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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중첩 기록 방법과 중첩기록 장치, 재생 방법 및 재생 장치

요약

  본 발명은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 관한 것으로, 특히 BD-WO와 같은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중첩 기록 방

법과 중첩 기록 장치, 재생 방법 및 재생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1회 기록 가능한 디스크내 기록완료된 특

정 영역에의 중첩 기록 명령에 따른 데이터를, 상기 디스크내의 스페어 영역에 대체 기록함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의 대체

기록에 따른 관리 정보를 메모리에 일시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명령에 따라 기록되는 데이터가 서로 연속하는 경우,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관리 정보를 하나의 엔트리로 압축하여 상기 디스크내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으로써,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5b

색인어

BD-WO, 중첩 기록(overwrite), TDMA, DFL, 클러스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재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구조 및 결함관리 방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중첩 기록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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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결함 영역을 관리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중첩 기록 관리 정보가 기록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5a 내지 도 5b는 본 발명에 따른 중첩 기록 방법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다양한 중첩 기록 형태를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중첩 기록 관리 정보가 기록되는 포맷을 나타낸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광기록 재생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기록 재생부 11 : 픽업

  12 : 인터페이스 13 : 데이터-프로세서

  14 : 서보 15 : 메모리

  16 : 마이컴 20 : 호스트 or 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 관한 것으로, 특히 BD-WO와 같은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중첩 기록 방

법과 중첩 기록 장치, 재생 방법 및 재생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고화질의 비디오 데이터와 고음질의 오디오 데이터를 장시간 동안 기록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고밀도 광디스

크, 예를 들어 재기록 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BD-RE : Blu-ray rewritable disc)가 개발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상기 BD-RE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리드인 영역(Lead-In Area)과 데이터 영역(Data Area), 그리고 리드아

웃 영역(Lead-Out Area)이 구분 할당됨과 아울러, 상기 데이터 영역의 선두 및 후단에는, 이너 스페어 영역(ISA: Inner

Spare Area)과 아우터 스페어 영역(OSA: Outer Spare Area)이 구분 할당된다.

  BD-RE는 소정의 기록단위에 대응되는 클러스터(Cluster) 단위로 기록하게 되는 데, 이때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

터를 기록하던 도중, 상기 데이터 영역에 디펙트 영역이 존재하는 지를 검출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디펙트 영역이 검출되

는 경우, 그 디펙트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를, 상기 스페어 영역, 예를 들어 이너 스페어 영역(ISA)에 대체 기록하는 일련의

대체 기록동작을 수행함과 아울러, 상기 디펙트 영역에 대한 위치정보와, 상기 스페어 영역에 대체기록된 위치정보를 관리

정보로서 상기 리드인 영역에 디펙트 리스트(Defect List)로 기록 저장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BD-RE의 데이터 영역에 디펙트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디펙트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를, 상기 스페

어 영역에 대체 기록하고, 재생동작 수행시, 관리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디펙트 영역의 데이터대신 스페어 영역에 대체기록

된 데이터를 독출 재생함으로써, 데이터 기록/재생 오류를 사전에 방지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에는 1 회 기록 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BD-WO : Blu-ray disc write once)에 대한 규격화 작업이 관련업체

들간에 논의되고 있는 데,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는 디스크의 전영역에서 오직 1회만 기록가능함에 따라서, 재기록가능

한 광디스크와 달리 물리적으로 중첩적 기록(overwrite)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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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도 기록된 데이터를 편집하거나, 해당 부분만을 수정하고자 하거나 또는 사용자나

호스트등의 편의를 위해, 중첩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수 있으며, 이를 가능케하는 효율적인 방안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 중첩 기록 방법과 중첩

기록 장치, 재생 방법 및 재생 장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그 기술적 과제는다음과 같다.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내 기 기록 완료된 영역에 대한 연속적인 중첩 기록시 효율적인 DFL 엔트리의 관리 방법을 제

안하는데 있다.

