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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 및 광디스크의 관리정보를 기록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한 기록재생장치에 관한 

것으로, 임시 결함관리영역을 구비하고 임시 결함관리영역내에는 임시 결함영역정보와 디스크의 사용상태를 알려주

는 트랙정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상기 트랙정보내에는 해당트랙의 종류를 표시하는 트랙종류정보와, 해당트랙의 첫

번째 어드레스를 알려주는 정보와, 해당트랙내에 데이터가 기록된 마지막 어드레스를 알려주는 정보 및 특정구간의 

기록상태를 표시하는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디스크의 사용상태를 알려주는 트랙정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트랙정보임을 인식가능하게 하는 헤더부와, 트랙정보를 직접표시하는 트랙정보 리스트부로 구분하여 기록하

되, 트랙정보 리스트부내에는 세션정보(session status)를 별도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서, 기존 재생전용 

규격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물리적 구조를 가지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도 그 관리

정보의 효과적인 기록관리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 관리정보, 트랙정보, 임시 결함관리영역,세션, TDMA, TDFL, Track-Info, session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는 종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의 디스크 관리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고,

도1b는 종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의 특정구간의 기록상태를 도시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고,

도2는 본발명이 적용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트랙종류에 대해 간략히 도시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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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은 본발명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전체구조 및 디스크 관리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고,

도4는 본발명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 트랙정보를 기록하는 제1실시예를 도시한 것이고,

도5는 본발명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 트랙정보를 기록하는 제2실시예를 도시한 것이고,

도6은 본발명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트랙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도시화 것이고,

도7은 본발명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기록재생장치를 도시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 및 광디스크의 관리정보를 기록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한 기록재생장치에 관한 

것이다.

광 기록매체로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광디스크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고화질의

비디오 데이터와 고음질의 오디오 데이터를 장시간 동안 기록하여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고밀도 광기록 매체(HD-D

VD), 예를들어 블루레이 디스크(Blu-ray Disc)가 개발되고 있다.

차세대 HD-DVD 기술인 블루레이 디스크(Blu-ray Disc)는 기존의 DVD를 현저하게 능가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광기록 솔루션(solution)으로 근래에 이에 대한 세계 표준의 기술사양이 정립되고 있다.

HD-DVD 세계 표준중의 하나인 블루레이 디스크는 650nm 파장의 적색 레이저를 사용하는 현재의 DVD 보다 훨씬 

조밀한 405nm의 청자색 레이저를 사용하며, 0.1mm의 광투과층을 가진 두께 1.2mm, 직경 12cm의 디스크에 현재의

DVD 보다 월등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최근에는 블루레이 디스크에 관련된 표준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재기록 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BD-RE)에 이어서 1

회 기록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BD-WO)에 대한 각종 표준안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1회 기록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BD-WO)의 표준안중에는 디스크의 관 리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정보에는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로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디스크의 사용상태를 알려

주는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디스크의 사용상태를 알려주는 정보란,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 호스트(Host)나 사용자(User)가 기록가능한 

영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종의 현재 디스크내에 기록된 상태를 표시하는 정보라 할 것이다. 기존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는 이러한 사용상태를 알려주는 정보를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였는 바, CD계열에서는

트랙정보(Track Information), DVD계열에서는 알존(RZone), 프래그먼트(Fragment), 또는 레코딩레인지(recording

range)등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본발명에서는 디스크의 사용상태를 알려주는 정보를 통칭하여 '트랙정보(Track In

formation)'로 명명할 것이며 이는 명칭에 상관없이 그 의미로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본발명에서의 상세한 트랙정

보에 관한 내용은 본발명의 구성부분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도1a는 기존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특히 DVD-R규격) 사용상태를 표시하는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발명의 명확한 이해 및 상호간의 대비를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도1a에서의 광디스크는 디스크의 관리정보를 RMD(Recording Management Data)영역내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특

히 디스크의 사용상태를 표시하는 정보는 상기 RMD영역중 RMD 필드(field) 4~12 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스크의 사용상태를 표시하는 정보로서 '알존(RZone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알존(RZone)

의 종류에는 추가기록이 가능한 오픈알존(open RZone) 및 인비지블알존 (invisible RZone)과, 추가기록이 불가능한 

클로즈알존 (close RZone)이 있다. 오픈알존(open RZone)은 디스크내에서 2개만이 존재하며, 각각의 위치는 도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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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MD 필드4내에 'First open RZone number' 및 'Second open RZone number'로서 관리된다. 또한 RMD 필드4

내에는 각각의 RZone에 대한 '첫번째 어드레스 정보'와 '데이터가 기록된 마지막 어드레스 정보' (LRA: Last Record

ed Address, 이하 'LRA'라 한다)를 구비하고 있다.

