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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기록매체의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방법, 생성장치 및 이에 의한 광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소정 구간에 대한 재생명령이 입력되면 (S40), 독출되는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재생중인 데
이터가 동영상 데이터인지 비동영상 데이터인지를 확인한 다음(S41), 만일 재생되는 데이터가 비동영상 
데이터일 경우에는 결함 데이터에 대해 리니어 리플레이스먼트를 수행하는 반면, 재생되는 데이터가 동영
상 데이터일 경우에는 결함여부를 판별하여 결함섹터에 대해서는 결함섹터의 위치정보만 저장함으로써,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시에는 연속성을 만족시키면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한편, 동영상 데이터 영역에의 
새로운 데이터 재기록 시에는 불량섹터를 제외한 정상적인 섹터에만 선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매우 유
용한 발명인 것이다.

대표도

도7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결함영역 관리정보의 영역 및 포맷을 도시한 것이고,

제2도는 데이터 기록시의 슬립핑 리플레이스먼트 과정을 도시한 것이고,

제3도는 데이터 재생시의 리니어 리플레이스먼트 과정을 도시한 것이고,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광기록매체 재생장치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제5도는 단위 ECC 섹터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고,

제6도는 데이터 기록시의 동작흐름을 도시한 것이고,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른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방법에 따른 동영상 데이터 재생과정의 동작흐름을 도시
한 것이고,

제8도는 비동영상 데이터의 재생과정의 동작흐름을 도시한 것이다.

제9도는 소거명령 입력시의 동영상 데이터 영역의 불량섹터 주소 갱신과정의 흐름을 도시한 것.

제10도는 본 발명에 따른 결함영역 관리정보의 영역의 포맷을 도시한 것.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광픽업                          20 : 기록광 제어부

30 : 기록신호 처리부                 40 : 검출신호처리부

50 : PID 검출부                      60 : 재생처리부

70 : 메모리                          70a : PDL 저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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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b : T-PDL 저장부                   70c : SDL 저장부

80 : T-PDL 판별부                    90 : SDL 판별부

100 : 결함제어부                     110 : 서보

120 : 소거어드레스 획득부            130 : 인터페이스 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기록매체의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방법 및 생성장치 그리고 이에 의한 광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광기록매체에 기록된 동영상데이터의 재생시 결함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연속재생하되, 검출 되는 결함영역의 위치정보를 기존의 초기결함목록과는 별도로 구분저장하
였다가, 해당 결함영역에 기록된 동영상데이터의 삭제명령 입력시 구분저장된 위치정보를 초기결함목록에 
추가갱신시킴으로써, 삭제후 새로운 데이터 기록시에는 결합영역에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도록 하는 광기
록매체의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방법 및 생성 장치 그리고 이에 의한 광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광기록매체의  일종인  광디스크는  시디(CD:  Compact  Disc)가  보급되면서  사용이  일반화되었으며, 
DVD(Digital Versatile Disc) 규격이 나오게 됨에 따라 앞으로 그 사용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광
디스크에는 재생 전용의 CD-ROM, 1회에 한하여 기록이 가능한 CD-R 및 DVD-R, 자기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반복하여 재기록 및 재생이 가능한 CD-RW 및 DVD-RAM 등의 규격이 제안되어 있으며, VDR 등에 관한 규격
도 곧 제정될 예정이다.

상기 다수의 광디스크 중에서 특히 DVD-RAM 등과 같이 수회에 걸쳐 재기록/재생이 가능한 기록매체에서는 
기록/재생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록매체의 기본 단위섹터(seotor) 중에서 기록/재생시 오류
가 일정 수준 대상으로 발생 하는 물리적인 섹터에는 기록을 하지 않아야 되며, 이를 위하여 이러한 불량
섹터가 검출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테이블에 기록하여 두고, 기록/재생시 마다 이를 확인하여 이
러한 기록/재생 지점에의 데이터 접근(access)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DVD-RAM 디스크의 기록가능한 전 물리적 영역(Pysical Area)은 재생전용 디스크에서와 마찬가
지로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드인(Lead-In) 영역, 데이터(Data) 영역 및 리드아웃(Lead-Out) 영역
으로 구분되어 있다.