  또한, 상기의 제안된 방법으로 중첩 기록된 광디스크의 효율적인 재생 방법 및 재생 장치를 제안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1 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중첩 기록 방법은, 1회 기록 가능한 디

스크내 기록완료된 특정 영역에의 중첩 기록 명령에 따른 데이터를, 상기 디스크내의 스페어 영역에 대체 기록함에 있어

서, 상기 데이터의 대체 기록에 따른 관리 정보를 메모리에 일시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명령에 따라 기록되는 데이터가 서

로 연속하는 경우,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관리 정보를 하나의 엔트리로 압축하여 상기 디스크내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 기록 장치는, 상기 1회 기록 가능한 디스크내 기록완료된 특정 영역에

의 중첩 기록 명령에 따른 데이터를, 상기 디스크내의 스페어 영역에 대체 기록함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의 대체 기록에 따

른 관리 정보를 일시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명령에 따라 기록되는 데이터가 서로 연속하는 경우,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관리 정보를 하나의 엔트리로 압축하여 상기 디스크내 기록하도록 하는 마이컴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재생 방법은, 상기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관리 정보를 독출하여 저장

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관리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재생을 원하는 광디스크내 중복 기록 및 대체 기록된 영역의 위치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중복 기록된 영역의 재생시 판단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대체 기록된 영역을 재생하는 단계를 포

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재생 장치는, 상기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관리 정보가 독출되어 저장

되는 메모리와, 상기 저장된 관리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재생을 원하는 광디스크내 중복 기록 및 대체 기록된 영역의 위치

를 판단하고, 상기 중복 기록된 영역의 재생시 상기 판단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대체 기록된 영역을 재생하도록 하는 마

이컴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 기록 및 결함 영역 관리 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첨

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

를 선택하였으나,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라 본 발명에서 출원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용어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설명부에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을 이해함에 있어 단순한 용어의

명칭이 아닌 용어가 가지는 의미로서 본 발명을 파악하여야 됨을 밝혀 두고자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중첩 기록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와 같이, 1 회 기록 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BD-WO)에는, 리드인 영역 (Lead In Area)과, 데이터 영역(Data

Zone), 그리고 리드아웃(Lead Out Area) 영역이 구분 할당되며, 상기 데이터 영역의 선두 및 후단에는, 이너 스페어 영역

(Inner Spare Area)과 아우터 스페어 영역(Outer Spare Area)이 구분 할당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기록 관리 정보는 디스크의 사용중 필요에 따라 여러번 업데이트

(update)될 수 있다. 때문에, 상기 광디스크내에는 여러번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광디스크의 관리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영

역으로 임시 디스크 관리 영역(TDMA : Temporary Disc Management Area, 이하 'TDMA')이 상기 리드인 영역(Lead In

area) 내에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TDMA내에는 임시 결함 리스트(TDFL : Temporary Defect List, 이하 'TDFL')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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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게 된다. 상기 TDFL 내에는 실제 결함 영역 또는 중첩 기록된 영역의 위치 정보등의 관리 정보가 기록되는 다수의

DFL 엔트리(DeFect List entry)로 구성된 결함 리스트(List of defects)를 포함한다.(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후술하기

로 한다.)

  이와 같이 구분 할당된 광디스크에서, 상기 데이터 영역내에 이미 기록완료된 영역(Original recorded data)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영역은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특성상 물리적으로는 '중첩기록(Overwrite)'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그러나 사용자나 호스트등의 기록명령이 도 2와 같이 a-b 영역(기록완료된 영역)에 기록수행을 요청하는 경우, 본 발명

에서는 드라이버가 자체적으로 이를 데이터영역내의 다른 영역에 대체기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사용자나 호스트등은 디스크내 특정영역의 기록완료여부에 상관없이 기록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이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임에도 사용자등은 마치 재기록가능한 광디스크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물리적인

중첩기록과 구분하여 논리적 중첩기록방식(LOW : Logical Over-Write)이라 명명한다.

  즉, 도 2에서와 같이 a-b 영역에 대한 기록명령을 수행함에 있어, 물리적으로 이미 기록완료된 부분이므로 해당영역에

다시 중첩기록을 할수는 없으나, 이를 데이터 영역(Data Zone)내, 스페어 영역(spare area)인 c-d 영역으로 대체 기록하

고 그에 대한 관리정보를 디스크내의 TDMA에 TDFL정보로서 기록해둠으로써 기록명령수행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록완료된 디스크에 대해, 후에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호스트(host)등이 a-b영역의 재생을 원하는 경우, 드라이

버(driver)가 기록된 관리정보를 참조하여 a-b영역의 재생대신에 c-d영역을 재생함으로써 재생명령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디스크내에 연속적인 결함 영역(Consecutive defect area)이 발생한 경우, 상기 결함 영역에 기록할 데이

터를 스페어 영역(spare area)에 대채 기록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바, 이를 첨부한 도 3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결함 영역을 관리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과 같이, 리드인 영역(Lead In Area)과, 데이터 영역(Data Zone), 그리고 리드아웃(Lead Out Area) 영역이 구분 할

