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10-2004-0013314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G11B 7/004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4-0013314

2004년02월14일

(21) 출원번호 10-2002-0046174

(22) 출원일자 2002년08월05일

(71) 출원인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이상암

경기도수원시팔달구영통동811동805호

(74) 대리인 이영필

이해영

심사청구 : 있음

(54) 멀티 포맷 기록 및 재생 장치와 방법, 및 저장 매체

요약

멀티 포맷으로 기록 및/또는 재생 가능한 기록 및 재생 장치, 및 그 저장 매체가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할 데이터 포맷을 선택하는 과정, 선택된 포맷으로 데이터가 기록될 때 마다 그 포맷에 관련된 데이터 정

보를 부가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7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광 디스크 기록/재생 장치를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 포맷으로 기록한 기록 매체의 전체 데이터 구조이다.

도 3 내지 도 6은 본 발명을 적용할 통상적인 기록 매체 구조도의 일실시예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 포맷 기록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도 8a는 기존의 DVD 포맷을 적용한 파일 시스템이다.

도 8b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 포맷을 적용한 파일 시스템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 포맷 재생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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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록/재생 시스템 및 그 저장 매체에 관한 것이며, 특히 멀티 포맷으로 기록 및/또는 재생 가능한 기록 및 

재생 장치, 및 그 저장 매체에 관한 것 이다.

일반적으로 광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는 기록 모드시 픽업을 이송시켜 디스크에 비디오/오디오 신호를 기록하고, 

재생 모드시 원래의 비디오/오디오 신호로 복원하여 재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광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에 적용되

는 기록매체는 CD-RW, DVD-RW, DVD-RAM등의 다양한 종류의 재기록 가능한 디스크로 발전하고 있다.

종래에는 이러한 기록 매체에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할 경우 DVD-RW 디스크는 DVD-Video 포맷에 의해 

기록되어야하고 DVD-RAM 디스크는 DVD-VR 포맷에 의해 기록되어야한다.

따라서 종래의 광 디스크 기록 장치는 해당 디스크에 맞는 기록 포맷으로 기록 해야만 재생 또는 추가 녹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록 포맷으로 기록하려면 그 포맷에 맞는 기록 매체를 가지고 있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예컨

대,광 디스크 기록 장치가 CD-RW 디스크에 영화를 녹화할 경우 디스크 용량의 제한으로 인해 데이터를 모두 기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멀티 포맷 영역을 포함하는 기록 매체에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하는

디스크 기록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멀티 포맷 영역을 포함하는 기록 매체에 기록된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

터를 재생하는 디스크 재생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멀티 포맷 영역을 포함하는 기록 매체에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디스크 기록 및/또는 재생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멀티 포맷 영역을 포함하는 기록 매체에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디스크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멀티 포맷 영역을 포함하는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기록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 방법은,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할 데이터 포맷을 선택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선택된 포맷으로 데이터가 기록될 때 마다 그 포맷에 관련된 데이터 정보를 부가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각 포맷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기록하고 나서 상기 각 포맷에 해당하는 파일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상기의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기록된 데이터 정보가 저장된 정보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되어 멀티 포맷으로 기록된 기록매체를 재생하는 광 디스크 재생 방법은,

상기 기록 매체의 종류를 판별하여 정보 영역을 리드하는 과정;

상기 리드된 정보 영역에 저장된 데이터 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포맷으로 재 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상기의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기록매체에 데이터를 기록 및/또는 재생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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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모드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할 데이터 포맷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기록하고, 해당 포맷에 대한 기록이 종료될 

때 마다 그 데이터 정보를 기록하는 과정;

재생 모드시 상기 기록된 데이터 정보를 독출하고, 그 독출된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재생하는 과정을 포

함한다.

상기의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정보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된 기록매체에 데이터

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광 디스크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에 있어서,

정보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된 기록 매체;

기록시 데이터 포맷 정보를 입력받을 때 마다 상기 기록 매체에 해당 포맷에 맞는 데이터를 기록하고, 해당 포맷에 대

한 기록이 종료될 때 마다 그 데이터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시 상기 기록 매체의 정보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관련 정보를 참조하여 그에 따른 비디오/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상기의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기록 매체에 있어서,

데이터 기록 영역;

상기 데이터 기록 영역에 선택된 포맷으로 데이터가 기록될 때마다 그에 관 련된 데이터 정보를 부가하는 정보 영역

을 포함한다.

