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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는 정보 기록 매체에서, 기록된 데이터는 파일 구조를 사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파일로서 관리되며, 파일 구조는 기사용 영역과 미사용 영역을 식별하는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를 포함한다. 적어도 

하나의 결함 영역은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에 미사용 영역으로서 등록되며, 적어도 하나의 결함 영역은 기록된 데이

터의 적합한 재생을 할 수 없는 정보 기록 매체 상의 영역이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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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색인어

기록 드라이브, 재생 드라이브, 정보 기록 시스템, 섹터

명세서

기술분야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재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결함 영역을 포함하는 정보 

기록 매체에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데이터의 실시간 기록/재생을 달성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광 디스크들은 섹터 구조를 갖는 정보 기록 매체를 대표한다. 최근의 고밀도 및 대용량의 경향으로 이러한 디스크들

의 신뢰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정보가 적합하게 기록 혹은 재생될 수 없는 섹터를 디스크가 포함한다면, 이러한 

섹터는 통상 광 디스크 장치에 의해 “결함 섹터”로서 등록되고 따라서 이 결함 섹터는 그 후에 사용되지 않게 될 것이

며, 또다른 섹터로 이 결함섹터를 대체한다. 이것은 디스크의 신뢰도를 보증한다. 광 디스크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이

러한 결함 관리 기능은 90 mm 광 디스크들에 대한 국제 표준화 기구 ISO/IEC10090(이하 “ISO 표준들”이라 함)에 

기술되어 있다.

도 25는 일반적인 디스크 매체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디스크 매체(1)는 이 위에 형성된 많은 동심 혹은 나선형 트랙들(2)을 포함하며, 각각의 트랙(2)은 섹터들(3)라고 하

는 많은 세분할들(subdivisions)을 포함한다. 디스크는 두 유형의 영역으로서 디스크 정보 에어리어들(4)과 데이터 

기록 에어리어(5)를 포함한다. 디스크를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파라미터 등을 저장하는 디스크 정보 에어리어들(4)은

디스크 매체(1)의 최내주와 최외주에 배치된다.

디스크 정보 에어리어들(4)은 또한 각각 리드-인 및 리드-아웃 에어리어들이라고 한다. 데이터의 기록/재생은 데이

터 기록 에어리어(5)에 대해 수행된다. 데이터 기록 에어리어(5) 내 모든 섹터는 물리적(physical) 섹터 수(이하, “PS

N'이라 함)라고 하는 절대 어드레스를 받는다.

도 26은 종래의 디스크 매체의 데이터 구조(2600으로 표시되었음)를 도시한 것이다. 데이터 구조(2600)는 도 2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스크 매체가 디렉토리 ROOT 밑에 디렉토리 DIR1를 포함하고 디렉토리 DIR1은 두 개의 파일 FI

LE1 및 FILE2을 포함하는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데이터 구조(2600)는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2601), 디스크 매체(1) 상의 논리 공간을 나타내는 데이터 구조(2602), 

디스크 매체(1) 상의 물리 공간을 나타내는 데이터 구조(2603), 및 결함 관리 정보(2604)를 포함한다. 물리 공간 데이

터 구조(2603)는 제어 데이터 에어리어(2605), 결함 관리 정보(2606), 및 미사용 예비 에어리어(2607)를 포함하며 

이들은 디스크 매체(1) 상의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재생 하기 위한 재생 장치(예를 들면, 광 디스크 드라이브)에 의해

서만 해석되는 것이며 제어장치(예를 들면, 개인용 컴퓨터)가 액세스할 수 없다. 이들 영역들은 논리 공간 데이터 구

조(2602)에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도 2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논리 공간은 논리 볼륨 구조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볼륨 구조(2608)와, 논리 볼륨 공간에 

파일 구조와 파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분할영역)(2609)으로 분할된다. 논리 공간의 각각의 분할들은 논리 

섹터 수(이하 “LSN'이라 함)라고 하는 이들의 연속적인 어드레스들에 기초하여 관리된다.

이하, 분할공간(2609)에 저장되는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 기술한다.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2601)는 분할공간(2609) 내 각각의 섹터가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비트 맵이다. 비트

맵 상의 각각의 비트는 섹터에 대응한다. 비트 값 “1”은 “기사용”을 나타내고, 비트 값 “0”은 “미사용”을 나타낸다. 

도 26에 도시한 예에서,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2610) 및 ROOT 디렉토리 파일 구조(2611)는 항시 비트 맵 상에 “0” 

비트 값을 가지며, 미사용 영역(2612)을 제외한 모든 다른 영역들은 비트 맵 상에 “1” 비트 값을 갖는다.

ROOT 디렉토리 파일 구조(2611)는 ROOT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 및/또는 디렉토리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ROO

T 디렉토리 파일(도면에 도시없음), 및 ROOT 디렉토리 파일이 기록된 위치를 특정하는 ROOT ICB(도면에 도시없음

)를 포함한다.

DIR1 파일 엔트리(2613)는 DIR1 디렉토리 파일(2614)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다. DIR1 디렉토리 파일(2614)은 디렉

토리들 및 디렉토리 DIR1에 있는 파일들에 관한 정보를 저장한다.

DIR1 디렉토리 파일(2614)은 디렉토리 DIR1에 저장된 파일 FILE1 및 FILE2에 관한 정보, 및 FILE1 파일 엔트리(2

615) 및 FILE2 파일 엔트리(2616)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다.

FILE1 파일 엔트리(2615) 및 FILE2 파일 엔트리(2616)는 각각 파일 FILE1 및 FILE2의 파일 데이터의 위치 정보 등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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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1 익스텐트(2617)는 파일 FILE1의 파일 데이터를 포함한다. FILE2 익스텐트(2618)는 파일 FILE2의 파일 데이

터를 포함한다.

다음에, 물리 공간 데이터 구조(2603)에 대해 기술한다.

디스크 상의 물리 공간은 일반적으로 디스크 정보 에어리어(2619)와 데이터 기록 에어리어(2620)로 분할된다. 디스

크 정보 에어리어(2619)는 디스크 매체(1) 상의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재생 장치(예를 들면, 광 디스크 

드라이브에 에 의해서만 참조되고 제어장치(예를 들면 개인용 컴퓨터)는 액세스할 수 없는 제어 정보를 저장한다.

디스크 정보 에어리어(2619)는 일반적으로 제어 데이터 에어리어(2605)와 결함 관리 정보(2606)로 분할된다. 제어 

데이터 에어리어(2605)는 이를테면 디스크 식별정보 및 저작권 보호 정보와 같은 제어 정보를 저장한다. 결함 관리 

정보(2606)는 디스크 상의 결함들에 관한 정보를 저장한다. 결함 관리 정보(2606)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데이터 기록 에어리어(2620)는 파일 구조 및 파일 데이터를 기록하는 사용자 에어리어(2621), 및 사용자 에어리어에

존재할 수도 있을 임의의 결함 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예비 에어리어(spare area)(2622)를 포함한다. 사용자 에어리

어(2621) 내 포함된 결함 영역(2623)은 예비 에어리어(2622) 내 예비 영역(2624)으로 대체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에어리어(2621) 내 결함 영역(2625)은 예비 에어리어(2622) 내 예비영역(2626)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다음에, 논리 공간(2602)과 물리공간(2603) 간 관계에 대해 기술한다. 디스크 상의 물리공간(2603)에 어떠한 결함 

영역들도 없다면, 사용자 에어리어(2621)는 각 그룹에 대한 논리 공간(2602)에 대응한다. 도 26에 도시한 예에서, 논

리 공간(2602) 내 볼륨 구조(2608),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2610), ROOT 디렉토리 파일 구조(2611), DIR1 파일 엔

트리(2613), DIR1 디렉토리 파일(2614), FILE1 파일 엔트리(2615), 및 FILE2 파일 엔트리(2616)는 물리 공간(2603

) 내 상응부분에 각각 대응한다. 그러나, 물리 공간(2603)이 임의의 결함 영역들(예를 들면, 2623, 2625)을 포함한다

면, 이러한 결함 영역들(2623 및 2625)은 예비 에어리어(2622) 내 예비영역들(예를 들면, 2624, 2626)에 의해 대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물리공간(2603) 내 FILE1 익스텐트 영역(2617)은 도 26에 도시한 예에서 결함 영역(2623)을

포함한다. 결함 영역(2623)은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결함 영역(2523)은 예비 영역(2624)으로 대체되고, 그럼으로

써 에러가 없는 논리공간(2602)을 제공한다. 결국, FILE1 익스텐트(2617)는 논리 공간(2602) 내 하나의 연속한 공간

으로서 할당된다. 물리 공간(2603) 내 FILE2 익스텐트(2616) 내 결함 영역(2625)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함 영역들(예를 들면, 2623, 2625) 및 예비영역들(예를 들면, 2624, 2626)은 디스크 정보 에어리어(2619) 내 결함

관리 정보(2606)에 의해 관리된다. 결합 관리 정보(2604)의 디스크 정의 구조(disk definition structure)(2627)는 이

를테면 디스크 및 디스크 속성에 대한 결함 관리 방법과 같은 정보를 저장한다. 1차 결함 목록(이하, 'PDL')(2628)은 

보통 디스크 제조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초기화 처리 동안 검출되는 결함 영역들의 위치 정보를 저장한다. 사용자에 

의한 사용 중에 검출된 임의의 결함 영역들은 2차 결함 목록(이하 “SDL')(2632)에 의해 취급된다. SDL(2632)는 결함

관리 정보(2606)에 행해진 업데이트들의 수를 저장하기 위한 2차 결함 목록 헤더(2629), 목록에 등록된 결함 영역들 

및 대응하는 예비 영역들 쌍의 수(도 26에 예시된 예에서는 ”2“가 설정되어 있음)를 표시하는 2차 결함 목록 등록 수(

2630), 및 결함 영역의 PSN과 결함 영역의 PSN의 오름차순으로 배열되는 결함 영역의 PSN의 대응하는 예비 영역의

PSN의 목록(2631)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디스크용의 기록/재생 장치는 디스크의 삽입 시 수행되는 기동(start-up)

처리 중에 결함관리 정보(2604)를 읽고, 후속 디스크 엑세스에서 어떠한 결함 영역들 대신, 예비영역들을 액세스할 

수 있다.

다음에, 디스크에 대한 기록 처리를 수행하는 종래의 방법을 도 28에 도시한 흐름도를 참조하여 기술한다. 기록 처리

는 일반적으로 두 부분들 즉, 단계 2301부터 2309까지의 파일 데이터 기록 처리와 단계 2310부터 2317까지의 파일 

구조 기록 처리로 나눌 수 있다.

(1) 파일 데이터 기록 처리

디스크 기록 장치(도면에 도시없음)는 파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디스크 상의 미사용 영역들 내로부터, 위치를 선택 혹

은 할당하는 영역할당 단계 2301을 먼저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파일을 기록하는 영역은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260

1)(도 26) 내 미사용 영역들(전술한 비트 맵 상의 “0” 비트 값으로 표시된) 중에서 선택된다. 이에 따라, 단계 2301은 

디스크 상에 기록될 파일의 위치를 결정한다.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2601)는 디스크 매체로부터 이미 읽혀진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에, 단계 2302에서, 디스크 기록장치는 단계 2301에서 결정된 기록 위치에 파일 데이터 기록을 시작한다. 디스

크에 실제 기록을 수행할 때, 에러 판정 단계 2303은 물리 어드레스(즉, 디스크 상에 요철 형태로 기록된 위치 식별정

보)가 적합하게 읽혀졌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이 체크는 섹터 어드레스가 어떤 주어진 섹터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

에 읽혀져야 한다. 읽혀진 섹터 어드레스가 에러를 포함한다면, 기록은 올바른 위치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적합하

게 행해질 수 없다. 에러 판정 단계 2303에서 어드레스 판독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하면, 에러에 연관된 영역은 결함 

영역으로서 정의되고, 대체 단계 2308이 수행된다.

다음에, 기록 동작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단계 2304가 수행된다. 구체적으로, 검증

단계 2304에서 성공적인 기록 동작의 확인은 기록 동작이 수행된 영역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고, 판독한 데이터를

기록하고자 했던 데이터에 대해 비교하는 것과, 에러 정정 코드에 연관된 계산 등을 포함한다.

검증단계 2304 후에, 단계 2305에서, 데이터가 에러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판정된다. 데이터가 에러를 포함한다면, 

에러에 연관된 영역은 결함 영역으로서 정의되고, 대체 단계 2309가 수행된다.

에러 판정 단계 2305에서 에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면, 단계 2306에서 기록할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었는지 여부가 

판정된다. 기록할 모든 데이터보다 적게 기록이 되었다면, 다음 기록 어드레스가 단계 2307에서 설정되고, 데이터 기

록 동작 2302 및 검증 단계 2304가 이어진다.

상기 단계들은 기록할 모든 데이터가 에러들 없이 기록될 때까지 반복된다. 그후에, 파일 구조 기록 처리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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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단계들(2308, 2309)은 각각 도 26에 도시된 예비 에어리어(즉, 2622)로 결함 영역을 대체하기 위한 처리를 포

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29는 기록 중에 대체 단계 2308 혹은 2309에서 수행될 대체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단계 2401에서, 결함 영

역(2624 혹은 2625)을 대체하기 위한 예비영역(2624 혹은 2626)은 도 26에 도시한 예비 에어리어(2622) 내로부터 

할당된다. 결국, 단계 2402에서,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면 결함 영역(2623 혹은 2625)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을 데이

터는 예비영역(2624 혹은 2626)에 기록된다. 그후에, 도 28을 참조로 하여 기술된 단계 2303과 유사하게, 물리 어드

레스가 적합하게 읽혀졌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에러 판정 단계 2403이 수행된다. 판독된 어드레스가 에러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단계 2401 및 2402는 또다른 예비 영역에 기록을 수행하기 위해 수행된다. 기록 동작이 정상적으

로 종료되면, 기록 동작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검증단계 2404가 수행된다. 구체적으로, 검증단계

2404에서 성공적인 기록 동작의 확인은 기록 동작이 수행된 영역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고, 판독한 데이터를 기록

하고자 했던 데이터에 대해 비교하는 것과, 에러 정정 코드에 연관된 계산 등을 포함한다. 검증단계 2404 후에, 데이

터가 에러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단계 2405에서 판정된다. 데이터가 에러를 포함하면, 또다른 예비영역을 할당하기 

위해서 단계 2401이 다시 수행된다. 에러 판정 단계 2405에서 에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면, 결함 영역의 PSN과 SD

L 상의 대응하는 PSN을 등록하고 1만큼 SDL 엔트리 수를 증분하는 SDL 등록 단계 2406이 수행된다.

(2) 파일 구조 기록 처리

상기 (1)에서 기술한 파일 데이터 기록 처리가 완료된 후에, 파일 데이터 기록 위치의 어떤 변화 및 크기 정보에 행해

진 어떤 업데이트를 수용하기 위해서 파일 구조 기록 처리가 수행된다. 실제 파일 구조 기록 처리는 상이한 데이터 콘

텐츠와 기록 에어리어들을 다루는 것을 제외하곤 단계 2301부터 2309까지의 전술한 처리와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끝이 판정될 때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단계 2314), 매번 다음 어드레스를 설정하여(단계 2315), 파일 구조에 

대한 기록 동작(단계 2310), 어드레스 판독 에러 판정(단계 2311), 검증(단계 2311), 및 검증 에러 판정(단계 2313)

이 반복된다.

각각 에러 판정 단계 2311 및 2313에서 에러가 판정된 경우에 수행되는 대체 처리들(단계 2316 및 2317)은 도 29를

참조로 하여 기술된 전술한 파일 데이터 기록 처리에 대한 대체 단계 2308 혹은 2309와 유사하다.

(3) 데이터 재생

다음에, 도 28 및 29에 도시한 기록 방법에 따라 기록된 데이터를 판독하는 동작에 대해 도 30을 참조하여 기술한다. 

구체적으로, 도 30은 한 익스텐트(디스크 상에 기록된 파일들의 파일 데이터의 부분으로서의)를 재생하는 동작을 예

시한 흐름도이다. 이하, 이 처리의 각각의 단계들을 기술한다.

재생에 앞서, 디스크 재생 장치(도면에 도시없음)는 단계 2501에서 파일 구조 정보를 판독한다. 다음에, 단계 2502에

서는, 재생할 파일의 파일 데이터가 기록된 LSN 및 그 파일의 크기를 얻기 위해서 단계 2501에서 판독된 파일 구조

를 해석한다. 그후에, 단계 2503에서, LSN은 판독위치로서 설정되는 PSN으로 변환된다. 단계 2504에서, 판독 위치

의 PSN으로 표현된 이 판독 위치가 결함 관리 정보(2604) 내 SDP 상의 결함 영역 PSN으로서 등록되었는지의 여부

가 판정된다. 판독위치가 결함 영역 PSN으로서 SDL 상에 등록되어 있으면, 재생 장치는 SDL로부터 결함 영역에 대

응하는 예비영역의 PSN을 계산하고, 단계 2506에서 예비영역에 대한 재생처리를 수행한다. 판독위치가 SDL에 결함

영역으로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단계 2505에서, 재생 장치는 단계 2503에서 변환을 통해 얻어진 PSN에 대한 재

생처리를 수행한다. 재생단계 2505 혹은 2506 후에, 재생 장치는 현재 재생되고 있는 익스텐트의 모든 데이터가 단

계 2507에서 실제로 재생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모든 데이터의 재생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단계 2508에서, 전술

한 단계 2503에서 변환을 통해 얻어진 PSN에 재생된 데이터의 크기를 더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드레스에 다음 재생될

PSN이 설정되고, 단계 2504부터 재생처리가 반복된다. 본 익스텐트의 모든 데이터의 재생이 완료된 것으로 단계 25

07에서 판정되면, 처리는 종료된다.