당되며, 상기 데이터 영역의 선두 및 후단에는, 이너 스페어 영역(Inner Spare Area)과 아우터 스페어 영역(Outer Spare

Area)이 구분 할당된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실제 데이터가 기록될 상기 데이터 영역(Data Zone) 내부 특정 영역

에 결함 영역(a-b)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상기 결함 영역은 물리적으로 하나의 클러스터(cluster) 또는 그 이상의 클러스터에 발생 가능하며, 도 3의 경우 다

수개의 연속적인(consecutive) 클러스터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었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광디스크 드라이버

(driver) 상의 세팅으로, 비록 하나의 클러스터에 결함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주변의 클러스터도 손상 또는 오염되었을 가

능성에 대비하여 결함 클러스터 주변의 여러 클러스터를 동시에 결함 영역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발생 가능하다.

  이처럼, 데이터 영역(Data Zone)내 연속하는 다수개의 클러스터가 결함 영역인 경우, 해당 영역에 기록할 데이터는 스페

어 영역(ISA or OSA)에 대체 기록하게 되는데, 도 3의 경우는 특히 아우터 스페어 영역(OSA)의 c-d 영역에 대체 기록되

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때, 기록은 스페어 영역의 내측부터 리드아웃 영역(Lead Out Area)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상기와 같이, 아우터 스페어 영역(OSA)에 대체 기록하게 되면, 그에 대한 관리 정보를 디스크내의 TDMA에 TDFL 정보

로서 기록해둠으로써 기록 명령에 대한 수행을 완수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기록 완료된 디스크에 대해, 이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호스트(host)등이 a-b 영역의 재생을 하고자 하

는 경우, 드라이버(driver)는 상기 기록된 관리 정보를 참조하여 a-b 영역의 재생 대신에 c-d 영역을 재생함으로써 재생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

  본 발명에 따라, 상기 스페어 영역(spare area)에 대체 기록되는 다수개의 연속하는 클러스터(consecutive multiple

Cluster)에 발생한 결함을 특별히 CRD(Consecutive Re-allocatable Defect)라 명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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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하여, 스페어 영역에 대체 기록되는 하나의 클러스터에 발생한 결함은 RAD(Re-allocatable Defect)라 한다. 또한,

하나의 클러스터에 발생한 결함에 대해 스페어 영역에 대체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 바, 이는 NRD(Non-

Reallocatable Defect)라 한다.

  상기 도 2 및 도 3의 실시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논리적 중첩 기록 방법은 중첩 기록되는 영역의 데이

터를 스페어 영역에 대체 기록하는 면에서, 연속적인 결함 영역이 발생한 경우, 상기 결함 영역에 기록할 데이터를 스페어

영역에 대체 기록하는 CRD 타입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따라서, 상기 논리적 중첩 기록 방식에서 실제 DFL 엔트리에 기록되는 형태는 CRD 엔트리 타입을 사용하게 되는바, 이

를 첨부한 도면을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중첩 기록 관리 정보가 기록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와 같이,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호스트(host)등의 중첩 기록 (overwrite) 명령에 따라, 기 기록된 영역에 중첩 기록하

고자 하는 경우, 스페어 영역(spare area)등으로 대체 기록함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중첩 기록 관리 정보는 연속적인 결함 클러스터의 대체(CRD) 타입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즉, 연속적인 결함 클러스터의 대체(CRD) 타입(type)에 대해, TDMA에 기록되는 관리 정보는 두 개의 DFL 엔트리를 사

용하여 표현 가능한 바, 도 4와 같이, 하나의 엔트리에 대해 "status 1" 필드에는 각각의 DFL 엔트리의 타입(type)에 대한

정보로서 대체 기록 여부에 관한 정보(예를들면 '0000'이면 결함영역이 정상적으로 대체기록완료된 RAD(Re-allocation

Defective) 타입 혹은 CRD(Consecutive Re-allocation Defect)의 DFL 엔트리를 의미하고, '0001'이면 결함영역이지만

대체기록을 위한 대체영역이 지정되지 않은 NRD(Non-Reallocatable Defect) 타입의 DFL 엔트리를 의미)를 기록하며,

"Defective Cluster first PSN" 필드에는 결함이 발생한 클러스터의 위치정보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 상기 위치 정보는

해당 클러스터의 첫번째 물리적 섹터 넘버(PSN : physical sector number)로 기록한다.

