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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DVD 등의 특정 물리적 포맷(format)에 적합한 기록매체가 오디오 데이터기록 및 재생에서 뛰어난 음질과 데이터의 공동

사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장치의 상호교환성(호환성)이 강화된다. 이 기록매체에서, 제 1데이터포맷(DVD)과 다

른 제 2데이터포맷(DSD)의 기록된 데이터의 존재를 나타내는 식별데이터는 리드인(lead-in) 영역에 기록된 물리적 포맷

처리 정보에 포함된다. 상기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는 물리적 포맷 처리정보에 따라 데이터영역에 기록된다. 제 3데이

터 처리정보(TOC)는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를 재생처리 하기 위해 소정의 위치에 기록된다.

대표도

도 17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1b는 본 발명의 구체적 실시예에 이용된 DVD의 구조를 각각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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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실시예의 DVD의 섹터구조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3a 및 3b는 실시예의 DVD의 볼륨(volume)공간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4는 실시예의 DVD의 디렉토리구조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5a 내지 도 5c는 실시예의 트랙경로와 층구조를 각각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6a 내지 도 6d는 실시예의 섹터포맷을 각각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7은 실시예의 섹터포맷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8a 내지 도 8c는 실시예의 제어데이터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9는 실시예의 제어데이터의 물리적 포맷 정보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0a 내지 도 10c는 실시예의 DSD디스크의 TOC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1은 실시예의 TOC섹터 0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2는 실시예의 TOC섹터 1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3은 실시예의 TOC섹터 2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4는 실시예의 TOC섹터 3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5는 실시예의 TOC섹터 4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6a 내지 도 16c는 실시예의 DSD데이터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7은 실시예의 단층을 갖는 DSD디스크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8a 및 도 18b는 실시예의 쌍층을 갖는 DSD디스크를 각각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9는 실시예의 DSD디스크의 데이터섹터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20은 실시예의 2채널모드의 데이터섹터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21은 실시예의 6채널모드의 데이터섹터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22는 DSD디스크에 적용되는 실시예의 재생장치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3은 DSD 및 DVD디스크들에 적용된 다른 실시예의 재생장치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4는 6채널 오디오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25는 실시예에서 6채널 데이터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26a 및 도 26b는 실시예에서 6채널 데이터가 어떻게 재생되는 지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27은 실시예의 단층을 갖는 DSD/DVD 복합디스크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28a 및 도 28b는 실시예의 쌍층을 갖는 DSD/DVD 복합디스크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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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9는 멀티세션(multi-session)디스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30은 실시예의 DSD/CDEX 복합디스크의 디렉토리 구조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31은 DSD/CDEX 복합디스크를 위해 적용된 실시예의 재생장치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2는 실시예의 단층을 갖는 DSD/CDEX 복합디스크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33a 및 도 33b는 실시예의 쌍층을 갖는 DSD/CDEX 복합디스크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34는 실시예의 단층을 갖는 DSD/CDEX/DVD 복합디스크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35a 및 도 35b는 실시예의 쌍층을 갖는 DSD/CDEX/DVD 복합디스크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36은 DSD 및 DVD 디스크들을 위해 적용된 실시예의 변경된 재생장치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7은 DSD/CDEX 복합디스크를 위해 적용된 실시예의 다른 변경된 재생장치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 변조기 및 1비트 A/D변환기 2. 엔코더

  3. 디스크 5. 변조기 및 1비트 A/D변환기

  31. 스핀들 모터 32. 광학헤드

  33. 2축기구 34. 슬라이드 기구

  35. RF증폭기 36. 서보회로

  37. 관리정보디코더 38. DSD디코더

  39. 디지털 오디오 처리기 40. 1-비트 D/A변환기

  41. 시스템제어기 42. 오디오 증폭기

  43. DVD디코더 44.오디오 처리기

  45. D/A변환기 46. 비디오 처리기

  47. D/A변환기 48. 셀렉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소정의 물리적 포맷이 규정된 디스크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고, 또한 상기 기록매체를 재생(play)하기 위해 적

용된 재생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디스크와 테이프를 포함하는 진보된 고밀도 기록매체로, 그리고 또한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컴퓨터데이터의 다

양한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록매체와 기록/재생장치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용하게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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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매체에 대해서, CD(콤팩트 디스크)형에 관련해서, CD-DA(CD 디지털 오디오), CD-G, CD-I, CD-WO, 비디오

CD, CD-ROM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CD엑스트라라고 불리는 것으로는, CD-DA 데이터영역과 CD-ROM 데이터영역

이 따로따로 설정되는 유형이 알려져 있다.

  게다가, MD(미니 디스크)와 MD 데이터도 또한 사용자가 오디오 또는 컴퓨터 데이터를 용이하게 기록 및/또는 재생하기

에 적합한 광자기 디스크매체로서 퍼졌다.

  상기 외에도, DVD(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디지털 버서타일(Versatile) 디스크)도 또한 비디오데이터, 오디오데이터, 컴퓨

터데이터 등을 다루는 멀티미디어 디스크로서 개발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DVD와 같은 어떤 새로운 매체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미 유용하게 이용되는 존재하고 있는 매체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

고 또한 그것의 장점을 계승하고 확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종래의 다양한 시스템에서 현재 관찰된 많은 문제점 중에서 몇 가지 예가 아래에 있다.

  먼저 디지털 오디오데이터 기록/재생 시스템에 관해서는, 44.1㎑ 샘플링과 16비트 양자화를 포함하는 현재의 CD-DA 표

준과 비교해 볼 때, 다양한 더 많은 비트와 더 높은 샘플링 디지털오디오 기록/재생시스템들이 매체의 고용량과 매체의 높

은 전송율을 실현하려는 최근의 경향에 따라서 개발된다. 하지만, 그것들 중 어떤 것도 새로운 세대의 오디오시스템으로서

요구되는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CD-DA 표준에서는, 22㎑ 이상의 어떤 주파수대역도 샘플링율의 제한 때문에 필터링되어서, 원래의 오디오신

호에 포함된 고조파들이 데이터에서 잘려지고, 그것에 의해서 원래의 느낌이 부족하여 음질이 다소 저하된다. 이 이유때문

에, 향상된 표준이 96㎑ 샘플링과 24비트 양자화로 제안되었지만, 고조파의 제한에 기인하는 음질의 저하를 없애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아날로그 오디오신호가 1비트 ∑△변조 A/D변환기에 의해 샘플링주파수 64fs/1비트(fs=44.1㎑)의 신호로 변화되는 다

른 CD-DA 시스템도 또한 알려져 있다. 하지만, CD-DA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상기 64fs/1비트 신호가 디지털필터에 의

한 데시메이션(decimation)(다운-샘플링)을 통해 44.1㎑/16비트의 데이터로 변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생모드에서

는, 44.1㎑/16비트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 디지털필터에 의한 오버-샘플링을 통해 64fs/1비트 신호로 변환되고, 다음에 1

비트 ∑△변조 D/A변환기에 의해 아날로그 오디오신호로 복구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디지털필터에 통과시키는

동안에 어떤 계산오류가 발생되어서, 결과적으로 음질 저하를 초래한다.

  비록 CD-DA를 포함하는 CD매체의 다양한 개발로 다양한 패키지매체가 존재하더라도, 데이터의 공용과 데이터의 호환

성에 관한 현재의 상황은 불만족스럽다고 여겨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기본적인 목적은 상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매체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고, 본 발명의 특별한 목적은 예를

들어 오디오데이터 기록 및 재생시의 고음질과, 데이터의 공용과, 그리고 장치의 호환성을 포함하는 DVD의 소정의 물리

적 포맷과 일치하는 새로운 기록매체를 실현하는 데에 있다.

  본 발명의 관점에 근거해서, 물리적 포맷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물리적 포맷 관리정보가 리드인(lead-in)영역에 기

록되는 기록매체가 제공되고, 소정의 제 1데이터포맷과 상기 데이터의 재생을 관리하기 위한 제 1데이터 관리정보는 물리

적 포맷 관리정보에 일치하게 데이터영역에 기록될 수 있다. 이 기록매체에서, 제 1데이터포맷과 다른 제 2데이터포맷의

기록데이터의 존재를 나타내는 식별데이터는 물리적 포맷 관리정보에 포함된다. 그리고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는 물리

적 포맷 관리정보에 일치하게 데이터영역에 기록되고, 또한 제 2데이터 관리정보가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의 재생을 관

리하기 위해서 소정의 위치에 기록된다.

  상기 기록매체에서, 제 2데이터 관리정보는 예를 들어 제 2데이터포맷, 부가정보, 그리고 부분재생을 위한 기록위치정보

의 단위데이터마다 기록위치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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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록매체에서,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는 ∑△변조된 1비트 오디오신호로 구성된다.

  데이터영역이 제 1데이터포맷의 데이터와 제 1데이터 관리정보가 기록되는 영역과 적어도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다른 영역을 갖는 경우에, 식별데이터는 제 1 및 제 2데이터포맷 양자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서 물리적 포맷 관리정보에 포함된다.

  제 2데이터 관리정보는 제 1 및 제 2데이터포맷과 다른 제 3데이터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영역의 위치정보를 포함하

고, 제 3데이터포맷과 상기 데이터의 재생을 관리하기 위한 제 3데이터 관리정보의 데이터가 상기 위치정보에 의해 데이

터 영역에 지시된 장소에 기록된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 근거해서, 상기 기록매체를 재생하기 위해 적용된 재생장치를 제공한다. 장치는 적재된 기록매체

로부터 정보를 독출하기 위한 동작을 실행할 수 있는 독출수단과, 적재된 기록매체로부터 독출된 물리적 포맷 관리정보에

근거해서,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결정수단과, 결정결과가 제 2데이터포

맷의 데이터가 기록되었음을 나타낼 때, 독출수단이 제 2데이터 관리정보를 독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다음에 독출된

제 2데이터 관리정보를 얻고, 그리고 제 2데이터 관리정보에 근거해서 독출장치가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를 독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재생제어수단과, 그리고 독출된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한 제 2포맷 복호화수

단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장치에서, 재생제어수단은 결정수단의 출력이 제 1데이터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됨을 나타낼 때, 독출수단에 의해 독

출된 제 1데이터 관리정보에 근거해서 독출수단이 제 1데이터포맷의 데이터를 독출하는 가능하게 하고, 다음에 독출된 제

1데이터포맷의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한 제 1포맷 복호화수단을 갖는다.

  또한 장치에서, 재생제어수단이 또한 제 3포맷 복호화수단을 갖는다. 제 1 및 제 2데이터포맷과 다른 제 3데이터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영역의 위치정보가 얻어진 제 2데이터 관리정보에 포함될 때, 제 3포맷 복호화수단은 독출수단이 상기

위치정보에 응하여 제 3데이터포맷의 데이터의 재생을 관리할 제 3데이터 관리정보를 독출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제 3데이터 관리정보에 근거해서 독출수단이 제 3데이터포맷의 데이터를 독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다음에 독

출된 제 3데이터포맷의 데이터를 복호화한다.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장점들과 특징들이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다음의 설명에서 명백해질 것이다.

  이후에 본 발명의 몇 가지 구체적 실시예들을 다음의 순서로 설명할 것이다. 실시예들은 DVD(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디

지털 버서타일 디스크)시스템의 물리적 포맷에 근거한 새로운 기록매체를 제공하고, 상기 기록매체를 재생하기 위해 적용

된 재생장치를 소개한다.

  [1] DVD구조

  [2] DVD섹터포맷

  [3] 리드인 영역

  (3-A) DVD 제어데이터

  (3-B) DSD-TOC 데이터

  (3-B-1) TOC 구조

  (3-B-2) TOC 섹터 0

  (3-B-3) TOC 섹터 1

  (3-B-4) TOC 섹터 2

  (3-B-5) TOC 섹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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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B-6) TOC 섹터 4

  [4] DSD

  (4-A) DSD 디스크

  (4-B) DSD 데이터

  (4-B-1) DSD 데이터섹터

  (4-B-2) 2채널 오디오 DSD 데이터섹터

  (4-B-3) 6채널 오디오 DSD 데이터섹터

  (4-C) DSD 디스크 재생장치

  (4-D) 6채널 데이터 기록/재생

  [5] DSD/DVD 복합디스크

  [6] DSD/CDEX 복합디스크

  (6-A) CDEX

  (6-B) DSD/CDEX 복합디스크의 예

  (6-C) DSD/CDEX 복합디스크 재생장치

  [변경]

  [1] DSD구조

  도 1a 및 도 1b의 각각은 DVD의 구조를 나타낸다. DVD는 디스크형상의 멀티미디어용 기록매체이고, 도 1a에 나타낸

것처럼 상하면이 기록데이터의 피트(pit)가 형성되는 기록층(L)에 대해 전달기판(TS)으로 작용하는 유형과, 도 1b에 나타

낸 것처럼 기록데이터의 피트를 각각 갖는 제 1기록층(L1)과 제 2기록층(L2)이 접합층(Z)을 거쳐 형성되고, 상하면이 제

1 및 제 2기록층(L1, L2)에 대해 전달기판(TS)으로 작용하는 다른 유형, 양자이다.

  단지 1개의 기록층(L)을 갖는 도 1a의 유형은 단층디스크(single layer disc)라 불리는 반면, 2개의 기록층(L1, L2)들을

갖는 도 1b의 유형은 쌍층디스크(double layer disc)라 불린다.

  단층디스크와 쌍층디스크 양자의 적당한 크기는 직경이 12cm 또는 8cm이어도 좋다.

  각 디스크에는, 리드인과, 데이터영역과, 그리고 리드아웃(lead-out)이라 불리는 3개의 영역들이 형성되고, 이러한 순서

로 디스크의 내부에서부터 형성된다.

  리드인의 시작위치에서 최대직경은 45.2mm로 규정되고, 데이터영역의 시작위치에서 최대직경은 48mm로 규정된다.

  각 섹터가 2064바이트로 이루어지는 주소(섹터 번호)의 설정으로 데이터가 상기 DVD에 기록된다(섹터포맷은 나중에 자

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도 2는 리드인 영역, 데이터영역, 그리고 리드아웃 영역의 확장된 띠와 같은 도이며, 이러한 순서로 실시예의 단층디스크

에 제일 안쪽부터 제일 바깥쪽으로 형성되고, 섹터들은 전체 영역에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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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개념상 물리섹터와 논리섹터가 있다. 물리섹터는 물리적으로 제 1섹터부터 번호가 매겨진다.

즉, 물리섹터번호(PSN)에 의해 표시될 때, 리드인 영역의 시작에서의 제 1섹터에 물리섹터번호 "000000h"가 매겨진

다.(이 명세서에서, "h"를 갖는 어떤 수치도 16진법이다).

  일반적으로 리드인 영역의 마지막섹터의 물리섹터번호(PSN)는 "02FFFFh"로 설정되고, "030000h"의 물리섹터번호

(PSN)를 갖는 섹터는 데이터영역의 제 1섹터이다.

  상기 물리섹터번호(PSN)의 각각은 디스크 상에 절대주소로 작용한다.

  반면에 논리섹터에는, 데이터영역의 맨 위 섹터, 즉 "030000h"의 물리섹터번호(PSN)를 갖는 섹터가 논리섹터번호가

"000000h"인 제 1섹터로 간주된다.

  리드아웃 영역의 시작은 데이터영역에 기록된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위치상 변화된다. 도 2에서, "L0"의 논리섹터번호

(LSN)를 갖는 섹터는 리드아웃 영역의 제 1섹터이다.

  볼륨공간은 논리섹터번호(LSN), 즉 데이터영역 중에서 "030000h0"의 물리섹터번호(PSN)를 갖는 섹터 뒤의 섹터들로

표시된 영역으로 형성된다. 이 볼륨공간은 도 3a에 나타낸 것과 같이 형성된다.

  논리섹터들에서, 0∼15, 21∼31, 그리고 66∼255로 번호가 매겨진 것들은 예약(미결정)되어 있고, UDF(일반적인 디스

크포맷) 브리지(bridge)볼륨 식별순서가 16∼20으로 번호가 매겨진 섹터들에 기록된다.

  5개의 섹터들의 상기 UDF 브리지볼륨 식별순서에는, PVD(기본볼륨 설명자(descriptor)), 볼륨설명자 세트 종료기

(terminator), 확장영역 시작설명자, NSR설명자, 그리고 확장영역 종료설명자가 기술되어 있다.

  또한 논리섹터들에는, 메인볼륨 설명순서가 섹터들(32∼47)에서 기술되고, 예약볼륨 설명순서는 다음 섹터 48∼63들에

기술되고, 그리고 논리볼륨 인티그러티(integrity)순서는 섹터 64-65들에 기술된다. 그리고 섹터 256는 제 1앤코점(an채

널or point)으로 이용된다.

  257에서 (P-1)까지의 섹터들은 IS09660 파일구조에 있고, (P)에서 (P+Q-1)까지의 섹터들은 UDF 파일구조에 있다.

UDF 브리지볼륨 식별순서에서부터 UDF 파일구조까지의 데이터는 파일관리정보로서 이용된다. 실제의 데이터와 UDF

또는 IS09660에 근거한 비디오데이터 또는 오디오데이터와 같은 데이터(화일데이터구조)는 섹터 P+Q에서부터 2섹터만

큼 리드아웃 영역의 맨 위 섹터로 위치상 앞선 섹터(논리섹터번호(LSN)="L0-2")까지의 범위에 기록된다. "L0-1"의 논리

섹터번호(LSN)를 갖는 섹터는 제 2앤코점으로서 이용된다.

