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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록매체, 기록매체 기록재생 방법 및 장치와 기록매체클로징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기록매체 및 기록매체 기록재생 방법 및 클로징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본 발명의 기록매체 클로징 방법은,

기록매체내 유효한 데이터가 기록된 마지막 위치(A) 이전의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변경하고, 상기 위치(A)에는 해당

기록매체내 유효한 데이터가 기록된 마지막 위치임을 나타내는 인식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또 다른

기록매체 클로징 방법은, 복수의 기록범위가 할당된 기록매체를 클로즈함에 있어서, 기록매체내 가드영역을 형성할 기록

범위를 결정하고, 상기 기록범위 이후에 존재하는 유효데이터를 상기 기록범위내로 대체 기록하고, 상기 대체 기록에 이어

서 가드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기록매체 및 기록매체 클로징방법등을 통해,

서로 상이한 버전(version)의 기록매체를 호환적으로 재생 가능하게 된다.

대표도

도 7a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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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매체를 클로즈함에 있어서,

기록매체내 유효한 데이터가 기록된 마지막 위치(A) 이전의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변경하고,

상기 위치(A)에는 해당 기록매체내 유효한 데이터가 기록된 마지막 위치임을 나타내는 인식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록매체 클로징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A)에 가드영역을 형성하고, 상기 인식정보를 가드영역내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클로징 방

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가드영역내에는 상기 인식정보로서 더미데이터(dummy data)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클로징 방

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가드영역내에는 상기 인식정보로서 유효데이터(valid data)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클로징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임시 관리영역내의 최신의 정보를 최종 관리영역내로 이전 기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클

로징 방법.

청구항 6.

복수의 기록범위가 할당된 기록매체를 클로즈함에 있어서,

기록매체내 가드영역을 형성할 기록범위를 결정하고,

상기 기록범위 이후에 존재하는 유효데이터를 상기 기록범위내로 대체 기록 하고,

상기 대체 기록에 이어서 가드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클로징 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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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대체 기록은 논리적 중첩기록(LOW) 방식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클로징 방법.

청구항 8.

복수의 SRR이 할당된 기록매체를 클로즈함에 있어서,

기록매체내 최외주에 존재하는 SRR #n과 이전 SRR #(n-1)중 어느 SRR에 가드영역을 형성할지를 결정하고,

상기 SRR #(n-1)내에 가드영역을 형성키로 결정되면, 상기 SRR #n내의 유효데이터를 SRR #(n-1)내로 대체 기록하고,

상기 대체 기록된 데이터 이후에 가드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클로징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SRR #n내에 가드영역을 형성키로 결정되면,

상기 SRR #n이후의 스페어영역내에 존재하는 유효데이터를 SRR #n내로 대체 기록하고,

상기 대체 기록된 데이터 이후에 가드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클로징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SRR #n내에 스페어영역내의 유효데이터를 전부 대체할 수 있는 미기록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스페어영역내

에 가드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클로징 방법.

청구항 11.

기록매체의 클로징(closing) 여부를 확인하되,

상기 기록매체가 클로징(closing) 상태이면, 기록매체내 마지막 유효데이터의 위치를 확인하여, 상기 확인된 위치 이전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재생을 수행하고,

상기 기록매체가 클로징(closing) 상태가 아니면, 기록매체내 현재 기록상태를 확인하여, 해당 기록매체에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기록재생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기록매체의 클로징 여부 확인은, 관리영역내의 클로징 인디케이터(indicator)를 확인함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기록재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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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가 클로징(closing) 상태인 경우, 기록매체내 마지막 유효데이터의 위치는 가드영역이 존재하는 위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기록재생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가드영역의 존재는, 관리정보내 가드영역을 포함하는 기록범위의 위치로부터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기록재생 방법.

청구항 15.

유저영역과 관리영역을 포함하는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유저영역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록범위가 할당가능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관리영역은 상기 할당된 각 기록범위별 속성을 지정하는 관리정보를 기록가능하도록 구성하되,

상기 관리정보는 해당 기록범위내에 가드영역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

체.

청구항 16.

유저영역과 관리영역을 포함하는 기록매체를 클로징함에 있어서,

픽업과,

상기 유저영역내 유효한 데이터가 기록된 마지막 위치(A) 이전의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변경하고, 상기 위치(A)에는

해당 기록매체내 유효한 데이터가 기록된 마지막 위치임을 나타내는 인식정보를 기록하도록 상기 픽업을 제어하는 마이컴

으로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A)에 가드영역을 형성하고, 상기 인식정보를 가드영역내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기록재생 장

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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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드영역내에는 상기 인식정보로서 더미데이터(dummy data)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기록재생 장

치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가드영역내에는 상기 인식정보로서 유효데이터(valid data)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20.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컴은 임시 관리영역내의 최신의 정보를 최종 관리영역내로 이전 기록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21.

복수의 기록범위가 할당된 기록매체를 클로즈함에 있어서,

픽업과,

상기 기록매체내 가드영역을 형성할 기록범위를 결정하고, 상기 기록범위 이후에 존재하는 유효데이터를 상기 기록범위내

로 대체 기록 하고, 상기 대체 기록에 이어서 가드영역을 형성하도록 상기 픽업을 제어하는 마이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기록매체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22.

복수의 SRR이 할당된 기록매체를 클로즈함에 있어서,

픽업과,

상기 기록매체내 최외주에 존재하는 SRR #n과 이전 SRR #(n-1)중 어느 SRR에 가드영역을 형성할지를 결정하고, 상기

SRR #(n-1)내에 가드영역을 형성키로 결정되면, 상기 SRR #n내의 유효데이터를 SRR #(n-1)내로 대체 기록하고, 상기

대체 기록된 데이터 이후에 가드영역을 형성하도록 상기 픽업을 제어하는 마이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

체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23.

픽업과,

기록매체의 클로징(closing) 여부를 확인하되, 상기 기록매체가 클로징(closing) 상태이면, 기록매체내 마지막 유효데이터

의 위치를 확인하여, 상기 확인된 위치 이전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재생을 수행하고, 상기 기록매체가 클로징(closing) 상태

가 아니면, 기록매체내 현재 기록상태를 확인하여, 해당 기록매체에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하도록 상기 픽업을 제어

하는 마이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기록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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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복수의 레코딩 레인지(Recording Range)가 할당된 기록매체를 클로즈함에 있어서,

기록매체 내에 존재하는 n번째 레코딩 레인지(Recording Range)에 기록된 유효 데이터를 다른 레코딩 레인지 내에 대체

기록하는 단계,

상기 대체 기록된 데이터 이후에 가드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클로징 방

법.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대체 기록하는 단계 이후에 스페어 영역내에 존재하는 유효 데이터를 대체기록이 행해진 레코딩 레인지에 대체기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클로징 방법.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대체기록이 행해진 레코딩 레인지에 스페어 영역내의 유효 데이터를 대체기록 할 수 있는 미기록 영역이 존재하지 않

으면, 스페어 영역 내에 가드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클로징 방법.

청구항 27.

