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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라 광 기록 정보 저장 매체, 기록/재생 방법, 기록/재생 장치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기록/재생 장치는, 기록 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는 기록/독출

부와, 상기 매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디스크 검정(certification)을 위해 기록하는 데이터가 무의미한 데이터이면, 상

기 데이터가 무의미한 데이터임을 알려주는 패딩 식별자를 포함하는 기록/재생 단위 블록을 상기 기록매체에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독출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드라이브 시스템의 불필요한 재시도 과정을

줄여 드라이브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에러 정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라 인터리빙 방식에 의해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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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라 "Read-Modify-Write"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라 디스크 검정(certification)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디스크 검정시 패딩 식별자가 삽입되는 기록 단위 블록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디스크 검정시 패딩 식별자가 삽입되는 재생 단위 블록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패딩 정보가 삽입된 BIS 클러스터의 구조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7은 도 6에 도시된 각 물리적 섹터가 2섹터에 대한 패딩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세부적인 구조도의 일 예,

도 8은 도 6에 도시된 물리적 섹터가 1 클러스터에 대한 패딩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세부적인 구조도의 다른 예,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기록/재생 장치의 개략적인 구성도,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기록/재생 장치의 세부적인 구성도,

도 11은 본 발명에 따라 디스크 검정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12는 본 발명에 따라 디스크 검정후 기록 단위 블록의 데이터 기록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13은 LDS 클러스터와 BIS 클러스터의 에러 정정 능력을 비교한 그래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스크 분야에 관한 것으로, 좀더 구체적으로는, 광 기록 정보 저장 매체, 기록/재생 방법, 기록/재생 장치,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HD, CD, DVD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데이터의 기록 또는 데이터의 재생은 일정한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 단위를 기록

단위 블록 또는 재생 단위 블록이라고 한다. 기록 단위 블럭 또는 재생 단위 블럭의 일 예로는 기록 또는 재생시 발생된 에

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블록을 들 수 있다.

에러 정정 블록의 크기가 64Kbytes라고 할 때, 에러 정정 블록 전체가 아닌 그 일부에 해당하는 크기의 데이터 4Kbytes만

을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 즉 60Kbytes는 00h과 같은 무의미한 값으로 채워져서 기록된다.

디스크 드라이브가 그 일부만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갖는 에러 정정 블록을 재생하기 위해, 그 에러 정정 블록을 읽어낸 다

음 에러 정정을 수행하면, 유의미한 데이터 4Kbytes를 포함하는 코드워드들은 에러 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무의미하게 채워진 데이터 60Kbytes를 포함하는 코드워드들이 에러 정정이 불가하여 에러 정정 블록 전체가 정정 불가로

판단된다. 디스크 드라이브는 에러 정정 블록 내에 어떤 부분이 유의미한 데이터이고 어떤 부분이 무의미하게 채워진 데이

터인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다시 에러 정정 또는 재생을 시도하거나, 일부 유의미한 데이터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러 정정 블록을 최종적으로 에러 처리를 해버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데이터의 재생 동작에서 뿐만 아

니라, 데이터이 갱신 동작 및 데이터의 추가 동작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한편, 미국 특허 제6,367,049호(이하, " 인터리빙 인코딩")에는 인터리빙 방식으로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다. "인터리빙 인코딩"은 "LDS 블록"이라고 불리는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하는 블록과 "BIS 블록"이라고 불리는 주소 데

이터를 포함하는 블록을 하나의 물리 클러스터에 인터리빙하게 배열하여 기록하고, 재생시에는 주소 데이터를 포함하는

블록을 에러정정 하고나서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하는 블록을 에러정정한다. 도 1을 참조하여 상기 "인터리빙 인코딩"을 간

략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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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라 인터리빙 방식에 의해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호스트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의 소스로부터 수신된 사용자 데이터(11)는 2048 + 4 바이트로 각각 구성

된 데이터 프레임들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사용자 데이터는 304 컬럼과 216 로우로 배열된 데이터 블록(12)을 형성한다.

다음, 데이터 블록(12)에 32 로우 패리티를 부가함으로써 LDS(Long Distance)블록(13)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LDS

블록(13)은 152 컬럼과 496 로우로 배열되어 ECC 클러스터(14)를 구성한다. 이러한 ECC 클러스터(14)는 물리 클러스터

블록(20)의 ECC 부분에 분산되어 채워진다.

기록 시스템에 의해 합쳐진 논리 어드레스와 제어 데이터(15)는 32*18 바이트로 배열된다. 매체 상의 물리적인 위치와 관

련된 물리 어드레스(16)는 16*9 바이트로 배열된다. 논리 어드레스 + 제어 데이터(15)와 물리 어드레스(16)가 결합하여

24 컬럼 * 30 로우의 액세스 블록(17)을 형성한다. 다음, 액세스 블록(17)에 32 로우의 패리티가 부가되어 BIS 블록(18)을

형성한다. 이러한 BIS(Burst Indicator Subcode) 블록(18)이 3 컬럼과 496 로우의 BIS 클러스터(19)로 배열된다. 이러한

BIS 클러스터(19)가 물리 클러스터 블록(20)의 BIS 컬럼에 분산되어 채워진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 클러스터 블록(20)에

한 컬럼의 동기화 비트 그룹이 부가되어 155 컬럼 * 496 로우의 물리 클러스터가 형성된다. 이와 같이 인터리빙 방식에 의

해 데이터를 배열함으로써 에러 정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한편, 기록 가능 정보 저장 매체에 있어서 디스크상에 데이터를 기록하고자 할 경우 드라이브 시스템은 기록 단위인 클러

스터 단위로 기록을 할 것이다. 클러스터가 예를 들어, 32개의 섹터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 경우에, 만약 기록되어야

할 섹터의 크기가 32의 배수가 아니면 드라이브 시스템은 클러스터 단위를 맞추기 위해 의미없는 일부 섹터를 패딩하여 클

러스터의 배수 단위로 만들어 기록을 할 것이다.

