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33606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G11B 7/007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4년05월31일

10-0433606

2004년05월19일

(21) 출원번호 10-2001-7005088 (65) 공개번호 10-2001-0089338

(22) 출원일자 2001년04월23일 (43) 공개일자 2001년10월06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1년04월23일

(86) 국제출원번호 PCT/JP1999/004296 (87) 국제공개번호 WO 2000/23996

(86) 국제출원출원일자 1999년08월06일 (87) 국제공개일자 2000년04월27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중국,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멕시코,

(30) 우선권주장 98/300803 1998년10월22일 일본(JP)

(73) 특허권자 마쯔시다덴기산교 가부시키가이샤

일본국 오사카후 가도마시 오아자 가도마 1006반지

(72) 발명자 사사키신지

일본국오사카후오사카시히가시요다가와쿠토요사또2쵸메1-1-411

이토모토시

일본국오사카후오사카시조또쿠후루이치3쵸메17-25-302

우에다히로시

일본국오사카후히라카타시고테냐마미나미마치4-3426

후쿠시마요시히사

일본국오사카후오사카시조또쿠세키메6쵸메14-씨-508

(74) 대리인 이병호

심사관 : 송진숙

(54) 정보 기록 매체, 및 이의 결함을 관리하는 방법 및 장치

요약

정보 기록 매체(1)는 디스크 정보 영역(4); 복수의 섹터를 포함하는 사용자 영역(6); 및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복

수의 섹터 중 적어도 하나가 결함 섹터일 때 상기 적어도 한 결함 섹터 대신 사용가능한 적어도 한 섹터를 포함하는 

예비 영역(7)을 포함한다. 예비 영역(7)은 사용자 영역(6)부터 방사상 내측에 위치하여 있다. 사용자 영역(6)에 포함된

복수의 섹터 및 예비 영역(7)에 포함된 적어도 한 섹터 중에서 논리 섹터 번호 '0'이 할당되는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

는 상기 디스크 정보 영역(4)에 기록된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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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정보 기록매체, 및 이의 결함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섹터 구조를 갖는 대표적인 정보기록 매체는 광학 디스크이다. 최근에, 광학 디스크의 밀도 및 용량이 향상되었다. 그

러므로, 광학 디스크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 23은 종래의 광학 디스크의 논리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2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학 디스크는 2개의 디스크 정보 영역(4) 및 데이터 기록 영역(5)을 포함한다. 데이터 기

록 영역(5)은 사용자 영역(6) 및 예비 영역(8)을 포함한다. 예비 영역(8)은 광학 디스크 상의 사용자 영역(6)부터 방사

상 외측에 위치하여 있다.

사용자 영역(6)은 시스템 지정(reservation) 영역(11), FAT(파일 할당 테이블 영역(12), 루트 디렉토리 영역(13), 및 

파일 데이터 영역(14)을 포함한다. 시스템 지정 영역(11), FAT 영역(12), 및 루트 디렉토리 영역(13)을 총괄하여 파

일 관리 영역(10)이라고 한다. 파일 관리 영역(10)의 제 1 섹터는 논리 섹터 번호 '0'(LSN:0)가 할당되어 있는 영역으

로서 위치하여 있다.

광학 디스크의 결함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90mm 광학 디스크를 기록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 의해 제공된 ISO/IE

C10090 표준(이하, 'ISO 표준'이라 함)에 포함되어 있다.

이하, ISO 표준에 포함된 결함 관리를 위한 2가지 방법을 기술한다.

방법 중 하나는 슬립 대치 알고리즘에 기초한다. 다른 방법은 선형 대치 알고리즘에 기초한다. 이들 알고리즘은 ISO 

표준의 19장에 기술되어 있다.

도 24는 종래의 스리핑 대치 알고리즘의 구성도이다. 도 24에서, 사각형 박스 각각은 섹터를 나타낸다. 각 섹터 내 문

자는 섹터에 할당된 논리 섹터 번호(LSN)를 나타낸다. LSN을 갖는 사각형 박스는 정상 섹터를 나타내며, 해칭 표시

된 사각형 박스는 결함이 있는 섹터를 나타낸다.

참조부호 2401은 사용자 영역(6) 내 어떠한 결함 섹터도 포함하지 않는 섹터의 시퀀스를 나타내며, 참조부호 2402는

사용자 영역(6) 내 하나의 결함 섹터를 포함하는 섹터 시퀀스를 나타낸다.

사용자 영역(6) 내 제 1 섹터가 정상적인 섹터일 때, LSN:0이 이에 할당된다. LSN은 LSN:0이 할당된 제 1 섹터부터 

오름차순으로 사용자 영역(6) 내 포함된 복수의 섹터에 할당된다.

사용자 영역(6)이 결함 섹터를 전혀 포함하지 않을 때, LSN:0 내지 LSN:m은 섹터 시퀀스(2401)로 나타낸 바와 같이

제 1 섹터부터 마지막 섹터까지 연속하여 사용자 영역(6) 내 섹터에 할당된다.

LSN:1이 할당된 섹터 시퀀스(2401) 내 섹터가 결함 섹터였다면, LSN의 할당은 LSN:1이 결함 섹터에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함 섹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섹터에 할당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LSN의 할당은 사용자 영역(6)에서 

예비 영역쪽 방향으로 한 섹터만큼 슬립된다. 결국, 마지막 LSN:m은 섹터 시퀀스(2402)로 나타낸 바와 같이 예비 영

역(8) 내 제 1 섹터에 할당된다.

도 25는 도 24를 참조하여 기술한 슬립 대치 알고리즘이 실행된 후의 물리 섹터번호와 LSN간 대응을 도시한 것이다.

수평축은 물리 섹터번호를 나타내며, 수직축은 LSN을 나타낸다. 도 25에서, 일점 쇄선(2501)은 사용자 영역(6)이 결

함 섹터를 전혀 포함하지 않을 때 물리 섹터번호와 LSN간 대응을 나타낸다. 실선(2502)는 사용자 영역(6)이 결함 섹

터 I 내지 IV를 포함할 때 물리 섹터 번호와 LSN간 대응을 나타낸다.

도 2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어떠한 LSN도 결함 섹터 I 내지 IV에 할당되지 않는다. LSN의 할당은 광학 디스크의 내

측부분에서 외측 부분을 향한 방향으로 슬립된다(즉, 물리 섹터 번호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결국, LSN은 사용자 영

역(6) 바로 다음에 위치한 예비 영역(8) 내 섹터 부분에 할당된다.

슬립 대치 알고리즘의 이점은 결함 섹터에 의해 야기되는 액세스 지연이 비교적 작다는 것이다. 하나의 결함이 있는 

섹터는 하나의 섹터에 대응하는 회전 부분만큼만 액세스를 지연시킨다. 슬립 대치 알고리즘의 단점은 모든 LSN의 할

당이 한 결함 섹터 다음으로 슬립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호스트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상위 레벨의 장치는 할당된 

LSN에 의해 섹터를 확인한다. 섹터에 LSN의 할당이 슬립될 때, 호스트 컴퓨터는 광학 디스크에 기록된 사용자 데이

터를 관리할 수 없다. 따라서, 슬립 대치 알고리즘은 광학 디스크에 사용자 데이터가 기록된 후엔 사용할 수 없다.

도 26은 종래의 선형 대치 알고리즘의 구상도이다. 도 26에서, 사각형 박스 각각은 섹터를 나타낸다. 각 섹터 내 문자

는 섹터에 할당된 논리 섹터 번호(LSN)를 나타낸다. LSN을 갖는 사각형 박스는 정상 섹터를 나타내며, 해칭된 사각

형 박스는 결함 섹터를 나타낸다.

참조부호 2601은 사용자 영역(6) 내에 결함 섹터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섹터 시퀀스를 나타내며, 참조부호 2602)는 

사용자 영역(6)에 하나의 결함 섹터를 포함하는 섹터 시퀀스를 나타낸다.

LSN:1이 할당된 섹터 시퀀스(2601) 내 섹터가 결함 섹터였다면, LSN의 할당은 LSN:1이 결함 섹터에 할당되지 않도

록 변경된다. 대신에, LSN:1은 예비 영역(8) 내 포함된 복수의 섹터 중에, 섹터 시퀀스(2602)로 나타낸 바와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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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사용되지 않고 최소 물리 섹터 번호(예를 들면 예비 영역(8)의 제 1 섹터)인 섹터에 할당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 

영역(6) 내 결함 섹터는 예비 영역(8) 내 섹터로 대치된다.

도 27은 도 26을 참조하여 기술된 선형 대치 알고리즘이 수행된 후의 물리 섹터 번호와 LSN간 대응을 도시한 것이다

. 수평축은 물리 섹터 번호를 나타내며, 수직축은 LSN을 나타낸다. 도 27에서, 실선 2701은 사용자 영역(6)이 2개의 

결함 섹터를 포함할 때 물리 섹터번호와 LSN간 대응을 나타낸다.

선형 대치 알고리즘의 이점은 결함 섹터 및 대치한 섹터가 서로간에 1 대 1로 대응하기 때문에 결함 섹터의 대치가 다

른 섹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형 대치 알고리즘의 단점은 결함 섹터에 의해 야기되는 액세스 지연이 

비교적 크다는 것이다. 결함 섹터 대신 대치된 섹터를 액세스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긴 거리에 걸친 탐색동작이 필요

하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선형 대치 알고리즘의 이점 및 단점은 슬립 대치 알고리즘의 이점 및 단점과는 반대이다.

도 28은 섹터의 LSN의 할당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28에 도시한 예에서, 사용자 영역(6)은 100000의 크기를 가지

며, 예비 영역(8)은 10000의 크기를 가지며, 사용자 영역(6)은 4개의 결함 섹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LSN은 전술한 슬립 대치 알고리즘에 따라 섹터에 할당된다.

먼저, 제 1 LSN인 LSN:0은 물리 섹터 번호:0을 갖는 섹터에 할당된다. 다음에, LSN은 광학 디스크의 내측부분에서 

외측 부분 쪽으로 오름차순으로 섹터에 할당된다(즉, 사용자 영역(6)부터 예비 영역(8)쪽으로). 각각의 결함 섹터에 

할당하게 되는 LSN은 그에 바로 다음의 섹터에 할당된다. 결국, LSN의 할당은 결함 섹터 수만큼 광학 디스크의 내측

부분에서 외측 부분을 향한 방향으로 슬립된다.

도 28에 도시한 예에서, 사용자 영역(6)은 전술한 바와 같이 4개의 결함 섹터 I 내지 IV을 포함한다. 4개의 섹터 I 내

지 IV가 결함이 없다면 4개의 섹터 I 내지 IV에 할당하게 되는 LSN:99996 내지 LSN:99999는 100000 내지 10000

3의 물리 섹터 번호를 갖는 예비 영역(8) 내 4개의 섹터에 각각 할당된다. 이에 대한 이유는 결함 섹터의 수(이 예에서

4)만큼 LSN의 할당이 슬립되기 때문이다.

도 28에서, 100004 내지 109999의 물리 섹터 번호를 갖는 예비 영역(8) 내 섹터는 총괄하여 'LR 예비 영역'이라 한

다. LR 예비 영역은 LSN이 할당되는 예비 영역(8) 내 영역으로서 정의된다. LR 예비 영역은 대치 영역으로써 선형 

대치 알고리즘에서 사용된다.