그러나, 전술한 종래의 기술에 따라서, 결함 영역(2623)이 도 26에 도시한 바와 같은 데이터 구성에서 FILE1 익스텐

트에 존재한다면, 예비 에어리어(2622) 내 할당되는 대응하는 예비영역(2624)은 상당한 거리에 걸쳐 탐색동작이 일

어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FILE1 익스텐트를 연속하여 재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에어리어(2621) 

내에 있는 FILE1 익스텐트의 부분들이 먼저 재생된다. 이어서, 결함 영역(2623)이 발견되었을 때, 예비 에어리어(26

22)에 대한 탐색 및 이에 수반되는 회전 대기 기간이 발생하게 되고 그 후에 예비 영역(2624)에의 엑세스가 가능하게

된다. 유사하게, 예비영역(2624)에 액세스된 후에, 예비영역(2624)에서 다시 결함 영역(2623) 다음에 이어 놓인 영

역으로의 탐색과 이에 수반되는 회전 대기 기간이 발생하게 되게 그 후에 나머지 FILE1 익스텐트에의 액세스가 가능

하게 된다. FILE2 익스텐트 내 임의의 결함 영역(2625)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어떤 결함 영역(예를 들면 2623 혹은 2625)이 사용자 영역(2621)에 존재한다면 기록 혹은 재생처리 동안

현저한 지연이 일어난다. 통상의 컴퓨터 응용용의 대용량의 저장 매체로서 이용되는 디스크들의 경우에 이러한 지연

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연은 디지털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

이하 “AV 데이터”라고 함)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실시간 기록 및/또는 원활한 재생에선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AV 데이터의 부분적인 손실, 잡음 발생, 원활한 재생을 수행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의 일 면에 따라서,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기 위한 것으로 기록된 데이터는 파일 구조를 사용함

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파일로서 관리되는 것인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파일 구조는 사용된 영역과 미사용된 영역을

식별하기 위한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를 포함하며; 적어도 하나의 결함 영역은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 내에서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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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서 등록되고, 적어도 하나의 결함 영역은 기록된 데이터의 적합한 재생을 할 수 없는 정보 기록 매체 상의 영

역인 정보 기록 매체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적어도 하나의 결함 영역은 정보 기록 매체 상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물리 어드레스가 적

합하게 읽혀질 수 없는 영역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적어도 하나의 결함 영역은 데이터의 기록에 이어 수행되는 검증동작에서 데이터가 적

합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서 판정된 영역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정보 기록 매체는 에러 정정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유닛들로서 ECC 블록을 포함하며, 

각각의 ECC 블록은 복수의 섹터들을 포함하고, 적어도 하나의 결함 영역은 ECC 블록 단위로 관리된다.

대안으로,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기 위한 것으로, 에러 정정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유닛들로서 ECC 블

록을 포함하며, 각각의 ECC 블록은 복수의 섹터들을 포함하는 것인 정복 기록 매체에 있어서, 데이터가 기록된 적어

도 하나의 섹터는 익스텐트로서 관리되며, 적어도 하나의 익스텐트는 파일로서 관리되며, 적 어도 하나의 파일은 파일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관리되며, 하나의 ECC 블록을 채울만큼 충분히 크지 않은 데이터가 적어도 하나의 파일에 존재

하는 경우, 한 ECC 블록의 미사용 영역은 패딩 익스텐트로서 관리되며, 그럼으로써 한 ECC 블록의 미사용 영역은 적

어도 하나의 파일의 할당된 그러나 미사용 부분임을 나타내는 것인 정보 기록 매체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익스텐트 유형은 적어도 하나의 익스텐트와 1 대 1 관계로 파일 관리 정보에 등록되며, 익

스텐트 유형은 패딩 익스텐트를 식별하는 식별정보이다.

대안으로,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기 위한 것으로 기록된 데이터는 파일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파일로서 관리되는 것인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각각의 적어도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파일 구조는 AV 플

래그를 포함하며, AV 플래그는 비디오 정보 및 오디오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AV 파일을 식별하는 식별정

보인 정보 기록 매체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면에서,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기 위한 정보 기록 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것

으로, 기록된 데이터는 파일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파일로서 관리되는 것인 정보 기록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영역을 할당하는 기록 영역 할당 단계;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안 할당된 기록 영역에 

결함 영역을 스킵하면서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안 할당되는 기록 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스킵 기록 단계; 및 스킵

함이 없이 데이터가 기록된 기록 영역의 부분을 파일 관리 정보에 익스텐트로서 등록하고, 이 부 분을 미사용 공간 관

리 정보에 미사용 영역으로서 등록하고, 스킵된 결함 영역을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에 미사용 영역으로서 등록하는 

파일관리 정보 생성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기록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정보 기록 방법은, 기록될 적어도 하나의 파일의 데이터 속성을 판정하는 파일 데이터 속성

판정 단계; 및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안 할당된 기록 영역 내에 결함 영역을 비결함 영역으로 대체하면서 데이터를 

기록하는 대체 기록 단계를 포함하며, 데이터의 기록은, 파일 데이터 속성 판정 단계에서, 기록될 적어도 하나의 파일

의 데이터 속성을 비-AV 파일과는 반대되는 비디오 정보 및 오디오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AV 파일을 나

타내는 것으로서 판정한 경우 스킵 기록단계에서 행해지거나, 혹은 파일 데이터 속성 판정 단계에서 적어도 하나의 

파일의 데이터 속성을 비-AV 파일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판정한 경우 대체 기록단계에서 행해진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스킵 기록단계는 기록된 데이터가 적합하게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데이터 검

증 단계를 포함하며, 결함 영역은 데이터 검증단계 동안 에러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정된 영역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정보 기록 매체는 에러 정정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유닛들로서 ECC 블록을 포함하며, 

각각의 ECC 블록은 복수의 섹터들을 포함하고, 스킵 기록단계는 ECC 블록 단위로 결함 영역을 스킵하며, 파일관리 

정보 생성 단계는 ECC 블록 단위로 미사용 공간관리 정보에 결함 영역을 등록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기록 영역 할당 단계는 허용가능 스킵 수를 계산하는 허용가능 스킵 수 계산 단계를 포

함하며, 허용가능 스킵 수는 기록 영역 할당 단계 중에 할당된 기록 영역 내에 데이터가 완전히 기록되게 하면서 행해

질 수 있는 최대 스킵 수를 나타내며, 스킵 기록단계는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안 할당된 기록 영역의 계산된 허용가

능 스킵 수 및 위치 정보를 지정하면서, 기록 시작을 요청하는 스킵 기록 명령단계를 포함하며, 파일관리 정보 생성단

계는 스킵 기록단계 동안 스킵함이 없이 데이터가 기록된 기록 영역의 부분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록 위치 정보를 전

송하는 기록 위치 정보 전송 단계를 포함하며, 파일관리 정보 생성단계는 기록 위치 정보 전송 단계 동안 전송된 기록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파일관리 정보를 생성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스킵 기록단계는,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안 할당된 기록 영역을 지정하는 기록 영역 

지정단계, 및 기록 영역에 데이터를 분할하여 기록하는 분할 기록단계를 포함하며, 파일관리 정보 생성단계는 스킵 

기록단계 동안 스킵함이 없이 데이터가 기록된 기록 영역의 부분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록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기록

위치 정보 전송 단계를 포함하며, 파일관리 정보 생성 단계는 기록 위치 정보 전송 단계 동안 전송된 기록 위치 정보

에 기초하여 파일관리 정보를 생성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스킵 기록단계는,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안 할당된 기록 영역을 지정하는 기록 영역 

지정단계, 기록 영역에 데이터를 분할 기록하는 분할 기록단계, 및 위치 정보 및 기록진행에 연관된 기록 상태를 얻는 

기록 상태 확인단계를 포함한다.

대안으로,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기 위한 것으로 에러 정정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유닛들로서 ECC 블

록을 포함하며 각각의 ECC 블록은 복수의 섹터들을 포함하는 것인 정보 기록 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정보 기록 

방법에서, 데이터가 기록된 적어도 하나의 섹터는 익스텐트로서 관리되며, 적어도 하나의 익스텐트는 파일로서 관리

되며, 적어도 하나의 파일은 파일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관리되는 것으로, 방법은,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영역

을 할당하는 기록 영역 할당 단계;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안 할당된 기록 영역에 결함 영역을 스킵하면서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안 할당되는 기록 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스킵 기록 단계; 및 스킵함이 없이 데이터가 기록된 기록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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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부분을 파일 관리 정보에 익스텐트로서 등록하고, 이 부분을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에 미사용 영역으로서 등록

하고, 스킵된 결함 영역을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에 미사용 영역으로서 등록하는 파일관리 정보 생성단계를 포함하며,

익스텐트의 끝이 ECC 블록들 중 한 블록의 중간에 드는 경우, 한 ECC 블록의 나머지 부분은 패딩 익스텐트로서 파일

관리 정보에 등록되고, 그럼으로써 한 ECC 블록의 나머지 부분이 적어도 하나의 파일의 할당된 그러나 미사용 부분

임을 나타내게 하는 것인 정보 기록 방법이 제공된다.

대안으로,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기 위한 정보 기록 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정보 기록 방법에서, 데

이터가 기록된 적어도 하나의 섹터는 익스텐트로서 관리되며, 적어도 하나의 익스텐트는 파일로서 관리되며, 적어도 

하나의 파일은 파일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관리되는 것으로, 방법은,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영역을 할당하는 

기록 영역 할당 단계;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안 할당 된 기록 영역에 결함 영역을 스킵하면서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

안 할당되는 기록 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스킵 기록 단계; 및 스킵함이 없이 데이터가 기록된 기록 영역의 부분을 

파일 관리 정보에 익스텐트로서 등록하고, 이 부분을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에 미사용 영역으로서 등록하고, 스킵된 

결함 영역을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에 미사용 영역으로서 등록하는 파일관리 정보 생성단계를 포함하며, 파일관리 정

보 생성단계는 기록된 파일이 비디오 정보 및 오디오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AV 파일인 경우 파일 관리 정

보에 AV 파일을 식별하는 파일 속성 정보를 등록하는 AV 파일 속성 등록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기록 방법이 제공된

다.

본 발명의 또다른 면에서,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기 위한 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리 요청을 처리하는 명령 처리부; 및 명령 처리부로부터 요청에 따라 디스크에 대해 기록 처리를 제어하는 디스크 

기록 제어부를 포함하는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에 있어서, 명령 처리부는, 기록 시작 위치, 기록 길이, 및 허용가능 스

킵 수를 포함하는 스킵 기록 명령을 수신하여 기록을 수행할 것을 디스크 기록 제어부에 요청하는 스킵 기록 명령 처

리부; 및 기록된 데이터의 기록 위치 정보를 디스크 기록 제어부로부터 수신하여 기록 위치 정보를 보고하는 기록 위

치 요청 명령 처리부를 포함하며, 디스크 기록 제어부는, 스킵 기록 명령을 수신하였을 때, 기록 시작 위치, 기록 길이,

및 허용가능 스킵 수를 포함하는 기록 제어 정보를 저장하는 기록 제어 정보 메모리; 기록 동작 중에 디스크 상의 결

함 영역을 검출하는 결함 영역 검출부; 기록 제어 정보 메모리에 저장된 기록 제어 정보에 따라 기록 동작을 개시하는

스킵 기록 제어부로서, 기록 동작 동안 결함 영역 검출부에 의해 결함 영역이 검출된 경우에, 스킵 기록 제어부는 i) 

결합영역 수가 허용가능 스킵 수 이하인 경우, 결함 영역에 기록을 정지하고 후속 영역에 나머지 데이터를 기록하며, 

이와 같이 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데이터는 결함 영역에 기록될 수도 있었을 데이터를 포함하며, 혹은, ii) 결함 영역 

수가 허용가능 스킵 수보다 크면, 기록 동작을 종료하고 에러를 스킵 기록 명령 처리부에 보고하는 것인 스킵 기록 제

어부; 및 스킵 기록 제어부에 의해 스킵된 결함 영역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결함 영역 기록 위치 저장 메모리를 포

함하는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디스크 기록 제어부는 기록된 영역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여 체크하는 데이터 검증부를 

더 포함하고, 결함 영역은 데이터 검증부에 의해 에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판정되는 영역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스킵 기록 제어부는 디스크가 에러 정정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유닛들로서 복수의 섹

터들을 각각의 포함하는 ECC 블록들을 포함하는 경우, ECC 블록 단위로 결함 영역을 판정한다.

대안으로,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기 위한 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리 요청을 처

리하는 명령 처리부; 및 명령 처리부로부터 요청에 따라 디스크에 대해 기록 처리를 제어하는 디스크 기록 제어부를 

포함하는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에 있어서, 명령 처리부는, 기록가능 영역의 위치 정보를 지정하는 기록 영역 지정 명

령을 처리하는 기록 영역 지정 명령 처리부; 기록 영역 지정 명령에 의해 지정된 기록 영역에 기록될 데이터의 전송을

명령하는 분할 기록 명령을 처리하는 분할 기록 명령 처리부, 전송되는 데이터는 분할되어 전송되며; 기록된 데이터

의 기록 위치 정보를 보고하는 기록 위치 요청명령 처리부를 포함하며, 디스크 기록 제어부는, 기록 영역 지정 명령에 

의해 지정된 기록 영역의 위치 정보를 기록 제어 정보로서 저장하는 기록 제어 정보 메모리; 기록 동작 중에 디스크 

상의 결함 영역을 검출하는 결함 영역 검출부; 기록 제어 정보 메모리에 저장된 기록 제어 정보에 따라 기록 동작을 

개시하는 스킵 기록 제어부로서, 기록 동작 동안 결함 영역 검출부에 의해 결함 영역이 검출된 경우에, 스킵 기록 제어

부는 i) 기록 위치 정보가 기록 제어 정보 메모리에 저장된 기록 영역 내의 위치를 나타내면 결함 영역에 기록을 정지

하고 후속 영역에 나머지 데이터를 기록하며, 이와 같이 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데이터는 결함 영역에 기록될 수도 있

었을 데이터를 포함하며, 혹은, ii) 기록 위치 정보가 기록 제어 정보 메모리에 저장된 기록 영역을 지나친 위치를 나타

내면, 기록 동작을 종료하고 에러를 스킵 기록 명령 처리부에 보고하는 것인 스킵 기록 제어부; 및 스킵 기록 제어부에

의해 스킵된 결함 영역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결함 영역 기록 위치 저장 메모리를 포함하는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

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디스크 기록 제어부는 기록된 영역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여 체크하는 데이터 검증부를 

더 포함하고, 결함 영역은 데이터 검증부에 의해 에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판정되는 영역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스킵 기록 제어부는 디스크가 에러 정정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유닛들로서 복수의 섹

터들을 각각의 포함하는 ECC 블록들을 포함 하는 경우, 결함 영역을 포함하는 ECC 블록을 결함 영역으로서 판정한

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명령 처리부는 기록 상태 보고 명령을 수신하여 현재 기록 위치와 현재 기록 상태를 보

고하는 기록 상태 보고 명령 처리부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면에서,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는 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이터 기록함에 있

어서, 처리 요청을 처리하는 명령처리 단계; 및 디스크에 대해 기록 처리를 제어하는 디스크 기록 제어단계를 포함하

는 데이터 기록 방법에 있어서, 명령 처리단계는, 기록가능 영역의 위치 정보를 지정하는 기록 영역 지정 명령을 처리

하는 기록 영역 지정 명령처리 단계; 기록 영역 지정 명령에 의해 지정된 기록 영역에 기록될 데이터의 전송을 명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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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할 기록 명령을 처리하는 분할 기록 명령 처리 단계, 전송되는 데이터는 분할 전송되며; 기록된 데이터의 기록 

위치 정보를 보고하는 기록 위치 요청명령 처리 단계를 포함하며, 디스크 기록 제어 단계는, 기록 영역 지정 단계중에 

지정된 기록 영역의 위치 정보를 기록 제어 정보로서 저장하는 기록 제어 정보 저장단계; 기록 동작 중에 디스크 상의

결함 영역을 검출하는 결함 영역 검출 단계; 기록 제어 정보 저장단계 중에 저장된 기록 제어 정보에 따라 기록 동작

을 개시하는 스킵 기록 제어 단계로서, 기록 동작 동안 결함 영역 검출단계에 의해 결함 영역이 검출된 경우에, 스킵 

기록 제어 단계는 i) 기록 위치 정보가 기록 제어 정보 저장단계 중에 저장된 기록 영역 내의 위치를 나타내면, 결함 

영역에 기록을 정지하고 후속 영역에 나머지 데이터를 기록하며, 나머지 데이터는 이와 같이 하지 않을 경우 결함 영

역에 기록될 수도 있었을 데이터를 포함하며, 혹은, ii) 기록 위치 정보가 기록 제어 정보 저장단계 중에 저장된 기록 

영역을 지나친 위치를 나타내면, 기록 동작을 종료하고 에러를 스킵 기록 명령 처리단계에 보고하는 것인 스킵 기록 

제어 단계; 및 스킵 기록 제어단계에 의해 스킵된 결함 영역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결함 영역 기록 위치 저장 단계

를 포함하는 데이터 기록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디스크 기록 제어 단계는 기록된 영역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여 체크하는 데이터 검증 

단계를 더 포함하고, 결함 영역은 데이터 검증 단계에 의해 에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판정된 영역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스킵 기록 제어 단계는 디스크가 에러 정정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유닛들로서 복수의 

섹터들을 각각이 포함하는 ECC 블록들을 포함하는 경우, 결함 영역을 포함하는 ECC 블록을 결함 영역으로서 판정한

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명령 처리 단계는 기록 상태 보고 명령을 수신하여 현재 기록 위치와 현재 기록 상태를

보고하는 기록 상태 보고 명령 처리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면에서, 상부 제어장치 및 전술한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를 포함하는 정보 기록 시스템에 있어서, 상

부 제어장치는,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에 명령을 발행하는 명령 발행부,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영역을 할당하는

기록 영역 할당부; 및 디스크에 기록된 적어도 하나의 파일을 관리하는 파일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파일관리 정보 생

성부를 포함하며, 명령 발행부는, 기록 영역 할당부에 의해 할당된 기록 영역에 결함 영역은 스킵하면서 기록 영역 할

당부에 의해 할당된 기록 영역에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스킵 기록 명령을 발행하는 스킵 기록 명령 발행부; 및 기록된 

영역의 기록 위치 정보의 전송을 요청하는 기록 위치 요청 명령을 발행하는 기록 위치 요청 명령 발행부를 포함하며, 

파일 관리 정보 생성부는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로부터 기록 위치 요청 명령 발행부에 의해 수신된 기록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파일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기록 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기록된 파일이 비디오 정보 및 오디오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AV 파일이면, 파일 

관리 정보 생성부는 AV 파일을 식별하는 정보를 파일 속성 정보에 등록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파일 관리 정보 생성부는 기록 동작 중에 검출된 결함 영역을 미사용 영역으로서 미사

용 공간 관리 정보에 등록하며,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는 파일관리 정보에 포함된다.

