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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보 저장 매체, 기록/재생 장치 및 기록/재생 방법

(57) 요약

본 발명에 따라 정보 저장 매체, 기록/재생 장치 및 기록/재생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저장 매체는, 외주에 최적 기록 조건을 찾기 위한 OPC 영역이 마련되며, 매체의 최종화시에 미들 영

역이 확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층 정보 저장 매체의 기록 방법에서, 특히 외주에 최적

기록 조건(기록 파워등)을 찾기 위한 OPC(Optimum Power Control) 영역이 할당된 디스크에서 디스크 최종화(disc

finalization)시 불충분한 미들 영역의 확보 및 그 기록 방법에 의해 L1의 기록 특성에 따라 L2 특성이 다른 점에 의해 사전

L1에 기록된 영역이 여러 가지로 가능한 모든 디스크 레이아웃(disc layout)에 대해 미들 영역(Middle area)의 확보 및 그

기록 방법을 도출하여, 보다 호환성있는 기록 모드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0a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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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정보 저장 매체에 있어서,

외주에 최적 기록 조건을 찾기 위한 OPC 영역이 마련되며,

매체의 최종화시에 미들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미들 영역은 상기 OPC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3.

기록/재생 장치에 있어서,

외주에 최적 기록 조건을 찾기 위한 OPC 영역이 마련된 정보 저장 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독출하는 기록/독출부와,

상기 매체의 최종화시에 미들 영역이 불충분한 경우 상기 미들 영역을 확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미들 영역은 상기 OPC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5.

기록/재생 방법에 있어서,

외주에 최적 기록 조건을 찾기 위한 OPC 영역이 마련된 정보 저장 매체의 최종화시에 미들 영역이 불충분한 경우 상기 미

들 영역을 확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미들 영역은 상기 OPC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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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정보 저장 매체의 기록 방법에 대한 것으로, 특히 외주에 최적 기록 조건(기록 파워등)을 찾기 위한 OPC

(Optimum Power Control) 영역 및 디스크 최종화를 수행할 미들 영역이 할당된 디스크에서 디스크 최종화시 미들 영역

의 확보 및 그 기록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복수의 기록층을 구비한 광 디스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광 디스크의 최종화시 미들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

록 하는 광 디스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광 디스크는 비 접촉식으로 정보를 기록/재생하는 광 픽업 장치의 정보 저장 매체로 널리 채용되며, 정보 기록

용량에 따라 컴택트 디스크(CD;compact disk),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digital versitile disk)로 구분된다. 그리고,

정보의 기록, 소거 및 재생이 가능한 광 디스크로서, 650MB CD-R, CD-RW, 4.7GB DVD+R/RW, DVD-RAM(random

access memory), DVD-R/RW(rewritable) 등이 있으며, 재생 전용 디스크로 650MB CD, 4.7GB DVD-ROM 등이 있다.

더 나아가, 기록 용량이 15GB 이상인 차세대 DVD도 개발중에 있다.

도 1a는 종래 기술에 따른 재기록이 가능한 광 디스크의 일반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도 1b는 종래 기술에 따른 재생 전용

광 디스크의 일반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도 1a에 도시된 재기록 가능한 광 디스크의 lead-out 영역의 구조는 lead-in

영역의 구조와 거의 동일하다.

도 1a에 도시한 재기록이 가능한 광 디스크의 경우 리드-인 영역에 최적 파워 제어(OPC: Optimum Power Control)를 위

한 테스트 존이 할당된다. 그러나 재생 전용 디스크인 경우에는 이러한 테스트 존이 필요하지 않다. 최적 파워 제어(OPC:

Optimum Power Control)란 데이터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가 재기록 가능 광 디스크에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에

미리 다양한 기록 파워로 데이터를 테스트 존에 기록해봄으로써 사용자 데이터 기록을 위한 최적 기록 파워를 결정하는 것

을 말한다.

