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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스크(1)의 기록면상에 나선형의 트랙이 형성되어 있고, 에러정정정보를 부가하여 인터리브 수법을 사용해 데이터가 
기록된다. 독출장치(2)로 복수의 트랙으로부터 동시에 읽은 데이터는 A/D 변환기(3)에 의해 디지털데이터로 변환되고, 
프레임데이터용 버퍼메모리(4)에 저장되어, 복호장치(5)에 의해 순차로 복호된다. 데이터 정렬수단(6)은 제어기(20)
의 지시에 따라 복호장치로부터 보내진, 동시에 읽은 병렬 데이터를 첫 번째 데이터부터 순차로 정렬한다. 데이터 출력
수단(7)은 제어기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 정렬수단으로 정렬한 데이터로부터 효과적으로 데이터 출력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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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정보 디스크장치 및 그 독출방법, 특히, CD-ROM 등에 쓰이는 광 디스크의 복수의 트랙의 데이터를 병렬로 
읽어내는 디스크 재생장치 및 그 독출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에 CD-ROM 장치 등의 광 디스크장치에는 고속 읽기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인접하
는 복수의 트랙의 데이터를 동시에 읽어내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가 제안되어 왔다. 지금까지,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로 데이터를 독출하는 경우, USP 5,627,805에 기재된 방법이 알려지고 있다. 이 방법은 복수의 트랙으로부터 
읽어낸 데이터를 EFM 복조 후, 우선, 대용량의 버퍼메모리에 저장하고, 디스크상의 배열대로 정렬하여, 선두의 데이터
부터 순차로 CIRC에 따라 복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CD-ROM 데이터의 경우, CIRC 복호 후에 또, 버퍼메모
리에서 ECC 에러정정을 하여, 인터페이스수단을 통해 호스트컴퓨터에 출력한다.
    

    
CD의 CIRC 부호화법은, 국부적인 디스크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리브라고 불리는 기술로, 최대 108 CD 프레임에 
걸쳐 분산되어 데이터가 기록된다. 따라서, 선두부터 순차로 데이터를 프레임데이터용의 버퍼에 저장하고, 분산-기록
된 데이터로부터 해당하는 비트 데이터를 추출하여, 그 해당하는 데이터를 복호회로에 입력해 복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USP 5,627,805에 기재된 방법에서는, 적어도 디스크 1회전 X 동시에 읽을 수 있는 트랙 수만큼의 프레임데이터용 버
퍼메모리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CD의 경우 일정한 선속도로 기록되기 때문에, 디스크의 외주부에서는 내주부에서보
다 디스크의 1회전 당 데이터 메모리용량이 더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1회전 당 최대 기록용량의 프레임데이터용 버퍼
메모리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CIRC 복호 전의 데이터에는 에러정정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리던던시가 커지고, 보다 대용량의 메
모리가 필요하게 되므로,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1회전 분의 데이터를 완전히 읽을 때까지, 두 번째 트랙 이후의 
데이터의 복호가 시작되지 않는다. 1회전 분의 데이터를 읽은 후, 트랙을 진행시켜 읽기를 재개할 때, 프레임데이터용 
버퍼메모리에는 복호되지 않은 데이터가 남는다. 그러므로, 데이터가 완전히 복호되고 나서야 읽기를 재개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상기 언급한 CIRC 복호 전의 에러정정정보를 포함한, 리던던시가 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버퍼메모리
를 준비해야 하므로, 효율이 대단히 나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기록면상에 나선형의 복수 트랙이 형성되어 있고, 에러정정정보를 부가하여 
인터리브 수법을 사용해 부호화된 데이터가 기록된 정보디스크상의 인접하는 복수 트랙의 신호를 동시에 재생하는 멀
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를 나타낸다. 이 장치는 정보디스크로부터 인접하는 복수 트랙의 신호를 동시에 재생하는 신호
재생수단, 출력된 복수 트랙의 읽기신호를 디지털데이터로 변환하는 데이터 변환수단, 변환된 복수 트랙의 읽기데이터
를 인터리브 길이 이상 기억하는 기억수단,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된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복호하여 출력하는 
복호수단, 병렬로 출력된 데이터를 상기 정보디스크상의 어드레스 순서대로 정렬하는 데이터 정렬수단, 및 정렬된 데이
터를 상기 디스크 재생장치 외부에 출력하는 데이터 출력수단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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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리던던시가 더 큰, 인터리브 수법으로 부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하기 전에 저장하는 버퍼메모리는 복
호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용량만이 필요하다. 리던던시가 감소된 데이터를 버퍼메모리에 정렬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
의 버퍼메모리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각 트랙에 병렬로 복호가 진행될 수 있다. 또한, 1회전 분의 데이터를 
읽은 뒤 트랙 점프를 하여 재생되도록 트랙을 진행시킬 때나, 떨어진 트랙으로부터 신호재생수단의 독출수단을 이동시
킨 후 읽기를 재개할 때에도, 원하는 데이터가 독출수단의 위치에 올 때까지 디스크의 회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러
므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있어서의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있어서의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있어서의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4는 기록면상에 나선형의 트랙이 형성된 정보디스크의 트랙 배치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을 CD-ROM 장치에 응용한 경우의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의 블록도이다.

    실시예

(제1 실시예)

이하에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에 관해서, 도 1을 참조해 설명한다.

    
도 1에서, 정보디스크(1)는, 예를 들면 광학디스크로, 그 기록면상에 나선형의 트랙이 형성되어 있고, 에러정정정보를 
부가하여, 인터리브 수법을 사용해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다. 디스크 드라이버(8)는, 예를 들면 디스크 회전모터로 제어
기(20)의 지시에 따라 정보디스크(1)를 소정의 속도로 회전시킨다. 독출장치(2)는, 예컨대 광 디스크의 경우, 복수 트
랙의 정보를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광 픽업장치내의 레이저광과 수광소자로 구성되는 복수의 독출수단(R1, R2, R3) 
및 도시하지 않은 헤드증폭기로 되어있다. 독출장치는 제어기(20)에 의해 제어되는 정보디스크(1)의 반경방향으로 가
동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독출장치는 정보가 기록된 인접하는 복수의 트랙의 데이터를 동시에 재생하여, 동시 재생 가
능한 복수의 트랙 수만큼의 아날로그 재생신호를 출력한다. A/D 변환기(3)는 동시 재생 가능한 트랙 수만큼의 변환회
로를 갖는다. A/D 변환기는 독출장치(2)로 재생된 동시 재생 가능한 복수의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물론 한 회로에서 시분할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프레임 버퍼메모리(4)로서는, 예를 들면 링 버퍼메모
리가 사용된다. 프레임 버퍼메모리는 A/D 변환기(3)로부터 출력된 동시 재생 가능한 트랙 수만큼의 디지털데이터를 
정보디스크(1)의 인터리브 길이 이상 저장할 수 있다. 프레임데이터용 버퍼메모리(4)에 데이터가 가득 차면, 먼저 기
록한 데이터부터 순차로 새로운 데이터를 겹쳐 쓴다. 복호장치(5)는 프레임데이터용 버퍼메모리(3)에 저장된 데이터로
부터 필요한 비트 데이터를 추출하여, 에러를 정정하고, 복호하여 출력한다. 데이터 정렬수단(6)은 복호장치(5)로부터 
병렬로 출력된 동시 읽기 가능한 트랙 수의 데이터를 제어기(2)의 지시에 따라 정보디스크(1)의 선두 데이터부터 순차
로 정렬한다. 데이터 출력수단(7)은 데이터 정렬수단(6)에 의해 정렬된 데이터를 제어기(20)의 지시에 따라 장치 외
부에 출력한다. 제어기(20)는 디스크 드라이버(8), 독출장치(2), 데이터 정렬수단(6), 및 데이터 출력수단(7)을 제어
한다.
    