대안으로, 상부 제어장치 및 전술한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를 포함하는 정보 기록 시스템에 있어서, 상부 제어장치는,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에 명령을 발행하는 명령 발행부,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영역을 할당하는 기록 영역 할

당부; 및 디스크에 기록된 적어도 하나의 파일을 관리하는 파일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파일관리 정보 생성부를 포함하

며, 명령 발행부는, 디스크에의 기록 동작에 앞서, 기록 영역 할당부에 의해 할당된 디스크 상의 기록 영역을 지정하는

기록 영역 지정 명령을 발행하는 기록 영역 지정 명령 발행부; 기록 영역 지정 명령 발행부에 의해 지정된 기록 영역

에 기록될 데이터를 분할하여 전송하는 분할 기록 명령을 발행하며, 전송된 데이터를 기록할 것으로 디스크 기록 드

라이브에 요청하는 분할 기록 명령 발행부; 및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에 의해 기록된 영역의 기록 위치 정보의 보고를 

요청하는 기록 위치 요청 명령을 발행하는 기록 위치 요청 명령 발행부를 포함하며, 파일 관리 정보 생성부는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로부터 기록 위치 요청 명령 발행부에 의해 수신된 기록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파일 관리 정보를 생성

하는 정보 기록 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기록된 파일이 비디오 정보 및 오디오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AV 파일이면, 파일 

관리 정보 생성부는 AV 파일을 식별하는 정보를 파일 속성 정보에 등록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파일 관리 정보 생성부는 기록 동작 중에 검출된 결함 영역을 미사용 영역으로서 미사

용 공간 관리 정보에 등록하며,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는 파일관리 정보에 포함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면에서,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는 정보 기록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재생하는 정보 재

생 방법에서, 기록된 데이터는 파일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파일로서 관리되는 것으로, 방법은, 적어도 

하나의 파일의 재생에 앞서,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재생 영역의 위치 정보를 설정하는 재생 영역 설

정 단계; 재생 영역 설정 단계 중에 설정된 재생 영역에 대해 재생동작을 수행하고, 재생 중에 에러가 검출되어도 후속

영역에 대한 재생동작에 계속하는 연속 재생단계; 및 재생 영역 설정 단계에서 설정된 재생 영역으로부터 재생 데이

터를 전송하는 재생 데이터 전송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재생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면에서,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는 정보 기록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것

으로, 처리 요청을 수신하여 처리하는 명령 처리부, 및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판독하여 이 판독한 데이

터를 전송하는 재생 제어부를 포함하는 디스크 재생 드라이브에 있어서, 명령 처리부는, 재생동작에 앞서, 적어도 하

나의 재생 영역의 위치 정보를 설정하는 재생 영역 설정 명령을 처리하는 재생 영역 설정 명령 처리부; 및 판독한 데

이터의 전송을 요청하는 판독 데이터 전송 명령을 처리하는 판독 데이터 전송 명령 처리부를 포함하며, 재생 제어부

는, 재생 영역 설정 명령 처리부에 의해 수신된 적어도 하나의 판독 영역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판독 영역 정보 저장

메모리; 판독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판독 데이터 저장 메모리; 및 선-판독(read-ahead) 처리를 수행하며, 판독 

동작 중에 에러가 발생할지라도, 선-판독 동작을 중지함이 없이 후속 영역에 대해 판독동작을 계속하는 것으로, 선-

판독 처리는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미리 판독하여 판독 데이터 저장 메모리에 판독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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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 연속 선-판독 처리부를 포함하며, 판독 데이터 전송 명령을 수신하였을 때, 판독 전송 명령 처리부는 판독 데

이터 저장 메모리에 저장된 판독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인 디스크 재생 드라이브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면에서,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는 정보 기록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재생하는 것으로

서 상부 제어 장치 및 전술한 디스크 재생 드라이브를 포함하며, 기록된 데이터는 파일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파일로서 관리되는 것인 정보 재생 시스템에 있어서, 상부 제어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파일의 위치 정보와 속

성정보를 얻기 위해서 파일 관리 정보를 해석하는 파일관리 정보 해석부; 및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에 처리를 요청하

는 명령을 발행하는 명령 발행부를 포함하며, 명령 발행부는, 파일관리 정보 해석부에 의해 결정된 적어도 하나의 파

일의 기록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재생 영역 설정 명령을 발행하는 재생 영역 설정 명령 발행부, 및 재생 영역 설정명령

발행부에 의해 지정된 영역으로부터 판독 데이터의 전송을 요청하고, 판독 데이터를 수신하는 판독 데이터 전송 명령

을 발행하는 판독 데이터 전송 명령 발행부를 포함하는 정보 재생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여기 기술된 본 발명은 (1) 결함 영역에 의해 야기된 어떠한 지연이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먼 예비 에어리어로의 탐색동작을 방지함으로써 AV 데이터의 실시간 기록/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디스크 매체용의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며, (2)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갖고 사용하는 데이터 기록/재생 방법을 제공하는 잇점을 가능하

게 한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이점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로 다음 상세한 설명을 읽고 이해하였을 때 이 기술에 숙련된 자들

에게 명백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정보 기록 디스크를 도시한 데이터 구조도.

도 2는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AV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에 대한 파일 엔트리를 도시한 데이터 구조도.

도 3은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AV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파일에 대한 파일 엔트리를 도시한 데이터 구조도.

도 4는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을 도시한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을 사용한 AV 데이터 기록 방법을 도시한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스킵 기록(SKIP WRITE)” 명령의 명령 제어 블록을 도시한 데이터 구조도.

도 7은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스킵된 어드레스 판독(READ SKIPPED ADDRESS)” 명령의 명령 제어 블록을 도시

한 데이터 구조도.

도 8은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스킵된 어드레스 데이터 포맷을 도시한 데이터 구조도.

도 9는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스킵 기록 처리를 도시한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AV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을 재생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한 블록도.

도 11은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판독 AV 에어리어 설정” 명령의 명령 제어 블록을 도시한 데이터 구조도.

도 12는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판독 AV 에어리어 설정(SET READ AV AREA)” 데이터 포맷을 도시한 데이터 구조

도.

도 13은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AV 판독(READ AV)” 명령을 도시한 데이터 구조도.

도 14는 AV 데이터 판독 에러에 연관된 리턴된 데이터를 도시한 데이터 구조도.

도 15는 본 발명의 예 2에 따른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을 도시한 블록도.

도 16은 본 발명의 예 2에 따른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을 사용한 AV 데이터 기록 방법을 도시한 블록도.

도 17은 본 발명의 예 2에 따른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에 의한 기록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18은 본 발명의 예 2에 따른 “기록 에어리어 설정” 명령의 명령 제어 블록을 도시한 데이터 구조도.

도 19는 본 발명의 예 2에 따른 “AV 기록” 명령의 명령 제어 블록을 도시한 데이터 구조도.

도 20은 본 발명의 예 3에 따른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을 도시한 블록도.

도 21a 및 21b는 본 발명의 예 3에 따른 재기록 가능 디스크 상의 데이터 레이아웃을 도시한 데이터 구조도.

도 22는 본 발명의 예 3에 따른 AV 데이터 기록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23은 본 발명의 예 3에 따른 “기록 상태 발송(SEND RECORDING STATUS)' 명령의 명령 제어 블록을 도시한 데

이터 구조도.

도 24a는 본 발명의 예 3에 따른 “기록 상태(RECORDING STSTUS)' 데이터 포맷을 도시한 데이터 구조도.

도 24b는 본 발명의 예 3에 따른 “기록 상태' 데이터 포맷의 코드 정의를 도시한 테이블.

도 25는 일반적인 디스크 매체의 구조를 도시한 개략도.

도 26은 종래의 정보 기록 디스크를 도시한 데이터 구조도.

도 27은 일반적인 파일 구조를 도시한 개략도.

도 28은 종래의 정보 기록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29는 종래의 정보 기록 방법에 따른 대체 처리를 도시한 흐름도.

도 30은 종래의 정보 재생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실시예

(예 1)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예를 들어 본 발명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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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디스크 매체의 데이터 구조(100)를 도시한 것이다. 도 1에 도시한 데이터 구조(100)에

서, ROOT 디렉토리는 DIR1 디렉토리를 포함하며, 여기서 DIRI 디렉토리는 두 개의 파일, 즉 AV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AV_FILE' 파일(108) 및 컴퓨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PC_FILE'을 포함한다. 종래 기술에 관련하여 도 26

을 참조하여 이미 기술한 구성요소들의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의 특징을 이루는 구성요소들만을 기술한다.

도 1에 도시한 논리 공간(102)에서, “AV_FILE' 파일(108)은 3 개의 익스텐트들(extents), 즉 AV_FILE 익스텐트(10

5), AV_FILE 익스텐트(106), 및 AV_FILE 패딩 익스텐트(107)를 포함한다. PC_FILE(110)은 PC_FILE 익스텐트(10

9)를 포함한 다. 도 1에 도시한 예는 AV_FILE 익스텐트(105)와 AV_FILE 익스텐트(106) 간에 결함 영역(1120)이 

존재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결함 영역(112)은 AV_FILE(105 혹은 106)을 기록할 때 검출되었던 결함 영역이다.

본 발명에 따라서, 복수의 섹터들이 에러 정정 단위('ECC' 블록이라 함)를 구성하는 실시예에서, 결함 영역은 섹터단

위(sector-by-sector basis)보다는 ECC 블록 단위(ECC block-by-block basis)로 결정된다.

도 26을 참조로 하여 기술된 종래의 정보 기록 디스크의 경우에, 기록시 검출되는 모든 결함 영역은 예비 에어리어 내

예비 영역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디스크에 따라서, AV 데이터를 기록할 때 검출되는 결함 영역

은, 이들을 스킵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으로 먼 예비 에어리어로의 탐색 동작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지연을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킵된다.

도 1에 도시한 논리 공간(102)에서, AV_FILE(108)의 끝 부분은 AV_FILE 패딩 익스텐트라고 하는 특별한 속성을 갖

는 익스텐트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도시되었다. 어떠한 파일 데이터도 AV_FILE 패딩 익스텐트에 기록되지 않을지라

도, AV_FILE 패딩 익스텐트는 파일의 일부로서 관리된다. 패딩 익스텐트는 다음의 이유로 채용된다. 복수의 섹터들

이 하나의 에러 정정 단위(혹은 “ECC 블록”)를 구성하는 응용, 예를 들면 DVD-RAM(디지털 다기능 디스크 랜덤 액

세스 메모리)에서, AV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과 PC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이 동일한 ECC 블록에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패딩 익스텐트는 AV 파일을 포함하나 이것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ECC 블

록을 완성하기 위해 채용되므로, 어떠한 PC 파 일이든 개별 ECC 블록들에 속할 것이다. 결국, 어떠한 시간 소비적인 

데이터 검증 체크도 수행함이 없이(이것은 AV 파일에 관하여 신뢰도가 어느 정도 저하하게 될 것임) 실시간으로 AV 

파일이 기록되는 경우에도, AV 파일들보다는 훨씬 높은 데이터 신뢰도를 요하는 PC 파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파일 관리 정보로서 기록되는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101)는 1 대 1로 분할 공간(111) 내 각각 및 매 섹터에 대응하는

비트들을 포함하는 비트 맵이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엔트리 및 익스텐트가 기록되는 영역은 “사용된”을 

의미하는 “1”로서 표시되어 있다. 반면, 미사용 영역들 및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를 나타내는 영역들은 “미사용”을 의

미하는 “0”으로서 표시되어 있다. 논리 공간(102) 내 결함 영역(112)은 “0”, 즉 “미사용”으로서 표시됨에 유의한다. 

결국, AV 데이터기록에 사용될 수 없는 결함 영역(112)(AV 데이터는 높은 실시간 기록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은, 

종래 기술에 관련하여 기술된 대체 처리가 PC 데이터에 관하여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PC 데이터의 기록에 사용될 

수 있다.

복수의 섹터들이 하나의 ECC 블록을 구성하는 정보 기록 디스크의 경우에서, 결함 영역은 ECC 블록 단위로 등록된

다. DVD-RAM의 경우에, 하나의 ECC 블록은 16개의 섹터로 구성되므로 하나의 결함 영역은 “미사용” 상태로 설정

되는 적어도 16개의 섹터를 포함한다.

물리 공간(103)은 두 개의 결함 영역들(113, 114)을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되었다. 결함 영역(113)은 AV 파일을 기록

할 때 검출되는 결함(논리 공간(102)에서 결함 영역(112)에 대응하는)이며, 논리 공간(102) 내 파일 관리 정보에 의

해 관리된다. 반면, 결함 영역(114)은 전술한 종래의 정보 기록 디스크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방법과 유사하게, 예비 

에어리어(115) 내의 예비 영역(116)으로 대체된다. 예비 영역(116)은 PC 파일을 기록할 때 검출되는 결함인 결함 영

역(114)에 대응한다. PC 파일을 기록할 때 검출되는 결함 영역(예를 들면, 114)에 대한 종래의 결함 관리 처리를 수

행함으로써, 종래의 환경과의 호환성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유의한다.

도 1에 도시한 예에서, 대체 처리가 행해진 영역만이 결함 영역(114)임에 유의한다. 따라서, 결합 관리 정보(104)에서

, SDL 등록 수(117)는 '1'로 설정되고, 결함 영역(114)의 제1 PSN 및 예비 영역(116)의 제1 PSN이 등록된다.

도 2는 AV_FILE 파일 엔트리(118)의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AV_FILE 파일 엔트리(118)는 속성정보 및 AV 

파일에 관한 기록 위치 정보를 포함한다. 고유치가 기록되는 디스크립터 태그(descriptor tag) (201)는 파일 엔트리의

시작부분을 확인하는 식별정보이다. 파일 속성정보는 ICB 태그(202) 내에 기록된다. AV_FILE을 구성하는 익스텐트

의 위치 정보는 할당 디스크립터(203)에 기록된다.

ICB 태그(202)는 이미 기록된 익스텐트의 엔트리 수를 나타내기 위한 이미 기록된 다이렉트 엔트리 수(204), 및 파일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플래그 에어리어(205)를 포함한다. 또한 플래그 에어리어(205)에는, 할당 디스크립터의 유형

을 확인하기 위한 할당 디스크립터 유형(206)과, PC 파일로부터 AV 파일을 식별하기 위한 AV 플래그(207)가 기록

된다. AV_FILE(108)은 AV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AV 플래그(207)는 '1'로 설정된다. AV 플래그(207

)에 기초하여, 파일이 AV 파일인지 PC 파일일지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각의 익스텐트에 있어서, 할당 디스크립터(203)는 익스텐트의 속성정보를 나타내는 익스텐트 유형, 익스텐트에 관

한 크기 정보를 나타내는 익스텐트 길이, 및 익스텐트가 기록되는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익스텐트 위치를 포함한다. 

AV_FILE 익스텐트(105)에 대한 할당 디스크립터(208) 내 익스텐트 유형(209)은 정규 익스텐트를 의미하는 “0”으로

설정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정규 익스텐트”는 파일 데이터가 기록되는 익스텐트로서 정의된다. 반면, AV_FILE 패딩

익스텐트(107)용 할당 디스크립터(210) 내 익스텐트 유형(211)은 패eld 익스텐트를 의미하는 “1”로 설정된다. 즉, A

V_FILE 패딩 익스텐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어떠한 파일 데이터도 AV_FILE 패딩 익스텐트에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파일의 일부로서 관리된다.



등록특허  10-0460820

- 10 -

도 3은 PC_FILE 파일 엔트리(119)의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 것으로, 이것은 PC_FILE이 어떠한 AV 데이터도 포함하

지 않는 파일임을 의미하는 것인 AV 플래그(301)가 “0”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AV_FILE 파일 엔트리(118)(도 2에 도

시된)의 데이터 구조와 유사하다. PC_FILE(110)은 PC_FILE(110)이 ECC 블록을 다 채우기 위해서 패딩 익스텐트를

결코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패딩 익스텐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PC_FILE 익스텐트(110)용의 할당 디스크립

터(302) 내 익스텐트 유형(303)은 정상을 의미하는 “0”으로 설정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정보 기록 디스크를 기술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기록 디스크에 따라서, 종래의 대체 처리는 AV 데이터를 기록할 때 검

출되는 어떠한 결함있는 영역(예를 들면, 113)에 대해서도 수행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대체 처리에 연관되는 어떠

한 지연도 초래됨이 없이 데이터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에, 종래의 결함 관리 방법은 에러가 없는

논리 공간(2602)을 제공하는 전술한 대체 처리를 요하지만, 본 발명은 간단하게 결함 영역(112)을 스킵하는 것을 포

함하는 고속 결함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미사용 영역으로서 AV 데이터를 기록할 때 검출되는 결함 영역을 등

록함으로써, 이러한 결함 영역은 전술한 대체 처리가 PC 데이터에 관하여 수행되는 실시예에서 PC 데이터의 기록에 

사용될 수 있다(AV 데이터는 높은 실시간 기록 능력을 요함에 유의한다).

