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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입력된 정보가 기록 매체에 순차적으로 기록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보만 기록 매체 상에 

남겨질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정보는 소거되는 기록 장치 및 더빙 시스템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 전체를 도시하는 블럭도.

제 2 도는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매체의 관리 영역의 데이터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제 3 도는 관리 영역에 연결된 부분들의 테이블들을 도시하는 도면.

제 4A 도는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매체로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디스크(virgin disc)를 도시하는 개략도.

제 4B 도는 사용자에 의해 기록되도록 요구되지 않은 제 1 프로그램이 포함된 기록 매체를 도시하는 개략도.

제 4C 도는 사용자에 의해 기록되도록 요구된 제 2 프로그램이 포함된 기록 매체를 도시하는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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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D 도는 사용자에 의해 요구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포함된 프로그램 1 내지 6 을 기록한 기록 매체를 도시하는 

개략도.

제 4E 도는 사용자에 의해 소거되도록 요구되지 않은 프로그램과 함께 편집된 프로그램 번호들을 갖는 기록 매체를 

도시하는 개략도.

제 5 도는 수집 모드 선택 동작을 도시하는 흐름도.

제 6 도는 제 1 실시예에서 수집 모드 지정시 편집 및 소거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

제 7A 도는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매체로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디스크를 도시하는 개략도.

제 7B 도는 사용자에 의해 기록되도록 요구되지 않은 제 1 프로그램이 포함된 기록 매체를 도시하는 개략도.

제 7C 도는 사용자에 의해 요구된 제 2 프로그램으로 덮어쓰기된 기록 매체를 도시하는 개략도.

제 7D 도는 사용자에 의해 기록되도록 원하여진 제 3 프로그램이 포함된 기록 매체를 도시하는 개략도.

제 7E 도는 사용자에 의해 기록되도록 요구되지 않은 제 4 프로그램이 포함된 기록 매체를 도시하는 개략도.

제 7F 도는 편집된 프로그램 번호들과 사용자에 의해 소거되도록 요구되지 않은 제 4 프로그램이 포함된 기록 매체를

도시하는 개략도.

제 8 도는 제 2 실시예에서 수집 모드 지정시 편집 및 소거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

제 9 도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 전체를 도시하는 블럭도.

제 10 도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 전체를 도시하는 블럭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자기 광학 디스크 3 : 광학 헤드

6a : 자기 헤드 11 : 시스템 제어기

14 : 제 2 인코더/디코더 53 : 스피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소정의 기록 매체 상에 오디오 신호들과 같은 소정의 정보를 식별된 프로그램 단위마다 기록할 수 있는 기

록 장치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가 음악과 같은 오디오 신호들 또는 영상 신호들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 매체로서 자기테이프 또는 자기 광학 

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다양한 기록 장치들이 보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디오 신호들의 경우에, 콤팩트 카세트 테이

프 레코더들(compact cassette tape recorders)이나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DAT'(상표))레코더들과 같은 자기 테이

프를 이용하는 장치와, 자기 광학 디스크 레코더들과 같은 자기 광학 디스크들을 이용하는 장치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기록 장치들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등이 접속되고, 컴팩트 디스크(이하, 'CD'

라고 함) 상에 기록된 음악이 더빙(dubbed)되거나, 또는 무선 방송과 같은 방송을 위해 에어-체크(air-check) 기록이

실행된다.

또한, 예를 들면,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와 자기 광학 디스크 레코더가 더빙 동작이 용이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나

의 장치에 일체화된 장치가 이미 공지되 어 있다.

상기 더빙 동작들과 에어-체크 기록에 의해, 사용자 자신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광학 디스크와 같은 기록 매체 상에 

프로그램들을 기록하고 편집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들만을 조합하여 디스크들 및 테이

프들을 만듦으로써 사용자들은 즐거움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작업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불편한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CD 등의 프로그램을 듣고 있고 우연히 사용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재생되기 시작하고, 또한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자기 광학 디스크에 기록하기를 원할 때, 사용자는 CD 플레이어를 재생 위치에서 사용자가 

기록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의 선두 위치로 복귀하도록 제어하고 기록을 위한 자기 광학 디스크 레코더의 시작 동작

과 함께 적시에 재생을 시작하도록 CD 플레이어의 대기 상태를 해제하기 전에 자기 광학 디스크 레코더에서 실행되

는 기록 준비 과정으로 대기 상태가 되도록 하는 번거롭고 복잡한 동작을 실행해야 한다.

에어-체크에 대해서는, 기록이 가능한 시간 내에 무선 송신을 기록하고 프로그램 단위로 기록된 데이터에 대해 실행

되는 자기 광학 디스크 레코더의 편집 기능들(즉, 분할 또는 소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방송된 프로그램들 중 사용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만이 자기 광학 디스크에 기록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번거로운 편집 과정들을 수반한

다.

본 발명은 이러한 종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본 발명 의 목적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단위들

만이 번거로운 동작들을 거의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기록 매체 상에 자동으로 기록되는 기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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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프로그램 영역과 상기 입력된 정보

를 관리하는 관리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관리 영역을 갖는 기록 매체 상에 정보를 기록하는 기록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된 정보의 정보 단위들의 변경들을 검출하기 위한 정보 단위 검출 수단; 상기 프로그램 영역에 상기 입력된 정보

를 기록하고 상기 관리 영역에 상기 관리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수단; 상기 정보 단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각 정보 단위에 대한 기록 동작을 유효 및 무효 중 하나로 결정하기 위한 유효 또는 무효 결정 수단; 및 상기 유효 또

는 무효 결정 수단에 의해 유효로 결정된 정보 단위들만 상기 기록 매체 상에 남겨지고 무효로 결정된 정보 단위들은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소거되는 방식으로 상기 관리 정보를 편집하기 위한 관리 정보 편집 수단을 포함하는 기록 장

치가 제공된다. 관리 정보 편집 수단에서 편집된 관리 정보는 기록 매체의 관리 영역에 기록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라, 제 1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된 정보를 제 2 기록 매체에 더빙(dubbing)하는 더빙 시스템에 있어

서: 상기 제 1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된 정보의 정보 단위들의 변경들을 검출하기 위한 정보 단위 검출 수단: 상기 제 1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된 정보와 상기 제 2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 정보를 상기 제 2 기록 매체 상

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 수단; 상기 정보 단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각각의 정보 단위에 대해 기록 동작을 유효 및 

무효 중 하나가 되도록 결정하기 위한 유효 또는 무효 결정 수단; 및 상기 유효 또는 무효 결정 수단에 의해 유효로 결

정된 정보 단위들만 상기 제 2 기록 매체 상에 남겨지고 무효로 결정된 정보 단위들은 상기 제 2 기록 매체로부터 소

거되는 방식으로 상기 관리 정보를 편집하기 위한 관리 정보 편집 수단을 포함하는 더빙 시스템이 제공된다. 관리 정

보 편집 수단에서 편집된 관리 정보는 제 2 기록 매체 관리 영역에 기록된다.

본 발명의 기록 장치에 따라, 어떤 정보가 입력되는 동안, 이 정보는 이 정보의 단위들이 기록 데이터로서 유효한지 

또는 무효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록 동안의 사용자 설정 동작과 함께 기록 매체 상에 예비적으로 기록된다. 다음, 유

효로 결정된 정보 단위만이 기록 매체에 남도록 하여(무효로 결정된 정보는 기록 후에 소거됨)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단위들만이 남은 기록 매체가 얻어진다.

양호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다음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대한 설명이다. 각 실시예에서는 자기 광학 디스크를 사용하는 자기 광학 디스크 기록 

장치가 기록 장치로서 취해진 예를 설명한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 제 1 실시예에 대한 자기 광학 디스크 기록 장치의 구조

2) U-TOC 섹터 (user-Table of contents Sector)

3) 실시예들에서 채택될 수 있는 제 1 기록 방법의 예

4) 실시예들에서 채택될 수 있는 제 2 기록 방법의 예

5) 제 2 실시예로서의 자기 광학 기록 장치의 구조 및 동작

6) 제 3 실시예로서의 자기 광학 기록 장치의 구조 및 동작

7) 다양한 변형의 예

1) 제 1 실시예에 대한 자기 광학 디스크 기록 장치의 구조

제 1 도는 제 1 실시예의 자기 광학 디스크 기록 장치인, 기록 매체로서 자기 광학 디스크(1)를 사용하는 기록/재생 

장치의 주요 부분에 대한 블럭도를 도시한다.