상기 데이터 영역은, 그 앞부분 및 뒷부분에 각각 보호 영역(Guard Area)이 할당되어 있는 24개의 연속적
인 그룹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각의 그룹들은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사용자 영역(User Area)와 상기 
사용자 영역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 영역에 기록되지 못한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예비 영역(Spare 
Area)으로 구획되어 있다.

또한, 상기 데이터 영역은 데이터 블록(Block) 단위로 구성되고, 각 블록은 모두 16개의 단위섹터로 구성
되며, 각 단위섹터들은 고유의 물리적 섹터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받으며, 기록시에는 불량섹터를 제외한 
정상섹터에 한하여 논리적 섹터번호(LSH: Logical Sector Number)가 순차적으로 부여된다.

한편, 상기 리드인 영역 및 리드아웃 영역에는 실제 데이터가 기록/재생되는 상기 데이터 영역에 있는 다
수의 물리적 단위섹터 중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불량섹터의 물리적인 어드레스를 기록판리하기 위한 
불량섹터 관리영역(DMA:Defect Management Area, 이하 “DMA”라 함.)이 할당되어 있다. 상기 불량섹터 
정보는 데이터의 기록재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상기 리드인 영역 및 상기 리드아웃 영역에 동일 정
보가 각각 2쌍씩 모두 4쌍(DMA0 - DMA3)이 기록되어 있다.

상기 DMA영역은 모두 32개의 단위섹터, 즉 2개의 ECC 블록(block)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제1 ECC 
블록은 한 개의 디스크정의구조(DDS: Disc Definition Structure, 이하 “DDS”라 함.) 기록용 섹터와, 
15개의 초기결함목록(PDL: Primary Defect List, 이하 “PDL”이라 함.) 기록용 섹터로 이루어져 있고, 
제2 ECC 블록은 모두 16개의 재생결함목록(SDL:Secondary Defect List, 이하 “SDL”이라 함.) 섹터로 이
루어져 있다.

상기 DDS, PDL, SDL 각각의 구성은 다음의 표 1내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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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 2]

[표 3]

DVD-RAM에 있어서, 상기 PDL 및 SDL의 생성과정 및 이를 이용한 기록재생시의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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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DL생성과정(기록시)

먼저, 광디스크 제작과정에서 최초로 디스크를 초기화할 경우, 각 물리적인 단위섹터에 임의의 정보를 기
록한 후 즉시 재생하여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검출되면, 해당 결함섹터의 위치정보(address)를 제1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PDL 표상에 순차적으로 기록한다.

즉,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실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영역은 물리적 섹터 어드레스 31000h부터 
시작되고, 논리적 섹터 어드레스는 상기 데이터 영역의 시작 어드레스를 0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데이터 영역에 대한 초기화 작업시 물리적 섹터 어드레스 중 불량섹터가 발견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PDL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작된 광디스크에 사용자가 소정 정보를 기록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기록명령이 입력
되면 기록하여야 할 정보를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데이터 영역의 사용자 영역에 순차적으로 기
록하되, 최초 제작과정에서 생성된 상기 PDL표를 독출하면서 해당 불량섹터에는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고 
그 불량섹터에 가장 인접한 비결함 정상섹터에 기록하는 슬립핑 리플레이스먼트(Slipping Replacement)를 
행한다.

이에 따라 불량섹터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도의 상부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영역의 
제일 후미 영역까지만 기록되고, 예비 영역에는 데이 터가 전혀 기록되지 않게 되는 반면, 최초 PDL표에 
불량섹터의 어드레스 정보가 기 록되어 있거나, 순차적 기록도중 상기 오류검출과정에서 특정 단위섹터가 
불량섹터임이 확인되면, 제2도의 하부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후에 기록되는 데이터는 사용자 영역에
서 발견된 불량섹터의 크기만큼 상기 예비영역을 이용하여 기록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초 제작시에는 정상섹터였던 것이 유통과정이나 반복적인 재생과정에서 열화하여 불량섹터화 될 
수도 있으므로, 상긴 PDL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상영역에의 기록시에도 단위섹터마다 결함여부를 다
시 확인하면서 불량섹터임이 확인되면 그 섹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슬립핑 리플레이스먼트를 행하여 
기록하는 한편, 해당 불량섹터의 어드레스를 상기 PDL표에 추가하여 추후 기록시 그 영역에 대해서는 별
도의 결함여부 확인과정 없이 슬립핑 리플레이스먼트를 수행하게 된다.

