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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반복기록이 가능한 디스크에서 결함(Defect)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스크 및 그 
영역관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디스크 영역 관리 방법은 사용자가 디스크 영역 선택 및 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딩된 디
스크의 상용영역을 선택하는 1단계와, 선택된 상용영역과 비상용영역에 대한 정보를 디스크의 영역정보 
저장영역에 기록하는 2단계와, 영역정보를 기초하여 상용영역에만 디스크를 기록하는 3단계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비상용영역에 디스크를 기록하는 4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디스크가 상용영역과 비상용영역으로 구분되어 반복 기록에도 디펙트에 구속되지 않는 
비상용영역을 가지므로써, 디스크의 디펙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상용
영역 및 비상용영역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영역관리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디스크 상용영역의 용량확보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제3도는 DVD-RAM 디스크에서 섹터필드의 구성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영역관리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디스크 영역 관리 장치를 도시한 블록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영역선택 변경 제어부        20 : 영역정보 저장부

30 : 억세스 제어부               40 : PS 필드 변환부

50 : 파일 목록 검출부            60 : 광디스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반복기록이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결함(Defect)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스크 및 그 영역관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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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광디스크는 컴팩트디스크(Compact Disc; 이하 CD라 한다)가 보급되면서 일반화 되었으며, 최근들어 
대용량의 디지탈버서타일디스크(Digital Versatile Disc; 이하, DVD라 한다)의 규격이 나오면서 더욱 기
대가 되고 있다. 예컨대, 광디스크에는 CD-ROM(CD-Read Only Memory), DVD-ROM 등과 같은 재생전용의 디
스크와, CD-R(CD-Recordable), DVD-R 등과 같은 1회 기록 가능한 디스크와, CD-RW(CD-Rewritable), DVD-
RAM(DVD-Random Access Memory) 등과 같은 반복 기록이 가능한 디스크가 있다. 여기서, 반복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는 그 규격이 제외되고 있는 형편으로 재생전용의 디스크와는 달리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대두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반복 기록이 가능한 광디스크는 기록층의 성질을 상변화시키는 기록동작이 반복적으로 수행됨
에 따라 그 특성을 잃어버린 영역, 즉 열화된 영역을 갖게 된다. 또한, 광디스크는 스크래치(Scatch) 등
으로 인한 손상된 영역을 갖게된다. 이들 영역은 결함영역(Defect Area)이라하여 정보 기록 및 재생시 오
류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이 영역에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이 수행되지 않도록 제어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광디스크는 상술한 결함영역의 섹터 스타트 어드레스(Sector Start Address)들과 블록 스타
트 어드레스(Block Start Address)들의 정보를 디스크의 리드 인 영역(Lead In Area)과 리드 아웃 영역
(Lead Out Area)에 DMA1, DMA2, DMA3, DMA4 등의 필드를 이용하여 디펙트 리스트(Defect List) 형태로 저
장하고  있다.  이는  결함이  발생한  부분의  주소를  미리  저장하여  기록이나  재생시  그  부분은 억세스
(Access)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건너뛰는 형태로 구현된다. 이 방법은 디스크 전체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
며 사실상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반복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는 상술한 바와 같은 결함영역 관리 방법에도 불구하고 결함영역이 빈
번하게 발생하므로 사용영역이 줄어들게 됨과 아울러 디스크의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사용자가 기록한 중요한 디스크가 디펙트에 의해 손상되어 복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결함영역은 기록 및 재생을 할 수 없고 결함영역 관리에서는 그 부분의 어드레스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