본 실시예의 경우에서, 자기 광학 디스크 기록 장치뿐만 아니라 광학 디스크 재생 장치도 제공되는 복합 장치를 설명

하기 위한 블럭도가 도시된다.

제 1 도에서 자기 광학 디스크(1)는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매체로 사용되고, 기록 및 재생 동안 스핀들 모터

(spindle motor)(2)에 의해 회전 구동된다. 광학 헤드(3)는 기록 및 재생 동안 레이저광으로 자기 광학 디스크(1)를 

조사함으로써 기록 및 재생을 위한 헤드로서 동작한다. 즉, 기록하는 동안에는 고 레벨 레이저가 출력되고 재생시에는

자기 케르 효과(magnetic Kerr effect)로 인한 반사광에서의 변화를 검출함으로써 데이터 판독을 위해 비교적 저 레

벨의 레이저빔이 출력된다.

광학 헤드(3)는 레이저 출력 수단인 레이저 다이오드, 편광 빔 스플리터(splitter), 및 대물 렌즈 등을 구비한 내장 광

학 시스템과, 반사광을 검출하기 위한 검출기를 갖는다. 대물 렌즈(3a)는 자기 광학 디스크(1)의 반경 방향, 자기 광학

디스크(1)로의 방향, 및 자기 광학 디스크(1)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중 축기구(4)에 의해 탄력적으로 지지된다. 

광학 헤드(3) 전체는 또한 스레드 기구(thread mechanism)(5)에 의해 자기 광학 디스크(1)의 반경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다.

또한, 자기 헤드(6a)는 자기 광학 디스크(1)에 제공된 정보에 따라 변조된 자기장을 인가하기 위해 자기 광학 디스크(

1)를 사이에 끼우도록 광학 헤드(3)와 대향하여 배치된다.

자기 헤드(6a)는 스레드 기구(5)에 의해 광학 헤드(3)와 함께 자기 광학 디스크(1)의 반경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다.

재생 동작의 결과로서 광학 헤드(3)에 의해 자기 광학 디스크(1)로부터 판독된 정보는 RF 증폭기(7)에 제공된다. RF 

증폭기(7)는 제공된 정보에 대해 산술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RF 재생 신호, 트래킹 에러(tracking error) 신호, 포커스

에러 신호, 및 그루브(groove) 정보(프리그루브(pregroove)(워블링 그루브(wobbling groove))로서 자기 광학 디스

크 상에 기록된 절대 위치 정보) 등을 추출한다. 추출된 RF 재생 신호는 인코더/디코더(8)에 제공된다. 또한, 트래킹 

에러 신호와 포커스 에러 신호는 서보 회로(9)에 제공된다. 그루브 정보는 어드레스 디코더(10)에 제공되어 복조된다.

제 1 인코더/디코더(8)에서 데이터로서 기록되고 복호화된 어드레스 정보와 그루브 정보로부터 복호화된 어드레스 

정보는 마이크로 컴퓨터를 포함하는 시스템 제어기(11)에 제공된다.

서보 회로(9)는 포커싱 및 트래킹 제어들을 수행하기 위해 이중 축 기구(4) 와 스레드 기구(5)를 제어하고 일정 선 속

도(CLV, Constant Linear Velocity)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스핀들 모터(2)를 제어하도록, 제공된 트래킹 에러 신호 

및 포커스 에러 신호와, 시스템 제어기(11)로부터의 트랙 점프 지시, 액세스 지시, 및 회전 속도 검출 정보 등을 이용

하여 다양한 서보 구동 신호들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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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재생 신호는 메모리 제어기(12)에 의해 버퍼 메모리(13)에 임시로 기록되기 전에 EFM 복조(Eight Fourteen De

modulation)나 CIRC(Cross-Interleaved Reed-Solomon Coding) 등을 이용하여 제 1 인코더/디코더(8)에서 복호

화된다. 광학 헤드(3)에 의해 자기 광학 디스크(1)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것과 광학 헤드(3)로부터 버퍼 메모리(13

)에 재생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1.41Mbits/sec의 전송 레이트로 수행된다.

버퍼 메모리(13)에 기록된 데이터는 0.3Mbits/sec의 재생 데이터 송신 레이트로 판독되어 제 2 인코더/디코더(14)에

제공된다. 이어서, MDCT(Modified Discrete Cosine Transfer)를 이용하여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 신장 처리

등과 같은 재생 신호 처리가 수행되고, D/A(Digital to Analog) 변환기(15)에 의해 이 데이터가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

된다. D/A 변환기(15)로부터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은 출력 스위치(50)의 단자(TMD)에 제공된다.

자기 광학 디스크(1)가 재생될 때, 시스템 제어기(11)는 출력 스위치(50)를 단자(TMD)에 접속하도록 제어하여, 자기

광학 디스크(1)로부터의 오디오 재생 신호가 볼륨 제어 회로(51)와 증폭기(52)를 통해 스피커(53)에 제공되어, 오디

오 출력이 된다.

자기 광학 디스크(1)에 대해 아날로그 송신을 이용하여 기록 동작이 실행되는 동안, 마이크로폰, CD 플레이어나 테이

프 플레이어, 또는 다른 자기 광학 디스크 플레이어 등과 같은 외부 장치로부터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가 아날로그 

입력단자(17)에 제공된다.

아날로그 입력 단자(17)에 제공된 기록 신호(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는 44.1 kHz로 샘플링되고 A/D 변환기(18)에서 

16-비트 양자화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이 디지털 데이터는 제 2 인코더/디코더(14)에 제공되어 오디오 압축 부호

화가 실행된다. 즉, 신호는 MDCT 처리를 이용하여 원래 데이터량의 약 1/5로 압축된다.

제 2 인코더/디코더(14)에서 압축된 기록 데이터는 버퍼 메모리(13)에 임시로 기록되고 소정의 타이밍에 판독되어 메

모리 제어기(12)에 의해 제 1 인코더/디코더(8)로 전송된다.

데이터는 제 1 인코더/디코더(8)에서 CIRC 또는 EFM 부호화를 이용하여 부호화된 후에 자기 헤드 구동 회로(6)에 

제공된다.

자기 헤드 구동 회로(6)는 부호화된 기록 데이터에 대응하는 자기 헤드 구동 신호를 자기 헤드(6a)에 제공한다. 즉, 자

기 헤드(6a)의 N극과 S극을 이용하여 자기 광학 디스크에 자기장이 인가된다. 또한, 이때, 시스템 제어기(11)는 광학 

헤드(3)에 제어 신호를 제공하여 고출력 기록 레벨의 레이저광이 출력된다.

광학 디스크(30)는 재생 동안 일정 선 속도로 스핀들 모터(31)에 의해 회전 구동된다. 광학 디스크(30) 상에 피트형(p

it shapes)으로 기록된 데이터는 제 2 광학 헤드(32)에 의해 판독되어 RF 증폭기(35)에 전송된다. 제 2 광학 헤드(32)

에서, 대물 렌즈(32a)는 이중 축 기구(33)에 의해 지지되고 트래킹 및 포커스 방향으로 탄성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배

치될 수 있다.

또한, 제 2 광학 헤드(32)는 스레드 기구(34)에 의해 광학 디스크(30) 반경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다.

RF 증폭기(35)에서는, RF 재생 신호뿐만 아니라 포커스 에러 신호와 트래킹 에러 신호가 발생되고, 이러한 에러 신호

들은 서보 회로(36)에 제공된다. 서보 회로(30)는 포커스 에러 신호와 트래킹 에러 신호로부터 다양한 구동 신호들, 

즉, 포커스 구동 신호, 트래킹 구동 신호, 스레드 구동 신호 및 스핀들 구동 신호를 발생하고, 이중 축 기구(33), 스레

드 기구(34), 및 스핀들 모터(31)의 동작을 제어한다.

RF 재생 신호는 디코더(37)에 제공된다. 디코더(37)에서는, 광학 디스크(30)로부터 판독된 정보가 EFM 복조 또는 C

IRC 복호화를 실행함으로써 44.1kHz 샘플링된 16-비트 양자화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로 변환된다.

