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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 기록매체, 데이터 기록 및/또는 재생장치 및기록매체 판별방법

(57) 요약

어드레스의 표현을 바이너리로 행함으로써 고용량화에 대응한다.

미리 광디스크상에 워블링그루브가 형성되고, 워블링그루브의 워블정보로서 어드레스가 기록된다. 기존의 광디스크에서

는, BCD에 의해 분초 프레임의 어드레스가 표현되어 있다(도 4a). 그 때문에 24비트의 어드레스 표기부분이 사용된다. 이

어드레스 표기부분에 바이너리표현의 어드레스를 기록한다(도 4b). 그것에 의해, BCD에 의한 어드레스표현에 비교하여,

보다 많은 어드레스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디스크의 용량을 증대시키는 것에 대응할 수 있다. 어드레스 표기부

분의 MSB 등의 특정의 1비트 혹은 복수 비트에 의해, 또는 어드레스의 변화의 방법에 의거하여, 고밀도 디스크와 기존의

디스크와의 식별이 가능하게 된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기록매체에 있어서,

분초프레임을 표시하는 시간정보를 나타내도록 소정비트수를 수용하고, 2진화 10진수에 대신해서 2진수로 표현되는 어드

레스가 기록되며, 미리 정해진 값 또는 패턴중 하나를 가지는 1 또는 복수의 비트를 포함하는 어드레스 표기영역과,

상기 미리 정해진 값 또는 패턴중 하나를 가지는 상기 어드레스 표기영역의 상기 1 또는 복수의 비트는 상기 어드레스 표

기영역에 기록된 데이터를 상기 어드레스 이외의 정보로서 식별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반경방향으로 워블링된 그루브가 미리 형성되고, 상기 그루브의 워블링정보로서 상기 어드레스가 기록된 광학적으로 기록

가능한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표기영역의 소정비트수는 24비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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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정해진 값은, 상기 어드레스 표기영역에 기록되는 복수 비트 중의 최상위 비트의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

터 기록매체.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정해진 값은, 상기 어드레스 표기영역에 기록되는 복수비트 중의 최하위 비트의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

터 기록매체.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정해진 값 또는 패턴은, 각각 2진화 10진수 표현으로는 생기지 않는 값 또는 패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9.

제 2항에 있어서,

리드인영역과 프로그램영역을 가지며, 상기 리드인영역에 2진수로 표현한 어드레스와 어드레스 이외의 정보가 워블링정

보로서 미리 기록되고, 상기 프로그램영역에 2진수로 표현한 어드레스가 미리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기록

매체.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리드인영역에 기록되는 상기 어드레스 각각의 최상위 비트의 값은, 2진화 10진수로 표현되는 어드레스 각각의 최상

위 비트의 규정된 값과 다른값으로 설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영역에 기록되는 상기 어드레스 각각의 최상위 비트의 값은, 2진화 10진수로 표현되는 어드레스 각각의 최

상위 비트의 규정된 값과 다른 값으로 설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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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화 10진수로 분초프레임을 표시하는 시간정보를 포함하는 소정 비트수의 어드레스 표기영역을 가지는 제 1데이터 기

록매체와,

2진화 10진수에 대신하여 2진수로 표현된 어드레스가 기록되는 동시에, 상기 어드레스 표기영역의 미리 정한 1 또는 복수

의 비트가 미리 정한 값 또는 패턴으로 되는 소정 비트수의 어드레스 표기영역을 가지는 제 2데이터 기록매체가 사용 가능

한 데이터 기록 및/또는 재생장치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표기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재생하는 수단과,

상기 어드레스 표기영역에서 재생된 데이터 중의 상기 미리 정한 1 또는 복수의 비트중 하나가 상기 미리 정한 값 또는 패

턴중 하나일 때 사용하는 디스크가 상기 제 2데이터 기록매체라고 판별하는 판별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기록 및/또는 재생장치.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데이터 기록매체는 반경방향으로 워블링된 그루브가 형성되고,

상기 어드레스 표기영역은 분초프레임을 나타내는 시간정보가 2진화 10진수로 기록되고,

상기 제 2데이터 기록매체는 상기 어드레스 표기영역에 2진화 10진수에 대신하여 2진수로 표현된 어드레스가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기록 및/또는 재생장치.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2진화 10진수로 분초프레임을 표시하는 시간정보를 포함하는 소정 비트수의 어드레스 표기영역을 가지는 제 1데이터 기

록매체 및 2진화 10진수에 대신하여 2진수로 표현된 어드레스가 기록되는 동시에, 상기 어드레스 표기영역의 미리 정한 1

또는 복수의 비트가 미리 정한 값 또는 패턴으로 되는 소정 비트수의 어드레스 표기영역을 가지는 제 2데이터 기록매체를

판별하기 위한 판별방법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표기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와,

상기 어드레스 표기영역에서 재생된 데이터 중의 상기 미리 정한 1 또는 복수의 비트중 하나가 상기 미리 정한 값 또는 패

턴중 하나일 때 사용되는 디스크가 상기 제 2데이터 기록매체라고 판별하는 판별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별방법.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데이터 기록매체는 반경방향으로 워블링된 그루브가 형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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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어드레스 표기영역은 분초프레임을 나타내는 시간정보가 2진화 10진수로 기록되고,

상기 제 2데이터 기록매체는 상기 어드레스 표기영역에 2진화 10진수에 대신하여 2진수로 표현된 어드레스가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별방법.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록가능한 데이터 기록매체 및 데이터 기록장치 및 방법, 특히, 기존의 매체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매체의

고밀도화에 대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근래, 대용량의 기록매체로서 광디스크의 개발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음악정보가 기록된 CD(Compact Disc),

컴퓨터용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CD-ROM, 영상정보를 취급하는 DVD(Digital Versatile Disc 또는 Digital Video Disc) 등

이 알려져 있다. 여기에 든 디스크는, 독출전용의 디스크이다. 최근에는, CD-R(CD-Recordable), CD-RW(CD-Re

Writable), DVD-R(DVD-Recordable), DVD+RW, DVD-RAM(Random Access Memory) 등과 같이 데이터의 추기나,

