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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DVD 응용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디스크,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와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멀
티세션 디스크는 CD-ROM(Compact Disc Read Only Memory) 포맷의 리드인 영역, 리드 아웃 영역과 사용자 영역
으로 구분되고, 사용자 영역에는 소정의 파일 시스템에 근거한 DVD(Digital Versatile Disc) 응용의 정보를 저장하는 
CD-ROM 세션을 포함함으로서, 저렴한 가격의 CD 미디어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의 재생을 요하는 뮤직 비디오 또는 
프리젠테션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CD 플레이어에서는 오디오 CD 세션의 오디오 정보를 재생하고, DVD 플
레이어에서는 CD-ROM 세션의 DVD 응용을 재생할 수 있게 되고, 멀티세션 CD를 지원하는 오디오 CD 플레이어에서
는 오디오 정보 뿐만아니라 DVD 응용을 함께 재생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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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멀티세션 CD의 일 예를 보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디스크의 구조를 보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기록 장치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재생 장치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재생 장치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재생 방법의 일 실시예에 따른 흐름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재생 방법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디스크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DVD(Digital Versatile Disc) 응용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디스크
와 이 멀티세션 디스크를 위한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와 방법에 관한 것이다.

DVD 비디오 포맷은 약 10Mbps(Mega bits per second)의 전송 레이트(transmission rate)를 가지는 고화질의 비
디오 및/또는 고음질의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하여 재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포맷이다. 그러나, DVD를 제작하는 비용
이 고가이기 때문에 주로 영화 제조업자 등 대형 마켓팅(marketing)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현재 널리 보급된 CD(Compact Disc)의 경우는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을 뿐만 아니라, CD-R(Recordable)의 보급으
로 일반 사용자도 쉽게 CD를 직접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CD 드라이브(drive)의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32배속 
전송 레이트를 갖는 CD 드라이브가 시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CD는 오디오 CD, 비디오 CD 그리고 CD-ROM 등이 있다. 여기서, CD-ROM은 오디오 CD 또는 비디오 C
D와는 달리 컴퓨터의 데이터 기록용으로 사용되는 논리적인 포맷을 가지는 디스크를 의미한다. 이러한 CD들은 리드인 
영역의 서브 Q(sub-Q) 영역의 제어 정보와 TOC(Top of contents) 정보에 의하여 구분된다. 서브 Q 영역의 제어 정
보는 오디오 CD로 규정되어 있으면 바로 오디오 CD로 인식되고, 오디오 CD가 아닌 일반 데이터로 규정되어 있으면 비
디오 CD 또는 CD-ROM으로 인식된다.
    

CD의 전송 속도가 1.5Mbps 정도라고 할 때, 약 8배속 이상의 CD 드라이브는 10Mbps 이상의 전송 레이트를 가지므
로, DVD의 전송 속도와 같은 속도로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이 가능하다. 단, CD는 기록 시간이 DVD에 비해 많이 짧으
므로 장시간의 기록은 불가능하지만 프리젠테션(presentation) 또는 프로모션(promotion)용의 클립(clip)과 같이 고
화질로 짧은 시간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한편, 멀티세션(multisession) CD는 하나의 디스크에 오디오 CD, 비디오 CD, CD-ROM 등의 서로 다른 포맷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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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을 두 개 이상 기록할 수 있도록 된 디스크이다. 또한, 멀티세션 CD는 일 예로서 하나의 디스크에 여러개의 오디오 
CD 세션들과 CD-ROM 세션들이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 CD-ROM 세션은 오디오 CD와 달리 컴퓨터의 데이터 기록
용으로 사용된 논리 포맷을 가지는 세션을 의미한다. 각 세션들은 디스크의 해당 세션의 리드인 영역의 TOC 정보에 의
하여 구분된다. 즉, 해당 세션의 TOC 정보가 CD-ROM인 경우에는 기존의 오디오 CD 플레이어는 이 부분을 재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 1에 도시된 멀티세션 CD는 일반적인 오디오 CD 플레이어에서는 오디오 CD 세션(1)만을 재생하고, 이 오디
오 CD 세션에 관련된 여러가지 데이터를 CD-ROM 세션(2)에 기록하여 컴퓨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포맷이
다.