또한, 디코더(37)에서는, 서브 코드 및 TOC(Table of Contents)와 같은 제어 데이터(SC)가 추출되어 시스템 제어기

(11)에 제공되고 다양한 제어를 위해 사용된다.

디코더(37)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는 D/A 변환기(38)에서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되어 출력 스위

치(50)의 단자(TCD)에 제공된다.

CD를 재생할 때, 광학 디스크(30)로부터의 오디오 재생 또는 재생된 신호는, 시스템 제어기(11)가 출력 스위치(50)로

하여금 단자(TCD)를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 에, 볼륨 제어 회로(51) 및 증폭기(52)를 통해 스피커(53)에 제공되어 오

디오 출력으로서 출력된다.

디코더(37)의 출력은 또한 제 2 인코더/디코더(14)에 제공된다. 따라서, 광학 디스크(30)로부터 재생된 오디오 데이

터는 광학 디스크(30)로부터 재생되어 자기 광학 디스크(1)에 동시에 기록됨으로써 자기 광학 디스크(1)에 더빙될 수

있다.

작동부(19)에는 사용자가 광학 디스크(30)를 재생하거나 자기 광학 디스크(1)에 기록 또는 자기 광학 디스크(1)로부

터 재생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동작을 실행하기 위한 기록키, 재생키, 일시 정지키, AMS(Automatic Music Sensor) 

키, 및 탐색키 등이 제공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추후 설명될 수집 모드 동작을 실행하기 위한 작동키로서 수집키가 제공된다.

시스템 제어기(11)는 내부 ROM에 저장된 동작 프로그램과 작동부(19)로부터의 작동 정보에 따라 각 부분에 대한 각

각의 제어 동작들을 실행하고, 또한 자기 광학 디스크 재생 동작, 자기 광학 디스크 기록 동작, 및 광학 디스크 재생 동

작 등을 실행한다.

디스플레이(20)에서는, 자기 광학 디스크(1) 또는 광학 디스크(30)가 재생중 일 때, 다양한 디스플레이들(즉, 총 재생 

시간과 재생 및 기록 동안의 진행 시간(running time) 등과 같은 시간 정보, 프로그램 번호, 동작 조건, 및 동작 모드 

등)이 시스템 제어기(11)의 제어하에서 디스플레이된다.

2) U-TOC 섹터

자기 광학 디스크(1)에 기록하고 그로부터 재생할 때에는, 자기 광학 디스크 (1) 상에 기록된 관리 정보(즉, P-TOC(P

re-mastered Table of contents) 및 U-TOC(User Table of contents))를 판독할 필요가 있다. 이때, 시스템 제어기

는 이러한 관리 정보에 따라 데이터가 기록될 자기 광학 디스크(1) 상 영역의 어드레스와 데이터가 재생될 자기 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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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1) 상 영역의 어드레스를 결정한다. 이러한 관리 정보는 버퍼 메모리(13)에 유지된다. 따라서, 버퍼 메모리(13

)는 자기 광학 디스크에 기록하거나 그로부터 재생하는 동안 기록 데이터나 재생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버퍼 영역

과, P-TOC 및 U-TOC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영역으로 분할된다.

시스템 제어기(11)는 관리 정보가 미리 기록된 디스크의 최내주(inner-most periphery)에 대한 재생 동작을 수행하

고 이 정보를 임시 버퍼 메모리(13)에 미리 저장함으로써 자기 광학 디스크(1)가 장착될 때 이 관리 정보를 판독한다. 

이 정보는 자기 광학 디스크(1)에 대해 후속 기록 및 재생 동작들 동안 참조된다.

U-TOC는 데이터의 기록 및 소거에 응답하여 편집 및 재기록될 수 있다. 시스템 제어기(11)는 자기 광학 디스크(1)의

기록 및 소거 동작들을 위해 버퍼 메모리(13)에 저장된 U-TOC 정보에 편집 처리를 수행하고, 또한 재기록 동작에 응

답하여 소정의 타이밍에 자기 광학 디스크(1) 상에서 U-TOC 영역의 재기록이 실행된다.

여기서, 자기 광학 디스크(1)에서 프로그램들의 기록 및 재생 동작들을 관리하는 관리 정보로서 취해진 U-TOC 섹터

가 설명된다.

U-TOC 정보에 부가하여, TOC 정보로서 P-TOC 정보가 제공된다. 이 P-TOC 정 보는 자기 광학 디스크의 최내주

에서의 피트 영역에 형성되고 판독 전용 정보이다. P-TOC는 기록 가능 영역(기록 가능 사용자 영역), 판독 영역, 및 

디스크의 U-TOC 영역의 위치 등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자기 광학 디스크 시스템은 또한 모든 데이터가 피트형

으로 기록되는 판독 전용 메모리 광학 디스크들을 재생할 수 있도록 형성된다. 그러나, 판독 전용 메모리 디스크들의 

경우에는 ROM(Read-Only Memory)의 형태로 기록된 프로그램 관리 정보로서 P-TOC만이 제공되고 U-TOC는 형

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P-TOC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되고 기록 가능 자기 광학 디스크에 제공될 수 있는 U-TOC를 설명한다.

제 2 도는 U-TOC 섹터 0의 포맷을 도시한다.

여기서, 섹터 0 내지 섹터 7은 U-TOC 섹터로 제공될 수 있으며, 섹터 1 및 섹터 4는 문자 정보를 위한 것이고 섹터 2

는 기록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영역이다. 여기서는 자기 광학 디스크(1)에 기록하고 그로부터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U-TOC 섹터 0에 관해서만 설명한다.

U-TOC 섹터 0에는 주로 사용자가 이미 기록한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정보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기록

될 수 있는 자유 영역들(기록 가능한 영역들)이 기록된다.

예를 들면, 소정의 프로그램이 자기 광학 디스크에 기록될 때, 시스템 제어기는 U-TOC 섹터 0으로부터 디스크 상의 

자유 영역을 탐색하고 탐색된 자유 영역에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한다. 또한, 재생 동안, 재생될 프로그램이 기록된 영

역이 U- TOC 섹터 0으로부터 결정되어, 이 영역이 액세스되고 재생된다.

U-TOC 섹터 0을 위한 데이터 영역(4바이트 X 588 = 2352바이트)은 모두 0 또는 모두 1 인 1-바이트 데이터 열들

로 형성된 동기화 패턴으로 기록되는 선두 위치를 갖는다.

클러스터 어드레스(cluster H)(cluster L), 섹터 어드레스(Sector) 및 모드(Mode) 정보를 포함하는 어드레스로 구성

되는 4 바이트가 헤더를 구성하도록 부가된다.

섹터는 2342 바이트로 구성되고, 한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한 한 단위는 36 섹터이다. 어드레스는 이 U-TOC 섹터 

0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오디오 데이터가 기록된 섹터 또는 P-TOC 섹터에 이 단일 섹터 단위로 기록될 수도 있다.

클러스터 어드레스는 두 바이트, 즉, 상위 어드레스(Cluster H) 및 하위 어드레스(Cluster L)를 이용하여 기록되고, 

섹터 어드레스(Sector)는 1 바이트를 이용하여 기록된다.

이후에, 제작자 코드(Maker code), 모델 코드(Model code), 제 1 프로그램 번호를 나타내는 제 1 TNO, 최종 TNO를

나타내는 최종 TNO, 사용된 섹터들, 디스크 일련번호, 및 디스크 ID 등에 대한 데이터가 소정의 바이트 위치에 기록

된다.

또한, 다양한 테이블 포인터들(P-DFA, P-EMPTY, P-FRA, P-TN01 내지 P-TN0255)이 기록된 영역이 대응 테이

블 포인터 데이터부로서 준비되고, 이는 추후 설명될 관리 테이블부에서 사용자가 앞서 기록한 프로그램들이나 자유 

영역들 등이 관리 테이블 데이터에 대응하게 하기 위한 데이터에 대한 영역이다.

관리 테이블부에는 테이블 포인터들(P-DFA 내지 P-TN0255)에 대응하는 관리 테이블들로서 (01h) 내지 (FFh)의 2

55 부분 테이블들이 주어진다. 각 부분 테이블들에는 한 부분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시작 어드레스(start address), 끝

점을 나타내는 종료 어드레스(end address), 및 이 부분에 대한 모드 정보(track mode)가 기록된다. 또한, 각 부분 테

이블에 표시된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과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 연결될 부분의 시작 어드레스와 종료 어드

레스가 기록된 부분 테이블을 나타내는 연결 정보(link information)가 기록될 수 있다.