    
이어서 그 동작을 설명한다. 독출장치(2)는 동시 읽기가 가능한 트랙 수만큼의 데이터를 정보디스크(1)의 회전에 따라 
선두부터 순차로 추적하고 읽는다. 각 계통의 아날로그데이터는 A/D 변환기(3)에 의해 디지털데이터로 변환되어, 각 
계통마다 프레임데이터용 버퍼메모리에 저장되고 복호장치(5)에서 순차로 복호된다. 디스크가 1회전하면, 독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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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독출수단은 각각 다음 트랙의 선두까지 도달한다. 이 때, 프레임데이터용 버퍼메모리(4)에는 다음 트랙의 선두에
서 독출한 데이터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 트랙의 데이터를 최후까지 완전히 복호하여, 데이터 정렬수단
(6)에서 각 트랙의 끊임없이 연속된 데이터를 얻도록, 정보디스크(1)에서 읽어낸 복수의 트랙의 각각의 최후미 데이터
의 인터리브 길이만큼만 다음 트랙의 데이터를 중복하여 읽는다. 데이터 정렬수단(6)으로, 복호장치(5)에서 동시에 읽
기 가능한 트랙 수만큼 병렬로 출력된 데이터는 제어기(20)의 지시에 따라 정보디스크(1)상의 선두 데이터부터 순차
로 정렬된다. 데이터 출력수단(7)은 데이터 정렬수단(6)으로 정렬된 데이터를 제어기(20)의 지시에 따라 장치 외부에 
출력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데이터용 버퍼메모리(4)의 용량은 최저한도로 하면서, 동시 읽기 가능한 각 트랙의 데이터를 효과
적으로 병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버퍼메모리(4)의 한 트랙에 필요한 용량은 인터리브 길이와 최저한도의 합만큼
의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면 된다. 상세한 것은 후술한다.

    
독출수단의 동작을 도 4의 기록면상에 나선형의 트랙이 형성된 정보디스크의 트랙 배치도를 참조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4는 디스크(1)의 트랙(T1 ~ T7)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세 개의 트랙의 정보를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장치의 경
우, 픽업장치내에 3조의 레이저광 및 수광소자로 이루어지는 독출수단(R1, R2, R3)이 디스크의 오른쪽으로부터 추적
하게 되어있다. 먼저, 독출수단(R1, R2, R3)으로 트랙(T1, T2, T3)을 읽고, 복호장치(5)로 순차로 복호하여, 복호된 
데이터를 데이터 정렬수단(6)에 보낸다. 각 트랙을 읽은 뒤, 인터리브 부분인 트랙(T2, T3, T4)의 선두의 데이터를 
읽고, 트랙(T1, T2, T3)의 최후미까지 데이터를 복호한다. 이 상태에서, 각 픽업장치는 트랙(T2, T3, T4) 위에 있다. 
그 다음, 독출장치(2)는 트랙(T4) 중 읽지 않은 부분부터 읽기 시작하기 위해, 독출수단(R1, R2, R3)을 다음 트랙으
로 점프시켜, 트랙(T3, T4, T5)을 추적한다. 만일 즉시로 트랙 점프를 할 수 있다면, 독출수단(R1)은 트랙(T4) 중 
이미 읽은 부분에 연속하는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트랙 점프 중에도 디스크(1)는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 
트랙을 점프하여, 트랙(T3, T4, T5)에서부터 추적을 시작한다. 그런 다음, 트랙(T4, T5, T6)을 완전히 재생하여, 트
랙(T4, T5, T6)의 인터리브 부분인 트랙(T7, T8, T9)의 시작부분까지 진행한 다음, 한 트랙이 다음 트랙으로 점프
하는데, 이 동작을 순차적으로 반복한다.
    

여기서, 복호장치(5)의 복호회로는 동시 재생 가능한 트랙 수만큼 제공될 수 있다. 복호회로의 수는 동시 재생 가능한 
트랙의 수보다 더 적다. 또한, 각 트랙의 데이터를 순차로 복호하여 해당하는 트랙의 데이터로서 출력하면, 복호회로의 
속도가 충분한 경우 복호회로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이상의 설명과 같이, 이 실시예에서, 버퍼메모리의 용량은 트랙의 선두 데이터를 복호하고 저장하는데 필요한 최저한도
로 할 수 있어, 각 트랙에서 동시에 복호를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는, 정보디스크(1)를 광 디스크로 설명하였지만, 자기디스크의 경우도 비슷하게 실시할 수 있다. 독출
장치(2)는 광 픽업 및 헤드증폭기로 구성되지만, 자기헤드 및 헤드증폭기로도 구성될 수 있다.

(제2 실시예)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대해 도 2를 참조해 설명한다.

도 2에서, 도 1과 같은 기능을 하는 부분에는 같은 부호를 붙여, 중복 설명을 막는다. 도 1과 다른 것은 선두데이터 기
억수단(9)의 추가로, 이것은 프레임데이터용 버퍼메모리(4)에 저장된 데이터 중 각 트랙의 선두 데이터를 이전 트랙의 
최후미 데이터의 인터리브 길이 이상으로 저장한다.

    
다음은 그 동작을 설명한다. 독출장치(2)는 동시 읽기가 가능한 트랙의 데이터를 디스크(1)의 회전에 따라 선두부터 
순차로 추적하여 읽는다. 디스크가 1회전하면, 독출장치(2)의 복수의 독출수단은 각각 다음 트랙의 선두까지 도달한다. 
그 다음, 선두데이터 기억수단(9)에 저장된 데이터는 각 트랙의 최후미의 데이터에 접속되는 데이터로 사용된다. 각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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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의 데이터를 최후까지 완전히 복호하여, 데이터 정렬수단(6)에서 각 트랙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연속된 데이터로 구
성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트랙의 최후미의 데이터는 접속하는 트랙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된다. 선
두데이터 기억수단(9)에서, 가장 선두 트랙의 선두데이터 기억수단은 불필요하므로 제공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각 트랙의 선두 데이터를 기억하는 영역을 제공함으로써, 제1 실시예에서와 같이 정보디스크의 다음 트랙의 
데이터를 각 트랙의 최후미 데이터의 인터리브 길이만큼 중복하여 읽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 
독출을 진행시킬 수 있다.

여기서, 복호장치(5)는 동시 재생 가능한 트랙 수만큼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복호장치의 수는 동시 재생 가능한 트랙의 
수보다 더 적어도 된다. 이 때, 각 트랙의 데이터를 순차로 복호하여 해당하는 트랙의 데이터로서 출력하면, 복호장치의 
속도가 충분한 경우 복호회로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이상의 설명과 같이, 이 실시예에서도, 버퍼메모리의 용량은 트랙의 선두 데이터를 복호하고 저장하는데 필요한 최저한
도로 할 수 있다. 또한 제1 실시예에서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는, 정보디스크(1)를 광 디스크로 설명하였지만, 자기디스크의 경우도 비슷하게 실시할 수 있다. 독출
장치(2)는 광 픽업 및 헤드증폭기로 구성되지만, 자기헤드 및 헤드증폭기로도 구성될 수 있다.

(제3 실시예)

본 발명의 제3의 실시예에 관해서, 도 3을 참조해 설명한다.

