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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라 정보 저장 매체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매체 검정 방법, 기록/재생 장치 및 정보 저장 매체가 개

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검정 방법은, 정보 저장 매체의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발생된 결함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 블록을 위한

스페어 영역이 마련되는 상기 매체의 관리를 위해 상기 결함 블록 및 상기 대체 블록의 상태 정보를 담고있는 결함 리스트

로부터, 상기 결함 블록 또는 대체 블록이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된 결함 엔트리를 찾는

단계와, 상기 찾아진 결함 엔트리에 등록된 결함 블록 또는 대체 블록에 대해서 검정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와 같

은 본 발명에 의하면, 디스크를 검정하지 않고 빠른 재초기화를 수행함에 의해 발생된 결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드라이브 시스템의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 드라이브 시스템을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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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보 저장 매체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매체 검정 방법에 있어서,

상기 매체의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발생된 결함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 블록을 위한 스페어 영역이 마련되는 상기 매

체의 관리를 위해 상기 결함 블록 및 상기 대체 블록의 상태 정보를 담고있는 결함 리스트로부터, 상기 결함 블록 또는 대

체 블록이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된 결함 엔트리를 찾는 단계와,

상기 찾아진 결함 엔트리에 등록된 결함 블록 또는 대체 블록에 대해서 검정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검정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정 수행 결과 상기 결함 블록 또는 대체 블록이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된 결함 엔

트리를 상기 결함 리스트로부터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검정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되는 결함 엔트리에는 대응 블록이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

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더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검정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검정 수행 단계는,

상기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을 검정한 결과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상기 결함 엔트리를 상기 결함 리스

트로부터 삭제하는 단계와,

상기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을 검정한 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상기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

타내는 상태정보가 설정되지 않고 상기 대응 블록이 결함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된 결함 엔트리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검정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되는 결함 엔트리에는 대응하는 대체 블록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 또는 대응하는 대체 블록이 사용할 수 없는 대체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더 설

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검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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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검정 수행 단계는,

상기 대응하는 대체 블록을 검정한 결과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대체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

태 정보가 설정되고, 상기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정보가 설정되지 않은 결함 엔트리를 생성하는 단계

와,

상기 대응하는 대체 블록을 검정한 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

태 정보가 설정되고, 상기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정보가 설정되지 않은 결함 엔트리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검정 방법.

청구항 7.

기록/재생 장치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상기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는 기록/독출부와,

상기 매체의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발생된 결함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 블록을 위한 스페어 영역이 마련되는 상기 매

체의 관리를 위해 상기 결함 블록 및 상기 대체 블록의 상태 정보를 담고있는 결함 리스트를 상기 매체로부터 독출하도록

상기 기록/독출부를 제어하고,

상기 결함 블록 또는 대체 블록이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된 결함 엔트리를 찾아서, 상기

찾아진 결함 엔트리에 등록된 결함 블록 또는 대체 블록에 대해서 검정을 수행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검정 수행 결과 상기 결함 블록 또는 대체 블록이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된 결함 엔

트리를 상기 결함 리스트로부터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되는 결함 엔트리에는 대응 블록이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

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더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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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부는,

상기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을 검정한 결과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상기 결함 엔트리를 상기 결함 리스

트로부터 삭제하고,

상기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을 검정한 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상기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

타내는 상태정보가 설정되지 않고 상기 대응 블록이 결함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된 결함 엔트리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되는 결함 엔트리에는 대응하는 대체 블록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 또는 대응하는 대체 블록이 사용할 수 없는 대체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더 설

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대응하는 대체 블록을 검정한 결과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대체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

태 정보가 설정되고, 상기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정보가 설정되지 않은 결함 엔트리를 생성하고,

상기 대응하는 대체 블록을 검정한 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

태 정보가 설정되고, 상기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정보가 설정되지 않은 결함 엔트리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13.

정보 저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매체의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발생된 결함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 블록을 위한 스페어 영역이 마련되는 상기 매

체의 관리를 위해 상기 결함 블록 및 상기 대체 블록의 상태 정보를 담고있는 결함 리스트가 상기 매체에 기록되고,

상기 매체의 검정 수행 시 상기 결함 블록 또는 대체 블록이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된 결

함 엔트리에 등록된 결함 블록 또는 대체 블록에 대해서 검정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검정 수행 결과 상기 결함 블록 또는 대체 블록이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된 결함 엔

트리가 상기 결함 리스트로부터 삭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매체.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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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스크 분야에 관한 것으로, 좀더 구체적으로는, 정보 저장 매체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매체 검정 방

법, 기록/재생 장치 및 정보 저장 매체에 관한 것이다.

재기록 가능 정보 저장 매체를 사용하는 도중 스크래치나 지문과 먼지 등으로 인하여 매체상의 결함은 증가하게 된다. 매

체의 사용 중 발생한 결함 블록에 대해서는 결함 정보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호스트 또는 드라이브 시스템은 이러한 결함

블록들에 되도록이면 데이터를 할당하지 않고 양호한 블록에 데이터를 기록할 것이다. 이와 같이 디스크를 계속적으로 사

용함에 따라 이러한 결함 블록들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디스크의 재초기화를 원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디스크 표면상에 발생한 지문이나 먼지 등을 제거했을 때 결함 정보상에 등록되어 있는 결함 블록들

은 기록 후 검정을 통해서 양호한 블록로 판정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재기록 정보 저장 매체의 재초기화가 필요할 경우

드라이브 시스템은 디스크 전체의 기록 가능한 영역의 블록 또는 결함 정보상에 등록되어 있는 결함 블록들을 기록 후 검

정을 통하여 결함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재기록 정보 저장 매체의 재초기화시 디스크 전체 또는 결함 정보상에 등록되어 있는 결함 블록들을 기록 후 검