고쳐쓰기가 가능한 광디스크가 실용화되고 있다. 이들의 추기 또는 고쳐쓰기가 가능한 디스크에서는, 재생전용의 광디스

크와는 다르고, 데이터가 미기록상태에서는, 신호가 기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의 위치정보(어드레스정보)를 미리

디스크상에 기록하여 놓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CD-R 또는 CD-RW에서는, 어드레스정보를 연속적으로 프리포맷하기 위해, 레이저빔의 안내홈(그루브라고 칭

함)을 워블시키고, 워블정보로서 위치정보 혹은 시간정보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CD-R/CD-RW에서는, 워블정보

에 의해 얻어지는 어드레스정보를 참조하여 데이터를 디스크에 기입한다. CD-R/CD-RW에 있어서는, 이 워블데이터는,

실제로는, 22.05kHz의 반송파로 주파수 변조된 신호가 들어가 있고, 이 신호를 복조함으로써 어드레스정보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 어드레스정보는, ATIP(Absolute Time In Pre-groove)라고 칭하고, 시간정보에 의해 디스크상의 절대어드레스

를 나타내는 것이다.

절대어드레스는, 분, 초, 프레임이라는 시간정보에서 구성되는 형식(MSF형식)이다. 또, 분, 초, 프레임의 각각의 10진수를

2진화 10진수(BCD:Binary Coded Decimal)에 의해 표현하고 있다. 1초가 75프레임이고, 00분 00초 00프레임에서 99분

59초 74프레임까지의 어드레스를 표현가능으로 하고 있다. BCD는, 10진수의 1행을 2진수의 4비트로 각각 표시하는 방법

이며, ATIP의 경우에는, 24비트가 필요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CD-R, CD-RW의 기록용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트의 형성기술, 기록 및/또는 재생기술의 향상, 사용하는 레

이저의 단파장화 등의 개량에 의해, 고밀도화(고용량화)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상의 CD-R, CD-RW의 용량(약

650MB)를 2배로 하면, 100분을 초과하는 시간을 표현할 수 없는 현상의 ATIP가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기존의 데이터 기록매체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고밀도화에 대응한 어드레스 정보를 표현하

는 것이 가능하고, 컴퓨터 용도의 사용에 적절한 데이터 기록매체, 및 데이터 기록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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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상술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청구항 1의 발명은, 분초프레임을 표시하는 시간정보를 2진화 10진수로 표현가능하도록,

소정 비트수의 어드레스 표기영역을 가지는 데이터 기록매체에 있어서,

어드레스 표기영역에 2진화 10진수에 대신해서 2진수로 표현되는 어드레스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기록매체이다.

청구항 12의 발명은, 소정 비트수의 어드레스 표기영역을 가지며, 어드레스 표기영역에 분초프레임을 표시하는 시간정보

가 2진화 10진수로 기록된 제 1데이터 기록매체와, 어드레스 표기영역에 2진화 10진수에 대신하여 2진수로 어드레스가

기록되는 동시에, 어드레스 표기영역의 미리 정한 1 또는 복수의 비트가 미리 정한 값 또는 패턴으로 되는 제 2데이터 기록

매체가 사용 가능한 데이터 기록 및/또는 재생장치이며,

어드레스 표기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재생하는 수단과, 재생된 데이터중의 미리 정한 1 또는 복수의 비트가 미리

정한 값 또는 패턴일 때에, 사용하는 디스크가 제 2데이터 기록매체라고 판별하는 판별수단을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

이터 기록 및/또는 재생장치이다.

청구항 14의 발명은, 소정 비트수의 어드레스 표기영역을 가지며, 어드레스 표기영역에 분초프레임을 표시하는 시간정보

가 2진화 10진수로 기록된 제 1데이터 기록매체와, 어드레스 표기영역에 2진화 10진수에 대신하여 2진수로 어드레스가

기록된 제 2데이터 기록매체가 사용 가능한 데이터 기록 및/또는 재생장치이며,

어드레스 표기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어드레스를 재생하는 수단과, 재생된 어드레스의 변화를 검출하고, 어드레스의 변화

의 방법에 의거하여 사용하는 디스크가 제 1 및 제 2데이터 기록매체의 어느 것인지를 판별하는 수단을 갖는 데이터 기록

및/또는 재생장치이다.

청구항 16의 발명은, 소정 비트수의 어드레스 표기영역을 가지며, 어드레스 표기영역에 분초프레임을 표시하는 시간정보

가 2진화 10진수로 제 1데이터 기록매체와, 어드레스 표기영역에 2진화 10진수에 대신하여 2진수로 어드레스가 기록되는

동시에, 어드레스 표기영역의 미리 정한 1 또는 복수의 비트가 미리 정한 값 또는 패턴이 되는 제 2데이터 기록매체를 판별

하기 위한 방법이며,

어드레스 표기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재생하고, 재생된 데이터 중의 미리 정한 1 또는 복수의 비트가 미리 정한

값 또는 패턴일 때에, 사용하는 디스크가 제 2데이터 기록매체라고 판별하는 판별방법이다.

청구항 18의 발명은, 소정 비트수의 어드레스 표기영역을 가지며, 어드레스 표기영역에 분초프레임을 표시하는 시간정보

가 기록된 제 1데이터 기록매체와, 어드레스 표기영역에 2진화 10진수에 대신하여 2진수로 어드레스가 기록된 제 2데이

터 기록매체를 판별하는 방법이며,

어드레스 표기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어드레스를 재생하고, 재생된 어드레스의 변화를 검출하고, 어드레스의 변화의 방법

에 의거하여 사용하는 디스크가 제 1 및 제 2데이터 기록매체의 어느 것인지를 판별하는 판별방법이다.