    
도 3에서, 도 1과 같은 기능을 하는 부분에는 같은 부호를 붙여, 중복 설명을 막는다. 도 1과 다른 것은 데이터 독출수
단(10)의 추가로, 이것은 도 1의 독출장치(2), A/D 변환기(3), 프레임데이터용 버퍼메모리(4) 및 복호장치(5)를 구
비하고, 필요하다면, 도 2의 선두데이터 기억수단(9)도 구비할 수 있다. 데이터 독출수단(10)은, 제어기(20)의 지시에 
따라, 정보디스크(1)에 기록된 데이터를 동시에 재생하고, 각 트랙의 디지털데이터를 복호하여 출력한다. 데이터 정렬
수단(6)은 버퍼메모리(11), 메모리 제어수단(12), 에러정정수단(13) 및 어드레스 기억수단(14)을 구비하고, 버퍼메
모리(11)는 데이터 독출수단(10)으로부터 출력된 디지털데이터를 순차로 기억한다. 각 트랙의 데이터의 선두 어드레
스 정보를 기초로, 메모리 제어수단(12)은 버퍼메모리상에, 디스크가 1회전한 뒤 접속하는 트랙의 데이터와 연속이 되
도록 각 트랙의 선두 어드레스를 결정한다(버퍼메모리 어드레스 결정수단). 메모리 제어수단은 재생된 디지털데이터를 
순차로 버퍼메모리(11)에 기록한다(메모리 기입수단). 에러정정수단(13)은, 정보디스크(1)에 기록된 데이터가 일정
길이의 블록단위로 블록완결형 에러정정부호를 추가하여 기록된 경우, 독출트랙의 트랙 순서와 관계없이, 일정길이의 
블록으로 정렬된 데이터에 에러가 발견되면 에러를 정정한다. 그 다음, 에러정정수단은 정정 결과를 원래 데이터 위에 
겹쳐 쓴다. 어드레스 기억수단(14)은 독출트랙 중 가장 선두 트랙의 데이터에 접속하여 선두 데이터로부터의 연속성이 
확보된 버퍼메모리에 최후미의 어드레스를 저장한다. 정보디스크(1)에 저장된 데이터가 일정길이의 블록단위로 블록완
결형 에러정정부호를 부가하여 기록되는 경우, 어드레스 기억수단은 블록의 버퍼메모리에 최후미의 어드레스를 저장한
다. 독출트랙의 가장 선두 트랙의 데이터에 블록이 접속하여, 선두 데이터로부터의 연속성이 확보된다. 또한, 그 블록은 
에러가 없거나 에러정정 후의 블록이 된다. 데이터 출력수단(7)은 버퍼메모리(11)의 데이터 중에서 어드레스 기억수
단(14)에 기억된 어드레스의 데이터까지를 유효한 데이터로 장치외부에 출력한다. 제어기(20)는 디스크 드라이버(8), 
독출장치(2), 데이터 정렬수단(6) 및 데이터 출력수단(7)을 제어한다.
    

여기서, 데이터 독출수단(10)은 제1 실시예 및 제2 실시예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실시 가능하다. 이 외에도 
전단층의 에러정정정보를 부가하여 인터리브 수법을 사용한 부호화법을 적용하지 않은 정보디스크의 경우나, 인터리브 
수법을 사용한 부호화법의 복호 후의 데이터를 병렬로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유사하게 실시될 수도 있다.

    
읽어낸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 버퍼메모리(11)의 용량은 적어도, 1회전의 최대 데이터량 X 동시에 읽기 가능한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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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만큼이 필요하다. 더 효율적으로 읽기 위해서, 1회전의 데이터를 읽은 후 재생트랙을 진행시킬 때, 이미 정렬되었
지만 재생장치 외부로 출력되지 않은 데이터를 버퍼메모리(11)에 남겨놓는다. 그러므로, 1회전의 최대 데이터량 X (동
시에 읽기 가능한 트랙의 수 - 1)의 버퍼메모리 용량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에러정정정보를 부가하여 인터리브 수법
으로 데이터를 기록한 정보디스크의 경우에는, 에러정정정보를 포함하는 리던던시가 높은 데이터를 직접 정렬하는 방법
보다 데이터 정렬용 버퍼메모리 용량이 더 작다. 또한, 버퍼메모리(11)는 데이터 전송용 버퍼메모리도 겸한다. 따라서, 
별도의 데이터 전송용 버퍼메모리가 필요하지 않고,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용 버퍼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독출장치 외부에 출력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과 같이, 이 실시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재생할 수 있다.

i) 동시에 읽어낸 데이터를 버퍼메모리에서 선두 데이터부터 순차로 정렬할 수 있다.

ii) 동시에 읽어낸 데이터를 버퍼메모리에서 선두 데이터부터 순차로 정렬하면서, 블록단위로 정렬된 데이터부터, 데이
터의 순차에 관계없이, 일정길이의 블록단위로 블록완결형 에러정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iii) 인터리브 수법으로 부호화된 데이터의 복호, 및 일정길이의 블록단위의 블록완결형 에러정정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에러정정정보를 부가하여 인터리브 수법으로 부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한 뒤, 버퍼메모리에서 선두 데이터부터 순
차로 데이터를 정렬한다.

또한, 이 실시예에서, 버퍼메모리는 복호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용량을 필요로 하고, 리던던시가 적어진 데이터를 버퍼
메모리에 정렬시켜, 전체 시스템에서 버퍼메모리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제4 실시예)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관해서, 제3 실시예의 설명에 사용한 도 3, 및 기록면상에 나선형의 트랙이 형성된 정보디스크
의 트랙 배치도를 도시한 도 4를 참조해 설명한다.

    
도 4에서, T1, T2, T3,...은 디스크(1)상의 데이터 트랙으로, 디스크가 1회전한 뒤, T2, T3, T4,...에 각각 접속한다. 
다음 설명에서, 동시에 읽기 가능한 트랙의 수는 3이다. 픽업장치에서 독출수단(R1, R2, R3)은 도면의 오른쪽에서 왼
쪽으로 T1, T2, T3을 추적한다. 독출수단은 T1, T2, T3을 읽은 뒤, 재생트랙을 진행시키기 위해 트랙을 점프시키지
만, 트랙 점프에는 일정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에, 디스크는 계속해서 회전한다. 따라서, T4, T5, T6의 시작위치나, 시
작위치 앞에서 재생을 재개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T3을 중복하여 읽도록, 한 트랙을 점프하여, T3, T4, T5로 트
랙을 점프한다. 트랙 점프 후 읽을 준비가 되면, T4와 T5에서 즉시 데이터를 읽기 시작한다. T3으로 점프한 데이터 독
출수단(10)의 픽업장치내의 독출수단(R1)은 트랙 점프 전에 읽어 버퍼메모리(11)에 기록된 데이터의 다음 데이터가 
올 때까지 중복하는 데이터를 추적한다. 미독출 데이터가 오면 독출수단(R1)은 재생을 재개한다. 이 때, 중복하는 데이
터를 계속해서 읽어, 버퍼메모리(11) 위에 겹쳐 쓸 수 있다.
    

