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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스크의 결함관리영역 정보 검증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위한 테스트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디스크 기록/재생장치를 통해 추가 여유 공간(Supplementary Spare Area) 확장모드를 운영할 때, 결함관리영

역(DMA) 정보를 정상적으로 생성/갱신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 장치를 개시한

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a) 테스트 기준 정보를 갖는 테스트용 디스크를 사용하여 기록/재생장치에서 테스트용 디스크의

추가 여유 공간을 확장한 후, 테스트용 디스크로부터 테스트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b) 테스트 기준 정보에 의해 예측된

기준 정보와 테스트 정보를 비교하여 테스트 정보에 대한 검증결과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디스크 기록/재생 장치의 추가 여유 공간 확장에 따른 DMA 생성/갱신 기능을 용이하게 검증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재차 기록이 가능한(rewritable) 디스크의 개략적인 구조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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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테스트 장치의 기능 블록 도이다.

도 3a 내지 도 3c는 도 2에 도시된 검증기에 구비되는 검증을 위한 상세 체크 리스트의 예이다.

도 4는 추가 여유 영역 확장 예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검증방법에 대한 동작 흐름 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1:C-1 디스크 203:DMA 미러 파일 제공부

205:기준 디스크 구동장치 207:C-3 디스크

209:테스트 대상 디스크 구동장치 211:C-3' 디스크

213:C-3' 디스크 DMA 미러 파일 215:검증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록/재생이 가능한 디스크(disc)를 기록/재생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스크를 기록/재생할 수 있

는 장치가 디스크의 결함관리영역(Defect Management Area, 이하 DMA라고 약함) 정보를 정상적으로 생성/갱신하는 지

를 검증하는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술한 기록/재생이 가능한 디스크는 레이저 등과 같이 빛의 성질을 이용하여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광 디스크로서,

DVD-RAM(Digital Versatile Disc Random Access Memory, 이하 DVD-RAM이라 약함)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DVD-

RAM은 재차 기록이 가능한(rewritable) 디스크이다. "DVD Specifications for rewritable disc Part1 Physical

Specifications version 2.0" 규격에 의하면, 상술한 DVD-RAM은 디스크상의 결함(defect)을 관리하기 위하여 디스크 한

면 당 4개의 DMA(DMA1. DMA2, DMA3, DMA4)가 존재하게 된다.

이 4개의 DMA중 DMA1과 DMA2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크의 내부 직경(inner diameter)에 인접한 리드인

(Lead-in) 영역에 위치하고, DMA3와 DMA4는 디스크의 외부 직경(outer diameter)에 인접한 리드 아웃(Lead-out) 영

역에 위치한다. 그리고, 각 DMA들에는 예비 섹터들(reserved sectors)이 뒤따른다.

이러한 DMA에는 각각 디스크 정의 구조(Disc Definition Structure, 이하 DDS라고 약함)와 1차 결함 리스트(Primary

Defect List, 이하 PDL이라 약함) 및 2차 결함 리스트(Secondary Defect List, 이하 SDL이라 약함)가 저장된다. 상술한

DDS에는 디스크 검정(檢定) 플래그(disc certification flag), DDS/PLD 업데이트 카운터 및 각 영역(zone)별 시작 논리섹

터번호(logical sector number) 등 디스크의 포맷된 구조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되고, PDL에는 디스크 초기화 시 발견된

디스크상의 모든 결함 섹터들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되고, SDL에는 디스크 사용 중 발생된 결함 블록(1 ECC(Error-

Correction Code)블록)의 첫 번째 섹터의 섹터 번호와 결함 블록과 치환(replacement)되는 여유 블록(spare blocks)의

첫 번째 섹터의 섹터번호에 대한 정보들과 여유 공간(spare area)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DMA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은 바로 읽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디스크 상에 존재하는 결함의 위치 및

개수에 따라 변경되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DMA에 등록되어 있는 결함정보를 근거로 한 연산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들

도 포함되어 있다. 결함정보를 근거로 한 연산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로는 각 지역의 시작섹터번호 또는 논리섹터번호 0의

위치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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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DMA가 디스크의 일면 당 4개 존재하는 것은, DMA정보의 오류로 잘못된 결함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DMA 정보들은 데이터의 물리적인 섹터(physical sector)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광디스크와 같이

이동이 가능한 기록 매체는 DMA의 정보가 잘못 기록 및 해독되는 경우에 디스크 기록/재생 장치간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이는 디스크 기록/재생 장치(예를 들어, DVD-RAM 기록 재생장치)의 기록/재생 계층을 파일시스템 계층, 호스트 컴퓨터