본 발명에서는, 어드레스를 표현하는데 BCD 대신에 바이너리를 사용하므로, 보다 많은 어드레스를 필요로 하는 고밀도화

(고용량화) 기록매체에 대응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한 기록장치는, 어드레스의 표기방법의 상위에 의해 기록매체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고, 이 판별결과에 의해 서보, RF이퀄라이저의 특성을 디스크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일 실시형태는, CD-RW 또는 CD-R에 대하여 본 발명을 적용한 예이

다. 도 1을 참조하여, CD-RW의 드라이브의 일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에 있어서, 부호(1)가 광디스크 예를 들면 CD-

RW를 나타낸다. 광디스크(1)는 스핀들모터(2)에 의해, 회전구동된다. 광디스크(1)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또 데이터를 광

디스크(1)에서 재생하기 위해, 광픽업(3)이 설치되어 있다. 광픽업(3)이 이송모터(4)에 의해 디스크 지름방향으로 보내진

다.

등록특허 10-0750624

- 6 -



이 일 실시형태의 광디스크(1)는, 레이저광에서 기록가능하고, 반사광량차를 검출함으로써 재생 가능한 상변화형 디스크

이다. 기록막이 피착되는 기판의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이고, 사출성형에 의해, 기판상에 그루브라고 불리우는 트랙 안내

홈이 미리 형성되어 있다. 미리 형성하는 의미로 프리그루브라고도 불리운다. 그루브의 사이는, 랜드라고 불리운다. 그루

브는, 내주에서 외주에 스파이럴형으로 연속하여 형성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기록 가능하다면, 광자기디스크, 유기색

소를 기록재료로서 사용하는 추기형 디스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도 2 및 도 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그루브는 디스크의 회전제어용과 기록시의 기준신호로 하기 위해 꾸불꾸불(워블이라

고 칭함)가고 있다. 데이터는, 그루브내, 또는 그루브 및 랜드에 기록된다. 또한, 그루브의 워블정보로서 시간정보를 연속

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CD-R, CD-RW에서는, 워블정보에 의해 얻어지는 어드레스를 참조하여 소망의 기입위치에 광픽업

을 위치시키고, 데이터를 디스크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도 1에 되돌아 오면, 외부의 호스트 컴퓨터(10)로부터의 데이터가 인터페이스(8)를 거쳐서 드라이브에 공급된다. 인터페

이스(8)에는, 인코더/디코더블록(5)이 접속되고, 인코더/디코더블록(5)에는, 버퍼메모리(6)가 접속되어 있다. 버퍼메모리

(6)는, 라이트데이터 또는 리드데이터를 유지한다. 라이트데이터가 인터페이스(8)에서 인코더/디코더블록(5)에 공급된다.

인코더/디코더블록(5)에서는, 라이트데이터가 섹터구조로 변환되고, 또, 에러정정부호의 부호화가 되고, 또한, EFM변조

의 처리 및 프레임 동기신호의 부가의 처리가 된다.

어드레스는, ATIP 이외에 인코더/디코더블록(5)에 있어서, 서브코드로서 부가되고, 또, 데이터중의 헤더에 대해서도 부가

된다. 이들의 어드레스는, ATIP와 동일하게 어드레스를 표시하는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서

는, ATIP의 어드레스 표기부분을 바이너리(2진수)로 표현하는 것이다. 서브코드에 의한 어드레스 및 데이터중의 어드레

스는, BCD인 채로도 좋고, 또는 바이너리로 표현하도록 해도 좋다.

인코더/디코더블록(5)으로부터의 프레임구조의 데이터가 레이저 드라이버(7)에 공급된다. 레이저 드라이버(7)에서는, 광

디스크(1)에 대하여 기록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소정의 레벨을 가지는 드라이브파형이 생성된다. 레이저 드라이버(7)의

출력이 광픽업(3)에 대하여 공급되고, 데이터가 기록된다. 레이저 드라이버(7)는, RF신호 처리블록(11)내의 APC

(Automatic Power Control)에 의해 레이저출력이 적절한 것으로 제어된다.

광디스크(1)상의 데이터를 광픽업(3)이 재생하고, 4분할 포토디텍터에 의해 검출된 신호가 RF신호 처리블록(11)에 공급

된다. RF신호 처리블록(11)에서는, 매트릭스앰프가 포토디텍터의 검출신호를 연산함으로써, 재생(RF)신호, 워블신호, 트

랙킹 에러신호(TE), 포커스 에러신호(FE)를 생성한다. RF신호가 인코더/디코더블록(5)에 공급되고, 푸시풀신호로서 얻어

지는 워블신호가 ATIP복조기(12)에 공급되고, 트랙킹 에러신호, 포커스 에러신호가 서보블록(14)에 공급된다.

인코더/디코더블록(5)에서는, EFM의 복조, 에러정정신호의 복호(즉, 에러정정), 섹터구조에 재생데이터를 분해하는 처리

등이 행해진다. 인코더/디코더블록(5)에서는, 재생데이터가 버퍼메모리(6)에 격납된다. 호스트 컴퓨터(10)로부터의 리드

코맨드가 접수되면, 리드데이터가 인터페이스(8)를 거쳐서 호스트 컴퓨터(10)에 대하여 전송된다.

ATIP복조기(12)에서는, 워블신호를 캐리어주파수(22.05kHz)부근만을 통과시키는 밴드 패스필터를 거쳐서 FM복조기에

공급하고, 바이패스신호를 얻는다. 또한, 바이패스신호에서 취출한 클럭을 스핀들모터(2)의 제어에 이용하는 동시에, 그

클럭에서 바이패스 신호중의 어드레스데이터를 뽑는다. ATIP 복조기(12)로부터의 어드레스가 제어용 마이크로 컴퓨터

(13)에 공급되고, 제어용 마이크로 컴퓨터(13)이 이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시크동작을 제어한다. 제어용 마이크로 컴퓨터

(13)은, 인터페이스(8), 인코더/디코더블록(5), RF신호 처리블록(11), 서보블록(14)을 제어한다.

RF신호 처리블록(11)으로부터의 프레임 동기신호, 트랙킹 에러신호 및 포커스 에러신호와, ATIP 복조기(12)로부터의 클

럭이 서보블록(14)에 공급된다. 서보블록(14)은, 광픽업(3)에 대한 트랙킹서보 및 포커스서보와, 스핀들모터(2)에 대한 스

핀들서보와, 이송모터(4)에 대한 슬레이드서보를 행한다.