도 2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종래의 선형 대치 알고리즘은 작은 물리 섹터 번호를 갖는 섹터가 결함 섹터로서 결함이 

생겼을 때, 결함 섹터에 의해 야기되는 액세스 지연은 결함 섹터와 대치 섹터간 거리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비교적 크

다는 문제가 있다. LSN:0이 할당되는 섹터 근처에 위치한 파일 관리 영역(10)은 파일이 기록될 때마다 액세스되기 때

문에, 파일 관리 영역(10) 내 결함 섹터는 광학 디스크에 액세스 속도의 바람직하지 않은 감소를 야기한다. 빈번하게 

액세스되는 파일 관리 영역(10)은 결함 섹터를 발생할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형 대치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대치영역(즉, LR 예비 영역)의 제 1 어드레스를 찾기 위해서, LSN의 할당이 슬립 대

치 알고리즘에서 슬립되는 크기의 섹터수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계산량은 디스크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의 일면에 따라서, 정보 기록 매체는, 디스크 정보 영역; 복수의 섹터를 포함하는 사용자 영역; 및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복수의 섹터 중 적어도 하나가 결함 섹터일 때 상기 적어도 한 결함 섹터 대신 사용가능한 적어도 한 

섹터 를 포함하는 예비 영역을 포함한다. 상기 예비 영역은 상기 사용자 영역부터 방사상 내측에 위치하여 있다.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복수의 섹터 및 상기 예비 영역에 포함된 적어도 한 섹터 중에서 논리 섹터 번호 '0'이 할당되는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는 상기 디스크 정보 영역에 기록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논리 섹터 번호는 마지막 논리 섹터 번호가 할당된 섹터부터 내림차순으로 적어도 한 결함 

섹터 이외의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섹터에 할당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적어도 한 결함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는 상기 디스크 정보 영역에 기록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결합된 사용자 영역 및 예비 영역은 복수의 존으로 분할되며, 상기 복수의 존 각각의 제 1 

섹터에 할당된 논리 섹터 번호는 상기 디스크 정보 영역에 기록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결합된 사용자 영역 및 예비 영역은 복수의 존으로 분할되고,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는 ECC 블록 단위로 관리된다. 논리 섹터 번호는 복수의 존 각각의 제 1 섹터가 대응하는 ECC 블록의 제 1 섹

터와 일치하도록 적어도 한 결함 섹터 이외의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섹터들에 할당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면에 따라서, 디스크 정보 영역; 복수의 섹터를 포함하는 사용자 영역; 및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

된 복수의 섹터 중 적어도 하나가 결함 섹터일 때 상기 적어도 한 결함 섹터 대신 사용가능한 적어도 한 섹터를 포함

하는 예비 영역을 포함하며, 상기 예비 영역은 상기 사용자 영역부터 방사상 내측에 위 치하여 있는 정보 기록 매체의

결함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상기 방법은, (a)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복수의 섹터 중 하나에 마지막 논리 섹터 번

호를 할당하는 단계; (b) 상기 마지막 논리 섹터 번호가 할당되는 섹터의 위치는 고정시켜두고 규정된 용량을 채우는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 (c) 상기 단계 (b)에 의해 계산된 위치에 놓인 섹터에 논리 섹터 번호 '0'을 할당하는 단계; 및 (

d) 상기 논리 섹터 번호 '0'이 할당되는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를 디스크 정보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단계 (b)는 (b-1)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적어도 한 결함 섹터를 검출하는 단계; 

및 (b-2) 상기 단계 (b-1)에서 검출된 적어도 한 결함 섹터의 수에 근거하여 상기 규정된 용량을 채우는 위치를 계산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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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방법은 (e) 상기 단계 (b-1)에서 검출된 적어도 한 결함 섹터를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결합된 사용자 영역 및 예비 영역은 복수의 존으로 분할되고, 상기 방법은, (f) 상기 복

수의 존 각각의 제 1 섹터에 할당된 논리 섹터 번호를 상기 디스크 정보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결합된 사용자 영역 및 예비 영역은 복수의 존으로 분할되고,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는 ECC 블록 단위로 관리되며, 상기 방법은, (g) 상기 복수의 존 각각의 제 1 섹터가 대응하는 ECC 블

록의 제 1 섹터와 일치하도록 상기 적어도 한 결함 섹터 이외의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섹터 에 논리 섹터 번호를 할당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면에 따라서, 디스크 정보 영역; 복수의 섹터를 포함하는 사용자 영역; 및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

된 복수의 섹터 중 적어도 하나가 결함 섹터일 때 상기 적어도 한 결함 섹터 대신 사용가능한 적어도 한 섹터를 포함

하는 예비 영역을 포함하며, 상기 예비 영역은 상기 사용자 영역부터 방사상 내측에 위치하여 있는 정보 기록 매체의 

결함을 관리하는 장치에서, 상기 장치는 결함 관리 처리를 수행하며, 이 처리는, (a)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복수

의 섹터 중 하나에 마지막 논리 섹터 번호를 할당하는 단계; (b) 상기 마지막 논리 섹터 번호가 할당되는 섹터의 위치

는 고정시켜두고 규정된 용량을 채우는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 (c) 상기 단계 (b)에 의해 얻어진 위치에 놓인 섹터에 

논리 섹터 번호 '0'을 할당하는 단계; 및 (d) 상기 논리 섹터 번호 '0'이 할당되는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를 디스크 정보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단계 (b)는 (b-1)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적어도 한 결함 섹터를 검출하는 단계; 

및 (b-2) 상기 단계 (b-1)에서 검출된 적어도 한 결함 섹터의 수에 근거하여 상기 규정된 용량을 채우는 위치를 계산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결함 관리 처리는, (e) 상기 단계 (b-1)에서 검출된 적어도 한 결함 섹터를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결합된 사용자 영역 및 예비 영역은 복수의 존으로 분할되고, 상기 결함 관리 처리는, 

(f) 상기 복수의 존 각각의 제 1 섹터에 할당된 논리 섹터 번호를 상기 디스크 정보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

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결합된 사용자 영역 및 예비 영역은 복수의 존으로 분할되고,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는 ECC 블록 단위로 관리되며, 상기 결함 관리 처리는, (g) 상기 복수의 존 각각의 제 1 섹터가 대응하

는 ECC 블록의 제 1 섹터와 일치하도록 상기 적어도 한 결함 섹터 이외의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섹터에 논리 섹터 번

호를 할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이에 따라, 여기 기술된 발명은 (1) LSN:0이 할당된 섹터 근처에 놓인 파일 관리 영역에서 결함 섹터가 검출되었을 

때에도 비교적 작은 액세스 지연을 유지시키는, 정보 기록 매체 및 이의 결함을 관리하는 방법 및 장치와, (2) LR 예비

영역의 위치를 실제 계산없이 찾을 수 있게 하는, 정보기록 매체 및 이의 결함을 관리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이점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이점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읽고 이해할 때 이 기술에 숙련된 자들

에게 명백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예에서 정보 처리 시스템이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광학 디스크(1)의 물리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광학 디스크(1)의 논리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DMA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DDS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6a는 PDL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6b는 SDL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슬립 대치 알고리즘의 구상도.

도 8은 도 7에 도시한 슬립 대치 알고리즘이 실행된 후에 물리 섹터 번호와 LSN간 대응을 도시한 그래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선형 대치 알고리즘의 구상도.

도 10은 도 7에 도시한 선형 대치 알고리즘이 실행된 후에 물리 섹터 번호와 LSN간 대응을 도시한 그래프.

도 11은 디스크의 검사 프로세스를 도시한 흐름도.

도 12는 LSN:0이 할당된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를 찾는 프로세스를 도시한 흐름도.

도 13은 도 12에 도시한 함수 FUNC(TOP, END)의 프로세스를 도시한 흐름도.

도 14는 디스크 검사 후에 섹터에 할당된 LSN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15는 광학 디스크(1)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프로세스를 도시한 흐름도.

도 16은 도 15에 도시한 단계 1508 및 1509에서 실행되는 대치 처리의 프로세스를 도시한 흐름도.

도 17은 도 7에 도시한 슬립 대치 알고리즘 및 도 9에 도시한 선형 대치 알고리즘이 실행된 후에 물리 섹터 번호와 L

SN간 대응을 도시한 그래프.

도 18은 광학 디스크(1)에 AV 파일을 기록하는 프로세스를 도시한 흐름도.

도 19는 AV 파일이 기록된 데이터 기록 영역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20은 2개의 존을 갖는 광학 디스크의 물리 구조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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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은 도 7에 도시한 슬립 대치 알고리즘이 실행된 후에 도 20에 도시한 광학 디스크의 물리 섹터 번호와 LSN간 

대응을 도시한 그래프.

도 22a는 본 발명에 따른 슬립 대치 알고리즘의 구상도.

도 22b는 도 22a에 도시한 슬립 대치 알고리즘이 실행된 후에 물리 섹터 번호와 LSN간 대응을 도시한 그래프.

도 22c는 도 20에 도시한 광학 디스크의 DDS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23은 종래의 광학 디스크의 논리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24는 종래의 슬립 대치 알고리즘의 구상도.

도 25는 종래의 슬립 대치 알고리즘이 실행된 후에 종래의 광학 디스크의 물리 섹터 번호와 LSN간 대응을 도시한 그

래프.

도 26은 종래의 선형 대치 알고리즘의 구상도.

도 27은 종래의 선형 대치 알고리즘이 실행된 후에 종래의 광학 디스크의 물리 섹터 번호와 LSN간 대응을 도시한 그

래프.

도 28은 종래의 광학 디스크의 섹터에 할당된 LSN의 예를 도시한 도면.

실시예

< 발명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의 모드 >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예에 의해 본 발명을 기술한다.

(예 1)

1. 정보처리 시스템의 구조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제 1 예에서 정보처리 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정보처리 시스템은 상위 레벨 장치(10

0) 및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를 포함한다.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는 상위 레벨 장치(200)로부터 명령

에 따라 재기록 가능 광학 디스크(1)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광학 디스크(1)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한다. 상위 레벨 장치

(200)는 예를 들면 개인용 컴퓨터이다.

상위 레벨 장치(200)는 CPU(201), 주 메모리(204), 버스 인터페이스(버스 I/F)(203), 프로세서 버스(202), I/O 버스(

205), 하드 디스크 장치(HDD)(206), 디스플레이 처리부(207), 및 입력부(208)를 포함한다. 상위 레벨 장치(200)는 I/

O 버스(205)를 통해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에 접속된다.

프로세서 버스(202)는 CPU(201)이 주 메모리(204)를 액세스하는 고속 버스이다. 프로세서 버스(202)는 버스 I/F(20

3)를 통해 I/O 버스(205)에 접속된다.

도 1에 도시한 예에서, I/O 버스(205)는 예를 들면 PCI 버스 혹은 ISA 버스와 같은 개인용 컴퓨터 확장버스이다. I/O 

버스(205)는 예를 들면 SCSI(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 ATA(At Attachment), USB(Universal Serial Bus), 

혹은 IEEE1394의 임의의 다목적 버스일 수 있다.

디스플레이 처리부(207)는 I/O 버스(205)를 통해 보내진 디스플레이 정보를 예를 들면 RGB 신호와 같은 신호로 변

환하여 결과 신호를 출력한다.

입력부(208)는 예를 들면 키보드 혹은 마우스와 같은 입력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 데이터를 I/O 버스(205)

를 통해 CPU(201)로 보낸다.

HDD(206)는 I/O 버스(205)를 통해 주 메모리(204)와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2 차 메모리 장치이다. HDD(206)는 예

를 들면 MS-DOS 혹은 윈도우즈와 같은 운영체제 및 그에 저장된 프로그램 파일을 갖는다. 주 메모리(204)에 운영체

제 및 프로그램 파일이 로딩되고, 운용체제 및 프로그램 파일은 사용자로부터의 명령에 따라 CPU(201)에 의해 동작

된다. 동작결과는 디스플레이 처리부(207)에 의해 스크린 상에 표시된다.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는 마이크로프로세서(101), 데이터 기록 및 재생 제어부(102), 버스 제어 회로(103) 

및 메모리(104)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101)는 여러 가지 유형의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프로세서(101)에 내장된 제어 프로그

램에 따라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 내 요소들을 제어한다. 이하 기술되는 결함 관리 처리 및 대치 처리는 마이

크로프로세서(101)에 의해 실행된다.