    
새롭게 데이터 읽기를 시작하는 경우나, 지금까지 읽은 위치에서 떨어진 위치의 데이터를 읽는 경우, 예를 들면, 트랙(
T2)의 선두 데이터부터 읽고자 한다고 가정한다. 우선, 데이터 독출수단(10)의 독출장치의 픽업장치를 원하는 트랙을 
탐색하도록 동작시킨다. 그 탐색동작 중에도 디스크는 회전한다. 그러므로 디스크(1)가 회전 중에 어느 위치로부터 읽
기를 개시해야할지 불확실하다. 따라서, 픽업장치내의 독출수단(R1, R2, R3)으로 트랙(T1, T2, T3)을 읽도록 독출트
랙을 할당한다. 독출트랙을 진행시키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탐색동작 직후 트랙(T2, T3)의 독출을 시작한다. 트랙
(T1)에 할당된 독출장치의 픽업장치내의 독출수단(R1)은 디스크가 탐색 중에 회전하기 때문에 트랙(T1)의 어느 위치
부터 읽기를 개시해야할지 불확실하다. 그러나, 디스크의 1회전 이내에는 원하는 트랙(T2)의 선두에 확실히 도달한다. 
그러므로, 트랙(T2)의 선두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재생을 재개하면 된다. 디스크의 1회전 뒤에 다시 데이터를 읽을 필
요가 있다면, 트랙을 점프하여 데이터를 계속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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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데이터 독출수단(10)은 제1 실시예 및 제2 실시예에 설명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단층의 에러정정정보를 부가하여 인터리브 수법을 적용한 부호화법을 사용하지 않은 정보디스크의 경우나, 인터리브 
수법을 사용한 부호화법의 복호 후의 데이터를 병렬로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유사하게 실시될 수도 있다. 이 예에
서는, 동시에 읽기 가능한 트랙의 수는 3이지만, 동시에 읽기 가능한 트랙의 수가 2인 경우나 3 이상인 경우도 유사하
게 실시될 수 있다.
    

이상의 설명과 같이, 이 실시예에 따라, 1회전한 데이터를 읽은 뒤 트랙을 점프하여 재생트랙을 진행시킬 때나, 떨어진 
트랙으로부터 독출수단을 이동시킨 후 읽기를 재개할 때에도, 원하는 데이터가 독출수단의 위치에 올 때까지 디스크의 
회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체적인 예에 관해서, 예로서 CD-ROM 재생장치를 사용한 도 5를 사용해 설명한다. 이 예에서는, 세 개의 
인접하는 트랙의 데이터를 동시에 재생할 수 있다.

    
도 5에서, 정보디스크(1)는 CD 또는 CD 규격의 디스크이다. 이 디스크에는 기록면상에 나선형의 트랙이 형성되어 있
고, C1, C2로 불리는 에러정정정보를 부가하여, 인터리브 수법으로 인터리브 길이의 최대 108 CD 프레임으로 데이터
가 기록되어 있다. 디스크 드라이버(8)는 디스크를 회전시키는 디스크 회전모터로, 제어기(20)의 지시에 따라 일정속
도로 정보디스크(1)를 회전시킨다. 구체적으로, CLV 제어로 10배속 회전, CAV 제어로 내주 약 10배속 및 외주 24배
속 회전 등 여러 가지 변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예에서는, 현재의 CD-ROM 업계에서 일반적인 CAV 제어로, 디스크
의 최외주에서 24배속이 되도록 디스크의 회전을 제어한다. 독출장치(2)는 광 픽업 및 헤드증폭기 회로로 구성된다. 
광 픽업내의 세 개의 독출수단(R1, R2, R3)은 제어기(20)로부터의 지시를 기초로 정보디스크(1)의 반경방향으로 왕
복 동작하여, 기록된 트랙의 인접하는 세 개의 트랙의 데이터를 동시에 재생함으로써, 세 개의 아날로그 재생신호를 출
력한다.
    

    
A/D 변환기(3)는 독출장치(2)에서 재생된 세 개의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고, EFM 복조 후의 데이터를 
출력한다. 프레임데이터용 버퍼메모리(4)는 링 버퍼메모리로 되어 있다. 이것은 A/D 변환기(3)로부터 출력되는 세 개
의 디지털데이터를 정보디스크(1)의 인터리브 길이 이상 저장한다. 버퍼에 데이터가 가득 차면, 먼저 기록된 데이터부
터 순차로 겹쳐 써 새로운 데이터로 대체한다. 선두데이터 기억수단(9)은 프레임데이터용 버퍼메모리(4)에 저장된 데
이터 중 가장 선두의 트랙을 제외한 각 트랙의 선두 데이터를 이전 트랙의 최후미 데이터의 인터리브 길이 이상 저장한
다. 복호장치(5)는 프레임데이터용 버퍼메모리(4)에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비트 데이터를 추출하여, CIRC 복호 
및 에러정정 후 출력한다.
    

도 3에서와 같이, 독출장치(2), A/D 변환기(3), 프레임데이터용 버퍼메모리(4), 복호장치(5) 및 선두데이터 기억수단
(9)을 총칭하여 데이터 독출수단(10)이라고 한다.

    
복호장치(5)는 동시에 재생 가능한 세 개의 트랙에 대해 하나의 복호장치가 제공된다. 각 트랙의 프레임데이터용 버퍼
메모리(4)의 데이터를 해당하는 트랙의 데이터로서 순차로 복호하여 출력한다. 데이터 정렬수단(6)에서, 버퍼메모리(
11)는 데이터 독출수단(10)의 복호장치(5)로부터 복호되어 출력된 디지털데이터를 순차로 기억한다. 이 예에서는, 2
56 Kbyte가 저장되고, 어드레스(0000H ~ 40000H)가 할당된다. 메모리 제어수단(12)은 각 트랙의 데이터의 선두 
어드레스 정보를 기초로, 버퍼메모리(11)에서, 어떤 트랙의 데이터가 디스크의 1회전 뒤 그 트랙 다음에 오는 트랙의 
데이터와 연속이 되도록 버퍼메모리(11)상의 각 트랙의 선두 어드레스를 결정한다. 메모리 제어수단은 재생된 디지털
데이터를 버퍼메모리(11)에 순차로 기록한다. 에러정정수단(13)은 정보디스크(1)에 기록된 데이터가 CD-ROM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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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로, 한 섹터에 2352 byte 단위의 ECC라고 불리는 블록완결형 에러정정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독출트
랙의 순서와 관계없이, 한 섹터에 2352 byte의 데이터를 갖춘 섹터에 에러가 발견되면 에러를 정정한다. 에러정정수단
은 정정 결과를 원래 데이터 위에 겹쳐 쓴다. 그 다음, 어드레스 기억수단(14)은 독출트랙 중 가장 선두의 트랙의 데이
터에 접속하여 선두 데이터로부터의 연속성이 확보된 버퍼메모리에 최후미의 어드레스를 저장한다. 디스크에 저장된 정
보가 CD-ROM 모드(1) 데이터이고, 한 섹터에 2352 byte 단위로 ECC라고 불리는 블록완결형 에러정정정보를 포함
하는 경우, 어드레스 기억수단은 블록의 버퍼메모리에 최후미의 어드레스를 저장한다. 독출트랙의 가장 선두의 트랙의 
데이터에 블록이 접속하여, 선두 데이터로부터의 연속성이 확보된다. 또한, 그 블록은 에러가 없거나 에러정정 후의 블
록이 된다. 데이터 출력수단(7)은 버퍼메모리(11)의 어드레스 기억수단(14)에 기억된 어드레스의 데이터까지를 유효
한 데이터로 하여 장치외부에 출력한다. 제어기(20)는 디스크 드라이버(8)의 디스크 회전제어, 독출장치(2)의 반경방
향의 위치제어, 데이터 정렬수단(6)의 동작제어, 및 데이터 출력수단(7)의 데이터 출력제어를 한다.
    

실제의 독출동작을 도 4 및 도 5를 참조해 설명한다. 다음 설명은 동시에 읽을 수 있는 트랙의 수가 3인 경우에 관한 것
이다.