이러한 응용에서, 'h'가 붙은 수치값들은 16진수를 나타낸다. 또한, '부분'은 시간에 대해 연속적인 일부 데이터가 물

리적으로 연속되는 방식으로 기록되는 단일 프로그램의 일부로 정의된다.

자기 광학 디스크 시스템에서는, 프로그램 데이터의 단일 항목이 물리적으로 불연속한 방식으로 기록되더라도, 즉, 

랜덤하게 흩어진 방식으로 다수의 부분들에 기록되더라도, 프로그램 데이터는 순서대로 액세스될 각 부분에 의해 재

생되어 아무런 문제없이 재생 동작이 수행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록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프로그램들은 때때로 기

록 가능한 영역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부분들로 분할되어 기록된다.

분할된 다수의 부분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각 부분들에 대응하는 부분 테이블들에 연결 정보가 제공된다. 부분 테이

블들은, 예를 들면, 각 부분 테이블들에 주어진 번호 (01h) 내지 (FFh)를 이용하여 연결될 부분 테이블을 지정함으로

써 연결될 수 있다.

U-TOC 섹터 0의 관리 테이블부에서, 한 부분은 한 부분 테이블에 의해 관리된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분할된 세 

부분들로 기록된 프로그램은 연결 정보에 의해 연결된 3개의 부분 테이블들로 관리된다.

실제로, 연결 정보는 소정의 산술 처리를 이용하여 U-TOC 섹터 내의 바이트 위치로서 취해진 수치값을 이용하여 표

시된다. 즉, 부분 테이블은 304 + (연결 정보) X 8번째 바이트에 위치되는 것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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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C 섹터 0의 관리 테이블부에서 각 부분 테이블들((01h) 내지 (FFh))은 대응하는 테이블 포인트 데이터부에서 

테이블 포인터들(P-DFA, P-EMPTY, P-FRA, P-TN01 내지 P-TN0255)을 이용하여 이 부분들의 내용을 나타낸다

.

테이블 포인터 P-DFA(Pointer for Defective Area)는 자기 광학 디스크(1)상의 결함이 있는 영역을 나타내고, 긁힘

이나 지문으로 인해 결함이 있는 영역을 나타내는 다수의 부분 테이블들의 헤드에 1 부분 테이블 또는 부분 테이블을

지정한다. 즉, 결함이 있는 부분이 존재할 때, (01h) 내지 (FFh) 중 하나가 테이블 포인터(P-DFA)로서 기록되고 대응

하는 부분 테이블에 결함 부분의 시작 어드레스와 종료 어드레스가 기록된다. 또한, 다른 결함 부분이 존재할 때는, 다

른 부분 테이블이 이전 결함부분에 대한 부분 테이블에 연결 정보로 표시되고, 그에 따라서 나중의 결함 부분에서의 

정보는 나중의 부분 테이블에 의해 표시된다. 또한, 다른 결함부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연결 정보가, 예를 들어, '00

h'로서 취해지고, 이후에는 연결된 것이 없다.

테이블 포인터 P-EMPTY(Pointer for Empty Slot)는 관리 테이블부에서 다수 의 미사용 부분 테이블들 중 선두 부

분 테이블이나 한 부분 테이블을 나타낸다. 미사용 부분 테이블이 존재할 때, (01h) 내지 (FFh) 중 하나가 테이블 포

인터(P-EMPTY)로 기록된다. 다수의 미사용 부분 테이블들이 존재할 때는, 테이블 포인터(P-TMPTY)에 의해 가장 

먼저 지정된 부분 테이블로부터 연결 정보를 이용하여 미사용 부분 테이블이 순차적으로 지정되고 모든 미사용 부분 

테이블들이 관리 테이블부에 연결된다.

테이블 포인터 P-FRA(Pointer for Freely Recordable Area)는 데이터의 기록이 가능한 자기 광학 디스크(1) 상의 

자유 영역들(소거된 영역들을 포함함)을 나타내고, 자유 영역을 포함하는 부분이 표시된 다수 부분 테이블들의 선두 

부분 테이블이나 한 부분 테이블을 지정한다. 즉, 자유 영역이 존재할 때, (01h) 내지 (FFh) 중 하나가 테이블 포인터(

P-FRA)로서 기록되고 테이블 포인터에 대응하는 부분 테이블에 자유 영역 부분의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가 기록된

다. 또한, 자유 영역들에 대해 다수의 부분 테이블들이 존재할 때는, 연결 정보를 이용하여 연결 정보가 '(00h)'가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지정된다.

제 3 도는 부분 테이블을 이용하여 관리되는 자유 영역으로서 취해진 부분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여기서, 부분 (

03h), (18h), (1Fh), (2Bh) 및 (E3h)이 자유 영역으로서 취해질 때, 영역의 선두에 있는 부분 (03h)은 대응하는 데이

터 포인터(P-FRA)에 의해 먼저 지정된다. 자유 영역들의 조건은 (03h)에 이어지는 연결정보 (18h), (1Fh), (2Bh) 및 

(E3h)를 이용하여 지정된 부분 테이블들 (03h), (18h), (1Fh), (2Bh) 및 (E3h)에 대한 연결 정보에 의해 표시되도록 

도시된다. 상술된 결 함 영역들과 미사용 부분 테이블들에 대한 관리 조건은 유사하다.

자기 광학 디스크에 프로그램의 오디오 데이터가 전혀 기록되지 않고 결함이 없으면, 부분 테이블(01h)은 테이블 포

인터(P-FRA)에 의해 지정된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디스크의 기록 가능한 사용자 영역 전체가 자유 영역으로 도시된

다. 이러한 경우 나머지 부분 테이블 (02h) 내지 (FFh)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 테이블(02h)이 테이블 포인터(P

-EMPTY)에 의해 지정되고 부분 테이블(03h)이 부분 테이블(02h)에 대한 연결 정보에 의해 지정되고 부분 테이블(F

Fh)에 이를 때까지 반복되도록 연결된다. 이러한 경우에서 부분 테이블(FFh)에 대한 연결 정보는 후속하는 연결들이 

없음을 나타내도록 '00h'로서 주어진다.

이때 부분 테이블(01h)에 대해, 기록 가능한 사용자 영역 시작 어드레스는 시작 어드레스로서 기록되고 판독 시작 어

드레스 바로 직전의 어드레스가 종료 어드레스로서 기록된다.

테이블 포인터 (P-TN01) 내지 (P-TN0255)는 각각 자기 광학 디스크(1) 상에 사용자가 기록한 프로그램들의 부분

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테이블 포인터(P-TN01)는 제 1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기록된 한 부분 또는 다수의 부분들 중

물리적으로 선두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 테이블을 지정한다.

예를 들어, 제 1 프로그램이 다수의 부분들로 분할되지 않고 디스크 상에 기록될 때, 즉, 단일 부분에 기록될 때, 제 1 

프로그램의 기록 영역은 테이블 포인터(P-TN01)에 의해 표시된 부분 테이블에서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들로서 기록

되고 '(00h)'가 연결 정보로서 기록된다.

예를 들어, 제 2 프로그램이 랜덤하게 흩어진 방식으로 다수의 부분들로 디스크 상에 기록될 때, 각 부분은 제 2 프로

그램을 기록하기 위한 위치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간에 대해 차례로 지정된다. 즉, 시간 순차에 따라 다음의 부분 테

이블을 연결 정보로 지정함으로써 부분 테이블들은 테이블 포인터(P-TN02)에 의해 지정된 부분 테이블들로부터 연

결 정보 '(00h)'의 부분 테이블에 연결된다(상기 제 3 도와 유사한 형태).

이러한 방식에서, 예를 들면,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지정되도록 제 2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이터가 기록된 부분들의 

모든 데이터를 기록함으로써, 제 2 프로그램을 재생하거나 제 2 프로그램을 위한 영역에 데이터를 다시 덮어쓰는 동

안, 기록 영역이 효과적으로 이용되도록 기록하거나 랜덤하게 흩어진 부분들로부터 오디오 정보를 연속적으로 꺼내

도록 광학 헤드(3)나 자기 헤드(6a)가 지정된 부분들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U-TOC 섹터 0의 데이터가 사

용된다.