데이터 기록 및 재생 제어부(102)는 마이크로프로세서(101)로부터의 명령에 따라 광학 디스크(1)에 데이터의 기록과

이로부터 데이터의 재생을 제어한다. 데이터 기록 및 재생 제어부(102)는 기록 중에 데이터에 에러 정정 코드를 부가

하고, 재생시 에러 검출처리 및 에러 정정 처리를 실행한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CRC 혹은 ECC와 같은 엔코딩 처

리에 의해 부호화된 데이터가 광학 디스크(10)에 기록된다.

버스 제어 회로(103)는 I/O 버스(205)를 통해 상위 레벨 장치(200)로부터 명령을 수신하고, I/O 버스(205)를 통해 상

위 레벨 장치(200)와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메모리(104)는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에 의해 실행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처리 중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

용된다. 예를 들면, 메모리(104)는 데이터 기록 혹은 재생 중에 중간 버퍼로서 사용되는 영역 및 에러 정정 처리를 위

해 데이터 기록 및 재생 제어부(102)에 의해 사용되는 영역을 갖는다.

광학 디스크(1)는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고 재생될 수 있는 원형의 정보 기록매체이다. 광학 디스크(1)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예를 들면 DVD-RAM 디스크와 같은 임의의 정보 기록매체이다. 데이터 기록 및 재생은 섹터 단

위로 혹은 블록 단위로 수행된다.

2. 광학 디스크(1)의 물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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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광학 디스크(1)의 물리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원형의 광학 디스크(1)는 이에 형성된 복수의 동심 트랙 혹은 나

선형 트랙(2)을 갖는다. 트랙 각각 혹은 트랙(2)은 복수의 섹터(3)로 분할된다. 광학 디스크(1)는 적어도 하나의 디스

크 정보 영역(4) 및 데이터 기록 영역(5)을 포함한다.

디스크 정보 영역(4)은 예를 들면, 광학 디스크(1)를 액세스하는데 필요한 파라미터를 갖는다. 도 2에 도시한 예에서, 

광학 디스크(1)는 최내주 부분에 하나의 디스크 정보 영역(4) 및 디스크의 최외주 부분에 하나의 디스크 정보 영역(4)

을 갖는다. 최내주 부분 내 디스크 정보 영역(4)은 '리드-인 영역'이라고 한다. 최외주 부분 내 디스크 정보 영역(4)은 

'리드-아웃 영역'이라고도 한다.

데이터 기록 영역(5)은 이에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다. 데이터는 데이터 기록 영역(5)에 기록되고 이로부터 재생된다. 

데이터 기록 영역(5) 내 모든 섹터 각각은 이에 사전에 할당된 물리 섹터 번호라고 하는 절대 어드레스를 갖는다.

3. 광학 디스크(1)의 논리 구조

도 3은 광학 디스크(1)의 논리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데이터 기록 영역(5)은 사용자 영역(6)과 예비 영역(7)을 포함

한다.

사용자 영역(6)은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준비된다. 보통, 사용자 데이터는 사용자 영역(6)에 저장된다. 사용

자 영역(6) 내에 포함된 각각의 섹터는 이에 할당된 논리 섹터 번호(LSN)를 가지며, 이에 의해 섹터가 액세스된다. 도

1에 도시한 상위 레벨 장치(200)는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을 수행하기 위해 LSN을 사용하여 광학 디스크(1) 내 섹터

를 액세스한다.

예비 영역(7)은 사용자 영역(6) 내 섹터가 결함이 있게 되었을 때, 결함 섹터 대신 사용될 수 있는 적어도 한 섹터를 

포함한다. 사용자 영역(6) 내 섹터는 예를 들면 광학 디스크(1)의 사용자 영역(6)의 스크래치, 얼룩 혹은 질저하에 의

해 결함이 있게 된다. 예비 영역(7)은 사용자 영역(6)부터 방사상 내측으로 위치하여 있다. 바람직하게, 예비 영역(7)

은 방사상 내측으로 사용자 영역(6) 바로 다음에 위치하여 있다.

사용자 영역(6)은 시스템 지정 영역(11), FAT(파일 할당 테이블) 영역(12), 루트 디렉토리 영역(13), 및 파일 데이터 

영역(14)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는 MS-DOS 파일 시스템에 따른 것이다. 도 3에 도시한 구조는 단지 예이다.

시스템 지정 영역(11)은 부트 섹터로서 저장된 광학 디스크(1)의 파라미터 정보 및 볼륨 정보를 갖는다. 이러한 정보

는 상위 레벨 장치(200)에 의해 참조될 수 있다.

상위 레벨 장치(200)가 광학 디스크(1)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상위 레벨 장치(200)는 시스템 지정 영역(11)을 확실하

게 액세스할 필요가 있다. 논리 섹터 번호 '0'(LSN:0)은 시스템 지정 영역(11)의 제 1 섹터에 할당된다. 시스템 지정 

영역(11) 내 엔트리의 크기 및 위치는 기선정된다.

FAT 영역(12)은 파일 데이터 영역(14) 내 파일 및 디렉토리의 위치를 가리키는 위치정보와 빈 영역의 위치를 가리키

는 FAT를 저장하고 있다.

루트 디렉토리 영역(13)은 파일 및 서브-디렉토리에 관한 엔트리 정보가 저장하고 있다. 엔트리 정보는 예를 들면 파

일명, 디렉토리명, 파일 속성 및 갱신 데이터 정보를 포함한다.

시스템 지정 영역(11), FAT 영역(12), 루트 디렉토리 영역(13)은 총괄하여 파일 관리 영역(10)이라고 한다. 파일 관

리 영역(10)은 고정된 LSN에 대응하는 광학 디스크(1) 상의 위치에 위치하여 있다.

파일 데이터 영역(14)은 루트 디렉토리에 연관된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데이터와 파일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위 레벨 장치(200)가 파일 데이터 영역(14)에 저장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게 하기 위

해서, 상위 레벨 장치(200)는 파일 데이터 영역(14)을 액세스하기 전에 파일 관리 영역(10)을 액세스할 필요가 있다.

4. 광학 디스크(10)의 결함관리 방법

광학 디스크(1) 내 결함 섹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PDL(주 결함 목록) 및 SDL(2차 결함 목록)이 사용된다.

광학 디스크(1)를 초기화할 때, 결함 섹터는 슬립 대치 알고리즘에 따라 검출된다. 검출된 결함 섹터는 PDL에 등록된

다. 광학 디스크(1)에 데이터를 기록할 때, 결함 섹터는 선형 대치 알고리즘에 따라 검출된다. 검출된 결함 섹터는 SL

D에 등록된다. 광학 디스크(10)의 신뢰성은 PDL 혹은 SDL에 결함 섹터를 등록함으로써 보장된다.

PDL 및 SDL은 DMA(결함 관리 영역)에 저장된다. DDS(디스크 정의 구조) 또한 DAM에 저장된다.

4.1. DMA의 구조

도 4는 DMA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DMA는 도 2 및 도 3에 도시한 디스크 정보 영역(4)의 일부이다.

DMA는 광학 디스크 내 배치에 관한 ISO 표준의 제 18장에 DMA1 내지 DMA4로서 기술되어 있다. 4개의 DMA 중 2

개는(예를 들면, DMA1 및 DMA2)는 광학 디스크의 내측부분에 배열된 디스크 정보 영역(4)에 위치하여 있고, 나머지

두 개의 DMA(예를 들면, DMA3 및 DMA4)는 광학 디스크(1)의 외측 부분에 배열된 디스크 정보 영역(4)에 위치하여

있다(도 3). 4개의 DMA에서, 대치 섹터로 대치될 수 없는 DMA 내 결함 섹터를 보상하기 위해서 동일한 정보가 다중

으로 기록된다.

도 4는 4개의 DMA 중 DMA1과 DMA2를 포함하는, 광학 디스크(1)의 내측부분에 배열된 디스크 정보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DMA1은 이에 DDS, PDL, 및 SDL이 저장되어 있다. DMA2 내지 DMA4는 DMA1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4.1.1 DDS의 구조

도 5는 DDS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DDS는 헤더를 포함한다. 헤더는 예를 들면 정보가 DDS임을 나타내는 식별자를 포함한다. DDS는 분할정보를 저장

하기 위한 엔트리, PDL 위치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엔트리, SDL 위치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엔트리, 및 논리 섹터 번호

'0'(LSN:0)가 할당되는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를 저장하기 위한 엔트리를 또한 포함한다.

4.1.2 PDL의 구조

도 6a는 PDL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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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L은 헤더 및 복수의 엔트리(도 6a에 도시한 예에서 제 1 내지 제m 엔트리)를 포함한다. 헤더는, 예를 들면, 정보가

PDL임을 나타내는 식별자와, PDL에 등록된 결함 섹터의 엔트리 수를 포함한다. 각각의 엔트리는 결함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를 저장한다.

4.1.3 SDL의 구조

도 6b는 SDL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SDL은 헤더와 복수의 엔트리(도 6b에 도시한 예에서는 제 1 내지 제n 엔트리)를 포함한다. 헤더는, 예를 들면, 정보

가 SDL임을 나타내는 식별자와 SDL에 등록된 결함 섹터의 엔트리 수를 포함한다. 각각의 엔트리는 결함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와, 결함 섹터 대신 데이터 기록되는 대치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를 포함한다. SDL은 대치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를 갖는 점에서 PDL과 다르다.

4.2 슬립 대치 알고리즘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제 1 예에서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도 1)에 의해 실행되는 슬립 대치 알고리즘의 구

상도이다. 도 7에서, 사각형 박스의 각각은 섹터를 나타낸다. 각각의 섹터 내 문자는 섹터에 할당된 LSN을 나타낸다. 

LSN을 갖는 사각형 박스는 정상 섹터이며, 해칭표시된 사각형 박스는 결함 섹터를 나타낸다.

참조부호 71은 PDL에 등록된 어떠한 결함 섹터도 포함하지 않는 섹터의 시퀀스를 나타내며, 참조부호 72는 PDLDp 

등록된 하나의 결함 섹터를 포함하는 섹터 시퀀스를 나타낸다.

사용자 영역(6) 내 마지막 섹터가 정상적인 섹터일 때, LSN:m이 이 마지막 섹터에 할당된다. LSN은 LSN:m이 할당

된 마지막 섹터부터 내림차순으로 사용자 영역(6) 내 포함된 복수의 섹터에 할당된다.

PDL(6)이 결함 섹터를 전혀 포함하지 않을 때, LSN:m 내지 LSN:0은 섹터 시퀀스(71)로 나타낸 바와 같이 마지막 섹

터부터 제 1 섹터까지 연속하여 사용자 영역(6) 내 섹터에 할당된다.

LSN:i이 할당된 섹터 시퀀스(71) 내 섹터가 결함 섹터였다면, LSN의 할당은 LSN:i이 결함 섹터에 할당되는 것이 아

니라 결함 섹터에 바로 전의 섹터에 할당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LSN의 할당은 사용자 영역(6)에서 예비 영역쪽

방향으 로 한 섹터만큼 슬립된다. 결국, 마지막 LSN:0은 섹터 시퀀스(72)로 나타낸 바와 같이 예비 영역(8)의 마지막 

섹터에 할당된다.