정을 통하여 결함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재초기화에 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디스크 재초기화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저장 매체, 기록/재생

방법 및 기록/재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기록후 검정을 통하지 않고 디스크의 신속한 재초기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검정 방법, 기록/재생 장치 및 정보 저장 매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은, 정보 저장 매체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매체 검정

방법에 있어서, 상기 매체의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발생된 결함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 블록을 위한 스페어 영역이 마

련되는 상기 매체의 관리를 위해 상기 결함 블록 및 상기 대체 블록의 상태 정보를 담고있는 결함 리스트로부터, 상기 결함

블록 또는 대체 블록이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된 결함 엔트리를 찾는 단계와, 상기 찾아진

결함 엔트리에 등록된 결함 블록 또는 대체 블록에 대해서 검정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상기 검정 수행 결과 상기 결함 블록 또는 대체 블록이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된 결함 엔

트리를 상기 결함 리스트로부터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되는 결함 엔트리에는 대응 블록이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

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더 설정될 수 있다. 이때 상기 검정 수행 단계는, 상기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을 검정한

결과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상기 결함 엔트리를 상기 결함 리스트로부터 삭제하는 단계와, 상기 결함일 가

능성이 있는 블록을 검정한 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상기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정

보가 설정되지 않고 상기 대응 블록이 결함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된 결함 엔트리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되는 결함 엔트리에는 대응하는 대체 블록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 또는 대응하는 대체 블록이 사용할 수 없는 대체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더 설

정될 수 있다. 이때 상기 검정 수행 단계는, 상기 대응하는 대체 블록을 검정한 결과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대체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되고, 상기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정보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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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 않은 결함 엔트리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대응하는 대체 블록을 검정한 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는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되고, 상기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정보가

설정되지 않은 결함 엔트리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기록/재생 장치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상기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독출

하는 기록/독출부와, 상기 매체의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발생된 결함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 블록을 위한 스페어 영역

이 마련되는 상기 매체의 관리를 위해 상기 결함 블록 및 상기 대체 블록의 상태 정보를 담고있는 결함 리스트를 상기 매체

로부터 독출하도록 상기 기록/독출부를 제어하고, 상기 결함 블록 또는 대체 블록이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된 결함 엔트리를 찾아서, 상기 찾아진 결함 엔트리에 등록된 결함 블록 또는 대체 블록에 대해서 검정을

수행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검정 수행 결과 상기 결함 블록 또는 대체 블록이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된 결함 엔트리를 상기 결함 리스트로부터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정보 저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매체의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발생된 결함 블록을 대체하기 위

한 대체 블록을 위한 스페어 영역이 마련되는 상기 매체의 관리를 위해 상기 결함 블록 및 상기 대체 블록의 상태 정보를

담고있는 결함 리스트가 상기 매체에 기록되고, 상기 매체의 검정 수행 시 상기 결함 블록 또는 대체 블록이 검정없이 재초

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된 결함 엔트리에 등록된 결함 블록 또는 대체 블록에 대해서 검정이 수행되는 것

이다.

상기 검정 수행 결과 상기 결함 블록 또는 대체 블록이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된 결함 엔

트리가 상기 결함 리스트로부터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기록/재생 장치의 구성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기록/재생 장치는 기록/독출부(2)와, 제어부(1)를 포함한다.

기록/독출부(2)는 픽업 등을 구비하여 본 발명에 따른 광 기록 정보저장매체인 디스크(4)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기록된 데

이터를 독출한다.

제어부(1)는 소정의 파일 시스템에 따라 디스크(4)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독출하도록 제어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라 상기

제어부(1)는 디스크의 재초기화를 위해 스페어 영역을 새로 할당하고, 스페어 영역의 새로운 할당 결과에 따라 사용자 데

이터 영역에 있는 결함 블록과 스페어 영역에 있는 대체 블록들의 상태 정보를 관리한다.

제어부(1)는 시스템 제어기(10)와, I/F(20)와, DSP(30)와, RF AMP(40)와, 서보(50)를 구비한다.

기록시, 호스트 I/F(20)는 호스트(3)로부터 소정의 기록 명령을 수신하여 이를 시스템 제어기(10)로 전송한다. 시스템 제

어기(10)는 이러한 호스트 I/F(20)로부터 수신된 기록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DSP(30)와 서보(50)를 제어한다. DSP(30)는

호스트 I/F(20)로부터 받은 기록할 데이터를 에러 정정을 위해 패리티 등 부가 데이터를 첨가하고 ECC 인코딩을 수행하

여, 에러 정정 블록인 ECC 블록을 생성한 다음 이를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변조한다. RF AMP(40)는 DSP(30)로부터 출력

된 데이터를 RF 신호로 바꾼다. 픽업을 구비한 기록/독출부(2)는 RF AMP(40)로부터 전송된 RF 신호를 디스크(4)에 기록

한다. 서보(50)는 시스템 제어기(10)로부터 서보 제어에 필요한 명령을 입력받아 기록/독출부(2)의 픽업을 서보 제어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라 시스템 제어기(10)는 디스크의 재초기화를 위해 스페어 영역을 새로 할당하는 경우 블록들의 결함

상태를 관리한다.