만약,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멀티세션 CD상에 존재하는 CD-ROM 세션에 DVD 응용을 기록하면, 일반적인 
CD 플레이어에서는 오디오 CD 세션의 오디오 정보를 재생하고, DVD 플레이어에서는 CD-ROM 세션의 DVD 응용을 
재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오디오 CD의 싱글 엘범(album)을 제작하는 경우 오디오 CD 세션에는 노래 및 연주
를 기록하고, CD-ROM 세션에는 DVD 응용의 각 곡의 뮤직 비디오 등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멀티세션 CD 기록기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록기가 필요하며, 기존의 CD
/DVD 겸용 플레이어에서는 오디오 CD 세션만을 인식하여 오디오 CD만을 재생하기 때문에 CD-ROM 세션에 기입된 
DVD 응용은 재생이 불가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CD/DVD 겸용 플레이어는 사용되는 물리적 미디어가 CD인 경
우에는 DVD 응용을 위한 재생 프로세스(process)가 동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DVD 응용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디스크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DVD 응용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디스크에 DVD 정보를 기록하는 디스크 기록 장치를 제공
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DVD 응용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디스크를 재생하는 디스크 재생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DVD 응용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디스크에 DVD 정보를 기록하는 디스크 기록 방법을 제
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DVD 응용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디스크상의 정보를 재생하는 디스크 재생 방법을 제공
하는 데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멀티세션 디스크는 CD-ROM(Compact Disc Read Only Memory) 
포맷의 리드인 영역, 리드 아웃 영역과 사용자 영역으로 구분되고, 사용자 영역은 소정의 파일 시스템에 근거한 DVD(
Digital Versatile Disc) 응용의 정보를 저장하는 CD-ROM 세션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본 발명에 의한 기록 장치는 CD-ROM(Read Only Memory) 포맷을 갖는 리드인 영역, 리드 아웃 영역과 사용자 영역
으로 구분되어 있는 CD-ROM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디스크상에 DVD(Digital Versatile Disc) 응용을 기록 및/
또는 재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입력되는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A/V) 신호를 DVD 포맷으로 부호화하여 A/V 스트림을 
제공하는 부호화기, A/V 스트림을 소정의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화하는 제1 포맷화기 및 소정의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
화된 데이터를 사용자 영역에 기입하고, 리드인 영역과 리드 아웃 영역의 데이터는 CD-ROM 포맷으로 포맷화하는 제
2 포맷화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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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의한 재생 장치는 드라이브에 장착되는 디스크가 CD-ROM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CD인지를 판별
하는 판별기, 판별기의 판별 결과가 CD-ROM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CD이면 소정의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분석기, 소정의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면 사용자 영역의 DVD 응용을 디포맷화하여 디포맷화된 데이터를 제공
하는 디포맷화기 및 디포맷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원래의 A/V 신호로 복원하는 복호화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본 발명에 의한 기록 방법은 CD-ROM(Read Only Memory) 포맷을 갖는 리드인 영역, 리드 아웃 영역과 사용자 영역
으로 구분되어 있는 CD-ROM 세션을 갖는 멀티세션 디스크상에 DVD(Digital Versatile Disc) 응용을 기록 및/또는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입력되는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A/V) 신호를 DVD 포맷으로 부호화하여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는 단계, A/V 스트림을 소정의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화하는 단계 및 소정의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화된 
데이터를 사용자 영역에 기입하고, 리드인 영역과 리드 아웃 영역의 데이터는 CD-ROM 포맷으로 포맷화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재생 방법은 드라이브에 장착되는 디스크가 오디오 CD 또는 비디오 CD 또는 CD-ROM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CD인지를 판별하는 단계, 멀티세션 CD이면서 해당 세션이 CD-ROM 세션이면 소정의 파일 시스템
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소정의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면 디스크의 사용자 영역의 DVD 응용을 디포맷화하여 디
포맷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 및 디포맷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원래의 A/V 신호로 복원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DVD 응용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디스크,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와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디스크의 구조의 일 예는 도 2에 도시되어 있으며, 디스크 미디어로서 CD, CD-R 또는 CD-RW(Rewritab
le)을 사용한다. 물리적인 미디어상에 올려지는 포맷은 멀티세션 CD의 포맷을 이용한다. 이 멀티세션 CD상에는 일 예
로 오디오 CD 세션(11)과 CD-ROM 세션(21)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CD-ROM 세션(21)상에는 리드
인 영역(22), 사용자 영역(23), 리드아웃 영역(24)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리드인 영역(22)의 제어 정보 및 TOC 정
보도 모두 일반적인 CD-ROM 포맷과 동일한 포맷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서브 Q 영역의 제어 정보가 오디오 CD로 기
록되지 않으며, 트랙의 수도 하나로 기록된다. 따라서, 오디오 CD 또는 비디오 CD의 포맷에서는 벗어나는, CD 분류 체
계에서 CD-ROM에 해당하는 포맷이다.
    