와 기록 재생이 가능한 디스크 기록/재생 장치를 연결해주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계층, 물리적인 신호를 기록 재생하는 물

리적인 디스크 기록/재생 장치(또는 디스크 구동 장치) 계층 및 기록매체 계층 등으로 구분할 때, 물리적인 디스크 기록/재

생장치 계층 이하에서 DMA 정보에 대한 기록 및 해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실제 파일시스템에서는 논리적인 섹터번호만을 사용하여 기록 또는 재생을 원하는 사용자 정보를 디스크 기록/재생 장

치로 넘겨주고, 디스크 기록/재생 장치는 논리섹터번호를 물리적인 섹터번호로 바꾸어 사용자 정보에 대한 기록 또는 재생

처리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때 DMA정보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디스크 기록/재생 장치에서 DMA정보를 잘못

해독하거나 잘못 기록한 경우에, 다른 디스크 기록/재생 장치에서 데이터를 올바로 읽거나 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디스크 기록/재생 장치에서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DMA정보를 정확하게 해독하고 디스크 상에 DMA정보를 정

확하게 생성/갱신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요구에 따라 안출한 것으로, 디스크 기록/재생장치를 통해 추가 여유 공간(Supplementary Spare Area)

확장모드를 운영할 때, 결함관리영역(DMA) 정보를 정상적으로 생성/갱신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디스크 기록/재생장치를 통해 추가 여유 공간 확장모드를 운영할 때, 빈 디스크(blank disc)와 테스

트 기준이 되는 결함관리영역 미러 파일(DMA Mirror file)을 이용하여 생성한 디스크의 결함관리영역 정보를 정상적으로

생성/갱신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디스크 기록/재생장치를 통해 추가 여유 공간 확장모드를 운영할 때, 결함관리영역 정보를 정상

적으로 생성/갱신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결함 관리 영역(DMA) 정보를 갖는 디스크를 기

록/재생할 수 있는 기록/재생 장치의 DMA 정보 생성/갱신 기능을 검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테스트 기준 정보를 갖는

테스트용 디스크를 사용하여 기록/재생장치에서 테스트용 디스크의 추가 여유 공간을 확장한 후, 테스트용 디스크로부터

테스트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b) 테스트 기준 정보에 의해 예측된 기준 정보와 테스트 정보를 비교하여 테스트 정보에 대

한 검증결과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결함 관리 영역(DMA) 정보를 갖는 디스크

(disc)를 기록/재생할 수 있는 기록/재생장치의 DMA 정보 생성/갱신 기능을 테스트하는 장치에 있어서, 테스트 기준 정보

가 기록된 테스트용 디스크; 테스트용 디스크를 이용하여 기록/재생장치에서 추가 여유 공간 확장 모드를 수행한 후, 테스

트용 디스크로부터 테스트 정보를 생성하는 기준 디스크 구동장치; 테스트 기준 정보를 토대로 예측된 기준 정보와 상기

테스트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테스트 정보에 대한 검증결과를 제공하는 검증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구동장치의 테스트 장치에 대한 기능 블록 도로서, C-1 디스크(201), 결함관리영역(Defect

Management Area, 이하 DMA라고 약함) 미러 파일(mirror file) 제공부(203), 기준 디스크 구동장치(reference drive)

(205), C-3 디스크(207), 테스트 대상 디스크 구동장치(drive to be tested)(209), C-3' 디스크(211), C-3' 디스크 DMA

미러 파일(213) 및 검증기(215)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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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디스크(201)는 DVD-RAM(Digital Versatile Disc Random Access Memory, 이하 DVD-RAM이라 약함)과 같이

재차 기록이 가능한 디스크에 정보를 기록/재생할 수 있는 디스크 구동장치를 테스트(test)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물리적인

결함이 존재하도록 제작한 테스트용 디스크로서, 아무런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빈 디스크(blank disc)이다. C-1 디스

크(201)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결함은 원하는 디스크 구동장치를 테스트할 때, 미리 알고 있는 정보로서 이용된다. 또한,

C-1 디스크(201)는 재차 기록이 가능한 디스크에 대한 "DVD specification for Rewritable disc version 2.0 규격서에

규정되어 있는 4.7GB(Giga Bytes)의 용량을 가지는 상 변화 기록방식의 DVD-RAM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

스크이다.

DMA 미러 파일 제공부(203)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크 정의 구조(이하 DDS라고 약함), 1차 결함 리스트(이하

PDL이라 약함) 및 2차 결함 리스트(이하 SDL이라 약함)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추가 여유 공간(Supplementary

Spare Area, 이하 SSA라고 약함)이 가득 찬 조건을 만족하는 테스트 기준 정보인 DMA 미러 파일을 제공한다.

