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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 영역 부분에 관련된 정보를 의사 영역에 관련된정보로서 포함하는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데이터관리 정보 취득 방법

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정보 기록 매체에서는 기록 영역이 복수의 데이터 영역으로 분할되고, 데이터가 각 데이터 영역에 기록

된다. 각 데이터 영역에 기록되는 데이터의 기록에 관련된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한 데이터

영역 중 복수의 사전결정된 데이터 영역이 하나의 사전결정된 의사 영역으로서 간주되며, 그 사전결정된 의사 영역에 관련

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관리 정보가 얻어진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등록특허 10-0565924

- 1 -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에서 수행되는 세션수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5는 도 3에 도시된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에서 수행되는 트랙수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6은 도 3에 도시된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에서 수행되는 어드레스 정보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한 흐

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

15 : 광 디스크

20 : 광 디스크 장치

22 : 스핀들 모터

23 : 광 픽업 장치

24 : 레이저 제어 회로

27 : 모터 드라이버

28 : 재생 신호 처리 회로

33 : 서보 제어기

34 : 버퍼 RAM

37 : 버퍼 관리자

38 : 인터페이스

39 : ROM

40 : RAM

41 : CPU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 정보 재생 장치,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그램 및 기록 매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영역에 분할된 각 데이터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의 기록에 관련된 관리 정보를 취득하

는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 그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을 이용하는 정보 재생 장치, 그 정보 재생 장치의 제어 컴퓨

터가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을 수행하게 하는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그램 및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최근, 개인용 컴퓨터는 음악 및 영상에 관련된 AV(Audio-Visual) 정보를 취급하는 기능과 같이 개선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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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의 정보량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AV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정보 기록 매체로서 CD-R 및 DVD+R과 같은 광

디스크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광 디스크가 저가격화됨에 따라, 정보 재생 장치로서의 광 디스크 장치가 개인용 컴퓨터의

주변 장치로서 널리 보급되어 있다.

CD-R 및 DVD+R과 같은 기록가능한 광 디스크에서는 순차 UDF(Universal Disc Format) 표준에 따르는 파일 시스템이

이용된다. 이러한 광 디스크의 기록 영역에는, 데이터가 트랙[또는 DVD+R에서는 프래그먼트(fragment)]이라고 칭하는

기록 단위로 순차적으로 기록된다. 또한, 복수의 트랙으로 구성된 영역에 리드-인(lead-in) 및 리드-아웃(lead-out)을 부

가함으로써 세션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하에서는, 편의상 용어 "트랙"은 때때로 트랙뿐만 아니라 프래그먼트를 나타내

는데 이용된다.

예를 들면, DVD+R의 기록 영역은 최대 191 개의 세션(session)을 수용하며, 각각의 세션은 최대 16 개의 프래그먼트를

기억할 수 있다. 즉, DVD+R은 최대 3056(191 ×16) 개의 프래그먼트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DVD+R에서는 제2 세션

이후의 리드-인을 인트로(Intro)라고 칭하고, 제2 최종 세션 이전의 리드-아웃을 클로져(Closure)라고 칭한다. 또한, 각

세션의 리드-인(또는 인트로) 내의 세션 디스크 제어 블록(SDCB: Session Disc Control Block)이라고 칭하는 영역은 세

션의 각각의 프래그먼트에 관련된 정보[이하, 프래그먼트 번호, 그 프래그먼트의 시작 어드레스 및 종료 어드레스를 포함

하는 "프래그먼트 정보"라고 칭함]를 기억한다. 또한, SDCB는 세션 내의 프래그먼트 전체에 관련된 프래그먼트 정보 뿐만

아니라, 세션 번호, 각 세션의 시작 어드레스 및 종료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현재의 세션 이전의 각각의 세션에 관련된 정보

도 포함한다.

또한, 호스트 장치(예컨대, 개인용 컴퓨터)는 광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재생하기 전에, 광 디스크 상에 기록되어 있는 데

이터의 기록에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호스트 장치는 광 디스크에 존재하는 세션에 관련된 정보(이하, 기

록 영역 내에 포함된 세션의 수를 포함하는 "세션 정보"라고 칭함)와 트랙에 관련된 정보(이하,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된 트랙

수 및 트랙의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트랙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트랙 정보"라고 칭함)를 포함하는 데이터 관리 정보를 제공

하도록 광 디스크 장치에 요구한다.

이어서, 예를 들어 광 디스크가 DVD+R인 경우, 광 디스크 장치는 호스트 장치로부터의 트랙 정보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

여 상기한 프래그먼트 정보를 호스트 장치에 통지한다. 그에 반해, 광 디스크가 CD-R인 경우, 광 디스크 장치는 프로그램

메모리 영역(PMA; Program Memory Area)이라고 칭하는 영역 내에 기록되어 있는 트랙 정보에 기초하여, 호스트 장치

로부터의 트랙 정보에 대한 요구의 응답을 얻는다.

그러나, 예를 들어 광 디스크가 DVD+R인 경우, 프래그먼트 정보가 각 세션의 SDCB 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종래의

광 디스크 장치는 호스트 장치로부터의 트랙 정보에 대한 요구를 수신한 때에, 기록 영역 내에 분산되어 있는 세션의

SDCB들을 순차적으로 검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래의 광 디스크 장치에서는 성능의 현저한 저하, 즉 호스트 장치로부터

의 트랙 정보 요구에 대한 응답 속도의 현저한 감소라고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종래의 광 디스크 장치가 광 디스크를 광 디스크 장치에 삽입할 때 모든 프래그먼트 정보를 사전에 얻는 것을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종래의 광 디스크 장치에서는 모든 프래그먼트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당히 장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광 디스크를 광 디스크 장치에 삽입하고 나서 사용자가 광 디스크에 액세스하는데 장시간을 기다

릴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디스크 탑재 시간의 증대라고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DVD+R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최대

3056 개의 프래그먼트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수용 능력을 고려하면 이들 프래그먼트 전체의 프래그먼트 정보

를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상기한 문제를 해소시키는 개선되고 유용한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 정보 재생 장치, 데이

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그램 및 재생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보다 상세한 목적은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정보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의 기록에 관

련된 정보를 신속히 취득하는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을 이용하는 정보 재생 장치, 데이

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 재생 장치의 제어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그램

및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등록특허 10-0565924

- 3 -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르면,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영역 내에 분할된 각각의 데이터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의 기록에 관련된 데이터 관리 정보를 취득하는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한 데이터 영역간의 복수의 사

전결정된 데이터 영역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결정된 하나의 의사 영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포함하는 데이터 관리 정보를 취

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관리 취득 방법이 제공되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데이터 영역간의 복수의 사전결정된 데이터 영역에 관련된 정보는 요구된 데이터 관리 정보가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사전결정된 의사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로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

에 응답하여 불필요한 정보가 취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 관리 정보는 단시간 내에 취득될 수 있다. 그 결과, 정보 기

록 매체 상에 기록된 데이터의 기록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요구된 정보가 신속히 취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이점은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읽으면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제1 실시예)

이하,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제1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정보 재생 장치로서의 광 디스크 장치(20)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 디스크 장치(20)는 정보 기록 매체로서의 광 디스크(15)를 회전 구동하기 위한 스핀들 모터

(22), 광 픽업 장치(23), 레이저 제어 회로(24), 모터 드라이버(27), 재생 신호 처리 회로(28), 서보 제어기(33), 버퍼 RAM

(34), 버퍼 관리자(37), 인터페이스(38), ROM(39), CPU(40)(제어 컴퓨터) 및 RAM(41) 등으로 구성된다. 도 1에 도시된

화살표는 소자들간의 모든 접속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소자들간의 신호 및 정보의 흐름만을 나타내고 있음을

주목하자.