시스템 제어기(10)는 디스크 재초기화 이전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있던 결함 블록의 물리 주소가 디스크 재초기화로 인한

새로운 스페어 영역의 할당 이후에도 여전히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이 결함 블록의 결함

리스트 엔트리를, 이 결함 블록은 재초기화되었으며,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가지는 결함

리스트 엔트리로 바꾸어 기록하도록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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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스템 제어기(10)는 디스크 재초기화 이전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있던 결함 블록의 물리 주소가 디스크 재초기화로

인한 새로운 스페어 영역의 할당 이후에 새로운 스페어 영역의 대체 블록의 물리 주소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이 대체 블록의 결함 리스트 엔트리를, 이 대체 블록은 재초기화되었으며, 대체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대체 블록임을 나타

내는 상태 정보를 가지는 결함 리스트 엔트리로 바꾸어 기록하도록 제어한다.

또한, 시스템 제어기(10)는 디스크 재초기화 이전 스페어 영역에 있던 대체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대체 블록의 물리 주소

가 재초기화로 인한 새로운 스페어 영역의 할당 이후에 사용자 데이터 영역의 물리 주소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에, 이 결함 블록의 결함 리스트 엔트리를, 이 결함 블록은 재초기화되었으며,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아직 검정되지 않은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가지는 결함 리스트 엔트리로 바꾸어 기록하도록 제어한다. 결함 리스트 엔트리와 상태 정

보에 대해서는 상세히 후술될 것이다.

또한, 시스템 제어기(10)는 디스크의 부분 검정 또는 완전 검정의 수행시, 검정없이 수행된 신속한 재초기화의 결과로 발

생된 결함 정보 즉,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정보를 가지는 결함 엔트리에 등록된 블록들을 검정하고, 결

함 리스트로부터 이와 같이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가지는 결함 엔트리를 삭제한다.

구체적으로는,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되는 결함 엔트리에 대응 블록이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더 설정되는 경우에, 시스템 제어기(10)는 상기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을 검정한

결과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상기 결함 엔트리를 상기 결함 리스트로부터 삭제하고, 상기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을 검정한 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상기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정보가 설

정되지 않고 상기 대응 블록이 결함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된 결함 엔트리를 생성한다.

그리고,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되는 결함 엔트리에는 대응하는 대체 블록이 사용할 수 있

는 대체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 또는 대응하는 대체 블록이 사용할 수 없는 대체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더

설정되는 경우에, 시스템 제어기(10)는 상기 대응하는 대체 블록을 검정한 결과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는 대체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되고, 상기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정보가 설정되

지 않은 결함 엔트리를 생성하고, 상기 대응하는 대체 블록을 검정한 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설정되고, 상기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정보가 설정되지 않

은 결함 엔트리를 생성한다.

재생시, 호스트 I/F(20)는 호스트(3)로부터 재생 명령을 받는다. 시스템 제어기(10)는 재생에 필요한 초기화를 수행한다.

기록/독출부(2)는 디스크(4)에 레이저 빔을 조사하고 디스크(4)로부터 반사된 레이저 빔을 수광하여 얻어진 광 신호를 출

력한다. RF AMP(40)는 기록/독출부(2)로부터 출력된 광 신호를 RF 신호로 바꾸고 RF 신호로부터 얻어진 변조된 데이터

를 DSP(30)로 제공하는 한편, RF 신호로부터 얻어진 제어를 위한 서보 신호를 서보(50)로 제공한다. DSP(30)는 변조된

데이터를 복조하고 ECC 에러 정정을 거쳐 얻어진 데이터를 출력한다. 한편, 서보(50)는 RF AMP(40)로부터 받은 서보 신

호와 시스템 제어기(10)로부터 받은 서보 제어에 필요한 명령을 받아 픽업에 대한 서보 제어를 수행한다. 호스트 I/F(20)는

DSP(30)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호스트로 보낸다.

이제부터, 본 발명에 따른 광 기록 정보저장 매체의 구조를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단일 기록층 디스크의 구조의 일 예를 나타낸다.

도 2를 참조하면, 디스크는 디스크의 반경 방향으로 내주에는 리드인 영역이 있고, 외주에는 리드아웃 영역이 있고, 가운

데 부분에 데이터 영역이 마련된다.

리드인 영역은 DMA #2, 기록 조건 테스트 영역, DMA #1을 포함하고, 데이터 영역은 스페어 영역 #1, 사용자 데이터 영

역, 스페어 영역 #2를 포함하고, 리드아웃 영역은 DMA #3, DMA #4를 포함한다.

결함 관리 영역(Defect Management Area(DMA))은 재 기록형 정보 저장 매체에 있어서 그 결함 관리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영역으로, 디스크의 안쪽 영역 또는 바깥 영역에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디스크의 사용자 데이터 영역의 소정 부분에 결함 발생시 그 결함이 발생된 결함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블록

을 기록하기 위한 스페어 영역들은 데이터 영역에 초기화시 드라이브 제조자나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그 크기 및 할당 유

무가 결정되어지고, 또한 디스크 사용중 디스크를 재초기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스페어 영역은 새로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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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함 관리 영역에 기록되는 결함 관리 정보는 결함 정보를 위한 결함 리스트(Defect List(DFL))와 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의 구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디스크 정의 구조(Disc Definition Structure(DDS))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결함 리스트는 결함 리스트 헤더와 결함 리스트 엔트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포맷에 대해서는 도 4를 참조하여

상세히 후술한다.

기록 조건 테스트 영역은 기록 방법(Write Strategy)에 따른 여러 가지 기록 파워로 테스트하여 최적의 기록 파워와 그 기

록 방법에 따른 변수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를 위해 마련된 영역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이중 기록층 디스크의 구조의 일 예를 나타낸다.

도 3을 참조하면, 하나의 기록층 L0에 리드인 영역 #0, 데이터 영역, 리드아웃 영역 #0이 마련되고, 다른 기록층 L1에 리

드인 영역 #1, 데이터 영역, 리드아웃 영역 #1이 마련된다.