각각이 복수의 섹터들로 구성된 ECC 블록을 정보 기록 디스크가 포함하는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 디스크는 ECC 블록 단위로 결함 영역을 등록함으로써 정보 기록 디스크로서 우수한 신뢰도를 달성한다.

각각이 복수의 섹터들로 구성된 ECC 블록을 정보 기록 디스크가 포함하는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 디스크는 동일한 디스크에 AV 데이터와 PC 데이터가 모두 있다고 해도, AC 데이터가 기록되는 ECC 블록이 어

떠한 PC 데이터도 포함하지 않게 하는 패딩 익스텐트를 등록하고, 모든 익스텐트에 대해 식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P

C 데이터의 우수한 신뢰도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 디스크는 파일 속성으로서 비-AV 파일로부터 AV 파일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정보

를 포함한다. 결국, 특정의 파일 속성에 따라 상이한 재생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AV

파 일을 재생하는 경우, 데이터 신뢰도에 관해서보다는 실시간 능력에 관해 더 높은 우선도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에, 도면을 참조하여, 도 1에 도시한 디스크 매체에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는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정보 기록/

재생 시스템을 이의 구조 및 동작에 관하여 기술한다.

도 4는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400)의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4

00)은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상부 제어 장치(410), 상부 제어 장치(410)로부터의 명령에 따라 예를 들면 재기록 가

능한 디스크(도 4에 도시없음)인 정보 기록 디스크 혹은 매체의 기록/재생을 제어하는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

0), 자기 디스크 장치(450), 디지털 AV 데이터를 아날로그 비디오/오디오 신호로 변환하여 결과적인 아날로그 비디

오/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AV 데이터 출력부(460), 입력된 아날로그 AV 신호를 디지털 AV 데이터로 변환하는 AV 

데이터 입력부(470), 및 데이터 및/또는 제어 정보를 송수신하는 IO/버스(480)을 포함한다.

상부 제어장치(410)는, 근본적으로, 계산목적으로 제어 프로그램 및 메모리를 포함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구성된

다. 상부 제어 장치(410)는, 기록시 기록 영역을 할당하기 위한 기록 영역 할당부(411); 기록된 파일의 파일 관리 정

보를 생성하는 파일 관리 정보 생성부(412); 파일의 기록 위치를 계산하고 파일 관리 정보로부터 속성정보를 결정하

는 파일 관리 정보 해석부(413);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버퍼 메모리(414); 및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

이브(420)에 명령을 내리는 명령 발행부(415)를 포함한다. 명령 발행부(415)는 결함 영역을 스킵하면서 기록을 요청

하는 스킵 기록 명령을 발생하는 스킵 기록 명령 발행부(416); 기록 후에 데이터가 기록이 된 영역을 결정하는 위치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기록 위치 요청명령을 발행하는 기록 위치 요청명령 발행부(417); 재생에 앞서 재생될 영역(

이하 “재생 영역”이라 함)을 지정하는 재생 영역 설정 명령을 발행하는 재생 영역 설정 명령 발행부(413); 및 판독된 

데이터의 전송을 요청하는 판독 데이터 전송 명령을 발행하는 판독 데이터 전송 명령 발행부(419)를 포함한다.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는, 근본적으로, 계산목적의 제어 프로그램 및 메모리를 포함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제어되는 기구, 및 신호 처리 회로를 포함한다. 기능적으로,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

0)는, 상부 제어장치(410)로부터의 명령을 처리하는 명령 처리부(421); 재기록 가능 디스크에의 기록을 제어하는 기

록 제어부(430); 및 재기록 가능 디스크로부터의 재생을 제어하는 재생 제어부(440)를 포함한다. 명령 처리부(421)는

스킵 기록 명령을 처리하는 스킵 기록 명령 처리부(422); 기록 위치 요청 명령을 처리하는 기록 위치 요청 명령 처리

부(423); 재생 영역 설정 명령을 처리하는 재생 영역 설정 명령 처리부(424); 및 판독 데이터 전송 명령을 처리하는 

판독 데이터 전송 명령 처리부(425)를 포함한다. 기록 제어부(430)는, 기록시 결함 영역을 검출하는 결함 영역 검출

부(431); 기록시 검출되는 결함 영역을 스킵하면서 기록을 수행하는 스킵 기록 제어부(432); 데이터가 기록되는 위치

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기록 위치 저장 메모리(433); 데이터가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기록 후에 

기록 된 데이터를 판독하는 데이터 검증부(434); 예를 들면 기록 시작 위치 및 기록 길이인 기록에 필요한 제어 정보

를 저장하는 기록 제어 정보 메모리(435); 및 상부 제어장치(410)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기록 데이

터 저장 메모리(436)를 포함한다. 재생 제어부(440)는, 재생에 앞서 상부 제어 장치(410)에 의해 지정된 재생 영역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판독 영역 정보 저장 메모리(441); 재기록 가능 디스크로부터 읽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판독 데이터 저장 메모리(442); 및 소정의 판독영역 정보에 따라 연속 선-판독(read-ahead) 처리(후술함)를 수행하

고 판독 처리 중에 에러의 발생에 응하여 정지됨이 없이 선-판독 처리를 계속하는 연속 선-판독 처리부(443)를 포함

한다.

다음에, 도 4에 도시한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400)을 사용함으로써 AV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을 기록하는 기록 방

법을 도 5에 도시한 전체 제어 처리를 참조하여 기술한다. 전체 제어 과정의 설명에 있어서는 도 6, 7, 8을 참조로 하

여 각각의 명령의 데이터 구조의 설명과 상부 제어장치(410)와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 간 송수신되는 통신 

데이터에 대해 설명할 경우도 있다. 또한,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에 의한 기록 과정을 도 9에 도시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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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도 5에 도시한 전체 제어 처리에서, 재기록 가능 디스크에 기록된 파일에 대한 파

일 관리 정보는 디스크의 삽입시 사전에 읽혀져 파일 관리 정보 해석부(413)에 의해 해석되었으며, 파일 관리 정보는 

상부 제어장치(410)에 보유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도 5에 도시한 전체 제어 처리는 상부 제어장치(410)에 의해 

수행될 일 군의 처리(521),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에 의해 수행될 일 군의 처리(523), 및 상부 제어장치(41

0)와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 간 IF 프로토콜에서 명령, 데이터 처리 결과의 흐름(522)을 포함한다.

(단계 501) 상부 제어장치(410)는 AV 데이터의 수신을 시작하기 위해서 AV 데이터 입력부(470)를 제어한다. AV 데

이터 입력부(470)를 통해 입력된 AV 데이터는 AV 데이터 입력부(470)에 의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고, 그 후 데

이터 버퍼 메모리(414)에 저장되도록 I/O 버스(480)를 통해 전송된다.

(단계 502) AV 데이터의 기록에 앞서, 상부 제어장치(410) 내 기록 영역 할당부(411)는 파일 관리 정보 해석부(413)

로부터 재기록 가능 디스크에 관한 비어있는 영역 정보를 얻어 기록 영역을 할당한다. 기록 영역 할당부(411)는, AV 

데이터가 나중에 원활하게 재생될 수 있도록, 할당된 영역의 크기와 영역들 간 물리적인 거리를 고려하여 기록 영역을

할당한다.

(단계 503) 스킵 기록 명령 발행부(416)는 기록 영역 할당부(411)에 의해 할당된 영역의 위치 정보를 얻어, “스킵 기

록” 명령(스킵 기록 명령으로서)을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에 발행한다. 이 때, 스킵 기록 명령 발행부(416)

는 기록 영역 할당부(411)에 의해 할당된 영역의 할당정보, 기록될 데이터의 크기 정보, 및 결함 영역의 검출시 행해

질 수 있는 허용가능한 스킵 수(즉, 할당된 기록 영역 내에 데이터가 전부 기록되게 하면서 행해질 수 있는 최대 스킵 

수)를 “스킵 기록” 명령의 파라미터로서 지정한다. “스킵 기록” 명령에 이서, “스킵 기록” 명령에 의해 지정된 데이터

의 크기는 데이터 버퍼 메모리(414)에서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로 전송된다. 도 6은 “스킵 기록” 명령으로

서 전송된 데이터 구조인 명령 제어블록을 도시한 것이다. “스킵 기록” 명령은 12 바이트의 명령 제어 블록 길이를 갖

는다. “스킵 명령”의 명령을 식별하는 고유 명령 코드는 바이트 0에 나타낸다. 기록을 시작할 섹터의 LSN(위치 정보)

은 바이트 2 내지 바이트 5의 4 개의 바이트에 나타낸다. 기록 동작 동안 결함 영역이 검출되는 경우에 스킵될 수 있

는 ECC 블록의 수는 바이트 6에 나타낸다. 전송될 데이터의 섹터 수(즉, 크기 정보)는 바이트 7 내지 바이트 8의 두 

개의 바이트에 나타낸다.

(단계 504) 상부 제어장치(410)로부터 “스킵 기록” 명령을 수신한 후에,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 내 스킵 기

록 명령 처리부(422)는 재기록 가능 디스크에 지정된 시작 LSN부터 시작하여, 전송된 데이터에 대한 기록 처리를 수

행할 것을 스킵 기록 제어부(432)에 요청한다. 이하,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의 이 동작을 도 9에 도시한 흐

름도를 참조하여 기술한다.

(단계 901) 스킵 기록 명령 처리부(422)는 “스킵 기록” 명령 및 상부 제어장치(410)로부터 기록 데이터를 수신한다. 

“스킵 기록” 명령과 함께, 스킵 기록 명령 처리부(422)는 명령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파라미터로서, 시작 LSN

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ADR', 기록될 데이터 내 섹터 수를 나타내는 파리미터 ”LEN', 및 결함 영역을 검출할 때 행해

질 수 있는 최대 허용가능한 스킵 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MAX_SKP'를 수신한다. 스킵 기록 명령 처리부(422)는 

기록 제어 정보 메모리(435)에 이들 파라미터를 저장한다. 최대 허용가능한 스킵 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MAX_SK

P'는 상부 제어 장치(410) 내 기록 영역 할당부(411)에 의해 계산된다. 구체적으로, 파라미터 “MAX_SKP'는 결함 영

역을 스킵함에 기인한 재기록 가능 디스크 상에 기록 위치를 임의의 다운-시프트로 인해 이미 사용중인 후속 영역의 

파괴로 되지 않게 하는 값이 되게 계산된다.

(단계 902) “스킵 기록” 명령을 수신한 후에,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는 기록시 스킵되었던 ECC 블록의 수

를 저장하기 위한 기록 제어 정보 메모리(435) 내 영역, 및 이미 기록된 데이터의 크기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을 모두 

제로로 초기화한다.

(단계 903) 그후에, 스킵 기록 명령 처리부(422)는 재기록 가능 디스크 상에 기록될 데이터를 수신하여 기록 데이터 

저장 메모리(436)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단계 904) 소정량의 데이터가 기록 데이터 저장 메모리(436)에 저장된 후에, 스킵 기록 제어부(432)는 재기록 가능 

디스크에의 기록 동작을 시작한다.

(단계 905) 기록 동작 중에, 결함 영역 검출부(431)는 기록 중에 있는 영역이 결함 영역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결함 

영역 검출부(431)는 (i) 재기록 가능 디스크 상에 위치 정보로서 각각의 섹터에 할당되는 물리 어드레스가 올바르게 

읽혀지지 않았거나(이 경우 이러한 섹터를 포함하는 전체 ECC 블록은 결함 영역으로서 결정될 것이다); 혹은 (ii) 기

록 중에 재기록 가능 디스크로부터 반사된 광량의 감시된 진폭이 소정의 레벨에 걸쳐 주어진 영역에서 교란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이 경우 이러한 섹터를 포함하는 전체 ECC 블록은 결함 영역으로서 결정될 것이다)인 이들 기준 중 어느

하나가 만족되면 결함 영역으로 판정한다.

(단계 906, 907) 기록 동작이 올바르게 완료되었다면, 데이터 검증부(434)는 데이터가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여부

를, 기록 동작이 수행된 영역 내 데이터를 읽어 냄으로써 판정한다. 데이터 검증부(434)가 검증 결과 에러로서 판정하

면, 처리는 단계 910에서 빠져나간다.

(단계 908) 데이터 검증부(434)가 에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면, 이미 기록된 블록 수에 기록된 섹터 수가 더해진다.

(단계 909) 그후에, 스킵 기록 제어부(432)는 기록 제어 정보 메모리(435)에 저장되는 변수 “LEN'과 이미 기록된 블

록의 수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이미 기록된 블록 수가 변수 ”LEN'과 동일하다면, 지정된 모든 데이터가 기록

된 것으로 판정되고 처리가 종료된다. 반면, 이미 기록된 블록의 수가 변수 “LEN'보다 작다면, 나머지 데이터의 기록

을 수행하기 위해서 처리는 단계 904로 다시 간다.

(단계 910) 단계 905 및 907에서 에러가 판정되면, 기록 중에 행해진 스킵 수는 기록 제어 정보 메모리(435)에 저장

되는 변수 “MAX_SKP'에 대해 비교된다. 기록 중에 행해진 스킵 수가 변수 ”MAX_SKP'와 동일하다면, 최대 허용가

능한 스킵 수(“스킵 기록” 명령에 의해 지정된)가 초과된 것으로 판정되고, 처리는 비정상적으로 종료된다.



등록특허  10-0460820

- 12 -

(단계 911) 기록 중에 행해진 스킵 수가 변수 “MAX_SKP'보다 작다면, 스킵 수는 검출된 결함 영역을 스킵하기 위해

서 1만큼 증분된다. (단계 912) 더구나, 스킵된 결함 영역의 제1 LSN은 기록 위치 저장 메모리(43)에 저장된다. (단계

913) 이어서, 스킵 기록 제어부(432)는 다음 기록 동작을 위한 위치 정보를 후속되는 영역에 설정한다. 도 9의 흐름

도의 예시에서 생략되었지만, 기록 데이터 저장 메모리(436)는 결함 영역을 스킵한 후에 결함 영역에 기록될 예정이

었던 데이터가 후속 영역(즉, 결함 영역에 연이은 영역)에 기록될 수 있도록 또한 업데이트된다. 그후에, 처리는 후속

되는 영역에 대한 기록을 수행하도록 다시 단계 904로 간다.

이에 따라, 스킵 기록 제어부(432)는 기록시 검출되는 어떠한 결함 영역도 이를 스킵하고, 이러한 결함 영역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모든 데이터가 적합하게 기록되기까지 처리를 계속한다.

(단계 505) 도 5에서, 스킵 기록 처리를 수행한 후에,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는 “완료된” 상태를 상부 제어

장치(410)로 리턴한다.

(단계 506) 상부 제어장치(410) 내 기록 위치 요청 명령 발행부(417)는 단계 504에서 스킵 기록 처리 중에 스킵되었

던 결함 영역의 위치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서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에 “스킵된 어드레스 판독” 명령을 발

행한다. 도 7은 “스킵된 어드레스 판독” 명령의 명령 제어블록을 도시한 것이다. 이하, “스킵된 어드레스 판독” 명령

의 명령 제어 블록의 데이터 구조를 도 7을 참조로 하여 기술한다.

“스킵된 어드레스 판독”의 명령 제어블록은 12바이트이다. “스킵된 어드레스 판독” 명령을 식별하는 고유 명령 코드

는 바이트 0에 지정된다. 할당길이는 바이트 7 내지 바이트 8의 두 바이트에 지정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할당길이는 

리턴된 스킵된 어드레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상부 제어 장치(410)에 의해 제공되는 메모리 크기를 나타낸다. 리

턴된 데이터가 지정된 할당길이보다 크다면,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는 라운딩 처리를 수행하므로, 할당길이

보다 크기가 큰 어떠한 데이터도 리턴되지 않을 것이다.

(단계 507) 도 5에서, “판독 스킵된 어드레스” 명령을 수신한 후에,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 내 기록 위치 요

청 명령 처리부(423)는 단계 504에서 스킵 기록 처리 중에 기록 위치 저장 메모리(433)에 스킵된 어드레스 데이터로

서 저장되었던 결함 영역의 위치 정보를 리턴한다.

도 8은 스킵된 어드레스 데이터의 포맷을 도시한 것으로, 스킵된 어드레스 데이터의 각각의 필드를 도 8을 참조하여 

기술한다. 스킵된 어드레스 데이터는 스킵된 어드레스 수(801) 및 스킵된 어드레스의 목록(802)을 포함한다. 바이트 

0에서 바이트 1까지의 두 개의 바이트는 스킵된 어드레스 수(801)를 나타내며, 리턴될 스킵된 어드레스의 수가 설정

된다. 바이트 2 및 연이은 바이트는 스킵된 ECC 블록의 제1 LSN의 목록(802)를 나타낸다. 스킵된 어드레스 수(801)

가 0이면, 스킵된 어드레스의 목록(802)은 리턴되지 않는다. 스킵된 어드레스는 ECC 블록 단위로 리턴된다. 그러므

로, 복수의 섹터들이 하나의 ECC 블록을 구성하는 재기록 가능 디스크의 경우, 스킵된 어드레스 수가 1이면, 이것은 

하나의 ECC 블록을 구성하는 섹터 수만큼 많은 결함 섹터가 있음을 나타낸다.

