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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링킹 타입 정보를 저장하는 기록 매체와 결함 영역 처리 방법

요약

본 발명에는 링킹 타입 정보를 저장하는 기록 매체와 결함 영역 처리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결함 영역 다음의

영역에 데이터를 기록시 링킹이 수반됨을 나타내는 정보를 일반적인 연속 증가 기록에 따른 링킹 타입과 구분하여 저장하

고, 다수 반복 기록재생이 가능한 DVD-RW와 같이 기본 기록 단위가 연속적으로 접해 있는 기록 매체에 사용 전 또는 사

용 도중 결함 영역을 검출하여 그 리스트를 디스크상의 정해진 영역(RMD)에 등록한 후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할 때

연속 증가 기록 모드 또는 제한적 덮어쓰기 기록 모드 뿐만 아니라 결함 리스트에 등록된 결함 영역 다음에 기록을 행할 때

도 링킹을 사용하여 사용자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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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검증시 발견된 결함 영역의 다음 블록에는 미리 링킹 데이터 역할을 하는 데이터가 기록되거나 그루브 워

블 패턴이 기록되거나 테스트 패턴을 갖는 기록 마크가 기록되기 때문에 검증 후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할 경우 링킹 데이

터를 기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게 되고, 링킹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결함 영역과 바로 그 다음의 소정수의 연속된

ECC 블록 이후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실시간 기록에 유리하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존의 연속 증가 기록 모드(incremental recording mode)시에 발생되는 링킹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결함 영역 처리 방법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예에 따른 링킹 타입 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 식별(DID) 영역의 구조를 보인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결함 영역 처리 방법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본 기록 단위가 연속적으로 접해 있는 광 기록 매체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결함 영역 다음에는 링킹이 수

반됨을 나타내는 링킹 타입 정보를 저장하는 기록 매체와 결함 영역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DVD-RW(Digital Versatile Disc Rewritable)의 경우, 기본 기록 단위가 DVD-RAM(Random Access Memory)과 같이

물리적 식별(Physical Identifier:PID) 영역 또는 버퍼 필드(스핀들 모터의 정확한 제어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할당

된 여유 영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각 기본 단위의 기록 시작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DVD-RAM의 기본 기록 단위는 섹터가 될 수 있고, DVD-RW의 기본 기록 단위는 ECC(Error Correction

Code) 블록이 될 수 있다.

동일한 물리적 포맷을 갖고 있는 DVD-R(Recordable)과 DVD-RW에서는 상술한한 바와 같이 기본 기록 단위가 연속적

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연속 증가 기록의 경우 즉, 데이터 전송이 순간적으로 끊어지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이어서 기록

할 경우, 다음 기록 시작점의 여유 영역을 소정수 바이트(3 바이트)로 할당하는 링킹 체계(linking scheme)를 사용하고 있

다. 또한, 이러한 연속 증가 기록시에 적용되는 링킹 영역의 크기는 2킬로바이트(Kilo Bytes:KB)와 32KB의 두 가지가 있

다.

그러나, DVD-RW의 경우 결함 영역 리스트를 RMD(Recording Management Data) 영역에 등록하고, 이 결함 영역 리스

트에 등록되어 있는 결함 영역 다음에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할 경우, 제한적 덮어쓰기 기록 모드(Restricted

overwrite recording mode)가 연속 증가 기록 모드(Incremental reocording mode)와 같은 기록 모드가 되므로 링킹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현재 DVD-RW 규격상에는 연속 증가 기록 및 제한적 덮어쓰기 기록 모드에만 링킹 체계가 적용

되고 있을 뿐 결함 영역 다음에 발생되는 링킹 체계에 대해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기본 기록 단위가 연속적으로 접해 있는 기록 매체에 있어서, 결함 영역 다음에 발생하는 링킹을

나타내는 링킹 타입 정보를 저장하는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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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기본 기록 단위가 연속적으로 접해 있는 기록 매체에 있어서, 결함 영역 다음에는 링킹 영역과 동일