상기 방법으로 U-TOC 섹터 0이 구성되기 때문에, 자기 광학 디스크(1)의 기록 및 재생 동작들에 대한 어드레스 관리

가 가능해진다. 또한, 프로그램 분할, 프로그램 연결, 프로그램 소거, 및 프로그램 번호 대체가 U-TOC 섹터 0만을 갱

신함으로써 가능하다.

3) 제 1 실시예에서 채택될 수 있는 제 1 기록 방법의 예

제 1 도의 실시예에 의해 실현된 본 발명에 기본적인 기록 동작의 예가 다음에 설명된다. 실제 동작에 대해 고려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양하지만, 본 명세서에서는 두 가지 기록 방법이 주어진다. 여기서는 제 1 기록 방법이 먼저 설명된

다.

본 실시예에서 가능한 기록 동작은 광학 디스크(30)가 재생되는 동안 시스템 제어기(11)의 제어하에서 자기 광학 디

스크(1)상에 광학 디스크(30)로부터의 오디오 재생 신호를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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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는 광학 디스크(30)가 재생되고 있는 것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만 필요하고, 특히 사용자는 자기 광학 

디스크(1)의 기록 동작을 알아채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광학 디스크(30)에서 재생되는 프로그램을 듣고, 재생되는 프로그램이 우연히 사용자가 좋아하는 

것일 때마다 수집키를 누르는 단순한 작동에 의해, 자기 광학 디스크(1)에 기록될 사용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모든

광학 디스크(30) 재생이 끝날 때까지 수집될 수 있다.

본 설명에서 이러한 동작 모드를 수집 모드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광학 디스크가 제 1 프로그램(트랙 #1) 내지 제 6 프로그램(트랙 #6)이 재생되는 경우에 대한 수집

모드 동작의 예가 제 4A 도 내지 제 4E 도에 도시된다.

먼저, 설치된 자기 광학 디스크(1)는 제 4A 도에서와 같이 어떠한 프로그램들도 기록되지 않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디스크로서 취해진다.

사용자는 광학 디스크 재생 동작을 실행하고 광학 디스크(30)로부터 오디오 재생 데이터로서 프로그램 번호(1)를 얻

어, 이는 제 2 인코더/디코더(14)에 제공될 뿐만 아니라 상술된 방법으로 스피커(53)로부터 출력된다.

수집 모드 동안, 시스템 제어기(11)는 광학 디스크(30)의 재생과 함께 자기 광학 디스크(1)에 대해 자동적으로 기록 

동작을 실행한다.

이 결과로서, 프로그램 번호 #1의 재생이 광학 디스크(30)에서 완료될 때 제 4B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오디오 데이

터는 제 1 프로그램(TK1)으로서 자기 광학 디스크(1)에 기록된다.

프로그램이 기록되는 동안, 시스템 제어기(11)는 작동부(19)에서 수집키의 작동이 있었는가 여부를 주시한다. 키의 

작동이 있었을 경우, 기록 범위 내에 있는 트랙에 대응하는 수집 플래그(flag)를 'on'으로 설정하는 처리가 실행된다.

광학 디스크(30)의 트랙 #1을 듣는 기간 동안 사용자가 수집키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수집 플래그는 제 4B 도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자기 광학 디스크(1) 상의 제 1 프로그램(TK1)에 대응하여 시스템 제어기(11)에 의해 플래그가 내부 레

지스터 등에 설정된 'L'(off) 상태로 남게 된다.

광학 디스크(30)의 재생은 프로그램 번호 #2로 진행되고, 프로그램 번호 #2의 재생이 완료될 때 제 4C 도에 도시된 

방식으로 제 2 프로그램(TK2)이 자기 광학 디스크(1) 상에 기록된다. 프로그램 번호 #2의 재생 동안 사용자가 수집

키를 작동시키면, 시스템 제어기(11)는 제 2 프로그램(TK2)에 대응하여 수집 플래그를 'H'(on)로 설정한다.

마찬가지로, 이하에서, 광학 디스크(30)에서 프로그램 번호 #3 내지 프로그램 번호 #6의 재생에 따라 제 3 프로그램(

TK3) 내지 제 6 프로그램(TK6)이 기록된다. 그러나, 수집 플래그들은 각 프로그램들의 재생 동안 사용자가 수집키가

눌려 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각 기록 트랙들에 대응하도록 on 또는 off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6 의 재생이 광학 디스크(30)에서 완료될 때 완료되는 재생 동작에 대해, 제 4D 도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제 6 프로그램(TK6)까지 자기 광학 디스크(1) 상에 기록이 실행된다.

시스템 제어기(11)는 수집 플래그가 'on'인 프로그램들만을 남기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소거하도록 각 프로그램들에 

대응하는 수집 플래그를 검사한다.

즉, 수집 플래그가 'on'인 프로그램들만이 U-TOC 데이터 상에서 관리되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자유 영역들로서 갱

신되도록 소거된다.

사용자가 광학 디스크(30)의 프로그램 #2 및 #5가 재생되는 동안 수집키를 눌렀을 때, 자기 광학 디스크(1)의 상태는

재생 데이터로서 취해진 프로그램 #2 및 #5가 제 4E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기 광학 디스크(1) 상에서 제 1 프로그

램(TK1) 및 제 2 프로그램(K2)으로서 기록되는 상태이다.

즉, 광학 디스크(30)가 재생되는 동안 사용자가 우연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수집키를 누르면, 이 프로그램은 

자기 광학 디스크(1)에 기록되도록 남게된다.

예를 들면, 제 4E 도에 도시된 상태에 있는 자기 광학 디스크(1)가 장치에 설치되어 남아 있고 다른 광학 디스크(30)

가 수집 모드로 재생되면, 기록은 자유 영역들에서 유사하게 실행되고 수집키를 이용하여 지정된 프로그램들만이 기

록될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일상생활 동안 다수의 광학 디스크들이 재생되는 동안, 사용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우연히 있

을 때마다 사용자는 수집키를 누르는 단순 한 동작들로 자기 광학 디스크(1)에는 며칠 후에 사용자가 좋아하는 프로

그램만이 기록된다.

이러한 수집 모드 동작을 인식하는 시스템 제어기(11)의 처리 과정이 제 5 도 및 제 6 도에 도시된다.

제 5 도는 수집 모드로 들어가는 동작에 관련된 처리와 수집 모드에서 정상 모드로 복귀하는 동작에 관련된 처리를 

도시한다.

사용자는 자기 광학 디스크(1)에 관련한 기록이 실행되지 않는 기간(또는 광학 디스크(30)가 재생되지 않는 기간) 동

안 수집키(S101)를 누른다.

그 결과로서, 시스템 제어기(11)는 수집 모드가 현재의 모드가 아니면 수집 모드를 on상태에 놓는다(S102-S103).

한편, 현재 모드가 수집 모드이면, 수집 모드는 off 상태(S102-S104)가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는 수집키를 작동시킴으로써 수집 모드를 설정 및 취소할 수 있다.

수집 모드를 인식하기 위해 발광 다이오드(이하, 'LED'라고 함)를 제공하여 수집 모드가 선택될 때의 기간 동안 이 L

ED가 발광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모드가 수집키를 이용하여 설정되지만, 작동부를 변경하는 다른 독립적인 모드도 물론 제공될

수 있다.

수집 모드에서의 처리가 제 6 도에 도시된다.

수집 모드일 때, 시스템 제어기(11)는 광학 디스크(30)가 재생되는 것에 응 답하여 처리를 단계 S201에서 단계 S202

로 진행시킨다. 먼저, 이때 U-TOC 섹터 0에서 마지막 프로그램 번호(last TNO)에 대한 데이터에 값 '1'이 가산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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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변수 n이 설정된다. 이는 이러한 경우 자기 광학 디스크에 기록된 프로그램들 중 제 1 프로그램 번호가 변수 n

임을 나타내고, 설치된 자기 광학 디스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디스크이면 단계 S202에서 변수 n이 1이 된다. 또한, 

이때, 자기 광학 디스크(1)가 제 4E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록된 상태(이미 두 프로그램이 기록된)에 있으면 단계 S

202에서 변수는 n=3이 된다.

