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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트랙(9)에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장치, 기록매체(11) 및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그 기록매체(11)는, 예를 들면 그 기록

매체(11)용 기록 스트래티지 등의 기록매체(11)에 대한 정보를 갖는 디스크 정보영역을 포함한다. 그 장치는, 그 디스

크 정보영역을 판독하는 디스크 정보 판독수단(35)을 갖는다. 상기 디스크 정보영역은, 확장 정보블록을 더 포함한다.

그 확장 정보블록은, 블록버전번호와 추가 파라미터를 갖는다. 상기 블록버전번호는, 그 추가 파라미터를 어떻게 해

석하는지를 정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유연한 역호환 시스템이 실현된다. 확장정보블록의 추가 파라미터를 해

석할 수 있는 드라이브를 선택하여 그 블록에 있는 추가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다. 종래의 드라이브는, 다른 블록들

을 사용하거나 디스크 정보영역의 첫 번째 기초부에 대해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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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기록매체에 관한 정보를 갖는 디스크 정보영역을 구비한 기록매체의 트랙에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디스크 정보영역을 판독하는 디스크 정보 판독수단을 구비한 정보기록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정보를 기록하는 트랙을 갖고, 기록매체에 관한 정보를 갖는 디스크 정보영역을 구비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기록매체에 관한 정보를 갖는 디스크 정보영역을 구비한 기록매체의 트랙에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디스크 정보영역을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한 정보기록방법에 관한 것이다.

US 5,001,692에는 정보신호를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장치 및 기록매체가 공지되어 있다. 이 기록매체는, 관련 기록매

체 재료에 필요한 기록신호파형을 나타내는 판독가능한 조절정보로 사전에 기록되어 있다. 정보신호 기록장치는, 정

보신호를 기록하기에 앞서 시간간격 동안 기록매체의 상기와 같은 조절정보를 판독하는 판독장치를 구비한다. 상기 

기록장치는, 기록신호와 정보신호간의 관계를 사용하여 판독조절정보에 준하여 기록신호파형을 조절하는 조절회로를

더 구비한다. 그래서, 기록하기에 앞서, 상기 기록신호파형은, 그 장치에 존재하는 기록매체에 대해 자동 으로 항상 채

택된다. 상기 판독가능한 조절정보는, 기록처리에서 사용된 파라미터이다.

기록매체에 정보신호를 판독 및 기록하기 위한 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기록 스트래티지(strategy)는 일정하게 변하

고 있다. 서로 다른 기록 스트래티지일 경우 서로 다른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공지된 기록매체에 추가의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경우, 이미 시판되고 있는 기록장치는, 이들 추가의 파라미터를 해석할 수 없거나, 또는 이들 추가 파라미터

는 부정확하게 해석된다. 따라서, 상기 기록매체에는, 잘못된 기록 스트래티지가 기록되거나 또는 기록매체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본 발명의 목적은, 보다 낳은 역호환성을 갖는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두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장치는, 확장 정보블록이 적어도 한 개의 추가 파라미터와 그 추가 파라미터의 

정의를 나타낸 블록 버전번호 표시기를 구비한 디스크 정보영역에 있는 적어도 한 개의 확장 정보블록을 판독하도록 

디스크 정보 판독수단을 배치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서두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기록매체는, 디스크 정보영역은, 

확장 정보블록이 적어도 한 개의 추가 파라미터와 그 추가 파라미터의 정의를 나타낸 블록 버전번호 표시기를 구비한

적어도 한 개의 확장 정보블록을 더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서두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은, 확장 정보블록이 

적어도 한 개의 추가 파라미터와 그 추가 파라미터의 정의를 나타낸 블록 버전번호 표시기를 구비한 디스크 정보영역

에 있는 적어도 한 개의 확장 정보블록을 판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본 발명에 따른 장치가 추가 파라미터를 해석할 수 있는 경우 그 장 치가 블록 버전번호로부터 확립할 수 있

는 이점을 갖는다. 바로 그 경우에, 상기 장치는, 이들 추가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장치가 그 추가 파라미터

를 해석할 수 없는 블록 버전번호로부터 확립하는 경우, 그 장치는 조금도 그 추가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 정보

영역에 있는 표준 파라미터를 사용할 것이다. 한 개 보다 더 많은 확장 정보블록이 있는 경우, 상기 장치는 그 확장 정

보블록 중 어느 것이 그 추가 파라미터를 해석할 수 있는 블록 버전번호를 포함하는지를 확립하여 그 장치에 매우 적

합한 추가 파라미터를 선택한다. 이와 같이 상기 기록장치는, 새로운 기록장치에 추가 파라미터를 추가하더라도 그 

정보영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항상 판독할 수 있다.

상기 기록장치의 실시예에서, 상기 디스크 정보 판독수단은, 디스크 정보영역이 상기 확장 정보블록들의 존재 및 위

치를 나타내는 확장 정보 표시기를 포함한 기록매체의 디스크 정보영역을 판독하도록 배치된다. 이와 같이, 상기 기

록장치는, 확장 정보블록들이 있는 경우 그 확장 정보 표시기로부터 확립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이때 그들이 위치된

다. 이것은, 기록장치가 그 추가 파라미터를 취득하는 속도를 증가시킨다.

상기 기록장치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디스크 정보 판독수단은, 디스크 정보영역이 한 개 보다 더 많은 확장 정보블

록과, 그 파라미터 블록이 바로 앞의 확장 정보블록의 연속을 나타내는 확장 정보블록의 블록 버전번호의 소정 값을 

포함한, 기록매체의 디스크 정보영역을 판독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시간의 일점에서 확장 정보블록의 크기가 너무 작

아 모든 추가 파라미터를 포함할 수 없는 경우, 다음 확장 정보블록이 이전 확장 정보블록의 연속을 나타내는 소정 값

으로 상기 블록버전의 값을 설정함으로써 다음 확장 정보블록을 사용가능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블록버전번호를 갖

는 아주 많은 추가 파라미터는, 2개 이상의 확장 정보블록들의 유니트에 저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들 내용 및 다른 국면은, 이하의 설명에서의 예에 기재된 실시예들과 첨부도면으로부터 명백해지고 그 

실시예들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1a는 기록매체(평면)를 나타내고,

도 1b는 기록매체(단면)를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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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기록장치를 나타내고,

도 3은 ADIP 및 정보블록의 정렬을 나타내고,

도 4는 ADIP 워드 구조를 나타내고,

도 5는 ADIP 오류정정구조를 나타내고,

도 6은 ADIP 변조규칙을 나타내며,

도 7은 디스크 정보영역의 표를 나타내고,

도 8은 선행구간 정정시간을 나타내고,

도 9는 기록매체 섹터 넘버링을 나타내고,

도 10은 기록된 단일 세션 디스크의 레이아웃을 나타내고,

도 11은 내부 드라이브 영역을 나타내고,

도 12는 세션 맵 블록의 포맷을 나타내고,

도 13은 세션 항목을 나타내며,

도 14는 기록된 영역 표시기를 나타내고,

도 15는 리드인(Lead-in) 구역을 나타내고,

도 16은 제어 데이터 블록의 구조를 나타내고,

도 17은 리드아웃(Lead-out) 구역을 나타내고,

도 18은 외부 드라이브 영역을 나타내고,

도 19는 멀티 세션 디스크의 정보구역의 레이아웃을 나타내고,

도 20은 개방 세션 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고,

도 21은 디스크 제어 블록(Disc Control Block; DCB)의 일반 포맷을 나타내고,

도 22는 세션 DCB(SDCB)의 포맷을 나타내며,

도 23은 예약된 영역 항목을 나타내고,

도 24는 이전 세션 항목을 나타낸다.

서로 다른 도면에 있는 대응 소자는 동일한 참조번호를 갖는다.

도 1a는 트랙(9)과 중심 구멍(10)을 갖는 디스크형 기록매체(11)를 나타낸다. 정보를 나타내는 기록(되는)된 마크의 

시리즈의 위치인 트랙(9)은, 정보층 상에 거의 평행한 트랙으로 이루어진 나선형 선회패턴에 따라 배치된다. 광 디스

크라고 불리는 기록매체는, 광학적으로 판독가능하여도 되고, 기록가능형태의 정보층을 갖는다. 기록가능형 디스크의

예로는, CD-R 및 CD-RW와, DVD+RW와 같은 DVD의 기록 형 버전이 있다. 그 DVD 디스크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

용은 인용문헌 ECMA-267:120mm DVD-Read-Only Disc-(1997)에서 알 수 있다. 상기 정보는, 트랙의 광학적으

로 검출가능한 마크, 예를 들면 상변화 재료의 결정질 또는 비결정질 마크를 판독하여 상기 정보층에 나타내어진다. 

기록가능한 기록매체의 형태상의 트랙(9)은, 블랭크 기록매체의 제조시에 제공된 프리엠보싱된 트랙 구조로 나타내

어져 있다. 그 트랙 구조는, 예를 들면, 주사시에 판독/기록 헤드가 트랙을 따라갈 수 있는 프리그루브(14)로 구성된다

. 이 트랙 구조는, 통상 정보블록이라고 불리는, 예를 들면 정보의 유니트 위치를 나타내는 어드레스와 같은 위치정보

를 포함한다. 상기 위치정보는, 상기와 같은 정보블록의 시작을 나타내는 특정 동기화 마크를 포함한다. 이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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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래에 설명된 것과 같은 변조된 워블의 프레임에 인코딩된다.

도 1b는 기록가능한 형태의 기록매체(11)의 선 b-b의 단면도로, 투명기판(15)에는 기록층(16)과 보호층(17)이 형성

되어 있다. 상기 보호층(17)은, 예를 들면 DVD에서와 같은 추가의 기판층을 포함하고, 이때 기록층은 0.6mm 기판이

고 0.6mm를 갖는 추가의 기판은 그 이면측에 접합된다. 프리그루브(14)는, 기판(15)의 함몰 또는 융기로서 또는 그 

주변으로부터 벗어난 재료 특성으로서 구현되어도 된다.