(단계 508) 도 1, 2, 5에서, 스킵된 어드레스 데이터를 수신한 후에, 상부 제어 장치(410) 내 파일 관리 정보 생성부(4

12)는 파일 관리 정보를 생성한다. 파일 관리 정보 생성부(412)는 전송된 데이터 크기는 스킵된 어드레스 데이터에 

따라 스킵된 영역 이외의 영역에 기록된 것으로 판정하고, AV 파일의 파일 엔트리(118)(도 1 및 2)를 생성한다. 이 때

, 파일 관리 정보 생성부(412)는 파일 엔트리(118) 내 할당 디스크립터(203)(도 2)에 의해 지정된 익스텐트(105 및 1

06)에 상응하는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101)의 비트를 “1”, 즉 “사용된” 것으로 설정된다. 더구나, 스킵된 영역은 단

계 507에서 리턴된 스킵된 어드레스 데이터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결국, 스킵된 영역 내 모든 섹터는 결함있는 영역

으로서 판정되고, 이들의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101) 내 대응하는 비트는 “0”, 즉 “미사용”으로 설정된다. 파일 익스

텐트(예를 들면 106)의 끝이 ECC 블록의 중간에 들면, 파일 관리 정보생성부(412)는 패딩 익스텐트(예를 들면 17)로

서 그 ECC 블록의 나머지를 등록한다. 이 때, 패딩 익스텐트(예를 들면, 107)의 익스텐트 유형(211)(도 2)은 패딩 익

스텐트를 식별하기 위해서 “1”로 설정된다. 그후에, 파일 관리 정보 생성부(412)는 파일 관리 정보가 재기록 가능 디

스크에 기록되기 전에 데이터 버퍼 메모리(414)에 생성된 파일 관리 정보를 저장한다.

(단계 509) 상부 제어장치(410)는 버퍼 메모리(414)에 저장된 생성된 파일 관리 정보를 종래의 기록 방법에 의해 기

록하기 위해서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를 요청하는 “기록” 명령을 발행한다. 기록을 시작할 LSN, 및 기록될 

섹터 수는 “기록” 명령에 파라미터로서 지정된다.

(단계 510) “기록” 명령을 수신한 후에,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는 도 28을 참조로 하여 기술된 파일 구조를

기록하기 위한 종래의 방법과 유사한 기록 처리를 수행한다. “기록” 명령에 따라 기록 동작 중에 검출되는 어떠한 결

함 영역이든 종래의 대체 방법에 따라 대체 처리가 된다.

(단계 511) “기록” 명령에 의해 지정된 모든 데이터의 기록이 종래의 기록 방법에 따라 완료되었을 때, 디스크 기록/

재생 드라이브(420)는 “완료된” 상태를 상부 제어장치(410)로 리턴한다. 이에 따라, 도 1에 도시한 데이터 구조를 갖

는 재기록 가능 디스크가 달성될 수 있다.

이에 같이,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이 위에 기술되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AV 파일의 재생 방법을 도 10에 도시한 전체 제어 처리를 참조하여 기술한다.

전체 제어과정의 설명에 있어서는 도 11, 12, 13을 참조하여 상부 제어장치(410)와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

간에 전송되는 명령 및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다. 도 10에 도시한 전체 제어 처리는 상부 제어

장치(410)에 의해 수행될 일 군의 처리(1021),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에 의해 수행될 일 군의 처리(1023), 

및 상부 제어장치(410)와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 간 전송되는 명령 및 데이터의 흐름(522)을 포함한다.

(단계 1001) 상부 제어장치(410) 내 파일관리 정보 해석부(413)는 재생될 파일이 AV 파일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

해서 재기록 가능 디스크 상의 파일 구조를 해석한다. 재생될 파일이 AV 파일인 것으로 판정되면, 파일 관리 정보 해

석부(413)는 재생될 AV 파일의 파일 데이터의 기록 위치와 읽을 크기를 계산하여, 이들 파라미터를 재생 영역 설정 

명령 발행부(413)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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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002) 상부 제어장치(410) 내 판독 데이터 전송 명령 발행부(419)는 이미 판독한 크기를 카운트하기 위한 카

운터를 제로로 초기화한다.

(단계 1003) 상부 제어장치(410) 내 재생 영역 설정 명령 발행부(418)는 디 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에 파일 데

이터의 기록 위치와 읽을 크기(파일관리 정보 해석부(413)에 의해 이미 계산된 것)를 설정하는 “판독 AV 에어리어 

설정” 명령을 발행한다. 구체적으로, “판독 AV 에어리어 설정” 명령은 AV 파일의 재생에 앞서, 파일 데이터가 기록

되는 하나 이상의 연속한 영역을 설정하는 명령이다. 도 11은 “판독 AV 에어리어 설정” 명령의 명령 제어 블록의 데

이터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판독 AV 에어리어 설정” 명령 제어블록은 12 바이트의 데이터로 구성된다. “판독 AV 

에어리어 설정” 명령을 식별하는 명령코드는 바이트 0에 설정된다. 바이트 7에서 바이트 8까지의 두 개의 바이트에, 

전송될 영역 데이터 길이(바이트 단위)가 지정된다. 이 명령 제어블록을 전송한 후에, 재생 영역 설정 명령 발행부(41

8)는 전송 데이터 길이에 의해 지정된 크기의 영역 데이터를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로 전송한다. 도 12는 

판독 AV 에어리어 설정의 데이터 포맷, 즉 전송될 영역 데이터를 도시한 것이다. 영역 데이터는 AV 에어리어 수(120

1)(설정될 연속되는 영역의 수를 나타냄) 및 시작 어드레스(LSN)와 종료 어드레스(LSN)의 쌍(1202)을 포함하는 목

록(1203)으로 구성된다. AV 에어리어 수가 “0”일 때, 임의의 영역의 시작 LSN 및 종료 LSN은 전송되지 않는다. 바

이트 2 및 이에 이은 바이트들은 재생을 위해 설정되도록 각각의 AV 에어리어의 시작 LSN과 종료 LSN의 순서로 설

정된다.

(단계 1004) “판독 AV 에어리어 설정” 명령을 수신한 후에,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 내 재생 영역 설정명령 

처리부(4242)는 상부 제어장치(410)로부터 수신되는 재생 영역 데이터를 판독 영역 정보 저장 메모리(441)에 저장한

다.

(단계 1005) 재생 영역 설정명령 처리부(424)로부터 재생 영역 데이터가 수신되었음이 일단 통지되면, 디스크 기록/

재생 드라이브(420) 내 연속 선-판독(read-ahead) 처리부(443)는 판독 영역 정보 저장 메모리(441)에 저장된 재생 

영역의 위치 정보를 참조하면서 선-판독 처리를 시작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선-판독 처리”는 후속되는 데이터 전

송 요청을 예상하고 재기록 가능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미리 판독하여 이 데이터를 판독 데이터 저장 메모리(442)에

저장하는 처리로서 정의된다. 보통, 데이터 판독동작은 판독 에러가 발생한 영역에 먼저 에러로부터 복구하기 위한 

재시도 처리가 행해지고; 에러가 에러복구 처리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면, 판독처리는 종료되고, 그럼으로써 비정상 

종료가 되게 수행된다. 그러나, “판독 AV 에어리어 설정”에 연관된 선-판독 처리에서, 연속 선-판독 처리부(443)는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재시도 처리를 수행하지 않으며, 그 대신, 연속 선-판독 처리부(443)는 다음 영역에 대한 선-판

독 처리를 계속한다. 이것은 재시도 처리에 의해 야기되는 데이터 판독 속도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감소

는 AV 데이터 재생 동안 재생된 이미지 내 교란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는 상부 제어장치(410)에 “에러” 상태를 보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에러가 농후한 

데이터를 수신하는 AV 데이터 출력부(460)에 기인한 오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속 선-판독 처리부(443)은 리턴

된 데이터 내 소정의 위치에 포함된 에러 플래그를 “1”로 설정함으로써 에러를 보고한다. 상부 제어장치(410)에 전송

되는 데이터 구조를 단계 1010의 설명에서 기술한다.

(단계 1006) 수신된 데이터의 저장 및 연속 선-판독 처리부(413)에 통지를 완료한 후에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

420) 내 재생 영역 설정 명령 처리부(424)는 “판독 AV 에어리어 설정” 명령이 적합하게 종료되었음을 나타내도록 “

완료된” 상태를 상부 제어장치(410)로 리턴한다.

(단계 1007) 상부 제어장치(410)는 AV 데이터 출력부(460)에 대한 활성화 처리를 수행한다. 일단 활성화되었으면, 

AV 데이터 출력부(460)는 재생 데이터 입력 대기상태에 들어간다. 이 상태에서 재생 데이터의 전송을 검출하였을 때,

AV 데이터 출력부(460)는 전송된 데이터를 아날로그 비디오/오디오 신호로 변환하고, 아날로그 비디오/오디오 신호

를 출력한다.

(단계 1008) 상부 제어장치(410) 내 판독 데이터 전송 명령 발행부(419)는 재기록 가능 디스크로부터 판독된 데이터

를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로의 전송을 요청하는 “AV 판독” 명령을 발행한다. 도 13은 “AV 판독” 명령의 

명령 제어 블록의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AV 판독” 명령의 명령 제어블록은 12 바이트의 데이터로 구성된다.

“AV 판독” 명령을 식별하는 고유 명령 코드는 바이트 0에 설정된다. 바이트 2에서 바이트 5까지의 4 개의 바이트에, 

판독 데이터의 전송이 요구되는 영역의 제1 LSN이 지정된다. 바이트 7에서 바이트 8까지의 두 개의 바이트는 전송길

이를 나타내며 이에 전송이 요구되는 데이터 길이(바이트 단위)가 지정된다.

(단계 1009) “AV 판독” 명령을 수신하였을 때,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 내 판독 데이터 전송 명령 처리부(4

25)는 “AV 판독” 명령의 파라미터에 의해 지정된 영역 내 AV 데이터가 이미 판독 데이터 저장 메모리(442)에 저장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지정된 영역으로부터 판독된 AV 데이터가 이미 판독 데이터 저장 메모리(442)에 저장

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판독 데이터 전송 명령 처리부(425)는 AV 데이터를 상부 제어장치(410)로 즉시 전송한

다. 한편, 지정된 영역으로부터 판독된 AV 데이터가 아직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판독 데이터 전송 명령 처

리부(425)는 연속 선-판독 처리부(443)에 의해 AV 데이터가 저장된 후에만 데이터 전송을 수행한다.

(단계 1010)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 내 판독 데이터 전송명령 처리부(425)에 의해 전송된 AV 데이터가 판

독 데이터 전송 명령 발행부(419)에 의해 수신된 후에, AV 데이터는 데이터 버퍼 메모리(414)에 저장된다. 그러나, 

리턴된 AV 데이터는 단계 1005에 관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에러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4는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

이브(420)에서 상부 제어장치(410)로 전송되는 판독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1400)를 도시한 것이다. 판독 데이터는 

섹터 당 2048 바이트를 갖는다. “AV 판독” 명령의 전송 길이 파라미터에 의해 지정된 데이터의 섹터 수가 전송된다. 

AV 데이터의 경우에, 각각의 섹터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2048 바이트는 “팩”(1401)이라고 하는 유닛에 대응한다. 팩

(1401)은 팩 헤드(1402)(14 바이트로 구성됨)와 팩 데이터(1403)(2034 바이트로 구성됨)로 세분할된다. 팩 헤더(14

02)는 팩의 시작부분을 식별하는 고유 코드가 저장되는 팩 시작 코드(1404), 및 팩 데이터가 에러를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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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 에러 플래그(1405)를 포함한다.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리턴될 판독 데이터가 적합하게 판독된 데이

터(1401)이면, 에러 플래그(1405)는 정상 데이터를 의미하는 “0”으로 설정된다. 반면, 판독 에러가 발생된 데이터(14

01A)에 대한 에러 플래그(1405A)는 데이터가 에러를 포함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1”로 설정된다. 이들 에러 플래

그에 기초하여, AV 데이터 출력부(460)는 에러가 농후한 어떠한 데이터든 이를 재생함이 없이 선행 및/또는 후속되

는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보완함으로써 복구 처리를 할 수 있다.

(단계 1011) 상부 제어장치(410)는 데이터 버퍼 메모리(414)에 저장된 판독 데이터를 AV 데이터 출력부(460)에 전

송한다. AV 데이터 출력부(460)는 단계 1007 이후에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입력 재생 데이터도 출력을 위해 

아날로그 비디오/오디오 신호로 쉽게 변환될 것이다.

(단계 1012) 상부 제어장치(410) 내 판독 데이터 전송 명령 발행부(419)는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로부터 

수신된 AV 데이터의 크기를 이미 판독된 크기에 더한다.

(단계 1013) 상부 제어장치(410) 내 판독 데이터 전송 명령 발행부(419)는 재생 중의 파일 크기에 대해서 이미 판독

한 크기를 비교한다. 이미 판독한 크기가 재생 중의 파일 크기와 일치한다면, 전체 AV 파일이 읽혀진 것으로 판정되

고, 처리가 종료된다. 이미 판독한 크기가 재생 중의 파일 크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처리는 나머지 AV 데이터를 재생

하기 위해서 단계 1008로 다시 가서 재생동작을 계속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재생 방법을 기술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기록시 검출된 어떠한 결함 영역도 기록시 스킵된다. 결

국, 종래의 대체 처리에 연관된 기록/재생 처리에서의 지연이 제거되고, 그럼으로써 AV 데이터의 기록/재생을 실시간

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결함 영역은 파일관리 정보에 의해 미사용 영역으로서 관리된다. 

이것은 결함 영역으로서 판정된 LSN에 대한 종래의 대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PC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데이터 검증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기록이 아닌 재생 동안, 예를 들

면 자기 디스크 장치(450)에 이미 저장된 AV 데이터를 기록할 때 실시간 능력이 요구되는 응용에서 고신뢰도의 달성

이 가능해진다.

허용가능한 스킵 수는 스킵 기록 처리 동안 설정되기 때문에, 대량의 결함 영역이 스킵되어도, 다른 파일 데이터가 기

록될 수 있는 후속영역의 파괴를 방지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AV 파일 익스텐트의 끝이 ECC 블록의 중간에 드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ECC 블록의 나머지는 패딩 익스텐트로서 

등록되고, 그럼으로써 다른 파일이 동일한 ECC 블록에 기록되는 것이 방지된다. 따라서, 실시간 기록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의 검증도 없이 AV 데이터가 기록되는 실시예에서, AV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 및 PC 데이

터를 포함하는 파일이 동일한 ECC 블록에 혼재되는 것을 방지하 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결국, PC 데이터의 신뢰

도가 보장된다.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다른 유형의 데이터에서 AV 데이터를 식별하는 식별정보가 파일 

관리 정보에 등록되므로, 재생시, 데이터가 실시간 처리능력을 요하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AV 데이

터에 대한 본 예에서 예시된 고속 재생 방법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은 PC 데이터 재생에 사용되는 재생 방

법과는 이점이 있게 상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재생 영역은 복수의 영역들을 사전에 판독하는 선-판

독 처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생 전에 설정되며, 그럼으로써 훨씬 고속의 재생이 된다. 결국, AV 데이터 재생은 비디

오/오디오 정보가 두절없이 원할하게 재생되도록 수행될 수 있다.

기록 데이터가 본 발명의 본 에에 따라 정보 기록 방법에서 데이터 검증부(434)에 의해 체크되고 있는 것으로 예시되

었지만, 이러한 데이터 검증은 높은 실시간 능력이 요하는 응용, 예를 들면 AV 데이터가 매우 높은 전송속도로 입력

되는 응용에서 기록시 생략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기록 방법에 따라서, 스킵 기록시 검출되는 결함 영역이 스킵되어 미사용되는 영역으로

서 파일관리 정보에 등록된다. 대안으로,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는 SDL 상에 이러한 결함 영역을 이에 대한

어떠한 예비 영역도 할당함이 없이 등록할 수 있고, 이어서 다음 PC 데이터 기록시 대체 위치 및 대체 처리의 할당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기록시 검출되는 결함 영 역이 스킵된다. 그러나, 이미 검출되어 SD

L에 등록된 모든 결함 영역 또한 스킵될 수도 있음을 알 것이다.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재생 영역설정 명령에 의해 시작 LSN 및 종료 LSN에 기초하여 영

역이 지정된다. 그러나, 대안으로 이 지정은, 예를 들면, 영역이 확인될 수 있는 한, 시작 LSN 및 영역 길이에 의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연속 선-판독 처리부(443)는 AV 데이터 재생 동안 실시간 능력을 

확실하게 하는데 적합한 탐색 동작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 재생 방법에 따라서, 재생 영역 설정 명령 발행부(418)는 재생처리에 앞서 파일 내 모든 

재생 영역을 설정한다. 그러나, 시스템의 판독 영역 정보 저장 메모리(441)가 단지 소 용량만을 갖는 실시예에서, 예

를 들면, 많은 세분할된 단으로 재생을 수행하는 것, 예를 들면 파일의 중간까지 영역들을 지정하고 이들 영역에 대해

재생처리를 수행하고, 이후에 후속 영역을 지정하고 이들 영역에 대해 재생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400)에 따라서, 상부 제어장치(410)와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 간 정보

의 전송은 기록 위치 요청 명령, 재생 영역 설정명령 등에 기초하여 달성된다. 그러나, 시스템의 상부 제어장치(410)

와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가 모두 엑세스할 수 있는 공통 메모리 영역 등을 이들 상부 제어장치(410) 및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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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420)가 공유하는 실시예에서, 이러한 메모리 영역에 대한 기록/판독을 수행함으로써 유사한

처리가 실현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전술한 명령이 제거될 수 있다.

(예 2)

다음에, 도면을 참조하여, 도 1에 도시한 디스크 매체 상의 데이터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본 발명의 예 2에 따른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1500)을 이의 구조 및 동작에 관하여 기술한다.

도 15는 본 발명의 예 2에 따른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1500)의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이하, 정보 기록/재생 시

스템(1500)의 각각의 구성요소를 기술한다. 도 4에 도시한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400)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들의 설

명은 생략한다.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1500)은 상부 제어장치(1510),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1520),

자기 디스크 장치(450), AV 데이터 출력부(460), AV 데이터 입력부(470), 및 IO/버스(480)를 포함한다.