용자는 귀중한 데이터를 잃어 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결함영역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디스크 및 그 영역 관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용영역과 비상용영역으로 나누어 결함영역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디스크 및 그 영역 관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사용자의 취향과 상황에 맞게 디스크 영역을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는 디스크 
및 그 영역 관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는 데이터가 수시로 기록 및 재생되는 상용영역과, 
사용자가 지정한 경우에만 데이터가 기록되는 비상용 영역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영역 관리 방법은 사용자가 디스크 영역 선택 및 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딩
된 디스크의 상용영역을 선택하는 1단계와, 선택된 상용영역과 비상용영역에 대한 정보를 디스크의 영역
정보 저장영역에 기록하는 2단계와, 영역정보를 기초하여 상용영역에만 데이터를 기록하는 3단계와, 사용
자가 원하는 경우 비상용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4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본 발
명은 상용영역을 확보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영역 관리 방법은 사용자가 디스크 영역 선택 및 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딩된 디스크의 상용영역을 변경하는 1단계와, 변경된 상용영역과 비상용영역에 대한 정보를 디스크의 
식별영역에 기록하는 2단계와, 영역정보를 기초하여 상기 상용영역에만 데이터를 기록하는 3단계와, 사용
자가 원하는 경우 상기 비상용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4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 외에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이점들은 첨부 도면을 참조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제1도 내지 제4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는 디펙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용영역과 비상영역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상용영역은 기록 및 재생시 우선적으로 그리고 대개의 경우 사용하는 영역을 의미하고, 비상용영역은 상
용영역 외에 남겨두는 영역으로써 특별한 경우 기록을 하게 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상용영역과 비상용영
역의 크기는 각각 사용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용영역의 용량 유지를 위해 삭제가능한 파일들
을 사용자에게 물어 그 가능하다고 답한 부분의 섹터에 포함된 PS 필드에 체크를 해두고 나중에 다시 기
록할 때에 그 부분을 기록 영역으로 사용한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영역관리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영역 관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디스크 영역 관리 장치를 도시한 블록도
로써, 제4도의 디스크 영역 관리 장치는 상용영역 선택 및 변경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사용자로부터 결정
된 영역 결정 정보를 영역 정보 저장부(20)에 저장시키는 영역 선택 변경 제어부(10)와, 영역 정보 저장
부(20)에 저장된 영역 정보를 디스크(60)의 임의의 영역에 저장함과 아울러 그 영역정보를 이용하여 상용
영역 및 비상용영역의 억세스(즉, 읽기/쓰기)를 제어하는 억세스 제어부(30)와, 상용영역과 비상용영역으
로 구분된 디스크(60)와, 사용자로부터 상용영역에서 삭제 가능한 파일들을 검출하는 파일 목록 검출부
(50)와, 파일 목록 검출부(50)로부터 입력되는 파일의 시작 섹터의 PS 필드를 억세스 제어부(30)를 통해 
삭제 가능 모드로 변환시키는 PS 필드 변환부(40)를 구비한다. 제4도와 결부시켜 제1도의 디스크 영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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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단계에서 영역 선택 변경 제어부(10)는 디스크에 대한 상용영역선택 및 변경 프로그램을 가동하
고, 제2단계에서 현재 로딩된 디스크(60)가 사용중인 디스크인가를 판단한다. 다시 말하여, 제2단계에서 
영역 선택 변경 제어부(10)는 현재의 디스크(60)가 이미 상용영역과 비상용영역으로 구분된 디스크인가 
아니면 초기의 디스크인가를 판단한다. 상기 단게에서 초기의 디스크로 판별된 경우 제3단계에서 영역 선
택 변경 제어부(10)는 현재 디스크의 용량을 메뉴에 표시하고, 제5단계로 진행되어 사용자는 상용영역을 
선택한다.

한편, 상기 2단계에서 현재의 디스크가 사용중인 디스크로 판단된 경우 제4단계에서 영역 선택 변경 제어
부(10)는 디스크의 상용영역, 상용영역 중 디펙트 부분, 그리고 비상용 영역 등을 메뉴에 표시한다. 그러
면, 제5단계에서 사용자는 기존의 영역을 변경하여 입력하게 된다.