상기의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기록 매체에 있어서,

데이터 기록 영역;

상기 데이터 기록 영역에 선택된 포맷으로 데이터가 기록될 때마다 그에 관련된 데이터 정보를 부가하는 제1정보 영

역;

상기 제1정보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정보로 파이널라이즈하여 생성되는 파일 시스템을 저장하는 제2정보영역을 포함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광 디스크 기록/재생 장치를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된 광 디스크 기록/재생 장치의 동작을 기록모드와 재생모드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록모드시, AV 코덱(Audio/Video Codec)(128)은 외부에서 입력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소정의 압축 부호

화체계에 의해 소정의 단위로 압축부호화하면서 소정의 단위별로 부호화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의 크기 및 재생 

시간 정보등을 제공한다.

DSP(Digital Signal Processor)부(122)는 AV 코덱부(128)에서 부호화된 데이터에 ECC(Error Correction Code)를

위한 부가 데이터를 부가하고, 소정의 변조 체 계에 의해 변조한다.

RF 증폭부(116)는 DSP부(122)로부터 입력되는 전기적 데이터를 증폭하고 광학신호로 변환한다. 픽업부(114)는 포

커싱 및 트래킹을 행하기 위한 액튜에이터(actuator)를 내장하고 있으며, RF 증폭부(116)에서 변환된 광학신호를 디

스크(112)에 기록한다.

서보부(118)는 RF 증폭부(116)와 시스템 콘트롤러(124)를 통해 DSP부(122)로부터 서보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

받아 안정된 서보를 수행한다.

시스템 콘트롤러(124)는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고 키입력부(126)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포맷 정보를 입력받

을 때 마다 DSP부(504), RF 증폭부(506), 픽업부(508)를 통해 디스크(509)에 해당 포맷에 맞는 데이터를 기록하고, 

해당 포맷에 대한 기록이 종료될 때 마다 그 데이터 속성 정보를 기록하도록 제어한다. 또한 시스템 콘트롤러(12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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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포맷에 해당되는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고 나서 각 포맷에 해당하는 파일 정보를 생성한다.

한편, 재생 모드시 픽업부(114)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디스크로부터 광학 신호를 독출한다.

RF 증폭부(116)는 픽업부(114)에서 출력된 광학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키고, 서보를 행하기 위한 서보 신호와 

변조된 데이터를 추출한다.

DSP부(122)는 RF 증폭부(116)에서 변조된 데이터를 복조하고, ECC를 수행하여 오류를 정정하면서 부가 데이터를 

제거한다. 서보부(118)는 RF 증폭부(116)와 시스템 콘트롤러(124)로부터 서보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안정된 서

보를 수행 한다.

AV 코덱부(128)는 DSP부(122)에서 압축 부호화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복호화한다.

시스템 콘트롤러(124)는 키입력부(126)를 통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에 따라 픽업부(114), RF 증폭부(116), DSP

부(122), AV 코덱부(128)를 제어하며, 특히 디스크(112)의 정보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속성 정보를 참조하여 그에 

따른 비디오/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도록 제어한다. 또한 시스템 콘트롤러(124)는 파이널라이즈된 디스크로 확인되

면 파일 시스템을 독출한 후 각 포맷에 해당하는 디렉토리를 선택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 포맷으로 기록한 기록 매체의 전체 데이터 구조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인코딩된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는 DVD-RW, DVD-RAM 등과 같은 하나의 기록 매체에 DVD, 

MP3, VCD, MPEG4, DVD, MPEG4, VR(video recording), MP3, VR등의 멀티 포맷으로 기록되어 있다.

도 3 내지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매체 구조도의 일실시예이다.

도 3-도 6을 참조하면, 도 3과 같이 일반적인 디스크는 트랙 시작점을 기준으로 정보 영역과 데이터 기록 영역으로 

구분한다. 이때 정보 영역은 사용자가 선택된 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되기 전 또는 후 부분에 설정된다.

또한 이 정보 영역은 디스크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응용 가능하다. 예컨대, 도 4와 같은 포맷으로 규정된 CD-R/RW

디스크의 경우 PMA(Program Memory Area)에 정보 영역이 별도로 할당되며, 도 5와 같은 포맷으로 규정된 DVD-

R/RW 디스크의 경우 RMA(Recording Management Area) 또는 리드-인(Lead-in) 또는 리드-아웃(Lead-out) 영

역에 정보 영역이 할당되며, 도 6과 같은 포맷으로 규정된 DVD-RW나 DVD-RAM 디스크의 경우 PMA 또는 RMA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정보가 리드-인 또는 리드-아웃 영역에 기록된다. 또한 다른 실시예로 DV

D-R/RW 또는 DVD-RW나 DVD-RAM 디스크의 경우에도 선택된 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된 바로 전 또는 후에 정보 

영역이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도 3-도 6과 같은 기록매체에는 데이터 기록 영역에 사용자가 선택한 포맷(예컨대, DVD-RAM, DVD-R/RW)

으로 기록될 때 마다 기록된 데이터의 속성들 예컨데, 데이터 포맷(예컨대, DVD-RAM, DVD-R/RW), 데이터 크기, 

비디오, 오디오, 서브 픽쳐등의 정보가 기록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 포맷 기록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먼저, 디스크가 삽입되면 디스크 검지 센서를 통해 디스크 유무를 체크한다(710 과정).