L0층의 리드인 영역 #0은 DMA #2, 기록 조건 테스트 영역, DMA #1을 포함하고, 데이터 영역은 스페어 영역 #1, 사용자

데이터 영역, 스페어 영역 #2를 포함하고, 리드아웃 영역은 DMA #3, DMA #4를 포함한다.

L1층의 리드인 영역 #1은 DMA #2, 기록 조건 테스트 영역, DMA #1을 포함하고, 데이터 영역은 스페어 영역 #4, 사용자

데이터 영역, 스페어 영역 #3을 포함하고, 리드아웃 영역 #1은 DMA #3, DMA #4를 포함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결함 리스트(Defect List)의 데이터 포맷을 나타낸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결함 리스트(400)는 결함 리스트 헤더(DFL 헤더)(410)와, 결함 리스트 엔트리들의 리스

트(DFL 엔트리 리스트)(420)를 포함한다.

DFL 헤더(410)는 블록들의 결함 관리를 위한 개수 정보를 기록하는 부분으로, 결함 리스트 식별자(411)와, 대체블록을 가

지는 결함블록들의 수(412)와, 대체블록없는 결함블록들의 수(413)와, 사용가능한 스페어 블록들의 수(414)와, 사용할 수

없는 스페어 블록들의 수(415)와, 결함가능성 있는 블록들의 수(416)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대체 블록을 가지는 결함 블록들의 수(412)는 결함 블록이 스페어 영역의 대체 블록으로 대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

함 상태 정보를 가지는 결함 리스트 엔트리들의 수를 의미한다.

대체 블록 없는 결함 블록들의 수(413)는 결함 블록이기는 하지만 스페어 영역에 대체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결함 블록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결함 상태 정보를 가지는 결함 리스트 엔트리들의 수를 의미한다.

사용 가능한 스페어 블록들의 수(414)는 스페어 영역내 대체되지 않은 블록들 중에서 대체를 위해 사용 가능한 블록을 나

타내는 결함 상태 정보를 가지는 결함 리스트 엔트리들의 수를 의미한다.

사용할 수 없는 스페어 블록들의 수(415)는 스페어 영역내 대체되지 않은 블록들 중에서 대체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블록

을 나타내는 결함 상태 정보를 가지는 결함 리스트 엔트리들의 수를 의미한다.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들의 수(416)는 사용자 데이터 영역내에 있는 블록들 중에서 결함이 의심되지만 아직 검정되지

않은 블록을 나타내는 결함 상태 정보를 가지는 결함 리스트 엔트리들의 수를 의미한다.

DFL 엔트리 리스트(420)는 블록들에 대한 결함상태 정보를 가지는 결함 리스트 엔트리들의 집합으로서, DFL 엔트리 #1

(421)과, DFL 엔트리 #2(422)와, ...DFL 엔트리 #N(423)을 포함한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DFL 엔트리의 데이터 포맷을 도시한다.

도 5를 참조하면, DFL 엔트리 #i(500)는 상태 정보 1(510)과, 결함 블록의 물리 주소(520)와, 상태 정보 2(530)와, 대체

블록의 물리 주소(540)를 포함한다.

등록특허 10-0667780

- 8 -



상태 정보 1(510)은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있는 결함 블록들의 결함 상태에 관한 정보 및 스페어 영역에 있는 대체 블록들

의 사용가능 여부 상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상태 정보 1에 대해서는 도 6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상태 정보 2(530)는 스페어 영역에 있는 대체 블록들의 사용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이,

재초기화 시 기록후 검정 동작의 수행없이 결함 리스트 엔트리의 상태 정보 2에 재초기화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만을

표시함으로써 빠른 재초기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재초기화 이후 데이터 기록시 만일 기록하고자 하는 블록에 대한 결함

리스트 엔트리의 상태 정보 2가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로 설정되어 있다면 드라이브 시스템은 이를 알고

호스트가 그 블록의 일부에 데이터를 기록하라고 명령하더라도 별도의 Read-Modify-Write 없이 바로 블록의 나머지 부

분에 소정 데이터를 패딩하여 기록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호스트로부터 재생 명령이 내려왔을 때 드라이브 시스템은 이

와 같이 상태 정보 2가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블록에 기록된 데이터는 의미 없는 데

이터임을 알고 있으므로 바로 널 데이터(null data)를 호스트에 전송하거나 첵크 메시지(check message)를 보낼 수 있다.

결함 블록의 물리 주소(520)는 사용자 데이터 영역내에 있는 결함 블록이 위치한 물리적인 주소를 말하며, 대체 블록의 물

리 주소(540)는 스페어 영역내에 있는 대체 블록이 위치한 물리적인 주소를 말한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DFL 엔트리의 상태 정보 1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상태 정보(510)는, "1", "2", "3", "4", "5" 다섯 가지의 상태를 가진다.

상태 정보 "1"은 대체 블록이 있는 결함 블록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 결함 블록의 물리 주소는 사용자 데이터 영역

내에 있는 결함 블록의 물리 주소를 나타내고, 대체 블록의 물리 주소는 상기 결함 블록을 대체하는 대체 블록이 스페어 영

역에 기록된 물리 주소를 말한다.

상태 정보 "2"는 대체 블록이 없는 결함 블록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 결함 블록의 물리 주소는 사용자 데이터 영역

내에 있는 결함 블록의 물리 주소를 나타낸다.

상태 정보 "3"은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결함 블록의 상태를 나타낸다.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은, 디스크를 검정하거나

스캐닝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RF나 서보 시호가 검출되었을 때 기록후 에러 정정에 의해 아직 검정은 되지 않았지만 결함

일 가능성이 있는 향후 기록 후 에러 정정에 의해 검정이 필요한 블록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 결함 블록의 물리 주소는 검

정되지는 않았지만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결함 블록의 물리 주소를 나타낸다.