이후 RMD필드 5~12 까지는 RMD필드4의 내용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RZone에 대한 '첫번째 어드레스 정보'와 '데이

터가 기록된 마지막 어드레스 정보'(LRA)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경우는 모두

zero로 셋팅하게 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기록되는 디스크 사용상태 정보(DVD-R의 경우 RZone정보)는 호스트등에서 디스크에 추가기록을 위하

여 추가 기록가능한 위치를 요구할 경우에 드라이브에서는 first open RZone 및 second open RZone의 LRA를 확인

하여 일반적으로는 'LRA+1'이 되는 위치를 추가기록가능한 위치로 호스트등에 전송하게 되고(이를 NWA:Next Writ

able Address라고 한다), 전송된 NWA정보로부터 호스트등은 유효하게 디스크에 추가기록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다.

도1b는 종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 디스크내 특정구간의 기록상태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 종래 DVD-R방식

에서는 재생전용 드라이버(ex, DVD-ROM)에서 재생가능하도록 하기위해, 복수의 RZone으로 구성된 보드 (Border)

개념을 도입하 여, 특정된 복수의 RZone의 시작과 종료위치에 각각 보드-인(Border-in)/보드-아웃(Bordeer-out)을

추가적인 영역으로 할당하였다. 동일개념으로서 CD-R에서는 이를 세션(session)이라 하여 명하고, 멀티세션(Multi-

session)을 적용하여 복수의 세션마다 세션클로즈(session close)영역을 별도로 할당하였다.

이하 본발명에서는 상기 '보드(Border)' 및 '세션(session)' 개념을 통칭하여 세션(session)정보라 명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DVD-R을 포함한 종래 일반적인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는 1회 기록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

BD-WO)와는 그 물리적구조 및 사용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상기의 종래방식을 그대로 1회 기록가능한 블루레이 디스

크에 적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1회 기록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의 경우는 드라이브 자체에서 디스크의 결함을 관리

하는 방식(이를 일반적으로 Physical Defect Management 라 한다)을 채택하고 있어, 디스크내에 결함관리를 위한 

특별한 영역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등 복잡한 디스크 구조를 가지고 있어 더욱 더 종래방식의 디스크 사용상태정보

를 적용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고밀도 광디스크에서 디스크의 사용상태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관리정보의 기록방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

이며, 특히 이는 규격화된 정보로서 제공되어야 상호간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할것이다.

또한 상기와 같은 블루레이 디스크(BD-WO)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결함관리가 수행되는 1회 기록가능한 고밀도 광디

스크에서 적용가능한 새로운 디스크 관리정보의 기록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1 회 기록 가능한 광 디스크에서의 디스크 관리정

보를 기록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며, 특히 디스크의 사용상태정보를 효율적으로 기록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기술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물리적 결함관리가 수행되는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도 적용가능한 디스크 사용상태정보로서의 트랙정보를 기

록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기록재생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디스크내에 물리적인 추가영역의 할당없이 세션정보를 기록하고, 이로부터 기존의 재생전용 규격과의 호환성이

확보되는 트랙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트랙정보의 효율적인 업데이트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관리정보 기록방법은, 임시 결함관리

영역을 구비하고 임시 결함관리영역내에는 임시 결함영역정보와 디스크의 사용상태를 알려주는 트랙정보를 기록함

에 있어서, 상기 트랙정보내에는 해당트랙의 종류를 표시하는 트랙종류정보와, 해당트랙의 첫번째 어드레스를 알려

주는 정보와, 해당트랙에 데이터가 기록된 마지막 어드레스를 알려주는 정보 및 특정구간의 기록상태를 표시하는 정

보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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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특정구간의 기록상태를 표시하는 정보는 세션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관리정보 기록방법은,디스크의 사용상태를 알려주는 트랙정보를 기

록함에 있어서, 트랙정보임을 인식가능하게 하는 헤더부와, 트랙정보를 직접표시하는 트랙정보 리스트부로 구분하여

기록하되, 트랙정보 리스트부내에는 세션정보(session status)를 별도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관리정보 기록방법은,디스크의 사용상태를 알려주는 정보로서 (n+

1)번째 업데이트(update)되는 트랙정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n번째 기록된 트랙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n번째 

기록된 트랙정보와 현재 업데이트(update)할 (n+1)번째 트랙정보를 특정순서로 정렬(sorting)하여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는, 디스크의 특정영역에 임시 결함관리영역이 구비되고, 임시 결함관

