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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CD-R(Recordable) 및 CD-E(Erasable) 광 디스크 상에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제 1 실시예에서
는,  데이터  패킷이나 세션(session  or  packet  of  data)의  기록  후,  복구불가능한 에러(unrecoverable 
errors)를 검출하기 위해 그 세션이나 데이터 패킷을 확인한다. 그런 에러가 존재하지 않으면, 세션이나 
패킷을 고정하고(fixing) 기록을 종료한다. 복구불가능한 에러가 검출되는 경우에는 세션이나 패킷을 원
래 기록된 영역(originally recorded data)의 바로 다음에 있는 디스크 영역에 재기록한다. 기록된 데이
터가 판독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디스크 상에 리드-인 영역(lead-in area)과 리드-아웃 영역(lead-out 
area)을 기록하고 또한 원래 기록된 데이터가 아닌 확인된 데이터의 위치에 의해 콘텐츠 테이블(table of 
contents)을 갱신함으로써 세션이나 패킷을 고정한다. 제 2 실시예에서는, 데이터를 기록할 때 검사한다. 
결함이 있다고 여겨지면, 기록을 멈추고 결함이 있는 지를 확인한다. 결함이 있으면, 데이터를 원래 기록
된 영역의 바로 다음에 있는 디스크 영역에 재기록한다. 데이터가 판독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세션과 
패킷을 고정하고 기록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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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씨디-알(CD-R(Recordable(기록가능))) 및 씨디-이(CD-E(Erasable(삭제가능))) 기록에 관한 것
으로,  특히  CD-R  및  CD-E시스템에서  기록  에러를  검출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개선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디지탈 CD(콤팩 디스크(compact disk)) 포맷 광 시스템들은 원래 아날로그 테이프나 기록 시스템들에서 
가능했던 것보다 높은 재생 품질로 음악(오디오 파일(audio  file))을 대량 보급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CD-ROM 시스템들은 오디오 CD 시스템의 소산으로서, (통상적인 컴퓨터 '데이터' 뿐만 아니라 오디오, 비
디오 및 텍스트(text)를 포함할 수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computer-readable) 정보를 대량 보급하는데 
사용된다. 오디오 CD 데이터 및 CD-ROM 데이터는 스탬핑(stamping) 공정에 의해서 미리 기록되는 것으로
서 사용자에 의해서는 기록될 수 없다. 사용자가 매체(media) 상에 정보를 1회 기록할 수 있게 하는 새로
운 시스템(CD-R)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새로운 시스템(CD-E)은 사용자가 매체 상에 정
보를 기록 및 삭제하고 다시 새로운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를 CD-R 광 매체 및 CD-E 광 매체(총괄적으로는 CD-R/E로 지칭) 상에 기록하는 포맷은 실질적으로 
같다. 현재의 공업 표준 하에서, 각 디스크는, 단일 세션(session) 동안의 기록 시에 최대 99개의 트랙
(이것은 독립적으로 어드레싱가능한 99개의 파일과 같음)으로 분할되는 최대 650MB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디스크 상에 기록된 콘텐츠 테이블(Table Of Contents: TOC)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엔트리(entry)의 수에 의해 부과된다. (디스크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 디스크는 기록된 데이터와 필요한 세션간 갭(inter-session gap)을 포함하기 위한 디스크의 
용량에 의해 제한되는 최대 45개의 세션으로 분할될 수도 있다(그리고, 각 세션은 하나 또는 그이상의 트
랙으로 분할될 수도 있다.).  연속적인 세션들은 리드-인 영역(lead-in  area:  LIA)  및  리드-아웃 영역
(lead-out area: LOA)을 포함하는 세션간 갭(제 1 갭의 경우 11,400개의 물리적 블록, 또한 후속 갭들의 
경우 6,900개의 물리적 블록)에 의해 분리된다. 기록시, CD-R/E 드라이브의 광 헤드(optical head)가 디
스크의 기록가능 영역의 시작점(멀티-세션(multi-session) 디스크의 경우에는 마지막 세션의 끝점)에 위
치되고, 세션간 갭이 할당되며, 하나 또는 그이상의 데이터 트랙이 기록된다. 세션 기록이 완료되면, LIA
와  LIE가  기록되며,  (첫  번째  사용자  기록가능  영역보다  앞에  있는  디스크의  프로그램  메모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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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Memory Area: PMA)에 배치된) TOC가 '고정(fixing)'으로서 알려진 프로세스에 의해 갱신된다. 
이전에 기록된 모든 세션들과 각 트랙의 시작 어드레스 뿐만 아니라 현재 세션의 시작 트랙 어드레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TOC의 복사본이 LIA와 LOA의 일부분으로서 기록된다. 세션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었을 때, LIA와 LOA가 기록되고, TOC가 갱신되며, 세션은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기록된 정
보는 동일한 세션 영역에서 재기록,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없게 된다. 어떠한 수정된 데이터도 새로운 세
션에 기록되어야만 하고, TOC는 갱신된다. 증분 패킷(incremental packet) 기록은 유사하나 입력 데이터
가 링크 블록(link block), LIA, LOA 및  데이터 필드를 제각기 가진 일정한 길이(또는 어떤 세션에서는, 
가변 길이)의 '패킷'으로 파쇄되는 점에서 다르다. 기록할 수 있는 패킷의 수는 디스크의 유효 용량 내에
서는 제한되지 않는다. 