기록매체(11)는, 프레임을 포함한 변조신호로 나타낸 정보를 전송하도록 한다. 프레임은, 동기화 신호보다 앞선 소정

량의 데이터이다. 또한, 통상 이러한 프레임은, 예를 들면 패리티 워드와 같은 오류정정코드를 포함한다. 다수의 상기

와 같은 프레임은, 많은 오류정정워드를 포함한 정보블록으로 이루어진다. 이 정보블록은, 신뢰성 있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최소의 기록가능한 단위이다. 이러한 기록 시스템의 예는, 프레임이 172개의 데이터 워드와 10개의 패리티 

워드를 전송하고, 208개의 프레임은 ECC 블록을 구성하는 DVD계에 공지되어 있다.

기록매체의 실시예에서, 상기 트랙은, 도 19 내지 도 24를 참조하여 아래에 설명된 포맷에 따른 멀티 세션 정보를 포

함한다.

도 2는 기록가능한 또는 재기록가능한, 예를 들면 CD-R 또는 CD-RW와 같은 형태의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장치를 나타낸다. 상기 기록장치에는, 기록매체의 트랙을 주사하기 위한 기록수단이 구비되어 있고, 이 수단

은, 기록매체(11)를 회전시키는 구동부(21), 헤드(22), 트랙상에서 반경방향으로 상기 헤드(22)를 대략 위치지정하기

위한 위치지정부(25) 및 제어부(20)를 구비한다. 상기 헤드(22)는, 방사 스폿(23)에 초점이 맞추어진 광학부재를 통

해 안내된 방사빔(24)을 기록매체의 정보층의 트랙 상에 발생하는 공지의 형태의 광학계를 구비한다. 상기 방사빔(24

)은, 예를 들면, 레이저 다이오드와 같은 방사원에 의해 발생된다. 상기 헤드는, (미도시된) 상기 빔의 광축을 따라 상

기 방사빔(24)의 포커스를 이동시키는 포커싱 액추에이터와, 상기 트랙의 중심 상에 반경방향으로 상기 스폿(23)의 

미세 위치지정을 하기 위한 트랙킹 액추에이터를 더 구비한다. 상기 트랙킹 액추에이터는, 반경방향으로 광학부재를 

이동시키는 코일을 구비하거나 이와는 달리 반사부재의 각도를 변경시키도록 배치되어도 된다.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방사선을 제어하여 기록층에 있는 광학적으로 검출가능한 마크들을 생성한다. 판독을 위해서 는, 정보층에 의해 반사

된 방사선은, 통상의 형태의 검출기, 예를 들면, 판독신호와, 상기 트랙킹 및 포커싱 액추에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트랙

킹 오차 및 포커싱 오차신호를 포함한 그 이상의 검출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헤드(22)에 있는 4분면 다이오드에 의해 

검출된다. 상기 판독신호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복조기, 디포맷터 및 출력부를 구비한 통상의 형태의 판독처리부(

30)에 의해 처리된다. 따라서, 정보를 판독하는 검색수단은, 구동부(21), 헤드(22), 위치지정부(25) 및 판독처리부(30

)를 구비한다. 상기 장치는, 상기 헤드(22)를 구동하기 위해 입력정보를 처리하여 기록신호를 발생하는 기록처리수단

을 구비하고, 이 수단은, 입력부(27)와, 포맷터(28) 및 변조기(29)를 구비한 변조수단을 구비한다. 상기 제어부(20)는,

정보의 기록 및 검색을 제어하고, 사용자로부터 또는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코맨드를 수신하도록 배치되어도 된다. 상

기 제어부(20)는, 예를 들면 시스템 버스와 같은 제어라인(26)을 통해 상기 입력부(27), 포맷터(28) 및 변조기(29)에,

판독처리부(30)에, 그리고 구동부(21) 및 위치지정부(25)에 연결되어 있다. 제어부(20)는, 제어회로, 예를 들면 마이

크로프로세서, 프로그램 메모리 및 제어 게이트를 구비하여, 도 3 내지 도 24를 참조하여 아래에 설명된 것과 같은 프

로시저와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20)는, 논리회로에서 상태 머신으로서 구현되어도 된다. 기록동작시에,

정보를 나타낸 마크들은 기록매체 상에 형성된다. 상기 마크들은, 예를 들면, 염료, 합금 또는 상변화 물질 등의 재료

에 기록할 때 얻어진 그들의 주변과 서로 다른 반사계수를 갖는 영역의 형태, 또는 광자기 재료에 기록할 때 얻어진 

그들의 주변과 서로 다른 자화방향을 갖는 영역의 형태와 같은 임의의 광학적으로 판독 가능한 형태이어도 된다. 예를

들면, CD 시스템에는, 광디스크에 레코딩하기 위한 기록 및 판독, 사용가능한 포맷, 오류정정 및 채널 코딩 규칙이 종

래기술로 공지되어 있다. 상기 마크는, 통상 레이저 다이오드로부터 전자기 방사선의 빔(24)을 경유하여 상기 기록층

에 생성된 스폿(23)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사용자 정보는, 아날로그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또는, 디지털 비압축 오

디오/비디오와 같은 입력신호를 위한 압축수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입력부(27) 상에 나타내어진다. 적절한 압축수

단은, WO 98/16014-A1(PHN 16452)에서의 오디오와, MPEG2 표준의 비디오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상기 입력부(

27)는,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를 정보의 단위로 처리하여, 예를 들면 오류정정코드(ECC) 추가 및/또는 인터리빙을 함

으로써, 포맷터(28)에 전송하여 제어데이터를 추가하고 그 데이터를 (후술하는 것과 같은) 기록포맷에 따라 포맷시킨

다. 정보의 컴퓨터 응용부들은, 상기 포맷터(28)에 직접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어도 된다. 포맷터(28)의 출력으로부터

의 포맷된 데이터는, 예를 들면 채널코더를 구비한 변조부(29)에 전송되어, 헤드(22)를 구동시키는 변조된 신호를 발

생한다. 또한, 상기 변조부(29)는, 그 변조된 신호에서의 동기화 패턴을 구비하기 위한 동기화수단을 구비한다. 변조

부(29)의 입력에 나타낸 포맷 유니트는,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20)의 제어하에 기록매체 상에 해당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에 기록된다. 제어부(20)는, 상기 기록된 정보 볼륨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데이터를 기록 및 

검색하도록 배치된다. 상기 장치는, 상기 제어부(20)에 연결된 매핑부(31)를 구비한 매핑수단과, 그 제어부(20) 및 매

핑부(31)에 연결된 검출부(32)를 구비한 검출수단을 갖는다. 상기 매핑부(31)는, 상기 포맷터(28) 에 연결되어 세션 

맵 블록을 이하에 설명된 것과 같은 세션 맵 구역에 기록하는 출력(33)을 갖는다. 검출부(32)는, 상기 판독부(30)에 

연결되어 상기 세션 맵 구역으로부터 세션 맵 블록을 검출하는 입력(34)을 갖는다. 상기 검출부(32)는, 그 매핑부(31)

에 연결되어 기존의 데이터를 구비한 새로운 세션 맵 블록을 발생하기 위한 검출된 세션 블록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

한다. 상기 매핑부(31)는, 세션이라고도 불리는 상기 기록된 정보 볼륨의 위치, 특히 각 폐쇄 세션의 시작 및 종료 어

드레스를 결정하도록 구성된다. 먼저, 세션은, 인트로(intro) 구역을 기록함으로써 개방된 후, 사용자 데이터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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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록 코맨드에 의해 기록되고, 끝으로 그 세션은 후술하는 것처럼, 모든 잔존 블랭크 영역을 채우고 세션 제어블록 

및 그 볼륨의 종료 구역에서의 폐쇄부분을 기록함으로써 폐쇄된다.

디스크 정보판독수단(35)은, 판독부에 연결된다. 그 디스크 정보판독수단(35)은, 디스크 정보영역을 판독할 수 있다. 

디스크 정보판독수단(35)은, 디스크 정보영역에 있는 확장된 정보블록을 판독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장치는, 다음의 

방법으로 디스크 정보영역을 판독하기 위해 진행할 수 있다. 먼저, 상기 드라이브는, 상기 확장된 정보 표시기를 판독

함으로서 확장된 정보블록이 사용중인지를 검사한다. 다음에, 상기 드라이브는, 확장된 정보블록들의 블록버전 번호

를 검사한다. 그 드라이브가 특정 블록버전 번호를 알고 있지 못한 경우, 드라이브는 그 번호들을 갖는 그룹을 무시할

것이다. 상기 드라이브에 익숙한 번호를 갖는 상기 확장된 정보블록의 정보는 해석될 수 있다. 이들 확장된 정보블록

으로부터 상기 드라이브는, 그 성능에 가장 적합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일례로서, 디스크는, 동일한 블록 버전번호

를 갖는 2개의 확장된 정보블록을 포함한다. 제 1 확장 정보블록은, 특정 펄스열 형상에 따라, 속도범위, 펄스 지속기

간 및 전력레벨이 그것의 바이트들에 의해 특정된 4x 기록 스트래티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제 2 확장 정보블록은, 동

일한 펄스열 형상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범위, 서로 다른 펄스 지속기간 및/또는 서로 다른 전력 레벨이, 그것의 바이

트들, 즉 의미가 동일하되 값만 서로 다른 바이트들에 의해 특정된 8x 기록 스트래티지를 포함한다. 최신의 드라이브

는, 8배속으로 디스크를 기록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제 2 그룹의 정보를 해석할 수 있지만, 8배속으로 해석할 수 없

는) 종래의 드라이버는 4배속으로 기록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제 1 세대 드라이브는, 디스크 정보영역의 제 1 부분에

서 사용가능한 기본 스트래티지에 대해 후퇴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디스크는, 서로 다른 블록버전번호를 갖는 2개

의 확장된 정보블록을 포함한다. 제 1 확장 정보블록은, 특정 펄스열 형상에 따라, 속도범위, 펄스 지속기간 및 전력레

벨이 그것의 바이트들에 의해 특정된 4x 기록 스트래티지를 포함한다. 제 2 확장 정보블록은, 서로 다른 펄스열 형상

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범위, 다른 펄스 지속기간 및 전력 레벨정의가, 그것의 바이트들, 즉 의미가 완전히 다른 바이

트들에 의해 특정된 8x 기록 스트래티지를 포함한다. (최신의 블록버전번호로 잘 알려진) 최신의 드라이브는, 8배속

으로 디스크를 기록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제 2 확장 정보블록에 있는 정보를 해석할 수 없는) 종래의 드라이버는, 4

배속으로만 기록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제 1 세대 드라이브는, 기본 스트래티지에 대해 더 후퇴할 수 있다.