여기서, 상용영역의 용량은 사용자의 직업이나 취향, 기타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예컨
대, 글을 주로 다루는 사용자는 상용용량이 작게 선택할 것이고, 그림이나 설계 등을 주로 다루는 사용자
는 상용영역을 크게 잡을 것이다.

이어서, 제6단계에서 영역 선택 변경 제어부(10)는 사용자가 입력한 상용영역에 대한 정보를 영역정보 저
장부(20)에 재기록(Rewritable)하고, 억세스 제어부(30)는 그 영역 정보를 디스크의 예비(Reserved) 영역
이나 디스크 식별 영역(Disc  Identification  Zone)  등에 기록한다. 여기서, 디스크의 식별영역은 통상 
DVD-RAM 디스크의 경우 랜드/그루브(Land/Groove)의 형태로 헤더(Header)와 미러(Mirror) 그리고 기록 필
드(Recording  Field)로 구성된다. 이 디스크의 식별영역은 복사 관리용(Copy  Management)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직 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영역에 리스트 테이블(List Table)을 만들어 넣어서 관
리를 할 수 있다. 이때, 기록되는 정보는 상용영역의 시작 주소(섹터 주소)와 크기, 그리고 비상용영역의 
시작주소(섹터 주소)와 크기이다.

그 다음, 제7단계에서 억세스 제어부(30)는 디스크(60)의 상용영역에서만 억세스, 즉 기록 및 재생 동작
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억세스 제어부(30)에서 디스크(60)의 상용영역만을 계속 억세스하다가 기록할 데이터가 상용영역
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상용영역의 결함 부분이 한계치를 넘어간 경우이거나, 사용자가 결함부
분 없이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자하기를 원하는 경우 억세스 제어부(30)는 디스크(60)의 비상용영역을 
억세스하게 된다(제8단계 내지 제11단계). 상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세스 제어부(30)는 상용영역
만을 억세스 한다(제7단계).

이에 따라, 결함영역은 주로 억세스되는 상용영역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비상용 영역은 결함영역에 의해 
결손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된다. 다시 말하여, 디스크는 항상 디펙트에 구속되지 않는 일정영역, 즉 
비상용영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복  기록으로  인하여  결함부분이  발생해도  일정용량은  사용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호스트 컴퓨터는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의 영역 관리 방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용영
역의 관리, 특히 상용영역의 용량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도를 참조하면, 상용영역의 용량확보를 위한 상용영역의 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가 도시되어 잇
다.

제1도의 상기 7단계에서 억세스 제어부(30)가 디스크(60)의 상용영역을 억세스하는 도중에 파일 목록 검
출부(50)는 사용자가 상용영역의 파일 중 삭제를 원하는 목록이 있는가를 검사한다(제12단계). 사용자가 
삭제 목록들을 선택하면 PS 필드 변환부(40)는 억세스 제어부(30)를 통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의 시작 
섹터의 PS 필드에 삭제가능모드임을 표시하게 된다(제13 및 제14단계). 여기서, PS(Post Sync) 필드는 제
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데이터 필드에서 동기신호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이 PS 필드는 
몇 종류로 나누어서 사용가능하다. 예컨대, PS 필드에 일반 데이터 필드의 동기신호를 표시하거나, 또는 
일반 데이터 필드의 동기신호 이외에 상기와 같이 사용자의 선택 삭제 가능 모드를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재기록 명령을 인가하면 억세스 제어부(30)는 상기 사용자가 선택한 삭제가능 섹터, 즉 
PS 필드가 삭제가능 모드로 표시된 섹터도 기록 가능한 영역으로 사용하므로써, 사용영역은 충분히 확보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디스크의 사용영역을 상용영역과 비상용영역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법은 특히 DVD-RAM 등
과 같이 기가(Giga) 단위의 매우 방대한 용량을 가지는 디스크에서 디스크의 수명과 안정된 데이터 관리, 
그리고 결함영역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면에서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및 그 영역 관리 방법에 의하면 디스크가 상용영역과 비상용영
역으로 구분되어 사용되므로써, 디스크는 반복 기록에도 디펙트에 구속되지 않는 비상용영역을 가지게 된
다. 이에 따라, 중요한 데이터나 파일을 비상용영역에 기록함으로써, 디펙트가 다반사인 반복 기록 가능
한 디스크에서 중요 정보가 손실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디스크의 디펙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상용영역 및 비상용영역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져야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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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수시로 기록 및 재생되는 상용영역과 사용자가 지정한 경우에만 데이터가 기록되는 비상용영역
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용영역과 비상용영역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는 영역정보 저장영역을 추가로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영역정보 저장영역은 디스크 식별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청구항 4 