리영역내에는 임시 결함영역정보와 디스크의 사용상태를 알려주는 트랙정보를 기록할수 있는 영역이 구비되고, 상기

트랙정보내에는 특정구간의 기록상태를 표시하는 세션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이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1 회 기록가능한 광기록재생장치는, 특정영역에의 기록 또는 재생명령을 전달하는 제어부와, 상

기 기록재생명령을 수신하고, 기록재생명령에 따라 기록재생을 수행함에 있어, 광디스크의 관리영역내에 기록되어진

디스 크 트랙정보를 독출하고, 아울러 디스크 트랙정보로부터 특정트랙의 시작 어드레스정보와 데이터가 기록된 마

지막 어드레스 정보 (LRA) 및 특정구간의 세션정보를 독출하여, 상기 독출된 정보로부터 수신된 디스크 특정영역의 

기록 또는 미기록 상태 및 세션종료여부를 확인하므로서 특정영역의 기록 또는 재생을 수행하는 기록재생부로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의 디스크 관리정보 기록방법 및 기록재생장치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

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1회 기록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BD-WO)의 경우를 예로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가능한한 현재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를 선택하였으나, 특정한 경우는 출

원인이 임의로 선정한 용어도 있으며 이경우는 해당되는 발명의 설명부분에서 상세히 그 의미를 기재하였으므로, 단

순한 용어의 명칭이 아닌 용어가 가지는 의미로서 본발명을 파악하여야 됨을 밝혀두고자 한다. 관련하여 본발명의 설

명에서 사용할(또는 사용된) '트랙(track)' 또는 '트랙정보(track-info)'라는 용어는 이미 앞서 밝힌바와 같이 디스크의

사용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정보를 통칭하여 적용하는 용어이며, '세션(session)' 또는 '세션(session)정보'의 의미는 

상기 트랙이 적어도 하나이상으로 구성되고, 재생전용규격과의 호환성을 위해 특정구간의 기록상태를 표시하는 개념

을 통칭하여 적용하는 용어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한다.

< 트랙종류 amp;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 구조 >

도2,3을 통해 본발명이 적용되는 디스크내의 트랙종류 및 디스크의 물리적구조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2는 본발명이 적용되는 기본적인 트랙의 종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으로서, 디스크를 복수개의 트랙으로 구분하

고 일정기간 사용한후의 디스크의 상태가 도2와 같았다고 가정해 보면, 트랙#1,#2는 트랙내에 추가기록 가능한 영역

이 남아있는 오픈트랙 (open track)에 해당되고, 트랙#3,#4는 트랙이 완전히 채워져 있어 추가기록이 불가능한 클로

즈트랙 (close track or complete track)이 되며, 트랙#5는 마지막 트랙으로 항상 추가기록이 가능한 트랙으로 이를 

본발명에서는 인터미디에이터 트랙 (intermediate track) 이라 한다. 따라서 본발명이 적용되는 트랙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진다.

도2에서 추기기록이 불가능한 트랙(클로즈트랙, 트랙#3,#4)중, 트랙#3은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기록된 영역으로부터

는 추가기록가능한 상태였으나(오픈트랙), 특정원인에 의해(주로 호스트의 close명령) 트랙의 나머지부분이 'zero pa

dding'된후(빗금친부분) 클로즈트랙으로 변경된 점이 트랙#4와 구별된다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클로즈(close)

명령에 따라 오픈트랙(open track)을 클로즈트랙(close track)으로 변경시 'zero padding'없이 본발명의 트랙종류정

보(track status1)만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각 트랙에는 해당 트랙의 '첫번째 어드레스를 알려주는 정보 (start PSN of track)'와 트랙의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

데이터가 기록된 마지막 아드레스 정보 (LRA: Last Recorded Address)'를 가진다. 상기 PSN(Physical Sector Nu

mber)은 디 스크내 특정위치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일반적인 용어이며, 또한 LRA는 실제로 데이터가 기록된 마지

막 어드레스를 말하므로 트랙#3의 경우 'zero padding'되기 이전의 위치가 LRA가 된다(LRA3). 좀더 구체적으로는 

기록단위가 클러스터(cluster)인 경우 1클러스터내에는 총32개의 섹터들이 존재하며, 만약 1클러스터내에서 일정부

분 섹터만큼만 기록되고 나머지 섹터들은 'zero padding'하였다면 역시 이경우에도 LRA는 'zero padding'되기 이전

의 마지막 섹터 어드레스가 LRA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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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RA로부터 구해지는 NWA(Next Writable Address)는 호스트등의 요청에 의해 추가기록 가능한 오픈트랙(트

랙# 1,2) 및 인터미디에이터트랙(트랙#5)에서만 결정되어 전송되고, 클로즈트랙(트랙#3,4)에서는 추가기록이 불가

능하므로 NWA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3은 본발명이 적용되는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 및 디스크 관리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도면에 관

한 것이다.