다음에는 시스템 제어기(11)가 단계 S203에서 광학 디스크(30)로부터 재생된 오디오 데이터를 자기 광학 디스크(1)

에 n번째 프로그램으로서 기록하는 처리를 실행한다.

이 n번째 프로그램의 기록 동안, 시스템 제어기(11)는 광학 디스크(30)의 프로그램 번호에 변경이 있거나 또는 수집

키가 눌려졌는지 여부를 조사한다(S205, S206).

시스템 제어기(11)는 광학 디스크(30)로부터 얻어진 서브 코드 정보로부터 광학 디스크(30)의 프로그램 번호의 변경

을 검출할 수 있다.

n번째 프로그램이 기록되는 동안 수집키가 눌려졌을 때, 수집 플래그는 이 n번째 프로그램에 대응하여 on상태가 된

다(S206, S207).

또한, 광학 디스크(30)의 프로그램 번호에 변경이 있을 때, 즉, 광학 디스크(30)로부터의 재생이 한 프로그램에서 다

음 프로그램으로 이동될 때, 시스템 제어기(11)는 변수 n을 증가시키고(S205, S208), 이어서 단계 S203으로 복귀하

고, 또한 광학 디스크(30)로부터 재생된 오디오 데이터를 n번째 프로그램으로서, 즉, 자기 광학 디스크 상에 다음 프

로그램으로서 기록하도록 처리를 제어한다.

예를 들어, 제 4A 도 내지 제 4D 도에 대한 동작이 여기까지 설명된 처리를 이용하여 실행된다.

광학 디스크(30)의 재생이 완료될 때, 처리는 단계 S204로부터 단계 S209로 진행되고 U-TOC를 갱신하기 위한 처

리가 실행된다.

즉, 이 경우에 기록된 프로그램에 대해, 수집 플래그가 off인 트랙들은 소거되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의 프로그램 번호

들은 프로그램 번호들을 순차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순서대로 근접하게 놓인다.

그 결과로, 자기 광학 디스크(1)의 기록 상태는, 예를 들면, 사용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만이 기록되어 제 4D 도의 

상태에서 제 4E도의 상태가 된다.

U-TOC의 갱신은 버퍼 메모리(13) 내에서 실행되고, 전원이 턴오프될 때와 같은 소정의 시간 이후에 U-TOC 데이터

는 자기 광학 디스크(1) 상에 실질적으로 재기록된다.

4) 본 실시예에서 채택될 수 있는 제 2 기록 방법의 예

다음에는 제 2 기록_방법의 예가 제 7A도 내지 제 7F도를 이용하여 설명된다.

또한, 본 예에서도 광학 디스크(30)가 재생되는 동안 수집키가 눌려지면, 이 수집키로 지정된 프로그램이 자기 광학 

디스크(1) 상의 프로그램으로서 기록되어 남게 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번호 1(트랙 #1) 내지 프로그램 번호 4(트랙 #4)가 하나의 광학 디스크로부터 재생될 때 수집 모

드 동작의 예가 제 7A 도 내지 제 7F 도에 주어진다.

먼저, 자기 광학 디스크(1)는 제 7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프로그램들도 기록되지 않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디스크로서 취해진다.

사용자는 광학 디스크의 재생 동작을 실행하고 오디오 재생 데이터가 프로그램 번호 #1로서 광학 디스크(30)로부터 

얻어진다. 이때의 모드가 수집 모드이면, 시스템 제어기(11)는 상기 제 1 실시예 동작에서와 같이 광학 디스크(30)의 

재생에 따르도록 자기 광학 디스크(1)에 대해 기록 동작을 자동적으로 실행한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 #1의 재생이 광학 디스크(30)에서 완료될 때, 제 7B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오디오 데이터가 제 

1 프로그램(TK1)으로서 자기 광학 디스크(1)에 기록된다.

또한, 프로그램 기록 동안, 시스템 제어기(11)는 작동부(19)에서 수집키의 작동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주시하고, 작동

이 있었을 경우 기록중인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수집 플래그를 'on'으로 설정하는 처리를 실행한다.

사용자가 광학 디스크(30)의 프로그램 번호 #1을 듣는 동안 수집키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자기 광학 디스크(1) 상의 

제 1 프로그램(TK1)에 대응하도록 시스템 제어기(11)에 의해 내부 레지스터 등에 설정된 수집 플래그는 제 4B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L'(off)에 남게 된다.

광학 디스크(30)의 재생이 프로그램 번호 #2로 진행될 때, 시스템 제어기(11)는 제 1 프로그램(TK1)에 대한 수집 플

래그를 검사한다. 제 7B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집 플래그가 off이면, 이때 제 1 프로그램(TK1)은 소거되고 제 1 프

로그램(TK1)이 기록된 영역이 U-TOC 상 자유 영역의 헤드에 다시 삽입된다.

다음에는 프로그램 번호 #2가 광학 디스크(30)로부터 재생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번호 #2는 자기 광학 디스크(1)

상의 자유 영역에 또한 기록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번호 #2는 프로그램 번호 #1이 앞서 기록된 영역에 실질적으로

덮어 쓰여진다.

프로그램 번호 #2의 재생이 완료되면, 프로그램 번호 #2는 제 7C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트랙(TK1)으로서 기록

된다. 프로그램 번호 #2가 재생되는 동안 사용자가 수집키를 작동시키면, 시스템 제어기(11)는 제 1 트랙(TX1)에 대

응하는 수집 플래그를 'H'(on)로 설정한다.

다음에, 프로그램 번호 #3이 광학 디스크(30)로부터 재생되지만, 이 때에는 자기 광학 디스크 상에서 제 1 프로그램 

번호(TK1)에 대한 수집 플래그가 on 상태이다. 따라서, 제 1 프로그램(TK1)에 이어지는 영역에서 프로그램 번호 #3

의 기록이 제 2 프로그램(TK2)으로서 실행된다. 프로그램 번호 #3이 재생되는 동안 수집 키가 눌려지면, 제 2 프로그

램(TK2)에 대해 수집 플래그가 on 상태가 된다. 이 제 2 프로그램(TK2)은 제 7D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남게 되고, 

이어지는 프로그램인 프로그램 번호 #4는 제 2 프로그램(TK2)에서 이어지는 위치에 제 3 프로그램(TK3)으로서 기

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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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번호 #4가 재생되는 동안 수집키가 눌려지지 않으면, 제 7E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번호 #4가 종

료될 때 제 3 프로그램(TK3)에 대한 수집 플래그는 off 상태이다. 이때, 광학 디스크(30)의 재생이 완료되면, 시스템 

제어기(11)는 제 3 프로그램(TK3)을 소거하고 제 3 프로그램(TK3)이 기록되었던 영역이 U-TOC 상 자유 영역의 헤

드에 삽입되어 동작이 완료된다.

다른 말로 하면, 본 예에서도, 광학 디스크(30)가 재생되는 동안 사용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수집키를 누르

면, 이 프로그램은 자기 광학 디스크(1) 상에 기록되어 남게된다.

이러한 종류의 수집 모드 동작을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제어기(11)에 대한 처리가 제 8 도에 도시된다. 수집 모드가 

되도록 하는 동작에 관련한 처리와 수집 모드로부터 정상 모드로 복귀하는 동작에 관련한 처리는 제 5도에서와 같다.

수집 모드일 때, 시스템 제어기(11)는 광학 디스크(30)의 재생 동작에 응답하여 제 8 도의 처리 단계 S301로부터 단

계 S302로 진행한다. 시스템 제어기는, 제 6 도에서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값 '1'이 가산될 때 U-TOC 섹터 0에서 

마지막 프로그램 번호(last TNO)에 대한 데이터가 되도록 차례로 취해지고 변수 n으로서 기록될 제 1 프로그램 번호

를 설정한다.

다음에 단계 S303에서, 시스템 제어기(11)는 광학 디스크(30)로부터 재생된 오디오 데이터를 자기 광학 디스크(1) 

상에 n번째 프로그램으로서 기록하는 처리를 실행한다.

이 n번째 프로그램이 기록되는 동안, 시스템 제어기(11)는 광학 디스크(30)상에 프로그램 번호의 변경이 있는지 또는

수집키가 눌려졌는지 여부를 주시한다(S304, S305)

또한, n번째 프로그램이 기록되는 동안 수집키가 눌리면, 이 n번째 프로그램에 대응하도록 수집 플래그가 on상태가 

된다(S305, S306).