이어서, 디스크가 삽입되어 있으면 리드-인 정보를 독출하여 디스크 종류(예컨대, DVD-RW, DVD-RAM등)를 체크

한다(720 과정).

이어서, 파일 시스템의 존재를 확인하여 파이널라이즈된 디스크인가를 체크한다(722 과정). 여기서 저장 매체에 타이

틀을 기록하고 나서 기록 완료된 타이틀 관련 정보들을 기록하는 과정을 '파이널라이즈(finalize)' 라고 한다. 이때 파

이널라이즈된 디스크이면 기록을 종료한다.

이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기록 포맷을 선택한다(730 과정). 예컨

대, 사용자는 MPEG2, MPEG4, MP3, AC3, LPCM 등의 기록 포맷을 선택할 수 있다.

이어서, 사용자가 선택한 기록 포맷으로 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에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한다(740 과정).

이어서, 한 타이틀 또는 선택된 포맷의 데이터에 대한 기록이 완료되면(742 과정) 현재 기록한 데이터의 형식을 정보 

영역에 기록한다(750 과정). 여기서, 데이터 정보는 데이터가 기록된 바로 다음 또는 이전에 설정된 정보 영역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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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다른 실시예로 데이터 정보는 도 4와 같은 CD-R/RW 디스크의 경우 PMA에 설정된 정보 영역에 기록되며, 도 

5와 같은 DVD-R/RW 디스크의 경우 RMA 또는 리드-인 또는 리드-아웃 영역에 설정된 정보 영역에 기록되며, 도 6

과 같은 DVD-RW나 DVD-RAM 디스크의 경우 PMA 또는 RMA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리드-인 또는 리

드-아웃 영역에 설정된 정보 영역에 기록된다. 또한 정보 영역에 기록될 데이터의 정보는 데이터 기록 및 시작 어드레

스, 포맷, MPEG1, MPEG2, AC3, 오디오, 비디오, 서브 픽쳐등이 될 수 있다.

이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추가로 데이터를 기록하는가를 체크한다(752 과정). 이때 추가 기록이면

다시 기록할 포맷을 선택한 후 740 과정에서 750 과정을 반복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여러개의 포맷으로 데이터를 기록할 경우 하나의 디스크에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DVD, MP3, 

VCD, MPEG4, DVD, MPEG4, VR, MP3, VR등의 멀티 포맷으로 데이터가 기록된다.

최종적으로 디스크에 모든 데이터를 기록한 후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파일 시스템의 생성 명령을 수신하면(760 

과정) 파이널라이즈를 수행하여 파일 시스템을 생성한다(770 과정). 이 파이널라이즈 과정은 기록된 데이터 정보를 

이용하여 기록 매체에 기록된 포맷에 대한 파일 시스템을 생성한다. 이 파일 시스템은 각 포맷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타이틀 검색 정보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디스크에 여러 형태의 포맷을 가진 데이터를 기록하였다고 하자. 이때 시

스템 코트롤러는 도 2의 디스크에 기록된 DVD, VCD, MP3, MPEG4, VR의 포맷에 해당되는 디렉토리를 구성한다. 

즉, 도 8b에 도시된 것처럼 기존의 DVD에 관련된 디렉토리 구조에 MP3, VCD, MPEG4, VR의 포맷에 관련된 디렉토

리 구조를 추가한다. 그리고 각각의 메인 디렉토리에는 각 포맷의 타이틀에 해당하는 부 디렉토리를 형성한다.

따라서 기존의 DVD 디스크인 경우 도 8a와 같이 DVD 포맷을 적용한 디렉토리 구조로만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는 

파일 구조에 의해 DVD 디스크 외에 다른 포맷을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경우 재생 장치에서 인식할 수 없었다.

본 발명에서는 도 8b와 같이 구성된 디렉토리 구조에 따라 여러 형태의 포맷을 가진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다. 만약 

디스크에 도 2에 도시한 기록 포맷 외에 다른 포맷으로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기록될 경우 그 포맷에 관련된 디렉토리

가 하나 더 생성된다.

또한 파일 시스템은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에 미리 설정해둔 일정 영역에 기 록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 포맷 재생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먼저, 디스크가 삽입되면 디스크 검지 센서를 통해 디스크 유무를 체크한다(910 과정).

이어서, 디스크가 삽입되어 있으면 리드-인 정보를 독출하여 디스크 종류(예컨대, DVD-RW, DVD-RAM등)를 체크

한다(920 과정).