본 발명의 CD-ROM 사용자 영역(23)의 논리 포맷은 DVD 포맷을 따른다. DVD의 포맷은 UDF(Universal Disk For
mat)라는 파일 시스템(file system)에 근거하는 포맷이다. 그리고 DVD의 파일 시스템(25) 및 이 파일 시스템에 근
거한 DVD 응용(26)은 이미 DVD 포럼(forum)에서 발표(release)되어 있다.

    
본 발명의 디스크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드인 영역(22)과 리드아웃 영역(24)은 CD-ROM의 규격으로 기록된
다. 그리고, 사용자 영역(23)의 논리 영역은 UDF 파일 시스템 또는 UDF 브릿지(bridge) 포맷과 같은 파일 시스템(2
5)에 근거한 DVD 응용(application)(26)이 기입된다. 여기서, UDF 브릿지 포맷은 일반적인 CD-ROM에서 사용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9660 포맷과 UDF가 모두 공존하는 포맷으로, 컴퓨터에 장착된 CD-R
OM 드라이브가 디스크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ISO 9660 포맷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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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 UDF로 모두 바뀌게 되면 UDF 만으로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디스크 기록 장치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도로서, DVD 응용 A/V 부호화기(102), DVD 응용 
포맷화기(104), CD-ROM 포맷화기(106), 멀티세션 CD 포맷화기(108), CD 응용 A/V 부호화기(110), CD 응용 포
맷화기(112) 및 기록 처리기(114)로 되어 있다.

    
DVD 응용 A/V 부호화기(102)는 입력되는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A/V) 신호를 DVD의 응용에 맞게 부호화한다. 예
를 들어, 입력되는 비디오 신호인 경우에는 DVD 비디오 응용 북(application book)에서 정의하는 스펙(spec)으로 부
호화해서 부호화된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며, 오디오 신호인 경우에는 DVD 오디오 응용 북에서 정의하는 스펙으로 부
호화해서 부호화된 오디오 스트림을 제공한다. DVD 응용 포맷화기(104)는 DVD 응용 A/V 엔코더(102)로부터 제공
되는 부호화된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과 해당 스트림에 관련된 정보를 UDF 또는 UDF 브릿지 포맷의 파일 시스템으
로 포맷화한다.
    

CD-ROM 포맷화기(106)는 CD-ROM 세션의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는 DVD 응용 포맷화기(104)로부터 제공되는 D
VD 응용 포맷화된 데이터를 기입하고, CD-ROM 세션의 리드인 영역, 리드아웃 영역에는 CD-ROM 포맷에서 정의된 
리드인 데이터와 리드아웃 데이터를 기입해서 CD-ROM 포맷화된 데이터를 멀티세션 CD 포맷화기(108)에 제공한다.