우선 본발명이 적용가능한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구조는 본 출원인이 기출원한 특허2003-15634에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바, 이하 그 구조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3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는 하나의 기록층을 가진 싱글레이어(single layer) 디스크에 관한 것으로, 우선 물리

적 결함관리를 위해 결함영역을 대체기록하기 위한 스페어영역 (ISA0/OSA0)과, 결함영역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결함관리영역 (Temporary Defect Management Area 이하 'TDMA' 라 한다)이 필요함을 알수 있다. 일반적으

로 재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정된 크기의 결함관리영 역(Defect Management Area 이하 'DMA' 라 한다

)만 구비해도 얼마든지 이 영역에 쓰고 지움을 반복할 수 있기에 많은 크기의 DMA가 필요치 않으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경우에는 한번 기록된 영역은 다시 기록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결함관리를 위해서는 더 큰 크기의 

관리영역이 필요하게 되고,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를 더 이상 기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인 TDMA의 정보를 

DMA로 옮겨 기록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DMA와 구별하여 TDMA(Temporary DMA)로 명명한 것이다.

도3에서 TDMA는 리드인영역에 고정된 크기로 할당되는 TDMA1과 아우터스페어영역(OSA0)에 스페어영역의 크기

와 연동된 크기를 가지는 TDMA2로 할당되어 있으며 (예를들면 도3에서 P= (N*256)/4), 각각의 TDMA에는 임시 결

함영역정보(Temporary Defect List 이하 'TDFL'이라 한다)와 임시 디스크정의구조정보(Temporary Disc Definitio

n Structure 이하 'TDDS'라 한다)가 하나의 기록단위(BD-WO의 경우 1클러스터)로 기록되거나, 디스크 트랙정보(T

rack-Info)와 임시 디스크정의구조정보 (TDDS)가 또다른 기록단위로 기록될 수 있다.

여기서, TDFL은 데이터영역내에 결함영역이 발생되면 이를 스페어영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수행되고, 이러한 일련

의 과정을 결함영역리스트로서 관리하는 정보를 의미하며, 결함영역리스트의 크기에 따라 싱글레이어의 경우 1~3클

러스터의 크기로 작성한다. 트랙정보는 디스크내 특정영역의 기록 또는 미기록 여부를 알려주는 디스크 상태정보로서

특히, 디스크가 연속기록(Sequential or incremental recording) 방식일때에 적용이 유용하다 할 것이다. 또한 TDD

S는 1클러스터내에 32개 섹터중 마지막 섹터에 기록되며 이에는 디스크의 일반관리 및 결함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보

들이 기록되어 있으나, TDDS의 내용은 본발명에서는 논외의 사항으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트랙정보구조 (Track-Info Strucrure) >

본발명은 새로운 고밀도 광디스크에 적용되는 디스크 트랙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종래 세션정보 

(DVD-R의경우 '보드-인/아웃'이라 명하였음)는 별도의 물리적영역을 할당하여 기록한 것에 비해, 본발명은 별도의 

물리적영역을 할당하지 않고 트랙정보내에 세션정보를 기록하고자 하며, 또한 사용되는 오픈트랙의 수를 무제한으로

하거나, 또는 최대16개까지로 지원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종래 최대2개의 오픈트랙 (DVD-R의경우 오픈알존이라 명

하였음)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 효율적으로 디스크를 활용가능하게 하고자 한 것으로, 따라서 이에 적합한 최적의 

트랙정보구조가 필요하게 되고 이하 본발명의 트랙구조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3의 하단부로부터 알수 있는 본발명의 트랙정보의 구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트랙정보는 크게 3가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트랙정보임을 인식가능하게 하는 헤더부(Header)와, 

트랙정보를 직접표시하는 트랙정보 리스트부 (List of Track Info)와, 트랙정보의 종료를 알려주는 종료표시부(Trac

k Info List terminator) 로 구성되어 있다.