또한, 이미 기록된 클러스터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 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클러스터의 단위가 아닌(즉, 32 섹

터가 아닌) 일부 섹터, 예를 들어 16 섹터를 기록하는 경우에도 드라이브 시스템은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할 16섹터를 포함

하는 32 섹터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디스크(21)로부터 독출하여(READ) 내부 메모리에 저장한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를

에러 정정한 후 추가 또는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16 섹터를 내부 메모리에서 해당하는 위치에 수정한 후(MODIFY) 나머지

16 섹터들과 함께 하나의 ECC 클러스터로 인코딩하여 기록을 한다(WRITE). 이러한 과정을 "Read-Modify-Write"라고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물론 기록가능 정보 저장 매체에 있어서 상기 클러스터의 재생 과정에서 상

기 클러스터가 결함이 아니면 동일한 물리 주소에 클러스터를 기록할 것이고, 결함이면 구현된 결함 관리 방법에 의해 대

체 클러스터에 기록될 것이다. 1회 기록 정보 저장 매체에 있어서는 1회만 기록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결함 처리에

의해 대체 클러스터에 기록될 것이다.

전술한 "인터리빙 인코딩" 기술에서와 같은 데이터 구조하에서 16 섹터를 이미 기록된 클러스터에 추가 또는 업데이트하

는 동작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상기 16섹터를 추가 또는 업데이트하기 위해 Read-Modify-Write 과정에서 Read

하는 동안 디스크로부터 기록/재생 단위 클러스터의 데이터를 독출하여 내부 메모리에 저장한다. 그리고, BIS 클러스터를

먼저 에러 정정한 후 32 섹터의 데이터를 위한 LDS 클러스터를 에러 정정한다. 이 때 LDS 클러스터의 에러정정이 성공하

지 않은 경우, 추가 또는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16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기록되어 있는 16 섹터를 재생할 수가 없어 추가

또는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기록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추가 또는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16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16 섹터에 유효한 데이터가 들어있을 수도 있으므로 온전히 에러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상기 16 섹터들에 대한 데이터의 유효성 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드라이브 시스템은 상기 디스크상의 클러스터에 다시 접근

하여 재생을 위한 재시도를 하거나, 이러한 재시도에도 불구하고 상기 클러스터를 재생하지 못한다면 에러 메시지를 호스

트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용한 드라이브 시스템의 동작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 만약 드라이브 시스템이 추가 또는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16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16 섹터들에

대한 데이터의 유효성 여부를 알 수 있었다면, 그리고 상기 나머지 16섹터들에 대한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드라이브 시스템은 불필요하게 재생을 재시도하거나 또는 호스트에 에러 메세지를 보고할 필요없이 추가 또는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16섹터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 나머지 16섹터의 유효

성 여부를 알지 못하므로 드라이브 시스템은 이를 에러 처리할 확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에러 정정 능력은 결과적으로 떨

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드라이브 시스템은 디스크의 결함 유무를 확인해보기 위해 디스크 검정(certification)을 수행한다. 디스크 검정

(Certification)이란, 디스크 사용을 위한 초기화 시점에서 전체 디스크의 결함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디스크의 사

용 도중 디스크를 처음부터 다시 사용하기 위한 재초기화 시점에서 전체 디스크의 결함 상태를 다시 파악하기 위해서, 또

는 디스크 사용중 필요시 특정 영역에 대한 결함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시스템이 드라이브 시스템이 아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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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값(00h 또는 FFh)으로 클러스터 전체를 패딩하여 검정하고자 하는 클러스터 위치에 기록을 한 후 재생하여 클러스터

의 결함 유무를 확인해 보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드라이브 시스템은 이러한 검정 수행 결과를 반영하여 클러스터에 대

한 결함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라 디스크 검정(certification)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리드인 영역(31)과, 데이터 영역(32)과, 리드아웃 영역(33)으로 이루어진 디스크(30) 전체를 검정한 경

우에, 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이 예를 들어 모두 "0"으로 채워져 있음이 도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디스크의 일부 또는 전체의 결함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정을 하고 나면 적어도 검정을 한 영역은 이미 기록

된 영역이므로 향후 그 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하고자 할 경우 드라이브 시스템은 그 영역이 이미 기록된 영역이라는 것을

RF 신호로 알 수 있다. 따라서, 32 섹터로 된 클러스터의 일부분인 16 섹터를 이미 기록된 클러스터에 추가 또는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경우 "Read-Modify-Write" 과정을 필요하게 된다. "Read-Modify-Write" 과정에서 Read하는 동안 드라이

브 시스템은 디스크로부터 기록/재생 단위 클러스터내에 있는 데이터를 독출하여 내부 메모리에 저장하고 BIS 클러스터를

먼저 에러 정정한 후 32 섹터의 데이터를 위한 LDS 클러스터를 에러 정정한다. 이 때 LDS 클러스터를 에러 정정할 수 없

는 경우 추가 또는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16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기록되어 있는 16 섹터를 재생할 수가 없어 추가 또는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드라이브 시스템은 상기 디스크상의 클러스터에

다시 접근하여 재생을 위한 재시도를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재시도에도 불구하고 상기 클러스터를 재생하지 못한다면 에러

메시지를 호스트에 보고할 수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디스크 검정에 의해 기록된 기록 단위 블록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무의미성 여부

를 확인함으로써 데이터 기록시 무용한 드라이브 시스템의 동작을 방지하고, 에러 정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광 기록 정보 저장 매체, 기록/재생 방법, 기록/재생 장치,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

록매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은, 광 기록 정보 저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매체의 일부 또는 전

부에 대한 디스크 검정(certification)을 위해 기록하는 데이터가 무의미한 데이터이면, 상기 데이터가 무의미한 데이터임

을 알려주는 패딩 식별자를 포함하는 기록/재생 단위 블록이 기록되는 것이다.

