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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생된 광 디스크(2)에는 TOC 데이터로서 매체 ID 신호(DMi) 및 복제 관리 정보(CGM)가 기록되었다. 이 매체 ID 신

호(DMi)가 기록가능한 디스크에서 있는 것을 금지하고, 동시에 복제 관리 정보(CGM)가 복제 금지되는 것을 가리키

는 경우에는 재생 금지 신호 PBINH 가 '1'로 된다. 이에 의해서 스위치 회로(31)가 제어되고 재생 데이터가 출력되지

는 않지만, 에러 메시지 데이터가 출력된다. 이 재생 금지 동작에 의해 실질적으로 복제를 금지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에 따른 기록 회로의 일 실시예의 블럭도.

제 2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재생 기록 회로의 일 실시예의 블럭도.

제 3 도는 종래 CD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약선도.

제 4 도는 종래 CD-ROM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약선도.

제 5 도는 종래 CD-I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약선도.

제 6 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섹터의 두개의 데이터 구조의 일례를 도시한 약선도.

제 7 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블럭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 약선도.

제 8 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섹터와 블럭의 관계를 도시한 약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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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데이터 구조의 다른 예를 도시한 약선도.

제 10 도는 본 발명의 보다 간략한 실시예의 기록측의 구성도.

제 11 도는 제 10 도의 기록측의 구성과 대응하는 재생측의 구성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9 : 스위칭 12 : 드라이버

22 : PLL 23 : 동기 분리

27 : DEC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산업상의 이용분야>
본 발명은 데이터 기록 매체, 예컨대, 광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의 복제의 제한을 행할 수 있는 데이터 기록/

재생 장치 및 방법, 및 데이터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종래기술>
컴퓨터의 외부 기억 장치로서 대용량, 고속 액세스의 이점에서 광 디스크 드라이브가 주목되며, 이미, CD-ROM (또

는 CO-I(CD Interactive) 드라이브, MO(소거 가능(erasable) 디스크의 하나인 광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의 채용은 

급속히 넓어지고 있다. 이것들 이외에도 디스크 직경이 2.5 인치의 MD(미니 디스크, 소거 가능 디스크)도 제안되고 

있다. 또한, 영상 기억 매체로서 DVD(디지털 비디오 디스크)가 개발되어 있다.

DVD는 CD와 동일한 직경의 재생 전용 디스크, 또는 MO 디스크 또는 상(相) 변화형 디스크로 된 기록/재생 가능한 

광 디스크이며, MPEG 등으로 압축한 영상 정 보를 재생, 또는 기록/재생할 수 있는 디스크이다. DVD에서는 레이저

광의 단파장화의 진전과, 대물 렌즈의 NA의 증대와 함께, 디지털 변조 및 에러 정정 부호화의 처리의 개량에 의해서, 

기록 밀도가 가일층 향상되며, 단층 디스크의 경우에도, 데이터 기억 용량이 약 3.7G 바이트로 방대한 것이다. CD, M

D가 당초는 디지털 오디오 디스크로서 개발되고 그후, 컴퓨터의 외부 기억 매체로서도 이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

다 대용량의 DVD도 컴퓨터의 외부 기억 매체로서 이용되는 것이 기대되어 있다. 그후, 컴퓨터의 외부 기억 매체로서

도 이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대용량의 DVD 도 컴퓨터의 외부 기억 매체로서 이용될 것이 기대되어 있다.

종래에는, 이 같은 데이터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의 복제를 금지할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제 프로텍트(

protect) 신호를 매체에 기록하고 복제 프로젝트 신호를 드라이브측, 또는 호스트 컴퓨터가 인식하고 복제 조작을 하

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었다.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
그러나, 이 같은 종래의 복제 관리 방법은 매체의 전 데이터가 무더기 복제(dump copy)된 경우에는 복제를 금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기록 매체에서 재생된 전(全) 데이터를 일단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고, 그리고, 하드 디스

크의 전 데이터를, 다만, '0', '1'의 데이터로서 기록 매체에 기록한다. 이 경우에서는 재생 데이터중의 제어 데이터가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 또, 섹터마다 프로텍트를 거는 데이터를 만든 경우에서는 복제할 수 있는 부분의 

복제 동작에 있어서 프로텍트를 식별하고 복제 프로텍트 신호를 재기록할 필요가 생기며 많은 처리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매체의 전 데이터를 무더기 복제된 경우에도 이 매체의 재생을 불가능으로 할 수 있고 매체

에 기록된 데이터의 복제 프로텍트를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록/재생 장치 및 방법, 및 디스크 매체를 제공

하는데 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상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데이터 기록 매체에 대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기록하게 한 데이터 기록 장

치에 있어서,

데이터 기록 매체에 대해서 디지털 데이터와 함께 매체 정보 및 복제 관리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처리 회로를 가

지며,

매체 정보는 판독 전용과 기록 가능을 식별하는 것으로 되며,

복제 관리 정보는 복제 금지와 복제 가능을 식별하는 것으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이다. 또, 본 발

명은 상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 방법이다.

