는 단계S12로 이동한다. 이 후, 공식(3)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크기를 계산한다. MPU(31)는 또한 공식(3)으

로부터의 계산값을 포함하는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크기를 결정한다. 공식(3)에 사용된 다른 파라미터들,

즉, TSEEK, TREV, e 및 RDRV는 상기 HDD(1)에 고유한 알려진 값들임에 유의해야 한다.

이 후, MPU(31)가 호스트 램(32)에 저장된 0TOC 정보로부터 디스크의 자유 기록 영역에서 TOC 정보를 선택하는 단계

S13으로 이동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0TOC 정보는 도 7에 도시된 흐름도의 단계S2에서 HDD(1)에 저장된 dTOC정보로

부터 만들어 진다.

이 후, MPU(31)가 단계S13에서 선택된 블랭크 영역에서 새로운 결함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단계S14로

이동한다. 판단의 형성은 도 7에 도시된 흐름도의 단계S3에서 생성되고 호스트 램(32)에 저장된 새로운 결함 테이블에 기

초한다. 만일 판단의 결과가 새로운 결함이 존재한다고 지시하면, 단계S15로 이동한다. 단계S15에서, MPU(31)는 새로운

결함을 포함하는 클러스터의 어드레스를 확인하고 블랭크 영역으로부터 클러스터를 제외시킨다. 만일 판단의 결과가 새로

운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시하면, 단계S16으로 직접 이동하며, 단계S15를 건너뛴다. 단계S16에서, MPU(31)는 내

등록특허 10-0644734

- 7 -



장형 램(40)의 미리결정된 어드레스에서 블랭크 영역을 위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iWTOC 정보를 생성한다. 즉, 내장형 램

(40)의 TOC 정보는 iTOC 정보로서 사용되며, 기록시 iTOC 정보는 iWTOC 정보로서 사용되고, 재생시 iTOC 정보는

iRTOC 정보로서 사용된다.

이 후, MPU(31)가 단계S11에서 필요한 타이틀 및 기록 모드로부터 공식 (6)의 파라미터 RMPEG로 대표되는 기록율뿐 아

니라 공식(6)의 파라미터 n으로 대표되는 기록 채널의 개수를 필요로하고 이 후, 단계S12에서 계산된 공식(6)의 클러스터

크기를 필요로 하는 단계S17로 이동한다. MPU(31)는 공식(6)을 사용하여 허용 재시도의 횟수(NRTRY)를 계산한다.

MPU(31)는 또한 공식(6)으로부터 계산된 값들을 포함하는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여 NRTRY를 결정할 수 있다. 공식(6)에

사용된 다른 파라미터들, 즉, TSEEK, TREV, e 및 RDRV는 상기 HDD(1)에 고유한 알려진 값들임에 유의해야 한다. MPU

(31)는 HDD(1)가 NRTRY의 값을 초과하는 다수의 시간에 재시도를 수행하지 않도록 NRTRY의 값을 HDD(1)에 알려준

다.

본 발명에 따른 HDD에서, 허용 재시도 횟수의 상한값은 명령으로서 호스트 컴퓨터(2)로부터 수신된다. 전형적으로, ATA

시스템에서, 이 명령은 특정 명령으로서 새롭게 정의된다. 호스트 컴퓨터(2)는 허용 재시도의 상한을 지정한 재시도 한정

명령을 HDD(1)에 내린다. 에러의 경우, 디스크로부터 판독하거나 디스크에 기록하는 동작시 수행되는 재시도 횟수가 상

한에 도달할 때, HDD(1)는 섹터에서 발생된 에러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호스트 컴퓨터(2)로 전송한다. 동시에, HDD(1)는

호스트 컴퓨터(2)를 인터럽트하는 에러 상태를 설정한다. 이 인터럽트로부터, 호스트 컴퓨터는 결함 어드레스를 알려준다.

이 후, MPU(31)가 다수의 시간(N)을 발견하면, 기록 명령이 내려지는 단계S18로 이동한다. N값은 기록된 타이틀의 기록

모드에 따라 변경된다. 기록 모드는 한 개의 명령으로 기록되는 바이트가 얼마인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기록 모드로서

설정된 편집의 경우, N 값은 데이터의 크기가 각각의 기록 명령에 기록된 데이터의 양보다 두배 많기 때문에 3이다. 이 후,

MPU(31)가 기록 명령 카운터에서 단계S18의 카운트값 N을 설정하는 단계S19로 이동한다.