  볼륨공간은 위에서 말한 방법에서 이용되고, 비디오, 오디오, 그리고 컴퓨터 데이터가 기록되는 패키지매체는 파일데이

터구조와 UDF 브리지볼륨 식별순서에서부터 UDF 파일구조까지의 파일관리정보로부터 생성된다.

  디렉토리구조는 도 4에 나타낸 것과 같다.

  상기한 바와 같이, DVD는 2종류, 즉 단층디스크와 쌍층디스크로 분류된다. 또한, 트랙경로(재생을 위한 스캐닝경로)에

따라서, 쌍층디스크는 병렬 트랙경로(parallel track path)와 정반대의 트랙경로(opposite track path)를 갖는 2종류로 분

류된다. 결과적으로, DVD는 넓게 도 5a, 도 5b, 도 5c에 나타낸 3가지 물리적인 유형들로 분류된다.

  도 5a는 단층디스크를 나타내며, 그것의 트랙경로(TPS)는 디스크의 제일 안쪽의 리드인 영역에서부터 디스크의 제일 바

깥쪽 리드아웃 쪽으로 뻗어있는 단지 1종류이다.

  도 5b는 병렬 트랙경로를 갖는 쌍층디스크를 나타낸다. 쌍층디스크에는, 도 1의 제 1기록층(L1)에 상응하는 층 0과 제 2

기록층(L2)에 상응하는 층 1이 형성된다. 병렬 트랙경로의 경우에는 2개의 층 0 및 층 1이 상호 독립적인 층으로 간주된

다.

  더 자세하게는, 층 0 및 층 1의 각각에 리드인 영역, 데이터영역, 그리고 리드아웃 영역이 형성된다. 층 0의 데이터영역

(#0)과 층 1의 데이터영역(#1)에는, 다른 형식의 같은 내용의 데이터 또는 서로 다른 내용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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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0에 관한 트랙경로(TPS#0)는 층 0의 제일 안쪽 리드인 영역에서부터 제일 바깥쪽 리드아웃 영역 쪽으로 데이터영역

(#0)을 스캐닝하여 뻗어있는 반면, 층 1에 관한 트랙경로(TPS#1)는 층 1의 제일 안쪽 리드인 영역에서부터 제일 바깥쪽

리드아웃 영역 쪽으로 데이터영역(#1)을 스캐닝하여 뻗어있다.

  따라서, 층이 서로 독립적인 2개의 같은 트랙경로를 따라서 스캐닝이 실행된다.

  도 5c는 정반대의 트랙경로를 갖는 쌍층디스크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 층 0과 층 1은 1개의 연속적인 층으로 간주된다.

  더 자세하게는, 리드인 영역이 층 0의 제일 안쪽부분에 형성되고, 데이터영역(#0)은 거기에 인접하게 형성되며, 또 중간

영역이라 불리는 영역은 층 0의 제일 바깥부분에 형성된다.

  반면에 층 1에는, 데이터영역(#1)이 제일 바깥부분에서 중간영역에 인접하게 안쪽으로 형성되고, 리드아웃 영역은 제일

안쪽부분에 형성된다.

  트랙경로(TPS)는 층 0의 제일 안쪽 리드인 영역에서부터 제일 바깥 중간영역쪽으로 데이터영역(#0)을 스캐닝하여 뻗어

있고, 다음에 중간영역에 도착한 후 안쪽으로 뻗어있으며, 따라서 제일 안쪽 리드아웃 영역 쪽으로 데이터영역(#1)을 스캐

닝하여 뻗어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개의 층 0 및 층 1이 1개의 연속적인 층으로 다루어진다.

  [2] DVD 섹터포맷

  각 섹터는 도 6의 구조를 갖는다.

  도 6a는 1개의 섹터의 전체를 나타낸다. 각 섹터(실제의 기록섹터로서 부호화되기 전)는 2064바이트로 이루어진다. 맨

위의 12바이트는 섹터헤더를 구성하며, 섹터헤더에는 도 6b의 확대도에 나타낸 것처럼, 4바이트의 ID와 2바이트의

IED(ID 에러검출코드)가 기록된다. 나머지 6바이트는 예약된다.

  상기 12바이트의 섹터헤더 다음에, 2048바이트가 데이터영역을 구성한다. 그리고 마지막 4바이트는 EDC(에러검출코

드)에 할당된다.

  에러검출코드(EDC)는 헤더와 데이터영역의 데이터에 관한 에레검출에 이용되고, 그것의 발생 다항식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GP(X) = X32+X31+X4+l

  반면에 에러검출에 이용되는 ID에러검출코드는 헤더의 맨 위 4바이트의 ID에 더해지고, 그것의 발생 다항식은 다음의 식

으로 표현된다.

  GP(X) = X8+X4+X3+X2+l

  도 6c는 헤더의 ID를 구성하는 맨 위 4바이트의 확대도이다. 상기 4바이트, 즉 b0에서 b31까지의 32비트의 영역에는, 섹

터정보와 섹터번호가 ID의 내용으로서 기록된다. 섹터정보는 비트(b24∼b31)들, 즉 맨 위 1바이트에 기록되고, 섹터번호

는 비트(b0∼b23)의 3바이트영역에 기록된다. 섹터번호는 상기 물리섹터번호(PSN)에 상응하는 절대주소로서 기록된다.

  비트(b24∼b31)의 1바이트 섹터정보는, 도 6d에 나타낸 것처럼, 섹터포맷유형, 트랙킹방법, 반사율(reflectivity), 영역

유형, 그리고 층번호를 포함한다. 1비트(b28)는 예약된다.

  섹터포맷유형은 1비트(b31)를 이용하여 설명되며, "0"은 ROM유형을 나타내는 반면, "1"은 예약을 나타낸다.

  트랙킹방법은 1비트(b30)를 이용하여 설명되며, "0"은 피트트랙킹을 나타내는 반면, "1"은 예약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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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율은 1비트(b29)를 이용하여 설명되며, "0"은 50%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반면, "1"은 50% 이하의 값을 나타낸다.

  2비트(b27, b26)를 이용하여 설명된 영역유형은 관련섹터가 포함되는 영역을 나타낸다. 비트들 "00"은 데이터영역의 섹

터를 나타내고, "01"은 리드인 영역의 섹터를 나타내고, "10"은 리드아웃 영역의 섹터를 나타내고, 그리고 "11"은 중간영역

의 섹터를 나타낸다.

  2비트(b25, b26)를 이용하여 설명된 층번호는 관련섹터가 포함되는 층을 나타낸다. 비트들 "00"은 단층디스크의 섹터 또

는 쌍층디스크의 층 0의 섹터를 나타내고, "01"은 쌍층디스크의 층 1의 섹터를 나타내고, "10"과 "11"의 각각은 예약용이

다.

  상기 섹터포맷이 형성된 이후에, 절대주소(물리섹터번호(PSN))가 각 섹터의 데이터를 독출하여 재생장치에서 구별될 수

있고, 유사하게 층과 영역도 또한 구별될 수 있다.

  도 7은 12행에 의해 172바이트로 구성되는 데이터공간으로서 상기 구조의 섹터를 실제로 나타낸다. 각 바이트의 D0에서

D2047까지의 데이터는 2048바이트의 데이터영역을 구성하도록 기록되고, 여기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TOC데이터와

같은 관리데이터와 오디오데이터와 같은 메인데이터가 각 섹터의 데이터(D0∼D2047)에 상응한다.

  섹터데이터 발생처리에서, 제 1ID에러검출코드(IED)가 ID에 더해진다. 따라서, "00h"의 더미데이터가 6바이트의 예약영

역에 더해지고, 다음에 데이터영역을 구성하는 데이터가 더해진다. 또한, 에러검출코드(EDC)가 ID, ID에러검출코드(IED),

예약영역, 그리고 발생된 데이터영역으로 구성되는 전체에 더해지며, 그것에 의해서 1개의 섹터가 완전히 구성된다.

  [3] 리드인 영역

  (3-A) DVD 제어데이터

  도 8a는 리드인 영역의 구조를 나타낸다.

  도 8a에 나타낸 것처럼, 리드인 영역의 주소(물리섹터번호(PSN))는 어떤 리드인 시작주소 "LISTART"에서부터 물리섹

터번호 "02FFFFh"까지의 범위이며, 참조코드가 물리섹터번호의 2개 블록(1블록=16섹터) "02F000h"~"02F01Fh"에 기

록된다.

  제어데이터는 물리섹터번호의 192개의 블록 "02F200h"~"02FDFFh"에 기록된다.

  기본적으로 DVD의 리드인 영역에는, 상기 2개의 블록의 참조코드와 192개의 블록의 제어데이터가 기록되는 반면, 다른

모든 영역들은 예약된다.

  도 8a에서, TOC를 물리섹터번호의 12개의 블록 "02FF00h"∼"02FFBFh"에 나타낸다는 것에 주의하시오. 비록 이 TOC

가 일반적인 DVD에는 제공되지 않더라도, DVD 물리적 포맷에 근거한 이 실시예의 디스크(미결정 DSD디스크)에는 제공

된다.

  도 8b에 나타낸 것처럼, BK0에서 BK191까지의 192개의 블록의 데이터는 물리섹터번호 "02F200h"∼"02FDFFh"의 제

어데이터로서 기록되고, 상기 BK0에서 BK191까지의 192개의 블록의 각 데이터는 서로 같다. 다시 말해서, 1개의 블록의

제어 데이터는 192번 반복해서 기록된다.

  1개의 블록(=16섹터)의 제어데이터는 도 8c에 나타낸 것처럼 설정된다. 16개의 섹터들이 0에서 15까지 번호가 매겨진

다고 가정하면, 물리적 포맷정보는 맨위 섹터 0에 기록되고, 다음 섹터 1에 디스크제조정보가, 그리고 섹터 2~15에 저작

권정보가 각각 기록된다.

  섹터 0에 기록된 물리적 포맷정보는 도 8d에 나타낸 것처럼 설정된다.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 것처럼, 1개의 섹터의

2048바이트의 데이터영역은 실제의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이 데이터영역의 첫 번째 바이트(=바이트(0))는

북(book)유형/부분 버전(version)을 기록하기 위해 이용되고, 두 번째 바이트(=바이트(1))는 디스크 크기/최소리드아웃율

을 기록하기 위해, 세 번째 바이트(바이트(2))는 디스크구조를 기록하기 위해, 그리고 네 번째 바이트(바이트(3))는 기록밀

도를 기록하기 위해 각각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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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번째의 12바이트(바이트(4∼15))들은 데이터영역할당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그리고 2032바이트(바이트

(16∼2047))들은 예약된다.

  도 9는 물리적 포맷정보에 대한 바이트위치와 비트위치를 갖는 1개의 섹터의 정밀도이다.

  처음에, 바이트(0)의 4비트(b4∼b7)가 북유형을 기록하기 위해 이용된다.

  북유형은 DVD물리적 포맷에 근거한 디스크식별코드로서 작용한다. 일반적인 ROM형 DVD에서는, 비트(b4∼b7)들이

"0000"이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DSD디스크와 일반적인 ROM형 DVD와 다른 DSD/DVD 복합디스크가 이 예에서 제공된다. 그리

고 이 북유형에 따라서, 어떤 디스크도 DVD, DSD디스크 또는 DSD/DVD 복합디스크로 식별될 수 있다.

  그러므로, DSD디스크 또는 DSD/DVD 복합디스크의 경우에는, 비트(b4-b7)들이 "0000"이 아닌 어떤 다른 값을 갖는다.

이 실시예에서는, 비트(b4~b7)들이 DSD디스크에서 "1000"이 되거나 DSD/DVD 복합디스크에서 "1010"이 되는 예를 설

명할 것이다.

  바이트(0)의 다음 4비트(b0∼b3)들은 부분버전(버전번호)을 식별한다. 비트(b0~b3)들은 버전 1.x에 대해 "0001"이 되

고, 버전 2.x에 대해 "0010"이 되고, 또는 버전 3.x에 대해 "0011"이 된다. 그것의 다른 어떤 값도 예약을 나타낸다.

  바이트(1)의 4비트(b4~b7)들은 디스크크기를 기록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 비트(b4~b7)들은 12cm 디스크의 경우에

"0000"이 되거나 8cm 디스크인 경우에 "0001"이 된다. 그것의 어떤 다른 값도 예약된다.

  바이트(1)의 4비트(b0∼b3)들은 최소 리드아웃율을 기록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 비트(b0∼b3)들은 2.52Mbps에 대해

"0000"이 되고, 5.04Mbps에 대해 "0001"이 되고, 또는 10.08Mbps에 대해 "0010"이 된다. 그것의 어떤 다른 값도 예약을

나타낸다.

  디스크구조를 기록하기 위한 바이트(2)에서, 처음 2비트(b4, b5)들은 층 또는 층들의 수를 나타낸다. 이 비트들은 "00"이

되어 단층디스크를 나타내거나, "01"이 되어 쌍층디스크를 나타낸다. 그것의 어떤 다른 값도 예약된다.

  바이트(2)의 비트(b3)는 트랙경로의 종류를 나타낸다. 이 비트(b3)는 병렬 트랙경로를 갖는 쌍충디스크일 때 "0"이 되거

나, 정반대의 트랙경로를 갖는 쌍층디스크일 때 "1"이 된다.

  바이트(2)의 비트(b0∼b2)들은 층유형을 나타낸다. 이 비트(b0~b2)들은 층(기록층)이 읽기전용유형일 때 "000"이 된

다. 그것의 어떤 다른 값도 예약된다.

  바이트(3)의 4비트(b4∼b7)들은 선형밀도(linear density)를 나타낸다. 이 비트(b4~b7)들은 "0000"일 때 0.267㎛/비트

를 나타내고, 또는 "0001"일 때 0.293㎛/비트를 나타낸다. 그것의 어떤 다른 값도 예약을 나타낸다.

  바이트(3)의 4비트(b0~b3)들은 트랙밀도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이 비트(b0~b3)들은 "0000"일 때 0.74㎛/트랙

을 나타내고, 그것의 어떤 다른 값도 예약을 나타낸다.

  위에서 설명한 정보가 물리적 포맷정보로서 기록되기 때문에, 재생장치에 적재된 디스크(DVD 또는 미결정 DSD디스크)

가 물리적 종류 및 유형에 대해 구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랙경로와 단/쌍층에 관해서 구별이 가능해서 결과적으로 재

생동작의 적당한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또한 DVD, DSD디스크, 그리고 DSD/DVD 복합디스크가 정확하게 구별될

수 있다.

  (3-B) DSD-TOC데이터

  (3-B-1) TOC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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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한 것처럼, 이 실시예의 미결정 DSD디스크(DSD/DVD 복합디스크를 포함하는)에는, TOC(내용표(Table of

Contents))의 데이터가 리드인 영역의 물리섹터번호 "02FF00h"∼"02FFBFh"의 12개의 블록에 기록된다. TOC는 상기

위치에 정확하게 제공될 필요가 없고, 리드인 영역의 어떤 다른 적당한 위치에 설정되어도 좋다.

  도 10a 및 도 10b에 나타낸 것처럼, 12개의 블록(BK0~BK11)의 데이터는 TOC에 기록되며, TOC에서 12개의 블록

(BK0∼BK11)의 각각의 데이터는 같다. 다시 말해서, 1개의 블록의 TOC는 12번 반복해서 기록된다.

  1개의 블록(=16섹터)의 TOC내용은 도 10c에 나타낸 것처럼 설정된다. 16개의 섹터들이 0에서부터 15까지 번호가 매겨

진다고 가정하면, 트랙위치와 모드정보가 제 1섹터 0에 기록되고, 텍스트정보는 섹터 1에, 상품정보는 섹터 2에, 텍스트정

보는 섹터 3에, 그리고 부분스캔위치정보는 섹터 4에 각각 기록된다. 섹터 5~15들은 예약된다.

  주로 디지털 오디오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DSD디스크(Direct Stream Digital disc)에는, 상기 TOC섹터 0∼4들이 주

소 및 텍스트정보, 상품정보 등과 같은 부가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트랙(음악프로그램 또는 오디오데이터와 같은 것의 단

위)마다 제공된다. 비록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지만, DSD디스크는 DVD물리적 포맷에 일치하게 상기 TOC를 갖고, 오

디오데이터가 TOC에 의해 관리되는 "DSD" 데이터로서 트랙단위로 기록된다. 그러므로, 디스크의 데이터영역에 기록된

각 데이터트랙은 DVD처럼 디렉토리구조의 데이터화일이 되도록 형성되지 않지만, DVD디렉토리에 독립적으로 TOC에

의해 관리된다.

  TOC 섹터(0∼4)의 내용은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3-B-2) TOC 섹터 0

  TOC 섹터 0은 트랙위치와 모드정보를 위한 영역으로 이용된다. 더 자세하게는, 이 섹터가 주로 DSD데이터로서 기록되

는 각 트랙에 관한 것이고, 각 트랙의 주소와 속성(트랙모드)을 제공하는 관리정보영역으로서 작용한다.

  도 11은 TOC 섹터 0의 2048바이트로 구성된 데이터영역의 형식(도 6을 보시오)을 나타낸다.

  2048바이트의 데이터영역의 맨 위 4바이트들은 ASCII코드에 근거해서 시스템 ID로서 "S" "A" "C" "D"가 되도록 기록된

다.

  따라서 첫 번째 트랙번호(첫 번째 TNO)가 바이트(7)에 기록되고, 다음에 마지막 트랙번호(마지막 TNO)가 바이트(8)에

기록된다. 트랙들은 DSD데이터의 트랙들이다.