현재까지는 CD-R 또는 CD-E 매체의 기록 프로세스 동안에 직면하는 에러를 정정하고 검출할 수 있는 신뢰
할 만한 방법이 없다. 매체의 물리적인 결함, 표면 스크래치(scratch), 지문 및 여타의 오염 등으로 인한 
이들 기록 에러는 데이터의 되판독(read back)시에 그 데이터의 전부 혹은 일부가 복구될 수 없거나 결함
을 갖게 하는 영구적인 에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오디오 또는 비디오 정보에 관련된 경우에는 하나 또
는 두개의 연속적인 비트로 된 복구불가능한 에러가 그리 심각한 문제로는 되지 않으나, 컴퓨터 데이터에 
이러한 복구불가능한 에러는 매우 심각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광자기(Magneto-Optical:  MO)  또는  일회  기록  다회  판독(Write-Once,  Read-Many: 
WORM) 광 매체 상에 기록된  데이터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결함 섹터(sector)의 데이터 내용은 디
스크상의 지정된 예비(spare) 영역 내에 있는 예비 섹터와, 결함 섹터로부터 대체(replacement) 섹터로 
포인터(pointer)에 의해 갱신되는 결함 관리 테이블(defect management table)에 다시 기록된다. 결함 관
리 테이블은 그다음 결함 섹터에 대한 모든 참조를 대체 섹터로 재전환시키는데 사용되어, 되판독시의 에
러가 회피될 수 있게 한다. 

발명의 개요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CD-R/E  매체에서의 기록 결함(recording  defects)  을 검출하고 되판독 실패
(read back failures)를 감소시키는 CD-R/E 드라이브 시스템(drive system)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드라이브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서도 그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
다.

CD-R 및 CD-E 광 디스크(optical disk)상에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제 1 실시예에서는, 데이
터 패킷이나 세션(session or packet of data)의 기록 후, 복구불가능한 에러(unrecoverable errors)를 
검출하기 위해 그 세션이나 데이터 패킷을 확인한다. 만일 에러가 존재하지 않으면, 세션이나 패킷을 고
정하고(fixing) 기록을 종료한다. 복구불가능한 에러가 검출되는 경우에는 세션이나 패킷을 원래 기록된 
영역(originally recorded data)의 바로 다음에 있는 디스크 영역에 재기록한다. 기록된 데이터가 판독가
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디스크 상에 리드-인 영역(lead-in area)과 리드-아웃 영역(lead-out area)을 기
록하고 또한 원래 기록된 데이터가 아닌 확인된 데이터의 위치에 의해 콘텐츠 테이블(table of content
s)을 갱신함으로써 세션이나 패킷을 고정한다. 제 2 실시예에서는, 데이터를 기록할 때 검사한다. 결함이 
있다고 여겨지면, 기록을 멈추고 결함이 있는 지를 확인한다. 결함이 있으면, 데이터를 원래 기록된 영역
의 바로 다음에 있는 디스크 영역에 재기록한다. 데이터가 판독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세션과 패킷을 
고정하고 기록을 종료한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르면, 크기가 가변적인 다수의 기록 세션(a  plurality  of  variable  sized 
recording  sessions)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씨디-알/이  광  저장  디스크(CD-R/E  optical  storage 
disk) 상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은: 