상태 정보 "4"는 스페어 영역에 있는 대체 블록의 상태로서 사용 가능한 대체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 경우

에, 대체 블록의 물리주소는 스페어 영역의 대체 되지 않은 블록들 중에서 사용 가능한 블록의 물리 주소를 나타낸다.

상태 정보 "5"는 스페어 영역에 있는 대체 블록의 상태로서 사용할 수 없는 대체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 대체 블록의 물리주소는 스페어 영역의 대체 되지 않은 블록들 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블록의 물리 주소를 나타낸

다.

상태 정보 "1", "2", "3"은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있는 블록들의 상태를 나타내고, 상태 정보 "4", "5"는 스페어 영역에 있는

블록들의 상태를 나타낸다.

상태 정보 2(530)에 대해서는 도면에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상태 정보 2(530)가 "1"로 설정되어 있으면 이는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상태 정보 2(530)가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이 블록이 재초기화되지 않았거나 재초기화 이

후 다시 사용되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상태 정보 2가 "0"으로 설정된 것은 이 블록에 유효한 데이터가 들어있음을 나

타내는 것이고, 상태 정보 2가 "1"로 설정된 것은 이 블록이 재초기화되어졌으므로 이 블록안에 유효한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디스크 재초기화로 인하여 새로 할당된 스페어 영역내에 있는 블록의 결함 리스트 엔트리 처리 방

법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7의 (a)는 디스크 재초기화전에 스페어 영역 #1을 할당하여 사용하는 단일 기록층 디스크에서 데이터 블록의 상태를 나

타내고, (b)는 디스크 재초기화 후에 스페어 영역 #1이 새로 할당된 디스크에서 데이터 블록의 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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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의 (a)를 참조하면, 데이터 영역은 스페어 영역 #1만 할당되어, 스페어 영역 #1과 사용자 데이터 영역을 포함한다. 사

용자 데이터 영역의 끝부분에 블록 ①, ②, ③이 기록되어 있다. 블록 ①은 결함 블록으로서, 이 결함 블록은 이 결함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 블록을 가지고 있는 블록을 나타낸다. 블록 ②는 이 결함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 블록을 가지고 있

지 않은 결함 블록을 나타낸다. 블록 ③은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디스크 사용 도중 디스크의 재초기화에 의해 새로운 스페어 영역 #1이 할당된 경우 재초기화 이후 여

전히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존재하는 결함 블록들이 재초기화 이후에도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도 포함되게 되는 상태가 (b)

에 도시된 바와 같은 상태이다.

도 7의 (b)를 참조하면, 대체 블록을 가지는 결함 블록 ①, 대체 블록을 가지지 않는 결함 블록 ② 및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 ③에 대한 DFL 엔트리는 이 블록들이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다는 상태 정보와 함께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상태 정보

를 가지는 DFL 엔트리로 전환한다.

도 8의 (a)는 도 7의 (a)에 도시된 상황에서 본 발명에 따라 새로운 스페어 영역 할당 직전의 결함 리스트의 상태 정보, (b)

는 도 7의 (b)에 도시된 상황에서 새로운 스페어 영역의 할당 직후의 결함 리스트의 상태 정보를 나타낸다.

도 8의 (a)를 참조하면, 블록 ①에 대한 DFL 엔트리는 도 8의 (a)에 도시된 첫 번째 엔트리이다. 블록 ①은 대체 블록을 가

지는 결함 블록이므로 상태 정보 1이 "1"로 설정되어 있고, 이 결함 블록의 물리 주소가 "0010000h"로 기록되어 있고, 아

직 재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태 정보 2는 "0"으로 설정되어 있다. 블록 ②는 대체 블록을 가지지 않는 결함 블록이

므로 상태 정보 1이 "2"로 설정되어 있고, 이 결함 블록의 물리 주소가 "0010100h"로 기록되어 있고, 아직 재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태 정보 2는 "0"으로 설정되어 있다. 블록 ③은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이므로 상태 정보 1이 "3"으

로 설정되어 있고, 이 결함 블록의 물리 주소가 "0010110h"로 기록되어 있고, 아직 재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태 정

보 2는 "0"으로 설정되어 있다.

도 8의 (a)에 도시된 DFL 엔트리 리스트는 스페어 영역을 새로 할당하는 재초기화에 의해 도 8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은

DFL 엔트리 리스트 상태가 된다.

도 8의 (b)를 참조하면, 블록 ①에 대한 DFL 엔트리는 도 8의 (b)에 도시된 첫 번째 엔트리이고, 블록 ②에 대한 DFL 엔트

리는 두 번째 엔트리이고, 블록 ③에 대한 DFL 엔트리는 세 번째 엔트리이다. 블록 ①, ②, ③에 대한 DFL 엔트리는 모두

상태 정보 1이 재초기화에 의해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임을 나타내는 "3"으로 설정되고, 재초기화 여부를 나타내는 상

태 정보 2가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1"로 설정된다.