복수의 레코딩 레인지(Recording Range)가 할당된 기록매체를 클로즈함에 있어서,

픽업과,

상기 기록매체 내에 존재하는 n번째 레코딩 레인지(Recording Range)에 기록된 유효 데이터를 다른 레코딩 레인지 내에

대체 기록하고, 상기 대체 기록된 데이터 이후에 가드영역을 형성하도록 상기 픽업을 제어하는 마이컴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기록재생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기록매체를 효율적으로 기록 및/또는 재생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기록매체로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광디스크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고화질의 비디오

데이터와 고음질의 오디오 데이터를 장시간 동안 기록하여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고밀도 기록매체, 예를들어 블루레이 디

스크(BD; Blu-ray Disc)가 개발되고 있다.

차세대 기록매체 기술인 블루레이 디스크(BD)는 기존의 DVD를 현저하게 능가하는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차세대 광기

록 솔루션으로 근래에 다른 디지털기기와 함께 이에 대한 세계 표준의 기술사양이 정립되고 있다.

공개특허 10-2007-0058292

- 6 -



그러나, 상기 블루레이 디스크(BD)와 같은 차세대 고밀도 광기록매체를 이용한 바람직한 기록방법 특히, 기록매체의 클로

징(closing)에 대응하는 관리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본격적인 블루레이 디스크

(BD) 기반의 광기록재생기를 개발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특히 기록매체에 적합한 새로운 기록매체 기록재생 방

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기록매체를 클로징(closing)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기록재생 방법 및/또는 클로징 방법이 적용되기 적합한 기록매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기록매체 클로징 방법은, 기록매체를 클로즈함에 있어서, 기록매체내

유효한 데이터가 기록된 마지막 위치(A) 이전의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변경하고, 상기 위치(A)에는 해당 기록매체내

유효한 데이터가 기록된 마지막 위치임을 나타내는 인식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기록매체 클로징 방법은, 복수의 기록범위가 할당된 기록매체를 클로즈함에 있어서, 기록매

체내 가드영역을 형성할 기록범위를 결정하고, 상기 기록범위 이후에 존재하는 유효데이터를 상기 기록범위내로 대체 기

록 하고, 상기 대체 기록에 이어서 가드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기록매체 클로징 방법은, 복수의 레코딩 레인지(Recording Range)가 할당된 기록매체를 클

로즈함에 있어서, 기록매체 내에 존재하는 n번째 레코딩 레인지(Recording Range)에 기록된 유효 데이터를 다른 레코딩

레인지 내에 대체 기록하는 단계, 상기 대체 기록된 데이터 이후에 가드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기록매체 기록재생 방법은, 기록매체의 클로징(closing) 여부를 확인하되, 상기 기록매체가

클로징(closing) 상태이면, 기록매체내 마지막 유효데이터의 위치를 확인하여, 상기 확인된 위치 이전의 데이터에 대해서

만 재생을 수행하고, 상기 기록매체가 클로징(closing) 상태가 아니면, 기록매체내 현재 기록상태를 확인하여, 해당 기록매

체에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기록매체는, 유저영역과 관리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유저영역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록범위가 할

당가능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관리영역은 상기 할당된 각 기록범위별 속성을 지정하는 관리정보를 기록가능하도록 구성하

되, 상기 관리정보는 해당 기록범위내에 가드영역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기록매체 기록재생 장치는, 유저영역과 관리영역을 포함하는 기록매체를 클로징함에 있어서, 상기

유저영역내 유효한 데이터가 기록된 마지막 위치(A) 이전의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변경하고, 상기 위치(A)에는 해당

기록매체내 유효한 데이터가 기록된 마지막 위치임을 나타내는 인식정보를 기록하도록 픽업을 제어하는 마이컴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기록매체 기록재생 장치는, 복수의 기록범위가 할당된 기록매체를 클로즈함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내 가드영역을 형성할 기록범위를 결정하고, 상기 기록범위 이후에 존재하는 유효데이터를 상기 기록범위내로 대

체 기록 하고, 상기 대체 기록에 이어서 가드영역을 형성하도록 픽업을 제어하는 마이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기록매체 기록재생 장치는, 복수의 SRR이 할당된 기록매체를 클로즈함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내 최외주에 존재하는 SRR #n과 이전 SRR #(n-1)중 어느 SRR에 가드영역을 형성할지를 결정하고, 상기 SRR #(n-1)

내에 가드영역을 형성키로 결정되면, 상기 SRR #n내의 유효데이터를 SRR #(n-1)내로 대체 기록하고, 상기 대체 기록된

데이터 이후에 가드영역을 형성하도록 픽업을 제어하는 마이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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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기록매체 기록재생 장치는, 기록매체의 클로징(closing) 여부를 확인하되, 상기 기록매체가

클로징(closing) 상태이면, 기록매체내 마지막 유효데이터의 위치를 확인하여, 상기 확인된 위치 이전의 데이터에 대해서

만 재생을 수행하고, 상기 기록매체가 클로징(closing) 상태가 아니면, 기록매체내 현재 기록상태를 확인하여, 해당 기록매

체에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하도록 픽업을 제어하는 마이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기록매체 기록재생 장치는, 복수의 레코딩 레인지(Recording Range)가 할당된 기록매체를

클로즈함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 내에 존재하는 n번째 레코딩 레인지(Recording Range)에 기록된 유효 데이터를 다른

레코딩 레인지 내에 대체 기록하고, 상기 대체 기록된 데이터 이후에 가드영역을 형성하도록 픽업을 제어하는 마이컴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기록매체 및 기록매체 기록재생 방법등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

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가능한한 현재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를 선택하였으나, 특정한 경우는 출원인

이 임의로 선정한 용어도 있으며 이경우는 해당되는 발명의 설명부분에서 상세히 그 의미를 기재하였으므로, 단순한 용어

의 명칭이 아닌 용어가 가지는 의미로서 본 발명을 파악하여야 됨을 밝혀두고자 한다.

관련하여, 본 발명에서 "기록매체"라 함은,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거나, 기록가능한 모든 매체를 의미하며, 예를들어 광디스

크, 자기테이프 등 기록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매체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이하 본 발명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기록매체로

서 광디스크(optical disc) 특히 "블루레이 디스크(BD)"를 예로하여 설명하고자 하나, 본 발명의 기술사상은 다른 기록매

체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함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서 "기록매체 클로징(closing)"이라 함은, 기록매체에 데이터 기록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기록매체를 재생용 기록매체로만 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동작을 의미한다. 이를 "파이널라이즈(finalization)"라고도 하며,

특히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 널리 활용되어 진다.

도1은 본 발명에 의한 기록매체와, 기록매체를 기록 재생하는 장치간의 관련성을 개념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블루레이 디스크(BD)와 같은 새로운 기록매체를 규격화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버전(version)의 규격이 계속적으로 제정

되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들어, 이전 버전(old version)에 따른 광디스크(100a)는, 디스크내 피트(pit)가 형성된 기

록 영역의 반사율이 피트(pit)가 없는 미기록 영역의 반사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매질을 가지는 경우이고(이를 "H-to-L

media"라고도 한다), 반면 새로운 버전(new version)에 따른 광디스크(100b)는, 디스크내 피트(pit)가 형성된 기록 영역

의 반사율이 피트(pit)가 없는 미기록 영역의 반사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매질을 가지는 경우(이를 "L-to-H media"라고

도 한다) 일 수 있다.