기록할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데이터를 기록할 디스크 상의 제 1 선택 영역(a first selected area)의 시작점에 광 헤드(optical hea
d)를 위치시키는 단계;

리드-인 영역(lead-in area)과 리드-아웃 영역(lead-out area)을 할당하여 세션을 개방하는 단계;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기록하는 단계;

제 1 선택 영역에 복구불가능한 에러(unrecoverable errors)가 있는 지를 알기 위하여, 기록한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

기록한 데이터에서 어떤 복구불가능한 에러도 발견되지 않으면, 리드-인 영역과 리드-아웃 영역을 기록하
고  제  1  선택  영역의  시작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엔트리(entry)를  포함하는  콘텐츠  테이블(table  of 
contents)을 갱신하여 세션을 고정하는(fixing) 단계;

기록한 데이터에서 복구불가능한 에러가 발견되면: 

제 1 선택 영역에 후속하는 디스크 상의 제 2 선택 영역의 시작점에 광 헤드를 위치시키고;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재기록하며; 

제 2 선택 영역에 복구불가능한 에러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재기록한 데이터를 판독하고;

재기록한 데이터에서 복구불가능한 에러가 발견되지 않으면, 리드-인 영역과 리드-아웃 영역을 기록하고 
제 1 선택 영역이 아니라 제 2 선택 영역의 시작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엔트리를 포함하는 콘텐츠 테이블
을 갱신하여 세션을 폐쇄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제 1 선택 영역에 복구불가능한 에러가 있는 지를 알기 위하여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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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는:

전체 데이터(the entire data)를 제 1 선택 영역에 기록한 후, 제 1 선택 영역의 시작점에 광 헤드를 재
위치시키는 단계와;

기록한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판독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제 1 선택 영역에 복구불가능한 에러가 있는 지를 알기 위하여 기록
한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는:

전체 데이터를 제 1 선택 영역에 기록한 후, 제 1 선택 영역의 시작점에 광 헤드를 재위치시키는 단계와;

기록한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판독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제 1 선택 영역에 복구불가능한 에러가 있는 지를 알기 위하여 기록
한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동안, 의심쩍은 기록 에러가 있는 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되판독 신호(a read-back 
signal)를 분석하는 단계;

데이터 패킷을 기록하는 동안 의심쩍은 기록 에러가 검출되면, 

데이터 기록을 중단하고, 

제 1 선택 영역의 시작점에 광 헤드를 재위치시키며, 

기록한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판독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기타 다른 특징과 장점들은 도면을 참조한 다음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한 상세 설
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CD-R/E 드라이브에 대한 블록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플로우챠트이며;