이어서, 파일 시스템의 존재를 확인하여 파이널라이즈된 디스크인가를 체크한다(930 과정). 이때 파이널라이즈된 디

스크가 아니면 정보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정보를 리드한다(950 과정).

또한 파이널라이즈된 디스크로 확인되면 파일 시스템을 독출한 후 루트 디렉토리를 분석하고, 그 분석된 디렉토리를 

선택한다(940 과정).

이어서, 파일 시스템을 통해 해당 디렉토리를 선택하거나 데이터 정보를 독출하고, 그 독출된 데이터 정보 예컨대, 데

이터 포맷, 비디오, 오디오등의 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를 재생 종료 버튼이 눌려질 때 까지 재생

한다(930 과정).

이어서, 재생 종료 버튼이 눌려지면 데이터 재생을 종료한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내에서 당업자에 의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즉, 본

발명은 상술한 CD 및 DVD 계열의 기록 매체 뿐만 아니라 HD-DVD와 같은 고밀도 기록 매체에 적용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CD-R/W, DVD-R/W, DVD-RAM등과 같은 한 개의 기록 매체에서 사용자에 선

택에 의해 다중 포맷으로도 기록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는 어떤 기록 가능한 기록매체를 가지고 있어도 원하는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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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생할 수 있다. 또한 DVD 기록 매체인 경우 CD 계열의 포맷으로 장시간의 데이터를 녹화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록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할 데이터 포맷을 선택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선택된 포맷으로 데이터가 기록될 때 마다 그 포맷에 관련된 데이터 정보를 부가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디스크 기록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정보는 소정 포맷으로 기록된 데이터 속성 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기록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정보는 데이터가 기록된 다음 또는 이전에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정보는 디스크의 리드-인 또는 리드-아웃 영역에 기록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5.
기록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할 데이터 포맷을 선택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선택된 포맷으로 데이터가 기록될 때 마다 그 포맷에 관련된데이터 정보를 부가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각 포맷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기록하고 나서 상기 각 포맷에 해당하는 파일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기록 매체 기록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정보는 각 포맷의 타이틀 검색 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기록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정보는 상기 각 포맷에 따른 데이터 정보를 참조하여 각 포맷에 따른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기록 방법.

청구항 8.
제1항 또는 5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포맷은 데이터 포맷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기록 방법.

청구항 9.
기록된 데이터 정보가 저장된 정보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되어 멀티 포맷으로 기록된 기록매체를 재생하는 광 

디스크 재생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의 종류를 판별하여 정보 영역을 리드하는 과정;

상기 리드된 정보 영역에 저장된 데이터 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포맷으로 재생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기록매체 재생 방

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과정에서 기록 매체가 파이널라이즈된 디스크로 인식되면 각 포맷에 따른 타이틀 검색 정보를 

리드하고, 그 타이틀 검색 정보로부터 선택된 타이틀을 재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기록 매체 재생 방법.

청구항 11.



공개특허 10-2004-0013314

- 7 -

기록매체에 데이터를 기록 및/또는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록 모드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할 데이터 포맷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기록하고, 해당 포맷에 대한 기록이 종료될 

때 마다 그 데이터 정보를 기록하는 과정;

재생 모드시 상기 기록된 데이터 정보를 독출하고, 그 독출된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재생하는 과정을 포

함하는 기록 및/또는 재생 방법.

청구항 12.
정보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된 기록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광 디스크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에 

있어서,

정보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된 기록 매체;

기록시 데이터 포맷 정보를 입력받을 때 마다 상기 기록 매체에 해당 포맷에 맞는 데이터를 기록하고, 해당 포맷에 대

한 기록이 종료될 때 마다 그 데이터 관련 된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시 상기 기록 매체의 정보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관련 정보를 참조하여 비디오/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는 시스템 콘트롤러부를 포함하는 광 디스크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

청구항 13.
기록 매체에 있어서,

데이터 기록 영역;

상기 데이터 기록 영역에 선택된 포맷으로 데이터가 기록될 때마다 그에 관련된 데이터 정보를 부가하는 정보 영역을

포함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영역은 데이터 기록 영역중 데이터가 기록된 바로 다음 영역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

체.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영역은 데이터 기록 영역중 데이터를 기록하기바로 전 영역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

체.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영역은 디스크의 리드-인 또는 리드-아웃 영역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영역에는 상기 데이터 기록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속성 정보를 저장하는 것임을 특징으

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18.
기록 매체에 있어서,

데이터 기록 영역;

상기 데이터 기록 영역에 선택된 포맷으로 데이터가 기록될 때마다 그에 관련된 데이터 정보를 부가하는 제1정보 영

역;

상기 제1정보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정보로 파이널라이즈하여 생성되는 파일 시스템을 저장하는 제2정보영역을 포함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정보 영역은 데이터가 기록되기 전 소정 영역에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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