그러나 종래 재기록 가능한 광 디스크에는 고정된 위치에 고정된 사이즈의 OPC를 위한 테스트 존이 할당될 뿐이어서 필요

에 따라 테스트 존을 추가로 할당하거나 테스트 존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복수의 기록층을 구비한 광 디스크의 경우, 어느 기록층에 먼저 기록하느냐에 따라 기록 특성이 달라지므로 OPC

를 위한 테스트 영역을 광 디스크에 할당할 때 기록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특히 광 디스크의 외주 영역에 테스트

영역을 할당할 경우에는 외주 영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복수의 기록층을 구비한 광 디스크의 경우에는 외주 영

역에서의 기록 특성이 단일 기록층을 구비한 광 디스크의 경우보다 더 나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광 디스크의

외주 영역에 테스트 영역 뿐 아니라 기타 다른 목적의 영역을 할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주 영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할당해야 한다.

또한, 이중기록층 광 디스크의 경우, 픽업에서 가까운 기록층 L1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 기록층 L2

의 기록 특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L1, L2의 순서로 기록을 행할 경우, L2에 데이터 기록 시, L1에는 항상 데이터가 기록이

되어 있다. OPC를 위해 L2에 마련된 테스트 존에 테스트용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에도 L1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

므로 사전 기록 영역이 L1에 미리 할당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기록 영역을 할당한다는 것은 데이터 기록 및

/또는 재생 장치 입장에서는 제작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전 기록 영역을 할당하고 OPC를 위한 테

스트 존을 할당할지 여부는 선택적으로 결정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광 디스크에는 미리 정해진 위치의 OPC

영역과 드라이브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OPC를 위한 테스트 존이 필요하다.

또한, 이중기록층 디스크의 외주 영역에 기록 할 경우, 시간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록을 위해 연결 영역(middle area)의

위치가 단층 디스크에서 정의한 위치와 다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특히 외주영역에 OPC를 위한 테스트 영역을 할당

하기 위한 다양한 layout이 필요하게 된다.

나아가, 광 디스크의 외주 영역에 OPC를 위한 테스트 존 뿐 아니라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한 전용 영역을 할당하는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있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시장에 나와있는 Recordable DVD의 경우, 용량이 4.7GB에 해당하는 단층 디스크밖에 없다. 그러나, DVD-

ROM인 경우에는 이미 용량이 8.5GB에 해당하는 2층 디스크가 있어, 이와 같은 용량의 디스크를 백업(back-up)하기 위

해서는 동일한 용량의 recordable DVD도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그 기록 특성은 어느층에 먼저 기록하느냐에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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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따라서 OPC를 하는 경우에도 그 특성을 고려해서 OPC 영역을 배치해야 한다. 특히 픽업에서 가까운 L1 기록층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또는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 L2 의 기록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OPC를 하는 경우, L1 부터 기

록을 행할 경우 항상 L2의 기록 시, L1 영역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OPC 또한 L1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럴 경우, 특별한 영역의 L1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영역은 드라이브 입장에서는 비용 추

가 등에 의한 단점으로 받아 들여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드라이브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능이 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이런 경우, 디스크 입장에서는 미리 정해진 위치의 OPC 영역과 드라이브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규격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또한, 외주부에 이층 디스크로 기록 할 경우, 시간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록을 위해 미들 영역이 단층 디스크에서 정의해

놓은 위치와 다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특히 외주부에서 OPC 영역에 대한 다양한 레이아웃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미들 영역은 픽업이 두 개 이상의 층을 왔다 갔다할 때 이용되는 영역으로, 점프 퍼포먼스를 위해 이러한 미들 영역

은 소정의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디스크 구조로 기록을 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미들 영역의 판단 및 데이터

판독 등의 이유로 디스크 최종화시 미들 영역이 부족하여 미들 영역을 위한 공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필요성으로부터 안출된 것으로, 다층 정보 저장 매체에 있어, 미리 정해진 위치의 OPC 영