도 3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플로우챠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1은  씨디-알/이(CD-R(Recordable(기록가능))/E(Erasable(삭제가능)))  포맷  광디스크(12)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또한 CD-R/E 포맷 광디스크(12)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해서 호스트 장치(host device)(1
0)와 본 발명의 CD-R/E 드라이브(100)간의 상호 연결 관계를 블록도로서 도시한 것이다. 드라이브(100)와 
호스트(10)는 인터페이스(I/O)(104)를 통하여 버퍼(102)와 데이터를 교환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어부
(106)는,  판독/기록 채널(108),  (레이저(112)를  제어하는)  레이저 드라이버(110),  (광  판독/기록 헤드
(116)의 이동을 관리하는) 서보 제어부(114), 디스크 로더(disk loader)(118) 및 스핀들(spindle) 모터/
제어부(120)를 비롯해서 드라이브(100)의 모든 기능을 제어한다. 검출 모듈(122)은 디스크(12)의 표면으
로부터 반사되어 나오는 레이저(112)로부터의 레이저 광을 수신한다. 메모리(124)는 제어 명령과 작업 데
이터(working data)를 제각기 저장하는 판독 전용 메모리(Read Only Memory: ROM)와 랜덤 액세스 메모리
(Random Access Memory: RAM)를 포함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플로우챠트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를 설명한다. 드라이브(100)는 호스트(10)로
부터 인터페이스(104)를 통해 기록할 데이터를 수신한다(단계 200). 그다음, 드라이브(100)는 각 트랙의 
(기록가능 영역의 시작점으로부터의 기록 시간에 의거한) 물리적 위치 및 각 세션(session)의 시작 트랙 
번호(starting track number)를 포함하는 TOC를 프로그램 메모리 영역(program memory area: PMA)으로부
터  판독한다(단계  202).  그다음,  멀티-세션  또는  트랙-동시-기록(multi-session  or  track-at-once 
recording)에 있어서, 광 헤드(116)를 이동시키고 마지막 기록한 세션의 끝점에 바로 후속하는 디스크
(12) 표면(또는 어떠한 세션도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디스크(12)의 내경(inner diameter)에 근사한 제 
1 기록 영역)에 레이저 빔을 집속시키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기록 세션을 시작한다(단계 204). 그다음 제
어부(106)의 관리하에, 리드-인(lead-in) 블럭을 할당하고(단계 206) 하나 또는 그이상의 트랙을 사용자 
데이터로 기록한다(단계 208). 그 세션 동안 둘 이상의 트랙을 기록하려는 경우, 각 트랙의 기록 완료 시
에,  광  헤드(116)를  트랙의  시작점에  재위치시키고(단계  210),  방금  기록한  데이터를  확인한다(단계 
212). 최고 수준의 기록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에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비교(bit-by-bit comparison of 
the data)하기는 하나, 그러한 비교는 신속하게 행해지며 복구불가능한 에러가 없는 지의 판단(단계 21
4)을 위해서 레이저(112)가 판독할 데이터에 대한 자원(resources) 및 검사할 패리티(parity)에 대한 자
원을 덜 필요로 한다.

세션 동안에 단 하나의 트랙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트랙의 기록 완료 및 세션의 고정 전에, 광 헤드
(116)를 트랙이나 세션의 시작점에 재위치시키고, 방금 기록한 데이터를 확인한다. 이 경우에도, 데이터
의 비트 단위 비교를 수행하나, 그러한 비교는 신속하게 행해지며 복구불가능한 에러가 없는 지의 판단
(단계 214)을 위해서 레이저(112)가 판독할 데이터에 대한 자원 및 검사할 패리티에 대한 자원을 덜 필요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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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트랙 세션 및 멀티 트랙 세션에 있어서, 모든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판독될 수 있을 때, LIA와 LOA를 
기록하고 PAM에 있는 TOC를 갱신함에 의해 세션을 고정한다(단계 216).