또, 본 발명은 디지털 데이터와 함께 매체 정보 및 복제 관리 정보가 기록되고, 매체 정보는 판독 전용과 기록 가능을 

식별하는 것으로 되며, 복제 관리 정보는 복제 금지와 복제 가능을 식별하는 것으로 된 데이터 기록 매체를 재생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에 있어서,

재생된 데이터가 공급되고 매체 정보와 복제 관리 정보를 조합함으로써, 재생 금지의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생 장 치이다. 또,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를 재생하는 재생 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은 디지털 데이터와 함께 매체 정보 및 복제 관리 정보가 기록되고, 매체 정보는 판독 전용과 기록 가능

을 식별하는 것으로 되며, 복제 관리 정보는 복제 금지와 복제 가능을 식별하는 것으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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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매체이다.

<작용>
매체 정보와 복제 관리 정보를 조합함으로써, 전(全) 데이터가 복제된 경우에도, 그 재생 동작을 금지할 수 있고 실질

적으로 복제를 금지할 수 있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1 실시예에 대해서 도면 참조로 설명한다. 제 1 도는 본 발명에 의한 광 디스크 기록 시스템을 도시하

며 제 2 도는 광 디스크 재생 시스템을 도시한다. 기록 시스템에서는 입력 단자(1)에서 기록 데이터가 공급되며 이것

이 광 디스크(2)에 기록된다. 기록 데이터는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 컴퓨터용의 데이터 등이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DVD의 기록가능한 타입(광자기형 또는 상(相)변화형 디스크)은 광 디스크(2)의 1 예이다. 기록

가능한 광 디스크(2)를 RAM 타입이라 칭한다. 즉, RAM 타입의 디스크는 소거 가능 디스크 또는 WO 디스크이다. W

O 디스크는 1 회 밖에 기록할 수 없는 것이며 엄밀한 의미로는 다수 회, 기록/재생이 가능한 것은 아니나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RAM-타입의 하나에 포함한다.

또한, 제 1 도의 기록 시스템은 기록가능한 광 디스크 (2)에 대해서 적용되 는 것뿐 아니라 재생 신호 디스크(ROM 타

입이라 칭한다)의 마스터 링 시스템대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1 개의 광 디스크 데이터 영역이 기록가능한 영역과 재

생 전용의 영역으로 분할된 하이브리드 디스크(멀티섹션 디스크 라고도 칭한다)에 대해서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

다.

여기에서, 본 발명은 적용할 수 있는 기록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 특히, 액세스(기록 또는 재생)를 위한 데이터 단위에

대해서 설명한다. 판독 전용의 디스크의 1 예인 CD-ROM 은 주지의 CD(디지털 오디오 디스크 DAD) 에서 발전한 것

이다. CD 는 제 3 도에 도시하듯이 전송 프레임(EIM 프레임; CI-프레임이라고 칭해지는 수가 있다) 내에 1 바이트의 

서브 코드, 24 바이트의 데이터, 각 4 바이트의 (C1) 패리티 및 (C2) 패리티가 배치된 것이다. CD 상에는, EFM 변조

에 의해서 각 바이트가 14 채널 피트의 코드워드로 변환되며 결합 피트(3 채널 피트)를 거쳐서 기록된다. 또한, 각 전

송 프레임에 선두에 (11T)(T 는 채널 피트의 주기)의 반전 간격이 연속되고 그후에 2 채널 피트가 부가된 계 24 채널

피트의 싱크(주기 신호를 의미한다)가 부가된다.

서브 코드는 98 전송 프레임을 주기로서 1 단위로 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CD-DA 에서는 98 전송 프레임내에,

24 바이트 x 98 = 2352 바이트

외 유저 데이터가 포함된다.

이 CD 의 전송 포맷에 의거해서 CD-ROM 의 데이터 구조가 규정되어 있다. 즉, CD-ROM 은 서브코드의 주기의 98 

프레임에 포함되는 데이터인 2352 바이트를 액세스 단위로 한다. 이 액세스 단위는 블럭이라고도 칭해지는데 이하의

기술에서는 섹터라고 칭하기로 한다. 제 4 도는 CD-ROM의 1 섹터의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다.

CD-ROM 에서는, 모드(0), 모드(1), 모드(2)가 규정되어 있다. 이들 모드에 공통해서 섹터의 구분을 나타내는 싱크(1

2 바이트), 헤더(4 바이트)가 부가된다. 모드(0)는 이것들의 싱크 및 헤더 이외가 모두('0')의 데이터이며 더미 데이터

로서 사용된다. 제 4 도는 모드(1) 및 모드(2)의 1 섹터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헤더는 CD 의 서브 코드와 같은 3 

바이트의 어드레스 정보와 1 바이트의 모드 정보로 이루어진다.