상술한 일 실시형태에 의한 광디스크장치에서는, 광디스크(1)가 기존의 CD-R, CD-RW 및 기존의 것보다 고밀도화 된 디

스크(고밀도 디스크라고 칭함)의 어느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디스크의 종류를 판별하는 처리가 되고, 판별결과에 의

거하여 서보의 특성 등의 조정 또는 전환이 행해진다. 디스크판별은, 디스크에서 독해한 ATIP 데이터에서 제어용 마이크

로 컴퓨터(13)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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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 CD-RW에 있어서는, 그루브의 워블링은, 22.05kHz를 캐리어로 한 ±1kHz의 FM(FSK)에서 행해지고 있고, 이

FM을 복조하면, 클럭이 6.3kHz의 바이패스신호가 얻어진다. 또한, 바이패스신호가 복조함으로써, 3150비트/총의 데이터

가 얻어진다. 1초가 75프레임이므로, ATIP데이터의 1프레임이 42비트에 의해 구성된다.

도 4a는, 기존의 CD-R, CD-RW에 있어서의 ATIP의 1프레임의 데이터구성을 나타낸다. 선두의 4비트가 동기신호, 다음

의 24비트가 어드레스 표기부분, 최후의 14비트가 CRC(Cyclic Redundancy Check code)이다. 동기신호는, 바이패스 마

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패턴의 것으로 되어 있다. 24비트의 각 8비트에 의해, 어드레스(시간정보)의 분, 초, 프레임의 10

진수가 BCD로 표현되고, 최대로 99분 59초 74프레임까지의 어드레스를 표현할 수 있다. 이 어드레스는 1프레임의 데이

터량을 2K바이트로 하면, 약 900M바이트의 데이터에 상당한다.

본 발명의 일 실형태에서는, 고밀도 디스크에 있어서는, 도 4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24비트의 어드레스 표기부분을 바이

너리(2진수)로 표현하는 것이다. 24비트를 모두 바이너리로 어드레스를 표현하면, 224=16777216이므로, 1프레임의 데

이터량을 2K바이트로 하면, 약 33G바이트까지의 데이터의 어드레싱이 가능하게 되고, 고밀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바이너리로 어드레스를 표기한 경우, 23비트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약 16.778G바이트의 어드레싱이 가능하고, 22비트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약 8.39G바이트의 어드레싱이 가능하고, 21비트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약 4.19G바이트의 어드레싱

이 가능하고, 20비트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약 2.10G바이트의 어드레싱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24비트의 모두를 사용하

지 않아도, 고밀도화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기존의 CD-R, CD-RW의 포맷에서는,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즉, 항상 "0") 있다. M, S, F의 각각의 상위측의 4비트

의 상위비트의 조합에 의해, 어드레스 이외의 정보(엑스트라정보라고 칭함)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M(분)의 최상위 비트

에 관해서는, 99분까지 대응하면, "1"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80분 미만의 디스크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비트가 "1"이 되지는 않는다. 엑스트라정보는, 리드인영역에 기록된다. 프로그램영역 및 리드아웃영역에서는, 어드레스

만이 기록된다.

도 5는, MSF의 각각의 최상위의 비트를 M1, S1, F1으로 표기하였을 때에, 이 3비트의 조합에 의해 표현되는 정보의 내용

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M1, S1, F1=000)은, 프로그램영역 및 리드아웃영역의 어드레스를 표시한다. 이 최상위 비트

(M1, S1, F1)와 프로그램영역 및 리드아웃영역의 어드레스(M, S, F)가 조합된다. (M1, S1, F1=100)은, 리드인영역의 어

드레스를 표시하고, (M1, S1, F1=101)은, 스페셜정보(1)(기준속도에서의 기록파워)를 표시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정보(1), 부가정보(2), 부가정보(3)도 규정되어 있다. 현행의 포맷에서는, 부가정보(1)만이 정의되어 있다. 스페

셜정보는, M1="1"인 것에 대하여, 부가정보는, M1="0"이다. 이들의 스페셜정보와 부가정보가 엑스트라정보이다.

또, CD-R, CD-RW에서는, 리드인영역내의 연속하는 프레임의 시퀀스가 도 6에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도 6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40프레임을 주기로서 시퀀스가 규정되어 있다. 10프레임마다의 프레임번호의 N, N+10,

N+20에 스페셜정보(1), 스페셜정보(2), 스페셜정보(3)가 나타나고, N+30에 부가정보(1)가 나타나고, 그 이외의 통상의

어드레스가 삽입되어 있다. 따라서, 리드인영역내에서는, 40프레임에 1회만 (M1="0")이 된다.

상술의 최상위 비트(M1, S1, F1)에 의해 표시되는 엑스트라정보는, CD-R, CD-RW를 확장한 고용량의 디스크라도, 기존

의 디스크와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 때문에, 고밀도 디스크에서는, 24비트중, 미리 정한 1 또는 복수의 비

트가 미리 정한 값이 될 경우에, 리드인영역의 어드레스 및 엑스트라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CD-R, CD-RW와 동일의 규정으로 하기 위해서는, 24비트의 최상위 비트가 "0"일 경우는, 프로그램영역 및 리드아웃영역

의 어드레스를 표시하고, 이것이 "1"의 경우는, 리드인영역의 어드레스 및 엑스트라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최상위 비트가 "1"인 경우에는, 나머지 23비트를 정보의 종류와 정보의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어

드레스의 표현에 사용할 수 있는 비트수가 1비트 감소하고, 23비트가 된다. 23비트에 의해 표현 가능한 어드레스는,

16.5GB가 되는바, 기존의 디스크용량(650MB)와 비교하여 10배 이상의 용량이며, 디스크의 고밀도화의 방해가 되지 않

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22비트, 21비트, 20비트를 사용하여 어드레스 표기하도록 하여도, 현행의 용량의 2배 이상의 용

량을 커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의 설명은, ATIP의 독출에 있어서, 그 디스크가 기존의 CD-R, CD-RW인지, 또는 그들을 확장한 고밀도 디스크인지

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밀도 디스크의 기록/재생이 가능한 디스크의 드라이브로서는, 기존의 CD-

R, CD-RW를 사용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때문에, 고밀도 디스크의 서보에 관한 물리적인 특성(트

랙피치 등)을 CD-R, CD-RW와 동일하게 하고, 또, 어드레스 표기부분의 비트수, 어드레스 표기부분의 전의 동기신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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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검출용의 CRC를 기존의 CD-R, CD-RW에 있어서의 것과 동일하게 하고, ATIP에 관한 포맷이 어드레스의 표현방식 이

외는, CD-R, CD-RW와 동일하게 된다. 도 1에 나타내는 드라이브도, 그와 같은 고려가 된 것이다. 이러한 드라이브에 있

어서는, 디스크 판별이 필요하게 된다.