  엑스트라 데이터 시작주소(EDSA)는 9에서부터 11까지 번호가 매겨진 3바이트에 기록된다. 엑스트라 데이터를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DSD디스크가 CD EXTRA 등으로 알려진 멀티세션디스크와 아주 같은 경우에, 엑스트라 데이터

영역이 상기 멀티세션 디스크의 세션(2)에 상응하게 형성될 때, 그것의 시작점은 엑스트라 데이터 시작주소(EDSA)로서

나타내어진다. 물리섹터번호(PSN)는 상기 엑스트라 데이터 시작주소(EDSA)로서 기록된다.

  이용된 섹터들은 바이트(12)에 기록된다. 이 1바이트는 어떤 관리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이용된 TOC 섹터들을 나타내도

록 작용한다.

  바이트(17)에서부터의 10바이트의 영역에는, 수록된 트랙들에 상응하는 표포인터(table pointer)(P-TNO1∼P-

THO100)가 기록된다.

  표포인터들은 수록된 트랙들이 바이트(125)에서부터 기록된 주소관리표에 상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용되고,

실제의 주소와 각 트랙의 속성(트랙모드)은 8바이트들의 단위로 형성된 주소관리표(AK1∼AK100)에 의해 표시된다.

  각 단위의 주소관리표(AK(x))는 시작주소(SA(x))를 위한 3바이트와, 트랙모드(TM(x))를 위한 1바이트와, 종료주소

(EA(x))를 위한 3바이트와, 그리고 1개의 미정의 바이트를 포함하는 총 8바이트로 구성된다. 물리섹터번호(PSN)는 각 시

작주소(SA(x))와 종료주소(EA(x))의 기록된다.

  그리고 총 100단위의 상기 주소관리표(AK1∼AK100)는 표포인터(P-TNO1~P-TNO100)에 상응하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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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포인터(P-TNO1~P-TNO100)들은 트랙(1~100)에 상응하게 제공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영역에 수록된 트랙(1)은

트랙(1)에 관한 주소와 트랙모드가 기록되는 주소관리표(AK1)를 나타내는 표포인터(P-TNO1)에 의해 관리된다.

  더 자세하게는, 표포인터(P-TNO(x))로서 기록된 값이 "Px"일 때, 상기 값에 상응하는 주소관리표(AK(x))의 바이트위치

가 29×4+(Px)×8의 계산을 통해 나타내어진다.

  예를 들어, "1"이 표포인터(P-TNO1)에 기록될 때, 바이트위치 "124"는 주소관리표(AK1)의 맨 위의 시작주소(SA1)에

바이트(1)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지정된다.

  그리고 주소관리표(AK1)에는, 트랙(1)의 맨 위의 주소가 물리섹터번호(PSN)에 의해 3바이트의 시작주소(SA1)로서 기

록되고, 트랙(1)의 속성은 트랙모드(TM1)로서 기록된다. 또한 트랙(1)의 종료주소는 물리섹터번호(PSN)에 의해 3바이트

의 종료주소(EA1)로서 기록된다.

  상기와 유사하게, 시작주소(SA2), 트랙모드(TM2), 그리고 종료주소(EA2)로 구성되는 주소관리표(AK2)는 트랙(2)에 상

응하는 표포인터(P-TNO2)에 의해 표시된다. 트랙(2)의 맨 위의 주소는 물리섹터번호(PSN)에 의해 시작주소(SA2)에 기

록되고, 다음에 트랙(2)의 속성은 트랙모드(TM2)로서 기록되고, 그리고 트랙(2)의 종료주소는 물리섹터번호(PSN)에 의

해 종료주소(EA1)로서 기록된다.

  그 후에, 전체의 수록된 트랙의 각각에 관한 주소와 트랙모드는 상기와 유사한 관련 표포인터와 관련 주소관리표를 이용

하여 기록된다.

  트랙에 상응하지 않는 어떤 표포인터나 주소관리표도 "00h"로 기록된다. 총 10개의 트랙을 포함하는 디스크에는, 예를

들어 표포인터(P-TNO11~P-TNO100)와 주소관리표(AK11~AK100)의 각각이 "00h"로 기록된다.

  트랙마다의 상기 주소와 모드관리는 표포인터에 의해 나타내어진 상응하는 표포인터(P-TNO(x))와 주소관리표

(AK(x))(=시작주소(SA(x)), 트랙모드(TM(x)), 그리고 종료주소(EA(x)))에 근거해서 실행된다. 그러므로, TOC 섹터 0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 재생장치에 적재된 디스크로부터 독출된 후에, 재생을 위한 액세스(access)가 시작주소(SA(x))와 종

료주소(EA(x))를 참조하여 (x)번째 트랙에 대해 수행된다. 또한 트랙모드(TM(x))에 근거해서, (x)번째 트랙의 재생을 위

해 요구된 제어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11에 나타낸 것처럼, 100개 단위의 표포인터(P-TNO1∼P-TNO100)가 준비되고, 또한 100개 단위의 주소관리표

(AK1∼AK100)가 준비되어서, TOC 섹터 0에 의해 관리될 최대 100개의 DSD 데이터트랙(예를 들어, 오디오의 경우에

100개의 프로그램)이 1개의 DVD에 수록될 수 있다.

  주소관리표(AK1∼AK100) 각각에 제공된 트랙모드(TM1∼TM100)의 각각에 관해서, 그것의 1바이트의 각 비트는 소정

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할당된다. 예를 들어, 각 비트는 저작권보호의 온/오프 상태와, 데이터의 유형과, 모노/스테레오

(2채널/6채널)와, 또는 강조(emphasis)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설정된다.

  (3-B-3) TOC 섹터 1

  TOC 섹터 1은 DSD데이터로서 기록되는 트랙에 상응하게 트랙명(프로그램명 등)을 기록하기 위한, 또는 디스크 자체에

상응하는 디스크명(앨범 타이틀 등)을 기록하기 위한 데이터영역으로서 이용된다.

  도 12는 TOC 섹터 1에서 2048바이트로 구성되는 데이터영역의 형식(도 6을 보시오)을 나타낸다.

  2048바이트의 데이터영역의 맨 위 4바이트들은 ASCII코드에 근거해서 시스템 ID로서 "S" "A" "C" "D"가 되도록 기록된

다.

  TOC 섹터 1에는, 슬롯(slot)포인터(P-TNA1∼P-TNA100)들이 수록된 트랙(최대 100개의 트랙)에 상응하게 준비되고,

슬롯포인터(P-TNA1∼P-TNA100)들 각각에 의해 표시될 문자슬롯들은 바이트(121)(도 12의 행(29∼511))이후에 제공

된다.

  그리고 문자데이터는 위에서 말한 TOC 섹터 0에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잘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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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슬롯들에는, 디스크명과 트랙명을 포함하는 문자정보가 예를 들어 ASCII코드에 근거해서 기록된다. 문자슬롯의 맨

위 8바이트는 디스크명을 위한 배타적(exclusive)영역으로서 이용된다. 어떤 다른 바이트들도 디스크명 또는 트랙명으로

도 이용될 수 있다.

  (x)번째 트랙에 상응하는 트랙명은 슬롯포인터(P-TNA(x))에 의해 표시된 문자슬롯의 바이트정보에 기록된다. 예를 들

어, 트랙(1)에 상응하는 트랙명은 슬롯포인터(P-TNA1)에 의해 표시된 바이트위치에 기록된다.

  슬롯포인터(P-TNA(x))로서 기록된 값이 "Px"라고 가정하면, 슬롯의 바이트위치는 상응하는 문자정보가 기록되는 곳이

며, 29×4+(Px)×8의 계산을 통해 지정된다.

  트랙마다의 상기 텍스트데이터관리는 상응하는 슬롯포인터(P-TNO(x))와 슬롯포인터에 의해 지정된 슬록(바이트위치)

에 근거해서 실행된다. 그러므로, TOC 섹터 1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 재생장치에 적재된 디스크로부터 독출된 후에, (x)번

째 트랙에 대해 프로그램 타이틀 또는 사용자에 대한 디스크명과 같은 트랙명을 표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제어를 실행하

는 것이 가능하다.

  (3-B-4) TOC 섹터 2

  상품정보영역이 되도록 형성된 섹터 2는 DSD데이터로서 기록된 트랙에 상응하게 저작권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데이터영

역으로서 이용된다.

  도 13은 TOC 섹터 2에서 2048바이트로 구성된 데이터영역의 포맷(도 6을 보시오)을 나타낸다. 이 데이터영역에서 맨

위 4바이트는 ASCII코드에 근거해서 시스템ID로서 "S" "A" "C" "D"가 되도록 기록된다.

  TOC 섹터 2에는, 슬롯포인터(P-TCD(1)∼P-TCD100)들이 수록된 트랙(최대 100개의 트랙)에 상응하게 준비되고, 슬

롯포인터(P-TCD(1)∼P-TCD100)들 각각에 의해 표시될 100개의 단위의 저작권데이터슬롯(ISRC(1)∼ISRC(100))들이

바이트(129)(도 13의 행(31∼230))이후에 준비된다.

  그리고 저작권정보는 상기 TOC 섹터 0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잘 관리된다.

  각 저작권데이터슬롯(ISRC(1)~ISRC(100))들은 8바이트로 구성된다. 저작권데이터슬롯(ISRC(1)∼ISRC(100))들에는,

저작권코드가 거기에 수록된 트랙에 상응하게 기록된다. 더 자세하게는, 국가, 합법기구, 저작권 등록연도, 등록번호 등에

대한 데이터가 부호화되고 이 슬룻들에 기록된다.

  트랙(1)에 상응하는 저작권코드는 슬롯포인터(P-TCD(x))에 의해 표시된 저작권데이터슬롯(ISRC(x))의 바이트정보에

기록된다. 예를 들어, 트랙(1)에 상응하는 저작권코드가 슬롯포인터(P-TCD(1))에 의해 표시된 저작권데이터슬롯

(ISRC(1))의 바이트위치에 기록된다.

  슬롯포인터(P-TCD(x))로서 기록된 값이 "Px"라고 가정하면, 상응하는 저작권데이터슬롯(ISRC(x))의 바이트위치는

29×4+(Px)×8의 계산을 통해 지정된다.

  바이트(121)에서 바이트(128)까지의 8바이트(도 13의 행(29, 30))들은 카탈로그(catalog)번호(CN)를 기록하기 위해 할

당된다.

  트랙마다의 상기 저작권관리는 상응하는 슬롯포인터(P-TCD(x))와 슬롯포인터에 의해 지정된 저작권데이터슬롯

(ISRC(x))에 근거해서 실행된다. 그러므로, TOC 섹터 2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 재생장치에 적재된 디스크로부터 독출될

때, 트랙마다의 저작권과 일치하는 재생동작 등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어떤 다른 기록 가능한 디스크 등에

대한 트랙데이터의 디지털 카피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위해 상기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비록 저작권정보가 이미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CD(콤팩트 디스크)들이 있더라도, 상기 저작권정보는 단지 트랙마다 서

브코드(Q)데이터로서 기록되며, 전체 트랙에 관한 저작권정보를 독출하기 위해 모든 트랙의 맨 위의 위치를 재생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하지만, TOC에 의해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도록 발명된 이 실시예에 근거해서는, 각 트랙의 저작권정보가 재

생장치에서 TOC를 독출하는 동작만으로 정확하게 얻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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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B-5) TOC 섹터 3

  텍스트정보영역이 되도록 형성된 TOC 섹터 3는, 상기 TOC 섹터 1에서처럼, DSD데이터로서 기록된 트랙들에 상응하게

트랙명을 기록하기 위해 이용되고, 또한 디스크명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도 14는 TOC 섹터 3에 2048바이트들로 구성된 데이터영역의 포맷을 나타낸다. 전술한 TOC 섹터 1에 유사하게, 데이터

영역의 맨 위 4바이트는 ASCII코드에 근거해서 시스템ID로서 "S" "A" "C" "D"가 되도록 기록되고, 슬롯포인터(P-

TNA(1)∼P-TNA(100))들이 준비되고, 그리고 또한 슬롯포인터(P-TNA(1)∼P-TNA(100))들 각각에 의해 표시될 문자

슬롯들은 바이트(121)(도 14의 행(29∼511))이후에 준비된다. 또한 (x)번째 트랙에 상응하는 트랙명이 TOC 섹터 1에서

처럼 슬롯포인터(P-TNA(x))에 의해 표시된 문자슬롯의 바이트위치에 기록된다. 문자슬롯의 맨 위 8바이트들은 디스크명

을 위한 배타적 영역으로 이용된다.

  이 방법에서, TOC 섹터 3은 TOC 섹터 1과 유사하게 트랙마다 문자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이용된다. 특히, TOC 섹터 3은

간지(kanji) 또는 유럽문자와 같은 특수문자에 상응하는 코드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영역으로 작용한다. 이 이유때문에,

문자코드(Char code)로 이용된 문자의 속성은 특수문자의 종류를 나타내는 데이터로서 16바이트로 기록된다.

  (3-B-6) TOC 섹터 4

  TOC 섹터 4는 부분스캔위치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영역으로서 형성된다. 부분스캔은 단지 프램그램 등(예를 들어, 소개

(introduction), 모티프(motif) 또는 테마(theme))의 부분을 재생하기 위한, 즉 소정의 트랙과 같은 프로그램의 모티프 부

분만을 재생하기 위한 또는 트랙의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프로그램의 소개만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을 나타낸다.

  상기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메인모티프에 상응하는 각 트랙의 소정의 부분이 미리 부분스캔을 위해 선택

되고, 상기 선택된 부분에 관한 시작주소와 종료주소가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선택된 트랙의 부분들에 대한 주소의 관리는 TOC 섹터 4에 의해 실행된다.

  도 15는 TOC 섹터 4에 2048바이트로 구성된 데이터영역의 포맷(도 6을 보시오)을 나타낸다. 이 섹터에서 맨 위 4바이

트도 또한 ASCII코드에 근거해서 시스템ID로서 "S" "A" "C" "D"가 되도록 기록된다. 따라서, TOC 섹터 0에서처럼, 첫번째

트랙번호(첫 번째 TNO)는 바이트(7)에 기록되고, 다음에 마지막 트랙번호(마지막 TNO)는 바이트(8)에 기록된다.

  바이트(17)부터의 100바이트의 영역에는, 수록된 트랙에 상응하는 표포인터(P-TNO(1)∼P-TNO(100))가 기록된다. 그

리고 표포인터(P-TNO(1)~P-TNO(100))에 상응하는 스캔주소관리표(SAK(1)∼SAK(100))가 준비된다. 각 주소관리표

(SAK(1)∼SAK(100))에는, 1개의 단위가 스캔시작주소(SSA(x))를 위한 3바이트, 트랙모드(TM(x))를 위한 1바이트, 스

캔종료주소(SEA(x))를 위한 3바이트, 그리고 1개의 미정의 바이트를 포함하는 총 8바이트로 구성된다. 물리섹터번호

(PSN)는 각 스캔시작주소(SSA(x))와 스캔종료주소(SEA(x))로서 기록된다.

  스캔주소관리표(SAK(1)~SAK(100))는 상기 TOC 섹터 0의 주소관리표(AK(1)~AK(100))와 표포인터(P-TNO(1)~P-

TNO(100)) 사이와 같은 관계로 표포인터(P-TNO(1)~P-TNO(100)에 의해 각각 표시된다. 표포인터(P-TNO(x))로서 기

록된 값이 "Px"라고 가정하면, 상응하는 스캔주소관리표(SAK(x))의 바이트위치는 29×4+(Px)×8의 계산을 통해 지정된

다.

  표포인터(P-TNO(1)∼P-TNO(100))는 1에서 100까지의 트랙에 각각 상응한다. 그리고 데이터영역에 포함된 트랙(1)은

트랙(1)에 관한 스캔주소가 기록되는 스캔주소관리표(SAK1)를 나타내는 표포인터(P-TNO1)에 의해 관리된다.

  예를 들어, 만약 "1"이 표포인터(P-TNO1)에 기록되면, 바이트위치 "124"가 지정된다. 이것은 스캔주소관리표(SAK1)의

맨 위의 스캔시작주소(SSA1)의 첫 번째 바이트의 바이트위치를 나타낸다.

  스캔주소관리표(SAK1)에는, 트랙(1)의 모티프와 같은 소정의 부분의 시작위치에 상응하는 주소가 물리섹터번호(PSN)

에 의해 3바이트 스캔시작주소(SSA1)로서 기록되고, 트랙(1)의 속성(또는 단지 스캔주소에 의해 지정된 한 부분의 속성)

이 트랙모드(TM1)로서 기록된다. 또한, 트랙(1)의 소정의 부분의 종료부분에 상응하는 주소는 물리섹터번호(PSN)에 의

해 3바이트 스캔종료주소(SEA1)로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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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하게, 스캔시작주소(SSA2), 트랙모드(TM2), 그리고 스캔종료주소(SEA2)로 구성되는 주소관리표(SAK2)는 트랙

(2)에 상응하는 표포인터(P-TNO2)에 의해 지정되며, 그것에 의해서 트랙(2)에 관한 모티프 프리셋(preset)과 같은 어떤

소정의 부분의 주소위치가 관리된다. 그러므로 단지 트랙의 소정부분만의 주소는 수록된 전체 트랙에 대해 상기와 유사하

게 표포인터와 스캔주소관리표를 이용하여 기록된다.

  트랙에 상응하지 않는 어떤 표포인터 또는 주소관리표도 "00h"로서 기록된다. 예를 들어 총 10개의 트랙을 포함하는 디

스크에는, 표포인터(P-TNO(11)~P-TNO(100))와 스캔주소관리표(SAK(11)∼SAK(100))의 각 바이트는 "00h"로 기록된

다. 상기 스캔주소는 매 트랙마다 정확하게 설정될 필요는 없고, 모티프 등의 부분을 나타내는 스캔주소는 수록된 전체 트

랙의 단지 한 부분에 대해 관리되어도 좋다.

