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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의 디스크 정보 기록방법과,그에 따른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

요약

본 발명은,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의 디스크 정보 기록방법과, 그에 따른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에 관한 것으

로,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BD-ROM)와 같은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에 적합한 피트(Pit) 형태의 디스크 정보

(DI)를, 리드인 영역 또는 리드아웃 영역의 특정 기록구간 내에, 소정 회수 이상 반복 기록함으로써, 재생 동작 수행시,

상기 특정 기록구간 내에 기록된 디스크 정보를 독출 확인하여, 그 디스크 정보에 상응하는 데이터 재생 동작을 정상

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BD-ROM), 디스크 정보(DI), 런아웃 영역, 런인 영역, 디펙트 관리영역, 여유영역, 피트 

형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재기록 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BD-RW)에 대한 구조를 도시한 것이고,

도 2는 재기록 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BD-RW)의 리드인 영역에 기록되는 정보들을 테이블 형태로 도시한 것이고,

도 3은 재기록 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BD-RW)의 리드아웃 영역에 기록되는 정보들을 테이블 형태로 도시한 것이

고,

도 4는 재기록 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BD-RW)의 PIC 영역에 반복 기록되는 디스크 정보들을 테이블 형태로 도시

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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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BD-ROM)의 리드인 영역 또는 리드아웃 영역에 반복 기록되는 디

스크 정보들을 테이블 형태로 도시한 것이고,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BD-ROM)의 리드인 영역 또는 리드아웃 영역에 반복 기록되는 디

스크 정보에 대한 상세 구성을 테이블 형태 로 도시한 것이고,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BD-ROM)를 재생하기 위한 광디스크 장치에 대한 구성을 개략적

으로 도시한 것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광픽업 12 : VDP 시스템

13 : D/A 변환기 100 : BD-RW

200 : BD-ROM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BD-ROM: Blu-ray Disc Read Only)와 같은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의 디

스크 정보 기록방법과, 그에 따른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고화질의 비디오 데이터와 고음질의 오디오 데이터를 장시간 동안 기록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고밀도 광

디스크, 예를 들어 재기록 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BD-RW)가 개발 추진 중에 있는 데,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

기 BD-RW (100)은, 클램핑(Clamping) 영역, 트랜지션(Transition) 영역, 버스트 커팅 영역(BCA: Burst Cutting Ar

ea), 리드인 영역(Lead-In Zone), 데이터 영역(Data Zone), 리드아웃 영역(Lead-Out Zone) 등으로 구획되며, 상기 

BD-RW(100)에 기록되는 데이터는. 하나의 에러정정블록(ECC Block) 단위에 대응되는 소정 기록크기의 기록 유니

트 블록(RUB: Recording Unit Block)으로 구획 기록된다.

한편, 상기 BD-RW(100)의 리드인 영역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프리 레코드된 영역과 재기록 가능한 영역으로 

구분되는 데, 상기 프리 레코드된 영역에는, PIC 영역(Permanent Information amp; Control data zone)이 포함 할

당되고, 상기 재기록 가능한 영역에는, 데이터 기록 도중 디펙트(Defect) 검출에 의한 대체 기록동작 수행시, 그에 따

른 디펙트 관리정보들을 기록 저장하기 위한 제1 및 제2 디펙 트 관리영역(DMA: Defect Management Area)이 포함

할당된다.

또한, 상기 BD-RW(100)의 리드아웃 영역은 재기록 가능한 영역으로서, 상기 리드아웃 영역에도, 도 3에 도시한 바

와 같이, 디펙트 관리정보들을 기록 저장하기 위한 제3 및 제4 디펙트 관리영역(DMA: Defect Management Area)이

포함 할당된다.

한편, 상기 PIC 영역에는,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디스크 정보(DI: Disc Information), 예를 들어 도 4에 도시한 바

와 같이, 디스크 유형 정보(Disc Type)와 데이터 영역 할당 정보(Data Zone Allocation) 등과 같은 중요한 디스크 정

보가, 고주파 변조(HFM: High Frequency Modulation)된 워블(Wobble) 형태로 5 회 반복 기록되는 데, 이때 상기 

디스크 정보는, 패러티(Parity)를 제외한 112 바이트의 기록 크기를 갖는다.