매핑부는, 연속적인 세션 맵 블록을 기록하도록 구성된다. 하나의 세션이 완 료된 경우, 다음 세션 맵 블록은 기록되

고, 이 블록은 도 12 및 도 13을 참조하여 아래에 설명된 것과 같은 폐쇄세션마다 세션 항목을 포함한다.

상기 시스템은, 4.7Gbyte 및 9.4Gbyte의 용량을 갖는 120mm의 기록가능형 광 디스크의 기계적, 물리적 및 광학적 

특성을 특정하고 있다. 그 시스템은, 기록되고 미기록된 신호의 품질, 데이터 포맷 및 기록방법을 특정함으로써, 상기

와 같은 디스크에 의해 정보교환을 참작한다. 상기 데이터는, 1회 기록되고 비가역방법을 사용하여 다수회 판독될 수 

있다. 이들 디스크는, DVD+R로서 식별된다. 트랙형상은, 다음과 같다. 정보 구역이라고 불리는 기록 가능한 영역은, 

단일 나선형 그루브로부터 형성된 트랙들을 구비한다. 각 트랙은, 연속적인 나선의 360°선회로 형성된다. 정보 구역

의 트랙은, 워블이라고 불리는 공칭 중심선으로부터 위상 변조 정현파 편차를 포함하고, 어드레스 인 프리그루브 또는

ADIP라고 불리는 어드레싱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트랙은, 정보 구역에서 연속적이다. 그루브 트랙은, 최소 22.0mm 

반경에서 시작하고, 최소 58.50mm 반경에서 종료한다. 트랙 경로는, 디스크가 광 헤드로부터 보여진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경우 내측(리드인 구역의 시작)부터 외측(리드아웃 구역의 종료)까지의 연속적인 나선이다. 트랙 피

치는, 반경방향으로 측정된 인접 트랙의 평균 트랙 중심선 사이에서 측정된 거리이다. 트랙 피치는, 0.74㎛±0.03㎛

이다. 정보구역에 대해 평균낸 트랙 피치는, 0.74㎛±0.01㎛이다. 상기 트랙의 워블은, 파장이 (32채널 비트와 동등한

) 4.2656㎛±0.0450㎛인 공칭 중심선으로부터 정현파 편차이다. 워블 사인파를 발생하는 발진기의 전 고조 왜율(To

tal Harmonic Distortion:THD)은, -40dB이하이다. 상기 워블은, 워블 사 이클을 반전함으로써 위상 변조된다. 워블 

변조에 포함된 정보는, 어드레스 인 프리그루브 또는 ADIP라고 불린다.

도 3은 ADIP 및 정보블록들의 배열을 나타낸다. 디스크 상에 기록되는 정보블록(37)은, 워블(38) 내에서 변조된 ADI

P 정보(39)와 정렬되어야 한다. 93개의 워블은, 정보블록의 시작인 2개의 동기 프레임에 해당한다. 93개의 워블마다,

8개의 워블은, ADIP 정보로 상변조된다. 또한, 1개의 워블은 32 채널 비트(=32T)이고, 한 개의 ADIP 유니트는 2개

의 동기 프레임마다 8개의 변조된 워블이다.

도 4는 ADIP 워드 구조를 나타낸다. 52개의 ADIP 유니트는, 각각 한 개의 ADIP 워드로 그룹화된다. 이것은, 한 개의

ADIP 워드가 4×13×2개의 동기 프레임=4개의 물리섹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ADIP 워드는, 1개의 ADIP

동기 유니트 + 51개의 ADIP 데이터 유니트로 이루어진다. ADIP 동기 유니트= 워드 동기용 4개의 반전워블 + 4개의

단조워블. ADIP 데이터 유니트 = 비트 동기용 1개의 반전워블 + 3개의 단조워블 + 1개의 데이터비트를 나타낸 4개

의 워블(0 참조).

ADIP 워드의 데이터 비트에 포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비트 1 : 이 비트는 예약되고 제로로 설정된다.

비트 2 내지 23 : 이들 22개의 비트는 물리적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데이터 비트 2는 최상위 비트(MSB)이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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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23은 최하위 비트(LSB)이다. 어드레스는, 다음의 ADIP 워드마다 1씩 증가한다. 정보구역 내의 제 1 어드레스는

, 물리적 어드레스 (00C000)가 반경 에 위치된다.

비트 24 내지 31 : 이들 8비트는, 디스크에 대한 보조정보, 예를 들면 기록제어정 보를 포함한다. 디스크의 데이터 구

역 및 리드아웃 구역에서, 보조 바이트는 (00)으로 설정된다. 디스크의 리드인 구역에서, 보조 바이트는,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256개의 연속적인 ADIP 워드로부터 비트 24 내지 31은, 256개의 정보 바이트를 갖는 1개의 ADIP 보조 

프레임으로 이루어진다. 각 ADIP 보조 프레임의 제 1 바이트는, 256의 배수인 물리적 어드레스(물리적 어드레스 = (

xxxx00))를 갖는 ADIP 워드에 위치된다. 256개의 바이트의 콘텐츠는, 도 7에 정의되어 있다.

비트 32 내지 51 : 이들 20개의 비트들은, ADIP 정보의 오류정정 패리티들을 포함한다.

도 5는 ADIP 오류정정구조를 나타낸다. 그 ADIP 오류정정에 대해, ADIP 데이터 비트는, 4비트 니블로 그룹화된다. 

데이터 비트의 니블 어레이로의 매핑은, 도 5에 정의되어 있다. 비트 0은 더미 비트로, 오류 정정기에 대해 제로로 설

정된 것으로서 간주된다.

니블 기판 RS(13,8,6) 코드는, 5개의 패리티 니블 N 8 내지 N 12 는 다음의 나머지 다항식 R(x)으로 정의되도록 구

성된다:

여기서,

α□는 원시 다항식 P(x)=x 4 + x + 1의 원시근 0010이다.

5개의 패리티 니블 N 8 내지 N 12 의 모든 비트는, 기록전에 반전된다.

도 6은 ADIP 변조 규칙을 나타낸다. ADIP 유니트는, 상기 8개의 워블 사이클중 일부를 반전시킴으로써 변조된다. 도

6a는 ADIP 워드 동기의 변조를 나타내고, 도 6b는 ADIP 제로(ZERO) 비트의 변조를 나타내고, 도 6c는 ADIP 원(ON

E) 비트의 변조를 나타내고,

- PW는 디스크의 내측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는 포지티브 워블이고,

- NW는 디스크의 외측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는 네가티브 워블이며,

- 모든 단조워블은 PW로서 나타낸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정보영역의 일례의 테이블을 나타낸다. 이후, 디스크 정보영역은, 물리적 디스크 정보

라고도 한다. 그 물리적 디스크 정보는, 상술한 것처럼 ADIP에 인코딩되어 있다. 이 정보는, 도 7에 도시된 256개의 

바이트를 포함한다. 그것은, 기록을 위해 최적 레이저 파워 레벨을 결정하는 최적 파워제어(OPC) 알고리즘에 사용된 

디스크 정보 및 값을 포함한다. 상기 정보는, 디스크의 초기화시에 제어데이터라고 불리는 기록가능한 구역내로 복사

된다. 그 데이터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바이트 0- 디스크 카테고리 및 버전번호

비트 b7 내지 b4는 디스크 카테고리를 지정하고,

그들은 DVD+R 디스크를 가리키는 1010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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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b3 내지 b0는 버전번호를 지정하고,

그들은 버전을 가리키는 0000으로 설정된다.

바이트 1 - 디스크 사이즈 및 최대 전송속도

비트 b7 내지 b4는 디스크 사이즈를 지정하고,

그들은 120mm 디스크를 가리키는 0000으로 설정되고,

비트 b3 내지 b0는 최대 판독 전송속도를 지정하고,

그들은 최대 판독 전송속도가 지정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1111로 설정된 다.

바이트 2 - 디스크 구조

비트 b7 내지 b4는 0000으로 설정되고,

비트 b3 내지 b0은 기록층(들)의 형태를 지정하고,

그들은 1회 기록 기록층을 가리키는 0010으로 설정된다.

바이트 3 - 기록밀도

비트 b7 내지 b4는 정보 구역 내의 평균 채널 비트 길이를 지정하고,

그들은 0.133㎛를 가리키는 0000으로 설정되고,

비트 b3 내지 b0는 평균 트랙 피치를 지정하고,

그들은 0.74㎛의 평균 트랙 피치를 가리키는 0000으로 설정된다.

바이트 4 내지 15 - 데이터 구역 할당

바이트 4는 (00)으로 설정된다.

바이트 5 내지 7은 데이터 구역의 제 1 물리섹터의 PSN 196.608을 지정하도록 (030000)으로 설정된다.

바이트 8은 (00)으로 설정된다.

바이트 9 내지 11은 데이터 구역의 마지막 가능한 물리섹터로서 PSN2.491.711을 지정하도록 (26053F)로 설정된다.

바이트 12 내지 15는 (00)으로 설정된다.

바이트 16-(00)는 (00)으로 설정된다.

바이트 17-예약됨 . 이 바이트는 예약되고 (00)으로 설정된다.

바이트 18-확장 정보 표시기

비트 b7 내지 b6은 예약되고 00으로 설정된다.

비트 b5내지 b0은 이들 각 비트는, 확장정보블록의 존재를 가리킨다. 비트 b i 는

바이트(64+ix32) 내지 (95+ix32)로 이루어진 확장정보블록 i가 사용중인 경 우 1로 설정된다. 기타 비트 b i 는 0으

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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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 19 내지 26 - 디스크 제조자 ID .

이들 8 바이트는, 디스크의 제조자를 증명한다. 사용되지 않은 후미 바이트 는, (00)으로 설정된다.

바이트 27 내지 29 -매체형태 ID .