  트랙마다의 상기 스캔주소관리는 상응하는 표포인터(P-TNO(x))와 표포인터에 의해 지정된 스캔주소관리표(SAK(x))에

근거해서 실행된다. 그러므로, TOC 섹터 4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 재생장치에 적재된 디스크로부터 독출된 후에, 모티프,

소개 등과 같은 어떤 원하는 (x)번째 트랙의 부분을 재생하기 위한 동작이 디스크 생산자에 의해 설정되고 그리고 TOC 섹

터 4에 기록된 스캔주소에 의해 쉽게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단지 연속적으로 원하는 트랙의 소개만을 재생하기 위한 제어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4] DSD

  DSD디스크에는, 위에서 설명한 TOC가 리드인 영역에 형성된다. 하지만, 상기 TOC는 단지 이 실시예의 DSD디스크에만

제공되고, 일반적인 DVD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DSD(Direct Stream Digital)디스크에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DSD데이터로서 트랙들이 형성된다. 설명을 위해서, 디

스크들은 (1)DVD, (2)DSD디스크, (3)DSD/DVD 복합디스크, 그리고 (4)DSD/CDEX 복합디스크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

명세서에는, 상기 디스크들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DVD : 전술한 DVD물리적 포맷과, 도 3의 볼륨공간구성과, 그리고 도 4의 디렉토리구조를 갖는 일반적인 DVD.

  (2) DSD디스크 : DVD물리적 포맷에 일치하게 상기 TOC를 포함하고 데이터영역에 기록된 전체의 실제의 데이터가

DSD데이터로 형성되는 트랙을 포함하는 디스크.

  (3) DSD/DVD 복합디스크 : DVD물리적 포맷에 일치하게 TOC를 포함하고 데이터영역에 기록된 실제의 데이터가 DSD

데이터로 형성되는 트랙을 포함하는 디스크. 이 디스크는 또한 도 4의 디렉토리구조에 일반적인 DVD데이터를 위한 기록

영역을 갖는다.

  (4) DSD/CDEX 복합디스크 : 상기 (2)DSD디스크 또는 (3)DSD/DVD 복합디스크에 대해, 이 디스크는 TOC에 의해 관리

되는 데이터영역이 멀티세션과 같은 방법으로 잘 져서, DSD데이터와 CD-ROM데이터의 트랙이 형성되도록 발명되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나타낸 디스크들은 (2)DSD디스크, (3)DSD/DVD 복합디스크, 그리고 (4)DSD/CDEX 복합디스

크에 관한 것으로, 이 순서대로 지금부터 설명할 것이다.

  (4-A) DSD디스크

  처음에 DSD디스크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 실시예에 따른 DSD(Direct Steeam Digital)디스크는 ∑△변조를 통해 기록된 고속 1비트 디지털 오디오데이터

(Direct Stream Digital : DSD데이터)를 수록한다.

  이 실시예에서, DSD섹터들과 관련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DSD데이터"로 이용된 메인데이터는 ∑△변조를 통해 얻

어진 고속 1비트 "디지털 오디오"데이터로 구성되고, 또한 상기 디지털 오디오데이터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데이터가 서

브코드데이터로서 포함될 수 있다. 메인데이터가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에만 한정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명세서에서 "DSD데이터"의 표기는 메인데이터와 서브데이터 양자를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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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6a는 DSD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는 이미지를 나타낸다. 도 16b는 비교를 위해 일반적인 DVD데이터를 기록 및 재

생하는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도 16c는 CD-DA 오버-샘플링방법으로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는 이미지를 나타낸

다. 이 도에서 각 블록은 처리를 나타낸다.

  CD-DA에서는, 도 16c에 나타낸 오버-샘플링이 음질의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행된다. 이 방법에 따라서, 아날로그

오디오신호(Asig)는 ∑△변조기 및 1비트 A/D변환기(11)를 통해 처리되어서, 그것에 의해 샘플링주파수(nfs)의 1비트 디

지털 오디오데이터로 변환된다. 이 예에서, fs는 44.1㎑이고, nfs는 예를 들어 64fs와 같은 매우 높은 주파수이며, 그것에

의해 음질이 향상된다.

  하지만, 샘플링주파수(fs)의 16비트 디지털 오디오데이터는 CD-DA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는 처음에 데시메이

션필터(12)를 통해 처리되어서 낮은 fs의 멀티비트 데이터로 변환되고, 샘플링주파수(fs)의 16비트 데이터로 변환된 후에

데이터는 엔코더(13)를 거쳐 EFM/CIRC 등을 통해 처리되고, 다음에 디스크(14)에 기록된다.

  재생 시에는, 데이터가 디스크(14)로부터 독출되고, 다음에 디코더(15)에서 복호화되어서 샘플링주파수(fs)의 16비트 디

지털 오디오데이터로 변환된다. 따라서 얻어진 데이터는 보간필터(16)를 통해 처리되고 샘플링주파수(nfs)의 1비트 디지

털 오디오데이터가 되도록 오버-샘플링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데이터는 ∑△변조기 및 1비트 D/A변환기(17)를 통해 처

리되고, 그것에 의해서 원래의 아날로그 오디오신호(Asig)가 재생된다.

  상기 오버-샘플링방법을 채택한 CD-DA에는, 원하는 음질의 향상이 nfs/1비트 데이터변환 때문에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지만, 데시메이션필터(12)와 보간필터(16)에 의해 실행된 디지털 필터링에서 어떤 계산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도 16b에 나타낸 것처럼 DSD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오디오신호(Asig)가 A/D변환기(6)를 통해 고샘플링주파수, 예를 들

어 48㎑ 또는 96㎑에서 그리고 16비트/20비트/24비트와 같은 적어도 양자화를 위한 16비트로 처리된다. 그리고 MPEG2

시스템에 근거해서 엔코더(7)를 통해 처리된 데이터는 디스크(8)에 기록된다.

  그리고 재생 시에는, 디스크(8)에서 독출되고 MPEG2 시스템에 따라 디코더(9)를 통해 처리된 데이터는 D/A변환기(10)

를 통해 기록모드시 샘플링주파수와 양자화비트의 수에 일치하게 처리되며, 그것에 의해서 원래의 아날로그 오디오신호

(Asig)가 재생된다.

  이 실시예의 DSD디스크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오디오신호(Asig)가 ∑△변조기 및 1비트 A/D변환기(1)를 통해 도 16a에

나타낸 것처럼 처리된다.

  이 단계에서, 3가지 모드가 32fs, 64fs, 그리고 128fs와 같은 샘플링주파수에 대해 준비된다. 오디오데이터 채널의 수에

대해, 나중에 설명할 2가지 모드, 즉 2채널모드와 6채널모드가 준비된다.

  예를 들어, 64fs/1비트 디지털 오디오데이터는 다운-샘플링 또는 멀티비트변환을 통해 처리되지 않고 직접 엔코더(2)에

의해 처리되고, 부호화된 데이터는 디스크(3)에 기록된다. 부호화단계에서, 오디오데이터에 관련된 또는 관련되지 않은 서

브코드데이터도 또한 더해진다.

  재생 시에는, 데이터가 디스크(3)로부터 독출되고, 다음에 엔코더(4)에 의해 처리되어서 예를 들어 64fs/1비트 디지털 오

디오데이터(그리고 서브코드데이터)가 된다. 따라서, 상기 디지털 오디오데이터는 ∑△변조기 및 1비트 A/D변환기(5)를

통해 처리되며, 그것에 의해서 원래의 아날로그 오디오신호(Asig)가 재생된다.

  이 DSD시스템에서, 음질이 매우 높은 샘플링주파수에서 향상될 수 있고, CD-DA에서와 달리 필터링처리가 없을 때 음

질의 저하가 발생되지 않아서, 선행기술보다 음질의 더 현격한 향상이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이 DSD시스템은 오디오 및 비디오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다루는 MPEG2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오디오데이터만

을 기록 및 재생하기에 특히 적합하다.

  도 17, 도 18a, 그리고 도 18b는 DSD데이터가 상기 이미지에 기록되는 DSD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낸다.

  도 17은 단층디스크의 예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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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리드인 영역에 기록된 제어데이터(CNT)로서, 물리적 포맷정보의 북유형(도 8a∼8c 및 도 9를 보시오)은 DSD디

스크임을 표시하는 "1000"으로 설정된다. 또한, TOC는 리드인 영역에 형성된다.

  물리섹터번호 "030000h"에서부터 리드아웃 영역의 바로 전 위치(L0∼1)까지의 데이터영역에는, 트랙(TK1∼TKn)이

DSD데이터로서 기록된다. TOC 섹터에서 관리방법으로부터 명백하듯이, 최대 100개의 트랙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18a 및 도 18b는 쌍층디스크의 예를 나타내며, 도 18a는 병렬 트랙경로를 갖는 디스크를 나타내고, 도 18b는 정반대

의 트랙경로를 갖는 다른 디스크를 나타낸다.

  병렬 트랙경로를 갖는 도 18a의 디스크에는, 층 0과 층 1이 각각 독립적으로 형성된다. 더 자세하게는, 층 0에는, 리드인

영역에 기록된 제어데이터(CNT)의 북유형이 DSD디스크임을 표시하는 "1000"으로 설정되고, 또한 TOC는 리드인 영역에

형성된다. 그리고 TOC에 의해 관리될 DSD데이터로 구성되는 트랙(TK1-TKn)은 층 0의 데이터영역에 기록된다.

  또한 층 1에서도 리드인 영역에 기록된 제어데이터(CNT)의 북유형이 DSD디스크임을 표시하는 "1000"으로 설정되고,

또한 TOC는 리드인 영역에 형성된다. 그리고 TOC에 의해 관리될 DSD데이터로 구성된 트랙(TK1~TKn)은 층 1의 데이

터영역에 기록된다. 각 층에는, 최대 100개의 트랙을 기록할 수 있다.

  정반대의 트랙경로를 갖는 도 18b의 디스크에는, 층 0과 층 1이 중간영역을 거쳐 1개의 연속적인 층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디스크의 제일 안쪽에 있는 층 0의 리드인 영역에는, 제어데이터(CNT)에 포함되는 북유형이 DSD디스크임을 표

시하는 "1000"으로 설정되고, 또한 TOC는 리드인 영역에 형성된다. 그리고 TOC에 의해 관리될 DSD데이터로 구성되는

트랙(TK1∼TKx)은 층 0의 데이터영역에 기록된다. 게다가, 트랙(TKx+l~TKn)은 층 1의 데이터영역에 기록된다.

  최대 기록 가능한 트랙은 100이다.

  DSD디스크는 상기 3가지 종류로 분류되어도 좋다. 그리고 상기 디스크 어떤 것이 적재된 재생장치에는, 제어데이터

(CNT)에 포함된 특유형 "1000"에 응하여 TOC의 존재를 먼저 인식하여 트랙(TK1∼TKn)이 재생될 수 있고, 다음에 TOC

를 읽는다.

  또한, 어떤 재생된 트랙에 상응하는 문자는 TOC 섹터(1, 3)의 텍스트정보를 이용하여 표시될 수 있고, 각 트랙에 대한 부

분스캐닝동작이 TOC 섹터 4의 스캔주소를 이용하여 가능해진다.

  (4-B) DSD 데이터

  (4-B-1) DSD 데이터섹터

  이 실시예에는, DSD데이터의 메인데이터를 디지털 오디오데이터로서 설명할 것이지만, 비디오데이터 또는 컴퓨터데이

터가 DSD데이터의 메인데이터로서 기록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도 19는 DSD데이터가 DVD시스템의 섹터포맷에 일치하게 기록되는 섹터의 데이터영역(2048바이트)을 나타낸다.

  DSD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섹터(이하 데이터섹터라 함)에는, 2016바이트가 메인데이터를 구성하며, 메인데이터에는

실제의 오디오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DSD데이터가 기록된다. 그리고 나머지 32바이트는 서브코드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

는 서브코드데이터영역을 구성한다. 서브코드데이터는 메인데이터영역에 기록된 오디오데이터 등을 재생할 때 요구되는

시간정보와 같은 메인데이터와 관련한 정보일 수도 있고, 또는 메인데이터와 관련된 또는 관련되지 않은 그래픽정보일 수

도 있고, 또는 MIDI데이터와 같은 응용데이터일 수도 있다.

  메인데이터영역과 서브데이터영역을 구성하는 2048바이트에 대해, 4바이트의 ID, 2바이트의 ID에러검출코드(IED), 6

바이트의 더미데이터(예약), 그리고 4바이트 에러검출코드(EDC)가 더해진다. 그리고 메인데이터영역에 기록된 DSD데이

터는 소정의 방법으로 스크램블(scramble)되어서, 2048바이트의 데이터섹터가 도 6의 섹터포맷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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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C(PO(208, 192, 17), PI(182, 172, 11)는 16개의 데이터섹터로 구성되는 각 단위에 더해지며, 그것에 의해서 ECC블

록이 구성된다. PO코드는 열마다 인터리브(interleave)되고, 각 섹터의 마지막 열에 배치되어서, 16개의 기록섹터가 형성

된다. 또한 신크(sync)코드가 거기에 더해지고, EFM플러스변조후에, 데이터는 16개의 물리섹터단위로 디스크에 기록된

다.

  (4-B-2) 2채널 오디오 DSD 데이터섹터

  도 20은 DSD데이터의 메인데이터가 2채널 디지털 오디오데이터인 데이터섹터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 20에서, 데이터섹

터의 2048바이트의 전체 데이터영역중에서 단지 2016바이트의 메인데이터영역만을 나타내었다.

  왼쪽(L) 및 오른쪽(R) 채널의 오디오데이터는 각 채널에서 8비트의 단위로 묶여진다. 그리고 각 채널에서 1008바이트의

데이터는 도시한 것처럼 L0, R0, L1, R1,…, L1007, R1007의 순서로 교대로 기록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데이터영역의 2048바이트 중에서 32바이트는 서브코드데이터에 할당된다. 상기 2채널모드에서, 데이

터 전송율은 현재의 CD-DA에 채택된 7200바이트/초의 공지된 서브코드 전송율보다 높은 11200바이트/초이다.

  따라서, DSD에는, 서브코드데이터를 갖는 기능이 CD-DA에서보다 더 적합하게 만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실현된다.

  2채널 데이터는 섹터마다 완성되기 때문에, 1초는 350개의 섹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재생동작동안 섹터마다 스킵

(skip)할 때, 1/350초의 정밀도를 갖는 스킵이 가능해져서, 현재의 CD-DA서 1초=75프레임인 공지된 스킵정밀도와 비교

해서 더 높은 정밀도를 얻을 수 있다.

  (4-B-3) 6채널 오디오 DSD데이터섹터

  도 21은 DSD데이터의 메인데이터가 6채널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인 데이터섹터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 21에는, 데이터

섹터 내의 2048바이트의 전체 데이터영역 중에서 2016바이트의 메인데이터영역 만을 표시한다.

  6개 채널의 오디오데이터는 도 24에 도시된 바와같이 배열되며, 즉, L채널 및 R채널 뿐만 아니라, S채널과 C채널이 앞쪽

의 중심위치에 배열되며, Lr(L뒤쪽)채널 및 Rr(R뒤쪽)채널이 뒤쪽 위치에 배열된다.

  이들 L, R, C, S, Lr 및 Rr채널의 오디오데이터는 각 채널 마다 8비트의 단위로 그룹지어진다. 도시된 바와같이, L0, R0,

C0, S0, Lr0, Rr0, L1, R1, C1, S1, Lr1, Rr1, …, L335, R335, C335, S335, Lr335, Rr335의 순서로, 각 채널에 336바이

트의 데이터가 기록된다.

  도 19에 도시된 바와같이, 데이터영역의 2048바이트 중에서 32바이트가 서브데이터에 할당된다. 그러한 6채널모드의

경우에, 데이터 전송율은 알려져 있는 현행의 CD-DA에서의 7200바이트/초인 서브코드 전송율보다 높은 16800바이트/

초이다.

  따라서, DSD디스크에서는, 2채널모드 및 6채널모드 모두에서 서브데이터에 의한 기능이 CD-DA에서보다 더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서브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타임코드 등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6채널데이터도 또한 섹터 단위로 완결되므로, 1초는 525섹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재생작동 시에 섹터단위로 스킵하

는 경우에, 1/525초의 정밀도로 스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따라서, 현행의 CD-DA에서 1초=75프레임의 스킵 정밀도

보다 높은 정밀도를 얻을 수 있다.

  (4-C) DSD 디스크재생장치

  도 22는 DSD디스크에 대응하는 재생장치의 구성을 나타낸다.

  DSD데이터가 기록되는 DSD디스크(90)는, 스핀들모터(31)에 의해 회전구동되는 방식으로 재생장치에 장전된다. 또한

재생시에, DSD디스크(90)에는 광학헤드(32)로부터 방사되는 레이저빔이 조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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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학헤드(32)는 디스크(90)로부터 출력되는 레이저의 반사광을 검출한다. 이를 위해서, 광학헤드(3)에는 레이저출력수

단으로써의 레이저다이오드와, 편광빔 스플리터 및 대물렌즈로 이루어진 광학시스템과, 반사광을 검출하기 위한 검출기가

장치된다. 대물렌즈(32a)는, 디스크의 반경방향 및 디스크를 행하는 방향과 디스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변위가능한 방

식으로 2축기구(33)에 의해서 지지된다.

  슬라이드 기구(34)에 의해서 광학헤드(32)전체가 디스크의 반경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다.