이 후, MPU(31)가 HBA(Host Block Address)를 LBA로 전환시키는 단계S20으로 이동한다. HBA는 호스트 컴퓨터(2)의

AV 데이터 기록 영역을 제어하기 위한 어드레스이다. 이 후, MPU(31)가 데이터 버스(37) 및 ATA I/F(38)을 통하여 HDD

(1)로 기록 명령을 내리는 단계S21로 이동한다. 기록 명령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닛으로부터 단계S11에서 필요한 타이

틀을 기록하기 위하여 HDD(1)를 요청한다. 기록 명령은 내장형 램(40)에 저장된 iWTOC 정보를 기초로 명령을 내린다.

더욱이, 데이터가 기록되는 클러스터는 iWTOC 정보의 일부분가 존재하는 블랭크 영역의 TOC 정보로부터 기록 위치로서

선택된다.

이 후, 기록 명령 카운터의 계산값이 0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MPU(31)가 판단하는 단계S22로 이동한다. 만일 단

계S22에서 형성된 판단의 결과가 기록 명령 카운터의 계산값이 0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시하면, MPU(31)가 1에 의해

단계S19에서 설정된 기록 명령 카운터의 값을 감소시키는 단계S23으로 이동한다. 이 후, MPU(31)가 HDD(1)에 다른 기

록 명령을 내리는 단계S21로 돌아간다.

만일 단계S22에서 형성된 판단의 결과가 기록 명령 카운터의 계산값이 0에 일치하거나 기록 명령이 (N+1)번 명령을 내렸

다고 지시하면, 단계S24로 이동할 것이다. 단계S24에서, MPU(31)는 단계S11에서 필요한 타이틀을 완료하는 기록 동작

여부에 따라 판단을 형성한다. 만일 MPU(31)가 기록 동작을 판단하면, 타이틀은 완료되지 않고, N값이 다음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명령 카운터에서 설정되는 단계S(19)로 되돌아 간다. 이 후, 단계S(20)에서(S24)로의 절차

는 반복된다. 단계S24에서 형성된 판단의 결과가 타이틀을 기록하는 동작이 완료됨을 지시하면, 호스트 컴퓨터(2)는 대기

상태로 설정된다.

다음으로, 도 9를 참조로 하여 AV 데이터를 재생하는 호스트 컴퓨터(2)에 의해 수행된 동작을 설명한다.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흐름도는 MPU(31)가 도에 도시되지 않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재생되는 AV 데이터의 타이틀을 필요로하는 단

계S(31)에서 시작한다. 이 후, MPU(31)가 호스트 램(32)에 저장된 0TOC 정보로부터의 타이틀에 따라 TOC 영역의 정보

를 선택하는 단계S32로 이동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0TOC정보는 도 7에 도시된 흐름도의 단계S2에서 HDD(1)에 기록된

dTOC 정보로부터 생성된다. 이 후, MPU(31)가 iRTOC 정보를 생성하는 MPU(31)의 내장형 램(40)의 미리결정된 어드레

스에서 단계S32에 선택된 0TOC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S(33)으로 이동한다.

이 후, MPU(31)가 공식(6)의 파라미터 n으로 대표되는 재생 채널의 개수, 공식(6)의 파라미터 RMPEG로 대표되는 재생율

및 데이터가 기록되는 클러스터의 크기(즉, 재생된 타이틀의 기록 모드로부터의 공식(6)의 파라미터 클러스터)를 필요로

하는 단계S34로 이동한다. 이 후, MPU(31)는 NRTRY, 허용 재시도의 횟수를 공식(6)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HDD(1)로 재

시도 제한 명령을 보낸다. 공식(6)에 사용된 다른 파라미터들, 즉, TSEEK, TREV, e 및 RDRV는 상기 HDD(1)에 고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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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값들임에 유의해야 한다. 이 후, MPU(31)가 재생된 타이틀의 기록 모드(또는 클러스터의 크기)에 의존하여 재생

명령을 내리는 횟수(N)를 인식하는 단계S35로 이동한다. 이 후, MPU(31)가 재생 명령 카운터의 단계S35에서 카운터 N값

을 설정하는 단계S36으로 이동한다.