역과 드라이브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규격적으로 결정된 경우에 특히 미들 영역의 기록 위치에 따라 다

양하게 외주부의 OPC 영역이 할당되는 디스크 구조에서 디스크 최종화시 충분한 미들 영역의 확보 및 그 기록 방법을 제

공하는 정보 저장 매체, 기록/재생 장치 및 기록/재생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의한 광 디스크는, 정보 저장 매체에 있어서, 외주에 최적 기록 조건을 찾기

위한 OPC 영역이 마련되며, 매체의 최종화시에 미들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다.

상기 미들 영역은 상기 OPC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기록/재생 장치에 있어서, 외주에 최적 기록 조건을 찾기 위한 OPC 영역이 마련된 정보 저장 매체

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독출하는 기록/독출부와, 상기 매체의 최종화시에 미들 영역이 불충분한 경우 상기 미들 영역을

확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록/재생 방법에 있어서, 외주에 최적 기록 조건을 찾기 위한 OPC 영역이 마련된 정보 저장 매체

의 최종화시에 미들 영역이 불충분한 경우 상기 미들 영역을 확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2a 및 2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a 및 2b에 도시된 광 디스크는 두

개의 기록층 L1 및 L2를 구비한 듀얼레이어 광 디스크이다.

먼저, 도 2a를 참조하면, 기록층 L1은 제1 데이터 영역과 제1 바깥 영역을 포함한다. 상기 제1 바깥 영역은 내주에서 외주

방향으로 제1 연결 영역(middle area), 제1 미사용 영역, 제1 버퍼 영역, 제1 전용영역, 사전 기록 영역 및 제1 미기록 영

역을 포함한다. 기록층 L2는 제2 데이터 영역과 제2 바깥 영역을 포함한다. 상기 제2 바깥 영역은 내주에서 외주 방향으로

제2 연결 영역(middle area), 제2 전용영역, 제2 버퍼 영역, 제2 미사용영역(unused area), 제3 버퍼 영역, 제3 전용 영역

및 제2 미기록 영역(unrecorded area)을 포함한다.

제1 데이터 영역 및 제2 데이터 영역은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영역이다. 제1 연결영역 및 제2 연결영역에는 데이

터 영역이 종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소정 패턴의 데이터가 기록된다. 데이터 기록 및/재생 장치는 상기 소정 패턴의 데이터

를 독출하여 판독함으로써 데이터 영역이 아닌 연결 영역임을 인식한다. 한편 상기 소정 패턴의 데이터는 lead-out 속성을

갖는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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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전용영역 내지 제3 전용 영역은 데이터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영역으로서, 예컨대

최적 파워 제어(OPC: Optimum Power Control)를 위한 테스트 영역이다. 그러나 제1 전용영역 내지 제3 전용 영역은 테

스트 영역 외 다른 용도의 영역일 수도 있다. 예컨대, 어떤 데이터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에 의해, 언제 기록이 행해졌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정보 등을 기록하기 위한 영역일 수도 있다.

제1 미사용 영역과 제2 미사용영역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재기록이 가능한 복수의 기록층을 구비한 광 디스크

의 경우, 어느 기록층에 먼저 기록하느냐에 따라 기록 특성이 달라진다, 특히 광 디스크의 외주 영역의 기록 특성은 내주

영역의 기록 특성보다 더 나쁘다. 따라서, 제1 전용영역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의 기록층 L2의 영역을 제2 미사용영역으로

지정하여 아무런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제2 전용 영역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의 기록층 L1의 영역을

제1 미사용영역으로 지정하여 아무런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도록 한다.

제1 버퍼 영역 내지 제3 버퍼 영역은 광 디스크의 편심과 조사되는 광의 사이즈를 고려하여 마련된 영역이다.