또한, 규격 제정 당시에 이에 적합한 기록재생 장치("Player 또는 Recorder"라고도 한다)가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를들어, 도면부호 10a의 기록재생 장치는 이전 버전의 광디스크(100a)에 대응하는 장치이고, 도면부호 10b의 기록재생

장치는 새로운 버전의 광디스크(100b)에도 대응가능한 장치이다. 따라서, 도면부호 10b의 기록재생 장치는 새로운 버전

의 광디스크(100b) 뿐만 아니라 이전 버전의 광디스크(100a)도 기록재생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진다. 반면, 도면부호 10a

의 기록재생 장치는 이전 버전의 광디스크(100a)만을 기록재생 가능하며, 새로운 버전의 광디스크(100b)에 대해서는 효

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도면부호 10a의 기록재생 장치를 설계할 당시에는 새로운 버전의 광디스크

(100b)에 대한 규격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 새로운 버전의 광디스크(100b)를 규격화하는 단계에서, 이전 기록재생 장치(10a)에서도 재생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역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 이라고 한다.

일예로, 상기 새로운 버전의 "L-to-H media"(100b)에 기록 및 미기록 영역이 혼재 되어 있는 경우, 이전 기록재생 장치

(10a)에서는 시크(seek) 동작시 미기록 영역의 반사율을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포커스 서보(focus servo)가 동작하지 못

하게 되고 결국 새로운 버전의 "L-to-H media"(100b)의 재생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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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 새로운 기록재생 장치(10b)에서 상기 "L-to-H media"(100b)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 또는 "L-to-H

media"(100b)를 클로징(closing)하는 경우에는, 해당 "L-to-H media"(100b)가 이전 기록재생 장치(10a)에서도 재생가

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영역이 처음부터 연속적으로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L-to-H media"(100b)내의 미

기록 영역을 기록영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도2는 본 발명의 기록매체의 구조를 예를들어 도시한 것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기록매체는 1회 기록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BD-R)을 예로 하였다.

본 발명이 적용가능한 광디스크(BD-R)는, 디스크 내주로부터 리드인 영역(Lead-in), 데이터 영역(data area) 및 리드아

웃 영역(Lead-out)으로 구성된다. 상기 데이터 영역내에는,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는 유저데이터 영역(user data area)

과, 디스크 결함관리를 위한 스페어 영역(spare area)으로서 내주 스페어영역(ISA) 및 외주 스페어영역(OSA)이 구비되어

진다. 단, 상기 스페어영역은 필요에 따라 할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상기 광디스크내에는 디스크 클로징(closing) 이전에 관리정보를 기록하는 임시 디스크관리영역(Temporary Disc

Management Area, 이하 "TDMA")과 디스크 클로징시에 최종 관리정보를 기록하는 디스크관리영역(Disc Management

Area, 이하 "DMA")이 구비되어 진다. 예를들어 상기 TDMA는 리드인 영역 및 스페어영역(ISA 또는 OSA)내에 구비되어

지며, 상기 DMA는 리드인 영역 및 리드아웃 영역에 각각 구비되어 진다.

관련하여, 상기 TDMA와 DMA는 다음의 관계를 가진다.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BD-R)의 특성상 TDMA내에는 디스

크 사용 중에 발생하는 결함관리 정보뿐만 아니라 디스크내의 기록상태를 나타내는 일반 관리정보가 혼재하여 기록된다.

이후, 디스크가 클로징(closing) 되면 해당 디스크에는 더 이상 기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상기 TDMA내의 최종 관

리정보들이 DMA으로 이전하여 기록하게 된다. 따라서, 디스크가 사용중에는 TDMA내에 관리정보가 기록되고, 디스크가

클로징되면 TDMA내의 최종의 정보들이 DMA내로 이전 기록되고, 이후 DMA내의 관리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디스크를

재생하게 된다.

관련하여, 상기 TDMA는 크게 2가지 종류로 구별된다. 즉, 리드인 영역(Lead-in) 내에 고정된 크기(예를 들어, 2048 클러

스터(cluster))를 갖고 디스크 초기화시 언제나 할당되는 TDMA0와, 스페어 영역내에 가변적인 크기로 할당되되, 할당여

부는 선택적으로 결정되어 지는 TDMA1 및 TDMA2로 구별된다. 또한, 상기 TDMA는 TDMA0->TDMA1->TDMA2의

순서로 사용되어 진다.

도2의 하단부는 본 발명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 TDMA내에 기록되는 관리정보의 종류를 도시한 것이다. 관련하

여, TDMA0~TDMA2 에는 동일 종류의 관리정보가 기록될 것이나, 도1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TDMA0에 기록되는 경우

만을 도시하였다.

상기 TDMA내에 기록되는 관리정보는, 임시 결함리스트(Temporary DeFect List: TDFL), 연속 기록범위 정보

(Sequential Recording Range Information: SRRI)및 임시 디스크정의구조(Temporary Disc Definition Structure:

TDDS)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TDFL은 디스크내에 발생한 결함 클러스터(defective cluster) 및 상기 결함 클러스터를 대체한 대체 클

러스터(replacement cluster)의 위치정보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SRRI는 디스크내의 연속 기록범위(Sequential

Recording Range: SRR)별 속성을 나타내는 SRR엔트리(SRR entry)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특히, 상기 SRR 및 SRR엔트리

(SRR entry)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히 후술할 예정이다. 또한, 상기 TDDS는 디스크구조에 관련된 일반 관리정보를 포함하

되, 특히 상기 TDFL 및 SRRI의 최신의 위치를 지정하는 포인터(pointer)를 포함한다.

단, 상기 SRRI는 디스크 기록 방식이 연속 기록모드(Sequential Recording Mode: SRM)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만약 디스

크 기록 방식이 랜덤 기록모드(Random Recording Mode: RRM)인 경우에는 상기 SRRI 대신에 또 다른 관리정보로서 스

페이스 비트맵(Space Bit-Map: SBM) 형태로 기록되어 질 수 있다. 관련하여, 도1에서는 상기 SBM을 미도시 하였으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랜덤 기록모드(Random Recording Mode: RRM)에서도 동일하게 적용가능 하다.

또한, 디스크에 더 이상 기록가능한 유저데이터 영역(User data area) 또는 임시 디스크관리영역(TDMA)이 남아 있지 않

거나, 또는 사용자가 더 이상 디스크에 기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디스크를 클로징(closing)시키게 되고, 이때에는 상기

TDMA내에 기록된 관리정보중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최종의 관리정보를 DMA내로 이전(transfer) 기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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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은 본 발명의 기록매체내 데이터가 기록되는 방법을 예를들어 도시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1회 기록가

능한 블루레이 디스크(BD-R)를 예로 하였다.

관련하여, 본 발명에서 "기록범위(Recording Range, 레코딩 레인지)"라 함은,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 내에 데이터 기

록을 위해 생성(할당)된 영역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회 기록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BD-R)에서는 이를 "SRR

(Sequential Recording Range)"이라 명명한다.