도 8은 도 7을 참조하여 기술한 슬립 대치 알고리즘이 실행된 후의 물리 섹터번호와 LSN간 대응을 도시한 것이다. 수

평축은 물리 섹터번호를 나타내며, 수직축은 LSN을 나타낸다. 도 8에서, 일점 쇄선(81)은 사용자 영역(6)이 결함 섹

터를 전혀 포함하지 않을 때 물리 섹터번호와 LSN간 대응을 나타낸다. 실선(82)은 사용자 영역(6)이 결함 섹터 I 내지

IV를 포함할 때 물리 섹터 번호와 LSN간 대응을 나타낸다.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어떠한 LSN도 결함 섹터 I 내지 IV에 할당되지 않는다. LSN의 할당은 외측 부분에서 내측

부분을 향한 방향으로 슬립된다(즉, 물리 섹터 번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결국, LSN은 사용자 영역(6)에서 방사상 

내측으로 바로 다음에 위치한 예비 영역(8) 내 섹터 부분에 할당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결함 섹터가 PDL에 등록되어 있을 때, LSN의 할당은 마지막 LSN이 할당되는 섹터의

위치는 고정된 상태로 두고, 광학 디스크(1)의 외측 부분에서 내측부분을 향한 방향으로 슬립된다. 결국, LSN은 광학

디스크(1)의 사용자 영역부터 방사상 내측에 위치한 예비 영역(7) 내 하나 이상의 섹터에 할당된다. LSN이 할당되는 

예비 영역(7) 내 섹터의 수는 사용자 영역(6) 내 결함 섹터의 수와 동일하다.

LSN:0이 할당될 섹터의 위치는, 마지막 LSN이 할당되는 섹터의 위치는 고정된 상태로 두고, 규정된 용량(예를 들면,

4.7GB)을 채우도록 계산된다. 계산은 사 용자 영역(6)에서 검출된 결함 섹터의 수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LSN:0은 계

산된 위치에 위치한 섹터에 할당된다. 규정된 용량은 사용자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는 영역으로서 확보되는데 필요하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 영역(6)이 하나 이상의 결함 섹터를 포함할 때, 규정된 용량(예를 들면, 4.7GB)은 항시 

사용자 영역(6) 대신 예비 영역(7)의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사용자 영역(6)의 마지막 섹터가 정상 섹터일 때, 마지막 LSN은 사용자 영역(6)의 마지막 섹터에 할당된다. 사용자 

영역(6)의 마지막 섹터가 결함 섹터일 때, 마지막 LSN은 마지막 섹터에 가장 가까운 정상 섹터에 할당된다.

LSN:0이 할당되는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는 DDS 내 엔트리에 저장된다(도 5). 엔트리는 광학 디스크(1)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상위 레벨 장치에 의해 참조된다. 엔트리를 참조함으로써, 상위 레벨 장치(200)는 계산을 수행함이 없이 LS

N:0에대응하는 물리 섹터 번호를 얻을 수 있다. 결국, LSN:0이 할당된 섹터에 고속 액세스가 실현된다.

광학 디스크(1)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 상위 레벨 장치(200)는 LSN:0이 할당된 섹터를 확실하게 액세스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LSN:0이 할당된 섹터를 고속으로 액세스하는 능력은 고속으로 광학 디스크(10)를 액세스함에 있

어 매우 효과적이다.

4.3 선형 대치 알고리즘

도 9는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에 의해 실행되는 선형 대치 알고리즘의 구상도이다(도 1). 도 9에서, 사각형 

박스 각각은 섹터를 나타낸다. 각 섹터 내 문자는 섹터에 할당된 LSN을 나타낸다. LSN을 갖는 사각형 박스는 정상 

섹터를 나타내며, 해칭된 사각형 박스는 결함 섹터를 나타낸다.

참조부호 91은 SDL에 결함 섹터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섹터 시퀀스를 나타내며, 참조부호 92는 SDL에 하나의 결함 

섹터를 포함하는 섹터 시퀀스를 나타낸다.

LSN:i이 할당된 섹터 시퀀스(91) 내 섹터가 결함 섹터였다면, LSN의 할당은 LSN:i이 결함 섹터에 할당되지 않도록 

변경된다. 대신에, LSN:i은 섹터 시퀀스(92)로 나타낸 바와 같이 아직 사용되지 않고 최소 물리 섹터 번호(예를 들면 

LR 예비 영역의 제 1 섹터; 도 14를 참조하여 후술함)인 섹터에 할당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 영역(6) 내 결함 섹터는 

LR 예비 영역(8) 내 섹터로 대치된다.

LSN:i는 LR 예비 영역 내 포함된 복수의 섹터 중에, 아직 사용되지 않고 최소 물리 섹터 번호(예를 들면 LSN:0이 할

당된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보다 1만큼 적은 물리 섹터 번호를 갖는 섹터)인 섹터에 할당될 수 있다. 어느 순서로 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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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영역 내 섹터가 사용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도 10은 도 9를 참조하여 기술된 선형 대치 알고리즘이 수행된 후 물리 섹터 번호와 LSN간 대응을 도시한 것이다. 수

평축은 물리 섹터 번호를 나타내며, 수직축은 LSN을 나타낸다. 도 10에서, 실선 1001은 사용자 영역(6)이 2개의 결

함 섹터를 포함할 때 물리 섹터번호와 LSN간 대응을 나타낸다.

결함 섹터와 대치 섹터간 거리(물리적 섹터 수)는 종래의 기술의 거리에 비해 현저히 감소됨을 도 10에서 알 수 있다(

도 27).

5.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의 동작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는 광학 디스크(1)의 초기화로서 5.1 내지 5.3의 동작을 수행한다. 디스크의 검사(5.1)

는 물리 포맷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 광학 디스크(1)에 1회 수행된다.

5.1: 디스크 검사

5.2: LSN 할당

5.3: 파일 시스템에 초기 데이터의 기록

초기화를 수행한 후에,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는 파일이 기록되거나 읽혀질 때마다 5.4 및 5.5의 동작을 수행

한다.

5.4 데이터의 기록(파일 시스템 및 파일 데이터의 기록)

5.5 데이터의 재생

이하, 전술한 동작을 상세히 기술한다.

5.1 디스크의 검사

디스크의 검사는 광학 디스크(1)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광학 디스크(1)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에 적어도 한번 

수행된다. 광학 디스크당 결함 섹터의 수가 광학 디스크의 제조기술의 향상으로 몇 개로 감소되었을 때, 출하될 모든 

광학 디스크를 검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샘플한 광학 디스크를 검사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디스크의 검사는 디스크의 모든 섹터에 특정의 테스트 패턴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어서 데이터를 모든 섹터로부터 

읽음으로써 수행된다. 디스크의 이러한 검사를 '인증처리'라고도 한다.

디스크의 검사에서, 슬립 대치 알고리즘이 수행된다. 결국, 하나 이상의 결함 섹터가 PDL에 등록된다.

도 11은 디스크의 검사 프로세스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단계 1101에서, 사용자 영역(6)의 제 1 섹터의 어드레스는 기입 어드레스로서 설정된다. 단계 1102에서, 섹터 어드

레스가 정상적으로 읽혀졌는지 여부가 판정된다. 이것이 판정되는 이유는, 섹터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 섹터 어

드레스를 읽을 필요가 있으므로 섹터 어드레스를 읽을 때 에러가 발생하면 섹터에 데이터를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계 1102에서 섹터 어드레스를 읽을 때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 결함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는 제 1 

결함 목록에 저장된다(단계 1111).

단계 1102에서 섹터 어드레스를 읽을 때 어떠한 에러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 명시된 테스트 데이터

가 기록 어드레스의 섹터에 기입된다(단계 1103).

단계 1104에서, 기입 어드레스가 마지막 어드레스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기입 어드레스가 마지막 어드레스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 '1'이 기입 어드레스에 더해진다(단계 1105). 이어서, 처리는 단계 1102로 되돌아간다. 이러한

처리는 반복되며, 기입 어드레스가 마지막 어드레스에 도달하였을 때, 처리는 단계 1106으로 간다.

단계 1106에서, 사용자 영역(6)의 제 1 섹터의 어드레스는 독출 어드레스로서 설정된다. 단계 1107에서, 독출 어드

레스의 데이터가 읽혀진다. 단계 1108에서, 읽혀진 데이터가 기입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여부(즉, 데이터가 성공적

으로 기입되었는지 여부)가 판정된다.

단계 1108에서 데이터를 기입할 때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 결함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는 제 1 결함 

목록에 저장된다(단계 1112).

단계 1109에서, 독출 어드레스가 마지막 어드레스인지 여부가 판정된다. 독출 어드레스가 마지막 어드레스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 '1'이 독출 어드레스에 더해진다(단계 1110). 이어서, 처리는 단계 1107로 되돌아간다. 단계 1

108에서, 에러 판정이 수행된다. 이러한 처리는 반복되며, 독출 어드레스가 마지막 어드레스에 도달하였을 때, 제 1 

결함 목록 및 제 2 결함 목록은 한 목록에 함께 두어진다(단계 1113). PDL은 물리 섹터 번호의 순서로 목록 내 섹터

를 정렬함으로써 생성된다(단계 1114). PDL은 DDS와 함께 디스크 정보 영역(4)에 기록된다(단계 1115).

5.2 LSN 할당

LSN 할당은 도 7 및 도 8을 참조하여 기술된 바와 같이 수행된다. 결함 섹터가 PDL에 등록되었을 때, LSN의 할당은

마지막 LSN이 할당되는 섹터의 위치는 고정된 상태에서, 광학 디스크(1)의 외측 부분에서 내측부분을 향한 방향으로

슬립된다. LSN:0이 할당되는 섹터가 판정되고, 이어서 LSN:0이 할당되는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가 DDS에 저장된다.

도 12는 LSN:0이 할당되는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를 찾는 프로세스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초기 설정으로서, 사용자 영역(6)의 제 1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는 변수 UTSN에 대입된다(단계 1201). 변수 UTSN

의 값은 나중 단계에서 DDS에 기입된다.

다음에, 변수 UTSN의 값은 변수 TOP에 대입되고(단계 1202), 탐색영역의 마지막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는 변수 EN

D에 대입된다(단계 1203). 탐색영역은 결함 섹터의 수를 알아낼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제 1 루프 동안, 사용자 영역(

6)의 제 1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는 변수 TOP에 대입되고, 사용자 영역(6)의 마지막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는 변수 E

ND에 대입된다.

변수 TOP 및 변수 END에 근거하여, 탐색영역 내 포함된 결함 섹터의 수가 계산된다(단계 1204). 예를 들면, 탐색영

역에 포함된 결함 섹터의 수는 함수 FUNC(TOP, END)의 리턴 값 SKIP으로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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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UTSN의 값은 리턴 값 SKIP만큼 감소된다. 즉, UTSN = UTSN-SKIP이 실행된다(단계 1205). 이에 따라, 사용

자 영역(6) 내 제 1 섹터부터 사용자 영역(6)에 포함된 결함 섹터의 수만큼 스킵하여 얻어지는 곳에 위치한 섹터의 물

리 섹터 번호가 얻어질 수 있다.

단계 1202 내지 1205는 예비 영역(7) 내 섹터가 결함 섹터로서 PDL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 단계 

1206에서 리턴 값 SKIP이 0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될 때까지 반복된다.

이러한 식으로 얻어진 변수 UTSN의 값은 LSN:0이 할당되는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를 나타낸다. 따라서, 변수 UTS

N의 값은 사용자 영역(6)의 제 1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로서 DDS에 저장된다(단계 1207).

도 13은 도 12에 도시한 단계 1204에서 함수 FUNC(TOP, END)의 프로세스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함수 FUNC(TO

P, END)는 탐색영역에서 PDL 내 엔트리 수를 발견하는 것에 의해 실행된다.