헤더부는 트랙정보내의 선두에 위치하며, 트랙정보임을 인식가능하게 하는 'Track Info Structure identifier'필드외

에도 해당 트랙정보내에 존재하는 오픈트랙의 위치를 알려주는 'location info of open track'필드, 전체 세션의 갯수

를 알려주는 'Total number of session'필드와, 세션의 시작트랙 또는 종료트랙의 위치를 알려주는 'location info of 

session start (or end) track'필드등을 가지고 있어 직접적인 트랙정보리스트를 읽기 이전에 전체적인 트랙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헤더부에는 상기 필드외에도 필요한 정보들을 새로이 정의하여 구격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헤더부 다음에는 트랙정보 리스트부를 기록하고, 트랙정보 리스트가 끝나면 트랙종료표시부로서 트랙정보의 종료를 

표시하게 된다. 특히 트랙종료표시부는 상기 트랙정보가 가변적인 크기를 가지는 경우에 해당 트랙정보의 종료지점을

알려주는 정보로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예를들어 본발명의 트랙정보는 1클러스터내에서 최대 31개 섹터까지 기

록가능하나(나머지 1섹터는 TDDS기록), 특정시점에서는 최대 31섹터까지 모두 트랙정보를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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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특히, 기록초기), 이경우에는 필요한 트랙정보를 기록한 후 트랙종료표시부로 트랙정보의 종료를 표시하므로

서, 시스템의 혼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유영역에 유용한 또다른 관리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디스크 관리정보로서, 트랙정보는 헤더부와 트랙정보 리스트부와 트랙종료표시부로 구성되며 이들 정보들이 

업데이트시마다 모두 일괄되어 기록된다 할것이다.

트랙정보 리스트부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트랙정보 리스트부는 디스크내의 하나의 트랙에 대응되는 하나의 엔트리(entry)로 할당하여 표현하며 각 엔트리는 8

바이트(byte)씩 할당하고, 이러한 트랙정보 엔트리(entry)는 해당트랙의 종류정보와, 해당트랙의 첫번째 어드레스정

보와, 해당트랙에 데이터가 기록된 마지막 어드레스정보 및 세션정보로 구성되어 진다.

상기 트랙정보내에는 2가지 종류의 상태정보(status field)가 존재하는 바, 첫번째 상태정보(status1)는 트랙의종류를

표시하는 트랙종류정보이고, 두번째 상태정보(status2)는 디스크내 세션에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2가

지 상태정보로부터 해당 트랙종류를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또한 해당트랙이 세션내에서 어느 위치인가를 알수 

있게 되고, 이를통해 시스템은 디스크내 특정영역이 기록가능한 영역인지 세션이 클로즈된 영역인지등을 확인가능하

게 된다.

트랙의 종류를 표시하는 상태정보(status1)는, 트랙종류정보(track ststus1)로서 4bits 표현되는 바, 본발명에서는 해

당트랙내에 추가기록이 가능한 오픈(open)트랙 및 인터미디에이터(intermediate)트랙과 추가기록이 불가능한 트랙

인 클로즈(close)트랙으로 구분하는 식별정보를 가지게 된다.

트랙정보 엔트리내에 기록된 세션정보는, 해당 트랙이 세션의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정보(session stat

us2)로서 4bits로 표현한다.

트랙종류정보와 세션정보외에 트랙정보 엔트리내에는 해당트랙의 첫번째 어드레스정보를 'Start PSN of Track'필드

로서 표시하고, 또한 해당트랙에 데이터가 기록된 마지막 어드레스정보를 'LRA of Track'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하나의 트랙정보 엔트리를 읽으면 해당되는 트랙의 종류와 시작위치 및 트랙내 LRA등을 정확히 확인가능하

게 되고, 아울러 디스크내 세션정보도 취득가능하게된다.

이와같이, 각 트랙정보내에 트랙종류정보는 물론 세션정보도 함께 기록하므로서, 디스크내에 종래와 같이 별도의 세

션정보를 기록하는 물리적인 영역이 없이도 호스트나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세션정보를 표현가능하게 되어, 디스

크 사용에 더욱 효율성을 기할수 있게 되고, 이와같이 물리적영역의 할당없이 세션정보를 기록해두는 것을 가상세션(

Virtual Session) 또는 논리적세션정보 (Session Logical Information)라 명명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4는 광디스크상에서 본발명이 적용된 트랙정보내의 트랙엔트리구조의 사용예에 대한 제1실시예를 보여주는 것으

로, 디스크상에는 복수의 트랙이 존재하고 (트랙#1~트랙#8), 각각의 트랙은 정의에 따라 트랙종류를 알려주는 상태

정보( Status1)에 의해 구분되고, 또한 해당 트랙의 세션내 위치를 표시하는 정보를 별도의 세션상태정보(status2)로 

기록해둔다.

즉, 트랙종류정보(status1)로서 오픈트랙은 '0000b'를, 인터미디에이터트랙은 '0001b'를, 클로즈트랙은 '0010b'로 서

로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세션상태정보(status2)는 각 세션의 시작트랙에 해당하는 트랙(session start track)은 '100

0b'로, 그외 트랙(non-session start track)은 '0000b'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도4의 경우에 세션#1,#2,#3은 각각 클

로즈트랙으로부터 시작하여 클로즈트랙으로 끝나는 클로즈세션(close session)으로 정의될 것이고, 세션#4는 오픈 

트랙(트랙#7)으로 시작하여 아직 세션이 클로즈되지 않은 오픈세션(open session)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상기 정의에 따를때는 클로즈세션은 더이상 기록을 할 수 없고 해당 세션을 재생만 가능하며, 오픈세션은 기록가능한

세션이 될 것이다.