  또한 "status 2" 필드에는 상기 "status 1" 필드와 함께 각각의 DFL 엔트리의 타입(type) 및 속성에 대한 정보(예를 들면,

'0000'인 경우 한개의 클러스터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나타내며, '0001'인 경우 연속적인 다수개의 결함 클러스터의 시

작(start)을, '0010'인 경우 연속적인 다수개의 결함 클러스터의 마지막(end)을 의미)를 기록하며, "Replacement Cluster

first PSN" 필드에는 결함 영역이 스페어 영역내로 대체 기록된 영역의 위치 정보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 상기 위치 정보

는 해당 클러스터의 첫번째 물리적 섹터 넘버(PSN)로 기록한다.

  또한, 다른 하나의 엔트리를 사용하여 "status 1" 과 "status 2" 필드에는 각각의 DFL 엔트리의 타입(type)에 대한 정보

를 표현(특별히 두번째 엔트리의 상기 "status 2" 필드에는 연속적인 다수개의 결함 클러스터 및 대체 클러스터의 마지막

(end)임을 알리는 '0010' 비트가 기록될 것이다)해 주며, "Defective CLuster first PSN" 필드에는 결함이 발생한 클러스

터의 위치 정보 중 마지막 클러스터의 첫번째 물리적 섹터 넘버(PSN)를 기록하게 되고, "Replacement Cluster first

PSN" 필드에는 결함 영역이 스페어 영역내로 대체 기록된 영역의 위치 정보 중 마지막 클러스터의 첫번째 물리적 섹터 넘

버(PSN)를 기록한다.

  이때, 상기 하나의 엔트리는 8바이트(64비트)로 구성되며, 상기 "status" 필드들을 위해 각각 4비트가 할당되고,

"Defective Cluster first PSN", "Replacement Cluster first PSN" 필드를 위해 각각 28비트가 할당된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본 발명에 따른 엔트리 포맷을 이용하여 중첩 기록 방법을 나타내는 도 4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

하면, 첫번째 엔트리(DFL entry 1)의 "status 1" 필드에는 대체 기록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0000'이 기록되고, "Defective

Cluster first PSN" 필드에는 결함 클러스터의 첫번째 물리적 섹터 넘버인 'a'가 기록될 것이다.

  또한, "status 2" 필드에는 연속적인 결함 클러스터의 시작을 의미하는 '0001'이 기록되며, "Replacement Cluster first

PSN" 필드에는 결함 영역이 스페어 영역 내로 대체 기록된 위치의 첫번째 물리적 섹터 넘버인 'c' 가 기록될 것이다.

  또한, 두번째 엔트리(DFL entry 2)의 "status 1" 필드에는 대체 기록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0000'이 기록되고,

"Defective Cluster first PSN" 필드에는 결함 클러스터의 마지막 클러스터의 첫번째 물리적 섹터 넘버인 'b'가 기록되며,

공개특허 10-2005-0086340

- 5 -



"status 2" 필드에는 연속적인 결함 클러스터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0010'이 기록되고, "Replacement Cluster first PSN"

필드에는 결함 영역이 스페어 영역 내로 대체 기록된 위치의 마지막 클러스터의 첫번째 물리적 섹터 넘버인 'd'가 기록될

것이다.

  따라서, 이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호스트(host)등이 a-b 영역의 재생을 요구하는 경우, TDMA 영역에 기록된 상기 정

보를 참조하여 c-d 영역의 재생을 수행하면 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DFL 엔트리 두 개(DFL entry 1, DFL entry 2)를 사용하여 중첩 기록에 관한 관리 정보를 표현하는 방

법에 있어, 상기 두 개의 엔트리를 총칭하여 CRD 엔트리라 명명하기로 한다.

  도 5a 내지 도 5b는 본 발명에 따른 중첩 기록 방법을 나타낸 일실시예로서, 사용자 내지 호스트의 중첩 기록 명령에 따

른 구체적인 중첩 기록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우선, 도 5a와 같이, 사용자 내지 호스트(Host)의 요청에 따라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기 기록된 영역(Previously

recorded area)에 중첩 기록 명령이 드라이브(drive)로 전달되면, 상기 드라이브는 상기 기 기록된 영역에 기록할 데이터

를 스페어 영역(spare area)에 대체 기록함은 전술한 바 있다.

  이때, 상기 중첩 기록 명령은 광디스크상의 기록할 위치(start position, 섹터 단위) (ex, x1, x2, x3, …) 및 데이터의 크

기(length, 클러스터(cluster) 단위)(ex, m1, m2, m3,…) 정보를 포함하여 전달되며, 도 5a와 같이, 기록 명령이 연속해서

전달될 수 있다.

