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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리라이트 가능영역 및 리드전용 영역을 갖는광디스크

요약

기록재생가능한 영역과 재생전용 영역을 갖는 광디스크에 관한 것으로서, 양 영역의 데이타가 혼합되지 
않도록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의 경계영역의 위치맞춤조건을 결정하고 또한 광디스크의 사용
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리라이트 가능영역 및 리드전용 영역이 실질적으로 인접해서 즉 소정의 폭을 갖
는 랜드를 거쳐서 위치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리라이트 가능영역은 선두 에지의 개시트랙 랜드의 단일의 
나선형 패턴과 마지막 에지의 종료트랙 랜드의 단일의 나선형 패턴을 포함하고, 리라이트 가능영역에서 
대략 PA/2만큼 어긋나서 배치된 물리어드레스영역PID의 부분은 개시트랙랜드 및 종료트랙랜드내로 침입하
게 된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기록재생가능한 영역(이하, 리라이트 가능영역이라 한다)과 재생전용 영역(이하, 리드전용 영
역이라 한다)을 갖는 광디스크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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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광디스크상에 리라이트 가능영역 및 리드전용 영역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리라이트 가
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 사이의 경계의 판별방법이다.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 사이의 
경계가 너무 가까우면 양 영역의 데이타가 서로 혼합되기 쉽고, 또 양 영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광디스크의 사용효율이 저하하게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은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양 영역의 데이타가 혼합되지 
않도록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의 경계영역의 위치맞춤조건을 결정하고 또한 광디스크의 사용
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리라이트 가능영역 및 리드전용 영역이 실질적으로 인접해서 즉 소정의 폭을 갖
는 랜드를 거쳐서 위치결정되어 있는 새로운 광디스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1의 국면에 따른 광디스크는 디스크기판상에 원주형상으로 그루
브와 랜드를 교대로 형성해서 이루어진 단일의 나선형 기록트랙을 갖고, 디스크의 1주에 상당하는 그루브
의 기록트랙과 디스크의 1주에 상당하는 랜드의 기록트랙은 특정 전이점에서 반경방향으로 서로 교대로 
접속되어 있고, 기록트랙의 트랙피치Pa가 λ/NA미만의 값이고, 특정 개구NA의 렌즈를 사용해서 파장λ의 
레이저빔을 기록막에 방사하여 국소적 물리변화에 의해 생성된 마크에 의해 데이타를 기록하는 제1의 데
이타 기록영역을 갖는 리라이트 가능영역 및 광디스크상에 일련의 피트를 형성하는 것에 의해 소정의 정
보를 미리 기록하고, 나선형 기록트랙의 트랙피치Pb가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나선형 기록트랙의 트랙피치
Pa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2의 데이타 기록영역을 갖는 리드전용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리라이트 가능영
역은 어드레스정보를 나타내는 엠보싱피트가 프리포맷된 제1의 헤더영역과 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제1의 
데이타 기록영역을 각각 포함하는 기록섹터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1의 헤더영역은 적어도 섹터어드레스정
보를 저장하는 어드레스영역Pid를 포함하는 물리어드레스영역PID를 포함하고, 상기 물리어드레스영역PID
는 2K(K는 정의 정수)회 반복되고, 상기 2K의 물리어드레스영역PID를 선두부터 순서대로 PID1, … , PIDK, 

PIDK+1, …, PID2K로 했을 때, 전반부 PID1, …, PIDK는 그루브 기록섹터의 트랙에서 대략 Pa/2만큼 디스크

의 제1의 반경방향으로 어긋나서 배치되고, 후반부 PIDk+1, …, PID2K는 그루브 기록섹터의 트랙에서 대략 

Pa/2만큼 디스크의 제2의 반경방향으로 어긋나서 배치되며, 상기 리라이트 가능영역은 선두 에지의 개시
트랙 랜드의 단일의 나선형 패턴과 마지막 에지의 종료트랙 랜드의 단일의 나선형 패턴을 포함하고, 리라
이트 가능영역의 트랙에서 대략 Pa/2만큼 어긋나서 배치된 물리어드레스영역PID의 부분은 개시트랙랜드 
및 종료트랙랜드내로 침입하게 된다.

본 발명의 제1의 국면에 의하면, 광디스크의 리라이트 가능영역 및 리드전용 영역 사이의 경계는 경계선
에 인접하는 리라이트 가능영역측의 개시트랙랜드 또는 종료트랙랜드를 포함하고, 상기 랜드의 표면레벨
은 경계선의 리드전용 영역측의 레벨과 동일하다.      그 결과, 리라이트 가능영역 과 리드전용 영역 사
이의 경계선은 그루브와 접촉하지 않게 된다.     이것에 의해,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그루브의 기록마크
가 리드전용 영역의 엠보싱 마크와 잘못해서 혼용되는 일은 없게 된다.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트랙에서 대략 Pa/2만큼 어긋나서 배치된 물리어드레스영역PID의 부분은 개시트랙랜
드 또는 종료트랙랜드내로 침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게 어긋나서 배치된 부분은 리드전용 영역내
로 침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물리어드레스영역PID의 데이타와 리드전용 영역의 엠보싱마크 사이에 
크로스토크가 발생하는 일이 없게 된다.       

본 발명의 제2의 국면에 있어서, 제1의 국면의 광디스크는 또 개시트랙랜드와 인접하는 리드전용 영역 사
이에 배치된 소정 폭의 추가 랜드와 종료트랙랜드와 인접하는 리드전용 영역 사이에 배치된 소정 폭의 다
른 추가 랜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2의 국면에 따르면, 추가 랜드를 삽입하는 것에 의해,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 
사이의 크로스토크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추가 랜드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트랙과 리드전용 영역의 트랙 사이의 위치맞춤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추가 랜드를 검출하는 
하는 것에 의해,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 사이를 판별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제3의 국면에 있어서, 제1의 국면의 광디스크는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이 적어도 
광디스크의 중심측의 인입(lead-in)영역내에 형성되도록 구성되고, 상기 리드전용영역은 제어데이타가 미
리 기록되어 있는 제어데이타존이다.