  재생작동 시에, 광학헤드(32)에 의해 DSD디스크(90)로부터 검출된 반사광 정보는 전기신호로 변환된 후, RF증폭기(35)

에 공급된다. 그후, RF증폭기(35)는 공급되어진 정보를 계산하여, 재생 RF신호, 트래킹에러신호, 포커스에러신호 등을 추

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재생 RF신호는 DSD디코더(38)에 공급된다. 한편, 트래킹에러신호 및 포커스에러신호는 서보회로(36)에

공급된다.

  서보회로(36)는 서보구동신호 발생기와, 이 서보구동신호 발생기로부터 출력된 서보구동신호에 의거해서 서보작동을 수

행하기 위한 서보드라이버로 구성된다. 서보구동신호 발생기는 공급되어진 트래킹에러신호 및 포커스에러신호와, 또한 마

이크로컴퓨터로 이루어진 시스템제어기(11)로부터 얻어진 점프명령 및 액세스명령으로부터, 포커스 서보구동신호 및 트

래킹 서보구동신호를 발생한다. 서보드라이버는 포커스 서보구동신호 및 트래킹 서보구동신호에 의거해서 2축기구(33)의

포커스코일 및 트래킹코일에 전력을 공급한다.

  서보구동신호 발생기는 또한 슬라이드 서보구동신호를 발생하며, 이 신호에 대응해서, 서보드라이버는 슬라이드 기구

(34)의 슬라이드 모터에 구동전력을 공급한다. 더욱이, 서보구동신호 발생기는, 스핀들모터(2)에 관한 회전속도 검출정보

에 의거해서 스핀들모터(2)를 일정 선속도(CLV)로 제어하는 CLV 서보구동신호를 발생하며, 서보드라이버는 그 CLV 서

보구동신호에 대응해서 스핀들 모터(31)에 구동전력을 공급한다.

  재생 RF신호는 2진 코딩, EFM+복조 및 에러보정 복호화 등의 소정의 복조처리를 행하는 DSD디코더(8)에서 처리되며,

따라서, RF신호는 DSD데이터 형태로 복호화된다. 즉, 메인데이터는, 2채널 또는 6채널 오디오데이터로써, 소정의 샐플링

주파수(64fs / 32fs / 128fs)의 고속 1-비트 데이터로 된다. 서브코드 데이터도 동시에 복호화된다. 그후, 복호화된 서브

코드 데이터는, 각종 제어작동 및 출력작동에 이용되는 시스템제어기(41)에 공급된다.

  DSD데이터의 메인데이터인 2채널 또는 6채널 오디오데이터는 디지털 오디오처리기(39)에 공급되어 필요한 처리가 수

행되고, 그후, 그 오디오데이터는 1-비트 D/A변환기(40)에 공급되며, 여기서 ∑△변조/1비트 D/A변환처리되어 2채널 또

는 6채널 아날로그 오디오신호가 된다. 그후, 이 신호는 오디오 증폭기(42)에서 증폭되고, 그후 스피커나 확성기 등을 포함

하는 오디오출력회로로 보내진다(AUout).

  이렇게 DSD디스크로부터 재생된 출력오디오신호(AUout)는, 예를들어 64fs의 매우 높은 샘플링 주파수에 의해 고음질

화가 실현된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복조되며, 다운샘플링 또는 오버샘플링을 위한 필터링처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따라

서 음질 저하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고음질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RF증폭기(35)로부터 얻어진 재생 RF신호는 관리정보디코더(37)에도 공급된다. 많은 경우 이 관리정보디코더(37)는

DSD디코더(28)와 일체로 형성되지만,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분리된 회로부분으로써 설명한다.

  관리정보디코더(37)는 디스크(90)로부터 독출된 관리정보를 복호화하기 위한 부분이며, 즉, 리드인(lead-in) 영역에서의

제어데이터나 TOC데이터를 복호화하여 복호화된 데이터를 시스템제어기(41)에 공급하기 위한 부분이다.

  마이크로컴퓨터로 이루어진 시스템제어기(41)는 전체 재생장치의 전체적인 제어를 수행하며, 디스크(90) 재생의 제어를

위해서는 디스크(90) 상에 기록된 각종 관리정보를 미리 읽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시스템제어기(41)는, 디스크(90)가 재생장치에 놓일 때 리드인 영역을 재생하는 작동을 수행함으로써 제어

데이터 및 TOC데이터를 포함하는 관리정보를 디스크(90)로부터 독출하고, 이렇게 독출된 관리정보를 내부메모리 내에 기

억시키도록 구성되며, 따라서 디스크(1)의 추후의 재생 시에 그러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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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D의 한 형태인 DSD디스크(90)에 관한 처리로써는, 우선 시스템제어기(41)가 제어데이터 내의 북유형에 기초해서, 장

전된 디스크가 DSD디스크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별한다. 그 판별결과 DSD디스크라고 판별될 경우, 시스템제어기(41)는

리드인 영역의 소정위치에 기록되어 있는 TOC를 읽어들이고, 그후 재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TOC데이터를 기억시킨다.

  디스크를 재생하기 위해서, 상기 TOC섹터 0에 의거해서 각 트랙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TOC섹터 4의 데이터

를 획득함으로써 그 소개 또는 모티프와 같은 트랙의 일부분의 주소도 파악될 수 있으며, 따라서, 원하는 트랙 부분만을 재

생하기 위한 부분 스캐닝작동을 행할 수 있다.

  조작기(53)는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는 각종 키를 갖추어 구성된다. 예를 들어, 그러한 키들에는, 재생키, 정지키, AMS키,

큐(cue) 키, 리뷰(review)키, 특수 재생키를 포함한다. 각 조작의 정보가 시스템제어기(41)에 공급된다.

  표시부(52)는 액정표시장치 등으로 이루어지며, 시스템제어기(41)의 제어에 의해서 작동상태, 트랙번호, 시간정보를 표

시한다.

  상기 설명된 바와같이, 트랙명 및 디스크명에 관한 정보가 TOC섹터 1 및 섹터 3에 기록되므로, 시스템제어기(41)는 재

생되는 트랙과 일치하여 표시부(52)에 트랙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적절한 제어를 행할 수 있다.

  서브코드 데이터로써 표시에 이용하기 위해서 문자나 기호 등의 데이터가 부가될 경우에, 시스템제어기(41)는 DSD 디코

더(38)에 의해 추출된 서브코드 데이터에 기초해서 표시부(52)를 제어할 수 있다. 재생장치에 있어서, 그 장치가 서브코드

데이터의 형태 및 용도에 따르도록 구성될 경우에는 더욱 다양한 작동 및 제어작동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각 트랙에 관한 저작권정보가 상기 TOC섹터 2로부터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제어기(41)는 TOC가 독출

되어 있을 경우 그 저작권정보에 의거해서 적절한 제어작동(예를들어 특정 트랙에 대한 재생을 금지하는 작동)을 수행할

수 있다.

  도면에 도시된 이러한 재생장치의 구성은, 오디오데이터가 DSD디스크에 기록된다고 가정하여 행해진 것이다. 그러나,

비디오데이터가 DSD디스크에 기록되는 경우에는, 재생장치에, DSD디코더(38)에 의해 추출된 데이터에 대한 비디오처리

기와, 비디오데이터에 대한 1-비트 D/A변환기 및 출력단계에서의 비디오 증폭기를 갖추어 구성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상기 설명된 도 22의 재생장치는 단순히 DSD디스크에 대해서만 고려한 것이다. 도 23은 통상의 DVD에 대해서도 적용

되는 다른 재생장치를 나타낸다.

  이 도면에서, 도 22에 도시된 것에 해당하는 기능부분은 동일한 부호로 표시되며, 그에 대한 반복된 설명은 생략한다.

  도 23의 장치에서, 재생가능 디스크(90)는 DVD 또는 DSD디스크이다. 통상의 DVD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DSD디스크에

이용되는 도 22에서와 동일한 기능부분들 이외에도, DVD디코더(43)와, 오디오 처리기(44)와, D/A변환기(45)와, 비디오

처리기(46)와, D/A변환기(47)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구성성분들을 DVD디스크 또는 DSD디스크에 선택적으로

절환하기 위해서 셀렉터(48)가 장치된다. 또한 DVD비디오신호를 출력하기 위해서 비디오 증폭기(49)가 장치된다.

  디스크(90)의 장전이 완료되면, 시스템제어기(41)는 우선 리드인 영역에서 제어데이터를 독출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획

득하고, 그 북유형에 따라서, 장정된 디스크가 DSD디스크인지 또는 통상의 디스크 (또는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같은 DSD/

DVD복합디스크)인지에 대해 판별한다.

  장전된 디스크(90)가 DSD디스크일 경우, 시스템제어기(41)는 리드인 영역에서 TOC를 독출하여, 그 TOC데이터에 의거

해서 디스크 재생을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그후, 재생된 오디오신호는 디지털 오디오 처리기(39)와 1-비트 D/A변환기

(40)의 작동에 의해 복조된다. 이때, 시스템제어기(41)는 셀렉터(48)를 제어해서 1-비트 D/A변환기(40)의 출력을 오디오

증폭기(42)에 공급한다.

  장전된 디스크(90)가 DVD일 경우에, 시스템제어기(41)는 도 3 및 도 4의 관리포맷에 따라서 재생을 제어한다. 디스크로

부터 독출된 정보(재생된 RF신호)에 대해서, MPEG2에 기초한 복호화처리가 DVD디코더(43)에서 수행되며, 그후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처리기(44)에 공급되는 한편, 비디오 데이터는 비디오 처리기(46)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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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처리기(44)와 비디오 처리기(46)에서 처리된 데이터 각각은, 소정 샘플링 주파수와 소정 양자화비트수가 세트되

어 있는 D/A변환기(45, 47)에서 아날로그 오디오신호 및 아날로그 비디오신호로 변환된다.

  이때, 시스템제어기(41)는 셀렉터(48)를 제어하여, D/A변환기(45)의 출력을 오디오 증폭기(42)에 공급하고, D/A변환기

(47)의 출력을 비디오 중폭기(49)에 공급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DVD도 재생가능하게 된다.

  (4-D) 6채널데이터 기록/재생

  설명된 바와같이, DSD디스크는 2채널 오디오데이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6채널 오디오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하에는 6채널 오디오데이터에 관한 기록포맷과, 6채널모드에서의 6채널 오디오데이터의 재생 및 2채널모드에서의 6

채널 오디오데이터의 재생에 대하여 설명한다.

  상기 설명된 바와같이, 6개의 채널은, 도 24에 도시된 바와같이 음장에 대응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DSD디스크에서, 6채

널(L, R, S, C, Lr, Rr)의 데이터가 도 21의 섹터포맷으로 기록될 경우에, 데이터는 도 25에 도시된 방식으로 처리된다.

  특히, 증폭기(61, 62, 63, 64) 각각에 의해 채널(L, R, Lr, Rr)의 데이터에 대해 어떤 이득(G)이 주어지는 경우에, 증폭기

(65, 66) 각각에 의한 2개의 채널(S, C)의 데이터에 주어지는 이득은 "0.7G"로 설정된다. 이러한 식으로, 두 개의 채널(S,

C)에 대한 이득은 다른 채널에 대한 이득의 0.7배이며, 이들 데이터는 엔코더(67)에서 섹터 부호화되어 도 21의 데이터가

된다. 더욱이, 상기의 각종 처리가 행해져서 기록데이터스트림(DTR)을 형성한다.

  따라서, DSD디스크 상에는, 단순히 2개 채널(S, C)에 대한 이득이 다른 채널의 0.7배로 설정되는 상태로 데이터가 기록

된다.

  이렇게 기록된 6채널데이터를 재생할 경우, 도 26a 또는 도 26b에 도시된 처리가 수행된다.

  도 26a는 6채널데이터의 재생에 관한 전형적인 경우를 나타낸다. 이 경우, DSD디스크로부터 독출된 독출데이터

(DTP)(재생 RF신호)가 디코더(71)(도 22 또는 도 23의 DSD디코더(38)에 해당함)에 공급되어서 6채널(L, R, S, C, Lr,

Rr)의 오디오데이터를 추출한다.

  예를들어 도 22 또는 도 23의 디지털 오디오 처리기(39)에서 수행되는 하나의 처리로써, 도 26a의 각 채널의 데이터는 각

각 증폭기(72, 73, 74, 75, 76, 77)에 의해 처리된다. 2개 채널(S, C)에 대한 이득이 다른 채널의 0.7배로 설정된 상태로 데

이터가 기록되기 때문에, 2채널(S, C)에 대한 증폭기(76, 77)에서의 이득은, 다른 채널에 대한 증폭기(72, 73, 74, 75, 76,

77)에서의 이득(G)에 비해 "1.4G"로 설정된다.

  따라서, 각각 증폭기(72, 73, 74, 75, 76, 77)를 거쳐 출력된 6채널 오디오 데이터(Lout, Rout, Sout, Cout, Lrout,

Rrout)는 원래의 이득밸런스를 갖는 상기의 6채널 오디오신호와 등가이며,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재생처리가 행해

진다.

  6채널에 기록된 오디오데이터는 2채널(L, R)의 오디오신호로써 재생되고 출력될 수 있다. 6채널신호를 출력하기 위해서

는, 비교적 큰 규모의 6채널 증폭기 및 스피커 시스템이 설치됨으로써, 극장 등에서 효과적으로 된다. 그러나, 일반가정 등

에서는, 어떤 경우에 2채널 출력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금까지는 6채널데이터에서 2채널(L, R)신

호를 발생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왔다.

  상기 방법에 의하면, L 및 R채널의 신호는 다음과 같이 6채널(L, R, S, C, Lr, Rr)의 오디오데이터를 계산함으로써 생성

된다.

  L = L + Lr + 0.7S + 0.7C

  R = R + Rr + 0.7S + 0.7C

  알려져 있는 방법에서는, 상기 처리에 의해서 L 및 R채널의 신호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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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 실시예에서는, 기록모드에서 S채널 및 C채널의 데이터는 다른 채널의 데이터의 0.7배가 되도록 처리된다. 그러

므로, 디코더(71)(도 22 또는 도 23에서는 DSD디코더(38)에 해당함)에서 DSD디스크로부터 독출된 독출데이터(DTp)(재

생 RF신호)를 처리함으로써 얻어진 L, R, S, C, Lr, Rr 채널의 오디오데이터에 대해서 "0.7S" 및 "0.7C"의 계산이 이미 행

해졌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L = L + Lr + 0.7S + 0.7C 및 R = R + Rr + 0.7S + 0.7C의 계산을 통해서 L 및 R채널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에, 본 실시예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순 가산을 행하기만 하면 필요조건이 만족될 수 있다.

  L = L + Lr + S + C

  R = R + Rr + S + C

  그후, 도 26b의 가산기(78)에서 L채널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산기(79)에서 R채널의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원하는 결

과를 얻게 된다.

  상기 처리가 도 22 또는 도 23의 디지털 오디오 처리기(39)에서 수행된다고 가정하면(데이터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후에 아날로그 오디오신호 처리기에서 각 가산이 수행되더라도), 그러한 처리에 필요한 구성은 어떤 조작을 필요로하지 않

으며, 따라서 상당히 간단한 회로구성을 실현하게 된다.

  디지털 오디오신호가 1-비트 데이터로 이루어진 본 실시예에서는, 6채널데이터로부터 2채널(L, R)신호를 생성하기 위

해서 단순가산을 행하는 회로구성을 더욱 단순화할 수 있다.

  상기 설명된 6채널 출력의 경우에, S채널 및 C채널의 데이터에 대한 이득은 다른 채널의 데이터에 대한 이득의 1.4배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필요조건은 이득을 변경하기만 하면 되므로 회로구성을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 따라

서, 6채널 데이터를 2채널 데이터로 변환하고 본 실시예에서와 동일한 것을 출력하기 위한 회로구성에 있어서 간략화됨으

로써, 전체구성이 더욱 간략하게 된다.

  [5] DSD/DVD 복합디스크

  도 27, 도 28a, 및 도 28b를 참고하여, 데이터영역에 기록된 실제데이터로써 존재하는 DSD데이터의 트랙을 갖춘 DVD물

리적 포맷에 기초하여 TOC를 갖춘 DSD디스크로 간주되는 DSD/DVD 복합디스크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27, 도 28a, 도 28b의 각각은 DSD/DVD 복합디스크의 구성을 나타낸다.

  우선, 도 27은 단층 디스크의 예를 나타낸다.

  리드인 영역에 기록된 제어데이터(CNT)에 대해서, 물리적 포맷정보 내의 북유형(도 8a 내지 도 8c, 도 9)은 DSD/DVD

복합디스크를 나타내는 "1010"으로 된다. 더욱이, TOC가 리드인 영역에 형성된다.

  물리섹터번호 "030000h"에서 리드아웃 영역 바로 앞의 위치(L0-1)까지 범위의 데이터영역에, DVD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영역이 형성되며, 트랙(TK1-TKn)(n은 최대 100임)이 DSD데이터로써 기록된다.

  DVD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영역에는, DVD데이터화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정보가 예를들어 FAT(File Allocation

Table)로써 포함되며, 도 3에 도시된 바와같이 볼륨공간이 형성된다.

  DSD데이터의 트랙(TK1-TKn)은 TOC에 의거해서 관리된다.

  예를들어 도 23의 재생장치에 장전된 디스크(90)가 DSD/DVD 복합디스크로써 판별될 경우, 사용자의 조작에 대응해서

제어데이터 및 FAT에 기초해서 DVD데이터 재생모드나 또는 TOC에 기초해서 DSD데이터 트랙재생모드를 선택할 수 있

게 된다.