디스크 제조자는 이들 3바이트로 지정되는 서로 다른 형태의 매체를 가질 수 있다. 디스크의 특정 형태는, 이 필드에 

나타낸다.

바이트 30 - 제품 개정번호 .

이러한 바이트는 2진 표현법으로 제품 개정번호를 증명한다. 그 제품 개정번 호에 관계없이 동일한 디스크 제조자 ID

와 동일한 제품 ID를 갖는 모든 디스 크는 동일한 기록특성을 가져야 한다(소수의 차이만 허용된다: 제품개정번호 는 

레코더에 대해 관련되어 있지 않다). 사용되지 않으면 이 바이트는 (00) 으로 설정된다.

바이트 31 사용중인 물리적 포맷 정보 바이트의 수.

이러한 바이트는, 물리적 포맷 정보에 대해 실제로 사용중인 바이트의 수를 가리키는 한 개의 8비트 2진수로 구성된

다. 그것은, 물리적 포맷정보의 첫 번째 54바이트만 사용된 것을 가리키는 (36)으로 설정된다.

바이트 32 - 기준 기록속도.

이러한 바이트는, 기준속도라고도 하는 디스크의 최저 가능 기록속도를

n=10 x v ref (정수값으로 라운드 오프된 n)이도록 수 n으로서 가리킨다.

그것은, 3.49m/s의 기준 기록속도를 가리키는 (23)으로 설정된다.

바이트 33 - 최대 기록속도.

이러한 바이트는, 디스크의 최고 가능 기록속도를 n=10 x v ref (정수값으로 라 운드 오프된 n)이도록 수 n으로서 가

리킨다.

그것은, 8.44m/s의 최대 기록속도를 가리키는 (54)로 설정된다.

바이트 34 - 파장 λIND.

이러한 바이트는, 다음의 바이트의 최적 기록 파라미터가 결정된 레이저의 파장[nm]을, n=파장-600이도록 수 n으

로서 지정한다.

바이트 35 예약

바이트 36 - 기준속도에서의 최대 판독파워 Pr.

이러한 바이트는, 기준속도에서의 최대 판독파워 Pr[mW]를 n=20 x (Pr-0.7) 이도록 수 n을 지정한다.

바이트 37 - 기준속도에서의 PIND.

PIND는 OPC 알고리즘에서 사용된 Ppo의 판정을 위한 시작값이다. 이러한 바 이트는 기준속도에서의 밀리와트의 P

po의 지시값 PIND를, n=20 x (P IND -5)이 도록 수 n으로서 지정한다.

바이트 38 - 기준속도에서의 β target .

이러한 바이트는, OPC알고리즘에서 사용된 기준속도에서의 β의 타깃 (target)값 β target 을, n=10 x β target 이도

록 수 n으로서 지정한다.

바이트 39 - 기준속도에서의 최대 판독파워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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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바이트는, 최대속도에서의 최대 판독파워 Pr[mW]를 n=20 x (Pr-0.7) 이도록 수 n으로서 지정한다.

바이트 40 - 최대속도에서의 P IND .

P IND 는 OPC 알고리즘에서 사용된 Ppo의 판정을 위한 시작값이다. 이러한 바 이트는 최대속도에서의 밀리와트의 P

po의 지시값 PIND를, n=20 x (PIND-5)이 도록 수 n으로서 지정한다.

바이트 41 - 최대속도에서의 β target .

이러한 바이트는, OPC알고리즘에서 사용된 최대속도에서의 β의 타깃 (target)값 β target 을, n=10 x β target 이도

록 수 n으로서 지정한다.

바이트 42 - Ttop(≥4) 기준속도에서의 현재 마크≥4에 대한 제 1 펄스지속기간.

이러한 바이트는, 현재의 마크가 기준속도로 기록하기 위해 4T이상의 마크인 경우 멀티 펄스열의 제 1 펄스의 지속

기간을 지정한다. 그 값은,

이도록 수 n으로서 채널비트 클록 기간의 분수로 표현된다.

바이트 43 - Ttop(=3) 기준속도에서의 현재 마크=3에 대한 제 1 펄스지속기간.

이러한 바이트는, 현재의 마크가 기준속도로 기록하기 위해 3T이상의 마크인 경우 멀티 펄스열의 제 1 펄스의 지속

기간을 지정한다. 그 값은,

이도록 수 n으로서 채널비트 클록 기간 의 분수로 표현된다.

바이트 44 - Tmp 기준속도에서의 멀티펄스 지속기간.

이러한 바이트는, 기준속도로 멀티 펄스열의 제 2 내지 마지막 펄스를 통해 제 2 펄스의 지속기간을 지정한다. 그 값

은,

이도록 수 n으로서 채널비트 클록 기간의 분수로 표현된다.

바이트 45 - Tlp 기준속도에서의 마지막 펄스 지속기간.

이러한 바이트는, 기준속도로 기록하기 위한 멀티 펄스열의 마지막 펄스의 지속기간을 지정한다. 그 값은,

이도록 수 n으로서 채널비트 클록기 간의 분수로 표현된다.

바이트 46 - dTtop 기준속도에서의 제 1 펄스 리드(lead) 타임.

이러한 바이트는, 기준속도로 기록하기 위한 데이터 펄스 중 제 2 채널비트 의 하강 구간에 대한 멀티 펄스열의 제 1 

펄스의 리드 타임을 지정한다. 그 값은,

이도록 수 n으로서 채널비트 클록 기간의 분수로 표현된다.

바이트 47 - dTle 기준속도에서 이전 공간=3에 대한 제 1 펄스 선행구간 정정.

이러한 바이트의 비트 7 내지 비트 4는, 이전 공간이 기준속도로 기록하기 위해 3T 공간이었을 경우 멀티펄스열 중 

제 1 펄스에 대한 선행구간 정정을 지정한다. 그 값은, 도 8에 따른 채널비트 클록기간의 분수로 표현된다.

바이트 48 - Ttop(≥4) 최대속도에서의 현재 마크≥4에 대한 제 1 펄스지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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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바이트는, 현재의 마크가 최대속도로 기록하기 위해 4T이상의 마크인 경우 멀티 펄스열의 제 1 펄스의 지속

기간을 지정한다. 그 값은,

이도록 수 n으로서 채널비트 클록 기간의 분수로 표현된다.

바이트 49 - Ttop(3) 최대속도에서의 현재 마크=3에 대한 제 1 펄스지속기간.

이러한 바이트는, 현재의 마크가 기준속도로 기록하기 위해 3T이상의 마크인 경우 멀티 펄스열의 제 1 펄스의 지속

기간을 지정한다. 그 값은,

이도록 수 n으로서 채널비트 클록 기간의 분수로 표현된다.

바이트 50 - Tmp 최대속도에서의 멀티펄스 지속기간.

이러한 바이트는, 최대속도로 멀티 펄스열의 제 2 내지 마지막 펄스를 통해 제 2 펄스의 지속기간을 지정한다. 그 값

은,

이도록 수 n으로서 채널비트 클록 기간의 분수로 표현된다.

바이트 51 - Tlp 최대속도에서의 마지막 펄스 지속기간.

이러한 바이트는, 최대속도로 기록하기 위한 멀티 펄스열의 마지막 펄스의 지속기간을 지정한다. 그 값은,

이도록 수 n으로서 채널비트 클록기 간의 분수로 표현된다.

바이트 52 - dTtop 최대속도에서의 제 1 펄스 리드(lead) 타임.

이러한 바이트는, 최대속도로 기록하기 위한 데이터 펄스 중 제 2 채널비트 의 하강 구간에 대한 멀티 펄스열의 제 1 

펄스의 리드 타임을 지정한다. 그 값은,

이도록 수 n으로서 채널비트 클록 기간의 분수로 표현된다.

바이트 53 - dTle 최대속도에서 이전 공간=3에 대한 제 1 펄스 선행구간 정정.

이러한 바이트의 비트 7 내지 비트 4는, 이전 공간이 최대속도로 기록하기 위해 3T 공간이었을 경우 멀티펄스열 중 

제 1 펄스에 대한 선행구간 정정을 지정한다. 그 값은, 도 8에 따른 채널비트 클록기간의 분수로 표현된다.

바이트 54 내지 63 - 예약 -모두(00).

이 바이트들은 모두 (00)으로 설정된다.

바이트(64+ix32) 내지 (95+ix32) - 확장 정보블록 i(i=0..5).

추후 확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확장 정보블록을 도입한다. 이러한 각 블록은 32 바이트로 이루어진다. 이 바이트

들은, 다른 기록 스트래티지, 예 를 들면 고속 기록을 위한 이를 테면 파라미터, 또는 다른 개선된 파라미터 를 보유할 

수 있다. 하나의 확장 정보블록의 존재는, 바이트 18에서의 비트 로 나타내어진다.

바이트(64+ix32) 확장 정보블록 i 버전번호는, 블록버전을 나타내고, 바이트 (64+ix32) 내지 (95+ix32) 내의 데이

터의 정의를 증명한다. 디스크는, 블록 버전번호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일부의 확장 정보블록들을 가 질 

수 있다. 블록 i에서의 특정 블록버전번호로 알려지지 않은 드라이브는, 이러한 확장 정보블록에서의 상기 개선된 파

라미터를 갖는 디스크를 사용하 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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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버전번호가 255로 설정되면, 관련된 확장 정보블록은 독립적인 블록이 아니고 (32바이트가 파라미터의 세트에 

대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용되는) 선행의 확장 정보블록의 연속이다.

바이트(65+ix32) 내지 (95+ix32)

이 바이트들을 사용하여 또 다른 기록 스트래티지들 또는 다른 파라미터들을 보유할 수 있다.

고속 기록 스트래티지 파라미터들의 예

바이트 18 : 확장 정보블록 0을 가리키는 0000 0001은 사용중.

바이트 64 : 바이트 65 내지 95가 다음의 의미를 갖는 블록 버전 1을 가리키는 0000 0001.

바이트 65 : 이러한 EI 블록에 설정된 파라미터에 대한 최대 기록속도: n x 0.25 m/s,(max≤63.75 m/s =18.25x =1

75Hz@R = 58mm)

바이트 66 : 이러한 EI 블록에 설정된 파라미터에 대한 최소 기록속도: n x 0.25 m/s,(최소 기록속도는 최대 기록속도

일 수 있음)

바이트 67 : 예약 및 (00)으로 설정됨.