한 효과를 갖는 소정수의 에러 정정 코드(ECC) 블록이 할당된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결함 영역 다음에 발생하는 링킹임을 나타내는 링킹 타입 정보에 따라 사용자 데이터 기록시 결

함 영역 다음에는 소정의 링킹 체계를 적용한 후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는 결함 영역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사용자 데이터 기록시 결함 영역과 그 다음에 연속하는 소정수의 에러 정정 코드(ECC) 블록 이

후에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는 결함 영역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기록 매체는 기본 기록 단위가 연속적으로 접해 있는 기록 매체에 있어서: 사용

자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 또는 사용 도중 발생된 결함 영역의 다음 영역에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 소정의 링킹 체계

가 적용됨을 나타내는 부가 정보가 저장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기록 매체는 기본 기록 단위가 연속적으로 접해 있는 기록 매체에 있어서: 검증시 발견된 결함 영역 다음

에는 연속되는 하나 이상의 소정수의 에러 정정 코드(ECC) 블록이 배치되고; 결함 영역 다음의 소정수의 ECC 블록 이후

에 사용자 데이터 영역이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상기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결함 영역 처리 방법은 기본 기록 단위가 연속적으로 접해 있는 기록 매체

상의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 또는 사용 도중 발생된 결함 영역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데이터를 기본 기

록 단위로 기록하다가 결함 영역이 발견되면 결함 영역의 바로 직후 소정의 링킹 체계를 적용한 후 사용자 데이터를 다시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결함 영역 처리 방법은 기본 기록 단위가 연속적으로 접해 있는 기록 매체상의 결함 영역을 처리하는 방법

에 있어서: 검증시 발견된 결함 영역 다음에는 연속되는 하나 이상의 소정수 에러 정정 코드(ECC) 블록을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링킹 타입 정보를 저장하는 기록 매체와 이 정보를 이용한 결함 영역 처리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연속 증가 기록시 발생되는 링킹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구 데이터(old

data), 링킹 영역(32KB인 경우)과 새로운 데이터(new data)를 나타내고 있다. 즉, 구 데이터(4)가 기본 기록 단위(도면에

서는 ECC 블록 단위)를 다 채우지 못하고 기록이 완료되면 기록되지 않은 기본 기록 단위의 나머지 구간에는 패딩

(padding) 데이터(5)를 싱크 마크(sync mark:1) 이후의 첫 번째 섹터까지 기록한다. 새로운 데이터(7)를 기록하기 위해

32KB에 해당하는 연속 증가 기록을 위한 링킹 영역(2)에 링킹 데이터(6)를 기록한 후 다시 새로운 사용자 데이터(7)를 기

록하고 있다.

한편, 단순히 정정되지 못한 에러(uncorrectable error)와 같이 워블 신호, LPP(Land Pre-Pit) 신호등과 같은 기준 신호

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 즉, 큰 결함이 여러 트랙에 걸쳐 존재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함 영역을 픽업 유니트(pick-up unit)

가 지나갈 경우 모든 신호(워블 신호, LPP 신호 등)가 전혀 발생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속 기록이 불가능하게 되

며, 결함 영역 다음 영역부터 기록되므로 연속 증가 기록 모드와 같은 모드가 된다. 부가적으로, DVD-RW는 그루브 트랙

에 데이터가 기록되며, 랜드 트랙에는 물리적 ECC 블록 번호를 나타내는 프리피트(pre-pit)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때,

그루브 트랙에는 소정 주파수의 워블 패턴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속 증가 기록 모드 및 제한적 덮어쓰기 기록 모드에서만 정의되었던 링킹 체계가 이와 같은 결함 영역 다

음에서도 발생하게 되므로 새로운 링킹 체계의 정의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DVD-RW 규격에는 연속 증가 기록 모드

및 제한적 덮어쓰기 기록 모드의 경우에만 링킹 체계가 수반되는 것으로만 정의되어 있으므로, 결함 영역 다음 영역에서

발생되는 링킹 체계가 정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함 영역 다음의 링킹은 일반적인 연속 증가 기록 모드 및 제한적 덮어쓰기 기록 모드에서의 링킹 타입과는 구별