관련하여, SRR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구별된다. 우선, 해당 SRR내에 미기록 영역이 존재하고, 추가적으로 유효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SRR을 "오픈 SRR(open SRR)"이라 한다. 즉, 오픈 SRR은 다음번 기록가능한 위치(이를 "NWA(Next

Writable Address)"라 한다)를 포함하는 SRR을 의미하고, BD-R에서는 전체 디스크내에 오픈 SRR이 최대 16개까지 존

재 가능하다. 따라서, 기록재생 장치는 상기 디스크내에 생성된 오픈 SRR의 NWA위치에 데이터를 기록하게 된다. 다음으

로, 해당 SRR내에 추가적으로 유효 데이터를 기록할 수 없는 SRR을 "클로즈 SRR(close SRR)"이라 한다. 즉, 클로즈 SRR

은 다음번 기록가능한 위치(NWA)를 포함하지 않는 SRR을 의미한다. 즉, 최초 오픈 SRR에서, 해당 SRR에 더 이상 데이터

를 기록할 영역이 없거나, 또는 기록할 영역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등의 요청에 의해 해당 SRR에 더 이상 데이터 기

록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클로즈 SRR로 변경되어 진다. 관련하여, 본 발명에 의한 클로즈 SRR로의 변경 방법은 추후 상

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하, 도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SRR을 이용한 기록 방법의 일 예 및 세션(session)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관련하여, "세션(session)"이라 함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SRR로 구성되는 SRR보다 상위의 기록 단위를 의미한다. 일반적

으로 광디스크내에는 멀티 세션(multi session)이라 하여 복수 개의 세션(session)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최종의 세

션(session)만이 기록 가능한 세션(session)이 되고, 이전의 세션(session)은 모두 클로즈됨에 따라, 이전 세션(session)

내에 존재하는 모든 SRR이 클로즈 SRR로 변경되게 된다.

예를 들어, 디스크 초기에 세션1 내에 SRR #1과 SRR #2를 할당하여 기록한다. 이후, 해당 세션1을 클로즈(close)하여 종

료하고, 새로운 세션2를 오픈(open)하여 새로운 기록을 시작한다. 이때, 이전 세션1 내에 존재하는 SRR #1과 SRR #2는

클로즈 SRR로 변경하여, 더 이상 세션1 내에는 기록이 가능한 오픈 SRR이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

이어서, 새로이 할당된 세션2 내에 SRR #3, SRR #4 및 SRR #5를 할당하면, 상기 SRR #3 ~ #5는 오픈 SRR로서 기록가

능한 영역을 포함한다. 단, 도3에서는 본 발명의 설명을 위해 일정 구간의 데이터가 기록된 후의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예

를들어 SRR #3 및 SRR #4에 유효 데이터가 기록되되, 특히 SRR #4는 호스트 또는 사용자에 의해 강제 클로즈 SRR로 변

경된 경우를 도시하였다. 즉, 기록가능한 세션2 내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오픈 SRR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모든 SRR이 오

픈 SRR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관려하여, 도3에 도시된 디스크의 최종 기록상태는 TDMA내에 기록되는 SRRI로부터 확인 가능하다. 즉, 상기 SRRI 내에

기록된 헤더(header) 정보와 각 SRR별 속성을 포함하는 SRR엔트리로부터, 현재 세션2가 사용중이며 세션2 내의 SRR #3

과 SRR #5가 오픈 SRR에 해당되고, 세션1내의 모든 SRR은 더 이상 기록을 수행 할 수 없는 클로즈 SRR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관련하여, 각 SRR은 유효한 유저데이터가 기록된 마지막 위치를 지정하는 "LRA(Last Written Address)" 정보를 가

진다. 특히 기록재생 장치는 상기 오픈 SRR의 LRA이후 첫번째 클러스터의 위치를 다음번 기록가능한 위치(NWA)로 판단

하여 해당 NWA위치부터 데이터를 기록하게 된다. 상기 SRR엔트리의 구체적인 구조는 도8a 및 도8b에서 상세히 설명하

고자 한다.

도4a ~ 도4b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매체의 클로징(closing) 방법에 대한 제1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

해 도4a는 클로징 이전의 디스크 상태를 도시한 것이고, 도4b는 클로징 이후의 디스크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관련하여, 도4a의 디스크는 스페어영역(ISA, OSA)내에 TDMA가 할당되지 않은 경우를 예를들어 도시하였다. 또한, 유저

데이터 영역내에는 2개의 SRR#1 및 SRR#2가 할당되어 있고, 디스크내 마지막 LRA 위치(A)는 SRR#2내의 마지막 데이

터가 기록된 위치인 경우를 예를들어 도시하였다. 상기 디스크내 마지막 LRA 위치(A)는 전술한 TDDS내에 기록되어 진

다. 물론 각 SRR엔트리별로는 해당 SRR내의 LRA 위치가 별도 기록되어 있다.

도4b는 상기 도4a의 디스크 상태에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 방법에 의해 디스크 클로징을 수행한 후의 디스크 상태를 도

시한 것이다. 즉,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하면, 디스크 클로징 수행은, 기존의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강제 변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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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TDMA내의 최신의 정보, 즉 최신의 TDDS, TDFL, SRRI 정보를 리드인 영역 및 리드아웃 영역내의 DMA(DMA

1 ~ DMA 4)내로 이전 기록하는 것으로 완료되어 진다. 단, 도4b에서는 미도시하였으나, 디스크가 클로징 되었음을 나타

내는 인디케이터(indicator)를 TDMA0내에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관련하여, 도4b와 같은 디스크 클로징 방법은 도1의 이전 버전(old version)의 디스크(100a)의 경우에 적합하다. 즉, 이전

버전 디스크(100a)의 경우 새로운 기록재생 장치(10b)와의 호환성(compatibility)이 유지되므로, 상기 제1 실시예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단, 도4b와 같은 디스크 클로징 방법은 도1의 새로운 버전(new version)의

디스크(100b)의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즉, 새로운 버전 디스크(100b)의 경우 상기 제1 실시예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

면 이전 기록재생 장치(10a)에서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에러가 발생하게 된다. 즉, 역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이 유지되지 않게 된다.

이하, 도5a ~ 도7b 에서는, 상기 새로운 버전(new version)의 디스크(100b)가 이전 기록재생 장치(10a)와 역호환성

(backward compatibility)을 유지할 수 있는 디스크 클로징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도5a ~ 도5b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매체의 클로징(closing) 방법에 대한 제2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

해 도5a는 클로징 이전의 디스크 상태를 도시한 것이고, 도5b는 클로징 이후의 디스크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관련하여, 도5a의 디스크 상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도4a의 디스크와 동일한 경우를 예를들어 도시하였다. 즉, 스페어영

역(ISA, OSA)내에 TDMA가 할당되지 않으며, 2개의 SRR#1 및 SRR#2가 유저데이터 영역에 할당되어 있고, 디스크내 마

지막 LRA 위치(A)는 SRR#2내의 마지막 데이터가 기록된 위치가 된다.