본 발명의 제3의 국면에 의하면,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은 적어도 광디스크 중심의 인입영역
에 형성된다.     이 때문에, 제어데이타존으로서 사용되는 리드전용 영역에 있어서 개시트랙랜드 또는 
종료트랙랜드로의 데이타의 라이트를 방지하는 제어데이타를 부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4의 국면에 있어서, 제3의 국면의 광디스크는 상기 제어데이타가 상기 개시트랙랜드와 종료
트랙랜드로의 데이타의 기록을 방지하기 위한 데이타를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본 발명의 제4의 국면에 의하면, 리드전용 영역에서 리드한 데이타는 개시트랙랜드 또는 종료트랙랜드에 
데이타가 라이트되는 일이 절대로 없으므로 리라이트 가능영역으로부터의 데이타와 혼합되지 않게 된다.

본 발명의 제5의 국면에 있어서, 제1의 국면의 광디스크는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 사이의 전
이(경계)가 대략 전이선에서 발생하도록 구성된다.

본 발명의 제5의 국면에 의하면,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의 모든 트랙의 선두에지가 전이선을 
따라서 배열된다.      이 때문에, 트랙의 시크(seek) 및 트랙의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 사이의 전이가 발생하는 위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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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6의 국면에 있어서, 제1의 국면의 광디스크는 레이저빔의 파장λ가 650㎚이고 렌즈 개구NA가 
0. 6일 때 트랙피치Pa와 트랙피치Pb가 0. 74㎛이고, 변조방식은 8데이타비트를 16채널 비트로 변조하여 
최단 기록마크를 3채널 비트로 하고 최장 기록마크를 11채널비트로 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구성된다.

또, 본 발명의 제6의 국면에 의하면, 소형이고 디스크의 공간을 낭비하지 않는 충분한 데이타 포맷을 실
현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제7의 국면에 있어서, 광디스크는 디스크기판상에 원주형상으로 그루브와 랜드를 교대로 형성
해서 이루어진 단일의 나선형 기록트랙을 갖고, 디스크의 1주에 상당하는 그루브의 기록트랙과 디스크의 
1주에 상당하는 랜드의 기록트랙은 특정 전이점에서 반경방향으로 서로 교대로 접속되어 있고, 기록트랙
의 트랙피치Pa가 λ/NA미만의 값이고, 특정 개구NA의 렌즈를 사용해서 파장λ의 레이저빔을 기록막에 방
사하여 국소적 물리변화에 의해 생성된 마크에 의해 데이타를 기록하는 제1의 데이타 기록영역을 갖는 리
라이트 가능영역 및 광디스크상에 일련의 피트를 형성하는 것에 의해 소정의 정보를 미리 기록하고, 나선
형 기록트랙의 트랙피치Pb가 상기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나선형 기록트랙의 트랙피치Pa와 실질적으로 동일
한 제2의 데이타 기록영역을 갖는 리드전용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리라이트 가능영역은 어드레스정보를 
나타내는 엠보싱피트가 프리포맷된 제1의 헤더영역과 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제1의 데이타 기록영역을 
각각 포함하는 기록섹터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1의 헤더영역은 적어도 섹터어드레스정보를 저장하는 어드
레스영역Pid를 포함하는 물리어드레스영역PID를 포함하고, 상기 물리어드레스영역은 2K(K는 정의 정수)회 
반복되고, 상기 2K의 물리어드레스영역PID를 선두부터 순서대로 PID1, … , PIDK, PIDK+1, …, PID2K로 했을 

때, 전반부 PID1, …, PIDK는 그루브 기록섹터의 트랙에서 대략 Pa/2만큼 디스크의 제1의 반경방향으로 어

긋나서 배치되고, 후반부 PIDk+1, …, PID2K는 그루브 기록섹터의 트랙에서 대략 Pa/2만큼 디스크의 제2의 

반경방향으로 어긋나서 배치되며, 상기 리라이트 가능영역은 상기 리드전용 영역에 인접해서 배치되어 있
고, 여러개의 트랙과 대략 동일한 폭을 갖는 랜드가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본 발명의 제8의 국면에 있어서, 광디스크는 디스크기판상에 원주형상으로 그루브와 랜드를 교대로 형성
해서 이루어진 단일의 나선형 기록트랙을 갖고, 디스크의 1주에 상당하는 그루브의 기록트랙과 디스크의 
1주에 상당하는 랜드의 기록트랙은 특정 전이점에서 반경방향으로 서로 교대로 접속되어 있고, 기록트랙
의 트랙피치Pa가 λ/NA미만의 값이고, 특정 개구NA의 렌즈를 사용해서 파장λ의 레이저빔을 기록막에 방
사하여 국소적 물리변화에 의해 생성된 마크에 의해 데이타를 기록하는 제1의 데이타 기록영역을 갖는 리
라이트 가능영역 및 광디스크상에 일련의 피트를 형성하는 것에 의해 소정의 정보를 미리 기록하고, 나선
형 기록트랙의 트랙피치Pb가 상기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나선형 기록트랙의 트랙피치Pa와 실질적으로 동일
한 제2의 데이타 기록영역을 갖는 리드전용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의 
전이는 대략 전이선에서 발생한다.

본 발명의 제9의 국면에 있어서, 제8의 국면의 광디스크는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그루브피치가 리드전용 
영역의 엠보싱마크의 피치의 2배로 되도록 구성된다.

본 발명의 제9의 국면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리드전용 영역에 사용된 동일한 기록밀도로 리라이트 가능영
역에 데이타를 기록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이하, 본 발명은 상세한 설명 및 첨부도면에 따라서 더욱 명확하게 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광디스크의 평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광디스크의 섹터의 경사부분 확대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광디스크상의 트랙배치를 도시한 평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광디스크에 있어서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 사이의 전이
선 주위의 영역을 도시한 확대 평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광디스크의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어드레스영역의 확대도, 

도 6은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섹터의 데이타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리드전용 영역의 섹터의 데이타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광디스크의 재생회로의 블럭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광디스크의 경사부분 확대 단면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광디스크의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 사이의 전이선 주
위의 영역을 도시한 확대 평면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리드전용 영역의 섹터의 데이타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광디스크의 재생회로의 블럭도.