시킬 필요가 있다. 즉, 일반적인 연속 증가 기록 모드 및 제한적 덮어쓰기 모드에서의 링킹은 한 번에 기록하는 1회 기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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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기록한 후 기록 동작을 멈추고,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기록할 때 발생되며, 이러한 링킹은 1회 전면

기록 모드(Write-at-once recording mode)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 제안한 링킹은 결함 영역 다

음에 나타나는 것으로 아직 1회분에 해당하는 기록이 완전히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결함 영역 처리 방법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검증시 결함 리스트를 RMD 영역에 등록

한 후 결함 영역 다음에는 링킹 영역이 할당되어 있고, 링킹 영역 이후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

다.

이 RMD 영역에는 검증시 발견된 결함 리스트 뿐만 아니라 기록 매체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결함 리스트가 저장되므로

본 발명은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 또는 사용 도중 발생된 결함 영역에 대한 리스트를 RMD 영역에 저장함과 동시에

일 예로서 결함 영역(ECC 블록 또는 섹터가 될 수 있음)에 속한 섹터의 전면에 존재하는 데이터 식별(Data

Identifier:DID) 영역에 결함 영역 다음의 영역에 데이터를 기록시 링킹이 수반됨을 나타내는 링킹 타입 정보를 저장한다.

이 후, 실제 사용자 데이터 기록시 결함 영역 바로 다음 영역은 링킹 체계를 적용한 후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한다. 여기서,

링킹 타입 정보를 부가 정보로 지칭될 수 있고, 결함 영역 다음의 영역에 데이터를 기록시 링킹이 수반됨을 나타내는 링킹

타입 정보는 기본 기록 단위내에 저장될 수 있다.

즉, 사용자 데이터(4)가 기록되는 도중에 RMD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결함 영역(3)을 발견하게 되면 그 결함 영역(3)에

는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고 건너뛰게 된다. 이때, 결함 영역(3)에 대해서는 레이저와 같은 광원으로부터 출사되는

광파워를 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는 파워 예를 들어, 재생 파워 이하로 낮추게 된다. 결함 영역(3)의 다음 링킹 영역(10)에

는 링킹 데이터(8)가 채워지고, 다시 새로운 데이터(7)를 기록하기 시작한다. 이 결함 영역(3) 다음에 발생되는 링킹 영역

(10)의 크기는 2KB와 32KB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2KB를 사용하는 것이 RTRW(Real Time Read/Write) 동작

(operation)시 유리한 면이 있다.

한편,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링킹은 검증시 결함 영역 검출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출된 결함 영역의 다음에 소정의

링킹 체계(2KB 또는 32KB)에 따라 미리 링킹 데이터를 기록해 둘 수 있다. 이때,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DID내의 데이

터 타입 정보에는 링킹 데이터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기록하고, 링킹 타입 정보에는 결함 영역 다음에 발생하는 링킹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기록한다.

결함 영역 바로 직전의 사용자 영역에서 사용자 데이터가 기본 기록 단위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구간동안에는

패딩 데이터(일 예로서 00h)를 기록하기 때문에 미리 패딩 데이터를 결함 영역 바로 직전의 기본 기록 단위 영역에 기록해

둘 수 있다. 이 패딩 데이터 구간은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시 오버라이트(overwrite)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검증 후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할 경우 결함 영역 다음에는 미리 링킹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링킹 영

역 바로 이어서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링킹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게 되고,

결함 영역과 링킹 영역 다음에 바로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실시간 기록에 유리하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링킹 타입 정보가 섹터 단위로 4바이트로 할당된 DID 영역내에 저장되는 일 예를 보이고 있으며,

데이터 식별 정보는 섹터 정보와 섹터 번호로 이루어지며, 섹터 정보로는 섹터 포맷 타입, 트래킹 방법, 반사율, 링킹 타입,

영역 타입, 데이터 타입, 레이어 수가 있다.