CD 응용 A/V 부호화기(110)는 입력되는 A/V 신호를 CD 응용에 맞게 부호화해서 A/V 스트림을 제공한다. CD 응용 
포맷화기(112)는 CD 응용 A/V 부호화기(110)로부터 제공되는 A/V 스트림을 CD 응용 포맷으로 포맷화하여 CD 응용 
포맷화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멀티세션 CD 포맷화기(108)는 CD 응용 포맷화기(112)로부터 제공되는 CD 응용 포맷화된 데이터를 오디오 세션 또
는 비디오 세션 포맷으로 기입하고, CD-ROM 포맷화기(106)로부터 제공되는 CD-ROM 포맷화된 데이터를 CD-RO
M 세션 포맷으로 기입하여 멀티세션 CD를 형성한다. 기록 처리기(114)는 멀티세션 CD 포맷화기(108)로부터 제공되
는 멀티세션 CD 포맷화된 데이터를 신호 처리해서 디스크상에 기록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재생 장치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도로서, CD-ROM 드라이브(202), CD 판별기(204), CD 
응용 디포맷화기(206), CD 응용 A/V 복호화기(208), 멀티세션 CD 판별기(210), UDF 분석기(212), DVD 응용 디
포맷화기(214) 및 DVD 응용 A/V 복호화기(216)로 구성된다.

    
CD보다 8배속 이상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며, 오디오 CD, 비디오 CD 및 멀티세션 CD를 억세스하는 CD-ROM 드라이
브(202)에 디스크가 장착되면 CD 판별기(204)는 장착된 디스크가 일반적인 오디오 CD 또는 비디오 CD인지를 판별
한다. 즉, CD 판별기(204)는 CD-ROM 드라이브(202)에 장착된 디스크의 리드인 영역의 서브 Q 영역의 제어 정보로
부터 오디오 CD인지를 판별하고, 오디오 CD가 아니면 다시 TOC 정보를 분석해서 비디오 CD인지를 판별한 후 오디오 
CD 또는 비디오 CD를 나타내는 판별 신호를 CD 응용 디포맷화기(206)에 제공하고, 오디오 CD 또는 비디오 CD가 아
니면 이를 나타내는 판별 신호를 멀티세션 CD 판별기(210)에 제공한다.
    

CD 응용 디포맷화기(206)는 오디오 CD 또는 비디오 CD를 나타내는 판별 신호에 따라 디스크로부터 픽업된 데이터를 
오디오 CD 응용 또는 비디오 CD 응용에 맞게 디포맷화한다. CD 응용 A/V 복호화기(208)는 CD 응용 디포맷화된 데이
터를 복호화해서 원래의 A/V 신호를 출력한다.

멀티세션 CD 판별기(210)는 CD 판별기(204)에서 오디오 CD 또는 비디오 CD가 아님을 나타내는 판별 신호에 따라 
다시 TOC 정보를 분석해서 CD-ROM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CD인지를 판별하고, 멀티세션 CD이면서 해당 세션이 
CD-ROM 세션임을 나타내는 판별 신호를 UDF 분석기(212)에 제공하고, 멀티세션 CD이면서 해당 세션이 오디오 C
D 세션 또는 비디오 CD 세션임을 나타내는 판별 신호를 CD 응용 디포맷화기(206)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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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F 분석기(212)는 멀티세션 CD이면서 해당 세션이 CD-ROM 세션임을 나타내는 판별 신호에 따라 CD-ROM 세션
상에 UDF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고, 디스크에 UDF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 파일 시스템이 DVD 응
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DVD 응용 디포맷화기(214)는 디스크로부터 독출되는 데이터를 DVD 응용을 디
포맷화한다. DVD 응용 A/V 복호화기(216)는 DVD 응용 디포맷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원래의 A/V 신호를 출력한
다.