결국, 이와 같은 기록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상기 PDL 표에 기록된 불량섹터의 어드레스 개수
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 과정에서, 불량섹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오류검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ECC 단위섹터는 제5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두 13개의 로우(row)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위섹터의 앞부분에는 그 섹터를 
물리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물리적 위치값(PID: Pysical Identification, 이하 “PID”라 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PID값은 그 중요성으로 인해 섹터당 동일한 값을 4개씩 기록해 놓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만일 하나의 섹터에서 상기 PID 값이 3개 이상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별되면 해
당  섹터는  불량섹터로  판별하며,  또한  단위섹터의  구성부분인  단위로우에서  4개  이상의  오류 바이트
(Byte)가 검출되거나, 상기 PID 값이 하나의 ECC 블록0에서 6개 이상의 오류바이트가 검출될 경우에도 역
시 불량섹터 및 불량블록으로 판별하는 것이다.

SDL 생성과정(재생시)

또한, 반복하여 기록재생작업을 수행하면 디스크의 열화에 따라 상기 PDL표에는 기록되지 않은 불량섹터
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게 되는바, 기록시와 마찬가지로 재생시에도 불량섹터가 있는 지를 확인하다가 불
량섹터가 발견되면, 해당 불량섹터(물리적인 섹터)를 포함하는 ECC 블록에 해당하는 16개의 논리적 섹터( 
PDL표에 기록되지 않은 물리적인 섹터)에 기록된 정보를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비 영역의 정상 단
위블록으로  이동하여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리니어  리플레이스먼트  (Linear  Replacement)를  수행하는 
한편, 원래의 ECC 블록이 시작되는 섹터의 어드레스와 대체기록된 예비영역 섹터의 어드레스를 연관시켜 
상기 SDL 표에 기록하게 된다.

이때 이와 같은 리니어 리플레이스먼트를 수회 반복하여 수행함에 따라 해당 그룹내에는 더 이상의 예비
블록이 없을 경우에는 상기 SDL 구성표(표 3 참조)에 도시된 예비영역 풀 플래그에 그러한 사항을 기록하
는 한편, 추가로 발견된 불량블록의 데이터는 다른 그룹에 할당된 예비영역 상의 정상 단위블록으로 이동
기록한다.

상기 재생시의 불량블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오류검출 방식으로는 하나의 ECC 블록내에 PID 에러 섹터, 
즉 하나의 섹터내 기록된 4개의 ID 코드중 3개 이상이 검출되지 않는 섹터가 하나 이상일 경우와, 하나의 
ECC 블록내에 에러 로우가 8개 이상인 지의 여부에 따라 판별한다.