상기 기록/재생 단위 블록은, 상기 무의미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블록과, 상기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한 액세스 블

록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액세스 블록은, 상기 데이터 블록내 데이터의 어드레스 정보와, 상기 패딩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록/재생 단위 블록은, LDS 클러스터와 BIS 클러스터로 이루어진 물리 클러스터이고, 상기 BIS 클러스터는, 상기

LDS 클러스터내 데이터의 어드레스 정보와, 상기 패딩 식별자를 포함하는 더미 바이트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패딩 식별자는 2 섹터에 대한 패딩 정보를 나타낼 수 있고, 또는 상기 패딩 식별자는 1 클러스터에 대한 패딩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데이터 기록/재생 방법에 있어서, 기록 매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디스크 검정(certification)을

위해 기록하는 데이터가 무의미한 데이터이면, 상기 데이터가 무의미한 데이터임을 알려주는 패딩 식별자를 포함하는 기

록/재생 단위 블록을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상기 기록/재생 방법은,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기록/재생 단위 블록을 재생하여 검정을 수행하는 단계와, 검정 수

행 결과 상기 기록/재생 단위 블록에 대한 결함 정보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기록/재생 방법은, 상기 기록/재생 단위 블록에 상기 의미없는 데이터가 담겨있음을 알려주는 상기 패딩 식별자에 기

초하여 상기 기록/재생 단위 블록의 데이터의 에러정정에 관계없이 상기 기록/재생 단위 블록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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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록/재생 방법은, 상기 검정 수행 결과 결함 블록으로 등록된 기록/재생 단위 블록에 대해 데이터 기록 명령을 수신

한 경우에는, Read-Modify-Write 동작 없이 바로 상기 기록/재생 단위 블록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기록/재생 방법에 있어서, 기록 매체의 디스크 검정(certification)을 위한 무의미한 데이터를 포

함하는 LDS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LDS 클러스터가 무의미한 데이터로 채워졌음을 나타내는 패딩 식별자를

물리 어드레스 블록에 포함시켜 BIS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LDS 클러스터와 상기 BIS 클러스터를 결합한 물

리 클러스터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물리 클러스터를 재생하여 검정을 수행

하는 단계와, 상기 검정 수행 결과를 결함 정보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기록/재생 장치에 있어서, 기록 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독

출하는 기록/독출부와, 상기 매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디스크 검정(certification)을 위해 기록하는 데이터가 무의미

한 데이터이면, 상기 데이터가 무의미한 데이터임을 알려주는 패딩 식별자를 포함하는 기록/재생 단위 블록을 상기 기록매

체에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독출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기록/재생 장치에 있어서, 기록 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독

출하는 기록/독출부와, 상기 매체의 디스크 검정(certification)을 위한 무의미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LDS 클러스터 및 상

기 LDS 클러스터가 무의미한 데이터로 채워졌음을 나타내는 패딩 식별자를 물리 어드레스 블록에 포함시켜 BIS 클러스터

를 생성하고, 상기 LDS 클러스터와 상기 BIS 클러스터를 결합한 물리 클러스터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

/독출부를 제어하고,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물리 클러스터를 재생하여 검정을 수행하고, 상기 검정 수행 결과를 결

함 정보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독출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데이터 기록/재생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기록/재생 방법은, 상기 매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디스크 검정(certification)을 위해 기록하는 데이터가 무의미

한 데이터이면, 상기 데이터가 무의미한 데이터임을 알려주는 패딩 식별자를 포함하는 기록/재생 단위 블록을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기록/재생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기

록/재생 방법은, 상기 매체의 디스크 검정(certification)을 위한 무의미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LDS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LDS 클러스터가 무의미한 데이터로 채워졌음을 나타내는 패딩 식별자를물리 어드레스 블록에 포함시켜 BIS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LDS 클러스터와 상기 BIS 클러스터를 결합한 물리 클러스터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

하는 단계와,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물리 클러스터를 재생하여 검정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검정 수행 결과를 결

함 정보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제,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이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착안한 것은, 디스크 검정을 위한 기록 단위 블록을 디스크에 기록할 때,

그 기록 단위 블록에 무의미한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패딩 식별자를 그 기록 단위 블록에 포함시켜 기록하자

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패딩 식별자를 기록 단위 블록에 넣음으로써 이후 그 기록단위 블록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 그

기록 단위 블록의 에러정정이 성공하지 않더라도 그 기록 단위 블록에 들어있는 패딩 식별자를 확인하여 그 기록 단위 블

록에는 의미없는 데이터가 있음을 판별함으로써 read-modify-write에 의해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이하의 설명

에서 주로 기록 단위 블록으로 설명되겠지만, 재생 단위 블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먼저, 본 발명에 따라 디스크 검정시 디스크에 기록되는 패딩 식별자가 삽입된 기록 단위 블록에 대해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디스크 검정시 패딩 식별자가 삽입되는 기록 단위 블록을 나타낸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라 디스크 검정시 기록되는 기록 단위 블록(40)은 무의미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데이터 블록