디스크 판별의 하나의 방법은, CD-R, CD-RW와 고밀도 디스크를 판별하는데,어드레스 표기부분(24비트)에 기록되어 있

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하, 어드레스 표기부분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디스크 판별의 몇개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다. 제 1디스크 판별방법은, 어드레스 표기부분의 데이터의 최상위 비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CD-R, CD-RW에서는, 리드인영역에서는, 엑스트라정보와 어드레스가 기록되어 있고, 어드레스 표기

부분의 최상위 비트(M1)가 부가정보(1)를 제외하고 "1"이다(도 5참조). 또, 프로그램영역 및 리드아웃영역에서는, M1이

"0"이다. 따라서, 고밀도 디스크의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의 값을 기존의 것과 역으로 한다. 즉, 리드인영역 내에서는, 어드

레스부의 최상위 비트를 "0"으로 하고, 프로그램영역 및 리드아웃영역에서는, 최상위 비트를 "1"로 한다. 이와 같은 관계로

정함으로써, 별도로 디스크 판별수단을 갖지 않아도, 어드레스 표기부분에서 독해한 데이터의 최상위 비트의 체크에 의해

디스크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다.

또한, CD-R, CD-RW에 있어서도, 부가정보(1)의 경우에서는 어드레스부의 최상위 비트가 "0"이 되므로, 복수 프레임에

걸쳐서 어드레스부의 최상위 비트를 체크한다. 예를 들면 2프레임 연속하여 최상위 비트가 "0"이 되지 않으면, 기존의

CD-R, CD-RW라고 식별할 수 있다.

도 7은, 제 1디스크 판별방법의 처리를 나타내는 플로차트이다. 이 처리는, 도 1에 나타내는 드라이브의 제어용 마이크로

컴퓨터(13)에 의해 된다. 제어용 마이크로 컴퓨터(13)에는, ATIP복조기(12)로부터의 어드레스가 공급되고, 이 어드레스

에서 디스크 판별을 행하는 처리를 행한다.

도 7에 있어서, 디스크를 드라이브에 장착하면, 또는 전원이 온이 되면, 디스크 판별의 처리가 개시된다. 스텝(S1)에 있어

서, 광픽업(3)을 광디스크의 최내주영역(리드인영역)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스텝(S2)에 있어서, 포커스, 트랙킹, 스핀들의

서보가 온되고, ATIP를 독출 가능한 상태가 되고, 스텝(S3)에 있어서, 리드인영역내의 ATIP가 독출되고, ATIP복조기

(12)에서 제어용 마이크로 컴퓨터(13)에 독출된 ATIP의 데이터가 제어용 마이크로 컴퓨터(13)에 공급된다.

독출된 ATIP의 CRC의 체크가 행해진다(스텝(S4)). CRC체크가 OK(에러없음)라면, 스텝(S5)에 있어서, 독출한 ATIP의

MSB(최상위 비트)가 "1"인지 어떤지가 조사된다. MSB="1"이라면, 디스크가 CD-R, CD-RW라고 결정된다(스텝(S6)).

MSB="0"이라면, 디스크가 고밀도 디스크라고 결정된다(스텝(S7)). 이와 같이하여 디스크 판별이 행해진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디스크가 CD-R, CD-RW의 경우라도, 부가정보(1)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MSB가 "0"이 되므로, 스텝(S5)을

2프레임 연속하여 최상위 비트가 "0"이 되지 않는 것을 검출하고, 그것에 의해, 기존의 CD-R, CD-RW라고 식별하도록 해

도 좋다.

또, 프로그램영역에 있어서는, 독해한 ATIP의 MSB="0"이라면, CD-R, CD-RW라고 판단하고, MSB="1"이라면, 고밀도

디스크로 판단한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영역에 있어서도 디스크의 판별이 가능하게 된다. 이 판별의 결과에 따라서, 제어

용 마이크로 컴퓨터(13)이 서보블록(14) 등을 제어하고, 서보의 파라미터, RF이퀄라이저의 특성 등을 디스크 종류에 따른

것으로 조정, 또는 선택한다.

디스크 판별방법의 제 2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2예는, 제 1예의 변형이다. 즉, 프로그램영역에 있어서의 디스크 판별을

할 수 없는 것을 허용하고, 프로그램영역에서는, MSB를 "0"으로 한다. 또, 리드인영역에서는, 고밀도 디스크의 경우, MSB

를 어드레스에 관해서는 "0"으로 하고, 엑스트라정보에 관해서는, "1"로 한다. 리드인영역에 있어서는, 엑스트라정보를 표

시하는 것은, 10프레임에 1회뿐이므로, 고밀도 디스크의 경우에서는, 리드인영역의 MSB를 거의 "0"으로 할 수 있다. 따라

서, 리드인영역의 ATIP를 독해하고, CRC가 OK인 ATIP의 MSB가 거의 "1"이라면, CR-R, CD-RW라고 판별할 수 있고,

이것이 거의 "0"이라면, 고밀도 디스크라고 판별할 수 있다.