도 4에 도시된 재생 장치는 일반적인 CD(오디오 CD, 비디오 CD)와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DVD 응용 세션이 포함된 멀
티세션 CD를 겸용으로 재생하는 장치이지만 변형 예로서, 일반적인 CD를 재생하지 않고 순수하게 DVD 응용 세션이 
포함된 멀티세션 CD를 재생하는 장치는 CD-ROM 드라이브(202), CD 판별기(204), 멀티세션 CD 판별기(210), UD
F 분석기(212), DVD 응용 디포맷화기(214), DVD 응용 A/V 복호화기(216)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도면에서는 CD 판별기(204)와 멀티세션 CD 판별기(210)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나의 판별기로 구성되어 
리드인 영역의 TOC 정보를 분석해서 CD-ROM 드라이브(202)에 장착된 디스크가 비디오 CD 또는 오디오 CD이면 C
D 응용 디포맷화기(206)에 판별 신호를 제공하고, 멀티세션 CD 이면서 해당 세션이 CD-ROM 세션이면 UDF 분석기
(212)에 판별 신호를 제공하고, 멀티세션 CD이면서 해당 세션이 오디오 CD 세션 또는 비디오 CD 세션이면 CD 응용 
디포맷화기(206)에 판별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디스크 재생 장치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도로서, DVD/CD-ROM 드라이브(302), DVD/C
D 판별기(304), CD 판별기(306), CD 응용 디포맷화기(308), CD 응용 A/V 복호화기(310), 멀티세션 CD 판별기(3
12), UDF 분석기(314), DVD 응용 디포맷화기(316) 및 DVD 응용 A/V 복호화기(318)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DVD
와 본 발명의 DVD 응용 세션이 포함된 멀티세션 디스크를 겸용으로 재생하는 장치이다.

    
DVD/CD-ROM 드라이브(302)는 장착되는 디스크가 CD(오디오 CD, 비디오 CD, 멀티세션 CD) 또는 DVD인 경우 억
세스할 수 있는 드라이브로서, 특히 장착되는 디스크가 CD인 경우에는 8배속 이상의 속도로 억세스할 수 있다. DVD/
CD 판별기(304)는 장착되는 디스크의 물리적인 구조가 DVD 또는 CD인지를 판별해서 CD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구조
를 가지면 판별 신호를 CD 판별기(306)에 제공하고, DVD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구조를 가지면 판별 신호를 UDF 해석
기(314)에 제공한다.
    

CD 판별기(306)는 장착된 디스크가 CD임을 나타내는 판별 신호에 따라 오디오 CD 또는 비디오 CD 인지를 판별하여 
오디오 CD 또는 비디오 CD이면 CD 응용 디포맷화기(308)에 판별 신호를 제공하고, 오디오 CD 또는 비디오 CD가 아
니면 멀티세션 CD 판별기(312)에 판별 신호를 제공한다.

멀티세션 CD 판별기(312)는 장착된 디스크가 오디오 CD 또는 비디오 CD가 아니면 CD-ROM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
세션 CD인지를 판별해서 멀티세션 CD이면서 해당 세션이 CD-ROM 세션이면 UDF 분석기(314)에 판별 신호를 제공
하고, 멀티세션 CD이면서 해당 세션이 오디오 CD 세션 또는 비디오 CD 세션이면 CD 응용 디포맷화기(308)에 판별 
신호를 제공한다.

여기서, CD 응용 디포맷화기(308), CD 응용 A/V 복호화기(310), UDF 분석기(314), DVD 응용 디포맷화기(316) 
및 DVD 응용 A/V 복호화기(318)는 도 4에 도시된 구성 및 동작이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디스크 재생 방법의 일 실시예에 따른 흐름도로서, 도 4에 도시된 재생 장치를 결부시켜 설명하
기로 한다.

도 6에 있어서, CD-ROM 드라이브(202)에 삽입된 디스크의 리드인 영역의 정보를 독출한다(S101 단계). 리드인 영
역의 서브 Q 영역의 제어 정보를 분석해서(S102 단계), 분석된 서브 Q 영역의 제어 정보가 오디오 CD인 것으로 판단
되면(S103 단계), 오디오 CD에 수록된 타이틀을 재생한다(S104 단계). S103 단계에서 분석된 서브 Q 영역의 제어 
정보가 오디오 CD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TOC 정보를 분석한다(S105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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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 TOC 정보가 비디오 CD인지를 판단하여(S106 단계), 제1 트랙에 기록되어 있는 비디오 CD 정보를 읽어내어(
S107 단계), 읽어낸 제1 트랙 정보에 따라 비디오 CD에 저장된 타이틀을 재생하게 된다(S108 단계).

S106 단계에서 다시 TOC 정보를 참고로 하여 CD-ROM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CD인지를 판단해서(S109 단계), 멀티
세션 CD이면 해당 세션이 CD-ROM 세션인지를 판단한다(S110 단계). S110 단계에서 CD-ROM 세션이면 UDF를 
검색해서(S111 단계), CD-ROM 세션상에 DVD 응용이 존재하는 지를 체크해서(S112 단계), DVD 응용이 존재하면 
DVD 데이터를 재생하고(S113 단계), DVD 응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종료한다.