도5b는 상기 도5a의 디스크 상태에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 방법에 의해 디스크 클로징을 수행한 후의 디스크 상태를 도

시한 것이다. 즉,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하면, 디스크 클로징 수행은, 기존의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강제 변환하

고, TDMA내의 최신의 정보, 즉 최신의 TDDS, TDFL, SRRI 정보를 리드인 영역 및 리드아웃 영역내의 DMA(DMA 1 ~

DMA 4)내로 이전 기록하는 것으로 완료되어 진다. 단, 도5b에서는 미도시하였으나, 디스크가 클로징 되었음을 나타내는

인디케이터(indicator)를 TDMA0내에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관련하여, 도5b와 같은 디스크 클로징 방법은 도1의 새로운 버전(new version)의 디스크(100b)의 경우에 적합하다. 즉,

새로운 버전 디스크(100b)가 이전 기록재생 장치(10a)내에서 역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5b와 같은 디스크 클로징 방법은 도1의 이전

버전(old version)의 디스크(100a)의 경우에도 적용 할 수 있다. 디스크 클로징시에는 더 이상 해당 디스크내에 데이터 기

록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모든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변경해도 무방하게 된다. 즉, 도1의 이전 버전(old version)의

디스크(100a)의 경우는 도4b 및 도5b의 디스크 클로징 방법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도6a ~ 도6b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매체의 클로징(closing) 방법에 대한 제3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

해 도6a는 클로징 이전의 디스크 상태를 도시한 것이고, 도6b는 클로징 이후의 디스크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관련하여, 도6a의 디스크 상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도4a의 디스크와 동일한 경우를 예를들어 도시하였다. 즉, 스페어영

역(ISA, OSA)내에 TDMA가 할당되지 않으며, 2개의 SRR#1 및 SRR#2가 유저데이터 영역에 할당되어 있고, 디스크내 마

지막 LRA 위치(A)는 SRR#2내의 마지막 데이터가 기록된 위치가 된다.

도6b는 상기 도6a의 디스크 상태에서 본 발명의 제3 실시예 방법에 의해 디스크 클로징을 수행한 후의 디스크 상태를 도

시한 것이다. 즉,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의하면, 디스크 클로징 수행은, 디스크내 마지막 LRA 위치(A) 이전의 미기록영

역을 기록영역으로 강제 변환하고, TDMA내의 최신의 정보, 즉 최신의 TDDS, TDFL, SRRI 정보를 리드인 영역내의

DMA(DMA1, DMA2)내로 이전 기록하고, 상기 디스크내 마지막 LRA 위치(A)에는 특정의 인식정보를 기록함에 의해 완

료되어 진다. 예를들어, LRA 위치(A)에 "가드영역(guard area)"을 형성하고, 상기 가드영역내에 인식정보를 기록할 수도

있다. 즉, 상기 인식정보는 가드영역내에 기록된 특정의 유효한 데이터로 구성되거나, 또는, 가드영역내에 기록된 더미데

이터(dummy data)로 구성될 수도 있다. 또한, 도6b에서는 미도시하였으나, 디스크가 클로징 되었음을 나타내는 인디케이

터(indicator)를 TDMA0내에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기 "가드영역(guard area)"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가드영역(guard area)은 기록재생 장치에

의해 인식가능한 영역으로서, 예를들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록단위(ex, 클러스터(cluster))로 구성한다. 즉, 상기 가드영

역은 기록재생 장치에 의해 가드영역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예를들어, 규격화된 특정 크

기(ex, N개 클러스터, N>2)의 가드영역내에 상기 인식정보(예를들어, 기결정된 유효정보 이거나 또는 더미데이타)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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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서, 기록재생 장치는 해당 가드영역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술한 이전 버전(old version)의 기록재생

장치(10a)는 해당 가드영역이 존재함을 인식하게 되면, 가드영역 이전의 데이터만을 유효하게 재생하고, 가드영역 이후의

데이터는 무시하여 재생함으로서, 새로운 버전(new version)의 디스크(100b)에 대해서도 호환적으로 재생할 수 있게 된

다. 관련하여, 가드영역의 존재는 후술할 도8b의 SRR엔트리 구조로부터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의한 디스크 클로징 방법은 클로징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즉, 새로운 버

전 디스크(100b)의 경우에 이전 기록재생 장치(10a)내에서 역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

든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유효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미기록영역까지 모두 기록영역

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디스크내 마지막 LRA 위치(A) 이전의 미기록영역만을 기록영역으로 변

경하고, 해당 디스크내 마지막 LRA 위치(A)에는 가드영역(guard area)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도1의 이전 기록재생 장

치(10a)에서 새로운 버전 디스크(100b)를 재생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드영역(guard area) 이전의 데이터만을 유효하게

인식하여 재생가능 하게 된다. 관련하여, 본 실시예에 의해 디스크를 클로징할 경우, 상기 형성된 가드영역(guard area) 이

후에 존재하는 DMA(리드아웃영역내의 DMA3, DMA4)내에는 정보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의해 클로

징된 디스크는 리드인 영역내의 DMA(DMA1, DMA2)만이 활용되어 진다.

도7a ~ 도7b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매체의 클로징(closing) 방법에 대한 제4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관련하여, 도7a 및

도7b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도6b)에 의한 디스크 클로징 방법의 변형적 사용예에 해당된다.

도7a 및 도7b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의해 디스크 클로징을 수행한 후의 디스크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즉,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도6b)는, 디스크내 마지막 LRA 위치(A) 이전의 미기록영역을 모두 기록영역으로 변경함에 비해, 본 발명의

제4 실시예는 디스크내 마지막 LRA 위치(A)와 바로 이전의 LRA 위치(B)를 서로 비교하여 가드영역(guard area)을 형성

할 위치(또는 SRR)를 결정함에 차이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4 실시예는 논리적 중첩기록(Logical Overwrite: 이하

"LOW"라 한다) 방식을 활용하여, 상기 가드영역(guard area)이 형성될 SRR 이후에 존재하는 유효데이터를 LOW 방식에

의해 가드영역(guard area) 형성 이전에 대체 기록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이하, 도7a 및 도7b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4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7a에 의하면, 디스크내 최외주에 위치한 SRR을 SRR #n으로 가정하고, 그 이전 SRR을 SRR #(n-1)로 가정한다. 또한 상

기 SRR #n 이후의 스페어영역(OSA)내에는 결함관리를 위해 대체 기록된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상기와 같은 디스크 상태에서, 디스크 클로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상기 SRR #n내의 LRA 위치(A)와 SRR #(n-

1)내의 LRA 위치(B)를 비교하여 어느 위치에 가드영역(guard area)을 형성할 지를 결정한다. 예를들어, 상기 LRA 위치

"A"와 LRA 위치 "B" 사이의 미기록영역의 크기가 기준치(예를들어, "L"개 클러스터수) 보다 큰 경우에는 상기 LRA 위치

"B"가 존재하는 SRR #(n-1)에 가드영역(guard area)을 형성한다. 반면, 상기 LRA 위치 "A"와 LRA 위치 "B" 사이의 미기

록영역의 크기가 기준치(예를들어, "L"개 클러스터 갯수) 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기 LRA 위치 "A"가 존재하는 SRR #n에 가

드영역(guard area)을 형성한다. 이는 미기록영역 전체를 기록영역으로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기 기준치(예를들어, "L"개 클러스터 갯수)는 이를 고려하여 시스템별로 자유롭게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관련하여, 상기 "클러스터(cluster)"는 디스크내 기록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BD-R에서 에러정정코드

(ECC)가 적용되는 최소 기록단위를 나타낸다.

