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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는 지역별 시작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디스크와 이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관리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복수의 지역(Zone)으로 구성된 디스크의 결함을 관리하기 위하여 복수의 지역
을 하나의 그룹(Group)으로 구성하고 그 그룹의 시작 또는 끝부분에 결함을 치환(Replacement)하기 위한 
여유 공간을 가지는 디스크에 있어서, 초기화(Initialization) 또는 재초기화(Reinitialization)시 건너
뛰기 치환(slipping replacement)에 의해 각 지역의 시작 논리 섹터 번호가 바뀌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
를 결함 관리 정보 영역에 저장함으로써 매체간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은 각 지역을 위
한 시작 논리 섹터 번호가 잘못 계산되어진 경우에 실제 기록되는 파일의 물리적인 위치가 변하게 되어 
다른 기록 및/또는 재생장치에서 읽거나 쓰려고 하는 경우 파일의 위치가 틀리게 되어 읽기 오류나 쓰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결함 관리 정보 영역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도 기술되어 있다.

대표도

도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의 (a)와 (b)는 DVD-RAM의 규격 1.0에 의한 일반적인 디스크의 1차원 구조와 이에 따른 지역<1>
별 시작 논리 섹터 번호의 관계를 보인 도면이다.

도 2의 (a)와 (b)는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복수의 지역이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된 디스<2>
크에서 건너뛰기 치환에 의해 지역별 시작 논리 섹터 번호가 변화하는 것을 보인 도면이다.

도 3의 (a)와 (b)는 도 2에 도시된 디스크의 구조에서 잘못된 논리 섹터 번호 계산에 의해 기록<3>
된 데이터의 시작 위치가 변화한 경우를 보인 도면이다. 

도 4의 (a)와 (b)는 본 발명에 의한 결함 관리 영역내에 지역별 시작 위치 정보가 기록된 테이블<4>
의 일 예와 구조를 각각 보인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재생  전용  장치를  위한  데이터  관리  방법의  일  실시예에  따른 <5>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기록 및 재생 겸용 장치를 위한 데이터 관리 방법의 일 실시예에 따른 흐<6>
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스크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하고 그 그룹에 <7>
대한 결함 관리를 위한 여유 공간을 가지는 디스크에 있어서 초기화 또는 재초기화 이후 지역별 시작 위
치 정보를 저장하는 디스크 및 이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스크가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기록시 선속도 일정 방식(Constant Linear Velocity: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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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V)의 경우 스핀들(Spindle)의 속도 변화로 인하여 정확한 기록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CLV 기록
의 경우 탐색 속도가 떨어지며, 각속도 일정(Constant Angular Velocity: CAV) 방식으로 기록한 것 보다 
기록 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선속도 일정(ZLCV:Zoned Constant Linear Velocity)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서이다. 