S110 단계에서 멀티세션 CD이면서 해당 세션이 CD-ROM 세션이 아니면 오디오 CD 세션인지를 판단해서(S114 단계), 
오디오 CD 세션이면 오디오 CD를 재생하는 S104 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디오 CD 세션인지를 판단한다(S
115 단계). S115 단계에서 비디오 CD 세션이면 해당 세션의 제1 트랙에 기록된 정보를 분석하는 S107 단계와 분석된 
제1 트랙에 기록된 정보에 따라 비디오 CD를 재생하는 S108 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료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디스크 재생 방법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흐름도로서, 도 5에 도시된 재생 장치를 결부시켜 설명
하기로 한다.

도 7에 있어서, DVD/CD-ROM 드라이브(302)에 장착된 디스크의 물리적인 구조를 체크한다(S201 단계), S201 단
계에서 체크된 물리적인 구조가 CD인지를 판단해서(S202 단계), CD이면 리드인 영역의 제어 정보를 독출하는 S203 
단계로 진행한다. S203 단계 내지 S217 단계는 도 2에 도시된 S101 단계 내지 S115 단계와 같으므로 여기서는 생략
하기로 한다.

S202 단계에서 체크된 물리적인 구조가 CD가 아니면 DVD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구조인지를 판단해서(S218 단계), 
판단 결과가 DVD이면 UDF를 분석하는 S213 단계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료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기록기를 이용하여 DVD 응용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CD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디스크를 본 발명에 의한 재생기를 이용하여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은 DVD 응용을 고화질로, 고음
질로, 다기능을 갖도록 기록 및 재생을 CD 미디어에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저렴한 가격의 CD 미디어를 이용하여 짧
은 시간의 재생을 요하는 뮤직 비디오 또는 프리젠테션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디스크가 멀티세션 CD이기 때문에 오디오 CD 세션과 DVD 응용을 저장하는 CD-ROM 
세션이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CD 플레이어에서는 오디오 정보를 재생하고, DVD 플레이어에서는 DVD 
응용의 정보을 재생할 수 있게 되고, DVD 응용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CD를 지원하는 오디오 CD 플레이어에서는 오디
오 정보 뿐만아니라 DVD 응용의 정보를 재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CD-ROM(Compact Disc Read Only Memory) 포맷의 리드인 영역, 리드 아웃 영역과 사용자 영역으로 구분되고, 상
기 사용자 영역은 소정의 파일 시스템에 근거한 DVD(Digital Versatile Disc) 응용을 저장하는 CD-ROM 세션을 포
함하며,

상기 소정의 파일 시스템은 UDF(Universal Disk Forma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세션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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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CD-ROM(Compact Disc Read Only Memory) 포맷의 리드인 영역, 리드 아웃 영역과 사용자 영역으로 구분되고, 상
기 사용자 영역은 소정의 파일 시스템에 근거한 DVD(Digital Versatile Disc) 응용을 저장하는 CD-ROM 세션을 포
함하며,

상기 소정의 파일 시스템은 UDF 브릿지(bridge) 포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세션 디스크.

청구항 4.

CD-ROM(Read Only Memory) 포맷을 갖는 리드인 영역, 리드 아웃 영역과 사용자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CD-R
OM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디스크상에 DVD(Digital Versatile Disc) 응용을 기록 및/또는 재생하는 장치에 있어
서:

입력되는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A/V) 신호를 DVD 포맷으로 부호화하여 A/V 스트림을 제공하는 제1 부호화기;

상기 A/V 스트림을 소정의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화하는 제1 포맷화기; 및

상기 소정의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화된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 영역에 기입하고, 상기 리드인 영역과 리드 아웃 영역을 
위한 정보는 CD-ROM 포맷으로 포맷화하여 제1 포맷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2 포맷화기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입력되는 A/V 신호를 CD 응용에 맞게 부호화해서 A/V 스트림을 제공하는 제2 부호화기;