바이트 68 내지 81 : 최대 기록속도에 대해 설정된 파라미터

바이트 68 : PIND

바이트 69 : β target

바이트 70 : Ttop(≥4) cm≥4에 대한 제 1 펄스 지속기간

바이트 71 : Ttop(=3) cm=3에 대한 제 1 펄스 지속기간

바이트 72 : Tmp 멀티펄스 지속기간

바이트 73 : Tlp 마지막 펄스 지속기간

바이트 74 : dTtop(≥4) cm≥4에 대한 제 1 펄스 리드 타임

바이트 75 : dTtop(=3) cm=3에 대한 제 1 펄스 리드 타임

바이트 76 : dTle ps=3에 대한 제 1 펄스 선행구간 정정

바이트 77 : dTle ps=4에 대한 제 1 펄스 선행구간 정정

바이트 78 : 예약 및 (00)으로 설정됨

바이트 79 : 예약 및 (00)으로 설정됨

바이트 80 : 예약 및 (00)으로 설정됨

바이트 81 : 예약 및 (00)으로 설정됨

바이트 82 내지 95 : 최소 기록속도에 대해 설정된 파라미터

바이트 82 : PIND

바이트 83 : β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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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 84 : Ttop(≥4) cm≥4에 대한 제 1 펄스 지속기간

바이트 85 : Ttop(=3) cm=3에 대한 제 1 펄스 지속기간

바이트 86 : Tmp 멀티펄스 지속기간

바이트 87 : Tlp 마지막 펄스 지속기간

바이트 88 : dTtop(≥4) cm≥4에 대한 제 1 펄스 리드 타임

바이트 89 : dTtop(=3) cm=3에 대한 제 1 펄스 리드 타임

바이트 90 : dTle ps=3에 대한 제 1 펄스 선행구간 정정

바이트 91 : dTle ps=4에 대한 제 1 펄스 선행구간 정정

바이트 92 : 예약 및 (00)으로 설정됨

바이트 93 : 예약 및 (00)으로 설정됨

바이트 94 : 예약 및 (00)으로 설정됨

바이트 95 : 예약 및 (00)으로 설정됨

도 8은 선행구간 정정 시간을 나타낸다. 상기 파라미터는 dT le 이라고 불리고 바이트 47의 도 7에 의해 설명된다. 이

러한 바이트의 비트 3 내지 비트 0000으로 설정된다. 특정하지 않은 비트 조합은, 사용되지 않는다.

도 9는 기록매체 섹터 넘버링을 나타낸다. 기록 가능한 영역은, 정보 구역이라고 불린다. 정보구역은, 데이터 교환에 

관련된 디스크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 한다. 정보구역은, 1개 이상의 세션을 포함하여도 된다. 각 세션은 세 부분, 

즉 리드인/인트로 구역, 데이터 구역 및 리드아웃/폐쇄 구역으로 분할된다. 양면 디스크에서, 면마다 한 개의 정보구

역이 있다. 데이터 구역은, 사용자 데이터의 기록을 위한 것이다. 리드인 구역은, 제어정보를 포함한다. 리드아웃 구역

은, 연속적이고 평탄한 리드아웃을 고려하고 제어정보를 포함한다. 내부 및 외부 드라이브 영역은, 디스크 검사를 위

한 것이다. 단일 세션 디스크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디스크에서, 리드인 구역, 데이터 구역 및 리드아웃 구역은, 비

가역성 현상을 사용하여 정보를 기록하는 기록 가능한 영역을 구성한다. 멀티 세션 디스크의 레이아웃은, 후에 기재

한다.

도 10은 기록된 단일 세션 디스크의 레이아웃을 나타낸다. 단면의 정보구역 및 양면 디스크의 각 면의 정보구역은, 내

부 드라이브 영역, 리드인, 데이터 구역, 리드아웃 영역 및 외부 드라이브 영역으로 서브분할된다. 반경은, 상기 구역

의 제 1(또는 마지막) 트랙의 중심의 공칭값으로 구역에 대해 나타내어진다. 물리섹터 번호(PSN:Physical Sector Nu

mbers)는, 각 구역의 제 1 물리섹터를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 구역은, 제 1의 PSN(030000)을 갖는다. 상기 PSN은, 

전체 정보구역에서의 다음의 물리섹터마다 1씩 증가한다.

도 11은 내부 드라이브 영역을 나타낸다. 내부 드라이브 영역은, 디스크 검사 및 OPC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한 드

라이브에서 사용하는 디스크의 최내각 구역이다. 각 부분의 제 1 및 마지막 물리섹터의 물리섹터 번호는, 16진 및 십

진 표현법으로 나타내고, 각 부분에서의 물리섹터의 수는 십진 표현법으로 나타낸다. 다음 의 서브분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 초기 구역 : 이 구역은 블랭크로 둔다.

- 내부 디스크 검사 구역 : 드라이브 검사 및 OPC를 위해 예약된 16384개의 물리섹터.

- 내부 디스크 카운트 구역 : 내부 디스크 검사구역에서 수행된 OPC 알고리즘의 수를 카운트하기 위해 예약된 4096

개의 물리섹터. 내부 디스크 검사구역 내의 ECC 블록 또는 그것의 일부가 기록될 때마다, 그 ECC 블록은 내부 디스

크 카운트 구역 내의 4개의 물리섹터를 기록함으로써 플래그(flag) 된다.

- 내부 디스크 관리구역 : 선택적인 드라이브 특정 정보에 대해 사용되는 4096개의 물리섹터. 이 구역의 제 1의 16개

의 물리섹터는, 모든 주 데이터가 (00)으로 설정되게 채워진다. 내부 디스크 관리구역은, 드라이브 정보, 예를 들면 드

라이브 제조자가 기재한 것과 같은 드라이브 식별자(드라이브 ID) 및 데이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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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맵 구역 : 디스크에 세션 및 기록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4096개의 물리섹터. 이러한 구역의 제 

1의 16개의 물리섹터는, 모든 주 데이터가 (00)으로 설정되게 채워진다. 이 구역은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부분 1 : 모든 폐쇄 세션의 위치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세션 맵 블록(SEM)이라 불리는 191개의 ECC 블록으로 이루

어지고,

부분 2 : 4개의 섹터의 유니트로 그룹화된 1024개의 물리섹터로 이루어지고, 이때 각 유니트는 한 개의 ADIP 워드에

해당한다. 이 유니트들은, 기록 영역 표시기로서 사용된다.

도 12는 하나의 세션 맵 블록(SEM)의 포맷을 나타낸다. 세션이 폐쇄될 때마다, 마지막 SEM 바로 뒤따라오는 상기 

세션 맵 구역의 다음 ECC 블록에는, 모두 폐쇄세션의 위치가 기록된다. 세션 맵 구역 내의 제 1의 ECC 블록은, 제 2

의 ECC 블록에 대해 런인(run-in)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191개의 블록이 모두 사용된 경우, 추가의 세션을 더 부

가할 수 있지만, 드라이브는 검색과정을 적용하여 추가의 세션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도면에서는, 물리섹터마다 SEM

에 대한 이하의 콘텐츠를 나타낸다:

물리섹터 0/바이트 D0 내지 D3 - 콘텐트 디스크립터. 이 바이트들은 세션 DCB를 식별하고 문자 'SDC'와 버전번호 

0을 나타내는 (544F4300)으로 설정된다.

물리섹터 0/바이트 D4 내지 D7 - 예약됨. (00)으로 설정됨.

물리섹터 0/바이트 D8 내지 D39 - 드라이브 ID. 이 바이트들은 드라이브 ID를 포함한다.

물리섹터 0/바이트 D40 내지 D63 - 예약됨. (00)으로 설정됨.

물리섹터 0/바이트 D64 내지 D2047 - 세션 항목. 이 바이트들은 각각 16 바이트 의 유니트로 그룹화된다. 16 바이

트의 각 유니트는, 도 13에 따른 세션 항목 을 포함할 수 있다. 미사용된 모든 바이트는, (00)으로 설정된다.

도 13은 세션 항목을 나타낸다. 세션 맵 블록(SEM)은, 디스크 상의 폐쇄 세션마다 세션 항목을 포함한다. 그 세션 항

목은, 번호 및 어드레스를 증가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순서적으로 된다:

바이트 B0 내지 B2 : 이들 3바이트는 세션 항목을 나타내고, 문자 'SSN'을 나타내 는 (53.53.4E)으로 설정된다.

바이트 B3 : 이러한 바이트는 이 항목에 특정된 세션의 시퀀스 번호를 특정한다.

바이트 B4 내지 B7 : 이 4바이트들은, 이 항목에 특정된 세션의 데이터 구역 내의 제 1 물리섹터의 PSN을 특정한다.

바이트 B8 내지 B11 : 이 4바이트들은, 이 항목에 특정된 세션의 데이터 구역 내의 마지막 물리섹터의 PSN을 특정한

다.

바이트 B12 내지 B15 : 이 4바이트들은, 예약되고 (00)으로 설정된다.