실시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사용해서 기술한다.

실시예 1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1)의 평면도이다.     광디스크(1)은 디스크의 내주측부터 순서대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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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또는 재생가능한 리라이트 가능영역(2), 재생만 가능한 리드전용 영역(3), 리라이트 가능영역(4), 리
드전용영역(6), 리라이트 가능영역(7)을 포함한다.

디스크의 내주측의 인입(lead-in)영역(5)는 리라이트 가능영역(2), 리드전용 영역(3), 리라이트 가능영역
(4)으로 구성된다.     인입영역(5)의 리라이트 가능영역(3), (4)는 광디스크의 기록특성의 시험에 사용
되고, 리드전용 영역(3)은 광디스크(1)의 특성 및 포맷을 기록하는 영역이다.

데이타영역(8)은 인입영역(5)의 외주측에 위치되어 있고, 리드전용 영역(6)  및 리라이트 가능영역(7)로 
구성된다.      이 데이타영역(8)에는 음성데이타 및 영상데이타를 라이트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디스크포맷은 단지 광디스크(1)에 사용할 수 있는 리라이트 가능영역 및 리드전용 영역의 
배치의 1예로서 나타낸 것이다.     광디스크(1)에는 내주측에서 외주측을 향해 나선형 트랙이 배치되어 
있다.      리라이트 가능영역에서는 나선형 트랙에 데이타를 기록할 수 있고 또한 나선형 트랙에서 데이
타를 재생할 수 있으며, 리드전용 영역에서는 이 트랙에서 데이타를 재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예의 트랙피치는 0. 74㎛인 것으로 한다.

도 2는 반사율이 n인 기판(10)상에 형성된 리라이트 가능영역(2) 및 리드전용 영역(3)과 이들 사이의 경
계영역을 도시한 상세도이다.     리라이트 가능영역(2)는 디스크의 기준면과 동일한 레벨에 트랙을 따라 
연장하는 랜드(11)과 트랙을 른 패턴으로 연장하고 또한 기준면 아래의 깊이Dp로 움푹패인 그루브(12)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깊이Dp는 0. 07㎛이다.      랜드(11)과 인접하는 그루브
(12) 사이의 피치Pa 즉 랜드(11)의 중심선과 그루브(12)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는 0. 74㎛인 것으로 한다.     
이것은 랜드(11)과 그루브(12) 사이의 피치가 트랙피치의 2배 즉 1. 48㎛인 것을 의미한다. 

상변화기록막(16)은 랜드(11)과 그루브(12)의 표면에 배치되어 있다.     광원(17)로부터의 레이저빔을 
방사하고 특정 개구NA의 렌즈(18)을 사용해서 레이저빔을 기록막(16)상에 집광해서 입사영역에서의 반사
율로 국소적 변화와 같은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의해 2진화 기록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국
소적 입사영역과 물리적 변화를 이하 '기록마크'(13)이라 한다.      기록마크(13)은 동일 영역에 제어된 
강도의 레이저빔을 재차 방사하는 것에 의해 리라이트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레이저빔의 파장λ는 650㎚이고, 렌즈(18)의 개구NA는 0. 6이다.     
또한, 광디스크기판(10)의 반사율n은 대략 1. 5인 것이 바람직하다.      피치Pa는 λ/NA 이하의 값이다.

그리고, 랜드와 그루브는 레이저빔이 트랙킹할 수 있도록 리라이트 가능영역에 있어서 교대로 배치되어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드전용 영역(3)은 디스크 기준면과 동일한 레벨의 랜드면(14)와 트랙을 따른 
패턴으로 배열된 랜드면(14)내의 여러개의 엠보싱마크(15)로 구성된다.     엠보싱마크(15)는 예를 들어 
피트이다.       엠보싱마크(15)는 광디스크(1)상에 형성되므로, 광디스크 사용자는 엠보싱마크(15)에 대
해 소거 또는 오버라이트를 할 수 없다.      인접하는 엠보싱마크(15) 사이의 피치Pb는 0. 74㎛이다.

리드전용 영역(3)에 인접하는 리라이트 가능영역(2)의 최종 트랙(종료트랙)은 항상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랜드(11)이다.     이러한 랜드를 종료트랙 랜드(11a)라고 한다.     이 종료트랙랜드(11a)로의 데
이타의 기록은 금지된다.      이러한 종료트랙랜드(11a)로의 데이타의 기록 금지는 디스크 버전의 프로
토콜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다.       디스크  버전은  인입영역(5)의  리드전용  영역(3)에  기록된다.       
또,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리드전용 영역(3)에 인접하는 리라이트 가능영역(4)의 최초의 트랙(개시트
랙)은 랜드(개시트랙랜드(11s)라고 한다)로서, 마찬가지로 데이타의 기록이 금지되어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의 리라이트 가능영역은 리라이트가능한 트랙이 항상 그루브로 시작해서 항
상 그루브로 끝나도록 디스크의 1주마다 교대로 배치된 그루브 및 랜드로 구성된다.      또한, 개시트랙
랜드(11s)는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첫 번째의 리라이트가능한 그루브트랙의 바깥쪽인 내주측에 마련되고, 
종료트랙랜드(11a)는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마지막의 리라이트가능한 그루브 트랙의 바깥쪽인 외주측에 마
련되고,  개시트랙랜드(11s)  및  종료트랙랜드(11a)로의 데이타의 기록은 금지된다.       개시트랙랜드
(11s) 및 종료트랙랜드(11a)는 이 개시트랙랜드(11s) 및 종료트랙랜드(11a)에 각각 인접하는 리드전용 영
역의 그루브트랙에서 트랙폭의 1/2만큼 오프셋되어 있는 전반부의 헤더(24) 또는 후반부의 헤더(25)를 포
획(capturing)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다. 