즉, 비트 위치 b31의 섹터 포맷 타입 정보는 아래와 같이 CLV(Constant Linear Velocity) 또는 ZCLV(Zone Constant

Linear Velocity)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0b: CLV format tpye

1b: Zoned format type, specified for Rewritable discs

비트 위치 b30의 트래킹 방법 정보는 아래와 같이 피트(pit) 트래킹 또는 그루브(groove) 트래킹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0b: Pit tracking

1b: Groove tracking, specified for Rewritable discs

비트 위치 b29의 반사율 정보는 아래와 같이 반사율이 40%를 초과하는지 또는 그 이하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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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b: If the reflectivity is greater than 40%

1b: If the reflectivity is less than or equal to 40%

비트 위치 b27과 b26의 영역 타입 정보는 아래와 같이 데이터 영역, 리드인(lead-in) 영역, 리드아웃(lead-out) 영역 또는

재생 전용 디스크를 위한 중앙(middle) 영역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00b: In the data area

01b: In the Lead-in area

10b: In the Lead-out area

11b: In the middle area of read-only discs

비트 위치 b25의 데이터 타입 정보는 아래와 같이 재생 전용 데이터인지 또는 링킹 데이터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0b: Read-only data

1b: Linking data

비트 위치 b24의 레이어 수 정보는 아래와 같이 단면 디스크 또는 양면 디스크에서의 레이어 수를 나타내고 있다.

0b: Layer 0 of dual layer discs or single layer discs

1b: Layer 1 of dual layer discs

본 발명에서는 섹터 정보 영역 내에 기존에는 예비되어 있던(Reserved) 비트 b28를 이용하여 링킹 타입(Linking type) 정

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여 더 기록한다.

0b : Linking for incremental recording

1b : Linking after defective area

즉, 링킹 타입 정보가 이진수로 "0"이면 연속 증가 기록을 위한 링킹이고, "1"이면 결함 영역 다음의 링킹임을 나타낸다. 여

기서, 연속 증가 기록 모드 또는 제한적 덮어 쓰기 기록 모드에서 발생되는 링킹 타입을 tpye Ⅰ이라 하고, 결함 영역 다음

에 발생되는 링킹 타입을 type Ⅱ라고 명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링킹 타입과 본 발명의 링킹 타입은 구별이 되며, 이와 같은 결함 영역 다음의 링킹을 나타내는 정보를

링킹이 일어나는 섹터의 DID내에 포함시키면 그 섹터에서 링킹이 일어날 경우, 그 링킹이 연속 증가 기록 또는 제한적 덮

어쓰기 기록시 발생된 링킹인지 아니면 결함 영역 다음에 발생된 링킹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링킹 타입 정보에 의해 1회

분에 기록되는 데이터가 연속적인지 아니면 결함 영역에 의해 나뉘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으므로 드라이브에

서는 이러한 링킹 타입 정보를 고속 데이터 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결함 영역에 의해 수반되는 링킹 체계는 DVD-RW의 모든 기록 모드 즉, 1회 전면 기록 모드

(Write-at-once recording mode), 제한적 덮어쓰기 기록 모드(Restricted overwrite recording mode), 연속 증가 기록

모드(Incremental recording mode)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결함 영역 처리 방법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참조 부호 11은 구 데이터가 기록된

사용자 데이터 영역이고, 12는 결함 ECC 블록이고, 13은 결함 ECC 블록으로 인해 링킹 영역과 동일한 효과를 위해 할당

되는 소정수의 ECC 블록이고, 14는 새로운 데이터가 기록되는 사용자 데이터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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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는 검증시 검출된 결함 영역의 다음에 1 ECC 블록(32KB) 이상의 영역을 이용하여 링킹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데이터의 기록이 재개되는 사용자 데이터 영역을 탐색할 수 있다. 이때, 결함 영역 다음의 소정수의 ECC 블록은

RMD 영역에 등록할 수도 있고,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결함 영역 다음에는 항상 소정수의 ECC 블록 이후에 사용자 데

이터 영역이 위치한다는 것을 정할 수도 있다.

또한, 결함 영역 다음의 소정수의 ECC 블록 영역에는 고속 탐색을 위해 미리 링킹 데이터 역할을 하는 데이터를 기록해 둘

수도 있고, 소정의 패턴을 갖는 기록 마크로 기록해 둘 수도 있다. 이를 테스트 신호라고 지칭한다.