(41)과, 이 데이터 블록(41)의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한 액세스 블록(42)을 포함한다. 도 4에 도시된 예에서는 무의미한

데이터 블록(41)에 들어가는 무의미한 데이터를 "00h"로 하였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FFh" 또는 그외 다른 값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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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블록(42)은 데이터 블록(41)의 데이터들의 어드레스 정보(43)와, 이 데이터 블록(41)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무의미

한 데이터임을 표시하기 위한 패딩 식별자(44)를 포함한다. 드라이브 시스템이 이 기록단위 블록(40)을 액세스하는 경우

에 드라이브 시스템은 먼저 액세스 블록(42)을 읽어서 패딩식별자(44)를 확인함으로써 이 기록단위 블록에 들어있는 데이

터가 무의미한 데이터임을 알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디스크 검정시 패딩 식별자가 삽입되는 재생 단위 블록을 나타낸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라 디스크 검정시 기록되는 재생 단위 블록(50)은 무의미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데이터 블록

(51)과, 이 데이터 블록(51)의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한 액세스 블록(52)을 포함한다. 도 5에 도시된 예에서는 무의미한

데이터 블록(51)에 들어가는 무의미한 데이터를 "FFh"로 되어 있다.

액세스 블록(52)은 데이터 블록(51)의 데이터들의 어드레스 정보(53)와, 이 데이터 블록(51)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무의미

한 데이터임을 표시하기 위한 패딩 식별자(54)를 포함한다. 드라이브 시스템이 이 재생 단위 블록(50)을 액세스하는 경우

에 드라이브 시스템은 먼저 액세스 블록(52)을 읽어서 패딩식별자(54)를 확인함으로써 이 기록단위 블록에 들어있는 데이

터가 무의미한 데이터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본 발명에 따른 패딩 식별자가 LDS 클러스터와 BIS 클러스터로 이루어진 물리 클러스터에 적용된 예를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패딩 정보가 삽입된 BIS 클러스터의 구조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6에 도시된 데이터 구조는 본 발명에 따른 패딩 식별자가 "인터리빙 인코딩" 기술에서 개시된 바와 같은 데이터 구조에

적용된 경우의 일 예를 나타낸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패딩 식별자"가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및 시스템은, 기록

단위 블록에 들어가는 사용자 데이터와 패딩 식별자가 별도로 ECC 인코딩되고, 사용자 데이터가 에러정정 수행되기 전에

패딩 정보가 먼저 에러정정 수행되는 데이터 구조 및 시스템이면 충분하며, 도 6에 예시된 바와 같은 "인터리빙인코딩" 기

술에 따른 시스템 및 구조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예시한 것으로, 그 일 예에 해당됨을 밝혀둔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ECC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사용자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디스크 검정을 위한 무의미한 데이터

가 패딩된다. 그리고, 이러한 무의미한 데이터에 관한 정보인 패딩 정보가 BIS 클러스터(60)를 형성하는 물리적 어드레스

(62)의 일부에 삽입된다.

즉, 도 6을 참조하면, 물리적 어드레스(62)는 물리적 섹터 0부터 물리적 섹터 15까지 총 16개의 물리적 섹터에 대한 어드

레스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각 물리적 섹터에 대한 정보는 9 바이트로 이루어진다. 즉, 9 바이트로 된 각 물리적 섹터에 대한

정보는 4 바이트의 어드레스 정보(63)와, 1 바이트의 패딩 정보(64)와, 4 바이트의 패리티(65)를 포함한다. 즉, BIS 클러스

터내에는 디스크상에 기록된 클러스터 내에 동일한 간격을 가지는 16개의 물리적 섹터 번호(Physical Sector Number)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물리적 섹터 번호는 어드레스를 위한 4 바이트와 더미 1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록

시 (9,5,5) 코드로 인코딩되어 BIS 클러스터내에 저장된다.

어드레스 정보(63)는 해당 물리적 섹터에 대한 어드레스를 나타내고, 패딩 정보(64)는 이 해당 물리적 섹터에 들어있는 데

이터가 무의미한 데이터임을 표시하기 위한 정보이고, 패리티(65)는 어드레스 정보(63)나 패딩 정보(64)를 에러정정하기

위한 패리티 값을 나타낸다.

도 7 및 도 8을 참조하여 패딩 정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7은 도 6에 도시된 각 물리적 섹터가 2섹터에 대한 패딩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세부적인 구조도의 일 예이다.

도 7을 참조하면, 1 바이트로 구성된 패딩 정보(64)는 더미 바이트로서, 8비트중 하위 2 비트 (b0,b1)를 이용하여 2섹터에

대한 패딩 정보를 나타내는 패딩 식별자로 이용할 수 있다.

BIS 클러스터내에는 디스크상에 기록된 클러스터 내에 동일한 간격을 가지는 16개의 Physical Sector Number가 저장되

어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Physical Sector Number는 address를 위한 4bytes와 dummy 1byte구성되어 있으며 기록 시

(9,5,5)code로 Encoding되어 BIS Cluster내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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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검정(Certification)에 의한 물리 클러스터내의 LDS 클러스터의 각각의 섹터에 대한 패딩 정보를 위해서는 하나의 클

러스터가 64Kbytes = 32 sectors이므로, 한 클러스터당 32비트의 패딩 정보가 요구되어 진다. 이 경우 한 클러스터에 16

개의 물리적 섹터 번호(Physical Sector Number)가 있으므로 각각의 물리적 섹터 번호내의 더미 바이트(dummy byte)내

에 2 비트씩을 할당하면 전체 64Kbytes = 32 sectors LDS 클러스터의 각각의 섹터에 패딩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즉, 하

나의 물리적 섹터 번호내의 더미 바이트내의 2 비트가 2 섹터에 대한 패딩 정보를 나타내는 셈이 된다.