도 3은 기록층 L2에 조사되는 광의 영향을 받는 기록층 L1의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데이터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의 대물렌즈(300)를 통해 기록층 L2의 특정 위치에 광(400)이 포커싱되면, 도시된 바와 같이 반경 y에 해당하는 기록

층 L1의 영역이 광(400)의 영향을 받게된다. 제1 버퍼 영역 내지 제3 버퍼 영역은 다른 기록층에 데이터 기록을 위해 조사

되는 광의 영향, 광의 사이즈 및 광 디스크의 편심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미리 정해진 크기로 할당된다.

사전 기록 영역은 제3 전용 영역을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영역으로서 제3 전용 영역을 사용하기 이전에 다양한 방식에 따

라, 그리고 다양한 시점에 데이터가 기록된다. 예컨대, 디스크 제작자에 의해 디스크 제작 시에 사전 기록 영역으로 결정된

위치에 피트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기록하거나 데이터 기록 및 재생 장치에 의해 제3 전용 영역을 사용하기 이전에 소정 방

식으로 데이터를 사전 기록 영역에 기록할 수도 있다.

제1 미기록 영역 및 제2 미기록 영역은 디스크의 최외주에 위치한 영역으로서 나쁜 기록특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기

록하지 않는 영역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제1 미기록 영역 및 제2 미기록 영역을 할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도 2b에 도시한 광 디스크의 구조도 도 2a에 도시한 광 디스크의 구조와 동일하다. 다만, 도 2a에 도시한 광 디스크의 경

우, 제3 전용 영역 및 사전 기록 영역의 외주방향 경계가 가변적이고 나머지 다른 영역들의 위치는 고정적이지만, 도 2b에

도시한 광 디스크의 경우, 모든 영역들의 위치가 고정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 2a에 도시한 광 디스크의 제3 전용 영역 및 사전 기록 영역의 외주방향 경계는 본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가 로딩된 데

이터 기록 및 재생 장치에 의해 결정된다.

도 4a 및 4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두 개의 기록층 L1 및 L2를 구비

한 듀얼레이어 광 디스크이다.

본 실시예는, 이중 기록층 광 디스크에 데이터 기록 시, 기록할 사용자 데이터 용량이 광 디스크에 기록 가능한 전체 기록

용량보다 적고, 기록해야 할 사용자 데이터 용량을 데이터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가 미리 알 수 있는 경우, 두 개의 기록층

L1 및 L2에 동일한 양의 사용자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는 각 기록층의 데이터 영역의

크기를 결정한다.

각 기록층의 데이터 영역의 시작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각 기록층의 데이터 영역의 크기가 결정되면, 각 데이터 영

역의 끝 위치가 결정될 수 있다. 새로이 결정된 각 데이터 영역의 크기는 원래보다 적을 것이므로 각 기록층의 데이터 영역

다음의 바깥 영역의 크기는 원래보다 증가할 것이다.

도 4a 내지 도 9b에 도시한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 기록층의 바깥 영역의 크기가 원래보다 증가

할 경우, 각 기록층의 바깥 영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바깥 영역의 다양한 포맷을 제시한다.

먼저, 도 4a를 참조하면, 기록층 L1은 제1 데이터 영역과 제1 바깥 영역을 포함한다. 상기 제1 바깥 영역은 내주에서 외주

방향으로 제1 연결 영역(middle area), 제1 미사용 영역, 제1 버퍼 영역, 제1 전용영역, 제1 사전 기록 영역, 제1 미기록 영

역, 제2 연결 영역, 제2 미사용 영역, 제2 버퍼 영역, 제2 전용영역, 제2 사전 기록 영역 및 제2 미기록 영역을 포함한다.