모드(1)의 데이터 구조에서는 유저 데이터가 2,048(2K) 바이트이며 에러 정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288 바이트의 

보호 데이터가 부가되어 있다. 즉, 에러 검출 부호(4 바이트), 스페이스(8 바이트 상당), P 패리티(172 바이트), Q 패

리티(104 바이트)가 부가되어 있다. 모드(1)는 문자 코드, 컴퓨터 데이터 등 같이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 요구되는 데

이터의 기록에 적합하다. 모드(2)는 288 바이트의 보조 데이터가 부가되지 않고, 따라서 (2,336) 바이트의 유저 데이

트의 기록이 가능한 모드이다. 모드(2)는 비디오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같은 에러를 보간할 수 있는 데이터의 기록에

적합하고 있다.

또한, CD-ROM 과 마찬가지의 ROM-타입으로서 , CD-I가 규격화되어 있다. 제 5 도는 CD-I의 1 섹터의 데이터 구

조를 도시한다. CD-ROM과 마찬가지로 12 바이트의 싱크, 4 바이트의 헤더가 부가되며 헤더중의 모드 정보는 모드(

2)로 된다. 4 바 이트 후에 CD-I에서는 8 바이트의 서브 헤더가 부가된다. 서브 헤더는 각 2 바이트의 파일 넘버, 채

널 넘버, 서브 모드, 데이터 타입으로 이룬다.

또한, CD-ROM의 모드(1)와 모드(2)와 마찬가지로 CD-I에서는 형태(1) 및 (2)이 규정되어 있다. 형태(1)에서는 4바

이트의 에러 검출 부호, 172 바이트의 P 패리티, 104 바이트의 Q 패리티가 부가된다. CD-ROM의 모드(1)에 있어서

의 스페이스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유저 데이터의 영역이 2,048 바이트이다. 형태(2)에서는 예비 영역(4 바이트 상당

)이 설치되며 유저 데이터의 영역이 2,324 바이트이다.

다음에, 기록 데이터가 컴퓨터에서 공급되는 경우에서는, 이 기록 데이터를 광 디스크(2)에 기록하는 경우의 1 섹터의

데이터 구조를 제 6A 도에 도시한다. 1 섹터의 2,043 바이트의 유저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싱크(4 바이트) 및 헤더

(16 바이트)가 부가되며 또, 신뢰성의 향상을 위한 에러 검출 부호 EDC(4 바이트)가 부가된다. 따라서, 1 섹터의 길이

가 2,072 바이트이다.

한편, 상술한 CD-ROM 의 예컨대 모드(2)의 유저 데이터는 2,336 바이트이므로 제 6B 도에 도시하듯이 데이터 싱크

(4 바이트) 및 헤더(16 바이트)를 부가하고 다시 에러 검출 부호(EDC)를 부가하고 CD-ROM의 헤더(4 바이트)를 보

존한다. 이 경우, CD-ROM의 헤더를 보존하지 않고 유저 데이터의 사이즈를 2,340 바이트로서 취급해도 좋다. 따라

서, 1 섹터의 길이가 2,368 바이트이다. 바람직하게는, 데이터 싱크 및 헤더, 및 에러 검출 부호(EDC)는 제 6A 도 및 

제 6B 도에 각각 도시하는 데이터간에서 공통인 것을 사용한다.

이같이 1 섹터의 길이는 상이한 것으로 되며 게다가 정수비의 관계는 아니 다. 이 1 실시예에서는, 2 개의 상이한 섹

터 사이즈를 A 및 B로 할 때, nA 와 mB(n, m 는 각각 정수이며, n ≠ m, n > m 이다)가 소정 사이즈의 데이터 단위(

블럭이라고 칭한다)에 들어가게 블럭을 규정한다. 그리고 블럭의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재생(즉, 액세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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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의 규정 방법에는, m = n-1로 구성하게 생각하는 방법과 n = 2 j (j는 자연수)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m = n-1

로 구성하는 방법은 컴퓨터 시스템과의 친화성을 생각하는 경우에 채용된다.

상술의 예에 있어서, 유저 데이터만을 생각하면 n = 8, m = 9로 규정하면,

2048 바이트 x 8 = 16,38 바이트

2336 바이트 x 7 = 16,352 바이트

로 되며, 16K 바이트(16,384) 바이트의 블럭에 수용된다.

또한, 상술한 제 6 도에 도시하듯이, 데이터 싱크 및 헤더의 합계 20 바이트를 부가한 것을 섹터 사이즈로서 생각하면

A'= 2,072, B'= 2,368이므로, n = 8, m = 7로 선정하고 블럭 사이즈는,

2,072 x 8 = 2, 368 x 7 = 16,576 바이트

로 되며 공통의 동일 블럭 사이즈를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1 블럭의 데이터 구조로서, 제 7 도에 도시하듯이 (148 x 112 = 16,576 바이트)의 2 차원 배열을 규정하

고, 이 2 차원 배열에 대해서 에러 정정 부호를 적용함으로써, 에러 정정 능력을 높게 할 수 있다. 에러 정정 부호로서

는, 세로 방향(각 열)의 162 바이트에 대해서 제 1 의 에러 정정 부호(C1 부호라 칭한다) 의 부호화를 행하고 8 바이

트를 (C1) 패리티를 생성하고 경사방향의 156 바이트에 대해서, 제 2 의 에러 정정 부호(C2 부호라 칭한다)의 부호화

를 행하고, 14 바이트의 (C2) 패리티를 부가하는, 중첩형의 2중 부호화를 채용할 수 있다.