특히, 제공되는 DMA 미러 파일은 상술한 추가 여유 공간이 가득 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PDL에 존재하는 초기 여유

공간(Primary Spare Area, 이하 PSA라고 약함)에 대한 여유 영역 풀 플래그(full flag)를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는 '1b'로

설정하고, SDL에 존재하는 추가 여유 공간(Supplementary Spare Area, 이하 SSA라고 약함)에 대한 여유 공간 풀 플래

그도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는 '1b'로 설정하도록 구성된다.

초기 여유 공간(Primary Spare Area, 이하 PSA이라 약함)은 디스크의 초기화 또는 재 초기화 시, 디스크의 유저 데이터

영역의 가장 앞부분에 배치되는 초기 결함을 위한 여유 공간으로서, 주로 건너뛰기 치환(Slipping replacement)에 사용되

고 남은 영역은 선형치환(Linear replacement)에 사용된다. 추가 여유 공간(Supplementary Spare Area, 이하 SSA라 약

함)은 초기 여유 공간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초기화, 재 초기화 시 또는 디스크를 사용 중 할당할 수 있고 크기를 확장시킬

수도 있다.

또한 PSA와 SSA에는 논리적인 섹터 번호가 할당되지 않는다. 논리적인 섹터 번호(Logical Sector Number 이하 LSN 이

라고 함)와 실제 물리적인 섹터 번호(physical sector number)간의 관계는 디스크상의 결함에 의해서 바뀌어진다. 즉, 결

함 섹터가 발생될 때마다 PSA의 사용 영역은 영역의 톱(top)을 향해 1 섹터씩 증가되므로 논리적인 섹터번호가 변경된다.

이러한 건너뛰기 치환에 의해 치환된 결함 섹터의 위치는 PDL에 기록된다.

SSA는 디스크 사용 중 발생되는 결함(2차 결함)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한 지역의 오류 정정 코드(ECC) 블록단위로 여유

공간에 있는 정상적인 블록으로 치환하는 선형 치환(linear replacement) 시 이용되는 영역이다. 이러한 선형 치환 시 디

스크상의 LSN과 실제 섹터 번호간의 관계는 실제 섹터번호에 LSN이 할당되어진 섹터가 결함이 발생하면, 즉, 상술한 2차

결함이 발생되면, 상술한 LSN을 가지는 섹터는 SSA의 사용 가능한 영역의 뒤쪽부터 앞으로 증가시켜 나가면서 할당한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LSN을 가지는 섹터의 물리 여유 공간에 있는 섹터로 선형 치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형 치환에 의해

치환된 결함 블록 위치는 결함관리영역의 SDL에 기록된다.

따라서, 테스트 기준 DMA 미러 파일은 상술한 PSA와 SSA가 실질적으로 모두 채워져 상술한 풀 플래그가 가득 찬 상태로

설정된 것처럼 풀 플래그뿐 아니라 PSA 및 SSA에 대한 테스트 기준 엔트리들이 모두 기록된 PDL과 SDL을 갖도록 구성

하거나 PDL과 SDL의 엔트리들은 모두 채워지지 않았으나 풀 플래그만 가득 찬 상태 값으로 설정된 것처럼 구성할 수도

있다.

기준 디스크 구동장치(205)는 디스크에 정보를 기록/재생할 수 있는 기록/재생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변형된

(modified) 테스트용 기록/재생장치이다. 이 기준 디스크 구동장치(205)는 C-1 디스크(201)가 설치되고 DMA 미러 파일

제공부(203)로부터 테스트 기준 DMA 미러 파일이 제공되면, 제공된 DMA 미러 파일을 C-1 디스크(201)에 기록한 C-3

디스크(207)를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이 때, C-1 디스크(201)에 기록되는 테스트 기준 DMA 미러 파일은 C-1 디스크

(201)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결함과 관계없이 기록된다. 따라서, C-3 디스크(207)는 C-1 디스크(201)에 존재하는 물리적

인 결함이 존재하면서 이 물리적인 결함과 관계없이 상술한 테스트를 위한 기준 DMA 미러 파일이 기록된 디스크가 된다.

이 C-3 디스크(207)에 기록된 DMA 정보는 사용자가 알고 있는 고정된 정보(pre-fixed)이다. 그리고, C-3 디스크(207)

는 재차 기록이 가능한 디스크에 대한 "DVD specification for Rewritable disc version 2.0 규격서에 규정되어 있는

4.7GB(Giga Bytes)의 용량을 가지는 상 변화 기록방식의 DVD-RAM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스크이다.