또한, 제1 실시예에서는, DVD+R이 예를 들어 광 디스크(15)로서 이용된다.

광 픽업 장치(23)는 광원으로서의 반도체 레이저, 광학 시스템, 수광기 및 구동 시스템(포커싱 액츄에이터, 트랙킹 액츄에

이터 및 탐색 모터 등) 등으로 구성된다. 반도체 레이저는 광빔을 방출한다. 광학 시스템은 광빔을 광 디스크(15)의 기록면

으로 유도하고, 기록면 상에서 반사된 복귀 광빔을 사전결정된 수광 위치로 유도한다. 수광기는 복귀 광빔을 수신하기 위

해 수광 위치에 배치된다. 수광기는 수신된 복귀 광빔의 수광량에 따라 전류(전류 신호)를 재생 신호 처리 회로(28)에 공급

한다.

재생 신호 처리 회로(28)는 광 픽업 장치(23)로부터의 출력된 전류 신호를 전압 신호로 변환하며, 이 전압 신호에 따라 재

생 신호 처리 회로(28)는 와블(wobble) 신호, 재생 정보를 포함하는 RF 신호 및 서보 신호(포커스 오차 신호, 트랙 오차 신

호 등)를 검출한다. 재생 신호 처리 회로(28)는 와블 신호로부터 위치 정보 등을 추출한다. 이 위치 정보는 CPU(40)에 인

가된다. 또한, 재생 신호 처리 회로(28)는 오차 보정 프로세스와 같은 프로세스를 RF 신호에 적용한 후, 이 RF 신호를 버퍼

관리자(37)를 통하여 버퍼 RAM(34)에 기억시킨다. 포커스 오차 신호 및 트랙 오차 신호는 재생 신호 처리 회로(28)로부터

서보 제어기(33)로 인가된다.

서보 제어기(33)는 포커스 오차 신호에 따라 광 픽업 장치(23)의 포커싱 액츄에이터를 제어하는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며,

서보 제어기(33)는 트랙 오차 신호에 따라 광 픽업 장치(23)의 트랙킹 액츄에이터를 제어하는 제어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

제어 신호 양쪽 모두는 서보 제어기(33)로부터 모터 드라이버(27)로 인가된다.

모터 드라이버(27)는 서보 제어기(33)로부터 인가된 제어 신호에 따라 광 픽업 장치(23)의 포커싱 액츄에이터 및 트랙킹

액츄에이터를 구동한다. 또한, 모터 드라이버(27)는 CPU(40)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광 디스크(15)의 선속도가 일정해지도

록 스핀들 모터(22)를 제어한다. 또한, 모터 드라이버(27)는 CPU(40)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광 픽업 장치(23)의 위치를 그

의 슬레이지(sledge) 방향으로, 즉 광 디스크(15)의 방사 방향으로 제어하도록 광 픽업 장치(23)의 탐색 모터를 구동한다.

인터페이스(38)는 호스트 장치(예컨대, 개인용 컴퓨터)와의 양방향 통신 인터페이스이며, ATAPI(AT Attachment

Packet Interface) 및 SCSI(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와 같은 표준 인터페이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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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39)은 CPU(40)에 의해 디코딩가능한 코드로 기술된 후술되는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프로그

램을 기억하고 있다.

CPU(40)는 ROM(39)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프로그램에 따라 상기 소자의 동작을 제어하며, 또한 제어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일시적으로 RAM(41)에 기억시킨다. 또한, 전력이 광 디스크 장치(20)에 인가될 때, ROM(39) 내에 기억되어 있는 상

기 프로그램은 CPU(40)의 주 메모리 내로 로드된다.

다음에, 도 2를 참조하여, 광 디스크 장치(20)에서 수행되는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한다. 도 2는

CPU(40)에 의해 실행되는 일련의 처리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흐름도를 도시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호스트 장치가 광 디스

크(15)의 기록 영역 내의 트랙 정보(트랙수 및 지정 트랙의 어드레스)를 얻기 위한 요구를 행하는 일례를 설명한다. 또한,

광 디스크(15)의 파일 시스템은 순차 UDF(Universal Disc Format) 표준에 따른다.

이 예에 있어서, 광 디스크(15)의 기록 영역은 N 개(3 =< N =< 191)의 세션을 포함하며, 여기서 세션 1은 최내부 세션이

고, 세션 N은 최외부 세션이다. 또한, 세션 1 내지 세션 (N-1)의 각각은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된 폐세션(close session)이

고, 세션 N은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되지 않은 개세션(open session)이다. 또한, 세션 N에서는, M 개(M < 16)의 프래그먼

트의 각각에 데이터가 기록된다.

또한, 이 예에서는, 세션 N의 리드-인(또는 인트로) 영역 내에 기록되어 있는 세션 디스크 제어 블록(SDCB)이 이미 RAM

(41)에 복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SDCB[이하, "세션 N의 SDCB"라고 칭함]는 세션 N의 세션 번호, 세션 1 내지 세션

(N-1)의 각각의 세션 정보(세션 번호, 각 세션의 시작 어드레스 및 종료 어드레스) 및 세션 N 내의 프래그먼트 정보(프래

그먼트 번호, 각 프래그먼트의 시작 어드레스 및 종료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정보를 기억한다.

도 2에 도시된 단계(401)에서는, 호스트 장치가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를 행할 것인지 여부가 판단된다. 이 예에 있어서,

호스트 장치가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를 행하기 때문에, 단계(401)에서의 판단은 긍정이며, 처리는 단계(403)로 진행한

다.

단계(403)에서는, RAM(41) 내에 저장되어 있는 세션 N의 SDCB가 참조되며, 기록 영역 내의 폐세션의 수(이하, "폐세션

수 CS"라고 칭함)가 세션 N의 세션 번호로부터 취득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세션 번호가 기록 영역 내의 최내부 세션으로

부터 순차적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세션 N의 세션 번호는 기록 영역 내의 폐세션수 CS보다 1 만큼 크다. 즉, 폐세션수 CS

는 세션 N의 세션 번호로부터 1을 감산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단계(405)에서는, RAM(41) 내에 기억되어 있는 세션 N의 SDCB가 참조되며, 개셰션 N 내의 프래그먼트의 수(이하, "프래

그먼트수 OSF"라고 칭함)가 얻어진다.

단계(407)에서는, 폐세션의 각각을 의사 트랙으로서 간주하면, 다음 수학식 1에 따라,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의 응답으

로서 응답 트랙수 AT가 얻어진다.