도 8은 도 6에 도시된 물리적 섹터가 1 클러스터에 대한 패딩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세부적인 구조도의 다른 예

이다.

도 8을 참조하면, 1 바이트로 구성된 패딩 정보(64)는 더미 바이트로서, 8 비트중 하위로부터 3번째 비트(b2)를 이용하여

1 클러스터에 대한 패딩 정보를 나타내는 패딩 식별자로 이용할 수 있다.

만일, 검정(Certification)에 의한 클러스터내의 LDS 클러스터 전체가 드라이브 시스템에 의해 패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당 1 비트의 패딩 정보만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더미 바이트 내의 어느

한 비트(67)를 이용하여 클러스터 전체에 대한 패딩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패딩 정보는 ECC 클러스터내에 들어있는 각 섹터들에 대해서 또는 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무의미한 정보가 들어있음을

표시한다. 이와 같이 BIS 클러스터에 들어있는 섹터 단위의 패딩 정보를 이용하여 드라이브 시스템은 Read-Modify-

Write 동작의 Read 과정 중 추가 또는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섹터들에 대한 데이터의 무의미성을 파악함으로써, 비록 상

기 ECC 클러스터의 LDS 클러스터가 에러 정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클러스터에 대한 추가 또는 업데이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기록/재생 장치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장치는 기록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장치로서, 기록/독출부(1) 및 제어부(2)를 포함한다.

기록/독출부(1)는 제어부(2)의 제어에 따라, 본 실시예에 따른 정보저장매체인 디스크(100)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기록된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해 데이터를 독출한다. 제어부(2)는 본 발명에 따라 데이터를 소정 기록 단위 블록으로 기록하도록

기록/독출부(1)를 제어하거나 기록/독출부(1)에 의해 독출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유효한 데이터를 얻어낸다. 재생은 읽어

들인 데이터를 에러 정정하여 유효한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을 의미하며, 소정 단위로 수행된다. 재생이 수행되는 단위를

기록 단위 블록에 대응하여 재생 단위 블록이라고 한다. 재생 단위 블록은 적어도 하나의 기록 단위 블록에 대응한다.

기록시, 제어부(2)는 기록 단위 블록을 다 채울 수 없는 양의 데이터를 디스크(100)에 기록하는 경우, 일부에는 유효한 데

이터가 담겨 있고, 나머지에는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패딩하여 일정한 크기를 갖는 기록 단위 블록으로 만든 다음 이를

기록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라 제어부(2)는 디스크 검정을 위해 기록 단위 블록을 디스크(100)에 기록할 때 그 기록단위

블록내에 담겨있는 데이터가 의미없는 데이터임을 나타내는 패딩 식별자를 그 기록단위 블록에 포함시켜 디스크(100)에

기록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이러한 패딩 식별자는 섹터 별로 의미없는 데이터가 들어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한 클러스터

별로 의미없는 데이터가 들어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재생시, 기록/독출부(1)는 디스크(100)로부터 패딩 식별자가 담겨있는 기록단위 블록을 읽어내고, 제어부(2)는 기록 단위

블록 내에 담겨 있는 패딩 식별자를 기초로 그 기록 단위 블록에 의미없는 데이터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기록/재생 장치가 디스크 드라이브 시스템으로 구현된 세부적인 구성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디스크 드라이브는 기록/독출부(1)로서 픽업(10)을 구비한다. 디스크(100)는 픽업(10)에 장착되어 있

다. 또한, 디스크 드라이브는 제어부(2)로서 호스트 I/F(101), DSP(102), RF AMP(103), 서보(104), 시스템 제어기(105)

및 메모리(106)를 구비한다.

기록시, 호스트 I/F(101)는 호스트(도시되지 않음)로부터 기록할 데이터와 함께 기록 명령을 받는다. 시스템 제어기(105)

는 기록에 필요한 초기화를 수행한다. DSP(102)는 호스트 I/F(101)로 받은 기록할 데이터를 에러 정정을 위해 패리티 등

부가 데이터를 첨가하고 ECC 인코딩을 수행하여, 에러 정정 블록인 ECC 블록을 생성한 다음 이를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변조한다. 여기서, 디스크 검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록 단위 블록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의미없는 데이터로 채우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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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없는 데이터가 담겨있음을 나타내는 패딩 식별자를 첨가하여 ECC 블록을 만든다. RF AMP(103)는 DSP(102)로부터 출

력된 데이터를 RF 신호로 바꾼다. 픽업(10)은 RF AMP(103)로부터 출력된 RF 신호를 디스크(100)에 기록한다. 서보

(104)는 시스템 제어기(105)로부터 서보 제어에 필요한 명령을 입력받아 픽업(10)을 서보 제어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라 시스템 제어기(105)는 디스크 검정을 위해 디스크에 무의미한 기록 단위 블록을 기록할 때, 그 기록

단위 블록에 무의미한 데이터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 기록 단위 블록에 무의미한 데이터가 채워져 있음을 나타내는 패딩

식별자를 포함시켜 생성하고, 이를 디스크에 기록하도록 제어한다.