이와 같이 디스크의 재초기화 이후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있는 결함 블록은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이므로 향후 그 블

록에 데이터를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 기록 후 검정 과정을 거치셔 그 블록의 결함 가능성을 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초기화에 의해 DFL 엔트리의 상태 정보 2에 재초기화 되었음을 나타내는 "1"로 설정한 후 이 블록이 다시 사용되어지면

상태 정보 2는 "0"으로 바꿔야 한다. 재초기화에 의한 상태 정보 2를 "1"로 나타내는 이유는 이 블록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

터는 재초기화로 인하여 더 이상 의미없는 데이터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디스크 재초기화로 인하여 새로 할당된 스페어 영역내에 있는 블록의 결함 리스트 엔트리 처리 방

법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9의 (a)는 디스크 재초기화전에 스페어 영역 #1을 할당하여 사용하는 단일 기록층 디스크에서 데이터 블록의 상태를 나

타내고, (b)는 디스크 재초기화 후에 스페어 영역 #2가 새로 할당된 디스크에서 데이터 블록의 상태를 나타낸다.

도 9의 (a)를 참조하면, 데이터 영역에는 스페어 영역 #1만 할당되어, 데이터 영역은 스페어 영역 #1과 사용자 데이터 영

역을 포함한다. 사용자 데이터 영역의 끝부분에 블록 ④, ⑤, ⑥ 이 기록되어 있고, 스페어 영역 #1에 블록 ⑦이 기록되어

있다. 블록 ④은 결함 블록으로서, 이 결함 블록은 이 결함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 블록을 가지고 있는 블록을 나타낸

다. 블록 ⑤는 이 결함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 블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결함 블록을 나타낸다. 블록 ⑥은 결함일 가능

성이 있는 블록을 나타낸다. 블록 ⑦은 스페어 영역에 있는 대체 블록으로서, 대체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대체 블록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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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태에서, 디스크 사용 도중 디스크의 재초기화에 의해 스페어 영역 #1은 더 축소 할당되어 재초기화전에 스페

어 영역 #1에 있던 블록 ⑦은 재초기화 이후에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포함되게 되고, 스페어 영역 #2는 새로 할당되어 재

초기화전에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있던 블록 ④, ⑤, ⑥은 모두 스페어 영역 #2에 포함되게 되는 상태가 (b)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9의 (b)를 참조하면, 재초기화전에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있던 결함 블록 ④, ⑤, ⑥가 재초기화에 의해 스페어 영역에

포함되게 되면, 이 블록들에 대한 DFL 엔트리는 모두 이 블록들이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었다는 상태 정보와 함께 대체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가지는 DFL 엔트리로 전환한다. 그리고, 재초기화전에 스페어 영역

에 있던 대체 블록 ⑦이 재초기화에 의해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포함되게 되면, 이 블록에 대한 DFL 엔트리는 이 블록이

검정없이 재초기화되어졌다는 상태 정보와 함께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가지는 DFL 엔트

리로 전환한다.

도 10의 (a)는 도 9의 (a)에 도시된 상황에서 본 발명에 따라 새로운 스페어 영역 할당 직전의 결함 리스트의 상태 정보,

(b)는 도 9의 (b)에 도시된 상황에서 새로운 스페어 영역의 할당 직후의 결함 리스트의 상태 정보를 나타낸다.

도 10의 (a)를 참조하면, 블록 ④에 대한 DFL 엔트리는 도 9의 (a)에 도시된 첫 번째 엔트리이다. 블록 ④는 대체 블록을

가지는 결함 블록이므로 상태 정보 1이 "1"로 설정되어 있고, 이 결함 블록의 물리 주소가 "0010000h"로 기록되어 있고,

아직 재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태 정보 2는 "0"으로 설정되어 있다. 블록 ⑤는 대체 블록을 가지지 않는 결함 블록

이므로 상태 정보 1이 "2"로 설정되어 있고, 이 결함 블록의 물리 주소가 "0010100h"로 기록되어 있고, 아직 재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태 정보 2는 "0"으로 설정되어 있다. 블록 ⑥은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이므로 상태 정보 1이 "3"으

로 설정되어 있고, 이 결함 블록의 물리 주소가 "0010110h"로 기록되어 있고, 아직 재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태 정

보 2는 "0"으로 설정되어 있다. 블록 ⑦은 대체를 사용할 수 없는 대체 블록이므로, 상태 정보 1 이 "5"로 설정되어 있고, 이

대체 블록의 물리 주소가 "0100000h"로 기록되어 있고, 아직 재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태 정보 2는 "0"으로 설정

되어 있다.

도 10의 (a)에 도시된 DFL 엔트리 리스트는 스페어 영역을 새로 할당하는 재초기화에 의해 도 10의 (b)에 도시된 바와 같

은 DFL 엔트리 리스트 상태가 된다.

도 10의 (b)를 참조하면, 블록 ④에 대한 DFL 엔트리는 도 10의 (b)에 도시된 두 번째 엔트리이고, 블록 ⑤에 대한 DFL 엔

트리는 도 10의 (b)의 세 번째 엔트리이고, 블록 ⑥에 대한 DFL 엔트리는 (b)의 네 번째 엔트리이고, 블록 ⑦에 대한 DFL

엔트리는 (b)의 첫 번째 엔트리이다. 블록 ④, ⑤, ⑥에 대한 DFL 엔트리는 재초기화에 의해 모두 상태 정보 1이 대체를 위

해 사용될 수 없는 블록임을 나타내는 상태정보인 "5"로 설정되고, 재초기화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 2가 재초기화되었

음을 나타내는 "1"로 설정되고, 결함 블록의 물리주소는 대체 블록의 물리 주소 위치로 변경된다. 블록 에 대한 DFL 엔트

리는 재초기화에 의해 상태 정보 1이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임을 나타내는 "3"으로 설정되고, 재초기화 여부를 나타내

는 상태 정보 2가 재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1"로 설정되며, 대체 블록의 물리 주소가 결함 블록의 물리 주소 위치로 변

경된다.