만약 특정세션에 대해 클로즈하라는 클로즈세션 명령을 내린다면 오픈세션내에 존재하는 오픈트랙은 모두 클로즈트

랙으로 변경한 후 트랙종류정보를 클로즈트랙으로 변경하면 될 것이다. 예를들어, 세션#1의 트랙#2는 최초 오픈트랙

이었으나, 클로즈명령(클로즈트랙 또는 클로즈세션 명령)에 의해 트랙내의 기록가능한 영역을 'zero padding'한 후, 

클로즈트랙으로 변경하고, 결국 세션#1은 클로즈트랙으로 종료되는 클로즈세션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

다. 특정 시스템의 경우에는 상기의 경우 'zero padding'없이 트랙종류정보(status1)만을 클로즈트랙에 해당하는 '00

10b'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도4의 제1실시예를 적용하여 각 트랙의 트랙종류정보(status1)과 세션상태정보(status2)를 구체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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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트랙#1~트랙#6은 모두 클로즈트랙이므로 status1=0010b가 될것이나, 이중 트랙#1,#3,#4는 각각 세션#1,#2,#3의 

시작트랙으로서 status2=1000b가 될 것이고, 트랙#2,$4,#5,는 세션내의 시작트랙이 아닌 트랙으로서 ststus2=0000

b가 될것이다. 또한 트랙#7은 오픈트랙으로 status1=0000b가 되면서, 아울러 세션#4의 시작트랙이므로 status2=1

000b가 되며, 트랙#8은 인터미디에이터트랙으로 status1=0001b가 되면서, 세션#4의 시작트랙이 아니므로 status2

=0000b가 될 것이고, 이경우 세션이 클로즈되지 않은 세션#4는 오픈세션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도5는 광디스크상에서 본발명이 적용된 트랙정보내의 트랙엔트리구조의 사용예에 대한 제2실시예를 보여주는 것으

로, 제1실시예는 각 세션의 시작트랙만을 구분하였으나, 본 제2실시예는 세션의 시작트랙(session start track) 뿐만 

아니라, 종료트랙(session end track), 시작이자 종료트랙(one track-one session), 시작도 종료도 아닌 중간트랙(n

on-session start/end track) 으로 다양하게 구별하는 방법이다. 제2실시예에서 알수 있듯이, 본발명의 트랙정보내 

기록되는 세션정보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정의가 가능하며, 규격화된 정보로서 필요할 경우에는 더욱 세분화하여 구

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도5의 제2실시예를 도4의 제1실시예와 동일상태의 디스크에서의 트랙종류정보(status1)와 세션상태정보(st

atus2)가 기록되는 상태를 비교해보면, 먼저, 트랙종류정보(status1)는 트랙의 기록된 상태가 동일한 경우이므로 제1

실시예(도4)와 동일하게 트랙#1~트랙#6은 모두 클로즈트랙이므로 status1=0010b가 될것이고, 트랙#7은 오픈트랙

이므로 status1=0000b가 될것이고, 트랙#8은 인터미디에이터트랙으로 status1=0001b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세션

상태정보(status2)는 트랙#1,#4,#7은 각각 세션#1,#3,#7의 시작트랙으로서 status2=1000b가 될것이고, 트랙#2,#6

은 각각 세션#1,#3의 종료트랙으로서 status2=1001b가 될것이고, 트랙#3은 세션#2의 시작트랙이자 종료트랙이며, 

이는 하나의 트랙으로 하나의 세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status2=0001b가 될것이고, 트랙#5,#8은 각각 세션#3,#4

의 중간트랙(시작트랙 또는 종료트랙이 아닌경우)으로 status2=0000b가 될것이다. 따라서, 각 세션이 클로즈트랙으

로 종료되는 것은 클로즈세션(세션#1,#2,#3)이라 정의 가능해지고, 클로즈트랙으로 종료되지 않거나, 세션의 종료트

랙이 없는 경우에는 오픈세션(세션#4)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도6은 본발명의 트랙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관한 실시예를 보여준다.