    
우선, 새로운 데이터를 읽기 시작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트랙(T2)의 선두의 데이터부터 읽기를 개시하고자 한다고 가
정하면, 독출장치(2)의 픽업장치내의 독출수단(R1, R2, R3)은 원하는 트랙을 탐색하도록 동작한다. 그러나, 탐색동작 
중에도, 디스크는 회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디스크(1)의 회전 중 어느 위치로부터 읽기를 개시해야할지 불확실하다. 따
라서, 독출장치(2)의 독출수단으로 트랙(T1, T2, T3) 중의 특정 위치의 데이터를 읽도록 독출트랙을 할당한다. 트랙
(T1, T2, T3)에 할당된 독출수단은 각각 R1, R2, R3으로 한다. 독출수단(R1, R2, R3)은 트랙(T1, T2, T3)의 중간
부분부터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독출수단(R2, R3)은 트랙(T2, T3)의 중간부터 데이터를 읽기 시작한다. 독출수단(
R1)은 정보디스크(1)의 1회전 이내에 트랙(T2)의 선두에 오기 때문에, 트랙(T2)의 선두로부터 데이터를 읽기 시작
한다.
    

    
읽기를 시작하면, 각 트랙의 데이터는 A/D 변환기(3)로 순차로 A/D 변환되고 EFM 복조되어, 프레임데이터용 링 버퍼
메모리(4)에 저장된다. 인터리브 길이인 108 CD 프레임 이상으로 데이터가 프레임데이터용의 링 버퍼메모리(4)에 저
장되면, 복호장치(5)에서 CIRC 복호와 C1, C2 에러정정을 하여, 버퍼메모리(11)에 출력한다. 선두데이터 기억수단(
9)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출수단(R2, R3)으로 읽은 선두의 107 CD 프레임의 데이터가 선두데이터 기억수단(
9)에 저장된다. 버퍼메모리(11)에서, 트랙(T2, T3, T4)의 반경은 거의 같다고 여겨진다. 그러면, 각 트랙의 1회전 당 
데이터 용량이 900 CD 프레임, 약 21 Kbyte이고, 독출수단(R2)이 트랙(T2)의 선두로부터 400번째 CD 프레임의 위
치로부터 읽기 시작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메모리 제어수단(12)에는 독출수단(R1, R2, R3)으로 읽어낸 데이터의 
버퍼메모리상의 어드레스로서 R1: 00000H ~ 02568H, R2: 02569H ~ 079C9H, R3: 079CAH ~가 할당된다. 에러
정정수단(1)은 데이터가 CD-ROM 데이터이고 ECC라고 불리는 블록완결형 에러정정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한 섹터에 
2352 byte의 데이터가 갖추어진 섹터로부터 에러를 체크해, 에러를 정정한다. 데이터가 독출수단(R)으로 읽어낸 데이
터에 접속하는 경우, 연속성이 확보되고, 또한 데이터는 CD-ROM 데이터로, ECC라고 불리는 블록완결형의 에러정정
정보를 포함하여, 어드레스 기억수단(14)은 에러가 없거나 에러정정을 완료한 데이터의 버퍼메모리의 최후미의 어드레
스를 기억한다. 그래서, 데이터 출력수단(7)은 버퍼메모리(11)의 어드레스 기억수단(14)에 기억된 어드레스의 데이터
까지를 유효한 데이터로 하여 장치 외부에 출력한다.
    

    
독출수단(R2, R3)이 데이터를 읽기 시작한 뒤, 디스크가 1회전하여, 독출수단(R1, R2)이 R2, R3의 독출시작점까지 
오면, 선두데이터 기억수단(9)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트랙의 데이터를 끝까지 복호한다. 다음 트랙의 데이터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또 107 CD 프레임을 중복하여 읽는다. 선두데이터 기억수단(9)이 제공되는 경우, 독출수단
(R2, R3)으로 읽은 선두의 107 CD 프레임의 데이터가 선두데이터 기억수단(9)에 기억된다. 그러므로, 이 데이터를 
독출수단(R1, R2)의 최후미의 데이터로서 사용하여, 이 데이터는 독출수단(R1, R2와 R2, R3)으로 읽어낸 데이터와 
끊임없이 연속인 데이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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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예에서, ECC라고 불리는 블록완결형의 에러정정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다. 그리고, 독출수단(R1)
으로 읽은 버퍼메모리(11)상의 00000H ~ 02568H의 데이터가 갖추어진 경우, 독출수단(R2)으로 읽어낸 02569H 
~의 데이터가 또한 독출수단(R2)의 079C9H까지의 데이터를 포함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독출수단(R3)으로 읽은 
079CAH ~의 데이터는 유효하게 된다. 또한, ECC라고 불리는 블록완결형의 에러정정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가
정한다. 비슷하게, 독출수단(R1)으로 읽은 버퍼메모리상의 00000H ~ 02568H의 데이터가 갖추어진 경우, 독출수단
(R1, R2)의 024C1H ~ 02DF0H의 에러를 체크하여, 에러가 없는 경우나 에러정정 후의 데이터는 유효하게 된다.
    

이 때, 상기 설명한 것과 같이, 데이터 복호 및 에러정정은 필요한 데이터가 갖춰진 데이터부터 이루어진다. 디스크가 
1회전하여 한 트랙의 데이터를 읽을 경우, 데이터 복호 및 에러정정은 거의 완료된다. 그러므로, 읽기 에러가 발생할 경
우, 독출트랙을 진행시킨 뒤 독출트랙을 되돌림으로써 다시 읽기를 시도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복호기의 사
용효율도 항상 거의 일정하게 되어, 데이터 독출, 복호 및 에러정정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

    
다음에, 독출트랙을 진행시키기 위해, 트랙 점프를 하지만, 트랙 점프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이 사이에, 디스크는 
여전히 회전한다. 따라서, 독출수단(R1)을 독출수단(R3)으로 읽은 마지막 트랙(T4)의 중간의 위치에 트랙 점프시켜 
독출을 시작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선두데이터 기억수단(9)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트랙 점프를 시작할 때는, 이미 
R1은 원하는 독출시작점으로부터 107 CD 프레임만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독출수단(R1)이 이미 읽은 트랙을 중복
하도록, R1, R2 및 R3을 트랙(T4, T5, T6)으로 점프시킨다. 트랙 점프 후, 비슷하게, 독출수단(R2, R3)은 즉시 읽기
를 재개한다. 독출수단(R1)은 즉시 읽기를 재개하여, 트랙 점프 전에 읽은 데이터에 겹쳐 쓸 수도 있고, 이미 읽은 데
이터와 비교할 수도 있다. 이 중복한 부분에 읽기 에러가 발생하면, R2와 R3은 미독출 부분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R1은 
재독출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미독출 영역이 올 때까지, R1은 읽지 않아도 된다. 비슷하게, 이후에, 트랙 점프를 하
면서 읽기 동작을 계속한다.
    