물론, 에러 정정 부호로서는, 이외에 , 적(積) 부호, 블럭 완결형의 2중 부호화, LDC(Long Distance Code)등을 채용

해도 좋으며 단순한 에러 검출 부호에 의한 부호화를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개의 상이한 사이즈의 섹터를 동일 사이즈의 블럭에 통합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 8 도를 참조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 8A 도는 제 6A 도에 도시하는 2,072 바이트의 경우의 섹터 사이즈의 처리를 도시한다. 이 1 섹터를 R/

W 방향에 148 바이트마다 구분하고 148 x 14 = 2,072 바이트의 2 차원 배열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 배열의 1 섹터

는 1 블럭 내에 8개 포함되며 1 블럭이 8 섹터의 데이터 구조가 형성된다.

제 8B 도는 제 6B 도에 도시하는 2,368 바이트의 경우의 섹터 사이즈의 처리를 도시한다. 이 1 섹터를 R/W 방향에 1

48 바이트마다 구분하고 148 x 16 = 2,38 바이트의 2 차원 배열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 배열의 1 섹터는, 1 블럭내

에 7 개 포함되며, 1 블럭이 7 섹터인 데이터 구조가 형성된다. 기록/재생시에는, 데이터의 2,072 바이트 또는 2,368 

바이트를 카운트하는 카운터를 두고 7 개 또는 8 개의 섹터 싱크를 검출함으로써, 블럭의 구분을 결정한다. 이 방법에

한하지 않고 섹터 싱크와 다른 블럭 싱크를 부가해도 좋다.

또, 본 발명은 CD-DA(Digital Audio)인 경우의 구조의 데이터를 공통의 사이 즈의 블럭 구조로 할 수 있다. CD-DA 

의 경우에서는 98 전송 프레임내에 2,352 바이트의 유저 데이터가 포함된다. 제 9 도에 도시하듯이, 유저 데이터에 

대해서 4 바이트의 데이터 싱크와 12 바이트의 헤더를 부가하고 그것에 의해서 1 섹터의 사이즈를 2,368 바이트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한 CD-ROM 의 섹터와 마찬가지로 1 블럭 내에 7 개의 CD-DA 의 섹터가 수납하게 된다.

제 1 도로 되돌아가서, 본 발명의 1 실시예의 기록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한다. 입력 단자(1)에서의 디지털 데이터가 

인터페이스(3), 예컨대 SCSI를 거쳐서 포맷화 회로(4a), (4b)에 공급된다. 이것들의 포맷화 회로(4a, 4b)는 수취한 디

지털 데이터를 섹터마다 구분하고 데이터 싱크 및 헤더를 부가하고 에러 검출 부호화를 행한다. 즉, 포맷화 회로(4a)

는 수취한 데이터가 2K 바이트를 단위로 할 때, 이 데이터를 제 6A 도에 도시하는 2,072 바이트의 사이즈의 섹터 구

조로 변환하고 포맷화 회로(4b)는 수취한 데이터가 CD-ROM의 재생인 때에 이 데이터를 제 6B 도에 도시하는 ROM

-타입(2,368 바이트의 사이즈)의 섹터 구조로 변환한다.

포맷화 회로(4a, 4b)의 출력 데이터가 스위치 회로(5)에 의해 선택되며 블럭화 회로(6)에 공급된다. 스위치 회로(5)는

인터페이스(3)에서 출력되는 포맷 식별 신호에 의해 제어되고 인터페이스(3)가 수취한 데이터와 대응해서 스위치 회

로(5)가 전환된다. 수취한 데이터가 2K 바이트를 단위로 하는 경우에서는, 스위치 회로(5)가 포맷화 회로(4a)의 출력

을 선택하고 수취한 데이터가 CD-ROM 의 재생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스위치 회로(5)가 포맷화 회로(4b)의 출력을

선택한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매체 ID 신호(DMi) 및 복제 관리 정보(CGM) 가 TOC 발생 회로(7)에 공급되고 이들 정보

를 포함하는 TOC 데이터가 생성된다. TOC(Table of Contents) 데이터는 디스크의 제어 정보, 디렉토리 정보 등을 

포함하며, 예컨대 최내주(最內周)트랙에 기록되는 데이터이며 디스크를 드라이브에 장착했을 때에 TOC 데이터가 판

독된다. 이 경우, 매체 ID 신호(DMi)는 매체의 종류에 고유의 것이므로, 매체의 TOC 데이터의 일부로서 프리포맷으

로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리포맷의 방법으로서는, 주지의 방법, 예컨대 엔보스를 형성하는 것을 채용 가능하다.