초기 설정으로서, 0이 변수 SKIP에 대입되는데, 이것은 엔트리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며(단계 1301), PDL로부터 읽

은 엔트리의 총 수는 변수 n에 대입된다(단계 1302).

단계 1303에서, 변수 n의 값이 0과 같은지 여부가 판정된다. 예일 때, 변수 SKIP의 값은 단계 1308에서 함수 FUNC(

TOP, END)의 리턴 값으로서 리턴된다. PDL에서 엔트리의 총 수가 0일 때, 값 0이 변수 SKIP의 값으로서 리턴되고, 

처리는 종료된다. 단계 1303에서 아니오일 때, 처리는 단계 1304로 진행한다.

n번째 엔트리의 물리 섹터 번호(PDE:n)는 PDL로부터 읽혀진다(단계 1304). 단계 1305에서, PDE:n이 변수 TOP의 

값 이상인지 그리고 변수 END의 값 이하인지 여부가 판정된다. 예일 때, 탐색영역은 PDL에 등록된 결함 섹터를 포함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1'은 변수 SKIP의 값에 더해진다(단계 1306). 단계 1305에서 아니오일 때, 처리는 단계 1307

로 진행한다.

단계 1307에서, 변수 n의 값에서 '1'이 감해지고, 처리는 단계 1303으로 되돌아간다. 이러한 식으로, 단계 1303 내지

1307의 동작은 PDL에 포함된 모든 엔트리에 대해 반복된다. 이에 따라, 탐색영역 내 결함 섹터의 수는 변수 SKIP의 

값으로서 얻어질 수 있다.

도 14는 섹터에 LSN의 할당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14에 도시한 예에서, 사용자 영역(6)은 100000의 크기를 가

지며, 예비 영역(7)은 10000의 크기를 가지며, 디스크 검사에 의해 PDL에 등록된 엔트리의 수(즉, 디스크 검사에 의

해 검출된 결함 섹터의 수)가 4이고, 4개의 결함 섹터가 모두 사용자 영역(6)에 검출된 것으로 가정한다.

LSN은 전술한 슬립 대치 알고리즘에 따라 섹터에 할당된다.

먼저, 마지막 LSN인 LSN:99999이 물리 섹터 번호:109999를 갖는 섹터에 할당된다. 이어서, LSN은 광학 디스크(1)

의 외측 부분에서 내측부분을 향한 내림차순으로 섹터에 할당된다(즉, 사용자 영역(6)에서 예비 영역(7)쪽으로). 어떠

한 LSN도 결함 섹터에 할당되지 않는다. 대신, 각각의 결함 섹터에 할당하게 되는 LSN은 결함 섹터 바로 전의 섹터

에 할당된다. 결국, LSN의 할당은 광학 디스크(1)의 외측 부분에서 내측부분을 향한 방향으로 결함 섹터 수만큼 슬립

된다.

도 14에 도시한 예에서, 사용자 영역(6)은 전술한 4개의 결함 섹터 I 내지 IV를 포함한다. 4개의 섹터 I 내지 IV가 결

함이 아닌 경우 4개의 섹터 I 내지 IV에 할당하게 되는 LSN:0 내지 LSN:3은 9996 내지 9999의 물리 섹터 번호를 갖

는, 예비 영역(7) 내 4개의 섹터에 각각 할당된다. 그 이유는 LSN의 할당이 결함 섹터 수만큼 슬립되기 때문이다(이 

예에서 4).

LSN:0이 할당된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9996은 확장 사용자 영역(6)의 제 1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로서 DDS에 기록

된다.

도 14에서, 0 내지 9995의 물리 섹터 번호를 갖는 예비 영역(7) 내 섹터를 총괄하여 'LR 예비 영역'이라고 한다. LR 

예비 영역은 어떠한 LSN도 할당되지 않는 예비 영역(7)내 영역으로서 정의된다. LR 예비 영역은 선형 대치 알고리즘

에서 대치영역으로서 사용된다.

LR 예비 영역의 제 1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는 0으로 고정된다. LR 예비 영역의 마지막 섹터의 물리 섹터번호는 DD

S에 기록된 물리 섹터 번호에서 1을 감하여 얻어진다. 따라서, LR 예비 영역을 액세스하는데 실지로 어떠한 계산량도

필요하지 않다.

5.3 파일 시스템에 초기 데이터의 기록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는 상위 레벨 장치(200)에 의해 명령된 논리 포맷에 따라 광학 디스크(1)에 파일 시스

템의 초기 데이터를 기록한다. 논리 포맷은 LSN을 사용하여 표현된다. 초기 데이터는, 예를 들면, 도 3에 도시한 시스

템 지정 영역(11), FAT 영역(12) 및 루트 디렉토리 영역(13)(즉, 파일 관리 영역(10))에 기록된 데이터이다.

초기 데이터가 기록되는 영역은 LSN을 사용하여 상위 레벨 장치(200)에 의해 관리된다. 특히, 시스템 지정 영역(11)

의 제 1 섹터는 LSN:0이 할당되는 섹터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위 레벨 장치(200)는 LSN이 판정되지 않으면 초기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에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초기 데이터의 내용은 상위 레벨 

장치(200)에 의해 판정된다.

초기 데이터의 기록 중에 결함 관리는 선형 대치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된다. 초기 데이터를 기록하는 처리는 5.4.2절

에서 이하 기술되는 파일 관리 영역(10)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처리와 동일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은 여기 서 생략한다.

5.4 데이터의 기록(파일 시스템 및 파일 데이터의 기록)

도 15는 광학 디스크(1)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프로세스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15에 도시한 처리는 파일 데이터 영

역(14)에 데이터의 기록(단계 1501 내지 1509) 및 파일 관리 영역(10)에 데이터의 기록(단계 1510 내지 1517)을 포

함한다.

5.4.1 파일 데이터 영역(14)에 데이터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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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501에서, 기입 어드레스가 설정된다. 기입 어드레스는 데이터가 기입될 파일 데이터 영역(14)(즉, 기입 영역)

의 제 1 섹터의 LSN이다. LSN은 파일 및 빈 영역의 위치를 관리하는 FAT를 참조하여, 상위 레벨 장치(200)에 의해 

판정되고, 이어서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로 보내진다.

FAT는 데이터가 기입되기 전에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에 의해 광학 디스크(1)로부터 읽혀지고, 이어서 상위

레벨 장치(200)의 주 메모리(204)에 저장된다. CPU(201)는 주 메모리(204)에 저장된 FAT를 참조하여 기록 영역의 

제 1 섹터의 LSN을 판정한다. 결과적인 LSN는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의 메모리(104)에 기록명령 코맨드와 

함께 저장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101)는 메모리(104)에 저장된 LSN에 기초하여 다음 단계에서 동작을 실행한다.

단계 1502에서, 섹터 어드레스가 정상적으로 읽혀졌는지 여부가 판정된다. 이것이 판정되는 이유는, 섹터에 데이터를

기입하기 위해서 섹터 어드레스를 읽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섹터 어드레스를 읽을 때 에러가 발생하였을 땐 섹터에 

데이터를 기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계 1502에서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 결함 섹터는 단계 1508에서 LR 예비 영역에 정상 섹터로 대치

된다(도 14).

단계 1502에서 섹터 어드레스를 읽을 때 어떠한 에러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 데이터는 LSN에 의해 

지정된 파일 데이터 영역(14)의 섹터에 기입된다. 데이터는 상위 레벨 장치(200)의 I/O 버스(205)로부터 보내지고, 

메모리(104)에 버퍼되어 파일 데이터 영역(14)에 기입된다.

단계 1504에서, 검증 처리가 수행된다. 검증처리는 단계 1503에서 데이터가 기입된 섹터로부터 데이터를 읽고 이 읽

은 데이터를 기입된 데이터와 비교하거나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기입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에러 정정 코드

를 사용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계 1505에서, 에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판정된다.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 결함 섹터는 단계 150

9에서 LR 예비 영역 내 정상 섹터로 대치된다(도 14).

단계 1506에서,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었는지 여부가 판정된다. 모든 데이터가 기록된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 기입 어

드레스는 다음 LSN에 설정된다(단계 1507). 이어서, 처리는 단계 1502로 되돌아간다. 이러한 처리는 반복된다. 모든

데이터가 기록된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 파일 데이터 영역(14)에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된다.

도 16은 도 15에 도시한 단계 1508 및 1509에서 실행되는 대치 처리의 프로세스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단계 1601에서, 어떠한 LSN도 할당되지 않은 예비 영역(7) 내 섹터(즉, LR 예비 영역 내 섹터)는 대치 섹터로서 사용

된다.

단계 1602에서, 결함 섹터에 기록된 데이터는 대치 섹터에 기록된다. 도 16에 도시하진 않았지만, 도 15에서 단계 15

02 내지 1509의 동작에 대응하는 동작은 대치 섹터에 데이터를 기입하기 위해서 수행된다. 대치 섹터에 데이터를 기

입할 때 에러가 검출되었을 때, LR 예비 영역 내 또 다른 섹터는 대치 섹터로서 사용된다.

단계 1603에서, 결함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와 대치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는 SDL에 등록된다. 이에 따라, 결함 섹터

는 결함 섹터 대신 사용되는 대치 섹터에 연관된다.

단계 1603에서의 동작이 실행될 때마다 SDL을 갱신하기 위해서 광학 디스크(1)는 액세스되지 않는다. 단계 1603에

서, 결함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와 대치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는 메모리(104)에 저장된 결함목록에 저장된다. 도 15

에서 단계 1506에서 모든 데이터가 기록된 것으로 판정된 후에, SDL이 생성되어 디스크 정보 영역(4)에 기록된다. 

처리시간은 이러한 식으로 광학 디스크(1)를 액세스하는 회수를 최소화함으로써 단축된다.

5.4.2 파일 관리 영역(10)에 데이터의 기록

파일 데이터 영역(14)에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된 후에, 데이터는 파일 관리 영역(10)에 기록된다. 이에 대한 이유는 

예를 들면 FAT와 같은 관리 데이터는 파일 데이터 영역(14)에 데이터를 기록함으로써 갱신되기 때문에, 갱신된 관리

데이터는 파일 관리 영역(10)에 기록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파일 관리 영역(10)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처리(도 15에서 단계 1510 내지 1517)는 데이터의 내용 및 기록 영역을 제

외하곤 파일 데이터 영역(14)(도 15에서 단계 1510 내지 1509)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처리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파

일 관리 영역(10)에 데이터의 기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7은 슬립 대치 알고리즘 및 선형 대치 알고리즘이 실행된 후에 물리 섹터번호와 LSN간 대응을 도시한 것이다. 수

평축은 물리 섹터 번호를 나타내며, 수직축은 LSN을 나타낸다. 도 17에서, 일점 쇄선(1701)은 사용자 영역(6)이 결함

섹터를 전혀 포함하지 않을 때 물리 섹터번호와 LSN간 대응을 나타낸다. 실선(1702)은 4개의 결함 섹터가 PDL에 등

록되어 있고 2개의 결함 섹터가 SDL에 등록되어 있을 때 물리 섹터 번호와 SLN간 대응을 나타낸다.

도 17에 도시한 예에서, 2개의 결함 섹터는 데이터가 파일 관리 영역(10)에 기록되어 있을 때 검출된다. 2개의 결함 

섹터는 예비 영역(7)에서 LR 예비 영역 대치 섹터로 대치된다.

파일 관리 영역(10)은 LSN:0부터 시작하여 영역에 위치하여 있다. 파일 관리 영역(10) 내 결함 섹터와 예비 영역(7) 

내 대치 섹터간 거리(물리적인 섹터의 수)가 종래의 기술에 비해 현저히 짧다는 것을 도 17로부터 알 수 있다(도 27). 