수학식 1

단계(409)에서는, 상기 수학식 1에 따라 얻어진 응답 트랙수 AT가 호스트 장치에 통지된다. 이어서, 프로세스는 단계

(415)로 진행된다. 이 제1 실시예에 있어서, 폐세션수 CS가 (N-1)이고, 개세션 N 내의 프래그먼트수 OSF가 M이기 때문

에, 응답 트랙수 AT는 (N - 1 + M)이 된다. 또한, 개세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프래그먼트수 OSF = 0이 된다.

한편, 단계(401)에서는, 호스트 장치가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를 행하지 않는 경우, 단계(401)에서의 판단은 부정이며,

프로세스는 단계(415)로 진행한다.

단계(415)에서는, 호스트 장치가 지정 트랙의 어드레스를 얻기 위한 요구를 행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이 예에 있어서,

호스트 장치가 지정 트랙의 어드레스를 얻기 위한 요구를 행하였기 때문에, 단계(415)에서의 판단은 긍정이며, 프로세스

는 단계(417)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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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417)에서는, 지정 트랙의 트랙 번호(이하, "지정 트랙 번호"라고 칭함)를 폐세션수 CS와 비교함으로써, 지정 트랙 번

호가 폐세션수 CS보다 작거나 같은지 여부가 판단된다. 즉, 지정 트랙이 의사 트랙인지 개세션 N 내의 트랙인지 여부가 판

단된다. 지정 트랙이 의사 트랙인 경우, 즉 지정 트랙 번호가 폐세션수 CS 이하인 경우, 단계(417)에서의 판단은 긍정이며,

프로세스는 단계(419)로 진행한다. 또한, 이 제1 실시예에서는, 지정 트랙 번호가 P이다.

단계(419)에서는, RAM(41) 내에 기억되어 있는 세션 N의 SDCB가 참조되며, 세션 P의 시작 어드레스가 추출된다. 이어

서, 세션 P의 시작 어드레스에 따라서, 광 디스크(15)의 기록 영역 내에 기록되어 있는 세션 P의 SDCB가 검색되며, 세션 P

내의 제1 프래그먼트의 시작 어드레스 및 세션 P 내의 최종 프래그먼트의 종료 어드레스가 얻어진다. 이어서, 세션 P 내의

제1 프래그먼트의 시작 어드레스는 지정 트랙 P의 시작 어드레스로 가정되며, 세션 P 내의 최종 프래그먼트의 종료 어드레

스는 지정 트랙 P의 종료 어드레스로 가정된다. 따라서, 의사 트랙의 어드레스 정보는 지정 트랙의 어드레스 정보로 가정

된다.

한편, 단계(417)에서는, 지정 트랙이 개세션 N 내의 트랙인 경우, 즉 지정 트랙 번호 P가 폐세션수 CS를 초과하는 경우, 단

계(417)에서의 판단은 부정이며, 프로세스는 단계(425)로 진행한다.

단계(425)에서는, 지정 트랙 번호 P에 대응하는 프래그먼트 번호 FN이 다음 수학식 2에 따라 얻어진다.

수학식 2

상기 수학식 2 내의 "OSM1"은 개세션 N 내의 제1 프래그먼트 번호이며, 이 제1 프래그먼트 번호는 RAM(41) 내에 기록되

어 있는 개세션 N의 프래그먼트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또한, 프래그먼트 번호는 세션 1 내의 제1 프래그먼

트로부터 순차적으로 할당된다. 즉, 프래그먼트 번호와 세션 번호 사이는 관련성이 없다.

단계(427)에서는, RAM(41)에 기록되어 있는 개세션 N의 프래그먼트 정보가 참조되며, 프래그먼트 번호 FN(이하, "프래

그먼트 FN"이라고 칭함) 중 하나의 프래그먼트의 시작 어드레스는 지정 트랙 P의 시작 어드레스로 가정되며, 프래그먼트

FN의 종료 어드레스는 지정 트랙 P의 종료 어드레스로 가정된다.

단계(431)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얻어진 지정 트랙 P의 어드레스 정보는 호스트 장치에 통지된다. 이어서,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세스가 종료된다.

다음에, 광 디스크(15) 상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광 디스크 장치(20)의 처리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광 디스크(15)를 광 디스크 장치(20)의 사전결정된 위치에 삽입(장착)하는 경우, CPU(40)는 광 디스크(15)의 기록 영역

내의 사전결정된 위치 상에 기록되어 있는 폐세션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다. 이 정보에 따라서, CPU(40)는 최종 폐세션의

어드레스를 추출하여, 최종 폐세션에 후속하여 개세션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체크된다. 최종 폐세션에 후속하여 개세션이

존재하는 경우, CPU(40)는 그 개세션의 SDCB를 판독하여, 그 개세션의 SDCB를 RAM(41)에 복사한다. 최종 폐세션에 후

속하는 개세션이 없는 경우, CPU(40)는 최종 폐세션의 SDCB를 판독하여, 최종 폐세션의 SDCB를 RAM(41)에 복사한다.

CPU(40)는, 호스트 장치로부터 트랙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를 수신한 때에, 도 2를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응답을 호

스트 장치에 통지한다.

CPU(40)는, 호스트 장치로부터 지정 트랙의 데이터의 재생에 대한 요구를 수신한 때에, 광 디스크(15)의 기록 영역 내의

지정 트랙의 어드레스 정보를 얻어, 지정 트랙의 시작 어드레스를 판독한다. CPU(40)는 이 지정 트랙의 시작 어드레스를

데이터 판독을 위한 판독 시작 위치로서 간주한다.

이어서, CPU(40)는 재생 속도에 따라 스핀들 모터(22)의 회전(revolution)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모터 드라이버

(27)에 인가하며, 또한 호스트 장치로부터 데이터 재생에 대한 요구의 수신을 재생 신호 처리 회로(28)에 통지한다. 광 디

스크(15)의 회전이 사전결정된 선속도에 도달한 경우, 출력 신호(전류 신호)는 광 픽업 장치(23)로부터 재생 신호 처리 회

로(28)로 인가된다.

재생 신호 처리 회로(28)는 광 픽업 장치(23)로부터 인가된 출력 신호에 따라 위치 정보를 얻어, 이 위치 정보를 CPU(40)

에 통지한다. 또한, 재생 신호 처리 회로(28)는 광 픽업 장치(23)로부터 인가된 출력 신호에 따라 포커스 오차 신호 및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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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 신호를 검출하여, 이 포커스 오차 신호 및 트랙 오차 신호를 서보 제어기(33)에 인가한다. 서보 제어기(33)는 재생 신

호 처리 회로(28)로부터 인가된 포커스 오차 신호 및 트랙 오차 신호에 따라 모터 드라이버(27)가 광 픽업 장치(23)의 포커

싱 액츄에이터 및 트랙킹 액츄에이터를 구동하여 포커스 오차 및 트랙 오차를 보정할 수 있게 한다.

CPU(40)는 재생 신호 처리 회로(28)로부터 인가된 위치 정보에 따라 광 픽업 장치(23)를 판독 시작 위치에 위치시키도록

탐색 동작을 지시하기 위한 신호를 모터 드라이버(27)에 인가한다.