또한, 이와 같이 디스크 검정이 수행되고 난 후에, 디스크에서 무의미한 데이터가 기록된 주소에 대해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록 단위 블록에 들어있는 패딩 식별자로부터 상기 기록 단위 블록에 무의미한 데이터가 채워져 있음을 확

인하여, 이 기록단위 블록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에러정정이 실패하더라도 데이터를 read-modify-write 에 의해 기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데이터 기록시 그 기록에 관한 블록이 디스크 검정 결과 결함 블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블록을 디

스크로부터 read 해 볼 필요도 없이 바로 기록 동작을 수행한다.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재생시, 호스트 I/F(101)는 호스트(도시되지 않음)로부터 재생 명령을 받는다. 시스템 제어기(105)는 재생에 필요한 초기

화를 수행한다. 픽업(10)은 디스크(100)에 레이저 빔을 조사하고 디스크(100)로부터 반사된 레이저 빔을 수광하여 얻어진

광 신호를 출력한다. RF AMP(103)는 픽업(10)으로부터 출력된 광 신호를 RF 신호로 바꾸고 RF 신호로부터 얻어진 변조

된 데이터를 DSP(102)로 제공하는 한편, RF 신호로부터 얻어진 제어를 위한 서보 신호를 서보(104)로 제공한다. DSP

(102)는 변조된 데이터를 복조하고 ECC 에러 정정을 거쳐 얻어진 데이터를 출력한다. 서보(104)는 RF AMP(103)로부터

받은 서보 신호와 시스템 제어기(105)로부터 받은 서보 제어에 필요한 명령을 받아 픽업(10)에 대한 서보 제어를 수행한

다. 호스트 I/F(101)는 DSP(102)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호스트로 보낸다. 특히, 본 발명에 따라 시스템 제어기(105)는 기

록 단위 블록의 에러 정정에 의해 기록 단위 블록에 들어있는 패딩 식별자를 검출한 경우에 그 해당 기록 단위 블록에는 의

미없는 데이터가 들어있음을 판별할 수 있다.

이제, 상기 기록/재생 장치에 의해 행해지는 디스크 검정 과정을 설명한다.

재기록 가능 디스크가 드라이브 시스템에 삽입되어 공 디스크로 판별되면 드라이브 시스템의 시스템 제어기(105)는 호스

트의 명령 또는 드라이브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디스크 사용을 위한 초기화를 진행한다.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디스크의 데

이터 영역을 포함한 기록 가능 영역에 대한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한 결함 상태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시스템 제어기(105)

는 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을 포함한 기록 가능 영역의 각각의 클러스터에 00h 또는 FFh 와 같은 특정 값으로 기록을 수행

한 후 재생하고, 에러 정정하여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한 결함 유무를 판단하는 검정(Certification)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제어기(105)는 사용 중에 있는 재 기록 가능 디스크를 호스트의 명령에 의해 재 초기화시에 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을 포함한 기록 가능 영역에 대한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한 결함 상태를 재 파악하고자 하거나 또는 일부 특정 영역에

대한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한 결함 상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Quick Certification) 검정(Certification)을 수행할 수가 있

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라 디스크 검정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먼저, 드라이브 시스템의 시스템 제어기는 디스크 검정을 위해 00h 또는 FFh로 구성된 64Kbytes 데이터를 ECC 인코딩

하여 LDS 클러스터를 생성한다(단계 111).

그리고, 시스템 제어기는 이 클러스터에 대한 물리적 섹터 번호(Physical Sector Number)와 다른 부가 정보를 포함해서

ECC 인코딩하여 BIS 클러스터를 생성한다(단계 112). 이때 이 BIS 클러스터에는 64Kbytes로 구성된 LDS 클러스터의 각

각의 섹터(2Kbytes) 또는 64Kbytes 전체에 대해 아무 의미없는 데이터로 채워졌음을 나타내는 패딩 정보를 물리 어드레

스 블록에 포함시켜 BIS 클러스터를 생성한다.

그리고나서, 시스템 제어기는 이러한 LDS 클러스터와 BIS 클러스터를 인터리빙(interleaving)하여 ECC 물리 클러스터를

생성하고(단계 113), 또한 기록을 위해 필요한 과정(싱크 패턴(Sync pattern) 삽입 등)을 거쳐 하나의 기록 단위 블록

(Recording Unit Block)을 만들어 기록 매체의 해당하는 클러스터에 기록한다(단계 114).

다음, 시스템 제어기는 기록 매체에 기록된 클러스터를 재생하여 검정을 수행한다(단계 115).

그리고, 시스템 제어기는 검정 수행 결과 결함이 있는 클러스터에 대한 결함 정보를 기록 매체에 기록한다(단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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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디스크의 기록 가능한 일부 영역 또는 전체에 대해 검정(Certification)을 거친 후 호스트가 검정이 이루어진 클

러스터들 상에 데이터를 기록하고자 하면 드라이브 시스템은 호스트의 기록 명령에 의한 논리적 섹터 번호(Logical

Sector Number)(LSN)에 해당하는 물리적 섹터 번호(Physical Sector Number)(PSN)을 찾아 기록을 수행할 것이다. 만

일 이 때 호스트의 기록 명령에 의한 논리적 섹터의 크기가 클러스터(64Kbytes = 32sectors)의 배수가 아니면 호스트의

명령에 의한 시작 또는 끝의 일부 섹터들이 기록될 디스크상의 클러스터는 이미 기록된 영역이므로(드라이브 시스템은 디

스크상에 기록된 클러스터내의 유효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BIS 클러스터를 재생하여 패딩 정보를

얻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드라이브 시스템에 의해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Read-Modify-Write 과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라 디스크 검정후 기록 단위 블록의 데이터 기록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드라이브 시스템은 호스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데이터 기록 명령을 수신한다(1201). 호스트 또

는 어플리케이션은 기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논리 주소와 함께 데이터의 기록 명령을 전송한다.