상부 제어장치(1510)는, 근본적으로, 계산목적으로 제어 프로그램 및 메모리를 포함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구성된

다. 상부 제어 장치(1510)는, 기록 영역 할당부(411), 파일 관리 정보 생성부(412), 파일 관리 정보 해석부(413), 데이

터 버퍼 메모리(414), 및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1520)에 명령을 내리는 명령 발행부(1511)를 포함한다. 명령 발

행부(1511)는 기록 동작에 앞서 기록 영역을 지정하는 기록 영역 지정 명령을 발행하는 기록 영역 지정 명령 발행부(

1512); 기록 영역에 기록요청을 행하고 분할하여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분할 기록 명령을 발행 하는 분할 기록 명

령 발행부(1513); 파일이 기록 후 기록된 위치의 위치 정보의 리턴을 요청하는 기록 위치 요청명령을 발행하는 기록 

위치 요청명령 발행부(417); 재생동작에 앞서 재생될 영역을 지정하는 재생 영역 설정명령을 발행하는 재생 영역 설

정명령 발행부(418); 및 판독된 데이터의 전송을 요청하는 판독 데이터 전송명령을 발행하는 판독 데이터 전송 명령

발행부(419)를 포함한다.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1520)는 상부 제어장치(1510)로부터의 명령을 수신하여 처리하는 명령 처리부(1521); 

재기록 가능 디스크(도시없음)에의 기록을 제어하는 기록 제어부(430); 및 재기록 가능 디스크로부터의 재생을 제어

하는 재생 제어부(440)를 포함한다. 명령 처리부(421)는 기록 영역 지정 명령을 수신하여 처리하는 기록 영역 지정 

명령 처리부(1522); 분할 기록 명령을 수신하여 처리하는 분할 기록 명령 처리부(1523); 기록 위치 요청 명령 처리부

(423); 재생 영역 설정명령 처리부(424); 및 판독 데이터 전송명령 처리부(425)를 포함한다. 기록 제어부(43) 및 재생

제어부(440)의 구조는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400)에 대응 부분의 구조와 동일하며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에, 도 15에 도시한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1500)을 사용함으로써 AV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을 기록하는 기록 

방법을 도 16에 도시한 전체 제어 처리를 참조하여 기술한다. 전체 제어 과정의 설명에 있어서는 정보 기록/재생 시스

템(1500)을 도시한 도 15의 블록도, 재생 처리를 도시한 도 17의 흐름도, 및 I/F 명령을 도시한 도 18 및 19의 데이터

구조도를 참조하여 기술하기도 할 것이다. 도 16에 도시한 전체 제어 처리에서, 재기록 가능 디스크에 기록된 파일에 

대 한 파일관리 정보는 디스크의 삽입시 사전에 읽혀졌고 파일 관리 정보 해석부(413)에 의해 해석되었으며, 파일관

리 정보가 상부 제어장치(1510)에 보유된 것으로 가정한다. 도 16에 도시한 전체 제어 처리는 상부 제어장치(1510)

에 의해 수행될 일 군의 처리(1621),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1520)에 의해 수행될 일 군의 처리(1623), 및 상부 

제어장치(1510)와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1520) 간 명령, 데이터, 명령 프로토콜의 처리 결과의 흐름(1622)을 

포함한다.

(단계 1601) 입력신호를 검출하였을 때, AV 데이터 입력부(470)는 AV 데이터 수신을 시작한다. AV 데이터 입력부(

470)는 수신된 아날로그 비디오/오디오 신호를 디지털 AV 데이터로 변환하고, 디지털 AV 데이터를 상부 제어장치(1

510) 내 데이터 버퍼 메모리(414)에 전송한다.

(단계 1602) AV 데이터 기록에 앞서, 상부 제어 장치(1510) 내 기록 영역 할당부(411)는 파일 관리 정보 해석부(413

)로부터 재기록 가능 디스크에 관한 비어있는 영역 정보를 얻어, AV 파일을 기록하기 위한 기록 영역을 할당한다. 기

록 영역 할당부(411)는 재생시 충분한 판독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당된 영역들의 크기와 영역들 간 물리적인 거

리를 고려하여 AV 파일에 대한 기록 영역을 할당한다. 기록 영역 내에 결함 영역이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결함 영

역들은 스킵될 것이기 때문에, 기록 영역 할당부(411)는 실제 기록 크기보다 큰 기록 영역을 할당한다.

(단계 1603) 상부 제어장치(1510) 내 기록 영역 지정 명령 발행부(1512)는 기록 영역을 지정하는 “기록 영역 설정” 

명령을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1520)에 발행하여, 단계 1602에서 할당된 기록 영역의 위치 정보를 지정한다. 도 

18은 “기록 영역 설정” 명령의 명령 제어 블록 데이터 구조(1800)를 도시한 것이다. “기록 영역 설정” 명령의 명령 

제어 블록은 12 바이트로 구성된다. “기록 영역 설정” 명령을 식별하는 고유명령 코드(1801)는 바이트 0에 지정된다.

기록 영역의 시작 섹터의 LSN(1802)는 바이트 2부터 바이트 5까지의 4 개의 바이트로 나타낸다. 기록 영역의 끝 섹

터의 LSN(1803)은 바이트 6부터 바이트 9까지의 4 개의 바이트로 나타낸다. 이에 따라, “기록 영역 설정” 명령은 기

록 영역으로서 기록 영역의 시작 LSN과 끝 LSN 사이의 영역을 지정한다.

(단계 1604)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1520) 내 기록 영역 지정 명령 처리부(1522)는 단계 1603에서 상부 제어장

치(1510)로부터 발행된 “기록 영역 설정” 명령을 수신하여, 기록 제어 정보 메모리(435) 내 기록 영역의 위치 정보를

저장한다.

(단계 1605)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1520) 내 기록 영역 지정 명령 처리부(1522)는 상부 제어 장치(1510)에 “완

료된” 상태를 리턴하여 명령이 처리되었음을 나타낸다.

(단계 1606) 상부 제어장치(1510) 내 분할 기록 명령 발행부(1513)는 단계 1602에서 할당된 기록 영역 내 기록될 데

이터를 분할하여 전송하고 재기록 가능 디스크에 데이터의 기록을 요청하는 명령인 “AV 기록” 명령을 발행한다. 이 

명령의 명령 제어블록을 전송한 후에, 분할 기록 명령 발행부(1513)는 지정된 크기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도 19는 분

할 기록 명령인 “AV 기록” 명령의 명령 제어 블 록의 데이터 구조(1900)를 도시한 것이다. “AV 기록” 명령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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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블록은 12 바이트로 구성된다. “AV 기록” 명령을 식별하는 고유 코드(1901)는 바이트 0에 지정된다. 전송길이(

1902)는 바이트 8부터 바이트 8까지의 두 개의 바이트에 지정된다. “AV 기록” 명령은 “기록 영역 설정” 명령에 의해

이미 지정된 영역 내 데이터 기록을 요청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AV 기록” 명령은 기록을 수행할 어떤 영역을 지정하

기 위한 파라미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계 1607) 다시 도 16에서,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1520) 내 분할 기록 명령 처리부(1523)는 분할 기록 명령 “

AV 기록”에 의해 지정된 크기의 기록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 데이터를 기록 데이터 저장 메모리(436)에 저장한다. 그

후, 분할 기록 명령 처리부(1523)는 기록 제어부(430) 내 스킵 기록 제어부(1523)에 기록요청의 수신을 알리고, 스킵

기록 동작을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1520)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를 보다 상세히 도 17을 

참조하여 기술한다.

(단계 1608) 스킵 기록 제어부(432)에 기록을 시작할 것을 명령한 후에, 분할 기록 명령 처리부(1523)는 처리가 완료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할 기록 명령 발행부(1513)에 “완료된” 상태를 리턴한다.

(단계 1609) “AV 기록” 명령의 완료 후에, 상부 제어장치(1510) 내 분할 기록 명령 발행부(1513)는 단계 1602에서 

지정된 기록 영역 내 기록될 모든 데이터가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기록될 모든 데이터가 다 전송되지 않았

으면, 처리는 다시 단계 1606으로 가서 분할 기록 명령 “AV 기록” 명령을 다시 발행한 다. 반면, 기록될 모든 데이터

가 전송된 것으로 판정되면, 분할 기록 처리는 종료되고, 처리는 다계 1610에서 빠져나간다.

(단계 1610) 상부 제어장치(1510)는 AV 데이터 입력부(470)로부터 입력된 모든 AV 데이터가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기록될 모든 데이터가 다 기록되지 않았으면, 처리는 단계 1602로 다시 가서 새로운 기록 영역을 할당한다.

반면, 파일 내 모든 데이터가 기록된 것으로 판정되면, 처리는 단계 506에서 벗어나서 파일 관리 정보 생성처리로 간

다.

단계 506 내지 511은 예 1에서 도 5에 도시된 것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에, 스킵 기록 처리 및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1520)에 의한 분할 기록 처리를 도 17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기술한다. “기록 에어리어 설정” 명령(기록 영역을 설정함)이 이미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1520)에 의해 수신되

어 기록 제어 정보 메모리(435)에 저장된 것으로 가정한다.

(단계 1701) 스킵 기록 제어부(432)는 기록 제어 정보 메모리(435)에 저장된 기록 영역의 위치 정보를 참조하여, 기

록 영역의 시작부분에서의 기록 위치를 설정한다.

(단계 1702)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1520) 내 명령 처리부(1521)는 상부 제어장치(1510)로부터 발행될 명령을 

기다린다.

(단계 1703) 기록 데이터를 분할하여 전송하기 위한 명령인 “AV 기록” 명령을 수신한 후에, 분할 기록 명령 처리부(

1523)는 수신된 기록 데이터를 기록 데 이터 저장 메모리(436)에 저장하고, 스킵 기록 제어부(432)에 데이터를 기록

할 것을 요청한다.

(단계 1704) 데이터 기록 요청을 수신한 후에, 스킵 기록 제어부(432)는 기록 데이터 저장 메모리(436)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기록을, 재기록 가능 디스크 상의 기록 위치부터 시작하여 개시한다.

(단계 1705) 결함 영역 검출부(431)는 재기록 가능 디스크 상의 위치 정보로서 각 섹터에 할당되는 어드레스가 적합

하게 판독되지 않았거나, 기록 중에 재기록 가능 디스크로부터 반사된 광량의 감시된 진폭이 교란된 것으로 나타나면

결함 영역으로 판정한다. 결함 영역 검출부(431)이 결함 영역을 판정하면, 처리는 단계 1706에서 빠져나온다.

(단계 1706) 결함 영역 검출부(431)에 의해서 결함 영역이 검출되었다는 것이 통지되면, 스킵 기록 제어부(432)는 기

록 후에 기록된 영역과 스킵된 영역이 구별될 수 있게 기록 위치 저장 메모리(433)에 결함 영역의 제1 LSN을 저장한

다.

(단계 1707) 기록 중에 결함 영역 검출부(431)에 의해 어떠한 결함 영역도 검출되지 않았다면, 데이터 검증부(434)는

기록된 데이터를 판독함으로써 검증을 수행하고, 판독된 데이터에 에러 정정 처리를 행한다. 에러 정정이 불가능하거

나 정정 수가 소정의 값을 초과한다면, 영역은 결함 영역으로서 판정되고 처리는 단계 1706에서 빠져나간다.

(단계 1708) 데이터 검증부(434)에 의해 에러가 검출된 영역은 단계 1706에서 결함 영역으로서 취급된다. 어떠한 에

러도 검출되지 않으면, 데이터는 적합하 게 기록된 것으로 판정된다.

(단계 1709) 기록이 적합하게 종료되었으면, 결함 영역 검출부(431)는 아직 기록되지 않은 기록 데이터 저장 메모리(

436)에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는지 판정한다. 모든 데이터가 기록된 것으로 판정되면, 결함 영역 검출부(431)는 단계 

1702에서 벗어나서 상부 제어장치(1510)로부터의 명령을 기다리는 명령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반면, 어떤 데이터이

든 기록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처리는 단계 1710에서 벗어난다.

(단계 1710) 미기록된 데이터가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결함 영역 검출부(431)는 기록이 완료된 위치 다음에 놓인 위

치로 기록 위치를 설정한다.

(단계 1711) 결함 영역 검출부(431)는 단계 1710에서 설정된 기록 위치와 기록 제어 정보 메모리(435)에 저장된 기

록 영역의 마지막 LSN를 비교한다. 기록 위치가 마지막 LSN을 지나친 것으로 비교결과 판정되면, 처리는 비정상적

으로 종료되어, 기록이 지정된 영역 내에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반면, 기록 위치가 마지막 LSN을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처리는 다시 단계 1704로 가서 기록 위치로부터 시작하여 나머지 데이터를 기록한

다.

(단계 1712) 명령 처리부(1521)는 단계 1703에서 명령 대기 상태 중에 수신된 명령이 기록 위치 요청 명령인 “스킵

된 어드레스 판독” 명령인지 판정한다. 수신된 명령이 “스킵된 어드레스 판독” 명령이 아니면, 명령 처리부(1521)는 

분할 기록 처리 중에 적합하지 않은 명령이 발행된 것으로 판정하고 상부 제어장치(1510)에 에러를 리턴하여 처리를 

종료한다. 반면, 기록 위치 요청명령 처리부(423)가 “스킵된 어드레스 판독” 명령을 수신한 것으로 판정되면, 처리는 

단계 1713에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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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713) “스킵된 어드레스 판독” 명령이 수신된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 기록 위치 요청명령 처리부(423)는 스킵 

기록 처리 중에 기록 위치 저장 메모리(433)에 저장된 스킵된 영역의 위치 정보를 상부 제어장치(1510)에 리턴한다. 

스킵된 영역의 리턴된 위치 정보가 도 7에 도시한 것과 동일한 데이터 구조를 갖기 때문에(예 1에 기술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 명령을 수신하였을 때,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1520)는 분할 기록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판

정하고 기록 처리를 종료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예 2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을 기술하였다.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1500)에 의해 수행되는 정보 재생 방법은 예 1에 기술된 것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예 1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의 잇점에 더하여 다음의 잇

점이 제공된다.

기록 영역이 사전에 설정되고, 그 후에 기록은 분할방식으로 수행된다. 결국,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 내 데이터 버퍼 

메모리(414)가 큰 기록 영역에 비해 소용량을 갖는 실시예에서도 AV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할 기록 

명령을 반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장시간 동안 상부 제어장치(1510)와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150) 간 I/O 버스(

480)을 점유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잇점은 자기 디스크 장치(450)에의 엑세스를 요하는 응용을 가능하

게 한다.

본 발명의 본 에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영역은 재생 영역 설정 명령에 의해 시작 LSN와 종료 LSN에 기초

하여 지정된다. 그러나, 대안으로 지정은 예를 들면 영역이 확인될 수 있는 한, 시작 LSN과 영역길이에 의거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분할 기록 명령 처리부(1523)는 분할기록이 요청된 재기록 가능 디

스크 상의 영역에 기록이 완료된 후에 상부 제어장치(1510)에 “완료된” 상태를 리턴하는 것으로서 예시되었다. 대안

으로, 분할 기록 명령 처리부(1523)은 기록 데이터가 기록 데이터 저장 메모리(436)에 저장되어 있을 때 “완료된” 상

태를 리턴할 수 있고, 재기록 가능 디스크에의 실제 기록은 나중에 일어날 수 있다.

기록 데이터가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서 데이터 검증부(434)에 의해 체크되는 것으로 예시되었지

만, 보다 높은 실시간 능력을 요하는 응용, 예를 들면 AV 데이터가 매우 높은 전송속도로 입력되는 응용에서 기록 중

에는 이러한 데이터 검증이 생략될 수도 있음을 알 것이다.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스킵 기록 동안 검출된 결함 영역은 스킵되어 파일 관리 정보에 미

사용 영역으로서 등록된다. 대안으로,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1520)는 이러한 결함 영역에 대한 어떠한 예비영역

도 할당함이 없이 SDL에 결함 영역을 등록할 수 있고, 이어서, 다음 PC 데이터 기록시 대체 위치의 할당 및 대체 처

리를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기록시 검출되는 결함 영역은 스킵된다. 그러나, 이미 검출되어 SD

L에 등록된 모든 검출영역도 스킵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1500)에 따라서, 상부 제어장치(1510)와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1520) 간 

정보의 전송은 기록 위치 요청명령, 재생 영역 설정명령 등에 기초하여 달성된다. 그러나, 상부 제어장치(1510) 및 디

스크 재생 드라이브(1520)가 모두 엑세스할 수 있는 공통의 메모리 영역 등을, 시스템의 상부 제어장치(1510) 및 디

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1520)가 공유하는 실시예에서, 이러한 메모리 영역에 대한 기록/판독을 수행함으로써 유사

한 처리가 실현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전술한 명령은 없어도 된다.

(예 3)

다음에, 도면에 참조하여, 도 1에 도시한 디스크 매체에 데이터를 기록 혹은 재생하는 본 발명의 예 3에 따른 정보 기

록/재생 시스템(3000)을 이의 구조 및 동작에 대해 기술한다.

도 20은 본 발명의 예 3에 따른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3000)의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이하, 정보 기록/재생 시

스템(3000)의 각각의 구성요소를 기술한다. 도 4에 도시한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400)의 상응 부분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2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3000)은 상부 제어장치(3010),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3030),

자기 디스크 장치(450), AV 데이터 출력부(460), AV 데이터 입력부(470), 및 IO/버스(480)를 포함한다.

상부 제어장치(3010)는 근본적으로 계산목적으로 제어 프로그램 및 메모리를 포함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구성된

다. 상부 제어 장치(3010)는, 기록 영역 할당부(3011); 파일 관리 정보 생성부(3012); 파일 관리 정보 해석부(413); 

데이터 버퍼 메모리(414);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성된 임시 파일 관리 정보 저장 메모리(3015); 및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3020)에 명령을 발행하는 명령 발행부(3020)를 포함한다.