또한, 기준 디스크 구동장치(205)는 후술할 SSA가 확장된 C-3' 디스크(211)가 설치되면, 설치된 C-3' 디스크(211)에 기

록되어 있는 DMA 정보를 직접 읽고, 읽혀진 C-3' 디스크 DMA 미러 파일(213)을 테스트 정보로서 출력하도록 구성된다.

이 때, 테스트 정보는 C-3' 디스크 DMA 미러 파일(213)에 존재하는 일부 정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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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대상 디스크 구동장치(209)는 재차 기록이 가능한 디스크에 정보를 기록/재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록/재생 장치

이다. 이 테스트 대상 디스크 구동장치(209)는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C-3 디스크(207)가 설치되면, SSA 확장모드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테스트 대상 디스크 구동장치(209)는 C-3 디스크(207)의 SSA를 확장한 C-3' 디스크(211)가 생성되

도록 C-3 디스크(207)의 DMA를 생성/갱신하게 된다. C-3' 디스크(211)는 C-1 디스크(201)와 마찬가지로 4.7GB(Giga

Bytes)의 용량을 갖는 상 변화 기록방식의 DVD-RAM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스크이다.

테스트 대상 디스크 구동장치(209)에서 생성된 C-3' 디스크(211)는 기준 디스크 구동장치(205)에 설치되어 상술한 바와

같이 테스트 정보를 출력하게 된다. 기준 디스크 구동장치(205)로부터 출력된 테스트 정보는 검증기(215)로 제공된다. 제

공방식은 기준 디스크 구동장치(205)가 직접 제공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검증기(215)는 테스트 대상 디스크 구동장치(209)가 C-3 디스크(207)에 대한 SSA 확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에 변경될 것으로 예측되는 DMA의 기준 정보(또는 기대치)를 이용하여 C-3' 디스크 DMA 미러 파일(213)을 검증한다.

기준 정보는 DMA 미러 파일 제공부(203)로부터 제공되는 테스트 기준 DMA 미러 파일과 미리 제공된 C-1 디스크(201)

의 물리적인 결함정보를 고려하여 검증기(215)에서 설정하거나 도 3a 내지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은 DMA 정보 테이블

을 사전에 구비하여 이용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도 3a는 DMA 검증(verification)을 위해 검증기(215)에 구비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로서, DMA의 에러 상태(Error

condition of DMA), DDS/PDL 및 SDL 갱신 카운터(Update counter), DMA 내용(contents) 항목 등이 존재한다.

DMA 에러 상태 항목은 리드인 영역과 리드아웃 영역에 각각 2개소씩 존재하는 DMA에 에러가 존재하는 지를 체크하는

것으로서, 4개소의 DMA1, DMA2, DMA3, DMA4에 정정되지 못한 에러들(uncorrectable errors)이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어느 하나의 DMA에 정정되지 못한 에러가 발견되면 검증결과는 테스트 대상 디스크 구동장치(209)가 C-3 디스크

(207)의 DMA 생성/갱신에 실패(failure)한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출력된다. 출력방식은 실패 여부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

도록 디스플레이 하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DMA 생성/갱신이 실패된 경우에, 사용자는 새로운 테스트 디스

크를 사용하여 처음부터 테스트를 재 시도하여야 한다.

DDS/PDL, SDL 갱신 카운터 항목은 검정하면서 재 초기회 시, 4개소의 DDS1, DDS2, DDS3, DDS4내의 DDS/PDL 갱신

카운터 값과 4개소의 SDL1, SDL2, SDL3, SDL4내의 DDS/PDL 갱신 카운터 값을 나타내는 "M+k"값이 "M"이 "이전 값

(previous value)"이고, "k"가 "1"인 것에 의한 값을 갖는 지를 체크한다. 이는 DDS/PDL 갱신 카운터 값이 DDS/PDL이 갱

신되거나 재 기입될 때마다 1씩 증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DMA1, DMA2, DMA3, DMA4에 각각 존재하는 8개의 DDS/

PDL 갱신 카운터 값들이 모두 동일한 지를 체크한다.

또한, 4개소의 SDL1, SDL2, SDL3, SDL4내의 SDL 개정 카운터 값을 나타내는 "N+k"값이 "N"이 "이전 값(previous

value)"이고 "k"가 "1"인 것에 의한 값을 갖는 지를 체크한다. SDL 갱신 카운터 값 역시 SDL이 갱신되거나 재 기입될 때마

다 1씩 증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4개소의 SDL 갱신 카운터 값들이 동일한 지를 체크한다.

또한, 4개소(DMA1, DMA2, DMA3, DMA4)의 DMA 내용들이 모두 동일한 지를 체크한다.