스위치 회로(5)의 출력을 수취한 블럭화 회로(6)는 7 섹터 또는 8 섹터로 이루어지는 블럭을 구성하고 블럭마다의 에

러 정정 부호의 부호화를 행한다. 블럭화 회로(6)에서의 데이터가 에러 정정 부호의 엔코더(8)에 공급된다. 엔코더 (8)

는 예컨대 중첩형의 2중 부호화의 에러 정정 부호의 부호화를 행한다. 이 에러 정정 부호화는, CD 에 있어서 채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즉, (C1) 및 (C2) 부호라고 칭해지는 2 개의 부호화 계열에 데이터 심볼이 2 중으로 포

함되는 동시에 각 부호 계열이 상이한 데이터 심볼로 구성되게 인터리브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매체 ID 신호(DMi)를 이용해서 에러 정정 부호를 디스크(2)의 타입에 따라서 전환해도 좋다. 예컨대 RAM 타입

의 디스크에 관해서는 블럭 완결형의 2 종 부호화를 채용하고 ROM-타입의 디스크에 관해서는 중첩형의 2중 부호화

를 채용한다. 다른 방법으로선 RAM-타입의 경우에서는, 2 중 부호화의 인터리브 길이를 ROM 타입보다 짧게 하는 

것이 있다.

에러 정정 부호화의 엔코더(8)의 출력이 스위칭 회로(9)에 공급된다. 스위칭 회로(9)는 에러 정정 부호화 출력과 TOC

발생 회로(7)에서의 TOC 데이터를 전환하고 디지털 변조 회로(10)에 대해서 출력한다. 디지털 변조 회로(16)는 예컨

대 1 바이트(8 비트)의 데이터 심볼을 16 비트의 코드 워드에 미리 결정한 테이블을 따라서 매핑함으로써, 직류분의 

적은 변조 출력을 생성한다. 물론, CD 에 있어서의 EFM, 8 비트의 데이터 심볼을 15 비트의 코드워드로 변환하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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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변조 등을 디지털 변조로서 채용할 수 있다. 디지털 변조 회로(10)의 출력이 싱크 부가 회로(11)에 공급된다.

싱크 부가 회로(11)에 있어서 소정의 싱크가 부가된다. 예컨대, 에러 정정 엔코더(8)에 있어서 발생하는 170 개의 데

이터 심볼로 이루어지는 (C1) 부호 계열이 85 데이터 심볼로 분할되고 이 85 데이터 심볼을 8-16 변조한 것을 1 전

송 프레임으로 하고 각 전송 프레임의 선두에 대해서 프레임 싱크가 부가된다. 또한, 섹터마다 프레임 싱크 대신에 섹

터 싱크가 부가되며 또, 블럭마다 섹터 싱크 대신에 블럭 싱크가 부가된다. 이들 싱크로서는, 예컨대 32 채널 비트의 

길이이며 변조된 데이터 중에 나타나는 일이 없는 특이한 비트 패턴의 것이 사용된다. 이 싱크 부가 회로(11)의 출력

이 드라이버 (12)를 거쳐서 광 픽업(13)에 공급되며 광 자기 기록, 또는 상변화에 의해서 광 디스크(2)에 기록된다. 광

디스크(2)는 스핀들 모터(14)에 의해서 CLV(선속도 일정) 또는 CAV (각속도 일정)에 의해서 회전된다. 광 픽업(13)

에 의해서 기록/재생되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가 상술의 1 블럭이다.

본 발명의 1 실시예에 있어서, TOC 데이터로서 기록되는 매체 ID 신호(DMi)는 예컨대 하기와 같이 규정된다.

매체 ID 신호(DMi)(a, b 의 2 비트)

a = 0, b = 0; ROM 타입(예컨대 광 디스크(2)가 CD-ROM 의 마스터 디스크의 경우)

a = 0, b = 1; 미사용

a = 1, b = 0; RAM-타입(WO)

a = 1, b = 1; RAM-타입(소거 가능)(예컨대, 광 디스크(2)가 DVD의 소거 가능 타입의 경우)

복제 관리 정보 CGM 는 하기와 같이 정의된다.

복제 관리 정보 CGM(c, d 의 2 비트)

c = 0, d = 0; 복제 자유

c = 0, d = 1; 미사용

c = 1, d = 0; 1 세대의 복제 가능

c = 1, d = 1; 복제 금지

상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가 기록된 광 디스크(2)의 재생 회로에 대해서 제 2 도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광 디스크(2)로

RAM- 타입, 또는 ROM 타입이며 이 매체의 식별은 TOG 데이터 중의 매체 ID 신호(DMi)에 의해서 가능하다. 또한, 

제 2 도에 있어서, 광 디스크(2), 광 픽업(3), 스핀들 모터(13)와 기록 회로(제 1 도)와 동일한 참조 부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록 및 재생을 동일 장치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ROM-타입의 경우에서는 제 1 도의 

기록 장치가 마스터링 시스템이며 제 2 도의 재생장치가 ROM 의 드라이브이다.