CPU(40)는 재생 신호 처리 회로(28)로부터 인가된 위치 정보에 따라 광 픽업 장치(23)가 판독 시작 위치에 위치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CPU(40)가 광 픽업 장치(23)가 판독 시작 위치에 위치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CPU(40)는 이 판단을 재

생 신호 처리 회로(28)에 통지한다. 이어서, 재생 신호 처리 회로(28)는 광 픽업 장치(23)로부터 인가된 출력 신호에 따라

RF 신호를 검출한다. 재생 신호 처리 회로(28)는 오차 보정 프로세스와 같은 프로세스를 RF 신호에 적용한 후, RF 신호(재

생 데이터)를 버퍼 RAM(34)에 기억시킨다.

또한, 재생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재생 신호 처리 회로(28)는 상기한 바와 같이, 광 픽업 장치(23)로부터 인가된 출력 신호

에 따라 포커스 오차 신호 및 트랙 오차 신호를 검출하여, 서보 제어기(33) 및 모터 드라이버(27)를 통하여 포커스 오차 및

트랙 오차를 필요에 따라 보정한다.

버퍼 관리자(37)는 버퍼 RAM(34) 내에 기억되어 있는 재생 데이터가 섹터 데이터에 상당할 때, 재생 데이터를 섹터 데이

터로서 인터페이스(38)를 통하여 호스트 장치로 전송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 제1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20)에서는, CPU(40)가 각 폐세션을 의사 트랙으로서 간주하기

위한 의사 영역 설정부, 관리 정보(트랙 정보를 포함함)를 얻기 위한 관리 정보 취득부 및 얻어진 관리 정보를 호스트 장치

에 통지하기 위한 통지부를 형성한다.

또한, 이 제1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20)에서는, 도 2에 도시되어 있고 CPU(40)에 의해 수행되는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세스가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그램으로서 ROM(39)에 기억되어 있다.

또한, 이 제1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20)에서는, CPU(40)가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그램에 따라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세스를 실행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을 수행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 제1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에서는, 호스트 장치로부터의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

구에 응답하여,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각 폐세션을 의사 트랙으로서 간주하여 트랙수가 계산된다. 이에 따라, 최종

세션(이 제1 실시예에서는 개세션 N)의 SDCB 내에 기록되어 있는 세션 번호를 참조함으로써 의사 트랙수를 간단히 즉시

얻을 수 있다. 즉, 기록 영역 내의 모든 트랙(프래그먼트)의 수를 계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종래의 광 디스크 장치에 비

해,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요구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제1 실시예에서는, 의사 트랙수, 즉 폐세션의 수는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으로서 얻어진다. 이에 따라,

세션 전체의 SDCB를 조사할 필요가 없어, 최종 세션의 SDCB만에 따라 의사 트랙수를 즉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트랙수

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요구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다. 또한, 기록가능한 정보 기록 매체 상에 데이터를 기록하

는 것은 개세션 내에 존재하는 트랙에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없는 폐세션 내에 존재하는

트랙에 관련된 정보는 데이터 기록시에 중요하지 않다. 이에 따라,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폐세션의 수에 대해 응

답하는 불편함이 없어진다.

또한, 이 제1 실시예에서는, 의사 트랙수와 개세션 N 내의 트랙수의 합은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얻

어진다. 종래에는, 트랙수를 계수하기 위해서는, 세션 전체의 SDCB가 조사될 필요가 있으며, 세션의 SDCB가 기록 영역

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사에는 장시간이 소비된다. 그러나, 이 제1 실시예에서는, 폐세션 내의 트랙수를 계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종래의 광 디스크 장치에 비해,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요구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

다.

또한, 이 제1 실시예에서는, 지정 트랙의 트랙 번호에 대응하는 폐세션 내의 제1 트랙의 시작 어드레스 및 폐세션 내의 최

후 트랙의 종료 어드레스, 즉 지정 트랙의 트랙 번호에 대응하는 의사 트랙의 시작 어드레스 및 종료 어드레스가 지정 트랙

의 어드레스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얻어진다. 이 과정에서, 폐세션 내의 제1 트랙의 시작 어드레스 및 폐세

션 내의 최후 트랙의 종료 어드레스를 단시간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광 디스크 장치에 비해, 지정 트랙의 어드레

스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요구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다. 또한, 기록가능한 정보 기록 매체 상에 데이터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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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개세션 내에 존재하는 트랙의 정확한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기록되고, 더

이상 데이터가 폐세션에 기록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폐세션 내의 트랙의 정확한 어드레스 정보에 응답할 실이익이 거의

없다.

또한, 이 제1 실시예에서는, 각 폐세션을 의사 트랙으로서 간주하는 것은 최대 트랙수를 206 개[= 190(의사 트랙수) + 16

(개세션 내의 트랙수)]로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이들 각 트랙의 정보는 RAM(41) 내에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이 제1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20)에서는, 호스트 장치로부터의 트랙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요

구 정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수의 트랙을 구비하는 영역(폐세션)을 의사 트랙으로서 간주하며, 이에 따

라 호스트 장치로부터의 요구에 응답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얻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호스트 장치로부터의 트랙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해 단시간에 응답할 수 있다.

(제2 실시예)

다음에, 도 3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제2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 제2 실시예의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세스는 상기한 제1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세스와는 상이

하다. 상세하게는, ROM(39) 내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그램만이 상기한 제1 실시예와는 상이한 점이

며, 이 측면 이외에는, 이 제2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20)는 상기한 제1 실시예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이하, 상기한 제1 실시예와 상이한 점을 위주로 설명하며, 상기한 제1 실시예에 기재된 소자와 동일 또는 동등한 소자에 대

해서는 동일한 참조 부호로 나타내고,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따라서, 도 3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이 제2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ROM(39)을 구비

하는 광 디스크 장치(20)에서 수행되는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한다. 도 3 내지 도 6은 CPU(40)에 의

해 실행되는 일련의 처리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흐름도를 도시한다. 이 제2 실시예에서는 호스트 장치가 광 디스크(15)의

기록 영역 내의 세션 정보(세션수) 및 트랙 정보(트랙수 및 지정 트랙의 어드레스)를 얻기 위한 요구를 행하는 일례를 설명

한다. 또한, 광 디스크(15)는 상기한 제1 실시예에서와 동일한 사전조건을 만족시킨다.

도 3에 도시된 단계(501)에서는, 호스트 장치가 광 디스크(15)의 기록 영역 내의 세션수를 얻기 위한 요구를 행했는지 여

부가 판단된다. 이 예에서는, 호스트 장치가 세션수를 얻기 위한 요구를 행하기 때문에, 단계(501)에서의 판단은 긍정이며,

프로세스는 단계(503)로 진행한다.

단계(503)에서는, 세션수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가 수행된다. 이하, 도 4를 참조하여 세션수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한다.

도 4에 도시된 단계(601)에서는, RAM(41)에 기록되어 있는 세션 N의 SDCB가 참조되며, 기록 영역 내의 세션 전체의 수

(이하, "총 세션수 AS"라고 칭함)가 얻어진다. 보다 상세하게는, RAM(41) 내에 기록되어 있는 세션 N의 세션수가 총 세션

수 AS로서 얻어진다.