이상에서는 단일 기록층 디스크를 대상으로 설명하였지만 이중 기록층 디스크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이 적용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검정(Certification) 과정 없이 결함 리스트들을 변경함으로써 재기록 정보 저장 매체의 재초기화를

하는 방법에 의해 그 결함 리스트상에는 검정(Certification) 없이 재초기화가 된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가지게 된

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검정 과정 없이 재초기화를 하는 목적은 검정하는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기 때문에 때로는 빠른

재초기화가 필요할 때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빠른 재초기화에 의해 기존에 결함이어서 결함 리스트에 등록된 블

록들은 상기의 빠른 재초기화로 인하여 검정되지 않은 상태 또는 향후 검정되어야 하는 상태 또는 결함이 의심스러운 상태

정보 즉 상태 정보 2가 설정된 상태의 결함 엔트리로서 결함 리스트에 저장됨으로 인하여, 향후 상기 블록을 사용하고자

할 때 상기 상태 정보를 참고로 하여 그 결함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즉, 상기와 같은 빠른 재초기화 방법은 검정을

위해 걸리는 시간을 각각의 블록을 사용하는 시점으로 분산하여 그 시간적 효율적 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빠른 재초기화로 인해 새로운 결함 정보 즉, 검정되지 않은 상태 또는 향후 검정되어야 하는 상태 또는 결함이

의심스러운 상태 정보를 가지는 결함 정보가 등장함에 따라 그러한 결함 정보에 대한 완전 검정 또는 부분 검정 방법의 필

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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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에 따라 상기와 같은 검정없는 재초기화로 인한 결함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완전 검정 또는 부분 검정을 통

해 상기와 같은 결함 정보를 가지는 블록들을 검정하고, 상기와 같은 결함 정보가 결함 리스트에 남지 않도록 한다.

완전 검정은 사용자 데이터 영역의 전체 블록을 검정하는 방법을 말하고, 부분 검정은 매체의 일부 블록들을 검정하는 방

법을 말한다. 부분 검정의 일 예로 결함 리스트상에 있는 결함일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결함인 블록들만을 검정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검정을 수행할 수가 있다. 완전 검정인 경우 일 예로 사용자 데이터 영역 전체

를 기록 후 검정을 통하여 검정한 후 각각의 블록에 대해 결함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결함 리스트 상에 반영할 수 가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검정 방법을 설명한다.

도 11a는 본 발명에 따라 재초기화후에 상태 정보 2가 "1"로 설정될 수 있는 클러스터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1a를 참조하면, 그 첫 번째는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있는 클러스터로서 대체 없는 결함 클러스터 ⓐ, 두 번째는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있는 클러스터로서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클러스터 ⓑ, 세 번째는 스페어 영역 #2에 있는 클러스터로서 사

용가능한 스페어 영역 클러스터 ⓒ, 네 번째는 스페어 영역 #2에 있는 클러스터로서 사용할 수 없는 스페어 영역 클러스터

ⓓ이다.

예를 들어, 디스크의 재초기화 바로 후에 도 11a에 도시된 바와 같은 상태의 디스크는 그 사용에 의해 도 11b에 도시된 바

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

도 11b는 도 11a에 도시된 상태에서 디스크를 사용하여 결함 클러스터와 대체 클러스터가 더 발생한 상태를 도시하는 도

면이다.

도 11b를 참조하면,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결함 클러스터 ⓔ가 발생하여 이를 대체한 대체 클러스터 ⓔ'가 표시되어 있고,

또한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결함 클러스터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체는 되지 않은 클러스터를 나타내는 대체 없는 결함 클

러스터 ⓕ가 더 표시되어 있다.

도 12a는 도 11b에 도시된 상태에서 클러스터들의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엔트리들의 일 예이다.

도 12a를 참조하면 결함 리스트의 처음 4개의 결함 엔트리는 디스크의 재초기화에 의해 발생된 엔트리들을 나타내고, 다

음 2개의 결함 엔트리는 디스크의 사용중 발생된 엔트리들을 나타낸다.

첫 번째 결함 엔트리는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있는 클러스터로서 대체 없는 결함 클러스터 ⓐ에 관한 것으로, 대체 없는 결

함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상태정보 1은 "2"로 설정되어 있고, 검정없는 재초기화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상태 정보

2는 "1"로 설정되어 있다.

두 번째 결함 엔트리는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있는 클러스터로서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클러스터 ⓑ에 관한 것으로, 결함

일 가능성있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상태 정보 1은 "3"으로 설정되어 있고, 검정없는 재초기화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상태 정보 2는 "1"로 설정되어 있다.

세 번째 결함 엔트리는 스페어 영역 #2에 있는 클러스터로서 사용가능한 스페어 영역 클러스터 ⓒ에 관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임을 나타내기 위해 상태 정보 1은 "4"로 설정되어 있고, 검정없는 재초기화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상

태 정보 2는 "1"로 설정되어 있다.

네 번째 결함 엔트리는 스페어 영역 #2에 있는 클러스터로서 사용할 수 없는 스페어 영역 클러스터 ⓓ에 관한 것으로, 사용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나타내기 위해 상태 정보 1은 "5"로 설정되어 있고, 검정없는 재초기화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상태 정보 2는 "1"로 설정되어 있다.

다섯 번째 결함 엔트리는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있는 대체 있는 결함 클러스터 ⓔ에 관한 것으로, 대체 있는 결함임을 나타

내기 위해 상태 정보 1은 "1"로 설정되어 있고, 검정없는 재초기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태 정보 2는 "0"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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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결함 엔트리는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있는 대체 없는 결함 클러스터 ⓕ에 관한 것으로, 대체 없는 결함임을 나타

내기 위해 상태 정보 1은 "2"로 설정되어 있고, 검정없는 재초기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태 정보 2는 "0"으로 설정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본 발명에 따라 기록후 검정을 수행의 대상은 상태 정보 2가 "1"로 설정된 처음 4개의 엔트리가 된다.