광 픽업(13)에서 판독된 재생 데이터가 RF 앰프(21)를 거쳐서 클록 추출용의 PLL 회로(22)에 공급된다. 도시 생략이

나 기록측 및 재생측에는 광 픽업(13)의 포커스 서보, 트래킹 서보, 이송 동작(싱크)의 제어, 기록시의 레이저 파워 제

어 등을 행하기 위해서 서보 제어 회로가 설치되어 있다. PLL 회로(22)의 출력 데이터가 싱크 분리 회로(23)에 공급

되고 프레임 싱크, 섹터 싱크 및 블럭 싱크와 각각 대응하는 싱크 검출 신호가 싱크 분리 회로(23)에서 발생한다. 이들

검출 싱크 신호가 도시하지 않았지만, 타이밍 생성 회로에 공급되고 재생 데이터와 동기한 섹터 주기, 블럭 주기 등의

여러가지의 타이밍 신호가 생성된다.

싱크 분리 회로(23)에 대해서 디지털 복조 회로(24)가 접속된다. 디지털 변조 회로(10)와 역의 처리에 의해서 코드 워

드가 데이터 심볼로 되돌려진 데이터가 복조 회로(34)로부터 발생한다. 디지털 복조 회로(24)의 클릭 데이터가 TOC 

분리 회로(25)에 공급된다. TOC 분리 회로(25)는 디스크 장착시에 판독된 TOC 데이터를 TOC 디코더(26)에 송출한

다. TOC 디코더(26)에 의해서 TOC 데이터가 복호되며, 여러 가지의 디렉토리 정보, 제어 정보가 얻어진다. 매체 ID 

신호(DMi) 및 복제 관리 정보(CGM)도 재생 TOC 데이터로 부터 얻어진다.

TOC 분리 회로(25)를 거친 재생 데이터가 에러 정정 부호의 디코더(27)에 공급된다. 이 디코더(27)에 의해서 재생 

데이터의 에러 정정이 이뤄진다. 디코더(27)에서의 에러 정정 처리가 이뤄진 데이터가 블럭 분해 회로(28)에 공급된

다. 블럭 분해 회로(28)에서는 재생 데이터가 블럭마다 구분되며 블럭의 에러 정정 부호의 복호가 이뤄진다. 기록측의

블럭화 회로(6)의 처리와 역의 처리를 블럭 분해 회로(28)가 행하고 섹터 구조에 데이터를 블럭 분해 회로(28)가 출

력한다. 블럭 분해 회로(28)에 대해서 포맷 분해 회로(29a, 29b)가 접속된다. 포맷 분해 회로(29a, 29b)의 출력이 스

위치 회로(30)에 의해서 선택된다.

포맷 분해 회로(29a)는 기록측의 포맷화 회로(4a)의 처리와 역의 처리를 행하고 포맷 분해 회로(29b)는 포맷화 회로(

4b)의 처리와 역의 처리를 행한다. 포맷 분해 회로(29a)에 의해서 제 6A 도에 도시하는 RAM 타입의 광 디스크의 섹

터에서 2,048 바이트의 유저 데이터가 반출되는 동시에 에러 검출이 이뤄진다. 포맷 분해 회로(29b)에 의해서 제 6B 

도에 도시하는 ROM 타입의 광 디스크의 섹터로부터 2,336 바이트의 유저 데이터가 반출되는 동시에, 에러 검출이 

이뤄진다.

포맷 분해 회로(29a) 및 (29b)에서 반출된 유저 데이터의 한쪽이 스위치 회로(30)에 의해 선택되며 스위치 회로(31)

에 공급된다. 스위치 회로(31)에서 선택된 데이터가 인터페이스(32)에 공급되며 인터페이스(32)에서 출력 단자(33)

에 재생 데이터가 꺼내어진다. 스위치 회로(30)는 블럭 분해 회로(28)에서 검출된 헤더 정보에 의해서 제어되며 실제

로 재생된 데이터의 섹터 구조에 대응하는 처리를 행하는 회로(29a)의 출력 또는 회로(29b)의 출력을 한다.

스위치 회로(31)는 TOC 데이터(26)에서의 재생 금지 신호 PBINH 에 의해서 제시된다. 스위치 회로(31)의 한쪽의 

입력 단자에는, 전단(前段)의 스위치 회로(30)가 선택한 재생 데이터가 공급되며, 기타 측의 입력 단자에는, 에러 메시

지용 데이터가 공급된다. 재생 금지 신호(PBINH)는 매체 ID 신호(DMi)와 복제 관리 정보(CGM)의 양자에 의거해서 

생성된다. 즉, 상술한 매체 ID 신호(MDi)의 비트 「a 」 와 복제 관리 정보(GMM)의 비트 「c」 및 「d」 의 AND 출

력(a, c, d)이 재생 금지 신호(PBINH)로 된다. 즉, PBINH = (a, c, d) = '1'의 경우에 재생 금지 동작이 이뤄지며, 스위

치 회로(31)가 에러 메시지용 데이터를 선택한다. PBINH = '0'이면 재생 동작이 금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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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금지 신호(PBINH)가 '1'인 경우에서는, 스위치 회로(31)가 에러 메시지용 데이터를 인터페이스(32)를 거쳐서 

출력하므로, 출력 단자(33)에 접속된 컴퓨터측에서는, 이 에러 메시지를 해독하고 디스플레이에 복제 금지의 디스크 

때문에 재생할 수 없다는 뜻의 메시지를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서, 재생 금지 신호 PBIN 에 의해서 광 픽업(13)의 위

치를 초기 위치에 되돌리는 등의 대기 상태로 해도 좋으며 또, 광 디스크(2)를 재생하지만 정상 데이터를 출력시키지 

않도록 해도 좋다. 이같이 실질적으로 재생 출력을 금지하는 동작이 이뤄진다.