명령 발행부(3020)는 기록 동작에 앞서 기록 영역을 지정하는 기록 영역 지정 명령을 발행하는 기록 영역 지정 명령 

발행부(1512); 기록 영역에 기록요청을 행하고 분할하여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분할 기록 명령을 발행하는 분할 기

록 명령 발행부(1513); 기록 후 파일이 기록된 위치의 위치 정보의 리턴을 요청하는 기록 위치 요청명령을 발행하는 

기록 위치 요청명령 발행부(417); 재생동작에 앞서 재생될 영역을 지정하는 재생 영역 설정명령을 발행하는 재생 영

역 설정명령 발행부(418); 판독된 데이터의 전송을 요청하는 판독 데이터 전송명령을 발행하는 판독 데이터 전송 명

령발행부(419); 및 기록 중에 기록 상태의 보고를 요청하는 기록 상태 보고 명령을 발행하는 기록 상태 보고 명령 발

행부를 포함한다.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3020)는 상부 제어장치(3010)로부터의 명령을 처리하는 명령 처리부(3040); 재기록 가

능 디스크에의 기록을 제어하는 기록 제어부(430); 및 재기록 가능 디스크(도시없음)로부터의 재생을 제어하는 재생 

제어부(44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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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처리부(3040)는 기록 영역 지정 명령을 수신하여 처리하는 기록 영역 지정 명령 처리부(1522); 분할 기록 명령

을 수신하여 처리하는 분할 기록 명령 처 리부(1523); 기록 위치 요청명령 처리부(423); 재생 영역 설정 명령 처리부(

424); 판독 데이터 전송 명령 처리부(425); 및 기록 상태 보고 명령을 수신하여 기록 상태 보고 처리를 수행하는 보고

상태 보고 명령 처리부(3041)를 포함한다. 기록 제어부(430) 및 재생 제어부(440)의 구조는 본 발명의 예 1에 따른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400)에 상응부분의 구조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예 3에 따른 기록 방법은 도 21a 및 21b를 참조하여 기술한다. 나중에, 기록 방법의 상세는 도 22

를 참조하여 기술한다.

도 21a 및 21b는 본 예에 따른 재기록 가능 디스크의 논리 공간의 레이아웃을 도시한 것이다. 도 21a는 디록토리 DI

R1 밑에 하나의 PC 파일이 있는 경우에, 어떤 AV 파일이 기록되기 전에 논리 공간의 데이터 레이아웃을 도시한 것이

다. 볼륨구조, ROOT 디렉토리 파일 구조, DIR1 파일 엔트리, DIR1 디렉토리 파일, 및 PC_FILE 파일 엔트리 각각은 

도 1, 2, 3을 참조하여 기술된 이들의 상응부분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생략은 생략한다. 도 21b는 논리 

공간의 데이터 레이아웃을 도시한 것으로 AV 파일은 기록 전에 논리 공간 내 사용가능한 미사용 공간에 기록되었다.

기록 전에, 상부 제어장치(3010)는 AV 파일에 대한 기록 영역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논리 공간 내 미사용 영역 들 중 

적어도 하나를 유보한다. 도 21a에 도시한 미사용 영역(2101)의 부분은 AV 유보영역(2102)으로서 유보되며(AV 유

보 영역(2102)으로서 사용되지 않은 미사용 영역의 부분은 파일 엔트리, 즉 AV 파일에 대한 파일 관리 정보를 기록하

기 위한 영역으로 유보됨); 미사용 영역(2103)은 AV 유보 영역(2104)으로서 유보되고; 미사용 영역(2105)은 AV 유

보 영역(2106)으로서 유보되어 있다. 기록 동작을 수행하기에 앞서, 상부 제어장치(3010)는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

브(3030)에 기록 영역으로서 3 개의 AV 유보 영역(2102, 2104, 2106)을 지정한다. 그 후에, 상부 제어장치(3010)는

분할 기록 명령을 발행하여 기록 데이터를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3030)에 전송한다. 상부 제어장치(3010)는 모

든 기록 데이터가 전송될 때까지 분할 기록 명령을 반복하여 발행한다.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3030)는 분할 기록 명령에 따라 전송된 기록 데이터를 수신하여, 기록 영역으로서 사전에

지정된 영역에 데이터 기록을 시작한다. 이 때, 상부 제어장치(3010)에 의한 지정 순서에 따라, 기록 영역이 순차적으

로 사용된다. 도 21에 도시한 예에서, 처음 지정된 AV 유보 영역이었던 AV 유보 영역(2102)의 시작부분부터 기록이 

시작된다.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3030)가 분할 기록장치에 따라 상부 제어 장치(3010)로부터 전송된 기록 데이터의 기록

시 전체 기록 영역을 소진하였다면,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3030)는 다음 지정된 기록 영역에 대한 기록 동작의 

수행을 자동으로 계속할 것이다. 도 21에 도시한 예에서, AV 유보 영역(2102)에 기록을 완료한 후에, 디스크 기록/재

생 드라이브(3030)는 AV 유보 영역(2104)에의 기록을 시작하여, 자동으로 PC_FILE 익스텐트(2107)를 회피한다.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3030)는 기록시 검출된 결함 영역(3100)을 스킵하여, 그렇지 않았다면 후속되는 영역에 

결함 영역(3100)에 기록되었을 기록 데이터를 기록한다.

전체 AV 유보 영역(2104)에의 기록을 완료한 후에 어떤 기록 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303

0)는 PC_FILE 익스텐트(2109)를 스킵하여, AV 유보 영역(2106)에 대한 기록을 수행한다. 결함 영역(3100)이 스킵

되는 것과 같이, AV 유보 영역(2106) 내 결함 영역(3101) 또한 스킵되므로, 기록 데이터는 후속 영역에 기록된다. 모

든 기록 데이터의 기록이 전술한 바와 같이 완료된 후에, 상부 제어장치(3010)는 AV 데이터가 기록된 모든 영역 중에

서 각각의 연속한 영역을 “익스텐트”로서 등록한다. 상부 제어 장치(3010)는 PC_FILE 익스텐트 및 결함 영역으로서 

분리된 각각의 AV 데이터 기록 영역이 AV_FILE 익스텐트(2112, 2113, 2108, 2114, 2110)로서 지정되게 파일 엔트

리 정보를 발생한다. 상부 제어장치(3010)는 AV 유보 영역(2102)(미사용 영역(2102) 내에 유보되었던)에 기록되는 

AV_FILE 파일 엔트리를 발생한다.

다음에, 도 21을 참조하여 기술된 전술한 기록과정을 도 22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기술한다.

(단계 3201) 입력신호가 검출되었을 때, AV 데이터 입력부(470)는 AV 데이터 수신을 시작한다. AV 데이터 입력부(

470)는 수신된 아날로그 비디오/오디오 신호를 디지털 AV 데이터로 변환하고, 디지털 AV 데이터를 상부 제어장치(3

010) 내 데이터 버퍼 메모리(414)에 전송한다.

(단계 3202) AV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에, 상부 제어장치(3010) 내 기록 영역 할당부(3011)는 파일 관리 정보 해석부

(413)로부터 재기록 가능 디스크에 관한 비어있는 영역 정보를 얻어, AV 파일을 기록하기 위한 기록 영역을 할당한

다. 기록 영역 할당부(3011)는 재생시 충분한 판독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당된 영역들의 크기와 영역들 간 물리

적인 거리를 고려하여 AV 파일에 대한 기록 영역을 할당한다. 기록 영역 할당부(3011)는 기록 영역으로서 복수의 연

속한 영역들을 할당한다. 도 21에 도시한 예에서, AV 유보 영역(2102, 2104, 2106)은 기록 영역으로서 할당된다.

(단계 3203 내지 3205) 상부 제어장치(3010) 내 기록 영역 지정 명령 발행부(1512)는 기록 영역을 지정하는 “기록 

영역 설정” 명령을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3030)에 발행하여, 단계 3202에서 할당된 기록 영역의 할당된 순서에

따라 이들 영역의 위치 정보를 지정한다(“기록 영역 설정” 명령은 이미 도 18을 참조하여 설명하였음). 디스크 기록/

재생 드라이브(3030) 내 기록 영역 지정 명령 처리부(1522)는 상부 제어장치(3010)로부터 발행된 “기록 영역 설정” 

명령을 수신하여, 기록 제어 정보 메모리(435) 내 기록 영역의 위치 정보를 저장한다. 수신된 기록 영역의 순서에 따

라, 각각의 영역의 시작 LSN 및 종료 LSN이 각각의 기록 영역의 위치 정보에 저장된다. 연이은 기록 동작에서, 기록 

영역은 이 저장의 순서로 사용될 것이다.

(단계 3206) 상부 제어장치(3010) 내 분할 기록 명령 발행부(1513)는 “AV 기록” 명령을 발행한다. “AV 기록” 명령

은 단계 3202에서 할당된 기록 영역에 기록될 데이터를 분할하여 전송하는 명령이며 재기록 가능 디스크에 데이터의

기록을 요청한다. (이 명령에 대해서는 이미 도 19를 참조로 하여 설명되었다.) “AV 기록” 명령을 수신하였을 때, 디

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3030) 내 분할 기록 명 령 처리부(1523)는 기록 데이터 저장 메모리(436) 내 제어블록에 의

해 지정된 크기의 기록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 후에, 분할 기록 명령 처리부(1523)는 상부 제어 장치(3010)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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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태를 리턴한다. 수신된 데이터는 “완료된” 상태의 리턴 후에 기록된다. 이러한 동작은 보통 “기록-백 캐시(writ

e-back cache)' 동작이라고 한다.

(단계 3207) 상부 제어장치(3010) 내 기록 위치 요청 명령 처리부(423)는 재기록 가능 디스크에 실제로 기록된 부분 

내의 기록 위치들을 얻기 위해서 “스킵된 어드레스 판독” 명령을 발행한다. (이 명령에 대해서 이미 도 7 및 8을 참조

로 하여 기술하였음.)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3030) 내 기록 위치 요청 명령 처리부(423)는 기록 위치 저장 메모

리(433) 내 저장되는 스킵 어드레스 정보를 참조하여, 어떤 미보고된 스킵 어드레스를 상부 제어장치(3010)로 리턴

한다. 이미 리턴된 어떤 스킵 어드레스 정보가 기록 위치 저장 메모리(433)에 “보고됨” 상태로 설정되기 때문에, 이러

한 스킵 어드레스 정보는 어떠한 연이은 “스킵된 어드레스 판독” 명령에 응하여 더 이상 리턴되지 않을 것이다.

(단계 3208) 상부 제어장치(3010) 내 기록 상태 보고 명령 발행부(3021)는 현재의 보고상태의 보고를 요청하기 위해

서 “보고 상태 발송” 명령을 발행한다.

“기록 상태 발송” 명령의 명령 제어블록의 데이터 구조(2300)를 도 23에 도시하였다. “기록 상태 발송” 명령을 식별

하는 고유 코드(1901)는 바이트 0, 즉 “기록 상태 발송” 명령 코드 영역(2301)에 지정된다. 바이트 1 내지 7은 명령 

정의의 가능한 미래의 확장 등을 위해 유보된 것이다. “할당 길이” 필드(2302)에서, 상부 제어장치(3010)에 의해 할

당된 메모리 크기는 “기록 상태 발송” 명령에 응하여 리턴될 “기록 상태” 데이터에 대한 것이다. 할당길이(2302)가 “

16”보다 작으면,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3030)는 할당길이(2302)와 동일한 데이터량을 리턴한다. 바이트 10 내

지 11은 유보되어 있다.

“기록 상태 발송” 명령을 수신하였을 때,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3030) 내 기록 상태 보고 명령 처리부(3041)는 

기록 제어부(430) 내 스킵 기록 제어부(432)로부터 현재의 기록 상태를 수신하여, “기록 상태”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한 “기록 상태” 데이터를 상부 제어장치(3010)에 리턴한다.

“기록 상태”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2400)를 도 24a에 도시하였다. 바이트 0 내지 1엔, “기록 상태” 데이터의 데이터 

길이(2401)가 저장된다. 데이터 길이(2401)는 “기록 상태” 데이터 길이 필드의 길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4(바

이트)”가 데이터 길이(2401)에 설정된다. “기록 상태” 데이터 코드 필드(2402)는 현재의 기록 상태를 도 24b에 도시

한 바와 같은 1바이트 코드로서 저장한다. 도 24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필드(2402) 내 “00h'는 모든 기록 영역이 사

용되었음을 나타내며(혹은 어떠한 기록 영역도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필드(2402) 내 ”01h'는 기록 영역이 설정되

었으나 기록할 어떠한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필드(2402) 내 “02h'는 기록 동작이 실행되고 있음을 나

타낸다.

도 24a에 도시한 “기록 상태” 데이터 포맷의 바이트 4 내지 바이트 7에 걸친, “기록 중 LSN(LSN nuder recording)”

필드(2403)는 현재 기록 중에 있는 LSN 을 저장한다. 이 필드는 상부 제어장치(3010)가 기록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

게 한다. 바이트 8 내지 바이트 9의 “미보고된 스킵 어드레스 수” 필드(2404)는 결함 영역에 기인하여 스킵된 블록 

중에서, 상부 제어장치(3010)에 보고되지 않은 스킵 어드레스의 수를 저장한다. 바이트 10 내지 바이트 11의 “유효 

기록 영역 수” 필드(2405)는 “기록 에어리어 설정” 명령에 따라 상부 제어장치(3010)에 의해 지정된 영역 중에서 유

효영역 수를 저장한다. 예를 들면, 3개의 기록 영역이 지정된 경우에, 제1 기록 영역에 대해 데이터 기록이 수행되고 

일부가 제2 기록 영역에 기록된다면, 필드(2405)에 “2”(제2 및 제3 기록 영역을 나타냄)가 설정된다. 바이트 12 내지

바이트 13의 “수신되었으나 미기록된 데이터 길이” 필드(2406)에서, “AV 기록” 명령에 따라 상부 제어장치(3010)

로부터 전송되었지만 보고되지 않은 데이터의 크기는 2048바이트의 배수로 설정된다.

(단계 3209) 상부 제어장치(3010) 내 파일관리 정보 생성부(3012)는 단계 3207 및 3208에서 그 때까지 얻어진 기록

정보에 기초하여 파일관리 정보를 생성하여, 이 생성된 파일관리 정보를 임시 파일관리 정보 저장 메모리(3015)에 저

장한다.

(단계 3210) 상부 제어장치(3010) 내 분할 기록 명령 발행부(1513)는 데이터 버퍼 메모리(414)에 저장된 모든 AV 

데이터가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어떤 데이터라도 전송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처리는 다시 

단계 3206으로 가서 다시 “AV 기록” 명령을 발행한다. 반면, 기록할 모든 데이터가 전송된 것으로 판정되면, 처리는 

단계 3211를 빠져나간다.

(단계 3211) 상부 제어장치(3010) 내 파일관리 정보 생성부(3012)는 기록 상태가 “기록 데이터 없음” 상태인지 여부

를 판정하기 위해서, 단계 3206에서 얻어진 “기록 상태” 데이터를 참조한다. “기록 데이터 없음” 상태가 판정되면, 

처리는 단계 3212로 가서 AV 파일에 대한 파일관리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완료한다. 반면, “기록없음” 상태 이외의 

상태가 판정되면, 처리는 단계 3207로 가서 “기록 데이터 없음” 상태를 기다린다.

(단계 3212) 상부 제어장치(3012) 내 파일 관리 정보 생성부(3012)는 기록된 AV 파일에 대한 파일 엔트리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 정보(예를 들면,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를 생성하고,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브(3030)에 통상의 “기

록” 명령에 따라 기록 처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이와 같이, AV 데이터에 대한 기록과정을 기술하였다.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3000)에 의해 수행되는 정보 재생 방법은 예 1에 기술된 것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단계 3209는 현재 기록 상태를 확인하여 임시 파일 관리 정보 저장

메모리(3015)에 파일 관리 정보를 저장한다. 결국, AV 데이터 기록 중에 전원이 나간 경우에, 재기록 가능 디스크에 

실제로 기록된 부분까지 발생된 파일 관리 정보를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재생 영역 설정명령에 의해 시작 LSN 및 종료 LSN에 기초하여 영

역이 지정된다. 그러나, 대안으로, 지정은 예를 들면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시작 LSN 및 영역길이에 의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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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기록 방법에 따라서, 기록시 검출되는 결함 영역이 스킵된다. 그러나, 이미 검출되어 SD

L에 등록된 모든 결함 영역이 스킵될 수도 있음을 알 것이다.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기록 방법에 따라서, “스킵된 어드레스 판독” 명령 및 “기록 상태 발송” 명령은 개별적으

로 정의되는 것으로 예시되었다. 대안으로, 이들 명령은 이들 명령에 응하여 리턴될 데이터가 한 명령에 응하여, 조합

된 형태로 리턴될 수도 있게 구성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기록 방법에 따라서, 단계 3207 내지 3209는 “AV 기록” 명령이 발행될 때마다 수행된

다. 그러나, 이들 처리는 소정의 기간 내에 일어날 필요가 있을 뿐임을 알 것이다.

본 발명의 본 예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파일관리 정보는 단계 3209에서 업데이트된다. 대안으로, 예를 들

면, 소위 “트릭 플레이”에 연관된 관리 정보에 대한 파일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유사한 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기록 디스크에 따라서, 파일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관리되는 논리 공간 내 결함 영역을 스킵함으

로써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본 발명은 간단히 결함 영역을 스킵하는 것을 포함하는 고속 결함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종래의 결함 관리 방법은 에러가 없는 논리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체처리를 요할 것이

며 따라 어떤 지연을 유발할 것이다.

정보 기록 디스크가 복수의 섹터들로 각각이 구성된 ECC 블록을 포함하는 실 시예에서,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기록 디

스크는 ECC 블록 단위로 결함 영역을 등록함으로써 정보 기록 디스크로서 우수한 신뢰도를 달성한다.