사용자가 디스크 영역 선택 및 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딩된 디스크의 상용영역을 선택하는 1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선택된 상용영역과 비상용영역에 대한 정보를 디스크의 영역정보 저장영역에 기록하는 2단
계와, 상기 기록된 영역정보를 기초하여 상기 상용영역에만 데이터를 기록하는 3단계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상기  비상용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4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영역  관리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상용영역의 용량을 확보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영역 관리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시스템에서 상기 디스크를 억세스하는 중에 상기 상용영역의 파일 중에 사용자가 삭제를 
원하는 목록이 있는가를 검사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사용자가 삭제를 원하는 목록을 선택하는 단계
와, 상기 단계에서 선택된 파일 시작 섹터의 포스트 싱크 필드를 삭제 가능 모드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
기 삭제 가능 모드로 표시된 섹터를 기록영역으로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영역 관리 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는 상기 로딩된 디스크의 상태를 체크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초기상태의 
디스크로 판별된 경우 시스템에서 디스크의 총용량을 메뉴에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단계를 추가
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영역 관리 방법.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에서 상기 영역에 대한 정보를 디스크의 식별영역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영역 관리 방법.

청구항 9 

제4항에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영역에 대한 정보는 상용영역과 비상용영역의 시작주소와 크기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영역 관리 방법.

청구항 10 

제4항에 있어서, 상기 4단계에서 기록할 데이터가 상기 상용영역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비상용영역에 데
이터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영역 관리 방법.

청구항 11 

제4항에 있어서, 상기 4단계에서 상기 상용영역에서 발생된 결함영역이 한계치에 도달한 경우 상기 비상
용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영역 관리 방법.

청구항 12 

상용영역과 비상용영역을 가지는 디스크의 영역 관리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가 디스크 영역 선택 및 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딩된 디스크의 상용영역을 변경하는 1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변경된 상용영역과 
비상용영역에 대한 정보를 디스크의 식별 영역에 기록하는 2단계와, 상기 기록된 영역정보를 기초하여 상
기 상용영역에만 디스크를 기록하는 3단계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상기 비상용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하
는 4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영역 관리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상용영역의 용량을 확보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영역 관리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시스템에서 상기 디스크를 억세스하는 중에 상기 상용영역의 파일 중에 사용자가 삭제
를 원하는 목록이 있는가를 검사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사용자가 삭제를 원하는 목록을 선택하는 단
계와, 상기 단계에서 선택된 파일 시작 섹터의 포스트 싱크 필드를 삭제 가능 모드롤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삭제 가능 모드로 표시된 섹터를 기록영역으로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
크 영역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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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는 상기 로딩된 디스크의 상태를 체크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사용중인 
디스크로 판별된 경우 시스템에서 상기 디스크의 영역에 대한 정보를 메뉴에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
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영역 관리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영역에 대한 정보는 상용영역 및 비상용영역과 결함영역의 크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영역 관리 방법.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4단계에서 기록할 데이터가 상기 상용영역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비상용영역에 데
이터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영역 관리 방법.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4단계에서 상기 상용영역에서 발생된 결함영역이 한계치에 도달한 경우 상기 비상
용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영역 관리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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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019970068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