다음으로, MPU(31)가 호스트 컴퓨터(2)의 AV 데이터 기록 영역을 제어하는 HBA(호스트 블록 어드레스)를 LBA로 전환

하는 단계S37로 이동한다. 이 후, MPU(31)이 데이터 버스(37) 및 ATA I/F (38)을 통하여 HDD(1)로 재생 명령을 보내는

단계S38로 이동한다. 재생 명령은 HDD(1)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닛으로부터 단계S31에서 요구하는 타이틀을 재생을

요청한다.

다음으로, MPU(31)가 ATA I/F(38)을 통하여 HDD(1)에 의해 공급된 재생 AV 데이터에서 에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S39로 이동한다. 만일 판단의 결과가 재생 AV데이터에서 에러가 존재함을 지시하면, MPU(31)가 내장형 램

(40)에 저장된 새로운 결함 테이블에서 결함 클러스터의 HBA를 분류함으로써 새로운 결함 기록 영역으로서 단계S39에서

검출된 에러를 가진 재생 AV 데이터를 포함하는 클러스터를 설정하는 단계S40으로 이동한다.

다음으로, 단계S39에서 형성된 판단의 결과가 재생 AV 데이터에 에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시하면, 단계S41로 직접 이

동하며 단계S40은 스킵한다. 단계S41에서, MPU(31)는 단계S36에서 설정된 재생 명령 카운터의 계산값이 0에 일치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을 결정한다. 만일 단계S41에서 형성된 판단의 결과가 재생 명령 카운터의 계산값이 0에 일치하지

않으면, MPU(31)가 1에 의해 기록 명령 카운터의 계산값을 감소시키는 단계S42로 이동한다. 이 후, MPU(31)가 HDD (1)

로 다른 재생 명령을 보내는 단계S38로 이동한다.

만일 단계S41에서 형성된 판단의 결과가 재생 명령 카운터의 계산값이 0에 일치한다고 지시하면, 즉, 만일 재생 명령의 개

수가 (N+1)에 다다르면, 단계S43으로 이동한다. 단계S43에서, MPU(31)는 단계S31에 필요한 타이틀을 재생하는 동작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만일 MPU(31)가 타이틀 WOTOOD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다음 클러스터로 데이터

를 기록하기 위한 재생 명령 카운터에서 N값이 설정되는 단계S36으로 이동한다. 이 후, 단계S37에서 단계S43의 절차는

반복된다. 단계S43에서 형성된 판단의 결과가 타이틀을 기록하는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지시하면, 호스트 컴퓨터(2)는 대

기 상태로 설정된다.

재시도 동작에 대한 제한은 도 8에 도시된 흐름도의 단계S17에서 이루어지고 도 9의 흐름도의 단계S34는 재시도 횟수 대

신 시간에 기초한다.

또한, 데이터는 재시도 횟수의 제한이 없는 HDD(1)로 액세스함으로써 LBA 유닛의 시스템 관리 영역을 포함하는 IT 기록

영역으로부터 판독하고 기록할 수 있다. 결함 처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HDD(1)에서 수행되는 결함 처리이다. 이 처리는 일

반적인 HDD에 의해 보장되는 에러율에서 액세스될 수 있다.

상술한 처리과정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프리젠테이션하는 프리젠테이션 미디어는 자기 디스크 및 CD-ROM 또는

인터넷 및 디지털 위성과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송 미디어와 같은 정보 기록 매체일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록/재생 장치, 기록/재생 방법 및 본 발명의 프리젠테이션 미디어에 따라, 실패시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동작을 유발시키는 기록 매체의 데이터 기록 영역의 결함은 실패시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으로 데이터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동작의 횟수를 계산함으로써 결정된다. 그리고, 결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사용되는 횟수의 상한은 기록 매체상에부터 또는 매체상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동작의 단위 크기에 따라 조절

된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는 데이터의 연속성을 잃지 않고 기록 및 재생할 수 있다.