즉, 도 4a에 도시된 기록층 L1의 제1 바깥 영역의 구조는 도 2a에 도시한 제1 바깥영역의 구조가 반복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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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의 기록층 L2는 제2 데이터 영역과 제2 바깥 영역을 포함한다. 상기 제2 바깥 영역은 내주에서 외주 방향으로 제3 연

결 영역(middle area), 제 미사용 영역, 제1 버퍼 영역, 제1 전용영역, 제1 사전 기록 영역, 제1 미기록 영역, 제2 연결 영

역, 제2 미사용 영역, 제2 버퍼 영역, 제2 전용영역, 제2 사전 기록 영역 및 제2 미기록 영역을 포함한다. 즉, 도 4a에 도시

된 기록층 L1의 제1 바깥 영역의 구조는 도 2a에 도시한 제1 바깥영역의 구조가 반복된 구조이다.

상기 제2 바깥 영역은 내주에서 외주 방향으로 제3 연결 영역(middle area), 제3 전용영역, 제3 버퍼 영역, 제3 미사용영

역(unused area), 제4 버퍼 영역, 제4 전용 영역 및 제3 미기록 영역(unrecorded area), 제4 연결 영역(middle area), 제5

전용영역, 제5 버퍼 영역, 제4 미사용영역(unused area), 제6 버퍼 영역, 제6 전용 영역 및 제4 미기록 영역(unrecorded

area)을 포함한다. 즉, 도 4a에 도시된 기록층 L2의 제2 바깥 영역의 구조는 도 2a에 도시한 제2 바깥영역의 구조가 반복

된 구조이다.

도 4a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는 제1 사전 기록 영역, 제4 전용 영역, 제2 사전 기록 영역 및 제6 전용 영역의 외

주방향 경계가 가변적이다. 이들 영역의 외주 방향 경계는 본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가 로딩된 데이터 기록 및 재생 장치

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제1 미기록 영역(unrecorded area) 및 제3 미기록 영역을 기준으로 각각 오른쪽에 할당된 영역들은 고정적으로 항

상 할당되지만, 제1 미기록 영역(unrecorded area) 및 제3 미기록 영역을 기준으로 각각 왼쪽에 할당된 영역들의 할당 여

부는 데이터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에 의해 선택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도 4b에 도시된 광 디스크의 구조 및 사용방법은 도 4a에 도시한 광 디스크의 구조 및 사용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도 4b

에 도시한 광 디스크의 경우, 제1 사전 기록 영역 및 제4 전용 영역의 외주 방향 경계는 가변적이지만, 제2 사전 기록 영역

및 제6 전용 영역의 외주방향 경계는 고정적이다.

이하에서는, 도 4a 및 4b에 도시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의 구조를 기초로 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들의 구조 및 그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도 5a 및 5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a에 도시한 광 디스크는 도

4a에 도시한 광 디스크에 마련된 제2 사전 기록 영역, 제6 버퍼 영역 및 제6 전용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유사하게, 도 5b에 도시한 광 디스크는 도 4b에 도시한 광 디스크에 마련된 제2 사전 기록 영역, 제6 버퍼 영역 및

제6 전용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 6a 및 6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a에 도시한 광 디스크는 도

4a에 도시한 광 디스크에 마련된 제1 사전 기록 영역, 제4 버퍼 영역 및 제4 전용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유사하게, 도 6b에 도시한 광 디스크는 도 4b에 도시한 광 디스크에 마련된 제1 사전 기록 영역, 제4 버퍼 영역 및

제4 전용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 7a 및 7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a에 도시한 광 디스크는 도

4a에 도시한 광 디스크에 마련된 제2 연결 영역 및 제4 연결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사하게, 도

7b에 도시한 광 디스크는 도 4b에 도시한 광 디스크에 마련된 제2 연결 영역 및 제4 연결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도 8a 및 8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a에 도시한 광 디스크는 도

5a에 도시한 광 디스크에 마련된 제2 연결 영역 및 제4 연결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사하게, 도

8b에 도시한 광 디스크는 도 5b에 도시한 광 디스크에 마련된 제2 연결 영역 및 제4 연결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도 9a 및 9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a에 도시한 광 디스크는 도