도 14는 기록된 영역 표시기를 나타낸다. SEM 블록(61)을 기록하기 위한 SEM 구역의 마지막 부분은, 개략적으로 도

시되어 있다. 매핑 영역(60)은, SEM 구역의 끝에 위치된다. 다음 구역, 즉 가드(guard)구역(62)은, 우측 끝에 도시되

어 있다. 상기 매핑 영역은, 최상위 어드레스에서 기록하기 시작한다. 기록된 부분(64)은, 상기 기록가능한 영역의 기

록영역을 나타내고, 미기록된 부분(63)은 미기록된 영역을 나타낸다. 디스크의 액세스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레

코더는, 디스크의 어느 영역에서 마지막 기록된 ECC 블록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

기 매핑영역은, 4개의 물리섹터의 크기를 갖는 기록된 영역에 의거하여 정의되고, 각 영역은 한 개의 ADIP 워드에 해

당한다. 이 영역들에는, 랜덤한 EFM 신호가 기록된다. 기록된 ADIP 워드간에는 갭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10

24개의 물리섹터는 예약되어, 그 디스크를 최대 256개의 영역으로 분할되게 한다. 기록된 영역 표시기는, SEM구역

의 외측으로부터 SEM 구역의 내측을 향하여 사용된다. 'HF-검출'에 의해, 레코더는, 상기 기록된 영역 표시기의 시작

위치를 찾 을 수 있고, 마지막 기록된 ECC 블록을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을 결정할 수 있다. PSN=(030000)과 PSN=(2

6053F) 사이의 640개의 ECC 블록의 각 영역은, 한 개의 기록된 영역 표시기에 해당한다. 마지막 기록된 ECC 블록

까지 및 이 ECC 블록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은, 그들의 기록된 영역 표시기로 나타내어진다. 수학식에서, 제 1의 기록

된 영역 표시기가 PSNRAI 내지 PSNRAI+3을 갖는 물리섹터로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기록된 ECC 블록을,

PSN={(02A47C)-(PSNRAI)} x (A0) +(030000)과

PSN={(02A47C)-(PSNRAI)} x (A0) +(030280) 사이에서 찾을 수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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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십진법으로,

PSN={173180-PSNRAI} x 160 +196608과

PSN={173180-PSNRAI} x 160 +197248 사이에서 찾을 수 있다.

도 15는 리드인 구역을 나타낸다. 리드인 구역은, 정보구역의 내측에 위치된다. 미사용된 디스크는, 리드인 구역에 기

록된 어떠한 데이터도 갖지 않는다. 디스크의 마무리 또는 제 1 세션의 마감 후, 리드인 구역은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기록된다. 도 15는 다음과 같이 (도 11에서와 같은 표현법) 구역들 및 어드레스들을 나타낸다:

- 가드 구역 1 : 이 가드구역을 사용하여 호환성에 필요한 리드인 구역의 최소량을 생성한다. 이 구역은, 주 데이터가 

(00)으로 모두 채원진 14.848개의 물리섹터를 포함한다.

- 예약된 구역 1 : 4096개의 물리섹터는 예약되어 있고 (00)으로 설정된다.

- 예약된 구역 2 : 64개의 물리섹터는 예약되어 있고 (00)으로 설정된다.

- 내부 디스크 식별구역 : 256개의 물리섹터는, 데이터 교환 부분들에 의해 동의된 정보를 위해 예약되어 있다. 한 개

의 ECC 블록으로부터 16개의 물리섹터로 이루어진 각 세트는, 디스크 제어블록(DCB)이거나 또는 모두 (00)의 주 데

이터로 기록되어 있다. 모두 (00)의 주 데이터로 기록된 하나 뒤에 오는 이 구역에서의 각 ECC 블록도, 모두 (00)의 

주 데이터로 기록된다.

- 예약된 구역 3 : 64개의 물리섹터는 예약되어 있고 (00)으로 설정된다.

- 레퍼런스 코드 구역 : 상기 기록된 레퍼런스 코드 구역은, 디스크 상의 특정 채널비트 패턴을 발생하는 2개의 ECC 

블록으로부터 32개의 물리섹터로 이루어진다. 이는, (AC) 각기 대응한 데이터 프레임의 2048개의 주 데이터 바이트

로 설정됨으로써 달성된다. 더구나, 각 ECC블록의 제 1 데이터 프레임의 제 1의 160개의 주 데이터 바이트 외에는, 

이들 데이터 프레임들에 암호화를 가하지 않는다.

- 버퍼구역 1 : 이 구역은 30개의 ECC 블록으로부터 480개의 물리섹터로 이루어진다. 이 구역에서의 데이터 프레임

의 주 데이터는, 모두 (00)으로 설정된다.

- 제어 데이터 구역 : 이 구역은 192개의 ECC 블록으로부터 3072개의 물리섹터로 이루어진다. ECC 블록마다 16개

의 물리섹터의 콘텐트는, 192회 반복된다.

- 버퍼구역 2 : 이 기록된 구역은, 32개의 ECC 블록으로부터 512개의 물리섹터로 이루어진다. 이 구역에 있는 데이

터 프레임의 주 데이터는, 모두 (00)으로 설정된다.

도 16은 제어 데이터 블록의 구성을 나타낸다. 첫 번째의 2048 바이트는 도 7의 콘텐트를 갖는 물리 포맷 정보를 구

성한다. 다음의 2048 바이트는, 디스크 제작정보를 구성한다. 마지막의 14 x 2048바이트는, 콘텐트 공급자 정보용이

다. 본 장치의 실시예에서, 콘텐트 공급자 정보의 28.672 바이트는, 제로(00)으로 설정된다. 호스트로부터 수신된 데

이터는, 차단되어 이 필드에 기록되지 않는다. 이것에 의해, 예를 들면 DVD 비디오 디스크의 비디오를 디코딩하기 위

한 암호해독키와 같은 기밀의 특징을 갖는 데이터가 여기에 기록되지 않게 된다. 물리 포맷정보는, 디스크 및 포맷 정

보를 포함한다. 바이트 0 내지 255의 정보는, 디스크의 마무리 또는 제 1 세션의 마감시에 ADIP 보조 데이터로부터 

복사되고, 디스크 또는 제 1 세션(예를 들면, 실제 데이터 구역의 끝)의 실제 상태를 반영한다. 256바이트 모두는, 다

음의 바이트를 제외하고는, 도 7에 정의된 물리적 디스크 정보와 동일한 정의 및 콘텐츠를 갖는다:

바이트 0 - 디스크 카테고리 및 버전번호

비트 b7 내지 b4는, DVD+R 디스크를 가리키는 디스크 카테고리를 지정한다.

비트 b3 내지 b0은, 시스템 디스크립션의 버전번호를 지정한다.

바이트 1 - 디스크 사이즈 및 최대 전송속도

비트 b7 내지 b4는, 디스크 사이즈를 지정하고,

그들은 120mm 디스크를 가리키는 0000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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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b3 내지 b0은, 최대 판독 전송속도를 지정한다.

이 비트들은,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최대 판독속도에 따라, 다음의 값 들 중 하나로 설정된다:

0000 : 2.52Mbits/s의 최대 전송속도

0001 : 5.04Mbits/s의 최대 전송속도

0010 : 10.08Mbits/s의 최대 전송속도

1111 : 최대 전송속도를 지정하지 않음.

다른 모든 조합이 예약되고 사용되지 않는다.

바이트 2 - 디스크 구조

비트 b7 내지 b4는, 0000으로 설정된다.

비트 b3 내지 b0은, 기록층(들)의 타입을 지정한다:

그들은 1회 기록 기록층을 가리키는 0010으로 설정된다.

바이트 4 내지 15 - 데이터 구역 할당

바이트 4는 (00)으로 설정된다.

바이트 5 내지 7은 (030000)으로 설정되어 데이터 구역의 첫 번째 물리섹터의 PSN 196.608을 지정한다.

바이트 8은 (00)으로 설정된다.

바이트 9 내지 11은 제 1 세션의 데이터 구역의 마지막 물리섹터의 섹터 번호를지 정한다.

바이트 12 내지 15는 (00)으로 설정된다.

바이트 256 내지 2047 - 예약됨. 이들 나머지 바이트들은, ADIP 정보에 관련되지 않고 제로(00)으로 설정된다.

도 17은 리드아웃 구역을 나타낸다.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데이터 구역(70)은 상부에 도시되어 있다. 데이

터 구역은 사용자 데이터 영역의 2,295,104개의 물리섹터로 이루어진다. 데이터 구역의 시작 반경은, ADIP 물리적 

어드레스(00C00)의 위치로 결정된다. 그 데이터 구역 뒤에는 리드아웃 구역이 온다. 이 리드아웃 구역은, 정보구역의

외측에 위치된다. 도 17에는 다음의 부분들이 도시되어 있다:

- 버퍼구역 3 : 이 기록된 구역은, 768개의 물리섹터로 이루어진다. 버퍼구역 3의 마지막 가능한 시작 위치는 (26054

0)이다. 이 구역에서의 데이터 프레임의 주 데이터는, 모두 (00)으로 설정된다.

- 외부 디스크 식별구역 : 데이터 교환 부분들에 의해 동의된 정보에 대해 예약된 256개의 물리섹터. 한 개의 ECC블

록으로부터 16개의 물리섹터로 이루어진 세트마다 디스크 제어블록(DCB) 또는 모두 (00)인 주 데이터로 기록된다. 

이 구역의 콘텐츠는, 마지막 내부 세션 식별구역의 콘텐츠(또는 단일 세션 디스크일 경우에 내부 디스크 식별구역의 

콘텐츠)와 동등하다.

- 가드구역 2 : 이 가드구역은, 검사 기록 구역을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하는 정보구역들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보호로

서 사용된다. 이 구역은, 주 데이터가 (00)으로 설정되게 채워진다. 이 구역은, 최소 4096개의 물리섹터를 포함한다.

- 외부 드라이브 영역 : 이 외부 드라이브 영역은, 디스크 검사 및 OPC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드라이브가 사용한 디스

크의 최외각 구역이다.

도 18은 가드구역 2에서 시작하는 외부 드라이브 영역을 나타낸다. 그리고, 다음의 부분들이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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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디스크 관리 구역 : 선택적인 드라이브 특정 정보에 사용되는 4096개의 물리섹터. 이 구역의 첫 번째 16개의 

물리섹터는, 주 데이터 모두가 (00)으로 채워져 있다. 이 구역은, 내부 디스크 관리구역(0 참조)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

로 사용될 수 있다.

- 외부 디스크 카운트 구역 : 외부 디스크 검사 구역에서 수행된 OPC 알고리즘의 수를 카운트하기 위해 예약된 4096

개의 물리섹터.

- 외부 디스크 검사구역 : 드라이브 검사 및 OPC 알고리즘을 위해 예약된 16384개의 물리섹터. 외부 디스크 검사구

역에서 ECC 블록 또는 그것의 일부가 기록될 때마다, 외부 디스크 카운트 구역의 4개의 물리섹터를 기록함으로써 E

CC 블록을 플래그한다.

- 가드구역 3 : 이 구역은 블랭크로 둔다.