광학 디스크(30) 상에서 프로그램 번호가 변하면, 즉, 광학 디스크(30)로부터의 재생이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되면, 

시스템 제어기(11)에 대한 처리는 단계 S307로 진행되고, 이 때 n번째 프로그램에 대해, 즉, 이제 막 기록된 프로그램

에 대한 수집 플래그가 검사된다.

수집 플래그가 on 상태이면, 이 프로그램은 n번째 프로그램으로서 U-TOC 상에서 관리되고, 변수 n이 증가되고(S30

8, S309), 또한 처리가 단계 S303으로 복귀되어 광학 디스크(30)로부터 연속하여 입력되는 오디오 재생 데이터가 자

기 광학 디스크(1)의 자유 영역에 n번째 프로그램, 즉, 다음 프로그램으로서 기록되도록 하는 제어가 실행된다.

한편, 단계 S307에서 수집 플래그가 off 상태로 결정될 때, n번째 프로그램, 즉, 이제 막 기록된 프로그램은 U-TOC 

상에서 소거되도록 처리되고 기록된 영역은 자유 영역의 헤드에 삽입된다(S310). 말하자면, 상태가 기록이 실행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 때는 변수 n이 증가되지 않고 처리가 단계 S303으로 복귀되어, 광학 디스크(30)로부터 연속하

여 입력된 오디오 재생 데이터가 자기 광학 디스크(1)의 자유 영역에 n번째 프로그램, 즉, 자기 광학 디스크(1) 상에 

현재 기록된 최종 프로그램에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서 기록되도록 제어된다.

예를 들면, 제 7A 도 내지 제 7F 도에서의 동작은 더 설명되는 처리 과정을 이용해 실행될 수 있다.

광학 디스크(30)의 재생이 완료될 때, 처리는 단계 S311에서 종료된다. 이 흐름도에서, 재생이 완료될 때 단계 S304

에서의 결정은 프로그램 변경이 있는 것으로 주어지고, 단계 S307 내지 S310에서의 실행 이후에 처리가 완료되도록 

루프가 단계 S311에서 끝난다.

상술된 처리에 의해, 제 7F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처리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만이 

자기 광학 디스크(1)에 기록된다.

완료된 후에, U-TOC 데이터는 전원이 턴오프되는 것과 같은 소정의 시간에 자기 광학 디스크 상에 실질적으로 재기

록된다.

5) 제 2 실시예인 자기 광학 기록 장치의 구조 및 동작

제 2 실시예가 제 9 도에 도시된다. 본 실시예에서의 장치는 자기 광학 디스크 기록 장치에 대한 부분만을 갖는다. 제 

1 도에서의 부분과 같은 기능을 갖는 제 9 도에서의 블럭도 부분은 동일한 도면부호가 주어지고 그 상세한 설명은 생

략된다.

제 9 도의 자기 광학 디스크 기록/재생 부분은 디지털 입력 단자(23),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21), 및 오디오 레벨 

검출기(22)가 제공되고 제 2 인코더/디코더(14) 내에 레벨 미터(meter)(14a)가 제공되는 점에서 제 1 도와 다르다.

디지털 입력 단자(23)는 외부 장치와의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위한 단자이다. 디지털 입력 단자(23)로부터 입

력된 데이터는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21)에 제공된다.

외부 장치가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접속될 때, 외부 광학 디스크 플레이어 또는 자기 광학 디스크 플레이어로

부터 재생된 오디오 정보는 변형되지 않고 디지털 데이터로서 제공된다. 동시에, 소정의 포맷으로 재생되도록 서브 

코드 정보 등을 포함하는 제어 데이터(SS)가 입력 단자에 전송된다.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21)에서, 오디오 데이터(44 1kHz 샘플링, 16-비트 양자화)가 공급된 데이터로부터 추출

되어 데이터를 기록할 때 제 2 인코더/디코더(14)에 제공된다.

또한, 서브 코드 정보와 같은 제어 데이터(SS)가 추출되어 시스템 제어기(11)에 제공된다. 예를 들면, U-(user)비트 

데이터와 C-(control)비트 데이터가 광학 디스크 플레이어 등 제어 데이터(SS)로부터 전송된다.

U-비트 데이터는 각각 데이터 Q, R, S, T, U, V, W로서 공지된 서브 코드 데이터를 포함하고, C-비트 데이터는 기록

매체, 샘플링 주파수 데이터, 클럭 데이터, 및 광학 시스템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카테고리 데이터를 포함한다.

시스템 제어기(11)는 상술된 바와 같은 제어 데이터(SS)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록 동작들을 제

어한다.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21)에 의해 오디오 데이터가 제공될 때, 전송된 오디오 데이터의 레벨은 오디오 레벨 검출

기(22)에 의해 검출된다. 검출된 레벨 정보(SLV1)는 시스템 제어기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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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입력 단자(17)로부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가 입력될 때, 오디오 신호 레벨 정보(SLV2)가 레벨 미터(14a)

에 의해 검출되어 시스템 제어기(11)에 공 급된다.

시스템 제어기(11)는 레벨 정보(SLV1, SLV2)로부터 제 2 디코더/인코더(14)에 입력된 오디오 데이터가 0의 레벨에 

있는지 여부를 검출하고, 이 검출로부터 소스측의 오디오 신호가 프로그램들간에 있도록(즉, 트랙 변경을 격도록) 주

어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또한 상술된 제 1 및 제 2 동작의 예를 적용함으로써 수집 모드 동작이 실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본 실시예의 장치가, 예를 들어,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21)를 통해 다수의 광학 디스크를 장착하고 선택

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광학 디스크 자동 체인저(changer)에 접속되어, 광학 디스크 자동 체인저가 광학 디스크를 재

생할 때 오디오 재생 데이터가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21)를 통해 장치에 입력되면, 사용자는 사용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재생될 때 작동부(19)에서 수집키를 누름으로써 제 1 실시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좋아하는 프

로그램들만이 기록된 자기 광학 디스크(1)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제어기(11)는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되는 U-비트 데이터로서 재생측에서 프로그램 번호 변경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다.

아날로그 오디오선을 이용하여 외부 장치와 접속될 때에도 같은 동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시스템 제어

기(11)가 재생측에서 프로그램 번호 변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프로그램 번호 변경은 레벨 

정보(SLV2)를 주시하고 일정한 시간 기간 동안(예를 들면, 약 2 내지 5초) 계속적 으로 0의 레벨을 인식함으로써 결

정될 수 있다.

6) 제 3 실시예인 자기 광학 기록 장치의 구조 및 동작

제 3 실시예가 제 10 도에 도시된다. 본 실시예에서 장치는 제 1 도의 자기 광학 디스크 기록 장치에서의 광학 디스크

플레이어 등을 대신하여 무선 튜너(radio tuner)와 같은 수신기 장치를 갖는다. 제 1 도의 부분과 동일한 제 10 도의 

블럭도 부분은 동일한 도면부호가 주어지고 그 상세한 설명이 생략된다.

안테나(40)에서 수신된 신호들은 튜너(41)에서 복조되고 스위칭 회로(54)의 단자(TTU)에 제공되기 전에 AGC/VOL(

Automatic Gain Control/Volume control)(42)에서 소정량만큼 증폭된다. 무선 수신 모드에 있을 때, 수신된 오디오 

신호는 스위칭 회로(54)의 단자(TTU)를 볼륨 제어 회로(51)에 접속하기 위해 제어를 행하는 시스템 제어기(11)의 결

과로서 스피커(53)로부터 출력된다.

수신된 오디오 신호는 또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43)에서 디지털 데이터 형태가 되어 제 2 인코더/디코더(14)에 

제공된다.