6a에 도시한 광 디스크에 마련된 제2 연결 영역 및 제4 연결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사하게, 도

9b에 도시한 광 디스크는 도 6b에 도시한 광 디스크에 마련된 제2 연결 영역 및 제4 연결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이상, 이중 기록층 광 디스크의 경우를 예로 들었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하지 않고 기록층이 둘 이상인 광 디스크인 경

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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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들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향이 OTP(Opposite track pass)인 경우를 예

로 들어 설명하였으나 기록 방향이 PTP(Parallel track pass)인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연결 영역(middle area)은 사전 기록 방법 또는 pre-embossed 방법으로 데이터가 기록될 수도 있고, 데이

터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에 의해 데이터 영역이 사용된 후에 데이터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에 의해 데이터가 기록될 수

도 있으므로 다양한 실시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도 10a는 L1 와 L2을 갖는 디스크 구조에서 Middle area가 외주부의 사전 규정된 위치에 있고, 외주 OPC 영역도 사전 규

정된 위치에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도 10b는 L1 와 L2을 갖는 디스크 구조에서 Middle area가 외주부의 사전 규정된 위치에 있고, 외주 OPC 영역도 사전 규

정된 위치에 있는 경우에서 L1, L2의 Data area가 모두 기록 된 후 디스크 최종화(disc finalization) 시 L1의 Middle area

기록 방법을 나타낸다.

도 10c는 L1 와 L2을 갖는 디스크 구조에서 Middle area가 외주부의 사전 규정된 위치에 있고, 외주 OPC 영역도 사전 규

정된 위치에 있는 경우에서 L1, L2의 Data area가 모두 기록 된 후 disc finalization 시 L1의 Middle area 기록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L2를 기록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도 10의 (a)는 Layer0, Layer1의 2층 기록 형태의 가지고 각각의 층이 Middle area와 외주부에서 OPC등을 할 수 있는

Test Area 영역 및 L1,L2 각층에 구비되어 있는 Test area에서 OPC등의 test시 각 각의 Test area에 기록된 신호가 영

향을 주지 않도록 Buffer등이 할당된 기록 매체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기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Data area

에 데이터의 기록에 앞서 test area에서 OPC(Optimum power control)등의 test를 행하고, L1의 내주부터 외주로 data

area를 기록하게 되며, L1의 영역을 모두 기록하게 되면 외주의 L2에서부터 내주로 기록을 하게 된다. L2까지 모두 기록

이 종료되면 disc finalize를 수행하게 되며, Middle area에 Lead-out 속성의 data(한 예로 00h)를 기록하게 된다.

이 때 만약 이미 정해진 Middle area의 영역이 불충분 할 경우, 도 10 의 (b)와 같이 Middle area는 disc finalize시 Buffer

영역과 미 사용 Test area 및 이미 사용된 Test area영역을 침범 할 수 있고, Lead-out 속성의 기록이 이 침범된 영역까

지 행하여질 수 있다. 도 10 의 (b)는 위와 같은 동작이 L1에서 행하여지는 일례를 보여주며, 도 10의 (c)는 L1에서 위와

같은 방법의 Middle area 기록 완료 후 L2에서의 Middle area 기록 예를 나타낸다.

도 11a는 L1 와 L2을 갖는 디스크 구조에서 Middle area가 flexible 하고, 외주 OPC 영역은 사전 규정된 위치에 있는 경

우를 나타낸다.

도 11b는 L1 와 L2을 갖는 디스크 구조에서 Middle area가 flexible 하고, 외주 OPC 영역은 사전 규정된 위치에 있는 경

우에서 L1, L2의 Data area가 모두 기록 된 후 disc finalization 시 L1의 Middle area 기록 방법을 나타낸다.