재생 금지 신호(PBINH)가 '1'로 되며 재생 동작이 금지되는 조합은 매체 ID 신호(DMi)가 (10)(즉, WO 디스크) 또는 

(11)(소거 가능 디스크)이며 복제 관리 정보(CGM)가 (11)(즉, 복제 금지)의 경우이다. 따라서, 광 디스크(2)에 기록된

데이터의 복제 관리 정보(CGM)가 복제 금지의 경우에서는 반드시 재생 금지 신호(PBINH)가 '1'로 되며 재생이 불가

능으로 된다.

예컨대, 재생하는 광 디스크(2)가 매체 ID 신호(DMi)가 (00)(즉, ROM-타입의 디스크)의 TOC를 포함해서 전(全) 데

이터를 복제한 것이어도, 복제된 정보가 기록된 광 디스크의 매체 ID 신호(DMi)가 (10) 또는 (11)이기 때문에 상술 같

이 재생 불가능으로 되며 실질적으로 복제를 금지할 수 있다. 또, 광 디스크(2)가 ROM-타입 의 경우에서는 출력 단자

(33)에 다른 광 디스크 기록 장치를 접속하면 복제가 가능하지만 광 디스크(2)에 복제 금지의 관리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컨대 복제되어도 상술한 바와 같이 이 광 디스크가 재생 불가능이며 실질적으로 복제를 금지할 수 

있다.

제 10 도는 본 발명의 보다 간략한 실시예의 기록측의 구성을 도시한다. 인터페이스(3)에서 공급되는 기록 데이터의 

포맷이 하나뿐이다. 예컨대 CD-ROM 의 재생 데이터를 수취하고 CD-ROM 과 같은 데이터 포맷, 및 같은 디지털 변

조를 행하고 RAM 타입의 광 디스크(2)(CD-WO 또는 CD-RAM)에 기록한다. 다른 예는 DVD-ROM의 재생 데이터를

DVD-RAM 에서 기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술한 1 실시예(제 1 도)에 있어서의 포맷화 회로(4a, 4b), 스위치 회로(

5) 및 클록 회로(6)가 생략된다. 제 10 도중에서 제 1 도의 구성과 대응하는 부분에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그 설명은 

생략한다.

제 11 도는 제 10 도의 기록측의 구성과 대응하는 재생측의 구성을 도시한다. 상술의 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디스크(

2)에 매체의 종류를 도시하는 매체 ID 신호(DMi)와 복제 관리 정보(CGMS)로 재생 금지 신호(PBINH)가 생성된다. 

이 재생 금지 신호(PBINH)에 의해서 재생한 디스크(2)의 DMi가 (10) 또는 (11)이며 CGMS가 (11)이면 실질적으로 

재생 출력이 금지된다. 상술한 1 실시예(제 2 도)에 있어서의 블럭 분해 회로(28), 포맷 분해 회로(29a), (29b) 및 스

위치 회로(30)가 생략된다. 제 11 도중에서 제 2 도의 구성과 대응하는 부분에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그 설명은 생략

한다.

또한, 복제 관리 정보(CGM)의 비트수를 2 비트 보다 많게 해서 보다 자세한 관리 정보를 설정해도 좋다. 또, 상술의 1

실시예에서는, 디렉토리 정보를 포함하는 TOC 데이터로서 매체 ID 신호 및 복제 관리 정보를 기록했는데 매체 ID 신

호 및/또는 복제 관리 정보를 섹터마다 기록해도 좋다. 그것에 의해서 섹터 단위의 복제의 관리가 가능으로 된다. 또

한, 1 개의 디스크의 기록 영역의 일부를 RAM-타입으로 하고 다른 부분을 ROM 타입으로 한 하이브리드 디스크(멀

티세션 디스크라고도 칭한다)에 대해서 본 발명을 적용하는 경우에서 적어도 각 영역에 대응한 매체 ID 신호 및 복제 

관리 정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또한, RAM-타입이며 복제 금지의 데이터 기록 매체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ROM-타입용의 것이 기록되는 영역과 

다른 영역에 RAM-타입용의 복제 관리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을 설정하고, 여기에 유저가 설정한 복제 관리 정보(복제

금지)를 기록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서 RAM-타입 및 ROM 타입의 데이터 기록매체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본 발명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술의 1 실시예와 같이 ROM-타입 RAM-타입의 광 디스크간에서 동일 사이즈의 블럭 구조가 규정

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ROM-타입 및 RAM 타입의 데이터 구조(예컨대 섹터 구조)가 동일이어도 좋고 서