소정의 결함 관리 방법에 의해 관리되는 기록 및/또는 재생이 가능한 디스크의 경우 결함에 의해<9>
서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화시 검증(Certification)을 통하여 결함이 발생한 곳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결함 관리를 위하여 디스크 상의 물리적인 실제 위치를 나타내기 위
한 물리 섹터 번호와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논리 섹터 번호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즉, 물리 섹터 번호상에서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공간, 예를 들
어 리드인 영역(Lead-in  area)  또는 각 지역간의 경계에서 속도의 변화를 조정하기 위한 가아드 영역
(Guard area), 결함이 발생한 영역 등을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파일을 기록 및 재생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논리 섹터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파일 시스템은 이러한 논리 섹터 번호에 의해서 디스
크 상에 파일을 기록 및 재생하게 되고, 기록 및/또는 재생장치는 파일 시스템으로 부터 기록 및/또는 재
생할 위치를 논리 섹터 번호로 부여받은 후 논리 섹터 번호에 해당하는 물리 섹터 번호를 찾아서 기록 및
/또는 재생 동작을 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한 재생장치에서 논리 섹터 번호의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 파일이 물리적으로 잘못<10>
된 공간에 기록되어 다른 재생장치에서는 읽을 수 없게 되거나 다른 기록재생장치에서는 이미 기록된 데
이터와 겹쳐서 기록하게 되어 이전에 기록된 파일을 못쓰게 만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지역  선속도(zoned  constant  linear <11>
velocity) 또는 지역 각속도(zoned constant angular velocity)  등과 같은 지역별로 다른 속도로 제어하
는 속도 제어 방식에 의해 디스크가 복수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에 대한 결함 관리를 위한 여유 공간을 가지는 디스크에 있어서 초기
화 또는 재초기화 이후 지역별 시작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디스크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서로 다른 기록 및/또는 재생장치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작 논리 섹터 번<12>
호의 계산 오류에 의한 데이터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데이터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보장하기 위하
여 디스크 상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별 시작 위치 정보를 근거로 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디스크는 결함을 관리하기 위하여 복수의 지역<13>
으로 구성된 디스크에 있어서: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하고 그 그룹에 대한 결함을 치환하기 
위한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고,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를 결함 관리 영역에 저장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데이터 관리 방법은 복수의 지역으로 구성<14>
된 디스크의 결함을 관리하기 위하여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하고 그 그룹에 대한 결함을 치
환하기 위한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고,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가 결함 관리 영역에 저장되어 있
는 디스크를 재생하는 재생 전용 장치를 위한 데이터 관리 방법에 있어서: 결함 관리 영역에 저장된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를 독출하는 단계 및 독출된 시작 위치 정보를 근거로 하여 데이터를 억세스
해서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데이터 관리 방법은 복수의 지역으로 구성된 디스크의 결함을 관리하기 위<15>
하여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하고 그 그룹에 대한 결함을 치환하기 위한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고,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가 결함 관리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디스크를 기록 및 재생하는 기
록 및 재생 겸용 장치를 위한 데이터 관리 방법에 있어서: 결함 관리 영역에 저장된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를 독출하는 단계, 결함 관리 영역내의 1차 결함 리스트 정보를 근거로 하여 각 지역을 위한 시
작 위치 정보를 계산하는 단계 및 독출된 시작 위치 정보와 계산된 시작 위치 정보가 서로 일치하면 정상
적인 데이터의 독출 및 기입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독출된 시작 위치 정보와 계산된 시작 위치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16>
면 결함 관리 영역에 저장된 시작 위치 정보에 근거하여 데이터의 독출 동작만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지역별 시작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디스크와 이 <17>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관리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함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18>

일반적인 기록 및/또는 재기록 가능한 디스크의 결함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디스크를 초기화시에 <19>
발생한  결함("1차  결함")에  대해서는  논리적  섹터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건너뛰는  건너뛰기 치환
(Slipping replacement)을 사용하고, 디스크를 사용하는 중 발생하는 결함("2차 결함")에 대해서는 오류
가 발생한 지역의 오류 정정 코드("ECC") 블록 단위로 여유 공간에 있는 정상적인 블록으로 치환하는 선
형 치환(Linear replacement)을 사용하고 있다.

즉, 건너뛰기 치환 방법이란 디스크를 초기화할 때 디스크의 결함을 검사하는 검증 과정에서 발<20>
견된 결함이 있는 섹터는 논리 섹터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건너뛰어 결함 섹터의 다음 섹터에 결함 섹터
에 부여될 논리 섹터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즉, 기록이나 재생시 결함이 발생한 섹터를 무시하고 건너뛰어 
데이터를 기록 또는 재생함으로써 결함에 의한 기록 또는 재생 속도의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때, 건너뛰어서 지정되어진 섹터 번호에 의해 실제 논리 섹터 번호는 뒤로 밀리게 되는 데 이러한 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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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해당 기록영역(그룹 또는 지역)의 끝부분에 위치한 여유 공간에 결함이 발생한 만큼의 섹터를 사
용함으로써 해결하고, 건너뛰기 치환에 의해 치환된 결함 섹터 위치는 디스크의 결함 관리 영역(Defect 
Management Area: DMA)의 1차 결함 리스트(Primary Defect List: PDL)에 기록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디스크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결함인 경우에는 건너뛰기 치환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21>
는 결함이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뛰어 넘을 경우에는 논리 섹터 번호에 불연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규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디스크를 사용하는 도중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형 
치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함이 발생한 섹터가 포함된 ECC 블록을 여유 공간에 있는 ECC 블
록으로 치환하고, 선형 치환에 의해 치환된 결함 블록 위치는 디스크의 결함 관리 영역의 SDL(Secondary 
Defect List)에 기록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선형 치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논리 섹터 번호의 
공백은 없지만,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디스크 상의 섹터의 위치가 연속되어 있지 않고 결함이 있는 ECC 
블록에 대한 실제 데이터는 여유 공간에 존재한다.