도 11c는 L1 와 L2을 갖는 디스크 구조에서 Middle area가 flexible 하고, 외주 OPC 영역은 사전 규정된 위치에 있는 경

우에서 L1, L2의 Data area가 모두 기록 된 후 disc finalization 시 L1의 Middle area 기록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L2를 기

록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도 11a를 참조하면, 데이터 영역의 "A" 부분까지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되어, A 부분의 바로 다음 위치에 미들 영역이 마련

된다. 도 11b를 참조하면, 마련된 미들 영역에 소정의 데이터가 기록되는데, 이때 미들 영역이 부족한 경우에는 데이터 영

역의 미기록 영역에까지 침범하여 소정의 데이터를 기록한다. 도 11c를 참조하면, L1의 미들 영역의 기록이 완료된 후 L2

의 미들 영역의 기록을 하고 이때 L2의 미들 영역이 부족한 경우에도 데이터 영역의 미기록 영역에 까지 침범하여 소정의

데이터가 기록된다.

도 12a는 L1 와 L2을 갖는 디스크 구조에서 Middle area가 외주부의 사전 규정된 위치에 있거나 flexible 하고 외주 OPC

영역은 사전 규정된 위치에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도 12b는 L1 와 L2을 갖는 디스크 구조에서 Middle area가 외주부의 사전 규정된 위치에 있거나 flexible 하고 외주 OPC

영역은 사전 규정된 위치에 있는 경우에서 L1, L2의 Data area가 모두 기록 된 후 disc finalization 시 L1의 Middle area

기록 방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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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c는 L1 와 L2을 갖는 디스크 구조에서 Middle area가 외주부의 사전 규정된 위치에 있거나 flexible 하고 외주 OPC

영역은 사전 규정된 위치에 있는 경우에서 L1, L2의 Data area가 모두 기록 된 후 disc finalization 시 L1의 Middle area

기록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L2를 기록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도 12a를 참조하면, 데이터 영역에서 "B" 부분까지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되면, "B"의 다음 위치부터 미들영역이 마련된다.

도 12b를 참조하면, 마련된 미들 영역에 소정의 데이터가 기록되는데, 이때 미들 영역이 부족한 경우에는 데이터 영역의

미기록 영역에까지 침범하여 소정의 데이터를 기록한다. 도 12c를 참조하면, L1의 미들 영역의 기록이 완료된 후 L2의 미

들 영역의 기록을 하고 이때 L2의 미들 영역이 부족한 경우에도 데이터 영역의 미기록 영역에 까지 침범하여 소정의 데이

터가 기록된다.

도 11과 도 12의 차이점은 도 11에서는 원래부터 미들 영역이 플렉서블하고 고정된 미들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도

12의 경우에는 애초에 고정된 미들 영역은 마련되어 있지만,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 기록이 데이터 영역이 중간에서 끝난

경우 플렉서블하게 데이터 기록이 끝난 부분에 미들 영역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도 13a는 L1 와 L2을 갖는 디스크 구조에서 Middle area가 외주부의 사전 규정된 위치에 있거나 flexible 하고 외주 OPC

영역도Middle area와 함께 사전 규정된 위치에 있거나, flexible한 경우를 나타낸다.

도 13b는 L1 와 L2을 갖는 디스크 구조에서 Middle area가 외주부의 사전 규정된 위치에 있거나 flexible 하고 외주 OPC

영역도Middle area와 함께 사전 규정된 위치에 있거나, flexible한 경우에서 L1, L2의 Data area가 모두 기록 된 후 disc

finalization 시 L1의 Middle area 기록 방법을 나타낸다.