도 3b는 DDS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검증기(215)에 구비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로서, DDS 식별자(Identifier), 디스크 검증

플래그(Disc Certification flag), DDS/PDL 갱신 카운터(update counter), 그룹 수(Number of Group), 영역 수(Number

of zones), 초기 여유 공간의 위치(Location of Primary spare area), 첫 번째 논리 섹터번호의 위치(Location of LSN0),

각 영역의 시작 논리 섹터번호의 위치(Start LSN for each zone) 등이 존재한다.

즉, DDS 식별자가 "0A0Ah"인지를 체크하고, 1바이트의 디스크 검증 플래그 중에서 진행 중(In-progress)인지를 나타내

는 비트 위치 b7의 값이 "0b"인지를 체크한다. 이 때, 비트 위치 b7의 값이 "0b"이면 포맷팅이 완료됨을 나타내고, "1b"이

면 포맷팅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므로 만약 "1b"이면 검증기(215)는 포맷팅이 실패한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디스크 검증

플래그 중에서 예비 비트 위치 b6∼b2가 모두 "0b"인지를 체크하고, 사용자 검증 플래그를 나타내는 비트 위치 b1의 값이

"1b"인지를 체크하고, 디스크 제조업자 검증 플래그를 나타내는 비트 위치 b0의 값이 "1b"인지를 체크한다.

DDS/PDL 갱신 카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DDS/PDL 갱신 카운터를 나타내는 M의 값이 "이전 값"인지와 카운터의 증분을

나타내는 k의 값이 "1"인지를 체크하고, 그룹의 수가 1개를 나타내는 "0001h"인지와 지역 수가 35개인지를 나타내는

"0023h"인지를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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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기 여유 공간의 첫 번째 섹터 번호가 "031000h"인지와 마지막 섹터의 섹터 번호가 "0341FFh"인지를 체크하고,

첫 번째 논리 섹터 번호(LSN0)의 위치는 PDL에 등록되어 있는 결함 수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를 체크한다. 그리고, 각 지역

의 시작 논리 섹터 번호 즉, 두 번째 영역(Zone 1) 부터 35번째 영역(Zone 34)의 각 시작 논리 섹터 번호가 PDL에 등록되

어 있는 결함 수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를 체크한다. 여기서, PDL에 등록되어 있는 결함은 C-1 디스크(201) 상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결함과 DMA 미러 파일 제공부(203)에서 제공되는 기준 DMA 미러 파일의 PDL에 등록되어 있는 결함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또, DDS 구조의 나머지 예비 영역(바이트 위치 396 to 2047)이 모두 "00h"인지를 확인한다.

PDL 구조의 확인을 위한 체크 항목은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PDL 식별자(Identifier), PDL내의 항목 수(Number of

entries in the PDL), PDL 항목의 구성 상태(Integrity of PDL entry), 미사용 영역(Un-used area) 등이다.

즉, PDL 식별자가 "0001h"인지를 체크하고, PDL내의 항목 수는 C-1 디스크(201)의 물리적인 결함과 DMA 미러 파일 제

공부(203)로부터 제공된 기준 DMA 미러 파일의 PDL에 포함된 결함 수를 나타내며, 각 PDL 항목의 구성 상태는 항목 타

입과 결함 섹터 번호를 체크한다. 여기서, PDL 항목 타입은 C-3 디스크(207)에 존재하는 미리 알고 있는 P-list를 나타내

는 "00b"과 사용자 검증시 발생한 결함 섹터인 G1_list를 나타내는 "10b" 및 SDL 변환에 의해 발생되는 G2_list를 나타내

는 "11b" 등이 테스트 기준 DMA 미러 파일에 존재하는 것과 동일하게 존재하는 지를 체크하고, PDL의 결함 섹터 번호는

섹터 번호가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ascending order)로 기입되었는지를 체크한다.

그리고, 사용되지 않은 PDL영역(Un-used area)은 "FFh"인지를 체크한다.

SDL 구조의 확인을 위한 체크 항목은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SDL 식별자(Identifier), SDL 갱신 카운터(Update

counter), 2차 여유 공간의 시작 섹터 번호(Start sector number of SSA), 논리 섹터의 총 개수(Total number of logical

sector), DDS/PDL 갱신 카운터, 여유 공간 풀 플래그(Spare area full flag), SDL내의 항목 수(Number of entries in

SDL), SDL 항목의 구성 상태(Integrity of SDL entry), 미사용 공간(Un-used SDL area) 등이다.