한편, 디스크의 일 예로서 규격서 개정판 1.0에 의한 DVD-RAM(Digital Versatile Disc Random <22>
Access Memory) 디스크는 지역별로 일정한 사용자 영역(User area)과 여유 공간(Spare area)을 가지는 복
수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도 1의 (a)와 (b)는 디스크 상의 일부 지역의 논리 공간과 물리 공간
을 1차원적으로 각각 도시하고 있으며, 물리 공간의 각 지역은 가아드 영역, 사용자 영역, 여유 공간, 가
아드 영역순으로 되어 있다. 즉, 101은 사용자 영역을, 102는 여유 공간을, 103은 가아드 영역을, 104는 
결함 섹터(defective sector)를, 105는 건너뛰기에 의해 치환된 여유 공간을 각각 나타낸다. 이 가아드 
영역(103)은 지역과 지역간의 회전 속도의 차에 의해 구동이 불안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 지역
으로서, 해당 지역의 시작과 끝에 할당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결함 관리 방법은 지역마다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여 각 그룹의 끝에 여유 공<23>
간을 할당하고 있다. 각 그룹은 하나의 결함 관리 영역으로 구성된다. 또한, 도 1의 (b)는 건너뛰기 치환
에 의해서 논리적인 섹터번호가 뒤로 밀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여유 공간을 배치
한 경우 이러한 밀림 현상은 해당 지역의 여유 공간에서 끝이 나게 되고 다음 지역의 시작 논리 섹터 번
호는 결함의 양에 따라 변하지 않고 도 1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미리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각 그룹
의 시작 섹터 번호가 미리 규격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디스크 상의 데이터를 읽고자 할 경우 
해당 되는 지역을 찾기 위한 각 지역을 위한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각 그룹의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지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건너뛰기 치환에 의해 <24>
결함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건너뛰기 치환이 해당 그룹에서만 일어나야 한다는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이
는 해당 그룹에서 발생한 결함을 건너뛰기 치환에 의해 결함을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 결함 섹터에 의해 
건너뛸 수 있는 섹터의 수는 해당 그룹내에 있는 여유 공간의 사용 가능한 섹터수 내에서만 가능하다. 따
라서, 하나의 그룹내에 발생한 크기가 큰 결함에 대해서도 그룹내에서만 처리해야 하는 제약으로 인하여 
건너뛰기 치환이 가능한 최대한의 결함의 크기가 제약을 받는다.

만약, 건너뛰기 치환에 의한 결함이 해당 그룹의 여유 공간의 크기보다 많은 경우에는 선형 치환 <25>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그룹에 있는 여유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선형 치환의 경우에는 결함 관리
가 섹터 단위가 아니고, ECC 블록 단위 즉, 16섹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결함 섹터를 처리하
기 위해서도 16 섹터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게 되어 결함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결함 관리를 위한 여유 공간의 크기도 규격으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시간 기록과 같이 선형 치환을 
이용한 결함 관리를 적용할 수 없는 응용의 예에서도 동일한 크기의 여유 공간을 배분하지 않으면 않되기 
때문에 디스크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하는 방안으로서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하고 하나의 그룹<26>
에 대해서 그룹의 시작 위치 또는 끝 부분에 각각 또는 단독으로 여유 공간을 배치한 새로운 결함 관리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한 경우 각 지역을 위한 시작 논리 섹터 번호가 결함의 수에 <27>
의해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여유 공간이 그룹의 시작되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건너뛰
기 치환을 역방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화시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각 
지역에서의 ECC 블록의 불연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계상에서 하나의 ECC 블럭을 구성하지 못하는 
나머지 섹터들을 더 건너뛰게 될 경우 각 지역에 대한 시작 논리 섹터 번호의 계산은 더욱 복잡해지게 된
다.

즉, 도 2의 (a)와 (b)는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하고 그룹에 대해 건너뛰기 치환을 <28>
위한 여유 공간을 하나만 배치되어 있는 디스크의 논리 공간과 물리 공간을 각각 보이고 있으며, 또한 각 
지역에서의 시작 논리 섹터 번호가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각 지역은 가아드 영역, 사용
자 영역, 가아드 영역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그룹에 대한 여유 공간(204)이 그룹의 마지막 부분에 할당
되어 있다. 201은 사용자 영역이고, 202는 가아드 영역이고, 203은 결함 섹터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지역(Zone #0)에 대해 결함이 없는 경우에 두 번째 지역(Zone #1)의 시작 논리 섹터 번<29>
호로 할당되어 질 수 있는 논리 섹터 번호가 m+1 이라고 하고, 세 번째 지역의 시작 논리 섹터 번호는 결
함이 없는 경우에 대해 n+1이라고 하면 각각의 지역에 초기화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작 논리 섹
터 번호가 결함이 발생한 섹터의 수만큼 뒤로 밀리게 된다. 