예를 들면, 이 예에서의 거리(도 17)는 10000인 반면 종래기술(도 27)에서의 거리는 10000 이상이다. 단축된 거리는

광학 디스크(1)에의 액세스 속도를 향상시킨다.

5.5 데이터의 재생

데이터를 재생함에 있어서, 상위 레벨 장치(200)는 파일의 위치를 찾기 위해 예를 들면 FAT와 같은 관리 데이터를 

참조한다. 상위 레벨 장치(200)는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200)에 명령하여 파일 관리 영역(10)을 액세스함으로써 

관리 데이터를 참조한다.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는 LSN:0이 할당된 섹터를 확실하게 액세스한다. 섹터의 물

리 섹터 번호는 DDS에 기록된다. 따라서,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는 LSN:0이 할당된 섹터를 DDS를 참조함

으로써 고속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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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레벨 장치(200)는 LSN을 사용하여 파일 데이터 영역(14) 내 독출위치를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에 명령

한다.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는 상위 레벨 장치(200)에 의해 지정된 LSN을 물리 섹터 번호로 변환하여 물리 

섹터 번호를 갖는 섹터로부터 데이터를 읽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제 1 예에서, 예비 영역(7)은 광학 디스크(1)의 사용자 영역(7)에서 방사상 내측으

로 위치하여 있다. LSN의 할당은, 마지막 LSN이 할당되는 섹터의 위치는 고정하여 두고, 외측 부분에서 내측부분을 

향한 방향으로 슬립된다. 제 1 LSN(LSN:0)이 할당되는 섹터의 위치는 DDS에 기록된다.

마지막 LSN은 반드시 사용자 영역(6)의 마지막 섹터에 할당될 필요가 없다. 사용자 영역(6)의 마지막 섹터가 결함 섹

터일 때, 마지막 LSN은 마지막 섹터에 가장 가까운 사용자 영역(6) 내 정상 섹터에 할당된다.

본 발명에 따른 제 1 예에서, 결함관리는 섹터 단위로 수행된다. 대안으로, 결함관리는 블록 단위로 수행될 수 있으며,

각 블록은 복수의 섹터를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 물리 섹터 번호 대신에 PDL 및 SDL에 블록번호가 등록된다. 결함

관리는 임의의 적합한 유닛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유닛에 관계없이 동일한 효과가 얻어질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제 1 예에서, 상위 레벨 장치(200) 및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은 I/O 버스(205)를 통해 서로간

에 접속된다. 대안으로, 상위 레벨 장치(200) 및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는 임의의 방법(예를 들면, 유선 혹은 

무선으로)으로 서로간에 접속될 수 있다.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 내 요소들은 임의의 방법으로 서로간에 접속

될 수 있다.

(예2)

실시간 기록 및 재생이 중요한, AV 파일(오디오 시각 데이터 파일: 즉, 시간적으로 연속한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 

파일)에 바람직한 광학 디스크의 결함을 관리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Goto 등에 의한 국제출원공보 WO98/14938에 

제안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AV 파일이 광학 디스크(1)에 기록될 때, 결함관리는 선형 대치 알고리즘에 기초

하여 대치 처리를 수행함이 없이 상위 레벨 장치(200)에 의해 관리되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이하, AV 파일 시스템에 적용된 본 발명에 따른 광학 디스크의 결함을 관리하는 방법의 예를 기술한다.

정보처리 시스템은 도 1에 도시한 구조를 갖는다. 광학 디스크(1)는 도 2에 도시한 물리적인 구조와 도 3에 도시한 논

리 구조를 갖는다. 파일 시스템은 제 1 예에 기재된 MS-DOS 파일 시스템과는 다르지만, 고정된 LSN을 갖는 사용자 

영역(6) 내 위치에 파일 관리 영역(10)이 위치한 점에서 같다.

6.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의 동작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는 광학 디스크(1)의 초기화로서 6.1 내지 6.3의 동작을 수행한다.

6.1: 디스크 검사

6.2: LSN 할당

6.3: 파일 시스템에 초기 데이터의 기록

초기화를 수행한 후에, 광학 기록 및 재생 장치(100)는 파일이 기입되거나 독출될 때마다 6.4 및 6.5의 동작을 수행한

다.

6.4: 데이터의 기록(파일 시스템의 기록)

6.5: 데이터의 재생

6.1, 6.2, 6.3, 6.5의 동작은 5.1, 5.2, 5.3, 5.5와 동일하므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6.4: 데이터의 기록(파일 시스템 및 파일 데이터의 기록)

도 18은 광학 디스크(1)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프로세스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18에 도시한 처리는 파일 데이터 영

역(14)에 AV 파일의 기록과(단계 1801 내지 1809) 및 파일 관리 영역(10)에 AV 파일의 기록(단계 1810 내지 1817)

를 포함한다.

6.4.1 파일 데이터 영역(14)에 AV 파일의 기록

상위 레벨 장치(200)는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에 AV 파일 기록 코맨드를 발행한다.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

치(100)는 AV 파일기록 코맨드를 수신하여, AV 파일을 파일 데이터 영역(14)에 기록하는 처리를 수행한다.

파일 데이터 영역(14)에 AV 파일을 기록하는 처리(도 18)는 파일 데이터 영역(14)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처리(도 15)

와 동일하다.

단계 1808에서, 결함 섹터를 포함하는 영역은 파일 관리 정보에 결함영역으로서 등록된다.

단계 1809에서, 결함영역에 연속한 빈 영역이 설정된다. 이어서, 처리는 단계 1802로 되돌아간다.

전술한 바로부터 알 수 있듯이,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는 AV 파일 기록 코맨드가 수신되었을 때 결함 섹터가

검출되었을 때라도 대치처리를 수행하지 않는다.

도 19는 AV 파일이 기록된 후에 데이터 기록 영역(5)을 도시한 것이다.

'A1.MPG'라 하는 AV 파일(이하, 'V1.MPG 파일'이라 함)이 파일 데이터 영역(14)에 기록되고 결함 섹터가 AV 파일

에서 검출되었다고 가정한다. 도 19에서, 결함 섹터를 포함하는 결함영역이 해칭으로 표시되었다. A1, A2 및 A3는 

각 영역의 제 1 LSN을 나타내며, L1, L2, L3는 각 영역의 길이를 나타낸다. 결함영역의 제 1 LSN은 A2이며, 이의 길

이는 L2이다.

V1.MGP 파일은 FAT 영역(12)에 저장된 파일 관리 테이블에 의해 관리된다. 파일 관리 테이블은 루트 디렉토리 영

역(13)에 저장된 V1.MPG 파일의 제 1 엔트리에 연계된다.

파일 관리 테이블은 제 1 LSN과 AV 파일이 놓인 영역의 길이를 포함한다. 파 일 관리 테이블은 데이터가 영역에 기

록되어 있는지 혹은 영역이 어떠한 데이터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결함영역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속성 데이터를 더 포

함한다. 도 18에 도시한 단계 1808에서, LSN:A2부터 시작하고 L2의 길이를 갖는 영역의 속성 데이터는 어떠한 데이

터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결함영역인 것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재생시, 이 영역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결국, 결함영역의 재생은 스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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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에 도시한 예에서, 파일 관리 테이블은 V1.MPG 파일 상의 3개의 영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도 19에 도시한

파일 관리 테이블은 LSN:A1부터 시작하고 L1의 길이를 갖는 영역과 LSN:A3부터 시작하고 L3의 길이를 갖는 또 다

른 영역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LSN:A2부터 시작하고 L2의 길이를 갖는 영역이 이에 어떠한 데이터도 기록되어 있

지 않음을 나타낸다.

전술한 바로부터 알 수 있듯이, 파일 관리 테이블은 LAN에 근거하여 결함영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V1.MPG 파일

의 재생에 있어, AV파일은 결함영역은 스킵하면서 연속적으로 재생될 수 있다.

AV 파일 기록 코맨드에 기초한 기록은 블록 단위로 수행되며, 각 블록은 AV 파일의 크기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복수

의 섹터를 포함한다. 따라서, FAT 영역(12) 및 루트 디렉토리 영역(13)에 저장된 정보는 블록 어드레스를 갖는다. 파

일 시스템 관리 정보의 크기는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감소된다. 블록 단위 기록은 복수 회 반복하여 섹

터단위로 기록함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의 기본적인 동작은 전술한 동작과 

유사하다.

6.4.2 파일 관리 영역(10)에 데이터의 기록

파일 관리 영역(10)에 AV 파일을 기록하는 처리(도 18)는 파일 관리 영역(10)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처리(도 15)와 

동일하다. AV파일이 파일 관리 영역(10)에 기록되어 있을 때 결함 섹터가 검출된 때엔, 대치처리가 단계 1816 및 18

17에서 수행된다. 그 이유는 파일 관리 테이블을 저장하는 파일 관리 영역(10)에서 검출된 결함 섹터가 파일 관리 테

이블에 의해 논리적으로 관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 데이터(이하 'PC 데이터'라 함)와 같은 실시간 기록 및 재생이 매우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가 광학 

디스크(10)에 기록될 때, 상위 레벨 장치(200)은 PC 파일 기록 코맨드를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에 발행한다.

이 경우에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의 동작은 5.1 내지 5.5의 동작과 동일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AV파일에 적합한 광학 디스크의 결함을 관리하는 방법이 본 발명에 따른 제 2 예에서 제공된다.

(예 3)

이를테면 DVD-RAM 디스크 등과 같은, 결합된 예비 영역 및 사용자 영역이 상이한 디스크 회전 속도를 갖는 복수의 

존(zone)으로 분할되는 ZCLV 시스템 정보 기록매체는 인접한 존 사이의 경계에 가드 영역(guard area)을 갖는다.

도 20은 2개의 존을 갖는 광학 디스크(1a)의 물리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광학 디스크(1a)는 이의 내측부분에 존 0과 

존 0부터 방사상 외측으로 놓인 존 1을 갖는다. 가드 영역(2001)은 각 존의 부분을 덮기 위해서 존 0과 존 1 사이의 

경계에 설치된다. 존 0에서의 가드 영역(2001)의 부분(2001a)과 존 1에서의 가드 영역(2001)의 부분(2001b)은 각각

적어도 하나의 트랙을 포함한다.

가드 영역(2001)의 부분(2001a)과 부분(2001b)은 서로 상이한 구조의 트랙을 갖는다. 따라서, 가드 영역(2001)에서

의 신호 품질은 열등하며, 따라서, 가드 영역(2001)은 기록에 적합하지 않다. 가드 영역(2001)은 어떠한 데이터도 기

록되지 않는 영역으로서 설정된다. 존 0 및 존 1과 가드 영역(2001)의 위치 및 크기는 광학 디스크(1a)에 기초하여 고

정되어 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의 구조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다. 광학 디스크(1a)의 논리 구조는 도 3에 도시한 광학 디스크(1)

의 구조와 동일하다.

도 21은 슬립 대치 알고리즘이 실행된 후에 물리 섹터 번호와 LSN간 대응을 도시한 것이다. 수평축은 물리 섹터 번호

를 나타내며, 수직축은 LSN을 나타낸다. 도 21에서, 일점 쇄선(2101)은 사용자 영역(6)이 어떠한 결함 섹터도 포함

하지 않을 때 물리 섹터 번호와 LSN간 대응을 나타낸다. 실선(2102)은 사용자 영역(6)이 4개의 결함 섹터를 포함할 

때 물리 섹터 번호와 LSN간 대응을 나타낸다.

도 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어떠한 LSN도 결함 섹터에 할당되지 않는다. LSN의 할당은 제 1 및 제 2 예와 같이 광학 

디스크(1a)의 외측 부분부터 내측부분을 향한 방향으로(물리 섹터 번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슬립된다.