도 19는 멀티세션 디스크의 정보구역의 레이아웃을 나타낸다. 디스크 상에는 1개 보다 더 많은 세션이 존재할 수 있

다. 즉, 세션 1, 세션 2 및 마지막 세션 N이 도시되어 있다. 인트로 및 클로저(closure)를 갖는 세션은, 폐쇄 세션이라

고 불린다. 첫 번째 세션은 인트로 구역 대신에 리드인 구역이 앞에 있고, 마지막 세션은 클로저 구역 대신에 리드아웃

구역이 뒤에 온다. 일단 리드아웃 구역이 기록되었다면, 디스크는 '마무리(finalized)'되었다고 부르고 디스크에 추가

적인 기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트로 및 클로저가 없는 세션은 개방 세션이라고 부른다. 모든 세션들은, 개방 세션이 

되도록 허용된 마지막 세션 외에는, 폐쇄 세션이어야 한다. 사용자 데이터는 개방 세션에만 첨부될 수 있다. 모든 세션

이 폐쇄되면, 새로운 개방 세션이 추가될 수 있다. 디스크의 첫 번째 폐쇄 세션은, 도 15에 도시된 것처럼 리드인을 갖

는다. 후속하는 폐쇄 세션은, 아래에 기재된 것처럼 인트로를 갖는다. 폐쇄 세션마다, 도 17을 참조하여 설명된 것과 

같은 리드아웃을 갖는 최종 세션 외에는, 아래에 기재된 것처럼 클로저를 갖는다.

PSN 30000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세션 후에 일어나는 각 신규 세션은, 인트로 구역에서 시작한다. 그 인트로 구역은,

버퍼 구역 A, 내부 세션 식별구역, 세션 제어 데이터 구역 및 버퍼구역 B로 이루어진다. 인트로 구역에서의 모든 물리

섹터는, ZERO ZERO로 설정된 데이터 프레임의 비트 b27 내지 b26을 갖고, 도 9를 참조하여 설명된 것처럼 마치 인

트로 구역이 데이터 구역인 것처럼 그 인트로 구역을 식별한다. 버퍼구역 A는, (00)으로 설정된 64개의 물리섹터로 

이루어진다. 내부 세션 식별구역은, 데이터 교환 부분들에 의해 동의된 정보에 대해 예약된 256개의 물리섹터로 이루

어진다. 한 개의 ECC 블록으로부터 16개의 물리섹터로 이루어진 세트마다, 디스크 제어블록(DCB)(도 21 참조) 또는

모두 (00)인 주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다. 모두 (00)인 주 데이터로 기록된 하나 뒤에 오는 이 구역에서의 ECC 블록마

다 모두 (00)인 주 데이터로 기록되기도 한다. 세션 제어 데이터 구역은, 40개의 ECC블록으로부터 640개의 물리섹

터로 이루어진다. ECC블록마다의 16개의 물리섹터의 콘텐트는, 40회 반복된다. 제어 데이터 블록의 구조는, 도 16에

도시된 것처럼 되어 있다. 끝으로, 버퍼구역 B는, (00)으로 설정된 64개의 물리섹터로 이루어진다.

각 세션은, 2개의 부분: 즉, 버퍼구역 C와 외부 세션 식별구역으로 이루어진 클로저 구역으로 종료한다. 클로저 구역

에서의 모든 물리섹터는, ZERO ZERO로 설정된 데이터 프레임의 비트 b27 내지 b26을 갖고, 그것은 마치 데이터 구

역인 것처럼 클로저 구역을 식별한다. 버퍼구역 C는, (00)으로 설정된 768개의 물리섹터로 이루어진다. 외부 세션 식

별구역은, 데이터 교환 부분들에 의해 동의된 정보에 대해 예약된 256개의 물리섹터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ECC 블록

으로부터 16개의 물리섹터로 이루어진 각 세트는, 디스크 제어블록(DCB)(도 21 참조) 또는 모두 (00)인 주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다. 이 구역의 콘텐츠는, 마지막 내부 식별구역의 콘텐츠와 동등하다.

1회 기록형 기록매체, 예를 들면 DVD+R 디스크는, 디스크의 내측으로부터 순서적으로 디스크의 외측을 향해 기록

된다. 판독전용장치와의 호환성은, 디스크가 리드인 구역을 갖고, 모든 세션이 폐쇄되었고, 상기 리드인 구역의 시작

과 상기 마지막 클로저 또는 리드아웃 구역의 끝 사이에 블랭크 영역이 없는 경우만 달성될 수 있다.

도 20은 개방 세션 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를 개방 세션에 첨부함으로써 디스크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다. 모든 세션이 폐쇄된 경우, 새로운 세션이 개방된다. 새로운 세션은, 버퍼 구역 A와, 내부 세션 식별구

역의 첫 번째 ECC 블록에서의 SDCB(Session Disc Control Bloc, 도 22 참조)를 기록함으로써 개방된다. 인트로를 

갖는 버퍼 구역 B는 추가로 기록된다. 블랭크 디스크의 첫 번째 세션은, 예약된 구역 2 + 내부 디스크 식별구역의 첫 

번째 ECC 블록의 SDCB를 기록함으로써 개방되고, 블랭크 디스크의 첫 번째 세션일 경우의 리드인 구 역의 버퍼구역

2가 추가로 기록된다. 데이터 구역에 추가된 사용자 데이터는, 이전에 기록된 데이터 구역의 사용자 데이터 또는 이전

에 상기 예약된 영역 중 하나에 기록된 데이터에 즉시 연결된다. 기록된 영역이 예약된 영역보다 선행하면, 추가의 E

CC 블록이 상기 기록된 영역의 첫 번째 ECC 블록에 대해 런인으로서 필요해진다. 추가의 ECC 블록은, 상기 기록된 

영역의 일부로서 간주되어야 함으로, 상기 선행하는 예약된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클로저 구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세션 폐쇄시에, 버퍼구역 C는 외부 세션 식별구역과 함께 기록된다.

더 많은 세션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디스크를 마무리하도로 결정할 수 있다. 디스크가 마무리되고 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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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클로저 구역 대신에 도 17을 참조하여 상술한 것과 같은 리드아웃 구역은 기록된다. 디스크 마무리 후,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도 21은 디스크 제어블록의 일반적인 포맷을 나타낸다. 디스크 제어 ECC 블록(DCB)은, 디스크 상의 구조로서 제공

되어 상기 데이터 교환 부분들간에 교환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포함한다. DCB는 디스크 또는 세션의 내부 및 외부 식

별구역에 기록된다. 모든 DCB는, 첫 번째 40개의 데이터 바이트에 대해 동일한 포맷을 갖는다. 특정 DCB는, 세션(들

)의 상태를 반영시키도록 정의된다. 디스크 제어블록이 갱신되면, 대체용 DCB에는 내부 세션 식별구역에서의 바로 

뒤에 오는 마지막 기록된 DCB가 기록된다. 일단 세션이 폐쇄되었다면, 그 DCB는, 더 이상 갱신될 수 없다. 디스크 제

어블록마다의 주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도 21 참조):

바이트 D0 내지 D3 - 콘텐트 디스크립터

- (00000000)로 설정된 경우 DCB는 미사용된다. 내부 또는 외부 식별구역내의 후속하는 모든 DCB의 콘텐트 디스

크립터는, (00000000)로 설정된다. 나머지 모든 바이트들, 물리섹터 0의 D4 내지 D2047과 물리섹터 1 내지 15의 D

0 내지 D2047는, (00)으로 설정된다.

- (53444300)으로 설정된 경우 이러한 DCB는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세션 DCB(SDCB)이다.

- 콘텐트 디스크립터에 대한 다른 모든 값은 예약되어 있다.

내부 또는 외부 식별블록에 추가된 새로운 DCB 마다 첫 번째 사용가능한 미기록된 DCB 위치에 기록된다.

세션의 내부 식별구역에 (00000000)으로 설정되지 않은 콘텐트 디스크립터를 갖는 각 DCB는, 각각의 세션의 외부 

식별구역에 동일한 DCB를 갖는다. 내부 식별구역의 DCB의 순서는, 외부 식별구역에서의 순서와 동일하다.

바이트 D4 내지 D7 - 미지의 콘텐트 디스크립터 액션들

- 이들 비트는, DCB의 콘텐트 및 용도가 미지일 경우(즉, 콘텐트 디스크립터가 공지된 할당값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

음) 필요한 액션을 지정하도록 제공된다. 이들 바이트는 32개의 개별 비트로 이루어진 필드를 형성한다.

비트 b31 내지 b4는 예약되어 있다. 이들 비트는 모두 ZERO로 설정된다.

비트 b3 DCB 재기록, ONE으로 설정되는 경우, 현재의 DCB를 대체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

은 ZERO로 설정된다.

비트 b2 포맷팅, ONE으로 설정되는 경우, 디스크의 리포맷팅이 허용되지 않거 나 또는 가능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은 ZERO로 설정된다.

비트 b1 DCB 판독보호, ONE으로 설정되는 경우, 이러한 DCB내의 정보는, 드라 이브만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 드라

이브 외측으로 전송되지 않고, 그렇지 않 은 경우 그것은 ZERO로 설정된다.

비트 b0 데이터 구역 기록, ONE으로 설정되는 경우, 레코딩은 데이터 구역 내 에 허용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것은 ZERO로 설정된다.

바이트 D8 내지 D39 드라이브 ID

- 바이트 D8 내지 D39는, DCB를 기록한 드라이브를 식별하는 유일한 디스크립터를포함한다. 이 유일한 드라이브 

식별자의 포맷은 다음과 같다: 바이트 D8 내지 D23은 드라이브의 제조자를 나타낸다. 바이트 D24 내지 D35는 드라

이브의 모델명/타입번호를 나타낸다. 바이트 D36 내지 D39는 드라이브의 유일한 시리얼 번호를 포함한다. 4바이트

는 한 개의 32비트 이진수로 구성된다.

- 바이트 D40 내지 D2047은, 콘텐트 디스크립터 상세이다. 이 바이트들은, 실제 콘텐트 디스크립터 값을 갖는 DCB

에 대한 설명으로 특정되어 있다.