다른 한편, 매체의 물리적인 결함, 표면 스크래치(scratch), 지문 및 기타 다른 오염은 복구불가능한 판
독 에러를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에러가 검출되면, 데이터를 (트랙인 지 또는 세션인 지에 상관없이) 
방금 기록한 영역 바로 다음에 있는 디스크(12) 영역의 시작점에 재기록함으로써 디스크상의 결함 영역을 
피해 갈 수 있게 한다(단계 218). 그다음, 재기록된 데이터를 재확인하고(단계 212), 데이터가 성공적으
로 판독될 수 있을 때, LIA 및 LOA를 기록하고 TOC를 갱신함에 의해 세션을 고정한다(단계 216). TOC는 
세션의 시작점 위치(즉, LIA 위치) 및 에러없이 기록된(즉, 결함 영역이 TOC에 나타나지 않을) 트랙(들)
의 위치를 포함한다. 따라서, 복구불가능한 결함을 포함한 세션 영역은 어떤 TOC에도 나타나지 않고, 어
드레스 또는 액세스(access)될 수 없으며, 드라이브에 의해 호스트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패킷' 기록 프로세스(“packet” writing process)를 이용하여 세션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각 패킷의 기
록 완료 시에, 광 헤드(116)를 패킷의 시작점에 재위치시키고 방금 기록한 데이터를 확인한다. 복구불가
능한 에러를 포함하는 임의의 패킷을 결함 패킷 바로 다음에 있는 디스크 영역에 재기록한다. 그다음, 이
같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TOC에 기록함으로써 되판독(read back) 시에 그러한 결함 영역을 피해 갈 수 있
게 한다. 현재는, TOC 구조가 유효하게 기록된 패킷의 어드레스를 기록할 능력을 갖지 않으나 TOC의 크기
는 그러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도 있다.

도 3에 도시된 플로우챠트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를 설명한다. 초기 단계들은 제 1 실시예의 
초기 단계들과 같다(단계 300 내지 308). 그러나, 모든 데이터를 기록한 후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디
스크(12)의 표면으로부터 반사되어 나오는 레이저(112)로부터의 광을 분석함으로써 데이터 기록 중에 데
이터를 확인한다(단계 310). 분석 결과,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판독될 수 있으면(단계 312), 세션을 상술
한 바와 같이 고정한다(단계 314). 복구불가능한 에러가 존재하면, 기록가능 유닛(unit)(패킷, 트랙 또는 
세션)의 끝점에서 기록을 중지한다(단계 316). 그다음, 결함 영역을 포함한 기록가능 유닛의 바로 다음 
위치에서 시작하는 적당한 기록가능 유닛에 데이터를 재기록한다(단계 318). 일단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확인되면, 세션을 상술한 바와 같이 고정한다. 다음 트랙에 대한 기록 전이나 세션을 고정 전에 결함 영
역을 포함한 기록가능 유닛의 바로 다음 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에 의해, 되판독 성능이 저하되지 
않으며 소정 수의 트랙 및 세션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는다.

따라서, 요약컨대, 본 발명에 따르면, CD-R(Recordable(기록가능)) 및 CD-E(Erasable(삭제가능)) 광 디스
크(optical  disk)상에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제  1  실시예에서는,  데이터  패킷이나 세션
(session or packet of data)의 기록 후, 복구불가능한 에러(unrecoverable errors)를 검출하기 위해 그 
세션이나 데이터 패킷을 확인한다. 만일 에러가 존재하지 않으면, 세션이나 패킷을 고정하고(fixing) 기
록을 종료한다. 복구불가능한 에러가 검출되는 경우에는 세션이나 패킷을 원래 기록된 영역(originally 
recorded data)의 바로 다음에 있는 디스크 영역에 재기록한다. 기록된 데이터가 판독가능한 것으로 확인
되면, 디스크 상에 리드-인 영역(lead-in area)과 리드-아웃 영역(lead-out area)을 기록하고 또한 원래 
기록된 데이터가 아닌 확인된 데이터의 위치에 의해 콘텐츠 테이블(table of contents)을 갱신함으로써 
세션이나 패킷을 고정한다. 제 2 실시예에서는, 데이터를 기록할 때 검사한다. 결함이 있다고 여겨지면, 
기록을 멈추고 결함이 있는 지를 확인한다. 결함이 있으면, 데이터를 원래 기록된 영역의 바로 다음에 있
는 디스크 영역에 재기록한다. 데이터가 판독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세션과 패킷을 고정하고 기록을 종
료한다.