그러므로 DVD-RAM에 사용자가 정보를 기록할 때는 논리적인 어드레스로 지정하여 기록ㆍ재생하게 되지만, 
DVD-RAM 드라이브에서는 제1도와 같이 일련순서대로 결함영역의 어드레스가 기재된 PDL표와 SDL표에 근거
하여, 기록하기 전에는 기록하려는 부분이 불량섹터인가를 PDL표에서 확인하여 불량섹터일 경우에는 다음 
섹터로 이동하고, 또한 이된 섹터가 불량섹터인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논리적인 어드레스를 물리적인 어
드겐스로 환산한 후 해당 섹터를 찾아 기록/재생하게 되며, 재생시에는 상기 SDL 표를 독출하여 결함영역
일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대체기록되어 있는 예비영역의 주소로 이동하여 재생한 후, 다시 원 위치로 복
귀하여 동일한 재생동작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VDR(Video Disc Recorder)과 같이 주로 동영상데이터가 기록재생되는 광기록매체의 경우에 있어
서,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시에는 재생의 연속성 즉, 실시간 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데, 재생시 상기와 같은 리니어 리플레이스먼트를 수행하면서 불량섹터를 포함하는 단위블록에 기록된 정
보를 예비영역의 정상 단위블록에 이동기록한 후, 다시 그 다음 동영상 데이터가 기록된 영역으로 픽업을 
이동시켜 계속 재생하게 되면, 그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실시간 재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화면상에 
동영상 데이터가 깨져서 재생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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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생시에는 결함부분을 전혀 관리하지 않게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한번 기록된 동영상 데이터를 소거한 후 새로운 동영상 데이터를 기록하고자 할 때, 해당 불량
섹터 및 불량블록에 다시 동영상 데이터가 기록되게 되므로, 차후 재기록된 동영상 데이터를 재생할 경우
에도 역시 그 불량영역에서는 정상적인 재생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시에는 
불량섹터 유무와 상관없이 실시간 재생을 수행하되, 새로운 동영상 데이터의 기록시에는 해당 불량섹터에 
새로운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방법 및 생성장치 그리고 이에 의한 광기
록매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 및 기록 방법은, 기록매체의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 및 기록 방법에 있어서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되는 데이터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
는 제 1단계; 및 상기 확인된 결함영역 상에 기록된 데이터가 실시간 데이터인 경우 대체 영역으로의 대
체 기록을 생성하는 제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광기록
매체는, 결함영역 발견시 결함영역 상에 기록된 데이터의 대체 영역으로의 대체 기록을 제어하기 위한 결
함영역 관리정보가 기록되는 제 1영역; 및 상기 결함 데이터의 대체 영역으로의 대체 기록에 대한 제어가 
재생되는 데이터의 속성에 따른 것 인지의 여부를 인식시키기 위한 정보가 기록되는 제 2영역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 및 기록 장치는, 기록매체
로부터 재생되는 데이터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는 결함확인수단, 상기 확인된 결함영역상에 기록된 데이터
의 속성에 따라, 대체 영역으로의 대체 기록 여부를 결정하는 대체기록 결정수단, 및 상기 결정된 대체기
록 여부를 인식시키기 위한 정보를 생성 및 기록하는 기록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기록매체의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방법, 생성장치 및 이에 의해 
생성된 결함영역 관리정보를 이용한 광기록매체에서는, 광기록매체의 재생시 재생 데이터의 결함여부를 
검출하되, 재생데이터가 동영상 데이터일 경우에는 검출된 결함영역에 기록된 데이터에 대해 리니어 리플
레이스먼트 를 수행하지 않고, 단지 그 주소를 광기록매체의 결함영역 위치정보와 함께 기록하거나, 상기 
위치정보와 영역구분되는 임의의 영역을 할당하여 상기 저장수단에 임시기록하여 놓는다.

이어서, 사용자로부터 상기 임시 기록된 동영상 데이터 결함영역이 포함된 기록정보의 소거영역이 입력되
면, 상기 획득수단은 소거요청된 영역의 주소정보를 획득한 후, 상긴 임시기록된 결함영역 위치정보를 독
출하여 상기 확인수단을 통해 상기 독출된 위치정보내의 주소중에서 상기 획득된 주소정보 영역에 속하는 
지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독출된 위치정보와 획득된 주소정보에 공통으로 속해있는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상기 갱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체 결함영역 위치정보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재생시에는 결함영역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재 기록시에는 재생시 검출된 결함영역의 주소를 반영하여 슬립핑 리플레이스먼트를 수행함으로써 
정상영역에만 선별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기록매체의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방법 및 생성장치 그리고 이에 의한 광기록매체
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기록매체의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VDR 플레이어의 일부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광디스크의 데이터를 기록재생 하는 광픽업(10); 상기 광픽업(10)의 동작을 제
어하는 서보부(110); 상기 광픽업 (10)에 의해 재생되는 데이터를 그 종류에 따라 구분 출력하는 검출신
호처리부(40); 상기 검출신호처리부(40)에서 출력되는 비(非)동영상 데이터의 PID를 검출하는 PID검출부
(50); 상기 PID검출부(50)에 의해 검출된 PID 오류 개수에 따라 섹터의 결함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SDL 
표에 기 저장된 불량섹터의 주소와 비교하여 새로운 불량섹터의 주소만을 선택출력하는 SDL 판별부(90); 
상기 검출신호처리부(40)에서 출력되는 동영상 데이터의 압축을 풀어 재생가능한 데이터로 변환처리하는 
재생처리부(60); 상기 재생처리부(60)에서 처리된 동영상 데이터의 외부 호스트(host)로의 이동시 데이터
를 임시저장하는 인터페아스 램(130); 상기 재생처리부 (60)에서 처리된 동영상 데이터에 따라 불량섹터
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T-PDL 표에 기 저장된 불량섹터의 주소와 비교하여 새로운 불량섹터의 주소만
을 선택출력하는 T-PDL 판별부(80); 상기 SDL 표 및 T-PDL 표와, PDL표가 임시저장되는 메모리(70); 사용
자로부터의 소거명령 입력시 소거요청된 영영의 주소범위를 획득하는 소거어드레스 획득부(120); 상기 T-
PDL 표상의 주소중에서, 상기 소거어드레스 획득부(120)에 의해 획득된 영역주소에 포함되는 주소를 광디
스크 상의 PDL표에 이동기록하기 위한 기록신호처리부(30); 및 상기 기록신호처리부(30)의 출력신호에 따
라 기록용 광신호를 출력제어하는 기록광제어부(20)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제6도 내지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방법의 일실시예의 흐름을 도시한 것으로서, 
이하에서는 제4도의 구성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방법 및 제어흐름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록이 완료된 상태에서 재생을 시작하면 먼저 리드 인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DMA 정보인 PDL 정보를 독
출하여 상기 PDL 저장부(70a)에 저장하면서 결함섹터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고, 이 목록에 있는 PID의 
섹터에 대해서는 재생시 스킵(skip)한다.