  상기 연속해서 전달되는 기록 명령 중, W1 명령(command)의 경우, 디스크상의 X1 위치에 m1 클러스터만큼을 기록하

도록 명령하고 있으나, 상기 x1 위치는 이미 기록된 영역이므로, 광디스크 드라이브(drive)는 이를 스페어 영역(spare

area)인 Y1 위치부터 m1 클러스터만큼 대체 기록하게 된다.

  상기 W1 명령에 대해, 앞서 도 4에서 전술한바와 같이, 드라이브는 상기 중첩 기록 명령에 대한 대체 기록의 관리 정보로

서 CRD 엔트리 1을 TDMA 영역에 포함된 TDFL의 결함 리스트(List of Defects)에 기록하게 된다.

  이때, 상기 CRD 엔트리 1은 DFL 엔트리 두 개를 사용하여 표현되며, 첫 번째 DFL 엔트리 1의 "status 1" 필드에는

'0000'을, "Defect Cluster first PSN" 필드에는 'X1'을, "status 2" 필드에는 'Y1'을 기록하게 된다.

  또한, 두 번째 DFL 엔트리 2의 "status 1" 필드에는 '0000'을, "Defect Cluster first PSN" 필드에는 'X2-32'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 상기와 같이 'X2-32'를 기록하는 이유는 상기 위치 정보가 전술한 바와 같이 마지막 결함 클러스터의 첫번째

물리적 섹터 넘버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클러스터는 32개의 섹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웃하는 클러스터의

선두 PSN은 32 섹터의 주소(address)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하나의 클러스터가 16 섹터로 구성되어 있다

면 16 섹터 만큼의 주소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두 번째 DFL 엔트리 2의 "status 2" 필드에는 '0010'을, "Replacement Cluster first PSN" 필드에는 'Y2-32'을 기

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W2 및 W3의 기록 명령에 대해서도, CRD 엔트리 2와 CRD 엔트리 3를 생성하여 TDMA 영역의

TDFL의 결함 리스트(List of Defects)에 기록(업데이트(update))함으로써, 대체 기록된 영역에 관한 관리 정보를 광디스

크가 갖도록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도 5a의 경우와 같이, 중첩 기록 명령에 따라 기록되는 데이터가 연속하는 경우 비효율적일 수

있다. 즉,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TDMA 영역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와 같이 중첩 기록 명령에 따라 기록되는 데이터가 연속하는 경우, 하나의 CRD 엔트리로

압축하여 광디스크 상에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첨부한 도 5b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5b와 같은 테이블은, 도 5a의 실시예에 따라 생성된 CRD 엔트리 테이블을 나타낸 것이다.

공개특허 10-2005-0086340

- 6 -



  도 5b와 같이, 기록 명령 W1, W2, W3에 따라 생성된 CRD 엔트리는 서로 연속하는 클러스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다. 즉, CRD 엔트리 1이 나타내는 클러스터의 위치와 CRD 엔트리 2가 나타내는 클러스터간, CRD 엔트리 2가 나타내는

클러스터 위치와 CRD 엔트리 3가 나타내는 클러스터 위치는 서로 인접하고 있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이와 같이 중첩 기록 명령에 따라 대체 기록되는 데이터가 연속하는 경우 처음과 마지막 클러스터의

위치 정보를 하나의 CRD 엔트리를 사용하여 표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광디스크 드라이브(drive)는 연속하는 기록 명령에 대해 이를 내부의 메모리(memory)에 버퍼링(buffering)

하여 되도록 한번에 관리 정보 기록을 수행하도록 한다. 즉, 매 중첩 기록 명령에 따라 대체 기록을 수행한 후, 생성되는

CRD 엔트리를 광디스크가 아닌 드라이브 내부의 메모리에 저장시켜놓고, 상기 CRD 엔트리를 조사하여 연속하는 클러스

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엔트리들을 하나의 엔트리로 줄여 상기 광디스크에 기록함으로써 TDMA 영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도 5b의 실시예를 통해 살펴보면, 중첩 기록 명령(W1, W2, W3)으로 인해 대체 기록이 수행되고, 생성된 관리 정보

인 CRD 엔트리 1, CRD 엔트리 2, CRD 엔트리 3는 서로 연속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광디스크의 TDMA 영역에 기록되

는 CRD 엔트리는 두개의 DFL 엔트리를 사용하여 중첩 기록 영역의 연속하는 첫번째 클러스터와 마지막 클러스터, 대체

기록되는 영역의 연속하는 첫번째 클러스터와 마지막 클러스터의 위치 정보를 표현해준다.