즉, 본 실시예는 수신된 무선파에서의 오디오 신호가 자기 광학 디스크(1)에서 에어-체크-기록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상술된 제 1 및 제 2 동작 예를 적용함으로써 수집 모드 동작이 실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 모드에서, 시스템 제어기는 무선 신호가 수신되는 동안 자기 광학 디스크(1) 상에 수신된 오디오 신호를

자동으로 기록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우연하게 사용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작동부(19)에서 수집키를 누름으로써 제 1 실시예

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가 좋아하는 오디오 신호만 기록된 자기 광학 디스크(1)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들간에 공간을 두기 위해서, 방송이, 예를 들면, 오디오 데이터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

류의 제어 데이터가 부가된 FM-다중화된 방송 등인 경우, 시스템 제어기(11)는 이 데이터로부터 자기 광학 디스크(1

) 상에 기록된 프로그램들의 변경점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일반 FM/AM 방송의 경우, 레벨 정보(SLV2)는 주시되고

프로그램 변경점은 일정한 시간 기간 동안(예를 들면, 2 내지 5초) 계속적으로 0인 레벨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이는 또한 텔레비전 방송 및 다양한 위성 방송 등과 같이 무선 방송 이외의 방송에도 적용될 수 있다.

7) 다양한 변형예

상술된 다양한 실시예들에 부가하여, 본 발명에 대해 다양한 변형예들이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록 매체로서 자기 광학 디스크가 취해진 실시예에 대해서만 설명되지만, 본 발명은 또한 고체 상태 메모

리 또는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등과 같은 테이프형 기록 매체를 이용하는 기록 장치들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오디오 데이터의 기록에만 한정되지 않고, 영상 데이터나 문자 데이터와 같은 컴퓨터 사용 데이터의 

기록에 적용될 수도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 자기 광학 디스크(1) 상에 프로그램이 남아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용자 수집키의 작동에 

기초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고려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제 1 도의 실시예에서, 광학 디스크 플레이어에서 각 프로그

램들이 재생되는 횟수가 카운트되어 기록될 수 있고, 자주 재생되는 프로그램들은 유효하게 결정되어 자기 광학 디스

크(1) 상에 기록 프로그램들로서 남게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기록 장치에는 입력된 정보에서 정보 단위 변경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단위 결정 수단이

제공되고, 입력된 정보에 따라 기록 수단과 함께 기록 매체 상에 입력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기록 제어 

수단을 사용한다. 이 정보 단위가 기록될 정보 단위로서 유효한지 또는 무효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유효 또는 무효 결

정 수단이 제공된다. 또한, 기록 정보 단위 선택 및 처리 수단은 유효 또는 무효 결정 수단에 의해 유효하게 결정된 정

보 단위들만이 기록 데이터로 기록 매체 상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기록 수단에 의해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된 기록 정보

에 대해 소정의 처리를 수행한다.

그 결과로서, 사용자는, 예를 들면, 기록 동작을 인지하지 않고 사용자가 좋아하는 것만이 기록 매체 상에 남겨지는 

정보 단위들을 얻을 수 있으므로, 힘들이지 않고 좋아하는 디스크를 제작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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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입력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프로그램 영역과 상기 입력된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관리 영역을

갖는 기록 매체 상에 정보를 기록하는 기록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된 정보의 정보 단위들의 변경들을 검출하기 위한 정보 단위 검출 수단;

상기 프로그램 영역에 상기 입력된 정보를 기록하고 상기 관리 영역에 상기 관리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수단;

상기 정보 단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각 정보 단위에 대한 기록 동작을 유효 및 무효 중 하나로 결정하기 위한 유

효 또는 무효 결정 수단; 및

상기 유효 또는 무효 결정 수단에 의해 유효로 결정된 정보 단위들만 상기 기록 매체 상에 남겨지고 무효로 결정된 정

보 단위들은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소거되는 방식으로 상기 관리 정보를 편집하기 위한 관리 정보 편집 수단을 포함

하고,

상기 관리 정보 편집 수단에서 편집된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기록 매체의 상기 관리 영역에 기록되는, 기록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단위 검출 수단은 상기 입력된 정보와 함께 입력되는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입력된 정보의 상기 정보 

단위들의 변경들을 검출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단위 검출 수단은 상기 입력된 정보의 조건에 따라 상기 입력된 정보의 상기 정보 단위들의 변경들을 검출

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의 상기 프로그램 영역에 상기 입력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상기 입력된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

하기 위한 기록 제어 수단을 더 포함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정보 편집 수단은 무효로 결정된 상기 정보 단위들로 기록된 상기 프로그램 영역을 기록 가능한 영역으로

서 관리하고, 유효로 결정된 상기 정보 단위들의 프로그램 번호들을 편집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 또는 무효 결정 수단에 의해 무효로 결정된 정보 단위로 기록된 상기 프로그램 영역이 다음의 정보 단위로 

덮어쓰기 되는 방식으로 상기 기록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기록 수단 제어 수단을 더 포함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7.
제 1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된 정보를 제 2 기록 매체에 더빙(dubbing)하는 더빙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 1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된 정보의 정보 단위들의 변경들을 검출하기 위한 정보 단위 검출 수단;

상기 제 1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된 정보와 상기 제 2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 정보를 상기 제 2 기

록 매체 상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 수단;

상기 정보 단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각각의 정보 단위에 대해 기록 동작을 유효 및 무효 중 하나가 되도록 결정

하기 위한 유효 또는 무효 결정 수단; 및

상기 유효 또는 무효 결정 수단에 의해 유효로 결정된 정보 단위들만 상기 제 2 기록 매체 상에 남겨지고 무효로 결정

된 정보 단위들은 상기 제 2 기록 매체로부터 소거되는 방식으로 상기 관리 정보를 편집하기 위한 관리 정보 편집 수

단을 포함하고,

상기 관리 정보 편집 수단에서 편집된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제 2 기록 매체 관리 영역에 기록되는, 더빙 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단위 검출 수단은 상기 제 1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된 상기 정보와 함께 입력되는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상

기 입력된 정보의 상기 정보 단위들의 변경들을 검출하는, 더빙 시스템.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단위 검출 수단은 상기 제 1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된 상기 정보의 조건에 따라 상기 입력된 정보의 상기 정

보 단위들의 변경들을 검출하는, 더빙 시스템.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기록 매체에 상기 제 1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된 상기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록

제어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더빙 시스템.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정보 편집 수단은 무효로 결정된 상기 정보 단위들로 기록된 영역들을 기록 가능한 영역으로서 관리하고, 

유효로 결정된 상기 정보 단위들의 프로그램 번호들을 편집하는, 더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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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 또는 무효 결정 수단에 의해 무효로 결정된 정보 단위로 기록된 상기 프로그램 영역이 다음의 정보 단위로 

덮어쓰기 되는 방식으로 상기 기록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기록 수단 제어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더빙 시스템.

청구항 13.
입력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프로그램 영역과 상기 입력된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관리 영역을

갖는 기록 매체 상에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된 정보의 정보 단위들의 변경들을 검출하기 위한 정보 단위 검출기;

상기 입력된 정보를 상기 프로그램 영역에 기록하고 상기 관리 정보를 상기 관리 영역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 헤드;

상기 정보 단위 검출기에 의해 검출된 각 정보 단위에 대해 기록 동작을 유효 및 무효 중 하나로 결정하기 위한 유효 

또는 무효 결정부; 및

상기 유효 또는 무효 결정부에 의해 유효로 결정된 정보 단위들만 상기 기록 매체 상에 남겨지고 무효로 결정된 정보 

단위들은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소거되는 방식으로 상기 관리 정보를 편집하기 위한 관리 정보 편집기를 포함하고,

상기 관리 정보 편집기에서 편집된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기록 매체의 상기 관리 영역에 기록되는, 기록 장치.

청구항 14.
제 1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된 정보를 제 2 기록 매체에 더빙하는 더빙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 1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된 정보의 정보 단위들의 변경들을 검출하기 위한 정보 단위 검출기;

상기 제 1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된 정보와 상기 제 2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 정보를 상기 제 2 기

록 매체 상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 헤드;

상기 정보 단위 검출기에 의해 검출된 각 정보 단위에 대한 기록 동작을 유효 및 무효 중 하나로 결정하기 위한 유효 

또는 무효 결정부; 및

상기 유효 또는 무효 결정부에 의해 유효로 결정된 정보 단위들만 상기 제 2 기록 매체 상에 남겨지고 무효로 결정된 

정보 단위들은 상기 제 2 기록 매체로부터 소거되는 방식으로 상기 관리 정보를 편집하기 위한 관리 정보 편집기를 

구비하고,

상기 관리 정보 편집기에서 편집된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제 2 기록 매체 관리 영역에 기록되는, 더빙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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