도 3은 리라이트 가능영역(2) 및 리드전용 영역(3)의 확대 평면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
주측에서 외주측으로 단일의 나선형 트랙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랜드(11)과 그루브
(12)는 리라이트 가능영역(2)에 교대로 배치되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랜드(11)이 임의의 전이선
(경계선)(26)에서 개시해서 트랙을 일주한 후 재차 전이선(26)까지 되돌아온다.     그 후, 그루브(12)가 
개시해서 트랙을 일주한 후 마찬가지로 전이선(26)으로 되돌아온다.      그 후, 랜드(11)이 재차 개시해
서 트랙 주위를 순회한다.      이 전이선(26)은 내주측에서 반경방향으로 연장하여 랜드(11)과 그루브
(12) 사이의 전이를 규정하는 가상선이다.      또한, 종료트랙랜드(11)과 이것을 따르는 리드전용 영역
(3)의 선두의 전이는 이 전이선(26)에서 발생한다.    이것에 의해,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 
사이의 전이는 항상 전이선(26)에서 발생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일련의 엠보싱마크(15)는 리드전용 
영역(3)의 나선형 트랙에 형성된다.

그리고, 리라이트 가능영역 및 리드전용 영역의 각 트랙의 선두에지는 전이선(26)을 따라서 배열된다.      
이것에 의해, 트랙의 시크와 트랙의 관리를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리라이트 가능영역 
및 리드전용 영역의 전이가 발생하는 위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다.

도 4는 전이선(26) 근방의 리라이트 가능영역(2), 리드전용 영역(3) 및 리라이트 가능영역(4)의 영역을 
도시한 확대평면도이다.      전이선(26)에서 개시해서 각 트랙은 1주당 N개(N은 정의 정수로서, 17이
다)의 섹터(23)으로 분할된다.  리라이트 가능영역(2)에 있어서 섹터(23)은 섹터 선두의 헤더영역(21) 및 
후속하는 데이타 기록영역(22)와 이들 사이의 미러영역으로 구성된다.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리드전용 영역(3)은 또 헤더영역(31)과 데이타 기록영역(32)로 구성된다.       리라이트 가능영역(2)의 
헤더영역(21)과 데이타 기록영역(22)는 각각 제1의 헤더영역과 제1의 데이타 기록영역이라고 하고,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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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영역(3)의 헤더영역(31)과 데이타 기록영역(32)는 각각 제2의 헤더영역과 제2의 데이타기록영역이라
고 한다.

제1의 헤더영역(21)은 또 전반부의 헤더(24)와 후반부의 헤더(25)로 분할된다.      전반부의 헤더(24)는 
상기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바람직한 트랙피치를 사용해서 중심선에서 그루브(12)의 중심선의 한쪽으
로 대략 트랙피치의 1/2 즉 0. 37㎛만큼 어긋나서 배치되어 있고, 후반부의 헤더(25)는 상기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바람직한 트랙피치를 사용해서 중심선에서 그루브(12)의 중심선의 다른쪽으로 대략 트랙피치
의 1/2 즉 0. 37㎛만큼 어긋나서 배치되어 있다.     이하, 제1의 헤더영역(21)의 구성에 대해서 더욱 상
세하게 설명한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반부의 헤더(24)는 인접해서 배치된 제1의 영역PID1 및 제2의 영역PID2로 구
성되고, 후반부의 헤더(25)는 인접해서 배치된 제3의 영역PID3 및 제4의 영역PID4로 구성된다.     제1∼
제4의 판별부호 및 섹터어드레스는 각각 제1∼제4의 영역에 기록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섹터어
드레스는 런렝스가 제한된 변조방식을 사용해서 변조된다.

도 6에 리라이트 가능영역에 기록된 특정 데이타 구조를 도시한다.     이하, 우선 제1의 헤더영역(21)의 
신호포맷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1의 영역PID1은 재생용 동기화클럭을 생성하고 검출타이밍을 판정하
는 단일주파수 패턴영역VFO1, 헤더재생시의 바이트 동기화 및 검출타이밍 개시를 위한 어드레스마크AM, 
섹터어드레스정보를 저장하는 어드레스영역Pid1, 어드레스영역내의 에러 검출용 부호를 저장하는 어드레
스 에러검출영역IED1 및 변조 완결용 포스트앰블영역PA로 구성된다.    

또, 제2의 영역PID2도 단일 주파수 패턴영역VFO2, 어드레스마크영역AM, 어드레스영역Pid2, 어드레스에러
검출영역IED2 및 포스트앰블영역PA로 구성된다.

또한, 제3의 영역PID3도 단일 주파수 패턴영역VFO1, 어드레스마크영역AM, 어드레스영역Pid3, 어드레스에
러검출영역IED3 및 포스트앰블영역PA로 구성된다.

또, 제4의 영역PID4도 단일 주파수 패턴영역VFO2, 어드레스마크영역AM, 어드레스영역Pid4, 어드레스에러
검출영역IED4 및 포스트앰블영역PA로 구성된다.

여기에서는 8데이타비트를 16채널비트로 맵핑하는 변조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최단기록마크는 3채널
비트이고 최장 기록마크는 11채널비트이다.

단일주파수 패턴영역VFO는 특정 반복 비트패턴 예를 들어 00010001로 기록되고, 단일주파수 패턴영역VFO1
의 기간동안 재생회로의 발진회로(도 8에 도시한 PLL회로(152))에 의해 생성된 재생클럭의 동기화에 사용
된다.      단일주파수 패턴영역VFO1의 길이는 동기화에 필요로 되는 기록마크수의 에지를 나타내는데 필
요로 되는 길이이며, 36바이트인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한 특정 패턴이 단일주파수 패턴영역VFO2에  반복해서 기록되면,  그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패턴영역
VFO2내의 재생클럭의 재동기화에 필요로 되는 기록마크수의 에지를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단일주파수 패턴영역VFO2의 길이는 8바이트인 것이 바람직하다.

어드레스마크영역AM은 변조된 비트열에 나타나지 않는 길이의 기록마크의 채널비트패턴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로 되고 또한 변조방식의 최장 기록마크보다 길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어드레스마크AM의 길이
는 3바이트인 것이 바람직하다.

어드레스영역Pid1, Pid2, Pid3 및 Pid4는 기록섹터어드레스를 기록하고, 그의 길이는 4바이트인 것이 바
람직하다.