단계(603)에서는, 총 세션수 AS가 "1"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이 예에서는, 총 세션수 AS가 "1"을 초과하기 때

문에, 단계(603)에서의 판단은 긍정이며, 프로세스는 단계(605)로 진행한다.

단계(605)에서는, 세션 1로부터 세션 (N-2)까지의 (N-2) 개의 세션이 하나의 의사 세션으로서 간주된다. 이어서, 기록 영

역이 총 두 개의 폐세션, 즉 상기한 의사 세션 및 세션 (N-1)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폐세션수(이하, "의사 폐세션수

SS"라고 칭함)는 "2"로 설정된다.

단계(607)에서는, 기록 영역 내에 개세션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상세하게는, RAM(41) 내에 기록되어 있는 세션

N의 SDCB가 참조되며, 세션 N이 개세션인지 폐세션인지를 체크함으로써, 기록 영역 내에 개세션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이 예에서는, 기록 영역 내에 개세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계(607)에서의 판단은 긍정이며, 프로세스는

단계(609)로 진행한다.

단계(609)에서는, 호스트 장치로부터의 세션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응답 세션의 수(이하, "응답 세션수

RS"라고 칭함)가 다음 수학식 3에 따라 계산된다. 상세하게는, 응답 세션수 RS는 의사 폐세션수 SS에 개세션수(= 1)를 가

산함으로써 얻어지는 값(= 3)이 된다. 이어서, 세션수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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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

한편, 단계(607)에서, 기록 영역 내에 개세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세션 N이 개세션이 아닌 경우, 단계(607)에서의 판

단은 부정이며, 프로세스는 단계(611)로 진행한다.

단계(611)에서는, 응답 세션수 RS는 다음 수학식 4에 따라 계산된다. 상세하게는, 응답 세션수 RS는 의사 폐세션수 SS와

동일한 값이 된다. 이어서, 세션수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가 종료된다.

수학식 4

한편, 단계(603)에서, 총 세션수 AS가 "1"인 경우, 즉 기록 영역 내에 하나의 세션만이 존재하는 경우, 단계(603)에서의 판

단은 부정이며, 프로세스는 단계(613)로 진행한다.

단계(613)에서는, 기록 영역 내에 하나의 세션만이 존재하는 경우, 의사 폐세션수 SS는 "1"로 설정된다. 이어서, 프로세스

는 단계(611)로 진행한다.

도 3에 도시된 단계(505)에서는, 세션수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에 의해 얻어진 응답 세션수 RS는 호스트 장치에 통지된다.

이어서, 프로세스는 단계(507)로 진행한다.

한편, 단계(501)에서는, 호스트 장치가 세션수를 얻기 위한 요구를 행하지 않은 경우, 단계(501)에서의 판단은 부정이며,

프로세스는 단계(507)로 진행한다.

단계(507)에서는, 호스트 장치가 기록 영역 내의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를 행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이 예에서는, 호

스트 장치가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를 행하기 때문에, 단계(507)에서의 판단은 긍정이며, 프로세스는 단계(509)로 진행

한다.

단계(509)에서는, 트랙수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가 수행된다. 이하, 도 5를 참조하여 트랙수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한다.

도 5에 도시된 단계(621)에서는, 기록 영역 내에 개세션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이 예에서는, 기록 영역 내에 개세

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계(621)에서의 판단은 긍정이며, 프로세스는 단계(623)로 진행한다.

단계(623)에서는, RAM(41) 내에 기록되어 있는 세션 N의 프래그먼트 정보가 참조되며, 개세션 N 내의 프래그먼트의 수("

프래그먼트수 OSF")가 얻어진다.

단계(625)에서는, 호스트 장치로부터의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응답 트랙수("응답 트랙수 AT")가

다음 수학식 5에 따라 얻어진다. 상세하게는, 의사 (폐)세션 및 최종 폐세션을 의사 트랙으로서 간주하면, 응답 트랙수 AT

가 계산된다.

수학식 5

이 제2 실시예에서는, 의사 폐세션수 SS가 "2"이고, 개세션 N 내의 프래그먼트수 OSF는 M이기 때문에, 응답 트랙수 AT

는 (M + 2)가 된다. 이어서, 트랙수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가 종료된다.

한편, 단계(621)에서, 기록 영역 내에 개세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단계(62)에서의 판단은 부정이며, 프로세스가 단계

(627)로 진행한다.

단계(627)에서는, 응답 트랙수 AT가 다음 수학식 6에 따라 계산된다. 상세하게는, 응답 트랙수 AT가 의사 폐세션수 SS와

동일한 값이 된다. 이어서, 트랙수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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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6

도 3에 도시된 단계(511)에서는, 트랙수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에 의해 얻어진 응답 트랙수 AT가 호스트 장치에 통지된다.

이어서, 프로세스는 단계(513)로 진행한다.

한편, 단계(507)에서, 호스트 장치가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를 행하지 않는 경우, 단계(507)에서의 판단은 부정이며, 프

로세스는 단계(513)로 진행한다.

단계(513)에서는, 호스트 장치가 지정 트랙의 어드레스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를 행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이 예에서

는, 호스트 장치가 지정 트랙의 어드레스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를 행하기 때문에, 단계(513)에서의 판단은 긍정이며, 프로

세스는 단계(515)로 진행한다. 또한, 호스트 장치는 상기한 제1 실시예에서와 마찬가지로, 트랙 번호("지정 트랙 번호")에

의해 상기한 지정 트랙을 지정한다.

단계(515)에서는, 어드레스 정보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가 수행된다. 이하, 도 6을 참조하여 어드레스 정보를 얻기 위한 프

로세스에 대해 설명한다.

도 6에 도시된 단계(651)에서는, 지정 트랙 번호를 의사 폐세션수 SS와 비교함으로써, 지정 트랙 번호가 의사 폐세션수

SS 이하인지 여부가 판단된다. 바꿔 말하면, 지정 트랙이 의사 트랙(의사 세션 또는 최종 폐세션)인지 개세션 N 내의 트랙

인지 여부가 판단된다. 지정 트랙이 의사 트랙인 경우, 즉 지정 트랙 번호가 의사 폐세션수 SS 이하인 경우, 단계(651)에서

의 판단은 긍정이며, 프로세스는 단계(653)로 진행한다. 또한, 이 제2 실시예에서는, 일례로서 지정 트랙 번호가 P이다.

단계(653)에서는, 지정 트랙 번호 P가 "1"인지 여부가 판단된다. 바꿔 말하면, 지정 트랙이 의사 세션인지 최종 폐세션인지

여부가 판단된다. 지정 트랙이 의사 세션인 경우, 즉 지정 트랙 번호 P가 "1"인 경우, 단계(653)에서의 판단은 긍정이며, 프

로세스는 단계(655)로 진행된다.

단계(655)에서는, RAM(41)에 기록되어 있는 세션 N의 SDCB가 참조되며, 세션 1의 시작 어드레스 및 세션 (N-2)의 종료

어드레스가 얻어진다. 이어서, 세션 1의 시작 어드레스가 지정 트랙 P의 시작 어드레스로 가정되며, 세션 (N-2)의 종료 어

드레스가 지정 트랙 P의 종료 어드레스로 가정된다. 이어서, 어드레스 정보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가 종료된다.