따라서, 광디스크 레코더 등에서는, 장치 내에 BD-RW(100)가 삽입 안착되는 경우, 상기 리드인 영역의 PIC 영역에 

워블 형태로 반복 기록된 디스크 정보(DI)를 독출하여, 광디스크 유형 정보 및 데이터 영역 할당 정보 등을 확인한 후,

그 디스크 정보에 상응하는 데이터 기록동작 또는 재생동작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BD-ROM)와 같은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의 개발 및 규격화 작업이

관련업체들간에 논의되고 있는 데, 상기와 같은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에는, 위블 형태의 정보를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광디스크 플레이어 등에서, 워블 형태로 기록된 디스크 정보를 독출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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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BD-ROM)와 같은 고

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에 적합한 피트(Pit) 형태의 디스크 정보(DI)를, 리드인 영역 또는 리드아웃 영역 내의 특정 

기록구간에 소정 회수 이상 반복 기록하여, 재생 동작 수행시, 디스크 정보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재생 동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스크 정보 기록방법과, 그에 따른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에서의 디스크 정보 기록방법은, 고밀

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에 대한 디스크 정보를, 리드인 영역 또는 리드 아웃 영역 내에, 피트 형태로 반복 기록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는, 하나의 에러정정블록 단위에 대응되는 기록 유니트 블록으로 데

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에 있어서, 광디스크 유형 정보와 데이터 영역 할당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이 포함되는 디스크 정보가, 리드인 영역 또는 리드 아웃 영역 내에, 피트 형태로 반복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의 디스크 정보 기록방법과, 그에 따른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의 디스크 정보 기록방법은,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BD-ROM)

를 제작하는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상기 BD-ROM은, 도 1을 참조로 전술한 바와 같이, 클램핑 영역, 트랜지

션 영역, 버스트 커팅 영역, 리드인 영역, 데이터 영역, 리드아웃 영역 등으로 구획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BD-ROM

에 기록되는 데이터는, 하나의 에러정정블록(ECC Block) 단위에 대응되는 소정 기록크기의 기록 유니트 블록(RUB)

으로 구획 기록될 수 있다.

한편, 상기 BD-ROM의 리드인 영역과 리드아웃 영역에는, 피트(Pit) 형태의 디스크 정보(DI)가 포함 기록되는 데, 상

기 BD-ROM의 리드인 영역 중, 도 2를 참조로 전술한 바 있는 제1 디펙트 관리영역(DMA 1)에 대응되는 특정 기록구

간에는, 112 바이트의 디스크 정보(DI)에 32 바이트의 패러티(Parity)가 부가된 144 바이트의 디스크 정보 블록(DI 

Block)이, 소정 회수 이상 반복 기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제1 디펙트 관리영역(DMA 1)에 대응되는 특정 기록구간은, 498 로우(row) X 1932 채널 비트(Chan

nel Bit)의 기록크기를 갖는 32 개의 물리적 클러스터들(Physical Cluster)에 해당하는 기록크기를 가지므로, 144 바

이트의 디스크 정보 블록을, 약 14563 회 반복 기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도 4를 참조로 전술한 바와 같이, BD-RW(100)의 PIC 영역에 5 회 반 복 기록되는 워블 형태의 디스크 정보

와, 상기 BD-RW(100)의 데이터 영역에 약 11000 회 정도 반복 기록되는 디스크 정보들을, 상기 BD-ROM의 리드인

영역의 특정 기록구간 내에, 피트 형태의 디스크 정보로서 모두 기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로서, 상기 112 바이트의 디스크 정보(DI)에 32 바이트의 패러티(Parity)가 부가된 

144 바이트의 디스크 정보 블록(DI Block)을,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BD-ROM의 리드인 영역 중, 상기 BD-

RW(100)에서의 제2 디펙트 관리영역(DMA 2)에 대응되는 특정 기록구간에 소정 회수, 예를 들어 144 바이트의 디스

크 정보 블록을, 약 14563 회 반복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112 바이트의 디스크 정보(DI)에 32 바이트의 패러티(Parity)가 부가된 144 바이트의 디스크 정보 블록

(DI Block)을, 상기 BD-ROM의 리드아웃 영역 중, 상기 BD-RW(100)에서의 제3 디펙트 관리영역(DMA 3) 또는 제4

디펙트 관리영역(DMA 4)에 대응되는 특정 기록구간에 소정 회수, 예를 들어 약 14563 회 반복 기록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실시예로서, 상기 112 바이트의 디스크 정보(DI)에 32 바이트의 패러티(Parity)가 부가

된 144 바이트의 디스크 정보 블록(DI Block)을, 상기 BD-ROM의 리드인 영역 중, 상기 BD-RW(100)에서의 제1 여

유 영역(Reserved 1)에 대응되는 특정 기록구간에 소정 회수 이상 기록할 수도 있는 데, 이 경우, 상기 제1 여유 영역

의 기록크기는, 160 개의 물리적 클러스터들(Physical Cluster)에 해당하는 기록크기를 가지므로, 144 바이트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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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정보 블록을, 약 72817 회 반복 기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 144 바이트의 디스크 정보 블록(DI Block)을, 상기 BD-ROM의 리드인 영역 중, 상기 BD-RW(100)에서

의 제2 여유 영역(Reserved 2) 또는 제3 여유 영역(Reserved 3)에 각각 대응되는 특정 기록구간에 소정 회수 이상 

기록할 수도 있는 데, 예를 들어 상기 제2 여유 영역의 기록크기는, 2048 개의 물리적 클러스터들(Physical Cluster)