  DSD/DVD 복합디스크에서, DVD데이터의 내용과 DSD데이터의 내용은 서로 동일하다. 예를들어, 특정 프로그램이

DVD데이터화일로써 기록되고, DSD데이터트랙으로써도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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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데이터에 대해서, DSD데이터에서 고음질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DSD디스크에 적용되는 도 22 또는 도 23

의 재생장치에서, DSD데이터트랙을 재생함으로써 고음질의 오디오를 즐길 수 있다. 또한, DSD디스크에 적용되지 않는

DVD재생장치에 있어서도, 동일한 오디오가 DVD화일에서도 재생될 수 있다. 따라서, 디스크는 서로 다른 재생장치에서

호환성이 있다.

  도 28a 및 도 28b는 DSD/DVD 복합디스크로써 제조된 쌍층 디스크의 예를 나타내며, 도 28a은 병렬(parallel) 트랙경로

를 갖는 디스크를 나타내며, 도 28b는 정반대의(opposite) 트랙경로를 갖는 디스크를 나타낸다.

  병렬 트랙경로를 갖는 도 28a의 디스크에 있어서, 층 0과 층 1은 서로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예를들어, 층 0은 DVD

에 할당되는 한편, 층 1은 DSD디스크에 각각 할당된다.

  층 0에 있어서, 리드인 영역의 제어데이터(CNT)에 포함된 북유형은 통상의 DVD디스크를 나타내는 "0000"으로 세트되

며, 물리섹터번호"030000h"에서부터 층 0내의 리드아웃(lead-out)영역 바로 앞의 위치(L00-1)까지의 데이터 영역에는

DVD데이터로써의 데이터화일과 관리정보(FAT)가 기록되며, 따라서 도 3에 도시된 바와같이 볼륨공간이 형성된다.

  한편, 층 1에서는, 리드인 영역 내의 제어데이터(CNT) 내에 포함된 북유형은 DSD디스크를 나타내는 "1000"으로 세트되

며, 물리섹터번호"030000h"에서부터 층 1내의 리드아웃 영역 바로 앞의 위치(L01-1)까지의 데이터 영역에는 DSD데이터

로써의 트랙(TKl-TKn)(n=최대 100)이 기록된다.

  그러한 디스크의 경우에, 예를들어 도 23의 재생장치에서, 사용자의 조작 등에 대응해서, 제어데이터 및 FAT에 기초해

서 (층 0 재생을 위한) DVD데이터재생모드나 또는 TOC에 기초해서 (층 1 재생을 위한) DSD데이터 트랙재생모드를 선택

하는 것이 가능하다.

  DVD데이터(층 0)의 내용과 DSD데이터(층 1)의 내용은 서로 동일하여 호환성을 갖게 되며, 따라서 층 1은 DSD디스크를

재생하기 위한 장치에서 재생될 수 있는 한편, 층 0은 DSD디스크에 적용되지 않는 DVD재생장치에서 재생될 수 있다.

  도 28a 및 도 28b의 각각의 예에서, 층 0의 제어데이터 내에 포함된 북유형은 "0000"으로 설정되며, 층 1의 북유형은

"1000"으로 각각 설정된다. 그러나, 이들 두 북유형은 DSD/DVD복합디스크를 나타내는 "1010"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예를들어 쌍층 DSD/DVD 복합디스크에서, 만일 층 0이 DVD로써 규격화되고 층 1이 DSD로써 각각 규격화될 경우에는,

두 층 0 및 1이 "1010"으로 설정되어서 재생장치가 즉시 DSD/DVD 복합디스크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DSD/DVD 복합디스크가 도 28b의 정반대의 트랙경로로 실현될 경우에는, 층 0과 층 1은 중간영역(middle area)을 거쳐

서 하나의 연속층으로써 간주되며, 그 관리는 도 27에 도시된 단층 디스크의 관리와 거의 유사하다.

  디스크의 가장 바깥쪽 상의 층 0의 리드인 영역에서는, 제어데이터(CNT)내의 북유형은 DSD/DVD 복합디스크를 나타내

는 "1010"으로 설정되며, 그 내부에 TOC가 형성된다.

  물리섹터번호"030000h"에서부터 중간영역의 통과 전 또는 후가 되는 특정위치까지의 데이터 영역에는 DVD데이터가

기록되며, DSD데이터로써의 트랙(TK1-TKn)(n=최대 100)은 어떤 위치(DSST)에서 리드아웃 영역의 바로 앞의 다른 위

치 (L01-1)까지의 데이터영역에 기록된다.

  DVD데이터화일을 관리하기 위한 FAT(File Allocation Table)와 같은 관리정보는 DVD데이터가 기록되는 영역에 설치

되며, 도 3에 도시된 바와같이 볼륨공간이 형성된다.

  DSD데이터의 트랙(TK1-TKn)은 TOC에 의거하여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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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에도, 만일 예를들어 도 23의 재생장치에 장전된 디스크(90)가 DSD/DVD 복합디스크로 판별될 경우에는, 사

용자의 조작에 대응해서, 제어데이터 및 FAT에 의거해서 DVD데이터재생모드나 또는 TOC에 의거해서 DSD데이터 트랙

재생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DSD/DVD 복합디스크에 있어서, DVD데이터의 내용과 DSD데이터의 내용은 서로 동일

하며, 따라서 그 디스크는 다른 종류의 재생장치에서 호환가능하게 된다.

  [6] DSD/CDEX 복합디스크

  (6-A) CDEX

  이하에서는, 광의로, DVD물리적 포맷에 의거해서 TOC를 갖추며 그 데이터영역에 기록될 실제데이터로써 DSD데이터의

트랙이 존재하는 DSD디스크로써 간주되며, TOC에 의거해서 관리되는 데이터영역이 소위 멀티-세션(multi-sessions)으

로 분할되고, DSD데이터의 트랙영역과 CD-ROM데이터영역이 형성되는 DSD/CDEX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DSD/CDEX 복합디스크는, 소위 CD-EXTRA의 제 2세션 내에 기록될 수 있는 CD-ROM데이터영역이 DSD디스크 내에

설치되도록 구성된다.

  CD-EXTRA에는, 세션의 개념이 존재한다. 하나의 세션은 독립적으로 리드인 영역과 프로그램 영역과 리드아웃 영역으

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룹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세션을 다수 갖춘 디스크를 멀티-세션 디스크라 부른다.

  CD-EXTRA로써의 디스크의 이미지는 도 29에 도시되며, 디스크는 제 1세션(MSS1)과 제 2세션(MSS2)으로 분할된다.

이들 두 세션(MSS1, MSS2)의 각각은 독립적으로 프로그램 영역과 리드인 영역과 리드아웃 영역을 포함한다. 오디오데이

터 트랙은 CD-EXTRA의 제 1세션에 기록되며, CD-ROM:XA데이터는 제 2세션(MSS2)에 기록된다.

  CD-EXTRA는 상기 설명된 바와같이 두 개의 세션을 갖추어 구성되므로, 멀티-세션 디스크라 불리운다.

  본 실시예의 DSD/CDEX 복합디스크에서는, CD-EXTRA 내의 세션의 개념으로 실현된 것과 동일한 기능이 DSD데이터

영역의 분할 형식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DSD/CDEX 복합디스크에서의 DSD데이터영역의 분할은 세션의 개념으

로는 실시되지 않는다. 즉, 각각의 분할영역이 독립적으로 리드인 영역과 리드아웃 영역을 갖추지 않는다. 따라서, 이 디스

크는 개념상으로는 멀티-세션 디스크로 불릴 수 없으나, 멀티-세션 디스크와 같은 작동을 행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실시예에 따른 DSD/CDEX 복합디스크의 형태를 멀티-분할 디스크로 부를 것이다.)

  설명 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하에서 DSD/CDEX 복합디스크에 있어서, CD-EXTRA의 제 1세션(MSS1)에 해당하는 영역

을 제 1영역(SS1)으로 부르며, 제 2세션(MSS2)에 해당하는 영역을 제 2영역(SS2)으로 부른다. DSD/CDEX 복합디스크

에서는, 제 1영역(SS1)에 트랙이 DSD데이터로써 기록되며, 제 2영역에는 CD-EXTRA에서와 동일하게 CD-ROM:XA가

기록된다.

  CD-ROM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제 2영역(SS2) 내의 디렉토리구조는 예를들어 도 30에 도시된 바와같이, CD-EXTRA

의 디렉토리구조와 거의 동일하여도 좋다.

  하나의 루트에는, "AUTORUN.INF"의 파일과 "CD PLUS" 및 "PICTURES"의 디렉토리가 필요하다.

  (6-B) DSD/CDEX 복합디스크의 예

  DSD/CDEX 복합디스크의 구조예를 이하에 설명한다.

  DSD디스크가 멀티분할 디스크로 형성되는 일예에 대해서와, DSD/DVD 복합디스크에서의 DSD영역이 분할되어서 멀티

분할 디스크를 형성하게 되는 다른 예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도 32는 멀티분할 디스크로 형성되며 단층디스크인 DSD디스크를 나타낸다.

  우선, 리드인 영역에서의 제어데이터(CNT)로써는, 물리적 포맷 정보에 포함되는 북유형(도 8a 내지 도 8c 및 도 9)이

DSD디스크를 나타내는 "1000"로 설정된다. 더욱이, TOC가 리드인 영역 내에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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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영역(SS1)의 범위는 물리섹터번호"030000h"에서부터 제 2영역(SS2)의 선두 주소(EDSA) 바로 앞 위치까지 이며,

트랙(TK1-TKn)(n=최대 100)이 TOC에 의거해서 관리되는 DSD데이터로써 기록된다.

  제 2영역(SS2)의 선두 주소는 TOC섹터 0(도 11 참조)에서 엑스트라(extra)데이터 시작주소(EDSA)로써 관리된다.

  제 2영역(SS2)에는, CD-ROM데이터화일과, 제 2영역(SS2) 내에서 데이터화일을 관리하기 위하여 FAT로써 나타내어

지는 관리정보가 기록되며, 여기서, FAT는 PVD(Primary Volume Descriptor) 및 도 30의 디렉토리구조에서의

"INFO.CDP"(즉, 데이터화일의 재생작동을 관리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PVD는, 예를들어 제 2영역(SS2) 내의 섹터주소 16, 즉 물리섹터번호로써 EDSA + 16의 위치와 같은 고정위치에 기록

된다. 또한, "INFO.CDP"는 예를들어 EDSA+75의 고정위치에 기록된다.

  도 33a 및 도 33b는 쌍층 디스크를 나타내며, 도 33a는 병렬 트랙경로를 갖는 일례를 나타내며, 도 33b는 정반대의 트랙

경로를 갖는 일례를 나타낸다.

  병렬 트랙경로를 갖는 도 33a의 디스크에 있어서, 층 0과 층 1은 서로 독립적으로 형성된다. 즉, 층 0에는, 리드인 영역

내의 제어데이터(CNT)에 포함된 북유형이 DSD디스크를 나타내는 "1000"으로 설정되고, TOC가 리드인 영역에 형성된

다. 그 TOC에 의거하여 관리되어지는 DSD데이터의 트랙(TK1-TKn)은 층 0의 제 1영역(SS1)에 기록된다.

  제 2영역(SS2)은 TOC에 기술되어 있는 엑스트라 데이터 시작주소(EDSA)에서부터 시작되며, 제 2영역에는 소위 CD-

ROM데이터화일이 그 데이터화일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로써 이용되는 FAT(PVD 및 INFO.CDP)와 함께 기록된다. PVD

는 "EDSA+16"의 고정위치에, 또한 INFO.CDP는 "EDSA+75"의 고정위치에 각각 기록된다.

  유사하게 층 l에서도, 리드인 영역 내의 제어데이터(CNT)에 포함된 북유형이 "1000"으로 되어서 DSD디스크를 나타내

며, TOC가 리드인 영역 내에 형성된다. 그 TOC에 의거해서 관리되는 DSD데이터의 트랙(TK1-TKn)은 층 1의 제 1영역

(SS1) 내에 기록된다. 두 층의 각각에는 최대 100개의 DSD데이터트랙이 기록될 수 있다.

  층 1에 있어서, 제 2영역(SS2)은 TOC에 기술되어 있는 엑스트라 데이터 시작주소(EDSA)에서부터 시작되며, 제 2영역

에는 소위 CD-ROM 데이터화일이 그러한 데이터화일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로써 이용되는 FA(PVD 및 INFO.CDP)와 함

께 기록된다. PVD는 "EDSA+16"의 고정위치에, 또한 INFO.CDP는 "EDSA+75"의 고정위치에 각각 기록된다.

  정반대의 트랙경로를 갖는 도 33b 예의 경우에는, 층 0과 층 1은 중간영역을 거쳐 연속하는 하나의 층으로써 간주된다.

  층 0의 디스크 가장 안쪽의 리드인 영역에서는, 제어데이터에 포함되는 북유형이 "1000"으로 되어서 DSD디스크를 나타

내며, 리드인 영역 내에 TOC가 형성된다. 또한, 그러한 TOC에 의거하여 관리되는 DSD데이터의 트랙(TK1-TKn)(n=최대

100)이 제 1영역(SS1)에 기록된다. 제 1영역(SS1)과 제 2영역(SS2) 사이의 경계는 예를 들어 중간영역이며, 층 0은 제 1

영역(SS1)으로써 이용되는 한편, 층 1은 제 2 영역(SS2)으로써 이용될 수도 있으며, 또는 도시된 바와같이, 중간영역의 통

과 전후의 소정 위치를 경계로써 정의할 수도 있다.

  어쨌든, 제 2영역(SS2)의 시작위치인 경계는 TOC섹터 0에서의 엑스트라 데이터 시작주소(EDSA)에 의해 표시되는 지

점에 있다.

  제 2영역(SS2)은 엑스트라 데이터 시작주소(EDSA)에서 부터 리드아웃 영역의 바로 앞의 위치까지이며, 제 2영역에는

소위 CD-ROM데이터화일이 그러한 데이터화일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로써 이용되는 FAT(PVD 및 INFO.CDP)와 함께 기

록된다. PVD는 "EDSA+16"의 고정위치에, 또한 INFO.CDP는 "EDSA+75" 의 고정위치에 각각 기록된다.

  도 34는 DSD/DVD 복합디스크에서 DSD영역이 분할되어 형성된 단층 멀티분할디스크를 나타낸다.

  그 리드인 영역 내의 제어데이터(CNT)로써, 물리적 포맷정보 내에 포함되는 북유형이 "1010"으로 설정되어 DSD/DVD

복합디스크를 나타낸다. 또한, 그 리드인 영역에는 TOC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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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D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영역은, 물리섹터번호"030000h"에서부터 어떤 주소(DSST) 바로 앞의 위치까지의 데이터

영역에 포함되며, 그 데이터 영역에는 DVD데이터화일이 그 DVD데이터화일을 관리하기 위한 FAT로써 표시되는 정보와

함께 기록되며, 도 3에 도시된 바와같이 볼륨공간이 형성된다.

  그 주소(DSST) 다음의 영역은 TOC에 의해 관리되며, DSD데이터의 트랙(TK1-TKn)(n=최대 100)이 제 1영역(SS1)에

기록된다. 제 2영역(SS2)은 TOC섹터 0 내의 엑스트라 데이터 시작주소(EDSA)에 의해 표시된 위치에서부터 리드아웃 영

역 바로 앞의 위치까지이며, 이 제 2영역에는 소위 CD-ROM데이터화일이 그러한 데이터화일을 관리하기 위한 FAT(PVD

및 INFO.CDP)로써 표시되는 관리정보와 함께 기록된다. PVD는 "EDSA+16"의 고정위치에 기록되며, 또한 INFO.CDP는

"EDSA+75"의 고정위치에 각각 기록된다.

  도 35a 및 도 35b는 DSD/DVD 복합디스크에서 DSD영역의 분할을 통해 각각 형성된 쌍층 멀티분할 디스크를 나타내며,

여기서 도 35a는 병렬 트랙경로를 갖는 일례를 나타내며, 도 35b는 정반대의 트랙경로를 갖는 또다른 예를 나타낸다.

  병렬 트랙경로를 갖는 도 35a의 디스크의 경우에, 층 0 및 층 1은 서로 독립적으로 형성된다. 본 예에서, 층 0은 DVD에

할당되는 한편, 층 1은 DSD디스크에 각각 할당된다.

  층 0에 있어서, 도 28a의 상기 예와 유사하게, 리드인 영역 내의 제어데이터(CNT)에 포함된 북유형이 "0000"(또는

"1010")으로 설정되고, DVD데이터로써의 데이터화일과 관리정보(FAT)는, 물리섹터번호"030000h"에서부터 충 0의 리

드아웃 영역 바로 앞의 위치(L00-1)까지의 데이터영역에 기록되며, 따라서 도 3에 도시된 바와같이 볼륨공간이 형성된다.

  한편, 층 1에서는, 리드인 영역 내의 제어데이터(CNT) 내에 포함되는 북유형이 "1000"(또는 "1010')으로 되고, DSD데

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데이터영역이, 물리섹터번호"030000h"에서부터 층 1의 리드아웃 영역 바로 앞의 위치(L01-1)까지

의 범위로 형성된다. 이 층 1은 분할되어 멀티분할 디스크를 형성한다.

  즉, TOC에 의거하여 직접 관리되는 트랙(TK1-TKn)(n=최대 100)은 충 1내의 물리섹터번호"030000h"에서부터 시작되

는 제 1영역(SS1)에 기록되며, 제 2영역(SS2)은 TOC섹터0 내에서 엑스트라 데이터 시작주소(EDSA)에 의해 표시되는 위

치에서부터 리드아웃 영역의 바로 앞까지의 범위이며, 제 2영역에는, 소위 CD-ROM데이터화일이 이 데이터화일을 관리

하기 위한 정보로써 이용되는 FAT(PVD 및 INFO.CDP)와 함께 기록된다.