한편, 단계(653)에서, 지정 트랙이 최종 폐세션인 경우, 즉 지정 트랙 번호 P가 "2"인 경우, 단계(653)에서의 판단은 부정

이며, 프로세스는 단계(657)로 진행한다.

단계(657)에서는, RAM(41)에 기록되어 있는 세션 N의 SDCB가 참조되며, 세션 (N-1)에서의 제1 프래그먼트의 시작 어

드레스, 즉 최종 폐세션 및 세션 (N-1)에서의 최종 프래그먼트의 종료 어드레스가 얻어진다. 이어서, 세션 (N-1)에서의 제

1 프래그먼트의 시작 어드레스는 지정 트랙 P의 시작 어드레스로 가정되며, 세션 (N-1)에서의 최종 프래그먼트의 종료 어

드레스는 지정 트랙 P의 종료 어드레스로 가정된다. 이어서, 어드레스 정보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가 종료된다.

한편, 단계(651)에서는, 지정 트랙이 개세션 N의 트랙인 경우, 즉 지정 트랙 번호 P가 의사 폐세션수 SS를 초과하는 경우,

단계(651)에서의 판단은 부정이며, 프로세스는 단계(659)로 진행한다.

단계(659)에서는, 지정 트랙 번호 P에 대응하는 프래그먼트 번호 FN은 다음 수학식 7에 따라 얻어진다.

수학식 7

단계(661)에서는, 프래그먼트수 FN("프래그먼트 FN")의 프래그먼트의 시작 어드레스는 지정 트랙 P의 시작 어드레스로

가정되며, 프래그먼트 FN의 종료 어드레스는 지정 트랙 P의 종료 어드레스로 가정된다. 이어서, 어드레스 정보를 얻기 위

한 프로세스가 종료된다.

도 3에 도시된 단계(517)에서는, 상기 어드레스 정보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에 의해 얻어진 지정 트랙 P의 시작 어드레스

및 종료 어드레스가 호스트 장치에 통지된다. 이어서,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세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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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2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20)에서는, 상기한 제1 실시예에서와 마찬가지로, 호스트 장치로부터의 지정 트랙의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요구에 따라, 광 디스크(15) 상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가 재생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 제2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20)에서는, CPU(40)에 의해 수행되는 상기 프로세스 중 도 3 내

지 도 6에 도시된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세스가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그램으로서 ROM

(39)에 기억된다.

또한, 이 제2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20)에서는, CPU(40)는 상기한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그램에 따라 데이

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세스를 실행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을 수행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 제2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은 호스트 장치로부터의 세션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폐세션 중 적어도 최종 폐세션을 제외한 폐세션이 하나의 세션으로서 간주된다.

기록 데이터의 최신 파일 정보가 최종 폐세션의 사전결정된 위치에 기록되며, 이에 따라 최종 폐세션을 제외한 폐세션이

하나의 의사 세션으로서 간주되는 경우에도, 최종 폐세션 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최신 파일 정보는 정확히 판독될 수 있

다. 특히, 기록가능한 정보 기록 매체 상에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기록되며, 이에 따라 최종 폐세션을 제외한 폐세션을 하나

의 의사 세션으로서 간주하는 것은 세션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시에 불편함을 야기하지 않는다.

또한, 이 제2 실시예에서는, 광 디스크(15)의 기록 영역이 복수의 폐세션 및 개세션을 포함하는 경우, 세션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해 세션수가 "3"으로서 응답되며, 광 디스크(15)의 기록 영역이 복수의 폐세션만을 포함하는 경우, 세션수를 얻

기 위한 요구에 대해 세션수가 "2"로서 응답된다. 즉, 광 디스크(15)의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세션들 중 의사 세션

으로부터 제외된 세션수에 "1"을 가산함으로써 얻어진 값은, 세션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얻어진다. 따라

서, 기록 영역 내의 세션수를 계수할 필요가 없으며, 이것은 종래의 광 디스크 장치에 비해, 세션수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

를 간단화한다. 이에 따라, 세션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요구 정보를 신속히 얻어질 수 있다.

또한, 이 제2 실시예에서는, 최종 폐세션을 제외한 폐세션 내에 포함된 모든 트랙을 하나의 의사 트랙으로서 간주하여 트

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해 응답이 얻어진다. 이에 따라, 의사 트랙 내의 트랙수를 계수하지 않아도 되며, 이것은 종래

의 광 디스크 장치에 비해, 트랙수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가 간단화된다. 따라서,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서 요구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제2 실시예에서는,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따라서, 광 디스크(15)의 기록 영역이 복수의 폐세션만을 포함하는

경우, 트랙수는 "2"로서 응답되며,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따라서, 광 디스크(15)의 기록 영역이 복수의 폐세션 및 개

세션을 포함하는 경우, 트랙수는 개세션 내의 트랙수에 "2"를 가산한 값으로서 응답된다. 따라서, 종래의 광 디스크 장치에

비해, 트랙수를 얻기 요구에 응답하여 요구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다. 또한, 각 세션의 인트로 및 클로져는 그의 섹터 ID

를 사용자 데이터 속성으로서 포함하며, 각각에는 논리 어드레스가 또한 할당된다. 이에 따라, 복수의 폐세션을 하나의 폐

세션으로 간주하는 것은 데이터의 정상의 재생시에 불편함을 야기하지 않는다.

또한, 이 제2 실시예에서는, 지정 트랙의 어드레스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최종 폐세션을 제외한 폐세션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트랙이 하나의 의사 트랙으로서 간주되며, 의사 트랙 내의 제1 트랙의 시작 어드레스 및 의사 트랙 내

의 최후 트랙의 종료 어드레스는 지정 트랙의 어드레스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얻어진다. 그 결과, 종래

의 광 디스크 장치에 비해, 어드레스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요구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다. 또한, 최종 폐세

션을 제외한 폐세션 내에 포함되어 있는 트랙이 하나의 의사 트랙으로서 간주되는 경우, 각 세션의 인트로 및 클로져가 정

확히 인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한 바와 같이 얻어진 응답은 데이터 재생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적어도 최종 폐세션을 제외한 폐세션을 하나의 세션 또는 하나의 트랙으로 간주하는 것은 세션 및 트랙

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간단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종 폐세션을 제외한 폐세션이 하나의 의사 세션으로서 간주되는 경

우, 호스트 장치에 대한 세션수는 최대로 "3"[(의사 세션) + (최종 폐세션) + (개세션)]이 된다. 또한, 예를 들어, 최종 폐

세션을 제외한 폐세션이 하나의 의사 트랙으로서 간주되고, 또한 최종 폐세션이 하나의 의사 트랙으로서 간주되는 경우,

호스트 장치에 대한 트랙수는 최대로 "18"[(의사 트랙수 = 2) + (개세션 내의 트랙수 = 16)]이 된다.