즉, 도 2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첫 번째 지역(Zone #0)에 결함 섹터가 i개 있는 경우, 이 만<30>
큼(i개)의 논리 섹터 번호는 뒤로 밀리게 된다. 만약 결함이 없을 경우 도 2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첫 번째 지역(Zone #0)에 할당될 수 있는 마지막 논리 섹터 번호는 m이지만, 결함 섹터수 i에 따라 첫 번
째 지역에 할당되는 마지막 논리 섹터 번호는 m-i이다. 

따라서, 규격 1.0의 경우에는 첫 번째 지역에 할당된 사용자 공간이 m 섹터인 경우 두 번째 지역<31>
(Zone #1)의 시작 논리 섹터 번호는 미리 정해진 대로 m+1로 시작을 하지만 각 지역에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도 2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음 지역의 시작 논리 섹터 번호는 i만큼 밀리게 되어 m-i+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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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지역(Zone #1)의 시작 논리 섹터 번호가 된다.

그 다음 지역(Zone #2)의 경우에는 그룹의 시작에서부터 해당지역 직전까지 발생한 결함의 수를  <32>
j라고 하면 j 만큼 밀리게 되어 시작 논리 섹터 번호는 n-j+1이 된다. 이때 i와 j에는 각 지역의 경계에
서 결함 섹터로 인하여 ECC 블럭의 시작 위치가 어긋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의 여유 공간 즉, 지
역의 시작 위치에서 ECC 블록의 시작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끝에서 하나의 ECC 블록을 형성
하지 못하고 남는 짜투리 섹터를 더 건너뛰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의 여유 공간의 양이 더 포함될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이 추가의 여유 공간 만큼 각 지역을 위한 시작 논리 섹터 번호가 뒤로 더 밀리게 된다. 

여기서, 여유 공간(204)은 한 그룹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배치할 수도 있지만 첫 부분에 배치<33>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거꾸로 건너뛰기 치환을 하게 되어 각 지역을 위한 시
작 논리 섹터 번호의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지게 된다. 역방향으로 건너뛰기 치환을 하는 경우에는 건너뛰
기 치환이 역방향으로 일어나는 것 이외에 건너뛰기 치환이 일어난 후 지역 경계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ECC 블럭을 형성하지 못하는 자투리 섹터도 지역의 시작 위치에 발생하게 되어 이를 다시 지역의 마지막 
부분으로 재배치를 하는 등의 복잡한 계산이 필요해진다. 