즉, SDL 식별자가 "0002h" 인지를 체크하고, SDL 갱신 카운터 항목을 검증하기 위해서 SDL 갱신 카운터를 나타내는 N값

이 "이전 값"인지와 카운터의 증분 값을 나타내는 k의 값이 "1"인지를 체크한다. DDS/PDL 갱신 카운터 항목을 검증하기

위해서 DDS/PDL 갱신 카운터를 나타내는 M값이 "이전 값"인지와 카운터의 증분 값을 나타내는 k 값이 "1"인지를 체크한

다.

또한, 여유 공간 풀 플래그의 2차 여유 공간이 가득 차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지를 체크한다. 이는 테스트 대상 디스크 구

동장치(209)에서 SSA를 확장함에 따라 SSA 풀 플래그가 가득 차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값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SSA 확장처리를 위해 테스트 기준 DMA 미러 파일에 추갖거으로 확장할 수 있는 양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테스트

대상 디스크 구동장치(209)는 설정된 양만큼 C-3 디스크(207)의 SSA를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장하면 되므로 SSA

의 시작 섹터번호와 논리섹터의 총 개수를 체크하여 이러한 확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 지를 체크한다.

그리고, 테스트 기준 DMA 미러 파일에 최대 설정이 가능한 SSA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는 경우에, 테스트 대상 디스크 구

동장치(209)는 이를 이용하여 현재 설정되어 있는 SSA를 연산하여 추가로 설정 가능한 영역을 계산하여 확장처리를 하

고, 그에 대한 정보를 DDS에 기록할 것이므로, 이러한 확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한다.

한편 여유 공간에는 논리적인 섹터 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여유 공간은 파일시스템 공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SA

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의 정보도 함께 바뀌게 된다. 이는 통상의 경우 파일 시스템 정보에는 파일시스템 공간

의 크기 등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파일 시스템 정보 자체도 볼륨 공간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파일시스템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록되는 위치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SA를 제대로 확장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파일시스템 정보가 올바르게 갱신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검증기(215)는 C-3' 디스크 DMA 미러 파일(213)에 존재하는 정보가 설정된 기준 정보를 따르는지를 검증하여

테스트 대상 디스크 구동장치(209)가 C-3 디스크(207)에 기록되어 있는 DMA 해독에 따른 SSA 확장처리 후 DMA를 정

상적으로 생성/갱신하였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검증 결과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디스플레이 되도록 구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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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별도의 디스플레이 수단을 더 구비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테스트 대상 디스크 구동장치(209)가 SSA확장모드를 수행할 때, 디스크의 DMA를 정상적으로 해독/생성/갱신하는 지를

파악하게 된다.

도 5 본 발명에 따른 검증방법에 대한 동작 흐름 도로서, 단계 501에서 상술한 도 2에서와 같은 조건을 갖춘 C-1 디스크

(201)에 상술한 도 2에서와 같은 조건을 갖는 테스트 기준 DMA 미러 파일을 기록하여 C-3 디스크(207)를 생성한다.

그 다음, 단계 502에서 테스트 대상 디스크 구동장치(209)에 C-3 디스크(207)를 설치하고, 단계 503에서 테스트 대상 디

스크 구동장치(209)가 임의의 SSA 확장모드를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단계 504에서 SSA가 확장된 C-3' 디스크(211)

에 기록되어 있는 DMA 미러 파일을 테스트 정보로서 독출하고, 단계 505에서 독출된 DMA 미러 파일(213)을 검증한다.

검증은 상술한 도 2의 검증기(215)에서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예측된 기준 정보(또는 기대치)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검

증이 완료되면, 단계 506에서 검증 결과를 출력하여 사용자가 테스트 대상 디스크 구동장치(209)에 대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은 아무런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빈 디스크(C-1 디스크)와 추가 여유 공간(SSA) 확장 테스트를 위한

기준 DMA 미러 파일을 이용하여 생성한 테스트용 디스크(C-3 디스크)를 이용하여 테스트 대상 디스크 구동장치의 추가

여유 공간 확장모드를 수행함으로써, 추가 여유 공간 확장모드에서 테스트 대상 디스크 구동장치가 DMA 해독/생성/갱신

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를 사용자가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가 테스트용 디스크를 직접 제작할 수 있어 제작사

가 별도로 테스트용 디스크를 제작 및 제공함에 따라 발생되는 제작사와 사용자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결함 관리 영역(DMA) 정보를 갖는 디스크를 기록/재생할 수 있는 기록/재생 장치의 DMA 정보 생성/갱신 기능을 검증하

는 방법에 있어서,

(a) 테스트 기준 정보를 갖는 테스트용 디스크를 사용하여 상기 기록/재생장치에서 상기 테스트용 디스크의 추가 여유 공

간을 확장한 후, 상기 테스트용 디스크로부터 테스트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b) 상기 테스트 기준 정보에 의해 예측된 기준 정보와 상기 테스트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테스트 정보에 대한 검증결과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검증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기준 정보는 미러 파일의 형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증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기준 정보는 여유 공간 플래그가 2차 여유 공간이 가득 찬 상태임을 나타내는 값으로 설정되