제 2의 예는, 프로그램영역에서는 양쪽의 디스크와 함께, 어드레스의 MSB가 "0"이기 때문에, 디스크판별을 할 수 없게 되

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디스크를 드라이브에 삽입하였을 때에는, 광픽업을 내주측에 가동시키고, 리드인영역을 최초로

읽어가는 것이 보통이고, 리드인영역에 있어서 디스크의 판별을 행함으로써, 그후의 동작을 지장없이 행해진다. 또, 디스

크의 종류를 판별할 때에, 10프레임 이상에 걸쳐서 어드레스 표기부분의 데이터의 MSB를 감시하고, 혹시, 10프레임 이상

"0"이 계속될 때에는, 프로그램영역에 광픽업이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광픽업을 리드인영역으로 이동시켜서, 새삼스

럽게 디스크의 판별작업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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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레스 표기부분을 사용한 디스크의 종류의 판별방법의 제 3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3예에서는, 리드인영역의 어드레

스의 MSB가 CD-R, CD-RW에서는, 부가정보(1)를 제외한 "1"이고, 고밀도 디스크에서는, MSB가 "0"인 것을 전제로 하

고 있다. 제 3방법은, 물리적인 디스크종류의 판별을 가한 것이고, 처리의 플로차트를 도 8에 나타낸다.

도 8에 있어서, 드라이브에 디스크의 삽입, 또는 전원의 온에서 디스크 판별의 처리가 개시한다. 스텝(S11)에서는, 물리적

인 디스크 판별을 행한다. 즉, 디스크의 물리적 성질에 의거하여 이루는 디스크의 종류의 판별을 행한다. 구체적으로는, 트

랙피치의 상위 또는 선밀도의 상위에 의거하여 디스크의 종류를 판별한다. 판별결과가 유지되는 동시에, 판별결과에 따라

서 서보의 게인 등의 서보조정을 행한다(스텝(S12)).

다음의 스텝(S13)에 있어서, 광픽업을 디스크의 최내주영역(리드인영역)으로 이동한다. 스텝(S14)에 있어서, 포커스, 트

랙킹, 스핀들의 서보가 온되고, ATIP를 독출 가능한 상태가 되고, 스텝(S15)에 있어서, 리드인영역내의 ATIP(어드레스 표

기부분의 데이터)가 독출된다.

독출된 ATIP의 CRC의 체크가 행해진다(스텝(S16)). CRC체크가 OK(에러없음)라면, 스텝(S17)에 있어서, 독출한 ATIP

의 MSB(최상위 비트)의 체크에 의한 디스크 판별이 행해진다. 이 디스크판별은, 상술한 제 1예와 동일한 것이다. 즉,

MSB="1"이라면, 디스크가 CD-R, CD-RW이라고 결정되고, MSB="0"이면, 디스크가 고밀도 디스크라고 결정된다.

스텝(S17)에서 얻어진 판별결과가, 물리적 디스크 판별의 결과가 스텝(S18)에 있어서 조합된다. 양자의 판별결과가 일치

하고 있으면, 판별이 바르게 되었다고 하여 처리가 종료한다. 만약, 판별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스텝(S19)으로 처리가

이동하고, 서보가 오프되어 스텝(S12)로 되돌아간다. 스텝(S12)에서는, 스텝(S17)에 있어서 얻어진 판별결과(MSB의 체

크의 결과)에 의거하여 서보조정이 재차 행해진다. 스텝(S12)에서 뒤의 처리는, 상술한 것과 동일하다.

또한, 상술한 디스크 판별의 제 1, 제 2 및 제 3예 이외에, 고밀도 디스크의 바이너리표현의 24비트의 어드레스부분의 일

부 또는 전부를 CD-R, CD-RW에서는 있을 수 없는 특수한 패턴에, 계속하여 혹은 일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디스크 종류

의 판별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에 기술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영역의 어드레스의 LSB(최하위 비트)를 "1" 또는 "0"으로 고정한다. CD-R, CD-RW에서는, "1"과 "0"이 교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LSB에 의해 디스크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리드인영역에서는, LSB를 "1"로 고정하고, 프로그램영역에서는, LSB를 "0"으로 고정한다. 또는, "1"과 "0"을 역으로 설정

한다. 그것에 의해 디스크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고, 또, 리드인영역과 프로그램영역을 구별할 수 있다.

또, LSB 이외의 특정의 위치의 비트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디스크 종류를 판별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특정의 패턴, 예를

들면 모두 "0"의 패턴이 나타나도록 한다. 액세스성능이 떨어지는바, 정기적으로 미리 알고 있는 패턴이 나타나는지 어떤

지를 검출함으로써, CD-R, CD-RW로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24비트의 일부의 비트

로 형성해도 좋다.

다음에, 어드레스 표기부분(24비트)의 데이터에 대해서, 특히 식별정보를 부가하지 않아도 디스크의 종류를 판별하도록

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방법은, 어드레스 표기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어드레스를 재생하고, 재생된 어드레스의 변

화를 검출하고, 어드레스의 변화의 방법에 의거하여 디스크 종류를 판별하는 것이다.

도 9는, 이러한 디스크 판별방법의 일예를 나타내는 플로차트이다. 도 9에 나타내는 방법은, 최하위 비트에서 4비트가

BCD라면, 「9」의 다음이 「0」이 되는데 대하여, 바이너리라면, 「9」의 다음에 「A」가 되는 것을 이용하여 디스크의

종류를 판별하는 것이다. 또한, 체크하는 4비트는, 최하위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비트위치 번호로 나타내면, 비트(4n)에서

비트(4n+3)(n은 0에서 5의 정수로, 비트 0이 최하위 비트)라면 좋다. 그렇지만, n이 커지면, 갱신의 빈도가 낮게 되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최하위에서 4비트를 이용하여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9는, 서보가 걸려서 ATIP가 독해 가능한 상태로 되고서, 디스크의 종류를 판별하기까지의 처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스

텝(S21)에 있어서 동기신호를 검출하고, 스텝(S22)에 있어서, CRC체크가 행해진다. CRC체크가 OK(즉, 에러없음)라면,

스텝(S23)에 있어서, 최하위에서 4비트의 데이터(어드레스)를 독출하고, 그 값이 「9」인지 어떤지가 판단된다. 값이

「9」가 되기까지, 스텝(S21)에서 (S23)의 처리가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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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트의 값이 「9」가 되면, 스텝(S24)에 있어서, 회수(N)가 0으로 설정된다. 그리고, 동기검출(스텝(S25))이 되어, CRC

체크가 행해진다(스텝(S26)). CRC체크가 OK라면, 스텝(S28)에 있어서, N＜6인지 어떤지가 결정된다. N=0이므로, 스텝

(S29)으로 처리가 이동한다.