또한, 이 제2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20)에서는, 호스트 장치로부터의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

여, 복수의 트랙을 포함하는 영역(폐세션)은 요구 정보가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 트랙으로서 간주되며, 이

에 따라 호스트 장치로부터의 요구에 응답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얻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호스트 장치로부터의 세션 정

보 및 트랙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에 단시간에 응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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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제2 실시예에서는,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폐세션 중 최종 폐세션만을 제외한 폐세션은 의사 세션으로서

간주되는데, 그러나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최종 폐세션을 포함하는 다른 폐세션을 제외한 폐세션

은 의사 세션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이 제2 실시예에서는, 최종 폐세션이 하나의 의사 세션 또는 하나의 의사 트랙의 설정에 있어서의 최종 폐세션을 제

외한 폐세션과 구별되는데, 그러나 광 디스크(15)의 기록 영역이 개세션을 포함하고, 광 디스크 장치(20)가 개세션 내에 기

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는 경우, 최종 폐세션은 최종 폐세션을 제외한 폐세션과 반드시 구별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제2 실시예에서는, 기록 영역이 적어도 하나의 폐세션을 포함하는데, 그러나 기록 영역은 하나의 개세션을 포함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 세션도 의사 트랙도 설정하지 않는다. 또한, 도 5에 도시된 단계(625)에서는, CPU(40)가 상기

수학식 5 대신에 다음 수학식 8에 따라 응답 트랙수 AT를 계산한다.

수학식 8

또한, 상기한 경우에서는, CPU(40)는 의사 폐세션수 SS의 값이 0을 갖고, 도 6에 도시된 어드레스 정보를 얻기 위한 프로

세스를 수행한다.

또한,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광 디스크(15)가 광 디스크 장치(20)의 사전결정된 위치에 삽입되었을 때, CPU(40)는 개세션

또는 폐세션의 SDCB를 판독하여, 이 SDCB를 RAM(41)에 복사하는데, 그러나 CPU(40)는 호스트 장치로부터의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의 수신시에 SDCB를 판독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20)에서는,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그램이 ROM(39)에 기억되는데, 그러

나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그램이 CPU(40)의 주 메모리 내로 로드될 수 있는 한,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그램은

다른 정보 기록 매체(CD-ROM, 광자기 디스크, MO 등)에 기억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DVD+R이 광 디스크(15)로서 이용되는데, 그러나 광 디스크(15)는 그 기록 영역 내의 세션

또는 트랙과 같은 복수의 분할된 데이터 영역 상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다른 정보 기록 매체로 대체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20)는 호스트 장치에 결합된 동일한 몸체에 제공될 수 있거나, 또는 호스트 장

치에 결합되지 않은 상이한 몸체 내에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광 디스크 장치가 정보 재생 장치로서 이용될 수 있는데, 그러나 정보 재생 장치가 그 기록 영

역 내의 세션 또는 트랙과 같은 복수의 분할된 데이터 영역 상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정보 기록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재생

할 수 있는 한, 다른 정보 재생 장치가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이들 정보 기록/재생 장치는 재생 뿐만 아니라 기록 데이터일

수 있다.

본 발명은 상세히 개시된 실시예로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변형 및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

음을 당업자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출원은 그 전체의 내용이 본 명세서에 참조를 위해 통합되어 있고, 2001년 12월 19일자로 출원된 일본 특허 출원 번호

제2001-385652호 및 2001년 12월 26일자로 출원된 일본 특허 출원 번호 제2001-393643호를 우선권으로 주장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것처럼, 본 발명과 관련되는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에 의하면,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 데이터의 기록에

관한 정보의 취득 요구에 대하여, 요구된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과 관련되는 정보 재생장치에 의하면, 외부로부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 데이터의 기록에 관한 정보의 취

득 요구에 대하여, 단시간에 응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과 관련되는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그램에 의하면, 정보 재생장치의 제어용 컴퓨터로 실행되어 정보 기

록 매체에 기록된 데이터의 기록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취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과 관련되는 기록 매체에 의하면, 컴퓨터에 의해 실행됨으로써,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 데이터의 기록에 관

한 정보를 신속히 취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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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영역 내에 분할된 각 데이터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의 기록에 관련된 데이터 관리 정보를, 데

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얻는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상기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영역 중 복수의 사전결정된 데이터 영역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를, 사전결정된 의사 영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얻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영역은 상기 데이터 영역으로서의 트랙을 구비하는 적어도 하나의 세션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는 상기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되는 세션수, 상기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되는 트랙수 및 트랙 번호에 의

해 지정되는 트랙의 각각의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트랙 어드레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인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는 상기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를 포함하며,

상기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세션 중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된 적어

도 하나의 폐세션을 상기 사전결정된 의사 영역인 의사 트랙으로 간주함으로써, 상기 트랙수가 계산되는 것인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의사 트랙의 수는 상기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트랙수를 형성하는 것인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영역은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된 폐세션 및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되지 않은 개세션을 구비하는

복수의 세션을 포함하고,

상기 의사 트랙수와 상기 개세션 내의 트랙수의 합은 상기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상기 트랙수를 형

성하는 것인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는 상기 트랙 어드레스를 얻기 위한 요구를 포함하고,

상기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세션 중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된 적어도 하나의 폐세션은 상기 사전결정된 의사

영역인 의사 트랙으로 간주되며,

상기 트랙 어드레스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의해 지정된 상기 트랙 번호에 대응하는 상기 의사 트랙 내의 제1 트랙의 시작 어

드레스 및 최후 트랙의 종료 어드레스는 상기 트랙 어드레스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상기 트랙 어드레스를

형성하는 것인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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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영역은 복수의 세션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는 상기 세션수를 얻

기 위한 요구를 포함하며,

상기 세션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데이터의 기록이 각각 완료된 상기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된 모든 폐세션 중 적어

도 최종 폐세션을 제외한 폐세션을, 상기 사전결정된 의사 영역인 하나의 의사 세션으로서 간주함으로써, 상기 세션수가

계산되는 것인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세션이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된 복수의 폐세션 및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되지 않은 개세션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세션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세션수가 3이며,

상기 복수의 세션이 상기 복수의 폐세션만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세션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세션수가

2인 것인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영역은 복수의 세션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는 상기 트랙수를 얻

기 위한 요구를 포함하며,

상기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데이터의 기록이 각각 완료된 상기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된 모든 폐세션 중 적어

도 최종 폐세션을 제외한 폐세션 내의 모든 트랙을, 상기 사전결정된 의사 영역인 하나의 의사 트랙으로서 간주함으로써,

상기 트랙수가 계산되는 것인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세션은 상기 복수의 폐세션만을 포함하고, 상기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상기 트랙수는 2인 것인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세션은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된 복수의 폐세션 및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되지 않은 개세션을

포함하고,

상기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상기 트랙수는 상기 개세션 내의 트랙수에 2를 가산한 것인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

청구항 12.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영역은 복수의 세션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는 상기 트랙 어드레

스를 얻기 위한 요구를 포함하며,

상기 데이터의 기록이 각각 완료된 상기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폐세션 중 적어도 최종 폐세션을 제외한 폐세

션 내의 모든 트랙은 상기 사전결정된 의사 영역인 하나의 의사 트랙으로서 간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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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의사 트랙 내의 제1 트랙의 시작 어드레스 및 최후 트랙의 종료 어드레스는 상기 트랙 어드레스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상기 트랙 어드레스를 형성하는 것인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매체는 DVD+R의 표준에 따른 정보 기록 매체인 것인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방법.