어드레스 에러검출영역IED1, IED2, IED3 및 IED4는 어드레스영역Pid의 재생에러를 주지의 최대 에러검출
율로 검출할 수 있는 길이이고, 2바이트인 것이 바람직하다. 

포스트앰블영역PA는 변조방식에서 필요로 되는 최대 길이보다 길고 또한 기록마크를 완결할 수 있는 길이
이다.    각 포스트앰블영역PA는 1바이트인 것이 바람직하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미러영역(121)은 제1의 헤더영역(21)에 후속한다.  이 미러영역M(121)은 그루
브 또는 엠보싱마크가 형성되는 평면영역이고, 예를 들어 트랙킹 어긋남을 보정하는데 사용된다.

제1의  데이타  기록영역(22)는  갭영역GAP(122),  제1의  가드데이타영역GUARD, 단일주파수패턴영역
VFO3(124),  예비동기화영역PRE·SYNC,  데이타영역DATA(125),  포스트앰블영역PA, 가드데이타영역(126),버
퍼영역BUFFER(128)로 구성된다.     갭영역(122),  제1의 가드데이타영역, 단일주파수패턴영역VFO3(124) 
및 예비동기화영역은 모두 제1의 버퍼영역을 구성하고, 가드데이타영역(126)과 버퍼영역(128)은 모두 제2
의 버퍼영역을 구성한다.

신호데이타는 갭영역(122)에 라이트되지 않고, 레이저파워 조정용으로 사용된다.

제1 및 제2의 가드데이타영역(126)은 기록데이타의 전후에 배치되어 반복된 기록 및 재생에 의한 매체 열
화를 보상한다.

광디스크 기록매체는 동일 위치에 동일 데이타를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에 의해 열화되기 쉽다.     이와 
같은 보상을 실행하기 위해, 데이타영역내의 데이타의 기록위치가 시프트되도록 데이타영역 전후의 가드
데이타영역(126)의 길이를 조정한다.     각 가드데이타영역의 길이는 제1 및 제2의 가드데이타영역의 총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정된다.

단일주파수패턴영역VFO3(124)는 특정 패턴 즉 변조부호의 소정의 펄스폭의 인접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재
생회로의 발진회로(도 8에 도시된 PLL(152))의 발진주파수 설정을 위해 기록되는 영역이다.

예비동기화영역은 데이타영역의 선두를 검출하는 동기화신호로서 높은 자기상관을 갖는 부호패턴을 저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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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영역(125)는 에러정정부호를 포함하는 사용자데이타가 사용자에 의해 기록되는 영역이다.     데이
타영역(125)는 소거 및 리라이트가 가능하다.

포스트앰블영역PA는 변조방식에서 필요로 되는 최대 길이보다 길고 또한 기록마크를 완결할 수 있는 길이
이다.      포스트앰블영역PA는 1바이트인 것이 바람직하다.

버퍼영역(128)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영역 즉 블랭크이다.     버퍼영역(128)은 기록된 데이타
의 종단이 다음의 헤더영역과 오버랩되지 않도록 광디스크(1)의 회전지터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타이밍 오
프셋을 흡수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미러영역(121)의 용량은 2바이트이고, 갭영역(122)는 
10바이트이고, 단일주파수패턴영역VFO3(124)는 35바이트이고, 데이타영역(125)는 2418바이트이고, 포스트
앰블영역PA는 1바이트이고, 버퍼영역(128)은 40바이트이다.      제1 및 제2의 가드데이타영역의 총합 사
이즈는 60바이트로 일정하며, 제1의 가드데이타영역에는 19±4바이트가 할당되고, 제2의 가드데이타영역
에는 41±4바이트가 할당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데이타영역의 위치가 시프트되도록 제1 및 제2의 가드데
이타영역의 길이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갭영역 및 버퍼영역의 길이를 조정하는 것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리드전용 영역의 헤더영역 즉 상기한 제2의 헤더영역의 신호포맷을 도 7에 도시하고, 이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제2의 헤더영역(31)은 제1의 헤더영역(21)과 데이타배치 및 데이타용량이 동일하고, 동
일한 변조방식으로 변조된 데이타가 라이트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2바이트의 미러영역(130)이 제2의 헤더영역(31)에 후속하고, 또 이것에 후속해서 제2의 
데이타기록영역(32)가 마련되어 있다.    이하, 이 제2의 데이타기록영역(32)의 포맷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데이타영역(131)에는 엠보싱피트열을 사용해서 소정의 정보가 미리 기록된다.     그 결과, 이 데이타영
역(131)은 리드전용영역으로 된다.

포스트앰블영역PA는 변조방식에서 필요로 되는 최대 길이보다 길고 또한 기록마크를 완결할 수 있는 길이
이다.     포스트앰블영역PA는 1바이트인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제2의 데이타기록영역(32)에는 디스크의 제조시에 엠보싱피트열을 형성하는 것에 의해 기록된다.     
이것을 사용자가 다수회 기록 및 소거할 수 있는 제1의 데이타 기록영역(22)와 대비한다.      그 결과, 
제2의 데이타기록영역(32)의 기록조건은 제1의 데이타기록영역(22)의 기록조건보다 더 안정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제2의 데이타기록영역(32)에서는 제1의 데이타기록영역(32)내의 갭영역(122), 가드데이타영역
(126) 및 버퍼영역(128)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2의 데이타기록영역(32)의 길이를 제1의 데이타기록영역(22)의 길이와 동일하게 하고 또한 제2
의 데이타기록영역(32)의 데이타영역(131)을 제1의 데이타기록영역(22)의 데이타영역(125)와 동일하게 하
기 위해서, 제1의 버퍼영역에 상당하는 위치의 제2의 데이타기록영역(32)에 제1의 더미데이타블럭을 삽입
하고, 제1의 데이타기록영역(22)의 제2의 버퍼영역에 상당하는 위치에는 제2의 더미데이타블럭을 삽입한
다.