정보 기록 디스크가 복수의 섹터들로 각각이 구성된 ECC 블록을 포함하는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기록 디

스크는 AV 데이터(이들의 높은 실시간 기록 능력요구 때문에 데이터 검증 처리를 수행함이 없이 기록될 수 있는) 및 

PC데이터(고 신뢰도를 요하는)가 동일한 디스크 상에 존재할지라도 PC 데이터의 우수한 신뢰도를 제공한다. 이것은 

AV 데이터가 기록되는 ECC 블록이 확실하게 어떠한 PC 데이터도 포함하지 않게 하는 패딩 익스텐트를 등록하고, 어

떠한 ECC 블록도 확실하게 AV 데이터 및 PC 데이터를 동일 블록 내에 포함하지 않게 할 매 익스텐트에 대해 식별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기록 디스크는 비-AV 파일로부터 AV 파일을 식별하는 식별정보를 포함한다. 결국, 특정의 파일

속성에 따라 상이한 재생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AV 파일을 재생하는 경우에, 본 발

명에 따라서 비교적 고속의 재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기록시 검출된 어떠한 결함 영역이든 기록 중에 스킵된

다. 결국, 종래의 대체처리에 연관된 기록/재생처리에서의 지연이 제거됨으로써 AV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재생

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결함 영역은 파일관리 정보에 의해 미사용 영역으로서 관리된다. 이것은 결

함 영역으로서 판정된 LSN에 대한 종래의 대체방법을 사용함으로써 PC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기록 방법에 따라서, 데이터 검증처리를 수행함으로서, 실시간 능력이 기록할 때가 아니라 재생할

때 필요한 응용, 예를 들면, 자기 디스크 장치에 이미 저장된 AV 데이터 기록에서 높은 신뢰도를 달성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한다. 허용가능한 스킵 수는 스킵 기록 처리 중에 설정되기 때문에, 많은 수의 결함 영역이 스킵될지라도, 다른 

파일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는 후속 영역들의 파괴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ECC 블록 중간에 AV 파일 익스텐트의 끝이 들게 된다면, 그 ECC 블록의 나머지는 패딩 익스텐트로서 등록되고, 그

럼으로써 동일 ECC 블록에 다른 파일들이 기록되는 것이 방지된다. 따라서, 실시간 기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

떠한 데이터 검증도 없이 AV 데이터가 기록되는 실시예에서도, AV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 및 PC 데이터를 포함하

는 파일이 동일 ECC 블록에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PC 데이터의 신뢰도가 보장된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다른 유형의 데이터로부터 AV 데이터를 식별하는 식별정보는 파일 관리 정

보에 등록되므로, 재생할 때 데이터가 실시간 처리능력을 요하는지 알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기록 영역은 사전에 설정되고, 그후에 기록에 분할식으로 수행된다. 결국,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은 큰 기록 영역에 비해 소용량을 갖는 데이터 버퍼 메모리를 탑재한 실시예에서도 AV 데이터

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할 기록 명령을 반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상부 제어장 치와 디스크 기록/재생 드라이

브 간 버스를 장시간 점유하는 것은 불필요해진다. 이러한 잇점은 자기 디스크 장치에 액세스를 필요로 하는 응용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비휘발성 메모리에 파일관리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저장함으로

써, 바람직하지 않게 AV 데이터 기록의 두절없이, 예기치 않은 전원두절 등의 경우에 데이터 복구를 위한 수단을 제

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재생 영역은 복수의 영역들을 사전에 판독하는 선-판독 처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생에 앞서 설정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보다 고속의 재생을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AV 데이터 재

생은 비디오/오디오 정보가 중단 없이 원활하게 재생되도록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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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해 쉽게 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여기 첨부된 청구범위는 여기 개시된 설명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넓게 해석되

게 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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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섹터 단위(sector-by-sector basis)로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기 위해 정보 기록 매체 상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

한 정보 기록 방법으로서, 상기 기록된 데이터는 파일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파일로서 관리되는, 정보 

기록 방법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영역을 할당하기 위한 기록 영역 할당 단계;

상기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안 할당된 상기 기록 영역내의 결함 영역을 스킵하면서 상기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안 

할당된 기록 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스킵 기록 단계; 및

스킵함이 없이 상기 데이터가 기록되는 상기 기록 영역의 일부분을 파일 관리 정보에 익스텐트(extent)로서 등록하고

, 상기 부분을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에 미사용 영역으로서 등록하고, 상기 스킵된 결함 영역을 상기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에 미사용 영역으로서 등록하는 파일관리 정보 생성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기록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파일의 데이터 속성을 판정하기 위한 파일 데이터 속성 판정 단계; 및

상기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안 할당된 상기 기록 영역 내의 상기 결함 영역을 비결함 영역으로 대체하면서 상기 데이

터를 기록하기 위한 대체 기록 단계(replacement recording step)를 포함하며,

상기 데이터의 기록은 상기 파일 데이터 속성 판정 단계가 기록될 적어도 하나의 파일의 데이터 속성을 비-AV 파일

과는 반대되는 비디오 정보 및 오디오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AV 파일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판정하는 경우 

상기 스킵 기록단계에서 행해지거나, 혹은 파일 데이터 속성 판정 단계가 적어도 하나의 파일의 데이터 속성을 비-A

V 파일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판정한 경우 상기 대체 기록단계에서 행해지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스킵 기록단계는 상기 기록된 데이터가 적합하게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데이터 검증 단계를 포함

하며,

상기 결함 영역은 상기 데이터 검증단계 동안 에러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정된 영역을 포함하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매체는 에러 정정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유닛들로서 ECC 블록들을 포함하며, 각각의 ECC 블록은 복

수의 섹터들을 포함하고,

상기 스킵 기록단계는 ECC 블록 단위로 상기 결함 영역을 스킵하며,

상기 파일관리 정보 생성 단계는 ECC 블록 단위로 상기 미사용 공간관리 정보에 상기 결함 영역을 등록하는, 정보 기

록 방법.

청구항 12.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영역 할당 단계는 허용가능 스킵 수를 계산하기 위한 허용가능 스킵 수 계산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허용가

능 스킵 수는 상기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안 할당된 상기 기록 영역 내에 데이터가 완전히 기록되게 하면서 행해 질 

수 있는 최대 스킵 수를 나타내며,

상기 스킵 기록단계는 상기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안 할당된 상기 기록 영역의 상기 계산된 허용가능 스킵 수 및 위

치 정보를 지정하면서, 기록 시작을 요청하기 위한 스킵 기록 명령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파일관리 정보 생성단계는 상기 스킵 기록단계 동안 스킵함이 없이 데이터가 기록된 상기 기록 영역의 부분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록 위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기록 위치 정보 전송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파일관리 정보 생성단계는 상기 기록 위치 정보 전송 단계 동안 전송된 상기 기록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파일관

리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13.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스킵 기록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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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안 할당된 상기 기록 영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록 영역 지정단계, 및

분할 방식(split manner)으로 상기 기록 영역에 상기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분할 기록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파일관리 정보 생성단계는 상기 스킵 기록단계 동안 스킵함이 없이 데이터가 기록된 상기 기록 영역의 부분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록 위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기록 위치 정보 전송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파일관리 정보 생성 단계는 상기 기록 위치 정보 전송 단계 동안 전송된 상기 기록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파일관

리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14.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스킵 기록단계는,

상기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안 할당된 상기 기록 영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록 영역 지정단계,

분할 방식으로 상기 기록 영역에 상기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분할 기록단계, 및

상기 기록의 처리와 연관된 것으로서 기록 상태 및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한 기록 상태 확인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15.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기 위한 정보 기록 매체 상에 상기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정보 기록 방법으로

서, 에러 정정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유닛들로서 EEC 블록들을 포함하고, 각각의 ECC 블록은 복수의 섹터들을 포함

하고, 기록된 데이터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섹터는 익스텐트로서 관리되며, 적어도 하나의 익스텐트는 파일로서 관리

되며, 적어도 하나의 파일은 파일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관리되는, 상기 정보 기록 방법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영역을 할당하는 기록 영역 할당 단계;

상기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안 할당된 상기 기록 영역에 결함 영역을 스킵하면서 상기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안 할

당된 상기 기록 영역에 상기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스킵 기록 단계; 및

스킵함이 없이 상기 데이터가 기록된 상기 기록 영역의 부분을 파일 관리 정보에 익스텐트로서 등록하기 위한, 상기 

부분을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에 미사용 영역으로서 등록하고, 상기 스킵된 결함 영역을 상기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

에 미사용 영역으로서 등록하기 위한 파일관리 정보 생성단계를 포함하며,

익스텐트의 끝이 상기 ECC 블록들 중 한 블록의 중간이 되는 경우, 상기 하나의 ECC 블록의 나머지 부분은 패딩 익

스텐트(padding extent)로서 상기 파일관리 정보에 등록되고, 그럼으로써 상기 하나의 ECC 블록의 상기 나머지 부분

이 적어도 하나의 파일의 할당된 그러나 미사용 부분임을 나타내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16.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기 위한 정보 기록 매체 상의 상기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정보 기록 방법으로

서, 기록된 데이터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섹터는 익스텐트로서 관리되고, 적어도 하나의 익스텐트는 파일로서 관리되

며, 적어도 하나의 파일은 파일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관리되는, 상기 정보 기록 방법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영역을 할당하는 기록 영역 할당 단계;

상기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안 할당된 상기 기록 영역에 결함 영역을 스킵하면서 상기 기록 영역 할당 단계 동안 할

당된 상기 기록 영역에 상기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스킵 기록 단계; 및

스킵함이 없이 상기 데이터가 상기 기록된 기록 영역의 부분을 파일 관리 정보에 익스텐트로서 등록하고, 상기 부분

을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에 미사용 영역으로서 등록하고, 상기 스킵된 결함 영역을 상기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에 미

사용 영역으로서 등록하는 파일관리 정보 생성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파일관리 정보 생성단계는 상기 기록된 파일이 비디오 정보와 오디오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AV 파일

인 경우, 상기 파일 관리 정보에 상기 AV 파일을 식별하기 위한 파일 속성 정보를 등록하는 AV 파일 속성 등록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기 위한 디스크 상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로서, 처리 

요청들을 처리하기 위한 명령 처리부; 및 상기 명령 처리부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상기 디스크에 대한 기록 처리를 제

어하기 위한 디스크 기록 제어부를 포함하는, 상기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에 있어서,

상기 명령 처리부는,

복수의 연속 기록 영역들의 위치 정보를 지정하는 기록 영역 지정 명령을 처리하기 위한 기록 영역 지정 명령 처리부;

기록 영역 지정 명령에 의해 지정된 상기 복수의 연속 기록 영역들에 기록될 데이터의 전송을 명령하는 분할 기록 명

령을 처리하기 위한 분할 기록 명령 처리부로서, 상기 데이터는 분할 방식으로 전송되는, 상기 분할 기록 명령 처리부;

기록 데이터 상에 상기 스킵된 영역들의 위치를 보고하기 위한 스킵된 영역 요청 명령 처리부를 포함하며,

상기 디스크 기록 제어부는,

상기 기록 영역 지정 명령에 의해 지정된 상기 복수의 연속 기록 영역들의 위치 정보를 기록 제어 정보로서 저장하기 

위한 기록 제어 정보 메모리;

기록 동작 동안 상기 디스크 상의 결함 영역을 검출하기 위한 결함 영역 검출부;



등록특허  10-0460820

- 23 -

상기 기록 제어 정보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기록 제어 정보에 따라 기록 동작을 개시하기 위한 스킵 기록 제어부로서,

상기 기록 동작 동안 상기 결함 영역 검출부에 의해 결함 영역이 검출된 경우에, 상기 스킵 기록 제어부는 i) 상기 기

록 위치 정보가 상기 기록 제어 정보 메모리에 저장된 것으로서 상기 복수의 연속 기록 영역들 내의 위치를 나타내면,

상기 결함 영역에 기록을 정지하고 후속 영역에 상기 데이터의 나머지를 기록하며, 상기 데이터의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함 영역에 기록될 수도 있었을 상기 데이터를 포함하며, 혹은,

ii) 상기 기록 위치 정보가 상기 기록 제어 정보 메모리에 저장된 것으로서 기록 영역을 지나친 위치를 나타내면, 상기

기록 동작을 종료하고 에러를 상기 분할 기록 명령 처리부에 보고하는, 상기 스킵 기록 제어부; 및

상기 스킵 기록 제어부에 의해 스킵된 상기 결함 영역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결함 영역 기록 위치 저장 메모리

를 포함하는,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처리부는 기록 상태 보고 명령을 수신하고 현재 기록 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기록 상태 

보고 명령 처리부를 더 포함하는,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

청구항 24.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는 디스크 상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데이터 기록 방법으로서, 처리 요청들

을 처리하기 위한 명령처리 단계; 및 상기 디스크에 대한 기록 처리를 제어하기 위한 디스크 기록 제어단계를 포함하

는, 상기 데이터 기록 방법에 있어서,

상기 명령 처리단계는,

복수의 연속 기록 영역들의 위치 정보를 지정하는 기록 영역 지정 명령을 처리하기 위한 기록 영역 지정 명령처리 단

계;

상기 기록 영역 지정 명령에 의해 지정된 상기 복수의 연속 기록 영역들에 기록될 데이터의 전송을 명령하는 분할 기

록 명령을 처리하기 위한 분할 기록 명령 처리 단계로서, 상기 데이터는 분할 방식으로 전송되는, 상기 분할 기록 명령

처리 단계;

기록 데이터 상에 상기 스킵된 영역들의 위치를 보고하기 위한 스킵된 영역 요청 명령 처리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디스크 기록 제어 단계는,

상기 기록 영역 지정 단계 동안 지정된 상기 복수의 기록 영역들의 위치 정보를 기록 제어 정보로서 저장하기 위한 기

록 제어 정보 저장단계;

기록 동작 동안 디스크 상의 결함 영역을 검출하기 위한 결함 영역 검출 단계;

상기 기록 제어 정보 저장단계 동안 저장된 기록 제어 정보에 따라 기록 동작을 개시하기 위한 스킵 기록 제어 단계로

서, 상기 기록 동작 동안 상기 결함 영역 검출단계에 의해 결함 영역이 검출된 경우에, 상기 스킵 기록 제어 단계는 i) 

상기 기록 위치 정보가 기록 제어 정보 저장단계 동안 저장된 복수의 연속 기록 영역들 내의 위치를 나타내면, 상기 

결함 영역에 기록을 정지하고 후속 영역에 나머지 데이터를 기록하며, 상기 데이터의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함

영역에 기록될 수도 있었을 상기 데이터를 포함하며, 혹은,

ii) 상기 기록 위치 정보가 상기 기록 제어 정보 저장단계 동안 저장된 복수의 연속 기록 영역들을 지나친 위치를 나타

내면, 상기 기록 동작을 종료하고 에러를 상기 분할 기록 명령 처리단계에 보고하는, 상기 스킵 기록 제어 단계; 및

상기 스킵 기록 제어단계에 의해 스킵된 상기 결함 영역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결함 영역 기록 위치 저장 단계

를 포함하는,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처리 단계는 기록 상태 보고 명령을 수신하고 현재 기록 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기록 상

태 보고 명령 처리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상부 제어장치 및 제 20항에 따른 상기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를 포함하는 정보 기록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상부 제어장치는,

상기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에 명령을 발행하기 위한 명령 발행부,

상기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영역을 할당하기 위한 기록 영역 할당부; 및

상기 디스크 상에 기록된 적어도 하나의 파일을 관리하는 파일관리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파일관리 정보 생성부를 포

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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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명령 발행부는,

상기 기록 영역 할당부에 의해 할당된 상기 기록 영역 내의 결함 영역을 스킵하면서 상기 기록 영역 할당부에 의해 할

당된 상기 기록 영역에 상기 데이터를 기록하는 스킵 기록 명령을 발행하기 위한 스킵 기록 명령 발행부; 및

기록된 영역의 기록 위치 정보의 전송을 요청하는 기록 위치 요청 명령을 발행하기 위한 기록 위치 요청 명령 발행부

를 포함하며,

상기 파일 관리 정보 생성부는 상기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로부터 상기 기록 위치 요청 명령 발행부에 의해 수신된 상

기 기록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파일관리 정보를 생성하며,

상기 파일 관리 정보 생성부는 상기 기록 동작 동안 검출된 결함 영역을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에 미사용 영역으로서 

등록하며, 상기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는 상기 파일관리 정보에 포함되는, 정보 기록 시스템.

청구항 31.
상부 제어장치 및 제20항에 따른 상기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를 포함하는 정보 기록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상부 제어장치는,

상기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에 명령을 발행하기 위한 명령 발행부,

상기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영역을 할당하기 위한 기록 영역 할당부; 및

상기 디스크 상에 기록된 적어도 하나의 파일을 관리하는 파일관리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파일관리 정보 생성부를 포

함하며,

상기 명령 발행부는,

상기 디스크로의 기록 동작전에, 상기 기록 영역 할당부에 의해 할당된 상기 디스크 상의 기록 영역을 지정하는 기록 

영역 지정 명령을 발행하기 위한 기록 영역 지정 명령 발행부;

상기 기록 영역 지정 명령 발행부에 의해 지정된 상기 기록 영역에 기록되며 분할 방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전송

하는 분할 기록 명령을 발행하며, 상기 전송된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상기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에 요청하기 위한 

분할 기록 명령 발행부; 및

상기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에 의해 기록된 상기 영역의 기록 위치 정보의 보고를 요청하는 기록 위치 요청 명령을 발

행하기 위한 기록 위치 요청 명령 발행부를 포함하며,

상기 파일 관리 정보 생성부는 상기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로부터 상기 기록 위치 요청 명령 발생부에 의해 수신된 상

기 기록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파일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기록 시스템.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된 파일이 비디오 정보와 오디오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AV 파일이면, 상기 파

일 관리 정보 생성부는 상기 AV 파일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파일 속성 정보에 등록하는, 정보 기록 시스템.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관리 정보 생성부는 상기 기록 동작 동안 검출된 결함 영역을 미사용 영역으로서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에 등록하며, 상기 미사용 공간 관리 정보는 상기 파일관리 정보에 포함되는, 정보 기록 시스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기록 상태는 현재의 기록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

청구항 38.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기록 상태는 유효 기록 영역 수를 포함하는,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

청구항 39.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기록 상태는 보고되지 않은 스킵된 어드레스 수를 포함하는, 디스크 기록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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