  따라서, CRD 엔트리 중 첫번째 DFL 엔트리의 "status 1" 필드에는 '0000' 을, "Defective Cluster first PSN" 필드에는

'X1'을, "status 2" 필드에는 '0001'을, "Replacement Cluster first PSN" 필드에는 'Y1'을 기록하며, 두번째 DFL 엔트리

의 "status 1" 필드에는 '0000' 을, "Defective Cluster first PSN" 필드에는 'X4-32'을, "status 2" 필드에는 '0010'을,

"Replacement Cluster first PSN" 필드에는 'Y4-32'가 기록될 것이다.

  한편, 중첩 기록 명령에 따라 생성된 관리 정보 뿐 아니라 실제 데이터까지 버퍼링하여 연속하는 경우 한번에 기록하는

등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기술 사상에 비추어 볼때 자명할 것인바, 상기 광디스크 드라이브 내부 메모리의 용량에 따라 다

양한 실시예가 구현 가능할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다양한 중첩 기록 형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의 (a)가 나타내는 광디스크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기 기록된 영역을 나타낸 도면으로, 도 6의 (a)와 같

이, 상기 광디스크의 기 기록된 영역은 결함 영역을 갖을 수 있다.

  상기 결함 영역에 관한 관리 정보는 상기 광디스크내 TDMA 영역(미도시)에 기록되어 있으며, 특별히 RAD 타입인 경우

상기 결함 영역에 기록될 데이터는 스페어 영역에 대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처럼, 결함 영역을 포함하는 기 기록된 영역에 사용자나 호스트의 요구에 의해 중첩 기록하는 경우, 상기 결함 영역의

관리 정보 및 대체 기록 여부에 상관없이 광디스크상의 스페어 영역에 대체 기록된다. 이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특성상 기 기록된 영역에는 데이터를 기록할 수 없으므로 결함 영역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디스크의 TDMA 영역에 기록된 최초 7개의 결함 영역에 관한 정보를 표현하는 7개의 DFL 엔트리는, 중첩 기

록 영역인 a-b 영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6개의 DFL 엔트리로 기록될 것이다.(하나의 CRD 엔트리는 두개의 DFL 엔트

리로 표시되므로)

  도 6의 (b)가 나타내는 광디스크는, 상기 도 6의 (a)와 같은 방법으로 중첩 기록이 된 영역을 포함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상의 기 기록된 영역에 중첩 기록하는 경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의 (b)와 같이, 사용자나 호스트의 요구에 의해 중첩 기록 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에 다시 중첩 기록을 하고자 하는 경

우, 앞서 도 6의 (a) 경우와 마찬가지로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특성상 중첩 기록 여부에 상관없이 c-d 영역에 기록

될 정보가 광디스크 상의 스페어 영역에 기록될 것이다.

  상기 도 6의 (b)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 완료된 디스크의 형상을 도 6의 (c)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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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의 (c)와 같이, 기 기록된 영역의 중첩 기록된 영역을 포함하여 중첩 기록하는 경우, 기 포함하고 있는 결함 영역에 관

한 DFL 엔트리를 포함하여 총 8개의 DFL 엔트리로 기록될 것이다.

  첨부한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중첩 기록 관리 정보가 기록되는 포맷을 나타낸 도면으로, 하나의 TDMA 영역내에 포함되

는 TDFL 포맷 및 상기 TDFL 내의 결함 리스트(List of Defects) 포맷을 나타내었다.

  도 7과 같이, 하나의 TDMA 영역 내에 포함되는 TDFL은, 결함 리스트 및 상기 결함 리스트의 구성에 관한 정보가 포함

된 결함리스트 헤더 부분(Defect List Header)과, 디스크의 사용중에 결함으로 결정된 클러스터들의 리스트를 포함하는

다수개의 결함 리스트(List of Defects)와, 결함 리스트를 종결하는 결함 리스트 종결자(Defects List Terminator)를 포함

하여 구성된다.

  또한, 상기 결함 리스트 헤더 부분은 다시 결함 리스트임을 알려주는 ID정보(identifier)를 나타내는 "DFL identifier" 필

드와, 결함 리스트 엔트리의 전체 개수를 나타내는 "Number of DFL entries(N_DFL)" 필드와, RAD 및 CRD 타입의 엔트

리들의 수를 나타내는 "Number of RAD/CRD entries" 필드와, NRD 및 CND타입의 엔트리들의 수를 나타내는 "Number

of NRD/CND entries" 필드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즉, DFL 엔트리들의 전체 개수는 상기 "Number of DFL entries(N_DFL)" 필드에 기록되며, RAD 타입과 CRD 타입의

엔트리 개수를 더한 개수는 "Number of RAD/CRD entries"에, NRD 타입과 CND 타입의 엔트리 개수를 더한 개수는

"Number of NRD/CND entries"에 기록된다.(중첩 기록(Overwrite)은 CRD 타입으로 처리됨은 전술한 바 있다.)