도 13c는 L1 와 L2을 갖는 디스크 구조에서 Middle area가 외주부의 사전 규정된 위치에 있거나 flexible 하고 외주 OPC

영역도Middle area와 함께 사전 규정된 위치에 있거나, flexible한 경우에서 L1, L2의 Data area가 모두 기록 된 후 disc

finalization 시 L1의 Middle area 의 기록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L2를 기록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도 13a를 참조하면, 미들 영역 및 테스트 영역이 모두 플렉서블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애초에 디스크상에는 디스크의 외주

부분에 미들 영역과 테스트 영역이 고정적으로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데이터 기록 양에 따라 이러한 미들 영역과 테스트

영역이 플렉서블하게 마련될 수 있다. 즉, 드라이브 시스템상에서 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에 데이터를 기록할 양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도 1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영역의 중간에 데이터 기록될 부분 "C"의 다음 부분에 미들

영역 또는 테스트 영역이 마련된다.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 기록에 앞서 마련된 테스트 영역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하고, 도 1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C"부분 까

지 데이터가 기록되면, "C" 부분 다음 부분에 미들 영역이 마련된다.

도 13b를 참조하면, 마련된 미들 영역에 디스크 최종화를 위한 소정의 데이터가 기록되는데, 이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

한 미들 영역이 부족한 경우에는 테스트 영역 까지 침범하여 소정의 데이터를 기록하게 된다.

도 13c를 참조하면, L1에서의 미들 영역의 기록이 모두 끝난 후에 L2에서의 미들 영역의 기록을 나타낸다.

도 14는 본 발명에 따라 디스크를 운용하는 기록/재생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14를 참조하면, 기록/재생 장치는 기록/독출부(2)와, 제어부(1)를 포함한다.

기록/독출부(2)는 픽업 등을 구비하여 본 발명이 적용되는 광 기록 정보저장매체인 디스크(100)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디

스크(100)에 기록된 데이터를 독출한다.

제어부(1)는 소정의 파일 시스템에 따라 디스크(100)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독출하도록 기록/독출부(2)를 제어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제어부(1)는 외주에 최적 기록 조건을 찾기 위한 OPC 영역이 마련된 정보 저장 매체의 최종화시에 미들 영

역이 불충분한 경우 상기 미들 영역을 확장하도록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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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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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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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에 레이저 빔을 조사하고 디스크(100)로부터 반사된 레이저 빔을 수광하여 얻어진 광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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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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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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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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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4에 도시된 기록/재생 장치는 개별적인 기록 장치, 재생 장치로 구현될 수 있거나 또는 하나의 기록 및 재생 장치로 구

현될 수 있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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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것이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

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층 정보 저장 매체의 기록 방법에서, 특히 외주에 최적 기록 조건(기록 파워등)을 찾기 위한

OPC(Optimum Power Control) 영역이 할당된 디스크에서 디스크 최종화(disc finalization)시 불충분한 미들 영역의 확

보 및 그 기록 방법에 의해 L1의 기록 특성에 따라 L2 특성이 다른 점에 의해 사전 L1에 기록된 영역이 여러 가지로 가능

한 모든 디스크 레이아웃(disc layout)에 대해 미들 영역(Middle area)의 확보 및 그 기록 방법을 도출하여, 보다 호환성있

는 기록 모드를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종래 기술에 따른 재기록이 가능한 광 디스크의 일반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1b는 종래 기술에 따른 재생 전용 광 디스크의 일반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2a 및 2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기록층 L2에 조사되는 광의 영향을 받는 기록층 L1의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a 및 4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5a 및 5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6a 및 6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7a 및 7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8a 및 8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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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a 및 9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a 내지 도 10c는 본 발명에 따라 디스크의 최종화시 미들영역을 확장하는 구조의 제1예,

도 11a 내지 도 11c는 본 발명에 따라 디스크의 최종화시 미들영역을 확장하는 구조의 제2예,

도 12a 내지 도 12c는 본 발명에 따라 디스크의 최종화시 미들영역을 확장하는 구조의 제3예,

도 13a 내지 도 13c는 본 발명에 따라 디스크의 최종화시 미들영역을 확장하는 구조의 제4예,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기록/재생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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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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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등록특허 10-0667766

- 12 -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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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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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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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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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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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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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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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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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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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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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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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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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b

도면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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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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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b

도면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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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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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b

도면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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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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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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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c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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