  PVD는 "EDSA+16"의 고정위치에 기록되며, 또한 INFO.CDP는 "EDSA+75"의 고정위치에 각각 기록된다.

  정반대의 트랙경로를 갖춘 도 35b 예의 경우에, 충 0과 층 1은 중간영역을 거쳐서 연속되는 하나의 층으로써 간주되며,

여기서 그 관리는 도 34에 도시된 단층 디스크의 관리와 대략적으로 유사하다.

  층 0의 디스크 가장 바깥쪽의 리드인 영역에서는, 제어데이터(CNT)에 포함된 북유형이 DSD/DVD 복합디스크를 나타내

는 "1010"으로 설정되고, 리드인 영역 내에 TOC가 형성된다. TOC내에 엑스트라 데이터 시작주소(EDSA)가 기술된다.

  DVD데이터는, 물리섹터번호"030000h"에서부터 중간영역의 통과 전 또는 후인 특정위치(DSST-1)까지의 데이터영역에

기록된다. DVD데이터화일을 관리하기 위한 FAT와 같은 관리정보가 DVD데이터를 기록하는데 이용되는 영역에 설치되

며, 도 3에 도시된 바와같이 볼륨공간이 형성된다.

  어떤 위치(DSST)에서 부터 리드아웃 영역 바로 앞의 위치(L01-1)까지의 데이터영역이 DSD디스크영역으로써 이용되며,

이 데이터영역은 엑스트라 데이터 시작주소(EDSA)를 경계로 하여 제 1영역(SS1)과 제 2영역(SS2)으로 분할된다.

  TOC에 의거하여 직접 관리되는 DSD데이터의 트랙(TK1-TKn)(n=최대 100)은 제 1영역(SS1)에 기록된다.

  한편, 제 2영역(SS2)에는, CD-ROM데이터화일이 그 데이터화일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로써의 FAT(PVD 및

INFO.CDP)와 함께 기록된다. PVD는 "EDSA+16"의 고정위치에 기록되며, 또한 INFO.CDP는 "EDSA+75"의 고정위치에

각각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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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설명된 DSD/CDEX 복합디스크의 6개 구조의 예들 각각에서, DSD디스크영역이 분할되어 멀티분할 디스크를 형성

하며, 엑스트라 데이터영역이 형성된다. 또한 제 2영역의 위치(EDSA)는 TOC에 의거하여 관리된다.

  그러므로, 만일 TOC섹터 0에 엑스트라 데이터 시작주소(EDSA)로써 "000000h" 대신 구체적인 유효값이 기록된다면,

그 디스크는 DSD/CDEX 복합디스크로써 판별될 수 있다.

  제 2영역(SS2)에서, 데이터재생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PVD 및 INFO.CDP가 엑스트라 데이터 시작주소(EDSA)를 기준

으로 고정위치에 기록되며, 따라서 제 2영역(SS2)에 대한 재생장치의 액세스를 위해서는 복잡한 주소계산 등의 어떤 것도

전혀 필요치 않으며, 따라서 액세스는 상당히 용이하게 된다.

  (6-C) DSD/CDEX 복합디스크 재생장치

  도 31은 상기 설명된 DSD/CDEX 복합디스크에 적합한 재생장치의 구성에 대한 예를 나타낸다. 이 도면에서, 도 22 및 도

23의 상기 장치에 이용되는 기능부분에 해당하는 기능부분들은 동일한 도면부호로 표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반복된 설명

은 생략한다.

  도 31의 장치에 있어서, 재생가능 디스크(90)는 DVD 또는 DSD디스크이다. DSD디스크에 이용되는 도 22에서와 같은

기능부분 및 DVD에 이용되는 도 23에서와 같은 기능부분 이외에도, DSD/CDEX 복합디스크를 재생하기 위한 CD-ROM

디코더(50)와 SCSI제어기(51)가 설치된다. SCSI제어기(51)는 호스트컴퓨터에 대한 내부제어를 행하기 위한 것이다.

  디스크(90) 장전이 완료되면, 시스템제어기(41)는 우선 리드인 영역에서 제어데이터를 독출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필요

한 데이터를 획득하며, 그 북유형에 기초해서, 장전된 디스크가 DSD디스크인지 또는 통상의 디스크(또는 이하에 설명될

DSD/DVD 복합디스크)인지에 대한 판별을 행한다. 장전된 디스크(90)가 DSD디스크일 경우, 시스템제어기(41)는 리드인

영역으로부터 TOC를 더 독출한다.

  장전된 디스크(90)가 상기 설명된 멀티분할형 DSD디스크일 경우, 재생조작에 의거해서, 제 1영역(SS1) 재생모드나 또

는 제 2영역(SS2) 재생모드가 선택적으로 실행된다. 예를들어, 조작기(53)로부터의 통상의 재생조작에 대응해서는 제 1영

역(SS1) 재생모드를 선택하고, 장치에 접속된 외부 호스트컴퓨터로부터의 재생요구에 대응해서는 제 2영역(SS2) 재생모

드를 선택하도록 제어작동을 행할 수도 있다.

  제 1영역(SS1) 재생모드에서, 시스템제어기(41)는 TOC데이터에 의거해서 재생작동을 실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후, 재

생된 오디오신호는 DSD디코더(38), 디지털 오디오 처리기(39) 및 1-비트 D/A 변환기(40)의 작동에 의해 복조된다. 이때,

셀렉터(48)는 1-비트 D/A변환기(40)의 출력을 오디오 증폭기(42)에 공급하도록 제어된다.

  한편, 제 2영역(SS2) 재생모드에서, 시스템 제어기(41)는 TOC 내에 기술된 엑스트라 데이터 시작주소(EDSA)를 참고하

여, EDSA 위치를 기준으로 고정위치에 기록된 PVD 및 INFO.CDP로의 액세스를 가능케 한다. 또한, 재생작동은 도 30의

디렉토리구조에 따라서 제어된다.

  디스크로부터 독출된 정보(재생된 RF신호)는 CD-ROM디코더(50)에서 복호화되고, 복호화된 데이터는 SCSI제어기(51)

에 공급된다. 그후, SCSI제어기(51)는 디스크(90)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를 호스트컴퓨터에 송신한다.

  따라서, 그러한 재생장치는 DSD/CDEX 복합디스크를 재생하기에 적합하므로, 따라서 광범위한 디스크사용을 가능케 한

다.

  [7] 변형예

  본 발명의 디스크 및 재생장치를 나타내는 상기 설명된 실시예 이외에도, 각종 변형예가 추가로 고려될 수 있다.

  예를들어, DSD디스크에 대해서는 "1000"으로 설정되고, DSD/DVD 복합디스크에 대해서는 "1010"으로 설정된 북유형

은 단순한 예일 뿐이며, 이것은 다른 어떤 값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또한, 관리정보에 포함된 다른 구체적인 데이터도 역

시 변경될 수 있다.

등록특허 10-0491501

- 27 -



  북유형 데이터로는, 바람직하게는, (1) DVD, (2) DSD디스크, (3) DSD/DVD 복합디스크, (4) DSD/CDEX 복합디스크 및

DSD/DVD 복합디스크에서 멀티분할 디스크의 형태로 형성되며 DSD/CDEX 복합디스크로써 설명되는 (5) DSD/DVD/

CDEX 복합디스크와 같은 상기 설명된 5종류 또는 5개 정의의 디스크들 사이에서 판별하기에 적합한 코딩체계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북유형 데이터는, (1) DVD에 대해서는 "0000"으로, (2) DSD디스크에 대해서는 "1000"으로, (3) DSD/DVD

복합디스크에 대해서는 "1010"으로, (4) DSD/CDEX 복합디스크에 대해서는 "1100"으로, (5) DSD/DVD/CDEX 복합디스

크에 대해서는 "1110"으로 정의된다. (이들 북유형데이터의 값은 단순한 예일 뿐임.)

  더욱이, 북유형 코딩체계는 단층이나, 쌍층, 또는 쌍층의 정반대의 트랙경로 및 병렬 트랙경로의 종류를 식별하도록 구성

된다.

  특히, 병렬 트랙경로로 된 쌍층 중 한 층은 DVD데이터를 포함하는 한편, 다른 한 층은 DSD데이터를 포함하는 도 28a 또

는 도 35a의 경우에, 한 층의 북유형 데이터가 독출될 경우 다른 층의 종류를 검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스크의 여러 구성의 예에 대해서는 도 17, 도 18, 도 27, 도 28, 도 32, 도 33, 도 34 및 도 35의 실시예를 참고하여 설명

하였지만, 다른 구성도 또한 고려할 수 있다. 예를들어, DSD/DVD 복합디스크가 도 28a에 도시된 것과 같은 병렬트랙경로

를 가질 경우, DSD영역과 DVD영역 모두가 각 층에 공존하는 형태가 고려된다.

  더욱이, 도 22, 도 23 및 도31에 도시된 재생장치의 실시예 외에도, 예를들어 도 23 및 도 31의 장치인 DSD디스크와

DVD 모두에 대응하는 재생장치로써는 예를 들어 도 36 및 도 37의 변형예가 고려된다.

  도 36은 도 23에 도시된 재생장치의 변형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며, 동일부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부호로 표시된다.

이 경우에, DVD디코더(43)에서 얻어진 DVD오디오데이터에 대한 D/A변환기(도 23에서는 D/A변환기(45))가 장치되지

않으며, DSD오디오데이터용 1-비트 D/A변환기(40)가 DVD오디오데이터에 대해서도 공용으로 이용된다.

  그러므로, 오디오처리기(44)의 출력은 우선 데시메이션 필터(decimation filter)(54)를 거쳐 1-비트 디지털데이터로 변

환되고, 그후 1-비트 D/A변환기(40)에 공급된다.

  DSD데이터에 대한 샘플링 주파수(64fs/32fs/128fs)에서, fs는 44.1㎑인 반면, 예를들어 DVD데이터에 대한 fs는 48㎑

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비트 D/A변환기(40)에서의 기본 클록신호를 DVD데이터 재생모드 또는 DSD데이터 재생모

드에 일치하도록 선택적으로 절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스템제어기(41)는 재생작동에 의거해서 기본 클록신호의 절

환에 대한 제어를 행한다.

  도 37은 도 31에 도시된 재생장치의 변형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며, 여기서 동일한 부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부호로

표시된다. 이 경우에도, DVD디코더(43)로부터 얻어진 DVD오디오데이터에 대한 D/A변환기(도 31에서 D/A변환기(45))

를 장치하지 않으며, DSD오디오데이터용 1-비트 D/A변환기(40)가 도 36의 상기 예에서와 같이 DVD오디오데이터에 대

해서도 공동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도 36 또는 도 37에서와 같이 1-비트 D/A변환기(40)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재생장치에서의 회로구성을 간

략화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서, 상기 주어진 설명에서 명백한 바와같이, 이하와 같은 각종 효과가 달성됨으로써, 기록매체 및 그러한 기록

매체를 재생하기에 적합한 상당히 유용한 재생장치를 실현하게 된다.

  기록매체에서, 제 1데이터포맷과 다른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가 물리적 포맷관리정보에 포함됨을 나타내는 식별데이

터가 기록된다. 또한,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는 물리적 포맷관리정보에 따라서 데이터영역에 기록되며, 더욱이 제 2데

이터 관리정보는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의 재생을 관리하기 위해 소정위치에 기록된다. 이렇게 실현된 기록매체는 제 1

포맷에 적합하며, 다른 데이터의 또 다른 포맷의 데이터도 포함하므로, 기록매체는 고음질의 데이터를 기록하기에 적합하

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의 물리적 포맷을 갖는 기록매체를 유연하게 이용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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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제 2관리정보(TOC)를 정의하기 때문에,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매체 상에 직접 전개될 수 있으며, 액세스

도 용이하게 된다.

  제 2데이터 관리정보가 리드인 영역에 기록되므로, 제 2데이터 관리정보에의 액세스도 용이하게 된다.

  데이터영역은 제 1데이터포맷의 데이터와 제 1데이터 관리정보가 기록되는 하나의 영역과, 적어도 제 2데이터포맷의 데

이터가 기록되는 또 다른 영역을 포함한다. 또한 물리적 포맷 관리정보는, 제 1 및 제 2 데이터포맷 모두의 데이터가 이 매

체에 기록됨을 나타내는 식별데이터를 포함하며, 따라서 복합기록매체에는 용도가 확대되며, 호환성이 개선된다는 이점이

실현될 수 있다.

  제 2데이터 관리정보는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단위(트랙)마다 기록위치정보를 포함하며, 따라서 트랙단위로 액세스가

임의로 자유롭게 된다.

  제 2데이터 관리정보는 또한 제 2데이터포맷의 각 데이터단위(트랙)에 대응하는 부가정보, 즉 문자정보나 저작권정보 등

을 포함하며, 따라서, 기록매체에는 기록데이터의 각 단위에 대한 각종 정보가 제공된다.

  제 2데이터 관리정보는, 제 2데이터포맷의 각 데이터단위(트랙)에 대응해서, 단지 일부의 기록위치정보 만을 더 포함하

므로, 일부 재생과 같은 특수작동에도 적합하게 된다.

  제 2데이터 관리정보는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에 대해서 최대 100개의 데이터단위를 관리하도록 배열되며, 따라서,

제품기획에 있어 편리한 형태를 실현하게 된다. 예를들어, "Hyakunin Isshu"(시인 100인의 시 100편) 또는 "베스트 100곡

"과 같은 전자출판에 적합하다.

  제 2데이터 관리정보에는, 제 1 및 제 2데이터포맷과 다른 제 3데이터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영역의 위치정보가 포함

된다. 또한, 데이터영역에는, 제 3데이터포맷의 데이터와 이 데이터의 재생을 관리하기 위한 제 3데이터 관리정보가 기록

된다. 그러므로, 상기의 멀티분할 디스크와 유사한 소위 멀티세션 디스크와 동등한 새로운 기록매체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

하며, 따라서, 본 발명 기록매체의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예를들어 제 2관리정보에서 간단한 텍스트데이터를 기록하면서 제 3데이터포맷의 데이터로써 용량적으로 큰 텍스

트데이터를 부가적으로 기록하는 다양한 이용을 실현할 수 있다.

  제 3데이터 관리정보는 제 2데이터 관리정보에 포함된 제 3데이터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영역의 위치정보에 의해 표

시되는 위치에 기초한 특정위치에 기록되며, 따라서, 기록매체가 기능적으로 멀티세션 디스크와 동등할 경우 제 2영역에

의 액세스를 용이하게 하는 상당히 이로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기록매체에서,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는 ∑△변조된 1-비트 오디오신호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정 물리적

포맷을 갖는 기록매체에서 고음질을 갖는 우수한 데이터기록이 실현된다. 특히, 오버샘플링이나 다운샘플링을 행하지 않

으면서 고속 1-비트 오디오신호의 데이터가 기록되므로, 필터링에 의한 음질저하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오버샘플링도,

다운샘플링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기록매체에 대응하는 기록장치 및 재생장치는 우수한 고음질을 실현하면서도 구

조적으로 간략화될 수 있다.

  적어도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는 섹터로 되며, 이들 각 섹터는 ∑△변조된 1-비트 오디오신호에 할당되는 메인데이터

영역과, 서브데이터에 할당되는 서브데이터 영역을 포함한다. 따라서, 서브데이터가 1-비트 오디오신호의 메인데이터에

대응해서 이용되거나 또는 관계없는 상태로 이용되거나, 다양한 부가정보가 기록매체에 포함된 메인데이터에 대하여 주어

지거나, 또는 그러한 정보가 메인데이터와 독립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제공이 실현될 수 있다.

  2048바이트의 데이터영역이 각 섹터에 형성되며, 여기서 메인데이터영역은 2016바이트 이며, 서브데이터영역은 32바

이트이다.

  ∑△변조된 1-비트 오디오신호로 이루어진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는 2채널 오디오데이터로 변환되며, 각 채널데이터

는 8비트 단위 마다 선택적으로 각 기록섹터 내의 2016바이트에 할당된다. 다른 경우에, ∑△변조된 1-비트 오디오신호로

이루어진 제 2데이터 포맷의 데이터는 6채널 오디오데이터로 변환되며, 각 채널데이터는 8비트 단위로 각 기록섹터 내의

2016바이트에 소정순서로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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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서브코드 전송율은 현행 CD-DA에 적용되는 7200바이트/초의 알려진 속도보다 높아지게 되며, 따라서, 2채널

및 6채널모드 모두에서, 서브코드 데이터에 의한 기능은 CD-DA에서 보다 더욱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2

채널 및 6채널모드 각각에서, 데이터는 섹터단위로 완결되며, 2채널모드에서 1초는 350섹터에 대응하며, 6채널모드에서

1초는 525섹터에 대응한다. 그러므로, 재생작동을 행하는 동안의 섹터단위의 스킵에서는, 현행 CD-DA에서 1초=75프레

임의 스킵 정밀도와 비교할 때 더 높은 정밀도를 얻을 수 있다.

  ∑△변조된 1-비트 오디오신호로 이루어진 제 2데이티포맷의 6채널 오디오데이터에서, 전체 6채널 중 다수의 특정채널

에 대응하는 데이터에 대하여는, 다른 채널에 대한 값과 다른 소정 이득이 주어지며, 따라서 재생 시에 채널 수 변환 처리

가 편리하게 된다.