스텝(S29)에서는, 어드레스 표기부분의 하위 4비트의 데이터의 값이 A(=1010)에서 F(=1111)의 사이의 값이 어떤지가 조

사된다. 어드레스가 바이너리일 때에는, 「9」의 다음의 값이 A가 되므로, 스텝(S30)에 있어서, 디스크가 고밀도 디스크

라고 결정된다. 만약, BCD의 어드레스 표현이라면, 「9」의 다음이 「0」이 되므로, 스텝(S31)에 있어서, 디스크가 CD-

R, CD-RW라고 결정된다.

회수(N)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은, 「9」의 값을 검출한 다음의 프레임의 어드레스를 독해하지 않은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스텝(S26)에 있어서의 CRC체크의 결과가 에러있음일 경우에는, 스텝(S27)에 있어서, 회수(N)가 +1되고, 스

텝(S25)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재차 스텝(S25)(동기검출) 및 CRC체크(스텝(S26))가 행해진다. 6회의 처리가 이루어져

도, CRC체크의 결과가 OK가 되지 않으면, 스텝(S28)에 있어서, N=6이 되고, 처리가 스텝(S21)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재차 스텝(S21) 이후의 상술한 처리가 행해진다.

이와 같이, 특별한 식별정보를 부가하지 않아도 디스크의 종류를 판별하는 방법은, 판별에 시간이 걸리지만, 디스크의 종

류의 판별을 위해 특수한 패턴을 할당하지 않아도 좋은 점이 있다.

다음에, 도 10, 도 11 및 도 12를 참조하여 ATIP(어드레스정보)의 구체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바이너리로 표기되는 24비

트의 각 비트를 도 10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M0∼M23으로 표시한다. M0가 최하위 비트이고, M23이 촤상위 비트이다.

이 24비트내의 상위측의 3비트(M23, M22, M21)를 식별자로서 사용한다. 비트(M20)는 리드인영역에 있어서는, 식별자

로서 사용된다. 또한, 도 4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4비트의 프레임 동기신호가 부가되고, 14비트의 CRC코드에서 에러검

출 부호화되고, 전체로서 42비트의 ATIP프레임이 구성된다.

도 11은, 상위의 4비트(M23, M22, M21, M20)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프로그램영역 및 리드아

웃영역에는, 통상의 어드레스(절대어드레스)만이 기록된다. 이 통상의 어드레스의 경우에는, (M23, M22, M21,

M20=000x)(x는, 0 및 1의 어느 것이라도 좋은 것을 의미한다)가 된다.

기록 가능한 고밀도 디스크에 있어서, 일예로서 리드인영역의 개시위치의 어드레스가 A370h(서브코드의 시간정보에서

는, 0시 09분 30초 50프레임)이 되고, 프로그램영역의 개시위치의 어드레스가 D2F0h(서브코드의 시간정보에서는, 0시

12분 00초 00프레임)이 되어 있다. 이 예에서는, 디스크의 최내주위치에서 단조로히 증가하는 어드레스정보가 ATIP로서

기록되어 있다. 환언하면, 리드인영역에서 부(負)의 어드레스가 발생하지 않고, 어드레스에 관해서는 리드인영역과 프로그

램영역(리드아웃영역)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리드인영역에 있어서는, 연속하는 ATIP프레임이 도 12에 나타내는 시퀀스로 기록되어 있다. 10프레임마다 주기적으로 표

시되는 프레임(N, N+10, N+20, …)에 엑스트라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리드인영역에 기록되는 엑스트라정보에 대해서 이

하에 설명한다.

(M23, M22, M21, M20=101x): 스페셜정보 1

스페셜정보 1은, 기준속도에 있어서의 타겟기입 레이저파워, 기준속도, 디스크의 목적을 나타내는 디스크 어플리케이션,

디스크종별 등의 정보이다. 식별용을 제외하고 남은 21비트에 의해, 이들의 정보가 기술된다.

(M23, M22, M21, M20=110x): 스페셜정보 2

스페셜정보 2는, 리드인영역의 개시위치의 어드레스를 특정하는 정보이다. 예를 들면 상술한 A370h의 어드레스가 기록된

다. 이 예에서는 21비트가 (000001010001101110000)으로 된다.

(M23, M22, M21, M20=111x): 스페셜정보 3

스페셜정보 3은, 리드아웃영역의 개시위치의 어드레스를 특정하는 정보이다. 예를 들면 50000h의 어드레스가 기록된다.

이 예에서는 21비트가 (00101000000000000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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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3, M22, M21, M20=0010): 스페셜정보 4

스페셜정보 4는, 미디어 제조자코드, 재질 등의 정보이다.

(M23, M22, M21, M20=010x): 부가정보 1

부가정보 1은, CLV제어에 있어서의 사용 가능한 최저속도 및 최고속도, 기준속도에 있어서의 기입 레이저파워를 규정하

는 함수 등의 정보이다.

(M23, M22, M21, M20=011x): 부가정보 2

부가정보 2는, 기입 레이저파워 등의 기록시의 파라미터에 관한 정보이다.

(M23, M22, M21, M20=0011): 보충정보

보충정보는, 기록밀도, 디스크직경, 관성모맨트 등에 관한 정보이다. 이 보충정보를 이용하여 디스크의 종별(통상의 밀도

인지, 고밀도인지)을 판별하도록 하여도 좋다.