도 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어떠한 LSN도 가드 영역(2001)에 할당되지 않는다. LSN의 할당은 가드 영역(2001)의 양

단간에 LSN이 연속하도록 수행된다. 따라 서, 데이터는 가드 영역(2001)에 기록되지 않는다.

LSN:0이 할당된 제 1 섹터를 갖는 예비 영역(7) 및 파일 관리 영역(10)은 동일한 존에 위치한다. 따라서, 데이터가 파

일 관리 영역(10)에 기록될 때 검출되는 결함 섹터를 대치하는 처리는 존들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탐색동작을 필요

로 함이 없이, 단일 존에서 수행될 수 있다.

DVD-RAM 디스크에서, 에러 정정 코드는 복수의 섹터에 걸쳐 계산된다. 그러므로, 복수의 섹터는 한 블록으로서 정

의된다. 예를 들면, ECC 블록은 16개의 섹터를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 광학 디스크는 복수의 블록 크기가 각 존의 크

기와 동일하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LSN이 슬립대치 알고리즘에 따라 할당될 때, 한 블록은 검출된 결함 섹터 수에 따

라 가드 영역(2001)에 걸쳐 2개의 존에 위치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결함 섹터의 수에 따라 각 존에 할당된 LSN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도 22a는 광학 디스크(1a) 상에서 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100)(도 1)에 의해 수행되는 슬립 대치 알고리즘의 구상

도이다. 도 22a에서, 사각형 박스 각각은 섹터를 나타낸다. 각 섹터 내 문자는 섹터에 할당된 LSN을 나타낸다. LSN을

갖는 사각형 박스는 정상 섹터를 나타내며, 해칭된 사각형 박스는 결함 섹터를 나타낸다. 도 22a에 도시한 예에서, 에

러 검출 코드를 계산하는 ECC 블록은 16개의 연속한 섹터를 포함한다. 그러나, ECC 블록에 포함된 섹터 수는 16으

로 한정되지 않는다. ECC 블록은 임의의 수의 섹터를 포함할 수 있다.

참조부호 2201은 사용자 영역(6)에 결함 섹터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섹터의 시퀀스를 나타낸다. 참조부호 2202는 사

용자 영역(6)(블록 정정이 없는)에 하나의 결함 섹터를 포함하는 섹터의 시퀀스를 나타낸다. 참조부호 2203은 사용자

영역(6)(블록 정정이 있는)에 하나의 결함 섹터를 포함하는 섹터의 시퀀스를 나타낸다. 블록 정정에 대해서는 후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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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1 내에 마지막 섹터가 정상 섹터일 때, 마지막 LSN:m은 존 1의 마지막 섹터에 할당된다. LSN은 마지막 LSN:m이

할당되는 섹터부터 내림차순으로 사용자 영역(6)에 포함된 복수의 섹터에 할당된다.

사용자 영역(6)이 결함 섹터를 전혀 포함하지 않을 때, LSN:m 내지 LSN:0은 섹터의 시퀀스(2202)로 나타낸 바와 같

이 사용자 영역(6)에 마지막 섹터부터 제 1 섹터까지 순차적으로 할당된다.

LSN:1이 할당되는 섹터의 시퀀스(2201) 내 한 섹터가 결함 섹터였을 때, LSN의 할당은 LSN:i이 결함 섹터에 할당되

는 것이 아니라 결함 섹터 바로 전의 섹터에 할당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LSN의 할당은 사용자 영역(6)부터 예비

영역(6)을 향한 방향으로 한 섹터만큼 스킵된다. 결국, LSN:0은 섹터의 시퀀스(2202)로 나타낸 바와 같이 예비 영역(

7)의 마지막 섹터에 할당된다.

섹터의 시퀀스(2202)에서, LSN:k 내지 LSN:k+15가 할당되는 ECC 블록은 경계를 가로질러 존 0 및 존 1에 걸쳐 놓

이게 된다. ECC 블록이 2개 이상의 존에 걸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 정정이 수행된다.

섹터의 시퀀스(2203)는 섹터의 시퀀스(2201)에 대해 수행된 블록 정정의 결과로서 얻어진다. 섹터의 시퀀스(2202)

는 존 1에 하나의 결함 섹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섹터(2203)는 섹터의 시퀀스(2202)에 LSN의 할당을 사용자 영역(

6)부터 예비 영역(7)을 향한 방향으로 15(=16-1)개의 섹터만큼 슬립하는 것에 의해 얻어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 영역(6)이 결함 섹터를 포함할 때, LSN 할당의 블록 정정은 각 존의 제 1 섹터가 존의 ECC

블록의 제 1 섹터와 일치하도록 수행된다. 이러한 동작에 따라, 한 블록이 복수의 존에 걸쳐 놓이게 되는 것이 방지된

다. 결국, 기록 및 재생이 한 블록에 대해 수행될 때 복수의 존에의 액세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기

록 혹은 재생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또한 한 블록 내 데이터가 연속하게 읽혀질 수 있게 한다. 그러

므로, 에러 정정의 파이프라인 처리를 교란시키지 않고 예비 파이프라인 처리에 필요한 계산을 위한 메모리와 동작 

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도 22b는 도 22a를 참조하여 기술된 슬립 대치 알고리즘이 실행된 후에 물리 섹터 번호와 LSN간 대응을 도시한 것

이다. 수평축은 물리 섹터 번호를 나타내며, 수직축은 LSN을 나타낸다. 도 22b에서, 일점 쇄선(2211)은 도 21에서 

일점 쇄선(2101)과 동일하며, 점선(2212)은 도 21에서 일점 쇄선(2102)와 동일하다.

점선(2212)으로 나타낸 LSN의 할당을 수행한 결과로, 하나의 블록 가드 영역(2001)에 걸쳐 위치하게 된 것으로 가

정한다. 즉 블록의 일부가 존 0 내에 놓이고 블록의 나머지 부분(블록의 일부)이 존 1에 놓인다.

이 경우, LSN의 할당은, 존 1에 놓인 블록의 일부만큼, 증가하는 방향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할당에 기인하여, 가드 

영역(2001)에 걸쳐 놓인 블록은 전체가 존 0 내에 위치하게 되고, 다음 블록의 제 1 섹터는 존 1의 가드 영역(2001) 

바로 다음의 섹터로서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블록의 제 1 섹터는 각 존 내 기록가능한 제 1 섹터 각각으로서 확실하

게 위치할 수 있다.

도 22b에서 실선(2213)은 LSN의 할당의 결과를 나타낸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LSN의 할당의 결과로서, 블록의 일

부분에 대응하는 LSN은 존 0 내 섹터들에 할당된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선(2213)으로 나타낸 LSN의 할당은 블

록이 가드 영역(2001)에 걸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광학 디스크(1a)에서, LSN:0이 할당될 섹터의 위치는 마지막 LSN이 할당되는 섹터의 위치는 고정시켜 두고, 규정된 

용량(4.7GB)을 채우는 위치로서 계산된다. 위치는 복수의 존 각각에서 검출된 결함 섹터 수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LS

N:0은 결과로 나온 위치에 있는 섹터에 할당된다. LSN:0이 할당되는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는 DDS의 엔트리에 저장

된다.

각 존의 제 1 섹터에 할당된 LSN은 DDS의 엔트리에 저장된다. 이 동작에 의해서, 각 존의 제 1 섹터에 고속 액세스는

계산없이 실현된다.

도 22c는 DDS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DDS는 각 존의 제 1 섹터에 할당된 LSN를 저장하기 위한 엔트리들을 포함

한다. 엔트리 수는 존 수와 동일하다. 예를 들면, 광학 디스크(1a)가 2개의 존(존 0 및 존 1)을 포함할 때, DDS는 존 0

의 제 1 섹터에 할당된 LSN을 저장하기 위한 엔트리와, 존 1의 제 1 섹터에 할당된 LSN을 저장하기 위한 엔트리를 

포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제3 예에서, 복수의 존을 갖는 광학 디스크의 결함을 관리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또

한 본 발명에 따른 제3 예에서, 블록 단 위로 기록이 수행될 때 블록이 가드 영역에 걸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광학 디스크의 결함을 관리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제3 예에서, 광학 디스크(1a)는 2개의 존을 갖는다. 대안으로, 광학 디스크는 3개 이상의 존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경우, LSN은 블록의 제 1 섹터가 각 존의 기록가능한 제 1 섹터로서 위치하도록 섹터에 할당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정보기록 매체에 따라, 예비 영역은 사용자 영역부터 방사상 내측에 위치하여 있다. LS

N:0 근처에 놓인 파일 관리 영역에서 결함 섹터가 검출되었을 때, 결함 섹터는 선형 대치 알고리즘에 따라 예비 영역 

내 대치 섹터로 대치된다. 결함 섹터 및 대치 섹터간 거리가 비교적 작으므로, 결함 섹터에 의해 야기되는 액세스 지연

이 비교적 작다. 빈번히 액세스되는 파일 관리 영역은 결함 섹터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파일 관리 영역에서

검출된 결함 섹터에 의해 야기되는 전술한 액세스 지연 감소는 데이터를 기록 혹은 재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

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LSN:0이 할당되는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는 디스크 정보 영역에 저장된다. 선형 대치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대치영

역(LR 예비 영역) 내 제 1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는 고정되어 있다. LR 예비 영역 내 마지막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는 

디스크 정보 영역에 기록된 물리 섹터 번호에서 '1'를 감하는 것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LR 예비 영역의 위치

는 디스크 정보 영역에 기록된 물리 섹터 번호를 참조함으로써 실제로 계산없이 얻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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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록 매체가 복수의 존으로 분할될 때, 파일 관리 영역에서 검출된 결함 섹터와 대치 섹터는 동일한 존에 놓인다.

따라서, 파일 관리 영역에의 어떠한 액세스도 복수의 존에 액세스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의 기록 혹은 재생에 필

요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블록 단위 기록이 수행될 때, 블록의 제 1 섹터는 각 존 내에 기록가능한 제 1 섹터로서 위치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블

록에 기록과 이로부터의 재생시 복수의 존에의 액세스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기록 혹은 재생에 걸

리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한 블록 내 데이터가 연속하여 독출되게 한다. 그러므로, 에러 정정의 파이

프라인 처리를 교란시키지 않고 예비 파이프라인 처리에 필요한 계산을 위한 메모리와 동작 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발명의 범위 및 정신에서 벗어남이 없이 여러 가지 다른 수정이 이 기술에 숙련된 자들에게 명백할 것이며 이들에 

의해 쉽게 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여기 첨부된 청구의 범위는 여기 개시된 기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범위는 

넓게 해석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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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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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1.
삭제

청구항 52.
삭제

청구항 53.
삭제

청구항 54.
삭제

청구항 55.
삭제

청구항 56.
삭제

청구항 57.
삭제

청구항 58.
삭제

청구항 59.
삭제

청구항 60.
삭제

청구항 61.
삭제

청구항 62.
삭제

청구항 63.
삭제

청구항 64.
삭제

청구항 65.
삭제

청구항 66.
삭제

청구항 67.
삭제

청구항 68.
삭제

청구항 69.
삭제

청구항 70.
삭제

청구항 71.
삭제

청구항 72.
삭제

청구항 73.
삭제

청구항 74.
삭제

청구항 75.
삭제

청구항 76.
삭제

청구항 77.
삭제

청구항 7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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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9.
삭제

청구항 80.
삭제

청구항 81.
삭제

청구항 82.
삭제

청구항 83.
삭제

청구항 84.
삭제

청구항 85.
삭제

청구항 86.
삭제

청구항 87.
삭제

청구항 88.
정보 기록 매체로서,

디스크 정보 영역과;

복수의 섹터들을 포함하는 사용자 영역과;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섹터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섹터가 결함 섹터일 때, 사용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섹터를 포함하는 예비 영역을 포함하는,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예비 영역은 상기 사용자 영역으로부터 방사상 바로 내측에 위치되고,

상기 예비 영역과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복수의 섹터들 중 논리 섹터 번호 '0'이 할당된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가

상기 디스크 정보 영역에 기록되고,

논리 섹터 번호들이, 마지막 논리 섹터 번호가 할당된 섹터로부터 내림 차순으로,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상기 결함 섹

터와는 다른 섹터들에 각각 할당되는,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89.
제 88 항에 따른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재생 장치.