또한, 파일 시스템이 기록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디스크의 논리 섹터 번호가 시작되는 부분이라<34>
는 점을 감안하면, 여유공간이 그룹의 앞부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계산이 잘못되면 논리 섹터 번호의 밀
림 현상이 앞으로 전파되는 문제로 인하여 파일 시스템을 읽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결함 관리 방법과 달리 이렇게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하여 결함을 <35>
관리하는 경우 각 지역을 위한 시작 논리 섹터 번호가 바뀌는 문제로 인하여 기록 및/또는 재생장치에서
는 디스크가 기록 및/또는 재생장치에 장착될 때 마다 올바른 기록 및/또는 재생을 위하여 각 지역을 위
한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DVD-ROM 재생장치 또는 DVD 플레이어 등과 같
이 재생 전용 장치에서 디스크를 읽으려고 하는 경우 디스크에 대한 각 지역을 위한 시작 논리 섹터 번호
를 읽어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재생장치의 펌웨어(Firmware)의 크기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도 3의 (a)와 (b)는 기록 및/또는 재생장치의 설계 오류 또는 펌웨어의 소프트 웨어 버그 등으로 <36>
인하여 특정한 부분에서 복잡한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잘못 계산을 한 경우 지역의 시작 논리 섹터 번호
가 변화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지역의 논리 시작 위치의 계산이 복잡해짐에 따라 재생 장치의 초기
화를 제어하는 마이컴의 소프트웨어 오류등으로 특정한 부분의 특정한 상황에서 지역의 시작 논리 섹터를 
잘못 계산하게 되면 어느 한 지역(Zone # K)내의 파일의 논리 공간(도 3의 (a))에 대응하는 물리 공간(도 
3의 (b))의 위치가 301이 실제 정상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위치이지만 302와 같이 잘못된 위치에 기록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계산된 시작 논리 섹터 번호에 의하여 도 3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논리 섹터 번<37>
호가 겹치는 구간(303)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단순히 논리 섹터 번호가 어긋난 구간(304)이 발생할 수도 
있고, 논리 섹터 번호가 지정되지 않는 빈 공간(305)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논리 섹터 번호가 겹친 구
간(303)과 빈 공간(305)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어떤 재생장치에서건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
고 단순히 어긋나 있는 구간(304)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잘못 계산한 드라이브 시스템에서 기록을 하
는 경우에는 그대로 기록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계산에 의해 위치가 잘못 기록
이 되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기록된 부분을 잘못된 시작 논리 섹터 번호의 계산에 의해 읽지 못하는 문제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파일이 기록되는 경우 잘못 기록되어진 디스크를 정상적인 기록 및/또는 재<38>
생장치에서 기록 및/또는 재생을 하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기록이 되어진 디스크를 시작 논리 섹터 번호
를 잘못 계산하는 기록 및/또는 재생장치에서 취급을 하는 경우 파일을 제대로 읽고 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결함 관리 영역을 그룹의 시작 위치에 할당한 경우 건너뛰기 치환이 역방향으로 
일어나므로 논리 섹터 번호의 첫 번째 위치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 자체
를 읽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초기화 또는 재초기화시 건너뛰기 치환이 끝난후 <39>
각 지역을 위한 시작 논리 섹터 번호가 결정이 된 경우 각 지역을 위한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디스크의 
결함 관리 영역의 디스크 정의 구조(Disc Definition Structure: DDS) 영역에 저장한다. 즉, 도 4의 (a)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지역을 위한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4바이트의 기록 항목을 사용하여 DDS 영역에 
기록한다. 여기서, RBP는 상대적인 기록 위치를 보여 주고 있고, 일 예로서 DDS 영역의 예비되어 있는
(reserved) 256번째 바이트 위치에서부터 35개의 각 지역에 대한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각 4바이트씩 할
당해서 기록할 수 있다. 도 4의 (b)는 각 지역을 위한 4바이트의 시작 논리 섹터 번호가 저장된 DDS의 구
조를 보이고 있으며, 24비트는 시작 논리 섹터 번호가 기입되고 나머지 비트는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각 지역을 위한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기록해 둔 경우 해당 디스크가 다른 기록 및/또는 <40>
재생장치에서 읽거나 쓰여지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동작이 가능해진다.

재생 전용 장치의 경우에는 재생 장치에서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41>
이는 읽기 동작만 하기 때문에 DDS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시작 논리 섹터 번호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록한 기록 및/또는 재생장치에서는 틀린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기준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를 기
준으로 읽지 않으면 데이터를 읽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또한 DDS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시작 논리 섹터 번호의 계산 오류의 여부에 관계없이 DDS에 기록된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읽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따라서, 재생 장치에서는 복잡한 시
작 논리 섹터 번호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필요없게 되어 펌웨어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요약하면, 재생 전용 장치에서는 도 5에 도시된 흐름도와 같이 DDS 영역에 저장된 각 지역을 위<42>
한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독출해서(S101 단계), 독출된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근거로 하여 데이터를 억
세스해서 재생하면 된다(S102 단계).

한편, 기록 및 재생을 겸하는 장치에 디스크가 장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는 DDS 영역의 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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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논리 섹터 번호 정보를 읽는 한편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결함 관리 영역의 PDL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
을 하게 된다. 기록되어 있는 정보와 계산을 한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는 정상적인 기록 및 
재생을 수행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는 해당 디스크를 읽기 전용으로 취급을 하여 디스크
에 기록되어 있는 시작 논리 섹터 정보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읽기 동작만을 하게 된다. 이는 디스크에 기
록되어 있는 데이터가 DDS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각 지역을 위한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기준으로 기록되
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록 동작의 경우에는 어느 정보가 틀린 정보인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추가의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따라서, 해당 디스크의 시작 논리 섹터 번호의 불일치 원인
이 판단되어지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당 디스크에 정보를 기록해서는 않된다.

요약하면, 기록 및 재생 겸용 장치에서는 도 6에 도시된 흐름도와 같이, DDS 영역에 저장된 각 <44>
지역을 위한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독출하고(S201 단계), 결함 관리 영역의 PDL 정보를 근거로 하여 각 
지역을 위한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계산한다(S202 단계). S201 단계에서 독출된 시작 논리 섹터 번호와 
S202 단계에서 계산된 시작 논리 섹터 번호가 동일한지를 판단해서(S203 단계), 서로 일치하면 정상적인 
데이터 독출 동작과 기입 동작을 수행한다(S204 단계).