청구항 14.

데이터가 각각 기록된 복수의 데이터 영역 내에 분할된 기록 영역을 구비하는 정보 기록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재생하는 정

보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영역 각각 상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데이터의 기록에 관련된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외부 장치로부터

의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영역 중 복수의 사전결정된 데이터 영역을 사전결정된 의사 영역으로서 설정하는 의사

영역 설정부와;

상기 사전결정된 의사 영역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는 관리 정보 취득부와;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를 상기 외부 장치에 통지하는 통지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영역은 상기 데이터 영역으로서 트랙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세션을 포함하며,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는 상기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세션수, 상기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트랙수 및 트랙

번호에 의해 지정된 트랙의 각각의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트랙 어드레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인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는 상기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를 포함하고,

상기 의사 영역 설정부는 상기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세션들 중에

서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된 적어도 하나의 폐세션을, 상기 사전결정된 의사 영역인 의사 트랙으로서 설정하며,

상기 관리 정보 취득부는 상기 의사 트랙의 수를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트랙수로서 얻는 것인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영역은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된 폐세션 및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되지 않은 개세션을 구비하는

복수의 세션을 포함하고,

상기 관리 정보 취득부는 상기 의사 트랙수와 상기 개세션 내의 트랙수의 합을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트

랙수로서 얻는 것인 정보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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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는 상기 트랙 어드레스를 얻기 위한 요구를 포함하고,

상기 의사 영역 설정부는 상기 트랙 어드레스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세션

들 중에서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된 적어도 하나의 폐세션을, 상기 사전결정된 의사 영역인 의사 트랙으로서 설정하며,

상기 관리 정보 취득부는 상기 트랙 어드레스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의해 지정된 상기 트랙 번호에 대응하는 의사 트랙 내의

제1 트랙의 시작 어드레스와 최후 트랙의 종료 어드레스를,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트랙 어드레스로서 얻

는 것인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영역은 복수의 세션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는 상기 세션수를 얻

기 위한 요구를 포함하며,

상기 의사 영역 설정부는 상기 세션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기록이

각각 완료된 모든 폐세션 중 적어도 최종 폐세션을 제외한 폐세션들을, 상기 사전결정된 의사 영역인 하나의 의사 세션으

로서 설정하고,

상기 관리 정보 취득부는 상기 복수의 세션 중 상기 의사 세션으로부터 제외된 세션수에 1을 더함으로써 얻어진 값을, 상

기 데이터 관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세션수로서 얻는 것인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영역은 복수의 세션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는 상기 트랙수를 얻

기 위한 요구를 포함하며,

상기 의사 영역 설정부는 상기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기록이

각각 완료된 모든 폐세션 중 적어도 최종 폐세션을 제외한 폐세션들 내의 모든 트랙을, 상기 사전결정된 의사 영역인 하나

의 의사 트랙으로서 설정하고,

상기 관리 정보 취득부는 상기 복수의 세션이 복수의 폐세션만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복수의 세션 중 상기 의사 트랙으로

부터 제외된 세션수에 1을 가산함으로써 얻어진 값을,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트랙수로서 얻으며,

상기 관리 정보 취득부는 상기 복수의 세션이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된 복수의 폐세션 및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되지 않은

개세션을 구비하는 경우, 상기 모든 폐세션 중 상기 의사 트랙으로부터 제외된 폐세션수와 개세션 내의 트랙수의 합에 1을

가산함으로써 얻어지는 값을,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트랙수로서 얻는 것인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21.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영역은 복수의 세션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는 상기 트랙 어드레

스를 얻기 위한 요구를 포함하며,

상기 의사 영역 설정부는 상기 트랙 어드레스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기록이 각각 완료된 모든 폐세션 중 적어도 최종 폐세션을 제외한 폐세션들 내의 모든 트랙을, 상기 사전결정된 의사 영역

인 하나의 의사 트랙으로서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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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관리 정보 취득부는 상기 의사 트랙 내의 제1 트랙의 시작 어드레스 및 최후 트랙의 종료 어드레스를, 상기 데이터 관

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트랙 어드레스로서 얻는 것인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적어도 하나의 세션으로 구성된 복수의 트랙에 분할된 기록 영역을 구비하는 정보 기록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재생하는 정

보 재생 장치에 이용되는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상기 데이터는 상기 정보 재생 장치의 제어 컴퓨터

가 상기 트랙들 각각 상에 기록되는 상기 데이터의 기록에 관련된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기 트랙들 각각 상

에 기록되는 것인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세션들 중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된 적어도 하나의 폐세션을 의사 트랙으로서 간주하며,

상기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상기 의사 트랙의 수를 트랙수로서 얻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 번호에 의해 지정된 트랙들 각각의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트랙 어드레스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트랙 번호에 대응하는 의사 트랙 내의 제1 트랙의 시작 어드레스 및 최후 트랙의 종료 어드레스를 트랙

어드레스로서 얻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

을 더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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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세션으로 구성된 복수의 트랙에 분할된 기록 영역을 구비하는 정보 기록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재생하는 정보 재생

장치에 이용되는 데이터 관리 정보 취득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상기 데이터는 상기 정보 재생 장치의 제어 컴퓨터가 상기

트랙들 각각 상에 기록되는 상기 데이터의 기록에 관련된 데이터 관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기 트랙들 각각 상에 기록

되는 것인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세션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데이터의 기록이 각각 완료된 상기 기록 영역 내

에 포함되어 있는 폐세션의 전체 중 적어도 최종 폐세션을 제외한 폐세션들을 하나의 의사 세션으로서 간주하고,

상기 세션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상기 복수의 세션 중 상기 의사 세션으로부터 제외된 세션수에 1을 가

산함으로써 얻어진 값을 세션수로서 얻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의사 세션을 하나의 의사

트랙으로서 간주하고,

상기 복수의 세션이 복수의 폐세션만을 구비하는 경우, 상기 트랙수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상기 복수의 세

션 중 상기 의사 세션으로부터 제외된 세션수에 1을 가산함으로써 얻어진 값을, 트랙수로서 얻고, 상기 복수의 세션이 데

이터의 기록이 완료된 복수의 폐세션 및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되지 않은 개세션을 구비하는 경우, 상기 트랙수를 얻기 위

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모든 상기 폐세션 중 상기 의사 세션으로부터 제외된 세션수와 상기 개세션 내의 트랙수의 합

에 1을 가산함으로써 얻어진 값을, 트랙수로서 얻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

을 더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지정되어 있는 트랙들 각각의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트랙 어드레스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서, 상기 의사 세션의 제1 세션 내의 제1 트랙의 시작 어드레스 및 상기 의사 세션의 최종 세션 내의 최후 트랙의 종료 어드

레스를 트랙 어드레스로서 얻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

을 더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지정되어 있는 트랙들 각각의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트랙 어드레스를 얻기 위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서, 상기 의사 세션의 제1 세션 내의 제1 트랙의 시작 어드레스 및 상기 의사 세션의 최종 세션 내의 최후 트랙의 종료 어드

레스를 트랙 어드레스로서 얻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

을 더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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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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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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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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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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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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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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