또한, 기록/재생 장치, 기록/재생 방법 및 본 발명의 프리젠테이션 미디어에 따라, 실패시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으로 데

이터를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동작을 유발시키는 기록 매체의 데이터 기록 영역의 결함은 실패시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

으로 데이터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동작의 횟수를 계산함으로써 결정되고, 결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사용되는 횟수의

상한은 기록 매체상에부터 또는 매체상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동작하는 전송 채널 개수 및 전송 속도에 따라 조

절된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는 데이터의 연속성을 잃지 않고 기록 및 재생할 수 있다.

여기에 설명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당업자는 변경 및 수정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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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기록/재생 장치 및 기록/재생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재시도 동작 수는 데이터가 데이터 연속성 손실없이 높

은 효율로 기록 및/또는 재생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록 매체상에 연속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미리결정된 전송 속도로 하나 이상의 채널들의 상기 연속 데이터를 공급하는 공급 수단;

미리결정된 탐색 시간 및 기록 모드들을 가지며 제어 가능한 크기의 기록 단위로 상기 기록 매체상에 상기 연속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수단;

상기 공급된 연속 데이터의 상기 전송 속도에 따라 상기 기록 단위의 크기를 설정하는 제 1 설정 수단; 및

적어도 연속 데이터 타입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채널들로부터, 상기 기록 모드들 동안 검출된 에러의 경우에 수행되는 상기

기록 매체상에 상기 연속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허용가능한 재시도 횟수에 대한 상한을 계산하는 계산 수단을 포함하는,

연속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설정 수단은 상기 기록 수단의 상기 탐색 시간에 따라 상기 기록 단위의 크기를 설정하는, 연

속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 수단은 기록 모드에 따라 상기 전송 속도를 지정하는 지정 수단을 포함하는, 연속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설정 수단은 상기 기록 모드에 따라 상기 기록 단위 크기를 설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연속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계산 수단은 상기 전송 속도에 따라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의 데이터를 재생하도록 상기 허용가능

한 재시도 횟수의 상한을 계산하는, 연속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계산 수단은 상기 탐색 시간에 따라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의 데이터를 재생하도록 상기 허용가능

한 재시도 횟수의 상한을 계산하는, 연속 데이터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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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계산 수단은 상기 기록 단위 크기에 따라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의 데이터를 재생하도록 상기 허용

가능한 재시도 횟수의 상한을 계산하는,연속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8.

기록 매체상에 연속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미리결정된 전송 속도로 하나 이상의 채널들의 상기 연속 데이터를 공급하는 단계;

미리결정된 탐색 시간 및 기록 모드들을 갖는 기록 수단을 사용하여, 제어 가능한 크기의 기록 단위로 상기 기록 매체상에

상기 연속 데이터를 기록하는 단계;

상기 공급된 연속 데이터의 상기 전송 속도에 따라 상기 기록 단위의 크기를 설정하는 단계;

적어도 연속 데이터 타입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채널들로부터, 상기 기록 모드들 동안 검출된 에러의 경우에 수행되는 상기

기록 매체상에 상기 연속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허용가능한 재시도 횟수에 대한 상한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연속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단계는 상기 기록 수단의 상기 탐색 시간에 따라 상기 기록 단위의 크기를 설정하는, 연속 데

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모드에 따라 상기 전송 속도를 지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연속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모드에 따라 상기 기록 단위 크기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연속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속도에 따라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의 데이터를 재생하도록 상기 허용가능한 재시도 횟수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연속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탐색 시간에 따라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의 데이터를 재생하도록 상기 허용가능한 재시도 횟수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연속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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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단위 크기에 따라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의 데이터를 재생하도록 상기 허용가능한 재시도 횟

수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연속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15.