청구항 90.
제 88 항에 따른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장치.

청구항 91.
정보 기록 매체로서,

디스크 정보 영역과;

복수의 섹터들을 포함하는 사용자 영역과;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섹터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섹터가 결함 섹터일 때, 사용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섹터를 포함하는 예비 영역을 포함하는,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예비 영역에 포함된 섹터들의 물리 섹터 번호들이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섹터들의 물리 섹터 번호들보다 

작고, 상기 사용자 영역의 가장 작은 물리 섹터 번호는 상기 예비 영역의 가장 큰 물리 섹터 번호에 1을 더함으로써 획

득된 수와 동일하고,

상기 예비 영역과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복수의 섹터들 중 논리 섹터 번호 '0'이 할당된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가

상기 디스크 정보 영역에 기록되고,

논리 섹터 번호들이, 보다 큰 물리 섹터 번호를 갖는 섹터로부터 보다 작은 물리 섹터 번호를 갖는 섹터까지 내림 차

순으로,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상기 결함 섹터와는 다른 섹터들에 각각 할당되는,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92.
정보 기록 매체로서,

디스크 정보 영역과;

복수의 섹터들을 포함하는 사용자 영역과;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섹터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섹터가 결함 섹터 일 때, 사용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섹터를 포함하는 예비 영역을 포함하는,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예비 영역은 상기 사용자 영역으로부터 방사상 바로 내측에 위치되고,

상기 예비 영역과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복수의 섹터들 중 논리 섹터 번호 '0'이 할당된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가

상기 디스크 정보 영역에 기록되고,

논리 섹터 번호들이, 마지막 논리 섹터 번호가 할당된 섹터로부터 내림 차순으로,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상기 복

수의 섹터들 중 적어도 두 개의 섹터들에 각각 할당되는, 정보 기록 매체.



등록특허  10-0433606

- 18 -

청구항 93.
정보 기록 매체로서,

디스크 정보 영역과;

복수의 섹터들을 포함하는 사용자 영역과;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섹터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섹터가 결함 섹터일 때, 사용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섹터를 포함하는 예비 영역을 포함하는,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예비 영역에 포함된 섹터들의 물리 섹터 번호들이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섹터들의 물리 섹터 번호들보다 

더 작고, 상기 사용자 영역의 가장 작은 물리 섹터 번호는 상기 예비 영역의 가장 큰 물리 섹터 번호에 1을 더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와 동일하고,

상기 예비 영역과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복수의 섹터들 중 논리 섹터 번호 '0'이 할당된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가

상기 디스크 정보 영역에 기록되고,

논리 섹터 번호들이 보다 큰 물리 섹터 번호를 갖는 섹터로부터 보다 작은 물리 섹터 번호를 갖는 섹터까지 내림차순

으로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복수의 섹터들 중 적어도 두 개의 섹터들에 각각 할당되고,

어떤 논리 섹터 번호도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상기 결함 섹터에 할당되지 않는,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94.
제 93 항에 따른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재생 장치.

청구항 95.
제 93 항에 따른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장치.

청구항 96.
디스크 정보 영역과; 복수의 섹터들을 포함하는 사용자 영역과;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섹터들 중 적

어도 하나의 섹터가 결함 섹터일 때 사용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섹터를 포함하는 예비 영역을 포함하는 정보 기록 매

체의 결함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예비 영역은 상기 사용자 영역으로부터 방사상 바로 내측에 위치되는, 상기 

정보 기록 매체의 결함 관리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섹터들 중 하나의 섹터에 마지막 논리 섹터 번호를 할당하는 단계와;

(b) 상기 마지막 논리 섹터 번호가 할당되는 섹터의 위치를 참조하여 소정의 용량을 채우는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와;

(c) 상기 단계(b)에 의해 계산된 위치에 위치된 섹터에 논리 섹터 번호 '0'을 할당하는 단계와;

(d) 상기 논리 섹터 번호 '0'이 할당된 상기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를 상기 디스크 정보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정보 기록 매체의 결함 관리 방법.

청구항 97.
제 9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b)는:

(b-1)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결함 섹터를 검출하는 단계와;

(b-2) 상기 단계(b-1)에서 검출된 적어도 하나의 결함 섹터의 번호에 기초하여 소정의 용량을 채우는 위치를 계산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기록 매체의 결함 관리 방법.

청구항 98.
디스크 정보 영역과; 복수의 섹터들을 포함하는 사용자 영역과;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섹터들 중 적

어도 하나의 섹터가 결함 섹터일 때 사용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섹터를 포함하는 예비 영역을 포함하는 정보 기록 매

체의 결함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예비 영역에 포함된 섹터들의 물리 섹터 번호들은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섹터들의 물리 섹터 번호들보다 작으며, 상기 사용자 영역의 가장 작은 물리 섹터 번호는 상기 예비 영역의 가장 큰 

물리 섹터 번호에 1을 더함으로써 얻어지는 번호와 동일한, 상기 정보 기록 매체의 결함 관리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섹터들 중 하나의 섹터에 마지막 논리 섹터 번호를 할당하는 단계와;

(b) 상기 마지막 논리 섹터 번호가 할당되는 상기 섹터의 위치를 참조하여 보다 큰 물리 섹터 번호를 갖는 섹터로부터

보다 작은 물리 섹터 번호를 갖는 섹터로의 방향으로 소정의 용량을 채우는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와;

(c) 상기 단계(b)에 의해 계산된 위치에 위치된 섹터에 논리 섹터 번호 '0'을 할당하는 단계와;

(d) 상기 논리 섹터 번호 '0'이 할당된 상기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를 디스크 정보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기록 매체의 결함 관리 방법.

청구항 99.
제 9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b)는

(b-1)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결함 섹터를 검출하는 단계와;

(b-2) 상기 단계(b-1)에서 검출된 적어도 하나의 결함 섹터의 번호에 기초하여 소정의 용량을 채우는 위치를 계산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기록 매체의 결함 관리 방법.

청구항 100.
삭제

청구항 101.
디스크 정보 영역과; 복수의 섹터들을 포함하는 사용자 영역과;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섹터들 중 적

어도 하나의 섹터가 결함 섹터일 때 사용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섹터를 포함하는 예비 영역을 포함하는 정보 기록 매

체의 결함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기 예비 영역은 상기 사용자 영역으로부터 방사상 바로 내측에 위치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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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보 기록 매체의 결함 관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결함 관리 처리를 수행하고, 상기 결함 관리 처리는:

(a)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섹터들 중 하나의 섹터에 마지막 논리 섹터 번호를 할당하는 단계와;

(b) 상기 마지막 논리 섹터 번호가 할당되는 상기 섹터의 위치를 참조하여 소정의 용량을 채우는 위치를 계산하는 단

계와;

(c) 상기 단계(b)에 의해 계산된 위치에 위치된 섹터에 논리 섹터 번호 '0'을 할당하는 단계와;

(d) 상기 논리 섹터 번호 '0'이 할당된 상기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를 상기 디스크 정보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정보 기록 매체의 결함 관리 장치.

청구항 102.
제 10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b)는:

(b-1)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결함 섹터를 검출하는 단계와;

(b-2) 상기 단계(b-1)에서 검출된 적어도 하나의 결함 섹터의 번호에 기초하여 소정의 용량을 채우는 위치를 계산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기록 매체의 결함 관리 장치.

청구항 103.
디스크 정보 영역과; 복수의 섹터들을 포함하는 사용자 영역과;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섹터들 중 적

어도 하나의 섹터가 결함 섹터일 때 사용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섹터를 포함하는 예비 영역을 포함하는 정보 기록 매

체의 결함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기 예비 영역에 포함된 섹터들의 물리 섹터 번호들은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

함된 섹터들의 물리 섹터 번호들보다 작으며, 상기 사용자 영역의 가장 작은 물리 섹터 번호는 상기 예비 영역의 가장

큰 물리 섹터 번호에 1을 더함으로써 얻어지는 번호와 동일한, 상기 정보 기록 매체의 결함 관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결함 관리 처리를 수행하고, 상기 결함 관리 처리는:

(a)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섹터들 중 하나의 섹터에 마지막 논리 섹터 번호를 할당하는 단계와;

(b) 상기 마지막 논리 섹터 번호가 할당되는 상기 섹터의 위치를 참조하여 보다 큰 물리 섹터 번호를 갖는 섹터로부터

보다 작은 물리 섹터 번호를 갖는 섹터로의 방향으로 소정의 용량을 채우는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와;

(c) 상기 단계(b)에 의해 계산된 위치에 위치된 섹터에 논리 섹터 번호 '0'을 할당하는 단계와;

(d) 상기 논리 섹터 번호 '0'이 할당된 상기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를 디스크 정보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기록 매체의 결함 관리 장치.

청구항 104.
제 103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b)는:

(b-1) 상기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결함 섹터를 검출하는 단계와;

(b-2) 상기 단계(b-1)에서 검출된 적어도 하나의 결함 섹터의 번호에 기초하여 소정의 용량을 채우는 위치를 계산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기록 매체의 결함 관리 장치.

청구항 105.
삭제

청구항 106.
삭제

청구항 107.
삭제

청구항 108.
광 디스크 정보 영역과; 물리 섹터 번호가 각각 할당된 복수의 섹터들을 포함하는 광 디스크 데이터 기록 영역을 포함

하는, 광 디스크에 있어서,

상기 광 디스크 정보 영역은, 상기 광 디스크 데이터 기록 영역에 포함된 복수의 섹터들 중 논리 섹터 번호 '0'이 할당

된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를 기록하기 위한 영역을 포함하는, 광 디스크.

청구항 109.
광 디스크 정보 영역과; 물리 섹터 번호가 각각 할당된 복수의 섹터들을 포함하는 광 디스크 데이터 기록 영역을 포함

하는, 광 디스크에 있어서,

상기 광 디스크 데이터 기록 영역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섹터들 중 논리 섹터 번호 '0'이 할당된 섹터의 물리 섹터 번

호가 상기 광 디스크 정보 영역에 기록되는, 광 디스크.

청구항 110.
광 디스크 정보 영역과; 물리 섹터 번호가 각각 할당된 복수의 섹터들을 포함하는 광 디스크 데이터 기록 영역을 포함

하는, 광 디스크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록 방법은:

상기 논리 섹터 번호 '0'이 할당되는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를 디스크 정보 영역에서 상기 광 디스크 정보 영역의 특정

영역 상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111.
광 디스크 정보 영역과; 물리 섹터 번호가 각각 할당된 복수의 섹터들을 포함하는 광 디스크 데이터 기록 영역을 포함

하는, 광 디스크를 재생하기 위한 재생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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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광 디스크 정보 영역은 상기 광 디스크 데이터 기록 영역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섹터들 중 논리 섹터 번호 '0'이 

할당된 섹터의 물리 섹터 번호를 기록하기 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재생 방법은:

광 디스크 정보 영역을 판독하는 단계와;

논리 섹터 번호 '0'이 할당된 섹터의 상기 물리 섹터 번호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재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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