상기 제2 부호화기로부터 제공되는 A/V 스트림을 CD 응용 포맷으로 포맷화하여 제2 포맷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3 
포맷화기; 및

상기 제1 포맷화된 데이터를 CD-ROM 세션 포맷으로 기입하고, 상기 제2 포맷화된 데이터를 다른 세션 포맷으로 기입
하여 멀티세션 CD 포맷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4 포맷화기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파일 시스템은 UDF(Universal Disk Forma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파일 시스템은 UDF 브릿지(bridge) 포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드라이브에 장착되는 디스크가 오디오 CD, 비디오 CD 또는 CD-ROM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CD인지를 판별하는 
판별기;

상기 판별기의 판별 결과가 멀티세션 CD이면서 해당 세션이 CD-ROM 세션이면 소정의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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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정의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면 DVD 응용을 디포맷화하여 제1 디포맷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1 디포맷화기; 
및

상기 제1 디포맷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원래의 A/V 신호로 복원하는 제1 복호화기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판별기의 판별 결과가 상기 드라이브에 장착된 디스크가 오디오 CD 또는 비디오 CD이거나 멀티세션 CD이면서 
해당 세션이 오디오 CD 세션 또는 비디오 CD 세션이면 장착된 디스크로부터 독출되는 CD 응용을 디포맷화해서 제2 디
포맷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2 디포맷화기; 및

상기 제2 디포맷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원래의 A/V 신호로 복원하는 제2 복호화기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4항에 있어서,

DVD/CD-ROM 겸용 드라이브에 장착되는 디스크의 물리적 구조를 판별해서 CD 또는 DVD인지를 판별하는 제1 판별
기;

상기 제1 판별기의 판별 결과가 CD이면 오디오 CD, 비디오 CD 또는 CD-ROM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CD 인지를 
판별하는 제2 판별기;

상기 제2 판별기의 판별 결과가 멀티세션 CD이면서 해당 세션이 CD-ROM 세션이거나 상기 제1 판별기의 판별 결과
가 DVD이면 소정의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분석기;

상기 소정의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면 상기 드라이브에 장착된 디스크에 저장된 DVD 응용을 디포맷화해서 제1 디포맷
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1 디포맷화기;

상기 제1 디포맷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원래의 A/V 신호로 복원하는 제1 복호화기;

상기 제2 판별기의 판별 결과가 오디오 CD 또는 비디오 CD이거나 멀티세션 CD이면서 해당 세션이 오디오 CD 또는 비
디오 CD 세션이면 상기 디스크로부터 독출되는 CD 응용을 디포맷화해서 제2 디포맷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2 디포
맷화기;

상기 제2 디포맷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원래의 A/V 신호로 복원하는 제2 복호화기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1.

CD-ROM(Read Only Memory) 포맷을 갖는 리드인 영역, 리드 아웃 영역과 사용자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CD-R
OM 세션을 갖는 멀티세션 디스크상에 DVD(Digital Versatile Disc) 응용의 정보를 기록 및/또는 재생하는 방법에 있
어서:

(a) 입력되는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A/V) 신호를 DVD 포맷으로 부호화하여 A/V 스트림을 제공하는 단계;

(b) 상기 A/V 스트림을 소정의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화하는 단계; 및

(c) 상기 소정의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화된 데이터는 상기 사용자 영역에 기입하고, 상기 리드인 영역과 리드 아웃 영
역의 데이터는 CD-ROM 포맷으로 포맷화하여 제1 포맷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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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d) 입력되는 A/V 신호를 CD 응용에 맞게 부호화해서 A/V 스트림을 제공하는 단계;

(e) 상기 A/V 스트림을 CD 응용 포맷으로 포맷화하여 제2 포맷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 및

(f) 상기 제1 포맷화된 데이터를 CD-ROM 세션 포맷으로 기입하고, 상기 제2 포맷화된 데이터를 다른 세션 포맷으로 
기입하여 멀티세션 CD 포맷화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파일 시스템은 UDF(Universal Disk Forma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파일 시스템은 UDF 브릿지(bridge) 포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g) 드라이브에 장착되는 디스크가 오디오 CD, 비디오 CD 또는 CD-ROM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CD인지를 판별
하는 단계;