로 독립해서 규정되고 있어도 좋다. 또한, 본 발명은 디스크상 기록매체에 한하지 않으며 대용량의 반도체 메모리 , 또

는 자기 테이프를 데이터 기록매체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보 데이터가 기록된 데이터 기록매체와, 상기 정보 데이터를 재생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로 이루어진 정보 데이터 

재생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기록 매체에는, 적어도 판독 전용 타입과 기록 가능 타입을 포함하는 데이터 기록 매체의 종류를 나타내

는 매체 정보가 소거불능인 데이터로서 기록되는 동시에, 그 데이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 데이터가 복제 가능한지

복제 금지인지를 나타내는 복제 관리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상기 데이터 재생 장치는,

상기 데이터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매체 정보 및 상기 복제 관리 정보를 검출하는 검출 수단과,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정보 데이터를 판독하여 출력하는 재생 수단과,

상기 매체 정보가 적어도 상기 판독 전용 타입이 아닌 제 1 의 조건과, 상기 복제 관리 정보가 복제 금지인 것을 나타

내는 제 2 의 조건을 함께 만족할 때, 상기 재생 수단에 의한 상기 정보 데이터의 출력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제어 수

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데이터 재생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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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매체 정보 및 상기 복제 관리 정보가 각각 상기 제 1 의 조건 및 상기 제 2 의 조건을 만족할 때

, 상기 정보 데이터를 대신해서, 상기 정보 데이터의 재생이 금지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상기 

재생 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데이터 재생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기록매체는,

기록 영역이 복수의 서브 영역으로 분할되고, 각 서브 영역에 각각 대응하는 매체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정보 데이터 재생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기록 매체는,

기록 영역이 복수의 서브 영역으로 분할되며, 각 서브 영역에 각각 대응하는 복제 관리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정보 데이터 재생 시스템.

청구항 5.
정보 데이터와, 적어도 판독 전용 타입과 기록 가능 타입을 포함하는 데이터 기록 매체의 종류를 나타내는 매체 정보

가 소거불능인 데이터로서 기록되는 동시에, 그 데이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 데이터가 복제가능한지 복제 금지인

지를 나타내는 복제 관리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정보 데이터를 재생하는 정보 데이터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매체 정보 및 상기 복제 관리 정보를 검출하는 검출 수단과,

상기 데이터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정보 데이터를 판독하여 출력하는 재생 수단과,

상기 매체 정보가 적어도 상기 판독 전용 타입이 아닌 제 1 의 조건과, 상기 복제 관리 정보가 복제 금지인 것을 나타

내는 제 2 의 조건을 함께 만족할 때, 상기 재생 수단에 의한 상기 정보 데이터의 출력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제어 수

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데이터 재생 시스템.

청구항 6.
정보 데이터와, 적어도 판독 전용 타입과 기록 가능 타입을 포함하는 데이터 기록 매체의 종류를 나타내는 매체 정보

가 소거불능인 데이터로서 기록되는 동시에, 그 데이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 데이터가 복제가능한지 복제 금지인

지를 나타내는 복제 관리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정보 데이터를 재생하는 정보 데이터 

재생 방법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매체 정보 및 상기 복제 관리 정보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매체 정보가 적어도 상기 판독 전용 타입이 아닌 제 1 의 조건과, 상기 복제 관리 정보가 복제 금지인 것을 나타

내는 제 2 의 조건을 함께 만족할 때, 상기 데이터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정보 데이터를 판독하여 출력하는 것을 실질

적으로 금지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데이터 재생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금지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매체 정보 및 상기 복제 관리 정보가 각각 상기 제 1 의 조건 및 상기 제 2 의 조건을 

만족할 때, 상기 정보 데이터를 대신해서, 상기 정보 데이터의 재생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출력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데이터 재생 방법.

청구항 8.
판독 전용 영역을 갖는 기록 매체의 상기 판독 전용 영역에 소거불능인 정보 데이터를 형성하는 정보 데이터 형성 장

치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의 상기 판독 전용 영역이 판독 전용인 것을 나타내는 매체 정보와,

상기 판독 전용 영역이 복제가능한지 복제 금지인지를 나타내는 복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정보 데이터, 상기 매체 정보 및 상기 복제 관리 정보를, 상기 판독 전용 영역에 소거불능으로 형성하는 형성 수

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데이터 형성 장치.

청구항 9.
정보 데이터의 복제 금지 방법에 있어서,

기록 가능한 기록 매체에 소거 불능으로 기록 가능인 것을 나타내는 매체 정보를 형성하는 단계와,

판독 전용의 기록 매체에 소거 불능으로 판독 전용을 나타내는 매체 정보 및 복제가능인지 복제 금지인지를 나타내는

복제 관리 정보를 형성하는 단계와,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매체 정보 및 상기 복제 관리 정보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매체 정보가 상기 기록 가능을 나타내는 동시에, 상기 복제 관리 정보가 복제 금지를 나타낼 때, 상기 기록 매체

로부터의 정보 데이터의 출력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데이터의 복제 금

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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