트랙정보를 업데이트한다 함은,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는 '1회기록성'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디스크내의 특정

영역의 기록상태를 알려주는 디스크 상태정보가 항상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디스크내의 기록에 따른 상태에 변

화가 있을때마다 본발명의 디스크 관리정보로서의 트랙정보를 업데이트해야만이 이를 시스템이나 사용자가 활용가

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할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트랙이 생성되거나, 기존의 트랙이 클로즈(close)될때는 트랙정보가 새로 생성되는 시기이므로 업데

이트함이 필요하다. 또한 디스크가 이젝트(eject)되거나, 전원을 오프(off)할때에도 디스크의 사용을 일시중지하는 경

우로서 최종적인 상태의 트랙정보를 업데이트해 두어야 차후 디스크의 사용시 기록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

므로, 이경우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도6은 본발명의 트랙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관한 실시예로서, 이전단계의 트랙정보와 현재 업데이트할 트랙정

보를 포함하여 누적적으로 기록하되, 트랙정보 리스트를 특정순서로 정렬(sorting)하여 기록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n+1)번째 업데이트되는 트랙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n번째 기록된 트랙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n번째 기록된 트랙정보와 현재 업데이트할 (n+1)번째 트랙정보를 하나의 트랙정보 리스트로 보고 특

정순서로 정렬하여 기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n+2)번째 업데이트되는 트랙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n+1)

번째 기록된 트랙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n+1)번째 기록된 트랙정보와 현재 업데이트할 (n+2)번째 트랙정보를 하나

의 트랙정보 리스트로 보고 특정순서로 정렬하여 기록하게 된다. 여기서 정렬순서는 앞서 트랙정보구조에서 설명했

었던, 트랙종류를 표시하는 트랙종류정보(track status1)를 우선 기준으로 하고, 동일 트랙종류내에서는 트랙의 첫번

째 어드레스정보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상기 기준에 따른 트랙정보 리스트의 정렬을 본발명에 적용하여, (n+2)번째 업데이트시의 정렬상태를 보면, 트랙종

류정보로서 '0000b'를 가지는 오픈트랙이 먼저 정렬되고, 다음은 트랙종류정보가 '0001b'를 가지는 하나뿐인 인터미

디에이터트랙이 오게되고, 다음은 트랙종류정보가 '0010b'를 가지는 일반 클로즈트랙이 오게되고, 동일 트랙종류내

에서는 트랙의 첫번째 어드레스정보가 가장 앞선 것이 우선하여 정렬된다. 그러나 정렬(sorting)과 관련하여 트랙종

류정보로서 어떤 비트배열을 할당하느냐 또는 정렬(sorting)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일종의 선택의 문제로서 시

스템이나 설계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본발명과 같이 이전의 트랙정보를 포함하여 정렬(sorting)하는, 트랙정보 업데이트 방식의 장점은 디스크내에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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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트랙이 종류별로 정렬되어 있어 원하는 트랙종류에 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에 업데이

트된 최신의 트랙정보만을 참조하면 이전단계의 모든 트랙정보를 한꺼번에 확인가능하게 되어 억세스(access)타임

을 줄일수 있는 점에 있다.

도7은 본발명이 적용되는 광디스크에서의 기록재생장치에 관한 것으로, 기록 재생장치는 광디스크에 기록재생을 수

행하는 기록재생부(10)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부(20)로 구성된다. 제어부(20)는 기록재생부(10)로 특정영역에의 기록

또는 재생 명령을 내리고, 기록재생부는 제어부의 명령에 따라 특정영역에의 기록재생을 수행하게 된다. 기록재생부(

10)는 구체적으로는, 외부와 통신을 수행하는 인터페이스부와(12), 광디스크에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기록하거나 재

생하는 픽업부와(11), 픽업부로터 재생신호를 수신하여 원하는 신호값으로 복원해내거나, 기록될 신호를 광디스크에 

기록되는 신호로 변조(modulation)하여 전달하는 데이터-프로세서(13)와, 광디스크로부터 정확히 신호를 독출해내

거나, 광디스크에 신호를 정확히 기록하기위해 픽업부(11)를 제어하는 서보부(14)와, 관리정보를 포함한 여러정보 및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는 메모리(15)와 상기 기록재생부내의 구성요소들의 제어를 담당하는 마이컴(16)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발명에 의한 광디스크의 기록재생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 우선 광디스크가 기록재생장치내로 로딩되면, 해당 광

디스크내의 기설정된 관리영역내에 기록되어진 최신의 디스크 트랙정보를 독출하여 기록재생부내의 메모리(15)에 

일시 저장하고, 아울러 상기 디스크 트랙정보내에는 최신의 디스크 사용상태가 기록되어 있는 바, 특히 특정트랙의 

시작 어드레스정보와 데이터가 기록된 마지막 어드레스 정보 (LRA) 및 디스크내 특정구간의 세션정보를 독출하여, 

상기 독출된 정보로부터 디스크 특정영역의 기록 또는 미기록상태 및 세션종료여부를 확인가능하게 되어, 이를 광디

스크의 기록재생시 활용되게 된다.