  또한, 결함 리스트(List of Defects)는 실제 결함 클러스터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다수개의 DFL 엔트리들로 구성되는 바,

전체 TDFL의 크기는 상기 결함 리스트(List of Defects)에 포함되는 정보에 따라 가변적이며 확장 가능하나, 싱글 레이어

(Single Layer) 디스크의 경우에는 4클러스터, 더블 레이어(Double Layer) 디스크의 경우에는 8클러스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첨부한 도 8은 전술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이 구현되는 광기록 재생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8과 같이, 광기록 재생 장치는 광디스크에 기록 재생을 수행하는 기록 재생부(recording / reproducing device)(10)

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부(Host or controller)(2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제어부(20)는 기록 재생부(10)로 특정 영역

에의 기록 또는 재생 명령을 내리고, 상기 기록 재생부(10)는 제어부(20)의 명령에 따라 특정 영역에의 기록 재생을 수행하

게 된다.

  이때, 상기 기록 재생부(10)는 구체적으로, 제어부(20)와 데이터 및 명령을 주고받는 등의 통신(communication)을 수행

하는 인터페이스부(12)와, 광디스크에 데이터를 직접 기록하거나 독출하는 픽업부(11)와, 상기 픽업부(11)로부터 독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원하는 신호값으로 복원해내거나, 기록될 신호를 광디스크에 기록되는 신호로 변조(modulation)하여 전

달하는 데이터 프로세서(13)와, 광디스크로부터 정확히 신호를 독출해내거나, 광디스크에 신호를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상기 픽업부(11)를 제어하는 서보부(14)와, 관리 정보를 포함한 여러 정보 및 데이터가 일시 저장되는 메모리(15)와, 상기

기록 재생부(10)내의 구성 요소들의 제어를 담당하는 마이컴(16)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광기록 재생 장치에서,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기록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최초,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가 광기록 재생 장치로 삽입되면, 상기 광디스크내의 모든 관리 정보는 독출되어 상기 기

록 재생부(10)내의 메모리에 저장되고, 이들 관리 정보는 광디스크의 기록 재생시 활용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상기 광디스크의 특정 영역에 기록을 원하는 경우 제어부(20)는 이를 기록 명령으로 하여 기

록을 원하는 위치 정보를 기록할 데이터와 함께 기록 재생부(10)로 전달한다.

  이때, 상기 기록 재생부(10)내의 마이컴(16)은 상기 기록 명령을 수신한 후, 메모리(15)에 저장된 관리 정보들로부터 제

어부(20)가 기록을 원하는 광디스크내의 영역이, 결함 영역인지 여부 및 기록 완료 여부를 판단하여, 결함 영역 혹은 기록

완료된 영역이 아닌 영역에 상기 제어부(20)의 기록 명령대로 기록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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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이 기록을 수행하는 도중,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중첩적 기록(Overwrite)을 해야하는 경우, 상기 중첩되는 영역

에 기록할 데이터는 데이터 영역내의 다른 영역(스페어 영역)으로 대체 기록을 수행하고, 생성된 CRD 엔트리를 포함한 관

련 정보를 상기 기록 재생부(10) 내의 메모리(15)에 일시 저장한다. 이후, 상기 저장된 CRD 엔트리를 조사하여 연속하는

클러스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엔트리들을 하나의 CRD엔트리로 줄여 광디스크의 TDMA 영역내 TDFL의 DFL 엔트리

에 기록하게 된다.