기록 매체상에 연속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채널들의 상기 연속 데이터를 공급하는 공급 수단;

기록 단위의 크기를 설정하는 제 1 설정 수단;

상기 기록 단위 크기에 따라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의 데이터를 재생하도록 허용가능한 재시도 횟수를 설정하는 제 2 설정

수단;

미리결정된 탐색 시간 및 기록 모드들을 가지며 상기 기록 단위로 상기 기록 매체상에 상기 연속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수단; 및

적어도 연속 데이터 타입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채널들로부터, 상기 기록 모드들 동안 검출된 에러의 경우에 수행되는 상기

기록 매체상에 상기 연속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허용가능한 재시도 횟수에 대한 상한을 계산하는 계산 수단을 포함하는,

연속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설정 수단은 탐색 시간에 따라 상기 기록 단위 크기를 설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연속 데이

터 기록 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설정 수단은 기록 모드에 따라 상기 기록 단위 크기를 설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연속 데이

터 기록 장치.

청구항 18.

기록 매체상에 연속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채널들의 상기 연속 데이터를 공급하는 단계;

기록 단위의 크기를 설정하는 단계;

상기 기록 단위 크기에 따라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의 데이터를 재생하도록 허용가능한 재시도 횟수를 설정하는 단계;

미리결정된 탐색 시간 및 기록 모드들을 갖는 기록 수단을 사용하여 상기 기록 단위로 상기 기록 매체상에 상기 연속 데이

터를 기록하는 단계; 및

적어도 연속 데이터 타입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채널들로부터, 상기 기록 모드 동안 검출된 에러의 경우에 수행되는 상기 기

록 매체상에 상기 연속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허용가능한 재시도 횟수에 대한 상한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연속

데이터 기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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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모드에 따라 상기 기록 단위 크기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연속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탐색 시간에 따라 상기 기록 단위 크기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연속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21.

기록 매체로부터 미리결정된 전송 속도 및 선택된 기록 모드에 따라 미리결정된 단위 크기로 기록된, 하나 이상의 채널들

의 연속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기록 단위 크기에 따라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의 데이터를 재생하도록 허용가능한 재시도 횟수를 설정하는 설정 수단;

상기 기록 단위 크기에 따라 상기 연속 데이터를 재생하는 재생 수단; 및

적어도 연속 데이터 타입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채널들로부터, 상기 재생 동안 검출된 에러의 경우에 수행되는 상기 기록 매

체로부터 상기 연속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해 허용가능한 재시도 횟수에 대한 상한을 계산하는 계산 수단을 포함하는, 연속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수단은 상기 전송 속도에 따라 상기 허용가능한 재시도 횟수를 설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연속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단위 크기는 상기 기록 모드에 따라 설정되는, 연속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24.

기록 매체로부터 미리결정된 전송 속도 및 선택된 기록 모드에 따라 미리결정된 단위 크기로 기록된, 하나 이상의 채널들

의 연속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기록 단위 크기에 따라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의 데이터를 재생하도록 허용가능한 재시도 횟수를 설정하는 단계;

상기 기록 단위 크기에 따라 상기 연속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 및

적어도 연속 데이터 타입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채널들로부터, 상기 재생 동안 검출된 에러의 경우에 수행되는 상기 기록 매

체상에 상기 연속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해 허용가능한 재시도 횟수에 대한 상한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연속 데이터

재생 방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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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속도에 따라 상기 허용가능한 재시도 횟수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연속 데이터 재

생 방법.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기록 모드에 따라 상기 기록 단위 크기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연속 데이터 재생 방법.

청구항 27.

미리결정된 전송 속도로 상기 연속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미리결정된 탐색 시간 및 기록 모드들을 갖는 기록 수단을 사

용하여, 하나 이상의 채널들의 연속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 매체로서,

관리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어 영역; 및

상기 기록된 연속 데이터의 상기 전송 속도에 따라 미리결정된 크기를 갖는 기록 단위로 상기 연속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

한 데이터 영역을 포함하는 상기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제어 영역에서, 허용가능한 재시도 횟수에 대한 상한은 적어도 연속 데이터 타입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채널들로부터,

상기 기록 모드들 동안 검출된 에러의 경우에 수행되는 상기 기록 매체상에 상기 연속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계산되는,

연속 데이터 기록 매체.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단위는 상기 기록 수단의 상기 탐색 시간에 따라 미리결정된 크기를 갖는, 연속 데이터 기록

매체.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단위는 상기 기록 모드에 따라 미리결정된 크기를 갖는, 연속 데이터 기록 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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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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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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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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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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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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