재생 데이터는 상기 광픽업(10)에서 상기 검출신호 처리부(40)로 출력되고, 상기 검출신호 처리부(40)에
서 제어 데이터(Non-AV 데이터, 즉 비동영상 데이터)와 동영상 데이터(AV 데이터)로 분리된 후, 제어 데
이터는 상기 PID 검출부(50)를 통해 상기 SDL 판별부(90)에 입력되고 이 SDL 판별부(90)에서는 제어 데이
터의 결함 여부를 판별하여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리니어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에 의해 예비영역에 기
록하는 한편, 결함이 있는 PID와 예비영역에 기록되는 PID를 상기 SDL 저장부(70c)에 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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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생영상 데이터는 상기 재생처리부(60)와 상기 인터페이스 램(130)을 거쳐 출력되는데 동영상 데
이터 자체의 결함여부를 섹터별로 상기 T-PDL 판별부(80)에서 판별하여 결함이 있는 동영상 데이터의 PID
를 저장하게 된다.

이렇게 계속하여 재생하게 되면, 상기 SDL저장부(70c)와 상기 T-PDL 저장부(70b)에는 제어 데이터와 동영
상 데이터의 결함섹터 PID도 각각 검출되어 저장되고, 이후 재생이 완료되어 정지신호가 입력되면 지금까
지 T-PDL 저장부(70b)에 저장된 결함인식 데이터와 상기 SDL 저장부(l0c)에 저장된 결함제어 데이터는 제
10도에 도시된 기설정 영역에 각각 기록된다.

이후 다시 재생을 수행하면 PDL과 SDL에 저장된 결함제어 데이터에 의해 결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어동
작을 수행하고, T-PDL 영역에 저장된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추가하거나 한번 검출된 것으로 계속 유지를 
하게 한다.

이렇게 다시 재생을 수행하더라도 동영상 데이터의 결함부분은 프로그램 상으로는 인식되고 있지만 결함
제거를 위한 별다른 제어가 수행되지 않고 영상 데이터 그대로 출력되게 된다.

이후, 사용자가 재기록 등을 목적으로 소거신호를 입력하면 디스크에 기록된결함제어 데이터인 PDL, SDL
을 각각 독출하여 상기 저장부(70a, 70c)에 각각 저장함과 동시에 디스크에 기록된 동영상 데이터의 결함
인식 데이터인 T-PDL을 독출하 여 상기 T-PDL저장부(70b)에 저장한다.

또한 제어부는 소거되는 영역을 검출하여 영역내의 PID가 상기 T-PDL 저장부(70b)에 저장되었는 지를 확
인하여 저장된 내용이 있으면 저장된 PID를 버스라인(Bus Line)(도면 미도시)을 통해 PDL로 이동시키고 
이렇게 PDL로 이동된 ID는 재기록시에 결함영역으로 되어, 슬립핑 리플레이스먼트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
서는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이후 기록이 완료된 시점에서 추가된 PDL은 광디스크의 PDL 영역에 기
록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제어영역의 데이터도 SDL을 처리하지 않고 T-PDL에 저장하는 것도 본 발명에 의해 용이
실시가 가능하다.