검증 후 실제 사용자 데이터 기록시, 신호가 검출되지 않는 결함 영역을 만나게 되면 기준 신호가 검출되는지를 판단해서

기준 신호가 검출되면 결함 영역 이후에 링킹 영역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 위해 할당된 ECC 블록임을 인식한다. 이후 결함

영역 다음의 소정수의 ECC 블록을 지나서 다음 영역부터 나머지 새로운 데이터를 기록하게 되면 실시간 기록에 유리하다.

기준 신호는 그루브 트랙은 워블되어 있으므로 워블 신호가 될 수도 있고, 테스트 신호가 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연속 증가 기록 및 제한적 덮어쓰기 기록시 발생하는 링킹외에 결함 영역 다음에 발생하는 링

킹을 나타내는 링킹 타입 정보를 이용하여 기록 매체상에 큰 결함이 발생되어 기록재생에 필요한 기준 신호가 발생되지 않

더라도 결함 영역 바로 다음 영역에 링킹 체계를 적용한 후 사용자 데이터의 기록을 재개함으로써 사용자 데이터의 신뢰성

을 높일 수 있고, 보다 신뢰성이 있는 재생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검증시 발견된 결함 영역의 다음의 연속되는 소정수의 ECC 블록에 미리 링킹 데이터와 동일한 효과를 갖

는 테스트 신호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 후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할 경우 테스트 신호 또는 그루브의 워블 신호를 이

용하여 결함 영역과 소정수의 ECC 블록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실시간 기록에 유리한 장점

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본 기록 단위가 연속적으로 접해 있는 기록 매체에 있어서: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 또는 사용 도중 발생된 결함 영역의 다음 영역에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 소정의 링킹

체계가 적용됨을 나타내는 부가 정보가 저장되는 기록 매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에는 연속 증가 기록 모드시 발생된 링킹을 나타내는 제1 타입 정보와 결함 영역 다음에 발

생된 링킹을 나타내는 제2 타입 정보가 저장되는 기록 매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기본 기록 단위내에 저장되는 기록 매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데이터 식별(Data Identifier:DID) 영역에 저장되는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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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영역에 대해서는 광원의 기록 파워가 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는 파워로 낮춰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영역 다음에 수반되는 링킹 영역으로서 실시간 기록 및 재생시 유리한 2 킬로바이트가 할당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영역 다음에 수반되는 링킹 영역으로서 32 킬로 바이트가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검증시 발견된 결함 영역 다음에 수반되는 링킹 영역에는 검증시 미리 링킹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영역 다음에 발생된 링킹임을 나타내는 링킹 타입 정보와 링킹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

정보가 데이터 식별 영역에 저장되는 기록 매체.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영역 바로 이전의 기본 기록 단위에는 패딩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영역 다음에 수반되는 링킹 체계는 DVD-RW(Digital Versatile Disc-Rewritable)의 1회 전면

기록 모드(write-at-once recording mode), 제한적 덮어쓰기 기록 모드(Restricted overwrite recording mode), 연속

증가 기록 모드(Incremental recording mode) 모두에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12.

기본 기록 단위가 연속적으로 접해 있는 기록 매체에 있어서:

검증시 발견된 결함 영역 다음에는 연속되는 하나 이상의 소정수의 에러 정정 코드(ECC) 블록이 배치되고;

상기 결함 영역 다음의 소정수의 ECC 블록 이후에 사용자 데이터 영역이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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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영역 다음의 소정수의 ECC 블록은 결함 관리 영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영역 다음의 소정수의 ECC 블록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

록 매체.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검증시 상기 결함 영역 다음의 소정수의 ECC 블록에는 미리 소정의 테스트 신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16.