본 발명을 그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해서 특별히 개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태 및 세부사항이 다양하게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크기가 가변적인 다수의 기록 세션(a plurality of variable sized recording sessions)에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는 씨디-알/이 광 저장 디스크(CD-R/E optical storage disk) 상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에 있
어서, 

기록할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를 기록할 디스크 상의 제 1 선택 영역(a first selected area)의 시작점에 광 헤드(optical 
head)를 위치시키는 단계;

리드-인 영역(lead-in area)과 리드-아웃 영역(lead-out area)을 할당하여 세션을 개방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기록하는 단계;

상기 제 1 선택 영역에 복구불가능한 에러(unrecoverable errors)가 있는 지를 알기 위하여, 상기 기록한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

상기 기록한 데이터에서 어떤 복구불가능한 에러도 발견되지 않으면, 리드-인 영역과 리드-아웃 영역을 
기록하고 상기 제 1  선택 영역의 시작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엔트리(entry)를  포함하는 콘텐츠 테이블
(table of contents)을 갱신하여 세션을 고정하는(fixing) 단계;

상기 기록한 데이터에서 복구불가능한 에러가 발견되면: 

상기 제 1 선택 영역에 후속하는 디스크 상의 제 2 선택 영역의 시작점에 광 헤드를 위치시키고;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재기록하며; 

상기 제 2 선택 영역에 복구불가능한 에러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재기록한 데이터를 판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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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재기록한 데이터에서 복구불가능한 에러가 발견되지 않으면, 리드-인 영역과 리드-아웃 영역을 기록
하고 상기 제 1 선택 영역이 아니라 상기 제 2 선택 영역의 시작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엔트리를 포함하는 
콘텐츠 테이블을 갱신하여 세션을 폐쇄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R/E 광 저장 디스크의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선택 영역에 복구불가능한 에러가 있는 지를 알기 위하여 상기 기록한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
는:

전체 데이터(the entire data)를 상기 제 1 선택 영역에 기록한 후, 상기 제 1 선택 영역의 시작점에 광 
헤드를 재위치시키는 단계와;

상기 기록한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판독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R/E 광 저장 디스크의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선택 영역에 복구불가능한 에러가 있는 지를 알기 위하여 상기 기록한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
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동안, 의심쩍은 기록 에러가 있는 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되판독 신호(a read-back 
signal)를 분석하는 단계;

데이터 패킷을 기록하는 동안 의심쩍은 기록 에러가 검출되면, 

데이터 기록을 중단하고, 

상기 제 1 선택 영역의 시작점에 광 헤드를 재위치시키며, 

기록한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판독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R/E 광 저장 디스크의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4 

광 드라이브 유닛(optical drive unit)에 있어서:

디스크 로더(disk loader);

광 헤드;

판독 및 기록 채널(read and write channels); 및

CD-R/E 광 저장 디스크에 대한 데이터 패킷 기록(recordation of a packet of data)을 관리하는 제어부를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에 의한 관리는: 

기록할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를 기록할 디스크 상의 제 1 선택 영역의 시작점에 광 헤드를 위치시키고;

리드-인 영역과 리드-아웃 영역을 할당하여 세션을 개방하고;

상기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기록하고;

데이터를 기록하는 동안, 의심쩍은 기록 에러가 있는 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되판독 신호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기록하는 동안 의심쩍은 기록 에러가 검출되면, 

데이터 기록을 중단하고, 

상기 제 1 선택 영역의 시작점에 상기 광 헤드를 재위치시키며, 

상기 기록한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판독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

상기 기록한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판독될 수 없고, 상기 기록한 데이터에서 복구불가능한 에러가 발견되
면: 

상기 제 1 선택 영역에 후속하는 상기 디스크 상의 제 2 선택 영역의 시작점에 상기 광 헤드를 위치시키
고;

상기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재기록하며;

상기 기록한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판독될 수 있을 때, 리드-인 영역과 리드-아웃 영역을 기록하고 상기 
제 1 선택 영역이 아니라 상기 제 2 선택 영역의 시작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엔트리를 포함하는 콘텐츠 테
이블을 갱신함으로써 세션을 고정하는 식으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드라이브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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