(M23, M22, M21, M20=1000): 저작권 제어정보 1

(M23, M22, M21, M20=1001): 저작권 제어정보 2

저작권제어정보 1 및 2는, 저작권에 관한 정보이다. 전자투과정보,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암호화를 실시하고 있을 때의 암

호화의 종류, 복호를 위한 키의 정보 등이 기록된다. (M23, M22, M21=100)은 도 5의 예에서는, 리드인영역의 어드레스

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고밀도 디스크에서는, 어드레스가 디스크상에

서 단조롭게 증가하도록 기록되어 있으므로, 리드인영역의 어드레스인 것을 식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것(100)을 사

용하여 저작권 제어정보 1 및 2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의 설명에서는, 어드레스정보(ATIP)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고밀도 디스크에서는, 데이터가 예를 들면 CD-ROM 포

맷으로 기록된다. CD-ROM 포맷에서는, 헤더로서 어드레스정보가 기록된다. 기존의 CD-ROM에 있어서의 헤더부는, 모

드 0, 모드 1, 모드 2에 불구하고, 도 13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 즉, 헤더부는, 프레임의 절대어드레스를 분

(MIN), 초(SEC), 프레임번호(FRAME)라는 시간정보로 표시한 24비트로 이루는 절대어드레스부(ADDRESS)와, 상술한

모드를 나타내는 8비트로 이루는 모드부(MODE)에 의해 구성된다.

절대어드레스부(ADDRESS)는, 절대어드레스 분성분부(MIN)와, 절대어드레스 초성분부(SEC), 절대어드레스 프레임번호

성분부(FRAME)에 의해 구성되고, 이들은, 각각 8비트로 이룬다. 이 절대어드레스부(ADDRESS)는, CD-DA에 있어서의

서브코드의 Q채널의 시간정보와 등가(1대 1에 대응)한 것이고, 절대어드레스 분성분부(MIN)와, 절대어드레스 초성분부

(SEC), 절대어드레스 프레임번호 성분부(FRAME)는, 각각 2디지트의 BCD에 의해 표현된다.

또한, CD-ROM에 있어서도, 도시하지 않았지만 상술한 서브코드부가 별도 설치되어 있고, 이 Q채널에도 상술한 "MIN",

"SEC", "FRAME"로 표시되는 절대어드레스가 기록되어 있다.

본 발명이 적용된 고밀도 CD-ROM에 있어서는, 80분 또는 100분을 초과하는 디지털 데이터의 시간정보를 표현가능으로

하기 위해, 도 13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헤더부의 "MIN", "SEC", "FRAME"의 영역 모두를 24비트의 2진수로 표현한다.

이 24비트는, 상술한 ATIP와 대응한 어드레스정보이다.

CD-ROM의 재생데이터 중의 서브코드의 Q채널 중의 시간정보는, 서브코드의 시간정보를 부분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기

존의 것보다 긴 시간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즉, 서브코드의 시간정보 중에는, 8비트 모두가 "0"인 제로부(ZERO)가 존재한

다. 이 제로부를 이용하는 것으로, 시간정보를 확장할 수 있다. 도 13c는 제로부를 이용하여 시간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한

서브코드의 포맷을 나타낸다. 제로부의 8비트가 4비트씩 분할되고, 전반의 4비트의 영역(40a)이 상대시간의 「시간」의

행(HOUR)에 대해서 할당되고, 그 후반의 4비트의 영역(40b)이 절대시간의 「시간」의 행(AHOUR)에 대해서 할당된다.

절대시간의 정보의 중요도가 낮으므로, 고밀도 디스크의 경우에서는, 실제에는 시간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들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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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FF FF FF Fh에 세트되어 있다. 절대시간의 「시간」의 행(AHOUR)은 0∼9의 BCD표현으로 된다. 고밀도 디스크

에 있어서는, 일예로서, 절대시간은, 리드인영역의 개시위치에서 0시 09분 30초 50프레임으로 세트되고, 프로그램영역의

개시위치에서 0시·u。원w)2분 00초 00프레임으로 세트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광디스크에 한하지 않고, 다른 데이터 기록매체 예를 들면 메모리카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서는, 어드레스를 표현하는데 BCD 대신에 바이너리를 사용하므로, 보다 많은 어드레스를 필요로 하는 고밀도화

(고용량화) 기록매체에 대응할 수 있다. 또, 어드레스 표기부분의 비트수, 어드레스 표기부분의 전의 동기신호, 에러검출용

의 CRC를 기존의 기록매체에 있어서의 것과 동일로 함으로써, 어드레스를 얻기 위한 회로, 소프트웨어의 변경이 적어도

좋고, 기존의 기록매체와의 호환성을 취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한 기록장치는, 어드레스의 표기방법의 상위에 의해 기록매체의 종류를 판별할 수있고, 이 판별결과에 의

해 서보, RF이퀄라이저의 특성을 디스크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의 디스크 드라이브의 전체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워블링그루브를 나타내는 약선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워블링그루브을 확대하여 나타내는 약선도이다.

도 4는 기존의 어드레스 포맷과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어드레스 포맷을 나타내는 약선도이다.

도 5는 기존의 어드레스 포맷에 있어서의 최상위 비트에 의해 나타내는 정보의 내용을 나타내는 약선도이다.

도 6은 기존의 어드레스 포맷에 있어서의 리드인영역의 연속하는 프레임의 내용을 나타내는 약선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디스크 판별의 제 1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디스크 판별의 제 3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있어서 특별한 식별정보를 가하지 않고 디스크 판별을 행하는 방법의 일예를 설명하기 위

한 플로차트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어드레스정보의 구체예의 설명에 이용하는 약선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어드레스정보가 식별하는 엑스트라정보의 설명에 이용하는 약선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어드레스정보가 식별하는 엑스트라정보의 시퀀스의 설명에 이용하는 약선도

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헤더의 어드레스정보 및 서브코드의 설명에 이용하는 약선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광디스크 3. 광픽업

7. 레이저 드라이버 10. 외부의 호스트 컴퓨터

11. RF신호 처리블록 12. ATIP복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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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어용 마이크로 컴퓨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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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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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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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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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등록특허 10-0750624

- 18 -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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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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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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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b

도면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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