    
이 방법으로, 이 예에서 최대 24배속의 CAV 제어로 디스크를 회전시키는 경우, 탐색 직후 동시에 읽기 가능한 트랙의 
수는 3이고, 종래의 방법보다 약 2, 3배 빠르게, 또한 독출트랙을 진행시킬 때는 약 2배 더 빠르게 읽기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최외주에서, 약 48배속으로 읽기가 가능해진다. 동시에 읽기 가능한 트랙의 수가 3 이상인 경우, 또는 CLV 
제어의 경우를 가정한다. 그러면, 유사하게, 동시에 읽기 가능한 트랙의 수가 1인 경우와 비교해 약 N-1배(N은 동시
에 읽기 가능한 트랙의 수)의 속도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프레임데이터용 버퍼메모리(4)는 한 트랙 및 한 CD 프레임 당 32 byte의 데이터와 인터리브 길이의 108 CD 프레임에
서 최저한도로서 +/-11 CD 프레임으로, 32 X (108+ 11 + 11) = 4160 byte를 확보한다. 선두데이터 기억수단(9)
은 107 CD 프레임으로 3424 byte를 확보한다. 세 트랙의 데이터를 동시에 재생하는데 필요한 용량은 프레임데이터용 
버퍼메모리(4) 및 선두데이터 기억수단(9)의 용량의 합계로, 4160 X 3 + 3424 X 2 = 19328 byte가 된다(선두데이
터 기억수단(9)에서 가장 선두의 트랙 부분은 불필요하다). 선두데이터 기억수단(9)을 사용하지 않으면, 메모리 용량
의 최저한도는 4160 X 3 = 12480 byte가 된다.
    

    
한편, 데이터 정렬수단(6)에서 버퍼메모리(11)의 용량은 171 Kbytes/sec X 0.29 sec = 약 50 Kbyte가 된다. 선속
도 1.25 m/sec의 디스크로 디스크의 최외주 부근에서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경우에 1회전에 필요한 실제 시간은 약 2
90 ms이기 때문이다. 또한, 규격에 따르면 CD의 표준 속도의 1초당의 데이터 독출속도는 171 Kbyte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읽기 가능한 트랙의 수가 3이라고 가정하면, 1회전당의 용량은 50 K X 3 = 150 Kbyte이고, 또한 독출트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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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시킬 때 버퍼메모리(11)상에 최대로 두 트랙 분의 데이터가 남는다고 생각하면, 최대로 150 K + 50 K X 2 = 2
50 Kbyte의 용량이 필요하게 된다. 이 예에서, 버퍼메모리 용량은 256 Kbyte이다.
    

CIRC 에러정정 전에 정렬시키는 종래의 방법과 비교하면, CIRC 에러정정에는, 24 byte의 데이터에 C1, C2 각각 4 b
yte의 패리티가 부가되므로, 약 1.33배 또는 333 Kbyte의 데이터 정렬용 버퍼메모리가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E
CC 및 데이터 전송용 버퍼메모리가 더 필요하다. 따라서, ATAPI 인터페이스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128 Kbyt
e가 확보되면, 합계로 460 Kbyte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실시예에서는, 선두데이터 기억수단(9)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계로 262 Kbyte, 선두데이터 기억
수단(9)이 사용된 경우에는 합계로 269 Kbyte가 필요하고, CIRC 에러정정 전에 정렬하는 종래의 방법에는, 합계로 
460 Kbyte가 필요하다. 따라서, 데이터 정렬용 버퍼메모리(11)는 ECC 에러정정 및 데이터 전송용 버퍼메모리도 겸하
기 때문에, 별도의 ECC 에러정정 또는 데이터 전송용 버퍼메모리가 필요하기 않게 된다. 데이터 전송용 버퍼메모리는 
대용량이므로, 보다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독출장치의 외부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상기의 실시예들로 설명한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는 인터페이스수단을 통해 호스트컴퓨터에 접속하는 컴퓨터의 보
조기억장치로서 사용될 수 있다. 데이터 출력수단은 버퍼메모리상의 정렬된 유효데이터를 호스트컴퓨터에 전송할 수 있
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 설명한 것처럼, 본 발명에 따르면, 데이터 재생, 복호 및 에러정정이 동시에 실시된다. 데이터 독출은 트랙 점프 후 
즉시 재개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리던던시가 더 낮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동시에 읽은 데이
터를 정렬하므로, 데이터 정렬용 버퍼메모리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정렬용 버퍼메모리는 데이터 전송용 
버퍼메모리도 겸하기 때문에, 별도의 데이터 전송용 버퍼메모리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대용량의 데이터 출력용 버퍼
메모리가 확보되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독출장치 외부에 출력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록면상에 나선형의 복수 트랙이 형성되어 있고, 에러정정정보를 부가하여 인터리브 수법을 사용해 부호화된 데이터가 
기록된 정보디스크상의 인접하는 복수 트랙의 신호를 동시에 재생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에 있어서,

상기 정보디스크로부터 인접하는 복수 트랙의 신호를 동시에 재생하는 신호재생수단,

상기 신호재생수단으로 재생된 상기 복수 트랙의 읽기신호를 디지털데이터로 변환하는 데이터 변환수단,

상기 데이터 변환수단으로 디지털데이터로 변환된 상기 복수 트랙의 읽기데이터를 인터리브 길이 이상으로 기억하는 
기억수단,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된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복호하여 출력하는 복호수단,

상기 복호수단으로부터 병렬로 출력된 데이터를 상기 정보디스크상의 어드레스 순서대로 정렬하는 데이터 정렬수단, 및

상기 데이터 정렬수단으로 정렬된 데이터를 상기 디스크 재생장치 외부에 출력하는 데이터 출력수단을 구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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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트랙의 데이터를 각 트랙의 최후미까지 읽은 뒤, 접속하는 트랙의 선두 데이터를 각 트랙의 최후미의 데이
터의 인터리브 길이 이상으로 중복하여 읽고, 상기 각 트랙의 데이터를 끝까지 복호하여 상기 데이터 정렬수단에 출력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2.

기록면상에 나선형의 복수 트랙이 형성되어 있고, 에러정정정보를 부가하여 인터리브 수법을 사용해 부호화된 데이터가 
기록된 정보디스크상의 인접하는 복수 트랙의 신호를 동시에 재생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에 있어서,

상기 정보디스크로부터 인접한 복수 트랙의 신호를 동시에 재생하는 신호재생수단,

상기 신호재생수단으로 재생된 상기 복수 트랙의 읽기신호를 디지털데이터로 변환하는 데이터 변환수단,

상기 데이터 변환수단으로 디지털데이터로 변환된 상기 복수 트랙의 읽기데이터를 인터리브 길이 이상으로 기억하는 
기억수단,

각 트랙의 선두로부터 인터리브 길이 이상의 데이터를 보존하는 선두영역 메모리,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된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복호하여 출력하는 복호수단,

상기 복호수단으로부터 병렬로 출력된 데이터를 상기 정보디스크상의 어드레스 순서대로 정렬하는 데이터 정렬수단, 및

상기 데이터 정렬수단으로 정렬된 데이터를 상기 디스크 재생장치 외부에 출력하는 데이터 출력수단을 구비하여,

상기 복수의 트랙의 데이터를 각 트랙의 최후미까지 읽은 뒤, 접속하는 트랙의 상기 선두영역 기억수단에 기억된 데이
터를 상기 각 트랙의 최후미의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선두영역 기억수단은 가장 선두의 트랙 이외에 각 트랙의 선두로부터 인터리브 길이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수단은 링 버퍼이고, 상기 버퍼용량이 가득 찬 뒤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될 때, 가장 선두의 데이터부터 순차적
으로 소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수단은 각각의 트랙에 독립하여 동시에 재생 가능한 수의 트랙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
크 재생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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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수단은 동시에 재생 가능한 트랙의 수보다 더 적은 수의 트랙이 제공되고, 각 트랙에 동시에 할당되는 데이터
를 복호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7.