에 해당하는 기록크기를 가지므로, 144 바이트의 디스크 정보 블록을, 약 932067 회 반복 기록할 수 있게 되고, 상기 

제3 여유 영역의 기록크기는, 96 개의 물리적 클러스터들(Physical Cluster)에 해당하는 기록크기를 가지므로, 144 

바이트의 디스크 정보 블록을, 약 43690 회 반복 기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도 4를 참조로 전술한 바와 같이, BD-RW(100)의 PIC 영역에 5 회 반복 기록되는 워블 형태의 디스크 정보

와, 상기 BD-RW(100)의 데이터 영역에 약 11000 회 정도 반복 기록되는 워블 형태의 디스크 정보들 보다 많은 디스

크 정보들을, 상기 BD-ROM의 리드인 영역 또는 리드 아웃 영역의 특정 기록구간 내에 피트 형태로 반복 기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기와 같이 BD-ROM의 리드인 영역 또는 리드아웃 영역의 특정 기록구간에 반복 기록되는 피트 형태의 디스

크 정보에는, 데이터 재생에 필요한 관리정보들만이 포함 기록되는 데, 예를 들어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 기

록속도(Recording Velocity)를 나타내기 위한 4 바이트의 관리정보와, 데이터 삭제 플래그(Erase Flag)를 나타내기 

위한 1 바이트의 관리정보 등과 같은 데이터 재기록을 위한 관리정보들은, 상기 디스크 정보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픽업(11), VDP(Video Disc Player) 시스템(12) 및 D/A 변환기(13) 등이 포

함 구성되는 광디스크 플레이어 등에서는, 장치 내에 BD-ROM(200)이 삽입 안착되는 경우, 상기 BD-ROM(200)의 

리드인 영역 중 피트 형태의 디스크 정보가 반복 기록되어 있는 특정 기록구간, 즉 BD-RW(100)의 리드인 영역 중 제

1 및 제2 디펙트 관리영역(DMA 1,2) 또는 제1 내지 제3 여유영역(Reserved 1,2,3)에 대응되는 특정 기록구간을 탐

색하거나, 또는 상기 BD-ROM(200)의 리드아웃 영역 중 피트 형태의 디스크 정보가 반복 기록되어 있는 특정 기록구

간, 즉 BD-RW(100)의 리드아웃 영역 중 제3 및 제4 디펙트 관리영역(DMA 3,4)에 대응되는 특정 기록구간을 탐색

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특정 기록구간에 반복 기록된 피트 형태의 디스크 정보를 독출하여, 상기 BD-ROM(200)의 디스크 유형

정보(Disc Type)와 데이터 영역 할당 정보(Data Zone Allocation) 등과 같은 중요한 디스크 정보를 확인한 후, 그 디

스크 정보에 상응하는 데이터 재생동작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상, 전술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으로, 당업자라면, 이하 첨부된 특허청구범

위에 개시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기술적 범위 내에서, 또다른 다양한 실시예들을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 

등이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구성 및 이루어지는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의 디스크 정보 기록방법과, 그에 따른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는,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BD-ROM)와 같은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에 적합한 피트(Pit) 형태의 디

스크 정보(DI)를, 리드인 영역 또는 리드아웃 영역의 특정 기록구간 내에, 소정 회수 이상 반복 기록함으로써, 재생 동

작 수행시, 상기 특정 기록구간 내에 기록된 디스크 정보를 독출 확인하여, 그 디스크 정보에 상응하는 데이터 재생 동

작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에 대한 디스크 정보를, 리드인 영역 또는 리드 아웃 영역 내에, 피트 형태로 반복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의 디스크 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정보는, 재기록 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의 리드인 영역에 포함되는 디펙트 관리영역, 또는 여유 영역에 

대응되는 기록구간 내에 피트 형태로 반복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의 디스크 정보 

기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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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정보는, 재기록 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의 리드아웃 영역에 포함되는 디펙트 관리영역에 대응되는 기록

구간 내에 피트 형태로 반복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의 디스크 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4.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정보에는, 데이터 재기록을 위한 관리정보가 포함 기록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의 디스크 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5.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정보는, 다수의 기록층에 각각 피트 형태로 반복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

크의 디스크 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6.
하나의 에러정정블록 단위에 대응되는 기록 유니트 블록으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에 

있어서,

광디스크 유형 정보와 데이터 영역 할당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이 포함되는 디스크 정보가, 리드인 영역 또는

리드 아웃 영역 내에, 피트 형태로 반복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정보는, 재기록 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의 리드인 영역에 포함되는 디펙트 관리영역, 또는 여유 영역에 

대응되는 기록구간 내에 피트 형태로 반복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정보는, 재기록 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의 리드아웃 영역에 포함되는 디펙트 관리영역에 대응되는 기록

구간 내에 피트 형태로 반복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

청구항 9.
제 6항 내지 제 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정보에는, 데이터 재기록을 위한 관리정보가 포함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재생 

전용 광디스크.

청구항 10.
제 8항 내지 제 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정보는, 다수의 기록층에 각각 피트 형태로 반복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재생 전용 광

디스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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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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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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