도 7에 도시된 데이타포맷에 있어서, 28바이트의 제1의 패딩영역 및 1바이트의 포스트앰블영역PA가 제1의 
더미영역으로서 부가된다.      이 패딩영역과 포스트앰블 영역은 제1의 데이타기록영역(22)의 갭영역과 
제1의 가드데이타영역에 상당한다.     또, 상술한 바와 같이 가드데이타영역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으므
로, 이 제1의 더미영역의 위치를 가드데이타영역의 가변범위의 세로중심으로 조정할 수 있다.     포스트
앰블영역은 적어도 변조방식에서 필요로 되는 길이정도의 길이(1바이트)이고, 기록부호와 기록마크를 완
결할 수 있는 패턴이 기록된다.    제1의가드데이타영역의 예비동기화영역(3바이트)와 단일주파수 패턴영
역VFO(35바이트)에 기록된 동일한 패턴이 제1의 더미영역의 예비동기화영역(3바이트)와 단일주파수패턴영
역VFO(35바이트)에 기록된다.

80바이트의 제2의  패딩영역과 다른 1바이트의 포스트앰블영역이 데이타영역(131)의  포스트앰블영역PA에 
후속해서 부가되어 제2의 데이타 기록영역(32)에 제2의 더미영역을 형성한다.      이 제2의 패딩영역 및 
포스트앰블영역은 제1의 데이타기록영역(22)의 제2의 가드데이타영역 및 버퍼영역에 상당한다.      제1
의 더미영역과 마찬가지로, 이 제2의 더미영역의 위치도 대응하는 가드데이타영역의 가변범위의 세로중심
으로 조정된다.     이 포스트앰블영역도 변조방식에서 필요로 되는 길이정도의 길이(1바이트)이고, 기록
부호 및 기록마크를 완결할 수 있는 길이이다.

제1의 패딩영역 및 제2의 패딩영역에는 특정의 소정 패턴이 기록된다.     이 패턴은 예를 들어 단일주파
수패턴영역VFO에 기록된 패턴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주기로 반복해서 반전되는 단일주파수패턴 즉 데이타
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 패턴으로 될 수 있다.

또, 도 4를 참조해서, 레이저빔의 리드스폿이 화살표A1으로 표시된 랜드트랙상을 주행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레이저스폿이 디스크를 거의 일주하면, 화살표A2로 표시된 위치로 진행되고, 전이선(26)에 
도달하게 된다.     레이저스폿이 전이선(26)을 통과하면, 레이저스폿은 화살표B1의 방향으로 그루브트랙
을 추적한다.      레이저스폿이 디스크를 다시 한번 일주하면 화살표B2로 진행하게 되고, 그 후 재차 전
이선(26)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레이저스폿은 상기한 바와 같이 리라이트 가능영역(2)의 종료트
랙이 랜드(11)로 되도록 구성된 리라이트 가능영역(2)에 있어서 디스크의 1주마다 랜드트랙과 그루브트랙
을 교대로 추적한다.        레이저스폿은 랜드(11)의 종단에 도달하면 전이선(26)의 리드전용 영역(3)으
로 들어간다.     또한, 이 때, 리라이트 가능영역(2)의 종료트랙에는 기록마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리드전용영역(3)에서 리라이트 가능영역(4)까지의 전이부에 있어서 리라이트 가능영역(4)의 개시트랙
은 랜드(11)이고, 이 랜드(11)로의 데이타의 라이트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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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도 6 및 도 7에 도시한 신호포맷이 라이트되어 있는 광디스크를 재생하기 위한 광디스크 재생장치
의 개략적인 블럭도이다.     도 8에 있어서, 트랙(139)는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1)상의 그루브(12)의 
트랙 또는 랜드(11)의 트랙중의 어느 하나이다.      트랙에서 반사된 광은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기록마
크 또는 리드전용 영역의 엠보싱피트에서 반사된 광을 재생신호로 변환하는 분할형 광검출기(140)에 의해 
검출된다.      분할형 광검출기(140)의 출력의 총합신호는 증폭기(141)을 동작시키는 것에 의해 출력되
고, 증폭기(142)를 동작시키는 것에 의해 차동신호가 출력된다.     셀렉터스위치(143)은 총합신호 및 차
동신호를 선택적으로 디지탈화회로(144)로 통과시킨다.

차동신호는 엔벌로프 검출기(145)에 의해 검출되고, 차동신호가 특정 스레시홀드값까지 상승하면 엔벌로
프검출기(145)는 셀렉터스위치(143)을 전환시켜 차동신호를 출력하도록 한다.     차동신호는 제1의 헤더
영역(21)에서만 이 스레시홀드까지 상승하므로, 셀렉터스위치(143)은 제1의 헤더영역(21)을 재생하는 경
우에만 차동신호를 출력한다.  차동신호는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제1의 데이타기록영역(22)내 및 리드전용
영역 전체에서 이 스레시홀드값이하로 되므로, 셀렉터스위치(143)은 이들 영역으로부터의 재생시에 총합
신호를 출력한다.

디지탈화회로(144)는 총합신호 및 차동신호에 따라서 설정된 스레시홀드값에서 동작하여 재생신호를 디지
탈화한다.     그 후, PLL(152)는 디지탈신호에서 재생클럭을 추출하고, 헤더영역을 재생하는 PID재생회
로(153)으로 클럭을 공급한다.     타이밍신호 생성기(154)는 사용자 데이타 리드시에 사용되는 게이트신
호를 생성하고, 그 후 디지탈신호를 복조기(155)에서 2진데이타로 복조한다.

실시예 2

본 발명에 따른 리라이트 가능영역 및 리드전용 영역을 포함하는 광디스크의 제2의 실시예를 도 9 및 도 
10에 도시한다.      제2 실시예에 따른 광디스크는 종료트랙랜드(11a) 및 개시트랙랜드(11s)에 인접하는 
추가 랜드(11b) 및 (11c)를 배치하고, 또 리드전용 영역에 있어서 데이타의 포맷을 변경하는 점에 있어서 
제1 실시예의 광디스크와 다르다.