본 발명에 따른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방법의 기록과정은 종래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수행되며, 이를 제
6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로부터 소정 데이터의 기록명령이 입력되면(S10), 기록요구된 데이터가 동영상 데이터인지의 여부
에 상관없이 기록완료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한 다음 (S13), 상기 PDL 저장부(70a)내에 기 기록된 주소
목록에 기록을 하고자 하는 섹터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다(S15).

상기 단계에서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섹터는 불량섹터로서 그 섹터에는 데이터를 기록하
지 말아야 하므로 기록을 중지하고 다음 기록 목표섹터를 설정한 후(S17), 그 섹터에 대하여 상기 과정을 
반복하며, 만일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일지라도 그 후에 다시 불량 섹터화 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섹터에 기록된 총 4개의 PID를 디코딩하여 오류검출되는 PID가 3개 이상인지의 여부를 다시 확인한
다(S19).

상기 단계에서 오류확인된 에러 PID가 3개 여상일 경우에는 상기와 마찬가지로 해당 단위섹터를 불량섹터
로 간주하되, 그 섹터는 PDL에 기록되지 않은 불량섹터이므로 상기 기록신호 처리부(30) 및 상기 기록광
제어부(20)를 통해 그 불량섹터의 주소를 상기 PDL에 갱신기록하는 한편, 기록을 중지하고 역시 다음 목
표섹터를 설정하여(S17) 다시 상기 기록완료여부 확인과정(S13) 및 목표섹터 확인과정(S15)을 거치게 된
다.

그러나, 상기 PID 확인단계(S19)에서 만일 에러 PID가 2개 이하임이 확인될 경우, 즉 해당 단위섹터를 물
리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PID가 적어도 2개 이상 존재 할 경우에는, 그 섹터는 기록이 가능한 정상섹터이
므로 상기와 같은 PDL 갱신과정 없이 요청된 정보를 기록한 후 계속되는 기록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목표
섹터를 설정하여(S21) 그 섹터에 대해 다시 상기의 전 과정을 거치게 되며, 상기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도중, 상기 기록완료여부 확인과정(S13)에서 필요한 정보가 모두 기록완료 되었음이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기록을 종료하게 된다.

즉, 데이터 기록시에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동영상 데이터 및 비 동영상 데이터 전부에 대하여 PDL을 참조
하여 슬립핑 리플레이스먼트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방법에서는 재생시에는 종래와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되는 바 이를 
제7도및 제8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사용자로부터 소정 구간에 대한 재생명령이 입력되면(S40), 상기 검출신호 처리부(40)는 상기 광픽업(1
0)을 통해 독출되는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재생중인 데이터가 동영상 데이터인지 비동영상 데이터인지를 
확인한 다음(S41),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구분출력한다.

만일 재생되는 데이터가 비동영상 데이터일 경우에는 재생시의 연속성은 부차적이고 재생의 완전성이 더 
중요한 문제이므로, 종래와 마찬가지로 아래에 설명한 바와 같은 리니어 리플레이스먼트를 수행한다.

즉,  재생완료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한 다음(S71),  목표섹터를 독출재생하면서(S45)  상기 PID 검출부
(50)를 통해 단위 블록내에 PID 에러 섹터, 즉 한 섹터 내에 기록된 총 4개의 PID값중 3개 이상의 PID값
이 검출되지 않는 섹터가 하나 이상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다(S75).

PID 에러 섹터가 존재할 경우 상기 SDL 판별부(90)는 그 불량섹터를 포함하는 단위블록(16개의 섹터)은 
불량블록으로 판단하여, 그 블록의 주소를 상기 SDL저장부(70c)에 갱신기록하는 한편, 원래의 단위블록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는 예비영역의 정상블록으로 이동기록한 후, 다음 재생 데이터가 기록된 목표섹터를 
설정하여 그 주소로 이동한다(S77).