(h) 상기 (g) 단계에서 판별 결과가 멀티세션 CD이면서 해당 세션이 CD-ROM 세션이면 소정의 파일 시스템이 존재
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i) 상기 소정의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면 상기 디스크의 사용자 영역의 DVD 응용을 디포맷화하여 제1 디포맷화된 데
이터를 제공하는 단계; 및

(j) 상기 제1 디포맷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원래의 A/V 신호로 복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k) 상기 (g) 단계에서 판별 결과가 오디오 CD, 비디오 CD 또는 멀티세션 CD이면서 해당 세션이 오디오 CD 세션 또
는 비디오 CD 세션이면 상기 디스크로부터 독출되는 CD 응용을 디포맷화해서 제2 디포맷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
; 및

(l) 상기 제2 디포맷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원래의 A/V 신호로 복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1항에 있어서,

(m) 드라이브에 장착되는 디스크의 리드인 영역의 서브 Q 영역의 제어 정보를 분석해서 오디오 CD 인지를 판단해서 
오디오 CD 이면 오디오 CD에 저장된 타이틀을 재생하고, 상기 오디오 CD가 아니면 TOC(Top of Contents) 정보를 
분석해서 비디오 CD인지를 판별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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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상기 (m) 단계에서 판별 결과가 비디오 CD이면 제1 트랙의 비디오 CD 정보를 분석해서 분석된 정보에 따라 비디
오 CD를 재생하고, 상기 비디오 CD가 아니면 TOC 정보를 분석해서 CD-ROM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CD인지를 
판별하는 단계; 및

(o) 상기 (n) 단계에서 판별 결과가 멀티세션 CD이면서 해당 세션이 상기 CD-ROM 세션이면 UDF를 분석해서 DVD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1항에 있어서,

(p) DVD/CD-ROM 겸용 드라이브에 장착되는 디스크의 물리적 구조가 DVD 또는 CD 인지를 판별하는 단계;

(q) 상기 (p) 단계에서 판별 결과가 CD이면 오디오 CD, 비디오 CD 또는 CD-ROM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CD인
지를 판별하는 단계;

(r) 상기 (q) 단계에서 판별 결과가 멀티세션 CD이면서 해당 세션이 CD-ROM 세션이거나 상기 (p) 단계에서 판별 결
과가 DVD이면 소정의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s) 상기 소정의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면 장착된 디스크로부터 독출되는 DVD 응용을 디포맷화해서 제1 디포맷화된 데
이터를 제공하는 단계; 및

(t) 상기 제1 디포맷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해서 원래의 신호로 복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u) 상기 (q) 단계에서 판별 결과가 오디오 CD, 비디오 CD 또는 멀티세션이면서 해당 세션이 오디오 CD 세션 또는 비
디오 CD 세션이거나 상기 디스크로부터 독출되는 CD 응용을 디포맷화해서 제2 디포맷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 
및

(v) 상기 제2 디포맷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원래의 신호로 복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1항에 있어서,

(w) DVD/CD-ROM 겸용 드라이브에 장착되는 디스크의 물리적 구조가 DVD 또는 CD인지를 판별하는 단계

(x) 상기 (w) 단계에서 판단 결과가 디스크의 물리적 구조가 CD이면 디스크의 리드인 영역의 서브 Q 영역의 제어 정
보를 분석해서 오디오 CD 인지를 판단해서 오디오 CD 이면 오디오 CD를 재생하고, 상기 오디오 CD가 아니면 TOC 정
보를 분석해서 비디오 CD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y) 상기 (x) 단계에서 판단 결과가 비디오 CD이면 제1 트랙의 비디오 CD 정보를 분석해서 분석된 정보에 따라 비디
오 CD를 재생하고, 상기 비디오 CD가 아니면 CD-ROM 세션을 포함하는 멀티세션 CD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z) 상기 (y) 단계에서 판단 결과가 멀티세션 CD이면서 해당 세션이 CD-ROM 세션이거나 상기 (w) 단계에서 판단 
결과가 디스크의 물리적 구조가 DVD이면면 UDF를 분석해서 DVD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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