이하, 추가 랜드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추가 랜드(11b) 및 (11c)로는 어떠한 종류의 데이타의 
기록도 금지된다.      이와 같은 데이타의 기록금지는 인입영역(5)의 리드전용 영역(3)에 이와 같은 기
록의 금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기록하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도 9에 도시한 예에 있어서, 추가 랜드(11b) 및 (11c)의 폭Pc는 3. 26㎛이다.    그러나, 이 폭Pc는 단지 
1예로서 그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적당하게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
어서, 폭Pc는 0. 68㎛∼5. 42㎛의 범위내에서 선택된다.      또, 종료트랙랜드(11a)와 추가 랜드(11b)는 
모두 '접속존'이라고 불리며, 개시트랙랜드(11s)와 추가 랜드(11c)도 접속존이라고 불린다.      접속존
은 고반사율의 미러영역이다.

추가 랜드(11b) 및 (11c)를 마련하는 것에 의해, 디스크 제조시에 각인기구의 조정이 간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디스크 제조시에 각인기구는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그루브 및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제1의 레
이저와 리드전용 영역의 엠보싱마크를 생성하는 제2의 레이저를 사용한다.      도 2 및 도 4에 도시한 
광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추가 랜드(11b) 및 (11c)를 마련하지 않으면, 종료트랙랜드(11a)에 있어서 디스크
의 1주내에 제1의 레이저에서 제2의 레이저로의 전환이 필요로 되고, 또 제1의 레이저를 사용하는 리라이
트 가능영역내에 형성된 트랙과 제2의 레이저를 사용하는 리드전용 영역내에 형성된 트랙의 위치맞춤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제1 및 제2의 레이저의 빔스폿의 위치맞춤시에 고정밀도가 필요하
게 된다.      그러나, 추가 랜드를 마련하면, 제1의 레이저에서 제2의 레이저로의 변경을 위한 추가의 
시간이 필요없고, 또 제1의 레이저를 사용하는 리라이트 가능영역내에 형성된 트랙과 제2의 레이저를 사
용하는 리드전용 영역내에 형성된 트랙 사이의 위치맞춤을 정확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재
생시에 시크(탐색)동작에 의해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 사이의 이동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내에서의  트랙의  위치맞춤을  정확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접속존에 있어서 트랙킹 제어가 부가되지 않는다.

또, 추가 랜드(11b) 및 (11c)의 폭은 트랙피치의 약 10배에 이르고, 추가 랜드(11b) 및 (11c)의 모든 영
역은 미러영역이다.     따라서, 시크동작시에 추가 랜드를 검출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     추가 랜드
는 각각의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 사이에 배치되므로, 광헤드가 추가 랜드를 통과하는 시점
이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 사이의 전이점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광디스
크의 내주측상에 배치된 제1의 영역이 리라이트 가능영역인 경우, 추가 랜드를 1회 검출하는 것만으로 리
라이트 가능영역이나 리드전용 영역에 광헤드가 현재 위치되어 있는지를 용이하게 검출할 수 있다.

리라이트 가능영역에는 푸시풀 트랙킹 제어가 사용되고 리드전용 영역에는 위상차 트랙킹제어가 사용되므
로, 추가 랜드로부터의 검출신호는 특히 트랙킹 제어 전환신호로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추가 랜드(11b) 및 (11c)를 마련하는 것에 의해 리라이트 가능영역(2)의 신호와 리드전용 영역(3)의 
신호 사이의 크로스토크를 회피할 수 있다.

이하, 리드전용 영역의 데이타포맷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리드전용 영역(3)내에는 M섹터(23')가, 리라이트 가능영역내에는 N섹터(23)이 
존재하며, 이 때 M은 N보다 크고, M과 N 사이의 차는 디스크 중심에서 반경방향의 거리에 의한다.

도 11은 도 10에 도시한 리드전용영역의 섹터(23')의 포맷도이다.

2418바이트를 포함하는 각 섹터(23')는 제1 실시예의 리라이트 가능영역내의 섹터(23)의 데이타영역(13
1)과 동일한 포맷을 갖는다.     2418바이트는 2048바이트의 사용자 데이타 및 에러정정부호를 포함한다.      
또, 각 섹터는 다수의 프레임을 갖고, 각 프레임의 길이는 91바이트이며, 2바이트의 동기화부호(SY)가 부
가된다.      1섹터는 26프레임이다.     섹터의 제1의 프레임에는 섹터의 국소적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4
바이트의 어드레스부호(ID)가 마련된다.     그 후, 이 ID에 후속해서 2바이트의 어드레스부호(ID)의 에
러검출부호(IED)가 마련되고, 그 다음에 그 섹터의 다양한 다른 정보를 기록하는 6바이트의 예비존(R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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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련된다.

도 11에 도시한 제2 실시예의 리드전용 영역의 섹터는 제1 및 제2의 더미영역이 제거된 점, 헤더영역(3
1)의 구조가 간략하게 된 점 및 데이타영역(131)내에 동일 포맷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도 7에 도
시한 제1 실시예의 리드전용 영역의 섹터와 다르다.      이것에 의해, 사용자 데이타 영역의 밀도가 도 
7에 도시한 광디스크의 리드전용 영역내에서보다 도 11에 도시한 광디스크의 리드전용 영역내에서 더 높
다는 것이 명백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도 11에 도시한 리드전용 영역의 데이타영역(131')의 포맷은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데이타영역(125)의 것과 동일하다.

도 12는 도 9 및 도 10에 도시한 광디스크를 재생하기 위한 재생신호 처리회로를 도시한 개략적인 블럭도
이다.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디스크(1)상의 트랙은 광헤드(107)에 의해 주사된다.     
그리고, 광헤드(107)에 의해 검출된 데이타는 디지탈화회로(109)에 의해 디지탈화되고, PLL회로에 의해 
재생클럭이 추출되고, 이 클럭은 스위치(108)에 인가된다.     또, 광헤드에 의해 검출된 데이타는 추가
랜드 검출기(113)에 인가되어 추가랜드가 검출될 때마다 추가랜드 검출기(113)은 스위치(108)이 단자A와 
단자B 사이의 출력을 전환하도록 한다.        단자A는 타이밍 생성기(111)과 복조기(112)에 접속되어 리
라이트 가능영역의 데이타를 처리하고, 단지B는 타이밍 생성기(115)와 복조기(116)에 접속되어 리드전용 
영역의 데이타를 처리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다른 광디스크에 있어서,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내주측의 제1
의 트랙의 1주는 개시트랙랜드로서 규정되고,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외주측의 마지막 트랙의 1주는 종료트
랙랜드로서 규정된다.      개시트랙랜드(11s)와 종료트랙랜드(11a)에 인접하는 리라이트 가능영역에 있
어서 그루브트랙에서 트랙폭의 1/2만큼 오프셋된 전반부의 헤더(24) 또는 후반부의 헤더(25)중의 하나를 
포획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오프셋된 헤더부의 데이타와 인접하는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데이
타 사이에 크로스토크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영역 사이를 용이하게 검출할 수 있게 된다.