기본 기록 단위가 연속적으로 접해 있는 기록 매체상의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 또는 사용 도중 발생된 결함 영역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사용자 데이터를 기본 기록 단위로 기록하다가 상기 결함 영역이 발견되면 상기 결함 영역의 바로 직후 소정의 링킹 체

계를 적용한 후 사용자 데이터를 다시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는 상기 결함 영역에 대해 광원의 기록 파워가 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는 파워로 낮춰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링킹 체계에 따라 수반되는 링킹 영역은 실시간 기록 및 재생시 유리한 2 킬로바이트가 할

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링킹 체계에 따라 수반되는 링킹 영역은 32 킬로 바이트가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b)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 검증시 발견된 결함 영역 다음에 수반되는 링킹 영역에 검증시 미리 링킹 데이터를 기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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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는 상기 결함 영역 다음에 발생된 링킹임을 나타내는 링킹 타입 정보와 링킹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 정보를 데이터 식별 영역에 더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는 상기 결함 영역 바로 이전의 기본 기록 단위에는 패딩 데이터를 더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영역 다음에 발생되는 링킹은 DVD-RW(Digital Versatile Disc-Rewritable)의 1회 전면 기

록 모드(Write-at-once recording mode), 덮어쓰기 기록 모드(Restricted overwrite recording mode), 연속 증가 기록

모드(Incremental recording mode) 모두에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기본 기록 단위가 연속적으로 접해 있는 기록 매체상의 결함 영역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 또는 사용 도중 발생된 결함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 및

(b) 상기 결함 영역의 리스트는 결함 관리 영역에 등록하고, 상기 결함 영역의 다음에 링킹 체계가 적용됨을 나타내는 부가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c) 상기 기본 기록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하다가 상기 결함 관리 영역에 등록된 결함 영역이 발견되면 상기 부가 정보를 분

석하는 단계; 및

(d) 상기 부가 정보가 결함 영역 다음에 링킹 체계가 적용됨을 나타내면 상기 결함 영역의 바로 직후 소정의 링킹 체계에

따라 수반되는 링킹 영역 이후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4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는 상기 부가 정보로서 연속 증가 기록 모드시 발생된 링킹을 나타내는 제1 타입 정보와

결함 영역 다음에 발생된 링킹을 나타내는 제2 타입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방법.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는 상기 부가 정보를 상기 기본 기록 단위내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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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는 상기 부가 정보를 결함 영역에 속한 섹터의 데이터 식별(Data Identifier:DID) 영역

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는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 검증시 발견된 결함 영역 다음에 수반되는 링킹 영역

에는 검증시 미리 링킹 데이터를 더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는 상기 결함 영역 다음에 발생된 링킹임을 나타내는 링킹 타입 정보와 링킹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 정보를 DID 영역에 더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는 상기 결함 영역 바로 이전의 기본 기록 단위에는 패딩 데이터를 더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는 DVD-RW(Digital Versatile Disc-Rewritable)이고, 상기 결함 관리 영역은

RMD(Recording Management Data) 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에서는 상기 결함 영역에 대해 광원의 기록 파워가 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는 파워로 낮춰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에서는 상기 링킹 영역을 실시간 기록 및 재생시 유리한 2 킬로바이트를 할당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에서는 상기 링킹 영역을 32 킬로 바이트를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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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영역 다음에 수반되는 링킹 체계는 1회 전면 기록 모드(Write-at-once recording mode), 덮

어쓰기 기록 모드(Restricted overwrite recording mode), 연속 증가 기록 모드(Incremental recording mode) 모두에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기본 기록 단위가 연속적으로 접해 있는 기록 매체상의 결함 영역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a) 검증시 발견된 결함 영역 다음에는 연속되는 하나 이상의 소정수 에러 정정 코드(ECC) 블록을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는 상기 결함 영역 다음의 소정수의 ECC 블록은 결함 관리 영역에 등록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영역 다음의 소정수의 ECC 블록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40.

제37항에 있어서,

(b) 검증시, 상기 결함 영역 다음의 소정수의 ECC 블록에는 미리 소정의 테스트 신호를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c) 검증 후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시, 상기 결함 영역이 발견된 후 소정의 기준 신호가 검출되면 상기 결함 영역 다음의 소

정수의 ECC 블록 이후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기준 신호는 테스트 신호 또는 워블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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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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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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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등록특허 10-0544175

- 14 -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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