상기 PID 에러 섹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1 ECC 프레임(frame), 즉 1 로우당 결함여부
를 확인하여 하나의 단위블록내에 에러 로우(총 182 바이트로 구성된 1개의 로우내에서 4개 이상의 에러 

13-6

1019980007385



바이트가 검출되는 경우)가 8개 이상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재차 확인한 다음(S79), 8개 이상 존재할 경
우에는 해당 단위블록은 역시 불량블록으로 간주하여 상기와 마찬가지로 SDL을 갱신하는 한편, 원 데이터
를 이동기록하는 과정을 거친다(S77).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역시 정상블록임이 확인되면 해당 섹터에 포함된 데이터를 재생한 후 다음 재생을 
위한 목표섹터를 설정하여(S79) 그 주소로 이동하게 되며, 상기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도중 상기 재생
완료여부 확인과정(S71)에서 요구된 구간에 대한 재생이 모두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재생을 
종료한다.

그러나, 만일 상기 동영상 데이터 여부 확인단계(541)에서 재생되는 데이터가 동영상 데이터임이 확인되
면, 종래와 구별되는 본 발명에 따른 별도의 방법을 수행하게 되는 바 제7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재생완료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한 다음(S43), 목표섹터를 독출재생하면서 (S45) 상기 PID 검출부(50)를 
통해 단위 섹터내에서 오류검출되는 PID값이 2개 이상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S47).

만일 PID 오류값이 3개 이상 존재하면 상기 T-PDL 판별부(80)는 재생중인 섹터를 불량섹터로 판단하여 그 
불량섹터의 주소를 별도의 T-PDL(Temporary-PDL) 저장부(70b)에 갱신기록하는 한편, 다음 재생 데이터가 
기록된 목표섹터를 설정하여 그 주소로 이동재생한다(S49).

상기 PID 오류값이 1개 이하 존재할 경우에는 다시 1 ECC프레임, 즉 1 로우당 결함여부를 확인하여 하나
의 단위섹터내에 에러 로우가 4개 이상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재차 확인한 다음(S51), 4개 이상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단위섹터를 불량섹터로 간주하여 상기와 마찬가지로 T-PDL을 갱신한 후 다음 목표섹터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친다(S49).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역시 정상섹터임이 확인되면 다음 재생하여야 할 목표섹터를 설정(S81)한 후 그 
주소로 이동재생하게 되며, 상기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도중 상기 재생완료여부 확인단계(S43)에서 요
구된 구간에 대한 재생이 모두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을 종료하게 된
다.

결국, 기록과정과는 달리 재생과정에서는, 비 동영상 데이터는 종래와 마찬 가지로 리니어 리플레이스먼
트를 수행하여 불량블록에 기록된 정보를 예비영역의 정상블록으로 이동기록함으로써 차후 재생시 안전하
게 정보를 재생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동영상 데이터는 종래와 같은 리니어 리플레이스먼트를 수행하지 
않고 블록의 결함여부에 상관없이 실시간 재생을 수행하되, 다만 그 불량섹터의 주소를 PDL 및 SDL과 구
분되는 영역에 별도로 저장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회 반복 재생하는 동안 검출된 불량섹터의 주소가 상기 T-PDL 저장부
(70b)에 다수개 기록되어 있게 되며, 이는 차후 사용자로부터의 소거명령 입력시 디스크 상의 PDL 영역상
에 기록되게 되는 바, 이를 제9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거명령이 입력되면, 상기 소거어드레스 획득부(120)는 소거요구된 데이터 가 기록된 구간의 주소를 획
득한 후(S107), 상기 T-PDL 저장부(70b)에 기록된 불량섹터의 주소를 독출하여(S109), 독출된 불량섹터의 
주소가 상기 획득된 소거구간 주소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Slll), 독출된 불량섹터 중에는 소
거요구된 구간에 포함되는 주소를 갖는 불량섹터가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소거동작을 수행한다(S115).