또한, 본 발명의 제4 실시예를 적용함에 있어, 가드영역(guard area)이 형성될 SRR의 결정은 시스템에 따라 다양하게 결

정할 수 있도 있으며, 이는 본 발명의 변형적 실시예에 해당될 것이다. 예를들어, 상기 LRA 위치 "A"와 LRA 위치 "B"를 비

교하는 대신, SRR #(n-1)내의 미기록영역의 크기(a)와 SRR #n내의 기록영역의 크기(b)를 비교하여 가드영역(guard

area)이 형성될 SRR의 위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즉, SRR #(n-1)의 LRA 위치(B)로부터 SRR #n의 시작 어드레스까지가

SRR #(n-1)내의 미기록영역의 크기(a)가 되고, 상기 SRR #n의 시작 어드레스부터 SRR #n의 LRA 위치(A)까지가 SRR #

n의 기록영역의 크기(b)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기 SRR #(n-1)의 미기록영역의 크기(a)와 SRR #n의 기록영역의 크기(b)

의 차이가, 기준치 보다 큰 경우에는 SRR #(n-1)에 가드영역을 형성하고, 기준치 보다 작은 경우에는 SRR #n에 가드영역

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만약 LRA 위치 "B"가 존재하는 SRR #(n-1)에 가드영역(guard area)을 형성하기로 결정

하였다면, 이후 우선적으로 SRR #n 및 OSA내에 기록된 유효데이터를 상기 LRA 위치 "B"에 대체(replacement) 기록하여

야 한다. 다음으로 상기 대체 기록된 데이터 이후에 전술한 가드영역(guard area)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

드영역(guard area) 이후에 존재하는 유효데이터를 가드영역(guard area)을 형성하기 이전에 미리 대체(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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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들어,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BD-R)의 경우, 상기 대체(replacement) 기록은 전술

한 논리적 중첩기록(LOW) 방식에 의해 수행되어 지고, LOW를 수행한 정보(즉, "원위치 정보 및 대체위치 정보")는 마치

결함영역이 관리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함리스트(TDFL)에 기록되어 진다.

또한, 디스크 클로징이 완료되면, 상기 LOW방식에 의해 대체된 마지막 유효데이터의 위치가 디스크내 최종 LRA 위치(C)

가 될 것이다. 즉, 상기 가드영역(guard area)은 LRA 위치 "C"에 이어서 형성될 것이다.

관련하여, 도7a에는 미도시하였으나, 만약 SRR #n 또는 SRR #(n-1)에 가드영역을 형성키로 결정되었다면, 상기 OSA내

의 유효데이터를 가드영역 형성 이전에 SRR #n 또는 SRR #(n-1)로 대체 기록하여야 함은 자명하다. 이 경우, 만약 SRR #

n 또는 SRR #(n-1)의 미기록영역이 상기 OSA내의 유효데이터를 대체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OSA내에 가드영

역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7b는 도7a와 동일한 상태에서, 예를들어 스페어영역(OSA)내에 TDMA가 할당되어 있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경우이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가드영역 이 형성될 SRR 이후의 모든 유효데이터는 LOW방식에 의해 가드영역 위치 이전

으로 대체 기록되어야 하지만, 상기 TDMA내에 기록된 유효데이터는 디스크 클로징시 DMA내로 이전 기록되어 지므로,

상기와 같이 가드영역 이전 위치로 대체 기록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즉, 디스크 클로징시 TDMA내의 최신의 정보는 DMA

내로 이전 기록됨을 의미한다.

관련하여, 본 발명의 제4 실시예(도7a 및 도7b)는, 다음의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특정의 광디스크, 예를들어, 도1의 새로

운 버전(new version) 디스크(100b)에서, 유저데이터 영역의 최외주에 기록범위(예를들어, 상기 "SRR #n")를 할당하고

해당 영역에 파일시스템(File system)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 최외주의 SRR #n 과 바로 이전

의 SRR #(n-1)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 각각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물리적 구조하에서 디스크 클로징

을 수행하게 되면, 전술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도5b) 또는 제3 실시예(도6b)를 적용하더라도, 결국 SRR #n 과 SRR #

(n-1) 사이의 미기록영역을 모두 기록영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많은 클로징 시간이 소요되어 진다. 즉, 본 발명의 제4

실시예는, 특히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역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을 유지하면서도 디스크 클로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용예가 된다.

도8a ~ 도8b는 본 발명에 의한 관리정보를 기록하는 일예를 도시한 것이다. 즉, 전술한 SRRI내의 각 SRR엔트리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8a는 본 발명에 따른 SRR엔트리 구조의 일예를 도시한 것이다. 하나의 SRR엔트리는 유저데이터 영역내에 형성된 특정

의 SRR과 일대일 대응하는 정보이다. 상기 SRR엔트리는 총8바이트(bytes)로 구성되어 지며, 해당 SRR의 속성을 나타내

는 다음의 정보를 가진다. 즉, "Start PSN of the SRR #i"필드는 해당 SRR의 시작 어드레스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PSN(Physical Sector Number)"값으로 주어진다. 또한, "LRA in the SRR #i"필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SRR내에 마

지막 기록된 유저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마찬가지로 "PSN(Physical Sector Number)"값으로 주어진다. 또

한, 1비트의 "Session start" 플래그 정보는 해당 SRR이 특정 세션의 시작 SRR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로 활용된다. 또

한, "Filled-up flag" 정보는 해당 SRR에 미기록영역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로 활용된다. 즉, "Filled-up flag = 1b"

이면 해당 SRR에 미기록영역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Filled-up flag = 0b"이면 해당 SRR에 미기록영역이 존재함

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기 "Filled-up flag"는 전술한 본 발명의 디스크 클로징 방법중 제2 실시예(도5b), 제3 실시예(도6b) 및 제4 실시예(도

7a, 도7b)에서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해당 SRR내의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상기

"Filled-up flag"를 확인하여 미기록영역이 남아 있는 SRR에 대해 기록영역으로 변경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관

련하여, 상기 "Filled-up flag"는 오픈 SRR의 경우 항상 "Filled-up flag = 0b"로 하여 미기록영역이 존재함을 표시하게 되

고, 클로즈 SRR의 경우는 미기록영역의 존재 여부에 따라 "0b" 또는 "1b"중 어느 하나로 설정하게 된다. 특히, 광디스크 규

격에서 오픈 SRR이 클로즈 SRR로 변경될 시에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기록재생 장치별로 선택적 사

항으로 규정한 경우에, 상기 "Filled-up flag"는 기록영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클로즈 SRR을 표시하는 정보로도 활용되어

진다.