제어부(20)는 광디스크내의 특정영역에 기록 또는 재생을 원하는 경우 이를 기록재생명령으로 하여 기록을 원하는 

특정영역의 위치정보와 함께 기록재생부(10)로 전달한다. 기록재생부내의 마이컴(16)은 상기 기록명령을 수신한 후, 

메모리(15)에 저장된 상기 디스크 트랙정보들로부터 제어부(20)가 기록을 원하는 광디스크내 특정영역의 기록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로부터 제어부가 원하는 기록재생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 전술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으로, 당업자라면 이하 첨부된 특허청구범

위에 개시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기술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다른 실시예들을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 등

이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따른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관리정보 기록방법은, 첫째, 물리적 결함관리가 

수행되는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도 트랙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둘째, 디스크내에 트랙정보구조안

에서 세션정보를 기록하므로서 물리적 추가영역이 필요없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 재생전용 규격과의 호환성도 유지

하게 되며, 세째, 트랙정보의 효율적인 업데이트 방법이 가능해지므로서. 결국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물리적 구조를 가

지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도 그 관리정보의 효과적인 기록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임시 결함관리영역을 구비하고 임시 결함관리영역내에는 임시 결함영역정보와 디스크의 사용상태를 알려주는 트랙

정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상기 트랙정보내에는 해당트랙의 종류를 표시하는 트랙종류정보와, 해당트랙의 첫번째 어드레스를 알려주는 정보와,

해당트랙에 데이터가 기록된 마지막 어드레스를 알려주는 정보 및 특정구간의 기록상태를 표시하는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관리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구간의 기록상태를 표시하는 정보는 세션정보(session statu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가능한 광디

스크의 관리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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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세션정보에는 해당트랙이 세션의 시작트랙임을 알려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가

능한 광디스크의 관리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정보에는 해당트랙이 세션의 종료트랙임을 알려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가

능한 광디스크의 관리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정보에는 해당트랙이 세션의 시작 및 종료트랙이 아니고, 세션의 중간트랙임을 알려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관리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6.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정보에는 해당트랙이 하나의 트랙으로 구성된 세션임을 알려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관리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7.
디스크의 사용상태를 알려주는 트랙정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트랙정보임을 인식가능하게 하는 헤더부와, 트랙정보를 직접표시하는 트랙정보 리스트부로 구분하여 기록하되, 트랙

정보 리스트부내에는 세션정보(session status)를 별도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관리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헤더부에는 전체 세션의 갯수를 알려주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관리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헤더부에는 세션의 시작트랙 또는 종료트랙의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관리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10.
제 7항에 있어서,

헤더부에는 추가기록이 가능한 오픈트랙(open track)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관리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11.
제 7항에 있어서,

트랙정보 리스트부는 하나의 트랙정보에 대응하는 하나의 트랙정보 엔트리(entry)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

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관리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트랙정보 엔트리(entry)는 해당트랙의 종류정보(status1)와, 해당트랙의 첫번째 어드레스정보와, 해당트랙에 데이터

가 기록된 마지막 어드레스정보 및 세션정보(status2) 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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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13.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정보에는 해당 트랙이 세션의 시작트랙임을 알려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관리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14.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정보에는 해당 트랙이 세션의 종료트랙임을 알려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관리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15.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정보에는 트랙정보의 종료를 알려주는 종료표시부(terminator)가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

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관리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16.
디스크의 특정영역에 임시 결함관리영역이 구비되고, 임시 결함관리영역내에는 임시 결함영역정보와 디스크의 사용

상태를 알려주는 트랙정보를 기록할수 있는 영역이 구비되고, 상기 트랙정보내에는 특정구간의 기록상태를 표시하는

세션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이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

청구항 17.
특정영역에의 기록 또는 재생명령을 전달하는 제어부와,

상기 기록재생명령을 수신하고, 기록재생명령에 따라 기록재생을 수행함에 있어, 광디스크의 관리영역내에 기록되어

진 디스크 트랙정보를 독출하고, 아울러 디스크 트랙정보로부터 특정트랙의 시작 어드레스정보와 데이터가 기록된 

마지막 어드레스 정보 (LRA) 및 특정구간의 세션정보를 독출하여, 상기 독출된 정보로부터 수신된 디스크 특정영역

의 기록 또는 미기록상태 및 세션종료여부를 확인하므로서 특정영역의 기록 또는 재생을 수행하는 기록재생부로 이

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의 기록재생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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