물리섹터 1 내지 15 : 바이트 D0 내지 D2047은 콘텐트 디스크립터 상세이다. 이 바이트들은 실제 콘텐트 디스크립터

값을 갖는 DCB에 대한 포맷 설명으로 특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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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는 세션 디스크 제어 블록(SDCB)의 포맷을 나타낸다. 세션의 리드인/인트로 구역 및 리드아웃/클로저 구역 모

두가 그 세션의 세션 맵을 포함하는 SDCB를 포함한다. 내부 및 외부 세션 식별구역의 SDCB는, 동일하고, 다음과 같

은 콘텐트를 갖는다:

물리섹터 0/바이트 D 0 내지 D 3 -콘텐트 디스크립터. 이들 바이트는 세션 DCB를 나타내고 문자 'SDC'와 버전번호 

0을 나타내는 (53444300)로 설정된다.

물리섹터 0/바이트 D 4 내지 D 7 -미지의 콘텐트 디스크립터 액션. 이 바이트들은, 이러한 DCB가 상기 시스템에 공

지되어 있지 않으면, 그 DCB는 대체되지 않고, 디스크는 리포맷될 수 없고, 데이터 구역에 기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또한 드라이브로부터 호스트 컴퓨터에 DCB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0000000D)로 설

정된다.

물리섹터 0/바이트 D 8 내지 D 39 - 드라이브 ID. 이들 바이트는, 상기 도 21에 특정된 바이트 D 8 내지 D 39 과 같

은 드라이브 ID를 포함한다.

물리섹터 0/바이트 D 40 내지 D 41 -세션 번호. 이들 바이트는, SDCB가 속하는 세션의 시퀀스 번호를 나타낸다. 제 

1 세션은 시퀀스 번호 1을 갖고, 연속적인 각 세션번호는, 1씩 증가된다.

물리섹터 0/바이트 D 42 내지 D 63 -예약됨. 이들 바이트는 예약되고 (00)으로 설정된다.

물리섹터 0/바이트 D 64 내지 D 95 -디스크 ID. 상기 제 1 세션의 리드인 구역의 내부 디스크 식별 구역에 있는 상기

SDCB에서, 이들 32바이트는 디스크의 초기화(제 1 세션의 개방)에서 랜덤하고 통계학상 유일한 256 비트 2진수로 

기록된다. 각기 다음 세션의 인트로에서 내부 세션 식별구역의 SDCB에서, 바이트 D 64 내지 D 95 는 모두 (00)로 설

정된다.

물리섹터 0/바이트 D 96 내지 D 127 -애플리케이션 종속 필드. 이 필드는, 32바이트로 이루어지고, 특정 복제방지 데

이터 등의 정보를 기억할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하기 위해 예약된다. 이러한 설정이 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특정

되지 않은 경우, 그 바이트들은 (00)으로 설정된다.

각 세션에서 이들 바이트는 독립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물리섹터 0/바이트 D 128 내지 D 2047 -세션 항목(SES). 이들 바이트는, 16바이트의 단위로 각각 그룹화된다. 16바

이트의 각 유니트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SES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 현재 세션 내의 예약 영역을 지정하는 예약 영역 항목,

- 이전 세션의 시작과 종료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이전 세션 항목.

미사용된 모든 바이트는 (00)으로 설정된다.

도 23은 예약 영역 항목을 나타낸다. SDCB는 1개 보다 더 많은 예약 영역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예약 영역이 없으

면, 예약 영역 항목이 없다. 새로운 예약 영역이 기존의 개방 세션에 추가되어야 한다면, 마지막 SDCB 바로 뒤에 오는

현재 세션의 내부 식별구역 내에 새로운 SDCB를 기록한다. 그 내부 식별구역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SDCB는, 유효 S

DCB이다. 세션 내의 예약 영역은, 겹쳐지지 않는다. 상기 예약 영역 항목은, 어드레스를 증가시키면서 정돈된다. 이 

도면은, 다음과 같은 예약 영역 항목의 레이아웃을 나타낸다.

바이트 B 0 내지 B 2 : 이들 3바이트는, 항목 타입을 나타내고 문자 'RSV'를 나타내는 (525356)으로 설정된다.

바이트 B 3 : 이 바이트는, 예약 영역의 시퀀스 번호를 지정한다. 상기 세션에서의 제 1 예약영역은, 시퀀스 번호 1을 

갖고, 연속적인 각 예약 영역번호는 1씩 증가된다.

바이트 B 4 내지 B 7 : 이들 4바이트는, 이 항목에 지정된 예약 영역에 속하는 제 1 물리섹터의 PSN을 지정한다.

바이트 B 8 내지 B 11 : 이들 4바이트는, 이 항목에 지정된 예약 영역에 속하는 마지막 물리섹터의 PSN을 지정한다.

바이트 B 12 내지 B 15 : 이들 4바이트는, 예약되어 있고 (00)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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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는 이전 세션 항목을 나타낸다. SDCB는, 현재의 세션 앞에 있는 세션마다 이전 세션 항목을 포함한다. 제 1 세

션의 SDCB는 이전 세션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상기 이전 세션 항목은, 어드레스를 증가시키면서 정돈된다. 이 도

면은, 다음과 같은 이전 세션 항목의 레이아웃을 나타낸다:

바이트 B 0 내지 B 2 : 이들 3바이트는, 항목 타입을 나타내고 문자 'SSN'을 나타내는 (53534E)으로 설정된다.

바이트 B 3 : 이 바이트는, 이 항목에 지정된 이전 세션의 시퀀스 번호를 지정한다.

바이트 B 4 내지 B 7 : 이들 4바이트는, 이 항목에 지정된 이전 세션의 데이터 구역에 있는 제 1 물리섹터의 PSN을 

지정한다.

바이트 B 8 내지 B 11 : 이들 4바이트는, 이 항목에 지정된 이전 세션의 데이터 구역에 있는 마지막 물리섹터의 PSN

을 지정한다.

바이트 B 12 내지 B 15 : 이들 4바이트는, 예약되어 있고 (00)으로 설정된다.

본 발명은 상기 DVD+R을 사용하는 실시예들로 주로 설명하였지만, 유사한 실시예들은 다른 광 기록계에 적합하다. 

또한, 정보매체에 대해 광 디스크를 설명하였지만, 자기 디스크 또는 테이프 등의 다른 매체를 사용하여도 된다. 이때,

본 문서에서 단어 '포함하는'은 열거된 것들 이외의 다른 소자 또는 단계들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고 소자 앞의 단어 'a'

또는 'an'은 상기와 같은 복수의 소자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고, 임의의 참조부호는 청구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본 발

명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두에 의해 행해져도 되고, 일부의 '수단'은 하드웨어의 동일한 항목으로 나타내어도 

된다. 또한,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은 각 신규특징 및 모든 신규특징 또는 상술한 

특징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록매체(11)에 관한 정보를 갖는 디스크 정보영역을 구비한 기록매체(11)의 트랙(9)에 정보를 기록하고, 그 디스크 

정보영역을 판독하는 디스크 정보 판독수단(35)을 구비한 정보기록장치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정보 판독수단(35)은, 확장 정보블록이 적어도 한 개의 추가 파라미터와 그 추가 파라미터의 정의를 나

타낸 블록 버전번호 표시기를 구비한 디스크 정보영역에 있는 적어도 한 개의 확장 정보블록을 판독하도록 배치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록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정보 판독수단(35)은, 디스크 정보영역이 상기 확장 정보블록들의 존재 및 위치를 나타내는 확장 정보 

표시기를 포함한 기록매체(11)의 디스크 정보영역을 판독하도록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록장치.

청구항 3.
선행하는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정보 판독수단(35)은, 디스크 정보영역이 한 개 보다 더 많은 확장 정보블록과, 그 파라미터 블록이 바로 

앞의 확장 정보블록의 연속인 것을 나타내는 확장 정보블록의 블록버전번호의 소정 값을 포함한, 기록매체(35)의 디

스크 정보영역을 판독하도록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록장치.

청구항 4.
선행하는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정보 판독수단(35)은, 디스크 정보영역이 6개의 확장 정보블록을 포함한 기록매체(11)의 디스크 정보영

역을 판독하도록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록장치.

청구항 5.
정보를 기록하는 트랙(9)을 갖고, 기록매체에 관한 정보를 갖는 디스크 정보영역을 포함한 기록매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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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스크 정보영역은, 확장 정보블록이 적어도 한 개의 추가 파라미터와 그 추가 파라미터의 정의를 나타낸 블록 

버전번호 표시기를 포함한 적어도 한 개의 확장 정보블록을 더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11).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영역은, 상기 확장 정보블록의 존재 및 위치를 나타내는 확장 정보 표시기를 더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11).

청구항 7.
제 5 항 및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영역은, 한 개 보다 더 많은 확장 정보블록과, 그 파라미터 블록이 바로 앞의 확장 정보블록의 연속인 것을 

나타내는 확장 정보블록의 블록버전번호의 소정 값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11).

청구항 8.
제 5 항, 제 6 항 및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영역은, 6개의 확장 정보블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11).

청구항 9.
기록매체에 관한 정보를 갖는 디스크 정보영역을 구비한 기록매체(11)의 트랙(9)에 정보를 기록하고, 디스크 정보영

역을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한 정보기록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확장 정보블록이 적어도 한 개의 추가 파라미터와 그 추가 파라미터의 정의를 나타낸 블록 버전번호 표

시기를 구비한 디스크 정보영역에 있는 적어도 한 개의 확장 정보블록을 판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록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디스크 정보영역이 6개의 확장정보블록을 포함하는 기록매체(11)의 디스크 정보영역을 판독하는 단계

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록방법.

청구항 11.
제 9 항 및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디스크 정보영역이 상기 확장정보블록의 존재 및 위치를 나타내는 확장 정보 표시기를 포함한 기록매체

(11)의 디스크 정보영역을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록방법.

청구항 12.
제 9 항, 제 10 항 및 제 1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정보영역이, 한 개 보다 더 많은 확장 정보블록과, 그 파라미터 블록이 바로 앞의 파라미터 블록의 

연속인 것을 나타내는 확장 정보블록의 블록버전번호의 소정 값을 포함한 기록매체(11)의 디스크 정보영역을 판독하

는 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록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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