도8b는 본 발명에 따른 SRR엔트리 구조의 또다른 예를 도시한 것이다. 즉, "Start PSN of the SRR #i"필드, "LRA in the

SRR #i"필드, "Session start" 플래그 정보, 및 "Filled-up flag"는 전술한 도8a에 동일하다. 도8b는 도8a와 비교시 추가적

으로 "Guard area flag"를 구비하여 해당 SRR에 전술한 가드영역이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로 활용한다. 즉, "Guard

area flag = 0b"이면 해당 SRR에 가드영역이 존재함을 의미하고, "Guard area flag = 1b"이면 해당 SRR에 가드영역이 존

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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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Guard area flag"는 전술한 본 발명의 디스크 클로징 방법중, 가드영역의 형성과 관련된 제3 실시예(도6b) 및 제4

실시예(도7a, 도7b)에서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디스크 클로징시에 특정 SRR에 가드영역(guard area)을 형성

한 경우, 해당 SRR엔트리내의 "Guard area flag = 0b"로 설정함에 따라, 추후 해당 디스크가 또 다른 기록재생 장치로 삽

입될시에, 해당 기록재생 장치는 DMA내에 기록된 최종의 SRR엔트리들로부터 현재 삽입된 광디스크내에 가드영역이 형

성된 SRR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기록재생 장치는 확인된 가드영역이전의 데이터만을 유효하

게 재생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관련하여, 상기 "Filled-up flag"는 제1 식별정보로, "Guard area flag"는 제2 식별정보로 명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재

생 장치는 제1 식별정보("Filled-up flag")로부터 디스크 클로징시에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것

이 가능하고, 제2 식별정보("Guard area flag")로부터 디스크 클로징후 디스크내 마지막 유효데이터가 기록된 위치를 확

인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도9는 본 발명의 기록재생 장치를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의 기록재생 장치는 광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기록된 데

이터를 재생하는 기록재생부(20)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부(12)로 구성되어 진다. 관련하여, 도9에 도시된 기록재생 장치는

도1의 기록재생 장치(10a, 10b) 모두가 해당된다.

상기 기록재생부(20)는, 광디스크에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기록하거나 광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를 독출하는 픽업부와

(11), 픽업부로터 독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원하는 신호값으로 복원해내거나, 기록될 신호를 광디스크에 기록되는 신호로

변조(modulation)하여 전달하는 신호처리부(13)와, 광디스크로부터 정확히 신호를 독출해내거나, 광디스크에 신호를 정

확히 기록하기위해 픽업부(11)를 제어하는 서보부(14)와, 결함관리 정보를 포함한 관리정보 및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는

메모리(15)와 상기 구성요소들의 제어를 담당하는 마이컴(16)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진다. 관련하여 상기 기록재생부

(20)로만 이루어진 기록재생장치를 "드라이브(driver)"라고도 하며, 컴퓨터 주변기기로 활용되어 진다.

또한, 제어부(12)는 전체 구성요소의 제어를 담당하게 되며, 특히 본 발명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interface)를 통해 사용자 명령등을 수신하고, 광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록재생 명령을 상기 기

록재생부(20)로 전송하게 된다.

또한, 디코더(17)는 제어부(12)의 제어에 따라 광디스크로부터 독출된 신호를 디코딩하여 원하는 정보로 복원하여 사용자

에게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인코더(18)는 광디스크에 신호를 기록하는 기능의 수행을 위해 제어부(12)의 제어에 따라 입력신호를 특정포맷의

신호, 예를들어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변환하여 신호처리부(13)에 제공하게 된다.

이하, 본 발명의 기록재생 장치를 활용한 기록매체 기록재생 방법, 관리정보 기록방법 및 기록매체 클로징(closing) 방법에

대해 도10a ~ 도10b 및 도11a ~ 도11c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0a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매체 기록재생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디스크가 기록재생 장치내로 로딩되면, 해당 디스크가 이미 클로징(closing) 상태인지를 확인한다(S100).

만약 디스크가 클로징 상태인 경우에는, DMA내에 기록된 관리정보로부터 현재 디스크내에 가드영역(guard area)이 존재

하는 SRR의 위치를 확인한다(S101). 상기 단계 S101은, 전술한 바와 같이 DMA내에 기록된 SRR엔트리중 "Guard area

flag = 0b"로 설정된 SRR엔트리를 확인함에 의해 가능하다. 따라서, 기록재생 장치는 상기 가드영역 이전에 기록된 데이

터에 대해서만 이후 재생동작을 수행하게 된다(S103).

또한, 만약 디스크가 클로징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TDMA내에 기록된 관리정보로부터 현재 디스크의 기록상태를 확인한

다(S102). 상기 단계 S102는, 전술한 바와 같이 TDMA내에 기록된 최신의 SRRI정보로부터 오픈 SRR 및 클로즈 SRR의

위치 및 각 SRR엔트리를 확인함에 의해 가능하다. 따라서, 기록재생 장치는 사용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 오픈 SRR

내의 NWA위치에 데이터 기록동작을 수행함은 물론, 디스크내 기록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재생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된

다(S104).

도10b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매체 관리정보 기록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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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기록재생 도중 오픈 SRR에 대해 클로즈("SRR closing")을 수행하면, 우선 해당 클로즈 SRR내에 미기록 영역이 존

재하는 지를 판단한다(S200). 상기 단계 200은 최초 할당된 SRR의 크기에서 현재 기록된 영역의 위치를 비교함에 의해 판

단 가능하다. 판단결과, 만약 SRR 클로징 이후 미기록영역이 존재하면, 해당 SRR엔트리내의 "Filled-up flag = 0b"로 설

정하여 해당 클로즈 SRR내에 미기록영역이 존재함을 표시한다(S201). 또한, 만약 미기록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SRR엔트리내의 "Filled-up flag = 1b"로 설정하여 해당 클로즈 SRR내에 미기록영역이 존재하지 않음을 표시한다(S202).

상기와 같이 설정된 "Filled-up flag"를 활용하여, 이후 디스크 클로징 명령을 수행하는 경우 미기록영역이 존재하는 SRR

(즉, "Filled-up flag = 0b"로 설정된 SRR)에 대해서만 해당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도11a ~ 도11c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매체 클로징(closing)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11a은 본 발명의 기록매체 클로징 방법에 대한 일예를 도시한 것으로, 특히 전술한 제2 실시예(도5b)를 포함하는 흐름

도이다.

즉, 디스크 클로징 명령이 수신되면, 해당 디스크 타입에 따라 클로징 수행 방법을 달리 한다(S10). 관련하여, 상기 디스크

타입은 기록층의 반사율에 따라 구분되는 종류를 의미하며, 이는 디스크내 기록된 관리정보로부터 식별가능 하다. 예를들

어, BD-R의 경우 "디스크정보(DI: Disc Information)"내에 기록된 피트(pit) 반사율 정보(예를들어, "Recorded mark

polarity"필드)로부터 디스크 타입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련하여, 단계 S10은 반드시 디스크 클로징 명령이 수신된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디스크가 로딩된 후 바로 해당 디스크내의 관리정보로부터 디스크 타입의 확

인이 가능하다. 이는 후술할 도11b 및 도11c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기 디스크 타입 확인 결과, 만약 해당 디스크가 제1 타입(예를들어, 도1의 이전 버전 광디스크(100a)로서 "H-to-L

media")에 해당되면, TDMA내에 기록된 최신의 정보(예를들어, 최종 TDDS, TDFL, SRRI)를 DMA로 이전 기록한다

(S11). 이후 TDMA내의 디스크 클로징 인디케이터(indicator)에 해당 디스크가 클로징 되었음을 표시하게 된다. 또한, 기

록재생 장치는 선택적으로(optional) 디스크내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해당 디스크가 제2 타입(예를들어, 도1의 새로운 버전 광디스크(100b)로서 "L-to-H media")에 해당되면, TDMA내

에 기록된 최신의 정보(예를들어, 최종 TDDS, TDFL, SRRI)를 DMA로 이전 기록하고(S21), 또한 디스크내 미기록영역을

모두 기록영역으로 변경한다(S22). 상기 과정은 단계 22를 먼저 수행하고 이후 단계 21을 수행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상

기 단계 S22에서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변경한다 함은, 예를들어, 미기록영역에 더미데이터(dummy data)를 기록하

여 피트(pit)가 형성된 영역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TDMA내의 디스크 클로징 인디케이터(indicator)에 해

당 디스크가 클로징 되었음을 표시하게 된다.