  이때, 마이컴(16)은 상기 대체기록되는 영역의 위치정보와 데이터를 서보(14)와 데이터-프로세서(13)로 전달하여, 픽업

부(11)를 통해 디스크내의 원하는 위치에서 기록 또는 대체기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된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 대해, 본 발명에 따른 재생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초, 데이터가 기록된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가 기록 재생 장치로 삽입되면, 상기 디스크내의 모든 관리 정보는 독출

되어 기록 재생부(10)내의 메모리(15)에 저장되고, 이들 관리 정보는 광디스크의 기록 재생시 활용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상기 광디스크의 특정 영역에의 재생을 원하는 경우, 제어부(20)는 이를 재생 명령으로 하여,

재생을 원하는 위치 정보를 상기 기록 재생부(10)로 전달한다. 상기 기록 재생부(10) 내의 마이컴(16)은 상기 재생 명령을

수신한 후, 메모리(15)에 저장된 관리 정보들로부터 제어부(20)가 재생을 원하는 광디스크내의 영역이 데이터 영역 내의

다른 영역으로 대체 기록되었는지 여부 및 대체 기록되지 않은 경우 결함 영역의 위치를 판단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TDMA 영역내 TDFL의 DFL 엔트리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상기 마이컴(16)은 제어부(20)가 재생을 원하는 영역이 대체 기록되지 않았으면, 해당 영역을 재생하여 재생된

정보를 제어부(20)로 전송하게 되고, 만약, 다른 영역으로 대체 기록(ex. RAD/CRD 타입)되었다면 해당 대체 기록된 영역

을 재생하여 재생된 정보를 제어부(20)로 전송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 기록 방법과 중첩 기록 장치, 재생 방법 및 재

생 장치는, 상기 광디스크내 기 기록 완료된 영역에 대한 연속적인 중첩 기록시 효율적인 DFL 엔트리의 관리 방법을 제안

함으로써,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1회 기록 가능한 디스크내 기록완료된 특정 영역에의 중첩 기록 명령에 따른 데이터를, 상기 디스크내의 스페어 영역에

대체 기록함에 있어서,

  상기 명령에 따라 기록되는 데이터가 서로 연속하는 경우,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관리 정보를 하나의 엔트리로 압축하여

상기 디스크내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중첩 기록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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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데이터의 대체 기록에 따른 관리 정보를 메모리에 일시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1

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중첩 기록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의 엔트리는 CRD 엔트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중첩 기록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CRD 엔트리는 상기 디스크내 임시 결함 관리 영역(TDMA)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

크에서 중첩 기록 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CRD 엔트리는 상기 연속하는 데이터의 중첩 기록 영역에의 시작 클러스터와 마지막 클러스터의 위치 정보 및 대체

기록되는 영역의 시작 클러스터와 마지막 클러스터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

크에서 중첩 기록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클러스터들의 첫번째 물리적 섹터 넘버로 표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

크에서 중첩 기록 방법.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CRD 엔트리는 두개의 DFL 엔트리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중첩 기록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엔트리 중 첫 번째 엔트리의 "Defective Cluster first PSN" 필드에는 중첩 기록 영역의 시작 클러스터의 첫

번째 물리적 섹터 넘버가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중첩 기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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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엔트리 중 두 번째 엔트리의 "Defective Cluster first PSN" 필드에는 중첩 기록 영역의 마지막 클러스터의

첫번째 물리적 섹터 넘버가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중첩 기록 방법.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엔트리 중 첫 번째 엔트리의 "Replacement Cluster first PSN" 필드에는 대체 기록 영역의 시작 클러스터

의 첫번째 물리적 섹터 넘버가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중첩 기록 방법.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엔트리 중 두 번째 엔트리의 "Replacement Cluster first PSN" 필드에는 대체 기록 영역의 마지막 클러스

터의 첫번째 물리적 섹터 넘버가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중첩 기록 방법.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DFL 엔트리의 타입 및 속성을 구별하기 위한 정보로서 "status" 필드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

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중첩 기록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정보는 중첩 기록 영역 및 대체 기록 영역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

크에서 중첩 기록 방법.

청구항 14.

  1회 기록 가능한 디스크내 기록완료된 특정 영역에의 중첩 기록 명령에 따른 데이터를, 상기 디스크내의 스페어 영역에

대체 기록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의 대체 기록에 따른 관리 정보를 일시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명령에 따라 기록되는 데이터가 서로 연속하는 경우,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관리 정보를 하나의 엔트리로 압축하여

상기 디스크내 기록하도록 하는 마이컴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중첩 기

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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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관리 정보를 독출하여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관리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재생을 원하는 광디스크내 중복 기록 및 대체 기록된 영역의 위치를 판단하는 단

계와,

  상기 중복 기록된 영역의 재생시 판단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대체 기록된 영역을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

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 재생 방법.

청구항 16.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관리 정보가 독출되어 저장되는 메모리와,

  상기 저장된 관리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재생을 원하는 광디스크내 중복 기록 및 대체 기록된 영역의 위치를 판단하고,

상기 중복 기록된 영역의 재생시 상기 판단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대체 기록된 영역을 재생하도록 하는 마이컴을 포함하

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 재생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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