기록면상에 나선형의 복수 트랙이 형성된 데이터가 기록되는 정보디스크상의 인접하는 복수 트랙의 신호를 동시에 재
생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에 있어서,

인접하는 복수 트랙의 데이터를 동시에 재생하여 디지털데이터를 병렬로 출력하는 데이터 독출수단과,

상기 데이터 독출수단으로 병렬로 읽어낸 데이터를 기억하기 위한 버퍼메모리,

각 트랙의 선두 어드레스 정보에 따라, 상기 버퍼메모리상에 있어, 기억된 데이터가 상기 디스크를 1회전한 뒤에 접속
하는 트랙의 데이터와 연속이 되도록,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각 트랙의 선두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버퍼메모리 어드레스 
결정수단,

상기 버퍼메모리 어드레스 결정수단으로 결정된 상기 버퍼메모리의 선두 어드레스로부터 순차로 각 트랙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메모리 기입수단,

상기 독출트랙 중 가장 선두의 트랙의 데이터에 접속하여 선두 데이터로부터의 연속성이 확보된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최후미의 어드레스를 기억하는 어드레스 기억수단, 및

상기 정렬된 데이터 중 정렬된 유효데이터를 상기 디스크 재생장치 외부에 출력하는 출력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데이터의 선두로부터 상기 어드레스 기억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어드레스의 데이터까지를 정렬된 
유효데이터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디스크는 일정길이의 블록단위로 블록완결형 에러정정부호를 부가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상기 멀티트랙 디스
크 재생장치는 또한,

상기 트랙으로부터 상기 버퍼메모리에 기입된 데이터 중 일정길이의 블록의 데이터가 갖추어진 블록으로부터 순차로,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에러를 정정하는 에러정정수단,

상기 독출트랙 중 가장 선두의 데이터에 접속하여, 선두 데이터로부터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에러정정 후 또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섹터의 버퍼메모리상의 최후미의 어드레스를 기억하는 어드레스 기억수단, 및

상기 정렬된 데이터의 정렬된 유효데이터 중 상기 에러정정부호를 제외한 부분을 상기 디스크 재생장치 외부에 선택적
으로 출력하는 출력수단을 구비하여,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데이터의 선두로부터 상기 어드레스 기억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어드레스의 데이터까지를 정렬된 
유효데이터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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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정렬수단은,

병렬로 읽어낸 데이터를 기억하기 위한 버퍼메모리,

각 트랙의 선두 어드레스정보에 따라, 상기 버퍼메모리상에 있어, 기억된 데이터가 상기 디스크를 1회전한 뒤에 접속하
는 트랙의 데이터와 연속이 되도록, 버퍼메모리상의 각 트랙의 선두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버퍼메모리 어드레스 결정수
단,

상기 버퍼메모리 어드레스 결정수단으로 결정된 상기 버퍼메모리의 선두 어드레스로부터 순차로 각 트랙의 데이터를 
기입하는 메모리 기입수단, 및

상기 독출트랙 중 가장 선두의 트랙의 데이터에 접속하여 상기 선두 데이터로부터의 연속성이 확보된 상기 버퍼메모리
상의 최후미의 어드레스를 기억하는 어드레스 기억수단을 구비하여,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데이터의 선두로부터 상기 어드레스 기억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어드레스의 데이터까지를 정렬된 
유효데이터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10.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디스크는 일정길이의 블록단위로 블록완결형 에러정정부호를 부가하여 기록되고, 상기 데이터 정렬수단은,

병렬로 읽어낸 데이터를 기억하기 위한 버퍼메모리,

각 트랙의 선두 어드레스정보에 따라, 상기 버퍼메모리상에 있어, 기억된 데이터가 상기 디스크를 1회전한 뒤에 접속하
는 트랙의 데이터와 연속이 되도록,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각 트랙의 선두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버퍼메모리 어드레스 결
정수단,

상기 버퍼메모리 어드레스 결정수단으로 결정된 상기 버퍼메모리의 선두 어드레스로부터 순차로 각 트랙의 데이터를 
기입하는 메모리 기입수단,

각 트랙으로부터 상기 버퍼메모리에 기입된 데이터 중 일정길이의 블록의 데이터가 갖추어진 블록으로부터 순차로, 에
러가 있는 경우에는 에러를 정정하여 에러가 있는 데이터에 중복하여 기입하는 에러정정수단, 및

상기 독출트랙 중 가장 선두 트랙의 데이터에 접속하여, 상기 선두 데이터로부터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에러정정 후 또
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섹터의 버퍼메모리상의 최후미의 어드레스를 기억하는 어드레스 기억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데이터의 선두로부터 상기 어드레스 기억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어드레스의 데이터까지를 정렬된 
유효데이터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11.

제1항, 제2항,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트랙을 만들 때에는, 가장 뒤에 행하는 독출수단을 계획된 독출 시작 어드레스 뒤의 트랙에 점프시켜, 상기 트랙 점프 
후 바로 각 트랙의 데이터 독출을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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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읽기데이터와 중복하는 데이터가 상기 버퍼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데이터와 상기 읽
기데이터의 디스크상의 어드레스가 일치하여, 상기 데이터가 연속하도록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각 트랙의 선두 어드레스
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13.

제1항, 제2항,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는 인터페이스수단을 통해 호스트컴퓨터에 접속되는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이고, 상기 
데이터 출력수단은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정렬된 데이터를 상기 호스트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1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디스크는 CD 또는 CD-ROM이고, CIRC 부호화법으로 부호화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
생장치.

청구항 15.

제1항, 제2항,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디스크는 CD-ROM 규격의 디스크이고, 블록완결형 에러정정부호를 부가한 일정길이의 블록은 2340 byte로 
구성된 섹터라고 불리는 블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16.

기록면상에 나선형의 복수 트랙이 형성되어 있고, 에러정정정보를 부가하여 인터리브 수법을 사용해 부호화된 데이터가 
기록되는 정보디스크상의 인접하는 복수 트랙의 신호를 동시에 재생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정보디스크로부터 인접하는 복수 트랙의 신호를 병렬로 재생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로 재생된 상기 복수 트랙의 읽기신호를 디지털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

c) 상기 b) 단계에서 디지털데이터로 변환된 상기 복수 트랙의 읽기데이터를 인터리브 길이 이상 기억하는 단계,

d) 상기 c) 단계에 기억된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복호하여 출력하는 단계,

e) 상기 d) 단계에서 병렬로 출력된 데이터를 상기 정보디스크상의 어드레스 순서대로 정렬하는 단계, 및

f) 상기 e) 단계로 정렬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상기 복수의 트랙의 데이터를 각 트랙의 최후미까지 읽은 뒤, 접속하는 트랙의 선두 데이터를 상기 각 트랙의 최후미 데
이터의 상기 인터리브 길이 이상으로 중복하여 읽고, 상기 각 트랙의 데이터를 끝까지 복호하여 상기 데이터 정렬수단
에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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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기록면상에 나선형의 복수 트랙이 형성되어 있고, 에러정정정보를 부가하여 인터리브 수법을 사용해 부호화된 데이터가 
기록되는 정보디스크상의 인접하는 복수 트랙의 신호를 동시에 재생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정보디스크로부터 인접한 복수 트랙의 신호를 동시에 재생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로 재생된 상기 복수 트랙의 읽기신호를 디지털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

c) 상기 b) 단계에서 디지털데이터로 변환된 상기 복수 트랙의 읽기 데이터를 인터리브 길이 이상으로 기억하는 단계,

g) 각 트랙의 선두로부터 인터리브 길이 이상의 데이터를 보존하는 단계,

d) 상기 c) 단계에 기억된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복호하여 출력하는 단계,

e) 상기 d) 단계에서 병렬로 출력된 데이터를 상기 정보디스크상의 어드레스 순서대로 정렬하는 단계, 및

f) 상기 e) 단계로 정렬된 데이터를 상기 디스크 재생장치 외부에 출력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상기 복수 트랙의 데이터를 각 트랙의 최후미까지 읽은 뒤, 접속하는 트랙의 상기 선두영역 기억수단에 기억되는 데이
터를 상기 각 트랙의 최후미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g) 단계는 가장 선두의 트랙 이외의 각 트랙의 선두로부터 인터리브 길이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방법.