산업상이용가능성

본 발명에 의하면, 본 발명에 따른 신호포맷과 광디스크의 그루브트랙 또는 랜드트랙의 트랙킹으로 리라
이트 가능영역에서 제1의 헤더영역을 재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에 있어서 리라
이트 가능영역의 그루브트랙과 랜드트랙에 개별의 헤더영역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 사이의 데이타영역(2418바이트영역)과 동일한 데이타포맷을 적
용하는 것에 의해,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섹터관리와 리드전용 영역의 섹터관리와의 호환을 확보할 수 있
다.      그리고, 재생회로는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의 데이타를 위해 디지탈화회로 및 PLL
회로와 같은 공통회로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을 포함하는 광디스크에 있어서, 제1의 헤더영
역과 제2의 헤더영역은 동일한 변조부호를 사용해서 변조된 데이타이므로 동일한 데이타열 및 용량으로 
포맷되고, 또한 동일한 변조부호를 사용해서 변조된 데이타이므로 제1의 데이타 기록영역의 데이타포맷은 
제2의 데이타기록영역의 데이타포맷과 동일한 데이타 용량을 갖는다.     따라서, 단일의 재생회로를 사
용해서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리드전용 영역에서 신호를 재생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리라이트 
가능영역용 및 리드전용 영역용의 2개의 재생신호 처리회로를 마련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종
래의 광디스크 재생장치에 비해서 필요로 되는 회로규모를 저감할 수 있다.     그 결과,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간단한 회로구성으로 고신뢰성의 재생신호 처리회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상, 본 발명을 상기 실시예에 따라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로 변경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특정 반경방향의 전이선에서 교대로 배치된 랜드와 그루브로 이루어지는 피치가 Pa인 단일의 나선형 기록
트랙을 갖는 리라이트 가능영역 및

피치가 Pb인 나선형 트랙에 있어서 일련의 마크 형식으로 정보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리드전용 영역을 포
함하고,

상기 리라이트 가능영역은 어드레스정보를 나타내는 마크가 프리포맷되어 있는 제1의 헤더영역과 데이타 
기록영역을 포함하는 여러개의 기록섹터를 구비하고, 

각각의 상기 제1의 헤더영역은 적어도 섹터어드레스정보를 저장하는 어드레스영역Pidi를 포함하는 2K의 물

리어드레스영역PIDi를 구비하고, 

물리어드레스영역PID1∼PIDk 는  그루브  기록트랙에서  대략  Pa/2만큼  제1의  반경방향으로  어긋나서 

배치되고, 물리어드레스영역PIDk+1∼PID2K는 그루브 기록섹터의 트랙에서 대략 Pa/2만큼 제2의 반경방향으

로 어긋나서 배치되고, 

상기 리드전용 영역에 가장 근접한 상기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트랙은 랜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
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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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리라이트 가능영역 및 상기 리드전용 영역 사이에 추가 랜드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리라이트 가능영역 및 상기 리드전용 영역은 상기 디스크의 내부영역에 마련되고, 상기 리드전용 영
역은 제어데이타가 미리 기록되는 제어데이타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데이타는 상기 리드전용 영역에 가장 근접한 상기 랜드트랙으로의 데이타의 기록을 금지하는 데
이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청구항 5 

제1항∼제4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대략 상기 반경방향의 전이선에 있어서 상기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상기 리드전용 영역 사이의 전이가 발
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청구항 6 

제1항∼제5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Pa=Pb=0.74㎛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청구항 7 

제1항∼제6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제2의 리드전용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리라이트 가능영역은 상기 제1 및 제2의 리드전용 영역 사이에 배치되어 있고,

각 리드전용 영역에 가장 근접한 상기 리라이트 가능영역의 트랙은 랜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청구항 8 

특정 반경방향의 전이선에서 교대로 배치된 랜드와 그루브로 이루어지는 피치가 Pa인 단일의 나선형 기록
트랙을 갖는 리라이트 가능영역 및

피치가 Pb인 나선형 트랙에 있어서 일련의 마크 형식으로 정보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리드전용 영역을 포
함하고,

상기 리라이트 가능영역은 어드레스정보를 나타내는 마크가 프리포맷되어 있는 제1의 헤더영역과 데이타 
기록영역을 포함하는 여러개의 기록섹터를 구비하고, 

각각의 상기 제1의 헤더영역은 적어도 섹터어드레스정보를 저장하는 어드레스영역Pidi를 포함하는 2K의 물

리어드레스영역PIDi를 구비하고, 

물리어드레스영역PID1∼PIDk 는  그루브  기록트랙에서  대략  Pa/2만큼  제1의  반경방향으로  어긋나서 

배치되고, 물리어드레스영역PIDk+1∼PID2K는 그루브 기록섹터의 트랙에서 대략 Pa/2만큼 제2의 반경방향으

로 어긋나서 배치되고, 상기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상기 리드전용 영역 사이에는 1개 이상의 트랙과 대략 
동일한 폭의 랜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청구항 9 

특정 반경방향의 전이선에서 교대로 배치된 랜드와 그루브로 이루어지는 피치가 Pa인 단일의 나선형 기록
트랙을 갖는 리라이트 가능영역 및

피치가 Pb인 나선형 트랙에 있어서 일련의 마크 형식으로 정보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리드전용 영역을 포
함하고,

상기 반경방향의 전이선에서 상기 리라이트 가능영역과 상기 리드전용 영역 사이의 전이가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청구항 10 

제1항∼제5항 또는 제7항∼제9항중의 어느 한항에 있어서,

Pb는 대략 Pa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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