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증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정보는 미러 파일의 형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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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정보는 상기 테스트용 디스크의 결함관리영역으로부터 직접 읽은 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검증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b1)상기 테스트 정보의 결함 관리 영역(DMA)의 구조를 검증하는 단계;

(b2)상기 테스트 정보의 디스크 정의 구조(DDS)를 검증하는 단계;

(b3)상기 테스트 정보의 1차 결함 리스트(PDL)의 구조를 검증하는 단계;

(b4)상기 테스트 정보의 2차 결함 리스트(SDL)의 구조를 검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증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b1)단계는,

(b1-1)상기 테스트용 디스크의 리드인 영역과 리드 아웃 영역에 각각 2개소 씩 존재하는 총 4개소의 DMA의 어느 하나라

도 에러가 존재하는 지를 체크하는 단계;

(b1-2) 상기 4개소의 DDS내의 DDS/PDL 갱신 카운터 값과 상기 4개소의 SDL내의 DDS/PDL 갱신 카운터 값이 "이전 값

"인지, 카운터의 증분 값이 "1"인지와 상기 DDS/PDL 갱신 카운터들이 모두 같은지를 체크하는 단계;

(b1-3) 상기 4개소의 SDL내의 SDL 개정 카운터 값이 "이전 값"인지, 카운터의 증분 값이 "1"인지와 상기 SDL 갱신 카운

터들이 모두 같은지를 체크하는 단계; 및

(b1-4) 상기 4개소의 DMA 내용이 모두 동일한지를 체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증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b2)단계는,

(b2-1) DDS의 식별자를 체크하는 단계;

(b2-2) 디스크 검증 플래그 중에서 진행 중인지를 나타내는 비트 값이 "0b"인지와 디스크 제조업자 검증을 나타내는 비트

값 및 사용자 검증을 나타내는 비트 값이 "1b"인지를 체크하는 단계;

(b2-3) DDS/PDL 갱신 카운터 값이 "이전 값"인지와 카운터의 증분 값이 "1"인지를 체크하는 단계;

(b2-4)그룹 수를 체크하는 단계;

(b2-5)영역 수를 체크하는 단계;

(b2-6)초기 여유 공간의 첫 번째 섹터번호와 마지막 섹터의 섹터번호를 체크하는 단계;

(b2-7)첫 번째 논리섹터번호 위치가 PDL에 등록되어진 결함 수에 의해 결정되는 지를 체크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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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8)각 영역의 시작 논리섹터 번호가 PDL에 등록되어진 결함 수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체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증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b3)단계는,

(b3-1)PDL 식별자를 체크하는 단계;

(b3-2)PDL내의 항목 수가 상기 테스트 기준 정보의 PDL에 등록되어진 결함의 수와 일치하는 지를 체크하는 단계;

(b3-3)상기 PDL 항목의 구성상태에 존재하는 결함 리스트들이 상기 테스트 기준 정보에 설정되어 있는 결함리스트들과

일치하는 지를 체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증방법.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b4)단계는,

(b4-1) SDL 식별자를 체크하는 단계;

(b4-2)SDL 갱신 카운터 값이 "이전 값"인지와 카운터의 증분 값이 "1"인지를 체크하는 단계;

(b4-3)DDS/PDL 갱신 카운터 값이 "이전 값"인지와 카운터의 증분 값이 "1"인지를 체크하는 단계;

(b4-4) SSA의 시작논리섹터번호, 논리섹터의 총 개수가 사용자가 지정한 2차 여유 공간의 크기에 맞도록 설정되어 있는

지를 체크하는 단계; 및

(b4-5)여유 공간 풀 플래그는 2차 여유 공간이 가득 차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지를 체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검증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방법은,

(c) 빈 디스크에 상기 테스트 기준 정보를 기록하여 상기 테스트용 디스크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증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상기 빈 디스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상기 테스트 기준 정보를 기록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증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상기 테스트 정보에 상기 테스트용 디스크의 파일 시스템 정보가 포함되도록 상기 테스트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b)단계는 상기 테스트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파일 시스템 정보가 올바르게 갱신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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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결함 관리 영역(DMA) 정보를 갖는 디스크(disc)를 기록/재생할 수 있는 기록/재생장치의 DMA 정보 생성/갱신 기능을 테

스트하는 장치에 있어서,

테스트 기준 정보가 기록된 테스트용 디스크;