청구항 19.

제16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수단은 링 버퍼이고, 상기 버퍼용량이 가득 찬 뒤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될 때는, 가장 선두의 데이터부터 순
차적으로 소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방법.

청구항 20.

제16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로 각각의 트랙에 독립하여 동시에 재생 가능한 수의 트랙이 제공되는 복호수단에 의해 복호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방법.

청구항 21.

제16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로 동시에 재생 가능한 트랙의 수보다 더 적은 수의 트랙이 제공되고, 각 트랙에 동시에 할당되는 데이터
를 복호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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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기록면상에 나선형의 복수 트랙이 형성된 정보디스크상의 인접하는 복수 트랙의 신호를 동시에 재생하는 멀티트랙 디
스크 재생방법에 있어서,

인접하는 복수 트랙의 데이터를 동시에 재생하여 디지털데이터를 병렬로 출력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 출력단계에서 병렬로 읽어낸 데이터를 버퍼메모리에 기억하는 단계,

각 트랙의 선두 어드레스 정보에 따라, 상기 버퍼메모리상에 있어, 상기 기억된 데이터가 상기 디스크를 1회전한 뒤에 
접속하는 트랙의 데이터와 연속이 되도록,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각 트랙의 선두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버퍼메모리 어드레스 결정단계로 결정된 상기 버퍼메모리의 선두 어드레스로부터 순차로 각 트랙의 데이터를 기
입하는 단계,

상기 독출트랙 중 가장 선두의 트랙의 데이터에 접속하여 상기 선두 데이터로부터의 연속성이 확보된 상기 버퍼메모리
상의 최후미의 어드레스를 기억하는 단계, 및

상기 정렬된 데이터 중 정렬된 유효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데이터의 선두로부터 상기 어드레스 기억단계로 기억한 어드레스의 데이터까지를 상기 정렬된 유
효데이터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디스크는 일정길이의 블록단위로 블록완결형 에러정정부호를 부가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상기 멀티트랙 디스
크 재생방법은 또한,

상기 트랙으로부터 상기 버퍼메모리에 기입된 데이터 중 상기 일정길이의 블록의 데이터가 갖추어진 블록으로부터 순
차로,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에러를 정정하는 단계,

상기 독출트랙 중 가장 선두의 데이터에 접속하여, 선두 데이터로부터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에러정정 후 또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섹터의 버퍼메모리상의 최후미의 어드레스를 기억하는 단계, 및

상기 정렬된 데이터의 정렬된 유효데이터 중 에러정정부호를 제외한 부분을 상기 디스크 재생장치 외부에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데이터의 선두로부터 상기 어드레스 기억단계에서 기억된 어드레스의 데이터까지를 정렬된 유효
데이터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방법.

청구항 24.

제16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정렬단계 e)는,

병렬로 읽어낸 데이터를 버퍼메모리에 기억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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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트랙의 선두 어드레스정보에 따라, 상기 버퍼메모리상에 있어, 상기 디스크를 1회전한 뒤에 접속하는 트랙의 데이터
와 연속이 되도록,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각 트랙의 선두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버퍼메모리 어드레스 결정단계로 결정된 버퍼메모리의 선두 어드레스로부터 순차로 각 트랙의 데이터를 기입하는 
단계, 및

상기 독출트랙 중 가장 선두의 트랙의 데이터에 접속하여 상기 선두 데이터로부터의 연속성이 확보된 상기 버퍼메모리
상의 최후미의 어드레스를 기억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데이터의 선두로부터 상기 어드레스 기억단계에서 기억한 어드레스의 데이터까지를 정렬된 유효
데이터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방법.

청구항 25.

제16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디스크는 일정길이의 블록단위로 블록완결형 에러정정부호를 부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정렬단계 
e)는,

병렬로 읽어낸 데이터를 버퍼메모리에 기억하는 단계,

각 트랙의 선두 어드레스정보에 따라, 상기 버퍼메모리상에 있어, 상기 디스크를 1회전한 뒤에 접속하는 트랙의 데이터
와 연속이 되도록,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각 트랙의 선두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버퍼메모리 어드레스 결정단계에서 결정된 버퍼메모리의 선두 어드레스로부터 순차로 각 트랙의 데이터를 기입하
는 단계,

각 트랙으로부터 상기 버퍼메모리에 기입된 데이터 중 일정길이의 블록의 데이터가 갖추어진 블록으로부터 순차로, 에
러가 있는 경우에는 에러를 정정하여 에러가 있는 데이터에 중복하여 기입하는 단계, 및

상기 독출트랙 중 가장 선두 트랙의 데이터에 접속하여, 상기 선두 데이터로부터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에러정정 후 또
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섹터의 버퍼메모리상의 최후미의 어드레스를 기억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데이터의 선두로부터 상기 어드레스 기억단계에서 기억한 어드레스의 데이터까지를 정렬된 유효
데이터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방법.

청구항 26.

제16항, 제17항, 제2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트랙을 만들 때에는, 가장 뒤에 행하는 독출수단을 계획된 독출 시작 어드레스 뒤의 트랙에 점프시켜, 상기 트랙 점프 
후 바로 각 트랙의 데이터 독출을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방법.

청구항 27.

제22항에 있어서,

읽기데이터와 중복하는 데이터가 상기 버퍼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데이터와 상기 읽기데
이터의 디스크상의 어드레스가 일치하여, 상기 데이터가 연속하도록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각 트랙의 선두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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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16항, 제17항, 제2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인터페이스수단을 통해 호스트컴퓨터에 접속되는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가 재생을 하는 경우, 상기 데이터 출력단계에
서,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정렬된 데이터를 상기 호스트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방
법.

청구항 29.

제16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디스크는 CD 또는 CD-ROM이고, CIRC 부호화법으로 부호화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
생방법.

청구항 30.

제16항, 제17항, 제2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디스크는 CD-ROM 규격의 디스크이고, 블록완결형 에러정정부호를 부가한 일정길이의 블록은 2340 byte로 
구성된 섹터라고 불리는 블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방법.

청구항 3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읽기데이터와 중복하는 데이터가 상기 버퍼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데이터와 상기 읽
기데이터의 디스크상의 어드레스가 일치하여, 상기 데이터가 연속하도록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각 트랙의 선두 어드레스
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3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읽기데이터와 중복하는 데이터가 상기 버퍼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데이터와 상기 읽
기데이터의 디스크상의 어드레스가 일치하여, 상기 데이터가 연속하도록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각 트랙의 선두 어드레스
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33.

제24항에 있어서,

읽기데이터와 중복하는 데이터가 상기 버퍼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데이터와 상기 읽기데
이터의 디스크상의 어드레스가 일치하여, 상기 데이터가 연속하도록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각 트랙의 선두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방법.

청구항 34.

제25항에 있어서,

 - 18 -



등록특허 10-0375723

 
읽기데이터와 중복하는 데이터가 상기 버퍼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데이터와 상기 읽기데
이터의 디스크상의 어드레스가 일치하여, 상기 데이터가 연속하도록 상기 버퍼메모리상의 각 트랙의 선두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트랙 디스크 재생방법.

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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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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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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