시스템 제어기는 먼저 기록 명령과 함께 전송된 기록할 데이터의 논리 주소에 대응하는 물리 주소를 찾고, 그 물리 주소가

결함 정보에 포함된 주소인지를 판단한다(단계 1202).

데이터를 기록할 주소가 결함 정보에 포함된 주소인 경우에는 기록하려는 주소에 데이터를 바로 write 한다(단계 1203).

즉, 디스크 검정 결과 결함 정보로 등록되었다는 것은 이 주소의 클러스터가 결함이거나 결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는 의미있는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음을 나타내므로, Read-Modify-Write에 의해 재생하여 에러정정해볼 필요

도 없이 바로 그 주소에 데이터를 기록하면 된다. 그 주소의 클러스터가 결함이거나 결함일 가능성이 있어서 나중에 재생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더라도, 다른 드라이브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재생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단은 그 기

록하려는 주소에 데이터를 기록한다.

데이터를 기록할 주소가 결함 정보에 포함된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디스크의 해당 물리 주소로부터 기록단위 블록을 독출

하여 메모리에 저장한다(단계 1204). 이때 드라이브 시스템은 기록할 데이터의 분량이 하나의 기록 단위 블록이 안 되는

경우에도 그 데이터를 포함하는 하나의 기록 단위 블록을 독출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록 단위 블록이 32 섹터라고 하

면, 기록할 데이터의 양이 16섹터인 경우에도 드라이브 시스템은 기록할 16 섹터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32 섹터의 기록 단

위 블록을 디스크로부터 독출한다.

다음, 시스템 제어기는 메모리에 저장해 놓은 기록 단위 블록의 BIS 클러스터를 에러정정하도록 제어한다(단계 1205). 이

와 같은 BIS 클러스터의 에러 정정에 의해 시스템 제어기는 BIS 클러스터내에 있는 LDS 클러스터의 각각의 섹터 또는

LDS 클러스터 전체에 대한 패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BIS 클러스터의 에러정정이 완료되면 시스템 제어기는 기록 단위 블록의 LDS 클러스터를 에러정정하도록 제어한다(단계

1206).

다음, 시스템 제어기는 LDS 클러스터의 에러정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졌는지를 판단하고(단계 1207), 성공적으로 에러정

정이 이루진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기록단위 블록을 처리한다.

즉, 그 기록 단위 블록에 결함이 있는지를 판단한다(단계 1209). 실제로는 단계 1205의 에러정정으로부터 그 기록 단위 블

록을 결함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결정될 수 있다. 결함 여부 판단 결과, 결함이 없는 경우에는 메모리에 저장된

기록 단위 블록에서 기록하려는 위치에 데이터를 갱신하고, 이 데이터가 기록된 기록 단위 블록을 디스크에 기록한다(단계

1210). 이는 일반적인 Read-Modify-Write 과정이다.

단계 1207의 결함 여부 판단 결과,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메모리에 저장된 기록 단위 블록에서 기록하려는 위치에 데이터

를 기록하고, 이 데이터가 기록된 대체 기록단위 블록을 디스크의 대체 위치에 기록한다(단계 1211).

단계 1207에서 LDS 클러스터의 에러정정이 성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BIS 클러스터의 에러정정 결과 BIS 클러스터내의 패

딩 정보를 기초로 기록단위블록에서 기록하려는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제외한 데이터가 무의미한 데이터임을 확인한다(단

계 1208). 즉, 본 발명의 일 예에 따라 기록 단위 블록이 전부 의미있는 데이터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는 데이터는

일부만 채워지고 하나의 기록 단위 블록을 만들기 위해 나머지 데이터를 의미없는 패딩 데이터로 채운 경우에 그 기록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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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에는 이러한 패딩 데이터에 관한 정보인 패딩 정보를 더 기록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일 예에서는 이러한 패딩 정보를

BIS 클러스터내에 포함시킴으로써 BIS 클러스터가 에러정정되면, 시스템 제어기는 이러한 패딩 정보로부터 기록 단위 블

록에 들어있는 의미있는 데이터와 의미없는 데이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만약 기록단위 블록에서 기록하려는 위치의 데이터를 제외한 데이터가 의미없는 패딩 데이터라는 것이 확인

되면, 비록 LDS 클러스터의 에러정정이 실패되었더라도, 시스템 제어기는 이 기록 단위 블록에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 기록 단위 블록에서 기록하려는 위치의 데이터는 어차피 덮어써질 것이기 때문에 에러정정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고, 또 기록하려는 위치의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가 무의미한 데이터라면 이 또한 에러정정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시스템 제어기는 메모리에 저장된 기록단위 블록에서 기록하려는 위치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기

록하려는 위치 이외의 부분에는 무의미한 패딩 데이터를 패딩하여 대체 기록단위 블록을 만든 다음, 이 대체 기록 단위 블

록을 디스크의 대체 위치에 기록한다(단계 1211). 즉, 호스트의 기록 명령에 의한 데이터와 나머지 부분은 드라이브 시스

템이 패딩하여 완전한 64Kbytes로 만들어 기록을 한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제어기에 의해 패딩된 데이터는 BIS

클러스터내에 섹터별 패딩 정보를 나타낼 것이다.

도 13은 LDS 클러스터와 BIS 클러스터의 에러 정정 능력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도 13을 참조하면, 랜덤 에러(Random Error)에 의한 BIS 클러스터와 LDS 클러스터의 에러 정정 비교를 나타낸다. 랜덤

에러인 경우에 LDS 클러스터보다 BIS 클러스터의 에러 정정 능력이 훨씬 좋음을 알 수 있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랜

덤 에러(Random Error)에 대해 에러 정정의 차이가 나는 것은 LDS 클러스터 = (248, 216, 33) 코드이고 BIS 클러스터 =

(62, 30, 33) 코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 패리티 바이트 수는 같지만, BIS 클러스터의 코드의 길이가 훨씬 짧기 때문

에 에러 정정 능력의 차이가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나타난다.