  재생장치는, 장전된 기록매체로부터 정보를 독출하는 작동을 행하는 독출수단과, 장전된 기록매체로부터 독출된 물리적

포맷 관리정보에 기초해서 제 2데이터 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별을 행하는 판별수단과, 그 판별의 결

과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됨을 나타낼 경우에, 독출수단이 제 2데이터 관리정보를 독출하도록 제어하고, 그후

그렇게 독출된 제 2데이터 관리정보를 획득하도록 하며, 또한 제 2데이터 관리정보에 기초해서 독출수단이 제 2데이터포

맷의 데이터를 독출하도록 제어하는 재생제어수단과, 독출수단에 의해 독출된 제 2데이터 포맷의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

한 제 2포맷 복호화수단과,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따라서, 제 1포맷에 적합하며, 제 1포맷과 다른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

터를 포함하는 기록매체를 재생하는 적절한 작동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더욱이, 제 2데이터 관리정보로부터 직접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때문에, 그러한 액세스는 제 1포맷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간단하고도 신속하

게 행해질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액세스는 제 2데이터 관리정보를 참조하여 실행되므로 회로구성이 간략화될 수 있다.

  제 2데이터 관리정보가 리드인 영역에 설치되는 기록매체의 장전 시에, 재생제어수단은, 독출수단이 기록매체의 리드인

영역 내의 특정위치에 기록된 제 2데이터 관리정보를 독출하도록 제어를 행하므로, 제 2데이터 관리정보의 효과적인 액세

스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판별수단의 출력이, 제 1데이터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에, 재생제어수단은, 독출수단을 제어하여

독출수단에 의해 독출된 제 1데이터 관리정보에 기초해서 제 1데이터포맷의 데이터를 독출하게끔 한다. 재생제어수단은

독출수단에 의해 독출된 제 1데이터포맷의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한 제 1포맷 복호화수단을 갖추어 구성되며, 따라서 장

치는 본래의 제 1데이터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기록매체와, 제 1 및 제 2데이터포맷 모두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복합기

록매체에 완전히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제 2데이터 관리정보에서 데이터단위 마다 포함되는 기록위치정보에 대응해서, 재생제어수단은 독출수단을 제어하여,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에 대해서 각 데이터단위를 독출하도록 제어하므로, 효율적인 액세스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이 장치는 표시장치와 같은 정보표시 출력수단을 더 포함하여 구성되며, 재생제어수단은, 제 2데이터 관리정보

에서 각 데이터단위로 포함된 부가정보를 정보표시제어수단이 출력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실

현할 수 있게 된다.

  재생제어수단은, 제 2데이터 관리정보에 포함되며 제 2데이터 포맷의 데이터의 각 단위 마다에 관련되는 단지 부분 기록

위치정보에 대응해서, 원하는 단위의 일부 데이터를 독출수단이 독출하게끔 하며, 따라서 예를들어 원하는 프로그램의 소

개 또는 모티프와 같은 재생을 용이하고도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얻어진 데이터 처리 정보가 제 3데이터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영역의 위치정보를 포함할 때, 재생제어수단은 독

출수단이 제 3데이터처리정보를 독출하여 상기 제 3데이터포맷의 데이터를 재생작동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상기

독출수단이 상기 제 3데이터처리정보에 따라 상기 제 3데이터포맷의 데이터를 독출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장치는 상기

제 3데이터포맷의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한 제 3포맷 복호화수단을 더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한 멀티분할 디스크와 같은

멀티세션(multi-session)디스크와 기능적으로 동일한 본 발명의 기록매체에 대해 적당한 재생작동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된다.

등록특허 10-0491501

- 30 -



  상기 제 3데이터처리정보를 독출하기 위해, 상기 재생제어수단은 독출수단이 제어하에 제 2데이터처리정보에 포함되고

상기 제 3데이터포맷데이터가 기록된 영역과 관련된 위치정보에 의해 표시되는 위치에 관하여 판별되는 상기 특정위치를

독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여기에 액세스하여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간단한 액세스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복잡한 주소연산도

필요하지 않다.

  제 2포맷 복호화수단은 ∑△변조 1비트오디오신호의 데이터에 대해 어떤 오버샘플링도 행해지지 않는 디코더로 구성되

고, 이에의해 오버샘플링필터의 필요성이 배제되어 결과적으로 회로구성이 간단하게 된다.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는 섹터에 배열되고, 이 각각의 섹터는 ∑△변조 1비트 오디오신호영역에 할당된 메인 데이터

영역과 서브데이터에 할당된 서브데이터영역을 포함하도록 형성된다. 제 2포맷 복호화수단은 각 섹터의 서브데이터영역

에 기록된 서브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한 디코더를 가지므로, 서브데이터의 추출 및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정보출력모드

나 제어모드의 연장성이 실제로 더 넓어진다.

  제 2포맷 복호화수단은 복호화를 통해 2채널오디오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 6채널 오디오데이터가 독출수단에 의해 독출

될 때, 동일한 이득이 6채널데이터에 대해 유지되면서 두 채널로 구성되는 각 채널의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채널

데이터가 부가되고, 이에이해 6채널 데이터를 2채널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회로구성이 매우 간소화될 수 있다.

  특히, 상기 처리가 ∑△변조 1비트오디오신호에 대해 행해지므로, 상기 변환회로는 현저하게 간소화된 1비트 부가회로로

구성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또한 회로구성의 간소화가 실현될 수 있다

  제 2포맷 복호화수단이 그 복호화처리를 통해 6채널 오디오신호를 출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6채널데이터 중 다

수의 특정채널의 데이터가 다른 채널의 데이터에 대해 값이 다른 소정의 이득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6채널 오디오신호

가 이 상태에서 출력되어서, 복잡하게 회로를 구성하지 않고도 적당한 6채널출력이 얻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이 몇몇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기와 같이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이 상기 실시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의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이 분야에 기술을 가진 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과 변화가 가능함은 물론이

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부가 청구항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포맷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포맷 처리정보가 리드인(lead-in) 영역에 기록되고, 특정 제 1데이터포맷

의 데이터와 상기 데이터를 재생처리 하기 위한 제 1데이터 처리정보가 데이터 포맷 처리정보에 따라 데이터영역에 기록

될 수 있는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제 1데이터 포맷과 다른 제 2데이터 포맷의 데이터는 데이터 단위로 구성되고 상기 데이터 포맷 처리정보에 따라서

데이터 영역에 기록되고, 제 2데이터 처리정보(TOC)는 상기 제 2데이터 포맷의 데이터의 재생을 관리하기 위해 소정의 위

치에 기록되고,

  상기 기록매체에서, 제 2데이터 포맷의 데이터의 존재를 나타내는 식별데이터(CNT)가 상기 데이터포맷 처리정보에 포

함되고, 상기 제 1데이터 포맷은 DVD(digital versatile disk) 포맷이고 상기 제 2데이터 포맷은 DSD(direct stream

digital) 포맷이고,

  상기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는 시그마 델타( ∑△)변조된 1비트 오디오신호로 구성되고, 상기 매체에 기록된 제 2데이

터포맷의 데이터는 섹터로 배열되고, 각 섹터는 ∑△변조된 1비트 오디오신호에 할당된 메인 데이터 영역과 서브데이터에

할당된 서브데이터영역을 포함하고, 서브데이터는 메인 데이터 또는 그래픽 정보 또는 MIDI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로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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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데이터처리정보는 리드인 영역에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영역은 제 1데이터포맷의 데이터 및 제 1데이터처리정보가 기록되는 영역과, 적어도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

터가 기록되는 또다른 영역으로 구성되고,

  상기 물리적 포맷처리정보는 제 1 및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된 것을 나타내는 식별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데이터처리정보는 상기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의 각 유닛에 관한 기록위치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데이터 처리정보는 상기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의 각 유닛에 대응하는 부가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데이터처리정보는 상기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의 각 유닛에 대응하는 부분 기록위치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데이터처리정보는 상기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에 대해, 최대 100데이터유닛이 처리가능하도록 형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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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데이터처리정보는 상기 제 1 및 제 2데이터포맷과 다른 제 3데이터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영역의 위치정보

를 포함하고, 상기 제 3데이터포맷의 데이터 및 이것을 재생처리하기 위한 제 2데이터처리정보는 상기 관련위치정보에 의

해 상기 데이터영역에 표시되는 영역에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데이터처리정보는 상기 제 2데이터처리정보에 포함되고 제 3데이터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영역과 관련된

위치정보에 의해 표시되는 위치에 관하여 미리 결정된 특정위치에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10.

  제 11항에 있어서,

  2048바이트의 데이터 영역은 상기 각 섹터에 형성되고, 상기 메인데이터 영역은 2016바이트로 이루어지는 반면, 상기

서브데이터영역은 32바이트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변조 1비트 오디오신호로 구성되는 상기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는 두 채널오디오데이터로 변환되고, 각 채널데이

터는 8비트단위로 각 기록섹터에서 2016바이트에 번갈아서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변조 1비트 오디오신호로 구성되는 상기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는 채널오디오신호로 변환되고, 각 채널데이터는

소정의 순서로 8비트단위로, 각 기록섹터에서 2016바이트에 할당되고, 전체 6채널 중에서 다수의 특정채널에 대응하는

데이터는 다른 채널의 데이터와 관련된 값과 다른, 소정의 이득이 주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13.

  데이터 포맷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포맷 처리정보가 리드인(lead-in)영역에 기록되고, 특정 제 1데이터포맷

의 데이터와 상기 데이터를 재생처리 하기 위한 제 1데이터 처리정보(FAT)가 데이터 포맷 처리정보에 따라 데이터영역에

기록되는 기록매체에 적합한 재생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는 상기 제 1데이터 포맷과 다른 제 2데이터 포맷의 데이터는 데이터 단위로 구성되고 상기 데이터 포맷 처

리정보에 따라서 데이터 영역에 기록되고, 제 2데이터 처리정보(TOC)는 상기 제 2데이터 포맷의 데이터의 재생을 관리하

기 위해 소정의 위치에 기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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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록매체에서, 제 2데이터 포맷의 데이터의 존재를 나타내는 식별데이터(CNT)가 상기 데이터포맷 처리정보에 포

함되고, 상기 제 1데이터 포맷은 DVD(digital versatile disk) 포맷이고 상기 제 2데이터 포맷은 DSD(direct stream

digital) 포맷이고,

  상기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는 시그마 델타( ∑△)변조된 1비트 오디오신호로 구성되고, 상기 매체에 기록된 제 2데이

터포맷의 데이터는 섹터로 배열되고, 각 섹터는 ∑△변조된 1비트 오디오신호에 할당된 메인 데이터 영역과 서브데이터에

할당된 서브데이터영역을 포함하고, 서브데이터는 메인 데이터 또는 그래픽 정보 또는 MIDI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로 구성

되도록 고안되고,

  상기 재생장치는,

  적재된 기록매체로부터 정보를 읽어내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독출수단(32)과, 상기 독출수단에 의해 적재된 기록매체

로부터 독출한 데이터 포맷처리정보에 따라, 상기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별하기 위한

판별수단(37)과,

  상기 판별수단에 의한 판별의 결과가 상기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된다고 나타낼 때 상기 독출수단이 제 2데이

터처리정보를 독출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상기와 같이 독출된 제 2데이터처리정보를 얻고,상기 독출수단이 상기 제

2데이터처리정보에 따라 상기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를 독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제어수단(41)과,

  상기 독출수단에 의해 상기와 같이 독출된 상기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한 제 2포맷 복호화수단(38)을

포함하고,

  상기 제 2포맷 복호화수단은 시그마 델타 변조된 1비트 오디오신호를 복호화하기 위한 디코더와 각각의 섹터에 기록된

서브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한 디코더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제어수단은 상기 독출수단이 제 2데이터처리정보를 독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판별수단에 의한 판별의 결과가 상기 제 1데이터포맷의 기록데이터의 존재를 나타낼 때, 상기 재생제어수단은 상기

독출수단이 상기 독출수단에 의해 독출된 상기 제 1데이터처리정보에 따라 제 l데이터포맷의 데이터를 독출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기 재생제어수단은 상기 독출수단에 의해 독출된 제 1데이터포맷의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한 제 1포맷 복호화수

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6.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제어수단은 상기 독출수단이 상기 제 2데이터처리정보에서 데이터단위당 포함된 기록위치정보에 대응하여 상

기 각 단위의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를 독출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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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항에 있어서,

  정보표현출력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재생제어수단은 상기 정보표현출력수단이 상기 제 2데이터처리정보에 데이터단

위당 포함된 부가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8.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제어수단은 상기 독출수단이 제 2데이터처리정보에 포함되고 단지 상기 제 2데이터포맷의 데이터의 각 단위에

관한 부분기록위치정보에만 대응하여 필요한 단위의 부분데이터를 독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

치.

청구항 19.

  제 13항에 있어서,

  얻어진 제 2데이터처리정보가 상기 제 1 및 제 2데이터포맷과 다른 제 3데이터포맷의 데이터가 기록된 영역의 위치정보

를 포함할 때, 상기 재생제어수단은 상기 위치정보에 따라, 상기 독출수단이 제 3데이터포맷의 데이터를 재생처리하기 위

한 제 3데이터처리정보를 독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상기 독출수단이 제 3데이터처리정보에 따라 제 3데이터포맷의 데

이터를 독출할 수 있도록하고,

  상기 재생장치는 또한 상기 독출수단에 의해 독출된 제 3데이터포맷의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한 제 3포맷 복호화수단

을 더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제 3데이터처리정보를 독출하기 위해, 상기 재생제어수단은, 제 2데이터처리정보에 포함되고 제 3데이터포맷의 데이터

가 기록되는 영역에 관한 위치정보에 의해 표시되는 위치에 대해 판별되는 특정위치를 독출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21.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제 2포맷 복호회수단은 복호화를 통해 두 채널오디오신호를 출력할 수 있고, 6채널오디오데이터가 상기 독출수단

에 의해 독출될 때, 필요한 채널데이터가 두 채널을 구성하는 각 채널데이터를 형성하도록 부가되어 6채널데이터에 대해

동일한 이득이 유지되고, 그리고 나서 두 채널오디오신호가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22.

  제 1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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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 2포맷 복호화수단은 복호화처리를 통해 6채널오디오신호를 출력할 수 있고, 상기 독출수단에 이해 독출된 전체

6채널데이터 중에서 다수의 특정채널의 데이터에는 다른채널의 데이터에 관련한 값과 다른 소정의 이득이 주어지고, 그리

고 나서 6채널오디오신호가 이 상태에서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491501

- 36 -



도면2

등록특허 10-0491501

- 37 -



도면3a

도면3b

등록특허 10-0491501

- 38 -



도면4

등록특허 10-0491501

- 39 -



도면5

등록특허 10-0491501

- 40 -



도면6

등록특허 10-0491501

- 41 -



도면7

등록특허 10-0491501

- 42 -



도면8

등록특허 10-0491501

- 43 -



도면9

등록특허 10-0491501

- 44 -



도면10

등록특허 10-0491501

- 45 -



도면11

등록특허 10-0491501

- 46 -



도면12

등록특허 10-0491501

- 47 -



도면13

등록특허 10-0491501

- 48 -



도면14

등록특허 10-0491501

- 49 -



도면15

등록특허 10-0491501

- 50 -



도면16

등록특허 10-0491501

- 51 -



도면17

등록특허 10-0491501

- 52 -



도면18

등록특허 10-0491501

- 53 -



도면19

등록특허 10-0491501

- 54 -



도면20

등록특허 10-0491501

- 55 -



도면21

등록특허 10-0491501

- 56 -



도면22

등록특허 10-0491501

- 57 -



도면23a

등록특허 10-0491501

- 58 -



도면23b

도면24

등록특허 10-0491501

- 59 -



도면25

도면26a

등록특허 10-0491501

- 60 -



도면26b

등록특허 10-0491501

- 61 -



도면27

등록특허 10-0491501

- 62 -



도면28

도면29

등록특허 10-0491501

- 63 -



도면30

등록특허 10-0491501

- 64 -



도면31a

등록특허 10-0491501

- 65 -



도면31b

등록특허 10-0491501

- 66 -



도면32

등록특허 10-0491501

- 67 -



도면33

등록특허 10-0491501

- 68 -



도면34

등록특허 10-0491501

- 69 -



도면35

등록특허 10-0491501

- 70 -



도면36a

등록특허 10-0491501

- 71 -



도면36b

등록특허 10-0491501

- 72 -



도면37a

등록특허 10-0491501

- 73 -



도면37b

등록특허 10-0491501

- 74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a
	도면3b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
	도면19
	도면20
	도면21
	도면22
	도면23a
	도면23b
	도면24
	도면25
	도면26a
	도면26b
	도면27
	도면28
	도면29
	도면30
	도면31a
	도면31b
	도면32
	도면33
	도면34
	도면35
	도면36a
	도면36b
	도면37a
	도면37b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명세서 1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3
  발명의 목적 3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4
  발명의 효과 28
청구의 범위 31
도면 36
 도면1 36
 도면2 37
 도면3a 38
 도면3b 38
 도면4 39
 도면5 40
 도면6 41
 도면7 42
 도면8 43
 도면9 44
 도면10 45
 도면11 46
 도면12 47
 도면13 48
 도면14 49
 도면15 50
 도면16 51
 도면17 52
 도면18 53
 도면19 54
 도면20 55
 도면21 56
 도면22 57
 도면23a 58
 도면23b 59
 도면24 59
 도면25 60
 도면26a 60
 도면26b 61
 도면27 62
 도면28 63
 도면29 63
 도면30 64
 도면31a 65
 도면31b 66
 도면32 67
 도면33 68
 도면34 69
 도면35 70
 도면36a 71
 도면36b 72
 도면37a 73
 도면37b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