도 12b는 본 발명에 따라 기록후 검정에 의해 엔트리가 정리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2b를 참조하면, 첫 번째 결함 엔트리의 경우 클러스터 ⓐ를 검정하여 검정한 결과 결함으로 판명된 경우에, 대체 없는

결함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상태정보 1은 "2"로 설정하고, 검정이 수행된 것이므로, 상태 정보 2는 "0"으로 설정된다.

두 번째 결함 엔트리의 경우 클러스터 ⓑ를 검정하여 검정한 결과 결함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사용자 데이터 영역

에 존재하는 클러스터로서 결함이 없는 사용가능한 클러스터이므로 결함 리스트로부터 이러한 클러스터에 관한 엔트리는

삭제된다.

세 번째 결함 엔트리의 경우 클러스터 ⓒ를 검정하여 검정한 결과 결함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임을 나타내기 위해 상태 정보 1은 "4"로 설정하고, 검정이 수행된 것이므로 상태 정보 2는 "0"으로 설정된다.

네 번째 결함 엔트리의 경우 클러스터 ⓓ를 검정하여 검정한 결과 결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나타내기 위해 상태 정보 1은 "5"로 설정되고, 검정이 수행된 것이므로 상태 정보 2는 "0"으로 설정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록후 검정에 의해 결함 리스트상에는 검정없는 재초기화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 2가 "0"

으로 설정된 결함 엔트리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기록후 검정 동작의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드라이브 시스템은 호스트로부터 기록 후 검정 명령을 수신한다(1310).

그러면 드라이브 시스템은 정보 저장 매체에 기록된 결함 리스트를 독출하여 메모리에 저장한다(1320).

그리고, 드라이브 시스템은 메모리에 저장된 결함 리스트로부터 상태정보 2가 "1"로 설정된 엔트리들을 검색하고(1330),

검색된 엔트리들에 들어있는 클러스터들에 대해 기록후 검정을 수행한다(1340).

엔트리에 등록된 클러스터가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있는 클러스터들인 경우, 드라이브 시스템은 검정 결과에 따라 결함이

있으면 상태 정보 1은 결함있는 클러스터 상태, 상태 정보 2는 "0"으로 설정된 엔트리를 생성하고, 결함이 없으면 해당 결

함 엔트리를 삭제한다(1350).

엔트리에 등록된 클러스터가 스페어 영역에 있는 클러스터들인 경우, 드라이브 시스템은 검정 결과에 따라 결함이 있으면

상태 정보 1은 사용할 수 없는 클러스터 상태, 상태 정보 2는 "0"으로 설정된 엔트리를 생성하고, 결함이 없으면 상태 정보

1은 사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상태, 상태 정보 2는 "0"으로 설정된 엔트리를 생성한다(1360).

드라이브 시스템은 이와 같이 생성된 엔트리를 포함하는 결함 리스트를 매체에 기록하다(1370).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은 검정 방법은 검정 과정을 통해 재초기화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그외에 디스크를

재초기화하지 않는 경우라도 디스크 사용 중간에 결함 리스트의 결함 엔트리들을 간단하게 정리할 때 이용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은 기록/재생 방법 및 검정 방법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

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

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

프, 플로피디스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

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기록/재생 방법 및 검정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

적인(function) 프로그램, 코드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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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 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

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

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디스크 재초기화시 기록 후 검정 과정없이 결함 정보만을 관리하는 것에 의해 디스크를 재

초기화함으로써 재초기화 과정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발명에 의한 검정 방법에 의해서는, 디스크를 검

정하지 않고 빠른 재초기화를 수행함에 의해 발생된 결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드라이브 시스템의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 드라이브 시스템을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기록/재생 장치의 구성의 개략적인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단일 기록층 디스크의 구조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이중 기록층 디스크의 구조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결함 리스트의 데이터 구조도,

도 5는 도 4에 도시된 결함 리스트 엔트리의 데이터 구조도,

도 6은 도 5에 도시된 결함 리스트 엔트리의 상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디스크 재초기화로 인하여 새로 할당된 스페어 영역내에 있는 블록의 결함 리스트 엔트리 처리 방

법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8의 (a)는 도 7의 (a)에 도시된 상황에서 본 발명에 따라 새로운 스페어 영역 할당 직전의 결함 리스트의 상태 정보, (b)

는 도 7의 (b)에 도시된 상황에서 새로운 스페어 영역의 할당 직후의 결함 리스트의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디스크 재초기화로 인하여 새로 할당된 스페어 영역내에 있는 블록의 결함 리스트 엔트리 처리 방

법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10의 (a)는 도 9의 (a)에 도시된 상황에서 본 발명에 따라 새로운 스페어 영역 할당 직전의 결함 리스트의 상태 정보,

(b)는 도 9의 (b)에 도시된 상황에서 새로운 스페어 영역의 할당 직후의 결함 리스트의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도면,

도 11a는 본 발명에 따라 상태 정보 2가 "1"로 설정될 수 있는 클러스터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b는 도 11a에 도시된 상태에서 디스크를 사용하여 결함 클러스터와 대체 클러스터가 더 발생한 상태를 도시하는 도

면,

도 12a는 도 11b에 도시된 상태에서 클러스터들의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엔트리들의 일 예,

도 12b는 본 발명에 따라 기록후 검정에 의해 엔트리가 정리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기록후 검정 동작의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면

등록특허 10-0667780

- 14 -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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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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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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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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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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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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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b

도면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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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b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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