버스트 에러(Burst Error)에 대한 BIS 클러스터와 LDS 클러스터의 에러 정정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LDS 클러스터의 각

각의 코드워드(codeword)는 그 패리티 바이트 수가 32이므로 그 인터리빙된 방식과 BIS 바이트를 이용한 이레이저

(eraser) 정정으로 각각의 코드워드에서 최대 32 바이트를 정정함이 가능하다. 따라서 LDS 클러스터는 기록 단위 블록

(Recording Unit Block)내에서 최대 64 기록 프레임(recording frame)까지 정정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BIS 클러스터는

비록 각각의 코드워드에 대한 그 패리티 바이트 수는 LDS 코드워드와 동일하지만 이레이저(eraser) 정정을 하지 않아 각

각의 BIS 코드워드내에서 최대 16개의 에러 바이트들을 정정할 수 밖에 없지만 24개의 BIS 코드워드로 구성되어 전체 BIS

클러스터에 골고루 인터리빙되어 있으므로 기록 단위 블록내에서 최대 128 기록 프레임까지 정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LDS 클러스터가 최대 길이 1cm에 해당하는 스크래치와 같이 아주 긴 에러에 대해 LDS 클러스터내에 발생된 에러들을 정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BIS 클러스터는 그것의 두 배인 최대 2cm에 해당하는 스크래치와 같이 아주 긴 에러에 대해 BIS

클러스터내에 발생된 에러들을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BIS 클러스터는 에러 정정 가능하고 LDS 클러스터는 에러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러한 상황

에서 본 발명과 같이 BIS 클러스터내에 각각의 섹터에 대한 패딩 정보를 두고, Read-Modify-Write중에서 Read하는 중

LDS 클러스터가 결함이더라도 상기의 패딩 정보를 데이터의 추가 또는 업데이트를 수행하면 드라이브 시스템의 불필요한

재시도 과정을 줄여 드라이브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은 기록/재생 방법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

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

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

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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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function) 프로그램, 코

드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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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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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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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디스크 검정에 의해 기록된 기록 단위 블록내에 포함된 의미없는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미

리 확인하여 데이터의 기록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드라이브 시스템의 불필요한 재시도 과정을 줄여 드라이브 시스템의 성

능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실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록 동작을 에러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에

러 정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 기록 정보 저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매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디스크 검정(certification)을 위해 기록하는 데이터가 무의미한 데이터이면, 상기 데이

터가 무의미한 데이터임을 알려주는 패딩 식별자를 포함하는 기록/재생 단위 블록이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기록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재생 단위 블록은, 상기 무의미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블록과, 상기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한 액세스 블

록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액세스 블록은,

상기 데이터 블록내 데이터의 어드레스 정보와, 상기 패딩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기록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재생 단위 블록은, LDS 클러스터와 BIS 클러스터로 이루어진 물리 클러스터이고,

상기 BIS 클러스터는,

상기 LDS 클러스터내 데이터의 어드레스 정보와, 상기 패딩 식별자를 포함하는 더미 바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광 기록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패딩 식별자는 2 섹터에 대한 패딩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기록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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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패딩 식별자는 1 클러스터에 대한 패딩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기록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기록/재생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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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매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디스크 검정(certification)을 위해 기록하는 데이터가 무의미한 데이터이면, 상기 데이

터가 무의미한 데이터임을 알려주는 패딩 식별자를 포함하는 기록/재생 단위 블록을 상기 기록매체에 기록하도록 상기 기

록/독출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재생 단위 블록은, 상기 무의미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블록과, 상기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한 액세스 블

록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액세스 블록은,

상기 데이터 블록내 데이터의 어드레스 정보와, 상기 패딩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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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재생 단위 블록은, LDS 클러스터와 BIS 클러스터로 이루어진 물리 클러스터이고,

상기 BIS 클러스터는,

상기 LDS 클러스터내 데이터의 어드레스 정보와, 상기 패딩 식별자를 포함하는 더미 바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패딩 식별자는 2 섹터에 대한 패딩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패딩 식별자는 1 클러스터에 대한 패딩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기록/재생 단위 블록을 재생하여 검정을 수행하고, 검정 수행 결과 상기 기록/재생 단위 블

록에 대한 결함 정보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독출부를 더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기록/재생 단위 블록에 상기 의미없는 데이터가 담겨있음을 알려주는 상기 패딩 식별자에 기초하여 상기 기록/재생

단위 블록의 데이터의 에러정정에 관계없이 상기 기록/재생 단위 블록에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독출부를 더 제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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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부는,

상기 검정 수행 결과 결함 블록으로 등록된 기록/재생 단위 블록에 대해 데이터 기록 명령을 수신한 경우에는, Read-

Modify-Write 동작 없이 바로 상기 기록/재생 단위 블록에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독출부를 더 제어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23.

기록/재생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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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매체의 디스크 검정(certification)을 위한 무의미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LDS 클러스터 및 상기 LDS 클러스터가 무의

미한 데이터로 채워졌음을 나타내는 패딩 식별자를 물리 어드레스 블록에 포함시켜 BIS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상기 LDS 클러스터와 상기 BIS 클러스터를 결합한 물리 클러스터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독출부를 제

어하고,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물리 클러스터를 재생하여 검정을 수행하고,

상기 검정 수행 결과를 결함 정보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독출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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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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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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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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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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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등록특허 10-0619020

- 19 -



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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