상기 테스트용 디스크를 이용하여 상기 기록/재생장치에서 추가 여유 공간 확장 모드를 수행한 후, 상기 테스트용 디스크

로부터 테스트 정보를 생성하는 기준 디스크 구동장치;

상기 테스트 기준 정보를 토대로 예측된 기준 정보와 상기 테스트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테스트 정보에 대한 검증결과를

제공하는 검증기를 포함하는 테스트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기준 정보는 미러 파일의 형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기준 정보는 여유 공간 플래그가 2차 여유 공간(SSA)이 가득 찬 상태임을 나타내는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정보는 미러 파일의 형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 장치.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정보는 상기 테스트용 디스크의 결함관리영역으로부터 추출된 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테

스트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기는, 상기 테스트 정보의 결함 관리 영역(DMA)의 구조를 검증하고, 상기 테스트 정보의 디스

크 정의 구조(DDS)를 검증하고, 상기 테스트 정보의 1차 결함 리스트(PDL)의 구조를 검증하고, 상기 테스트 정보의 2차

결함 리스트(SDL)의 구조를 검증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기는 상기 결함관리영역의 구조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기 테스트용 디스크의 리드인 영역과 리

드 아웃 영역에 각각 2개소 씩 존재하는 총 4개소의 DMA의 어느 하나라도 에러가 존재하는 지를 체크하고, 상기 4개소의

DDS내의 DDS/PDL 갱신 카운터 값과 상기 4개소의 SDL내의 DDS/PDL 갱신 카운터 값이 "이전 값"인지, 카운터의 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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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1"인지와 상기 DDS/PDL 갱신 카운터들이 모두 같은지를 체크하고, 상기 4개소의 SDL내의 SDL 개정 카운터 값이 "

이전 값"인지, 카운터의 증분 값이 "1"인지와 상기 SDL 갱신 카운터들이 모두 같은지를 체크하고, 상기 4개소의 DMA 내

용이 모두 동일한지를 체크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 장치.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기는 상기 디스크 정의 구조를 검증하기 위하여, DDS의 식별자를 체크하고, 디스크 검증 플래

그 중에서 진행 중인지를 나타내는 비트 값이 "0b"인지와 디스크 제조업자 검증을 나타내는 비트 값 및 사용자 검증을 나

타내는 비트 값이 "1b"인지를 체크하고, DDS/PDL 갱신 카운터 값이 "이전 값"인지와 카운터의 증분 값이 "1"인지를 체크

하고, 그룹 수를 체크하고, 영역 수를 체크하고, 초기 여유 공간의 첫 번째 섹터번호와 마지막 섹터의 섹터번호를 체크하

고, 첫 번째 논리섹터번호 위치가 PDL에 등록되어진 결함 수에 의해 결정되는 지를 체크하고, 각 영역의 시작 논리섹터 번

호가 PDL에 등록되어진 결함 수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체크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 장치.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기는 상기 1차 결함 리스트의 구조를 검증하기 위하여, PDL 식별자를 체크하고, PDL내의 항

목 수가 상기 테스트 기준 정보의 PDL에 등록되어진 결함의 수와 일치하는 지를 체크하고, 상기 PDL 항목의 구성상태에

존재하는 결함 리스트들이 상기 테스트 기준 정보에 설정되어 있는 결함리스트들과 일치하는 지를 체크하도록 구성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 장치.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기는 상기 2차 결함 리스트의 구조를 검증하기 위하여, SDL 식별자를 체크하고, SDL 갱신 카

운터 값이 "이전 값"인지와 카운터의 증분 값이 "1"인지를 체크하고, DDS/PDL 갱신 카운터 값이 "이전 값"인지와 카운터

의 증분 값이 "1"인지를 체크하고, SSA의 시작논리섹터번호, 논리섹터의 총 개수가 사용자가 지정한 2차 여유 공간의 크

기에 맞도록 설정되어 있는 지를 체크하고, 여유 공간 풀 플래그는 2차 여유 공간이 가득 차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지를

체크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 장치.

청구항 24.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디스크 구동장치는 상기 추가 여유 영역이 확장된 상기 테스트용 디스크의 파일 시스템 정보

가 상기 테스트 정보에 포함되도록 상기 테스트 정보를 생성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검증기는 상기 테스트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파일 시스템 정보가 올바르게 갱신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 장치.

청구항 2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디스크 구동장치는 빈 디스크에 상기 테스트 기준 정보를 기록하여 상기 테스트용 디스크를

생성하는 기능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 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디스크 구동장치는 상기 빈 디스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상기 테스트 기준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 장치.

도면

등록특허 10-0584546

- 11 -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584546

- 12 -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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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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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d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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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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