그러나, 확인결과 소거요구된 구간에 포함되는 주소를 갖는 불량섹터가 존재한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상
기 T-PDL 저장부(70b)에 기록된 어드레스 정보를 상기 버스 라인을 통해 PDL 영역에 이동기록한 후(S113) 
비로소 소거작업을 수행한다(S115). T-PDL 데이터는 제10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T-PDL 데이터를 광
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에 별도로 영역을 할당하여 기록함으로써 기존의 PDL, SDL 관리 프로그램 영역을 별
도로 수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데이터  영역에 기록할 경우에는 기록/재생시 자주 
억세스하는 프로그램 메뉴 정보가 있는 영역의 전단 또는 후단에 기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물론, 
PDL 및 SDL과 함께 DMA 영역에 함께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제10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기
록순서를 다양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기 T-PDL 저장부(70b)에 임시 저장되었다가 PDL 영역으로 이동된, 동영상 데이터 영역에서
의 불량섹터의 주소도 소거후 재기록시 참조하여     슬립핑 리플레이스먼트를 수행하게 되므로, 오직 정
상 섹터에 대해서만 기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기록매체의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방법 및 생성장치 그리고 이에 
의한 광기록매체는,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시에 영상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함보정을 수행하지 않고 
결함위치정보만 저장하며, 재생 중에 동영상의 끊김과 같은 시청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재생영상의 실시간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동영상 데이터 영역에의 새로운 데이터 재기록시에는 재생시 검출된 영상데이터
의 불량섹터를 제외한 정상적인 섹터에만 선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록매체의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 및 기록 방법에 있어서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되는 데이터의 결함 유
무를 확인하는 제 1단계; 상기 확인된 결함영역 상에 기록된 데이터가 동영상 데이터인 경우, 대체 영역
으로의 대체 기록을 생략하는 제 2단계 및 상기 대체 기록이 생략된 결함영역의 위치정보를, 기 기록된 
결함영역 관리정보와 구분되도록 기록하는 제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 및 기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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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유무 확인단계는, 기록매체 상의 소정 단위별 반복 기록된 물리적 위치 정보
의 오류 개수 또는 ECC 오류 정정시 발생되는 단위 로우(Row) 내의 오류 바이트의 개수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검출하는 하위 1단계; 및 상기 검출된 오류 개수와 기 설정된 개수와의 비교 결과에 따라 결함 유
무를 판단하는 하위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 및 기록방
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의 소거 동작 요청시, 상기 구분 기록된 결함영역의 위치 
정보를, 상기 결함영역 관리정보로 이동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
함영역 관리정보 생성 및 기록방법.

청구항 4 

결함영역 발견시 결함영역 상에 기록된 데이터의 대체 영역으로의 대체 기록을 제어하기 위한 결함영역 
관리정보가 기록되는 제 1 영역; 및 상기 결함 데이터의 대체 영역으로의 대체 기록에 대한 제어가, 재생
되는 동영상 데이터에 따라, 대체 영역으로의 대체 기록이 생략된 결함영역의 위치정보를 기 기록된 결함
영역 관리정보와 구분되도록 기록한 것 인지의 여부를 인식시키기 위한 정보가 기록되는 제 2 영역을 포
함하여 구성된 기록매체.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영역은, 기록매체의 리드 인(Lead-In) 영역 또는 리드 아웃(Lead-
Out) 영역 중 적어도 어느 한 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6 

기록매체의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 및 기록 장치에 있어서, 기록매체로부터 재생되는 데이터의 결함 유
무를 확인하는 결함확인수단; 상기 확인된 결함영역 상에 기록된 데이터가 동영상 데이터인 경우, 대체 
영역으로의 대체 기록을 생략한 후, 상기 대체 기록이 생략된 결함영역의 위치정보를 기 기록된 결함영역 
관리정보와 구분되도록 기록 여부를 결정하는 대체기록 결정수단; 및 상기 결정된 대체기록 여부를 인식
시키기 위한, 상기 결함영역의 위치정보를 생성 및 기록하는 기록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결함영역 관
리정보 생성 및 기록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확인수단은, 기록매체 상의 소정 단위별 반복 기록된 물리적 위치 정보의 오류 
개수 또는 ECC 오류 정정시 발생되는 단위 로우(Row) 내의 오류 바이트의 개수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검
출하는 오류검출수단; 및 상기 검출된 오류 개수와 기 설정된 개수와의 비교 결과에 따라 결함 유무를 판
단하는 결함판별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 및 기록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대체기록 결정수단은, 재생되는 데이터가 실시간 데이터 인지의 여부에 따라 대체
기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 및 기록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수단은 상기 확인된 결함영역의 위치정보를 상기 결함영역 관리정보와 구분되
도록 생성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 및 기록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의 소거 동작 요청시, 상기 구분 기록된 결함영역의 위치 
정보를 상기 결함영역 관리정보로 이동 갱신하는 갱신수단을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영역 관리정보 생성 및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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