관련하여, 디스크 클로징이 완전히 종료하기 이전에, 전술한 SRR엔트리내의 제1 및/또는 제2 식별정보(예를들어,

"Filled-up flag" 또는 "Guard-area flag')에 해당 값을 설정하여야 함은 자명하다.

도11b는 본 발명의 기록매체 클로징 방법에 대한 또다른 예를 도시한 것으로, 특히 전술한 제3 실시예(도6b)를 포함하는

흐름도이다.

즉, 디스크 클로징 명령이 수신되면, 해당 디스크 타입에 따라 클로징 수행 방법을 달리 한다(S10). 상기 디스크 타입 확인

결과, 만약 해당 디스크가 제1 타입(예를들어, 도1의 이전 버전 광디스크(100a)로서 "H-to-L media")에 해당되면,

TDMA내에 기록된 최신의 정보(예를들어, 최종 TDDS, TDFL, SRRI)를 DMA로 이전 기록한다(S11). 이후 TDMA내의 디

스크 클로징 인디케이터(indicator)에 해당 디스크가 클로징 되었음을 표시하게 된다. 또한, 기록재생 장치는 선택적으로

(optional) 디스크내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해당 디스크가 제2 타입(예를들어, 도1의 새로운 버전 광디스크(100b)로서 "L-to-H media")에 해당되면, TDMA내

에 기록된 최신의 정보(예를들어, 최종 TDDS, TDFL, SRRI)를 DMA로 이전 기록하고(S31), 디스크내 마지막 LRA 위치

(A) 이전의 미기록영역을 모두 기록영역으로 변경한다(S32). 또한, 상기 단계 S32에서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변경

한다 함은, 예를들어, 미기록영역에 더미데이터(dummy data)를 기록하여 피트(pit)가 형성된 영역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상기 디스크내 마지막 LRA 위치(A)에 유효데이터가 존재하는 마지막 위치임을 표시하는 인식정보를 기

록하게 된다(S33). 상기 인식정보는 예를들어 전술한 가드영역(guard area)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단계

31,32,33은 서로 수행 순서를 바꾸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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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디스크 클로징이 완전히 종료하기 이전에, 전술한 SRR엔트리내의 제1 및/또는 제2 식별정보(예를들어,

"Filled-up flag" 또는 "Guard-area flag')에 해당 값을 설정하여야 함은 자명하다.

도11c는 본 발명의 기록매체 클로징 방법에 대한 또다른 예를 도시한 것으로, 특히 전술한 제4 실시예(도7a, 도7b)를 포함

하는 흐름도이다.

즉, 디스크 클로징 명령이 수신되면, 해당 디스크 타입에 따라 클로징 수행 방법을 달리 한다(S10). 상기 디스크 타입 확인

결과, 만약 해당 디스크가 제1 타입(예를들어, 도1의 이전 버전 광디스크(100a)로서 "H-to-L media")에 해당되면,

TDMA내에 기록된 최신의 정보(예를들어, 최종 TDDS, TDFL, SRRI)를 DMA로 이전 기록한다(S11). 이후 TDMA내의 디

스크 클로징 인디케이터(indicator)에 해당 디스크가 클로징 되었음을 표시하게 된다. 또한, 기록재생 장치는 선택적으로

(optional) 디스크내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해당 디스크가 제2 타입(예를들어, 도1의 새로운 버전 광디스크(100b)로서 "L-to-H media")에 해당되면, TDMA내

에 기록된 최신의 정보(예를들어, 최종 TDDS, TDFL, SRRI)를 DMA로 이전 기록하고(S41), 디스크내 마지막 LRA 위치

(A)와 이전 LRA위치(B)를 비교한다(S42). 관련하여, 상기 단계 S42는 가드영역을 형성할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서, 도7a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LRA 위치(A)와 LRA 위치(B)를 비교하는 방법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음

을 밝혀두고자 한다.

상기 비교결과, LRA 위치 "A"와 LRA 위치 "B"간의 물리적 간격이 특정 기준치(예를들어, "L"개 클러스터 갯수) 보다 작은

경우, 즉, (A-B)<L 이면, 상기 디스크내 마지막 LRA 위치(A)를 기준으로 이전의 모든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변경하

고(S51), 유효데이터가 존재하는 마지막 위치임을 표시한는 인식정보(예를들어, 가드영역 형성)를 기록한다(S52).

상기 단계 S42의 비교결과, LRA 위치 "A"와 LRA 위치 "B"간의 물리적 간격이 특정 기준치(예를들어, "L"개 클러스터 갯

수) 보다 큰 경우, 즉, (A-B)>L 이면, 상기 디스크내 LRA 위치(B)를 기준으로 이전의 모든 미기록영역을 기록영역으로 변

경하고(S62), LRA 위치(B) 이후에 존재하는 유효데이터를 LRA 위치(B)로 대체기록 한다(S62). 상기 대체 방식은 예를들

어, BD-R의 경우 논리적 중첩기록(LOW) 방식이 적용되어 진다. 상기 단계 S62에 따른 대체 기록이 완료된 지점에, 디스

크내 유효데이터가 존재하는 마지막 위치임을 표시한는 인식정보(예를들어, 가드영역 형성)를 기록한다(S62). 상기 단계

61,62는 서로 수행 순서를 바꾸어도 무방하다.

이상, 전술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으로, 당업자라면 이하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개시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기술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다른 실시예들을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 등이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기록매체 및 기록매체 기록재생 방법 및 장치와 기록매체 클로징 방법등을 통해, 서로 상이

한 버전(version)의 기록매체를 호환적으로 재생 가능하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 도시한 것이다

도2는 본 발명의 기록매체의 구조를 예를들어 도시한 것이다.

도3은 본 발명의 기록매체내 데이터가 기록되는 방법을 예를들어 도시한 것이다.

도4a ~ 도4b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매체의 클로징(closing) 방법에 대한 제1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5a ~ 도5b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매체의 클로징(closing) 방법에 대한 제2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6a ~ 도6b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매체의 클로징(closing) 방법에 대한 제3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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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a ~ 도7b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매체의 클로징(closing) 방법에 대한 제4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8a ~ 도8b는 본 발명에 의한 관리정보를 기록하는 일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9는 본 발명의 기록매체 기록 재생 장치를 도시한 것이다.

도10a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매체 기록재생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10b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매체 관리정보 기록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11a ~ 도11c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매체 클로징(closing)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 도면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

20 : 기록재생부 11 : 픽업

12 : 제어부 13 : 신호처리부

14 : 서보 15 : 메모리

16 : 마이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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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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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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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도면7b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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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도면9

도면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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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b

도면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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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b

도면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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