S203 단계에서 판단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디스크가 에러임을 알리고(S205 단계), DDS 영<45>
역에 저장된 시작 논리 섹터 번호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독출하고(S206 단계), 정해진 툴(fixing tool)에 
의해 에러가 클리어될 때까지는 디스크상에 어떤 데이터의 기록도 금지시킨다(S207 단계).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지역별 시작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결함 관<46>
리 영역에 저장함으로써 재생 전용 장치에서는 복잡한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필요
없게 되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기록 및 재생 겸용 장치에서는 저장된 
정보와 계산된 지역별 시작 위치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저장된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최대한 서로 다른 기록재생장치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작 논리 섹터 번호의 계산 오류에 의한 
데이터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기록된 데이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되는 복수개의 지역; 

상기 형성된 그룹에 대한 결함을 치환하기 위한 여유 공간; 및 

상기 복수개의 지역 각각에 대한 시작 위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결함 관리 영역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는 초기화시 또는 재초기화시 건너뛰기 치
환이 끝난 후 상기 결함 관리 영역의 디스크 정의 구조 영역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로서 각각 4바이트가 할당되고, 이 정보에
는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여유 공간은 그룹의 시작 또는 끝부분의 각각 또는 단독으로 할당되어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는 그룹의 시작에서부터 해당 지역 직전까
지 발생한 결함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는 각 지역의 경계에서 결함 섹터로 인하여 
오류 정정 블록의 시작 위치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7 

복수의 지역으로 구성된 디스크의 결함을 관리하기 위하여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
하고 그 그룹에 대한 결함을 치환하기 위한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고,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가 
결함 관리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디스크를 재생하는 재생 전용 장치를 위한 데이터 관리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결함 관리 영역에 저장된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를 독출하는 단계; 및

(b) 독출된 시작 위치 정보를 근거로 하여 데이터를 억세스해서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는 초기화시 또는 재초기화시  건너뛰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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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 끝난 후 상기 결함 관리 영역의 디스크 정의 구조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로서 각각 4바이트가 할당되고, 이 정보에
는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여유 공간은 그룹의 시작 또는 끝부분의 각각 또는 단독으로 할당되어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는 그룹의 시작에서부터 해당 지역 직전까
지 발생한 결함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각 지역의 시작 위치 정보는 각 지역의 경계에서 결함 섹터로 인하여 오류 정
정 블록의 시작 위치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복수의 지역으로 구성된 디스크의 결함을 관리하기 위하여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
하고 그 그룹에 대한 결함을 치환하기 위한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고,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가 
결함 관리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디스크를 기록 및 재생하는 기록 및 재생 겸용 장치를 위한 데이터 관리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결함 관리 영역에 저장된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를 독출하는 단계;

(b) 상기 결함 관리 영역내의 1차 결함 리스트 정보를 근거로 하여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
보를 계산하는 단계; 및

(c) 상기 (a) 단계에서 독출된 시작 위치 정보와 상기 (b) 단계에서 계산된 시작 위치 정보가 서
로 일치하면 정상적인 데이터의 독출 및 기입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d) 상기 (a) 단계에서 독출된 시작 위치 정보와 상기 (b) 단계에서 계산된 시작 위치 정보가 서
로 일치하지 않으면 상기 결함 관리 영역에 저장된 시작 위치 정보에 근거하여 데이터의 독출 동작만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e) 상기 (a) 단계에서 독출된 시작 위치 정보와 상기 (b) 단계에서 계산된 시작 위치 정보가 서
로 일치하지 않으면 디스크가 에러임을 알리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는 초기화시 또는 재초기화시  건너뛰기 
치환을 끝난 후 상기 결함 관리 영역의 디스크 정의 구조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로서 각각 4바이트가 할당되고, 이 정보에
는 시작 논리 섹터 번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여유 공간은 그룹의 시작 또는 끝부분의 각각 또는 단독으로 할당되어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는 그룹의 시작에서부터 해당 지역 직전까
지 발생한 결함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각 지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는 각 지역의 경계에서 결함 섹터로 인하
여 오류 정정 블록의 시작 위치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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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개의 영역으로 형성된 사용자 영역; 

상기 형성된 사용자 영역에 대한 결함을 치환하기 위한 여유 공간; 및 

상기  복수개의  영역  각각에  대한  시작  위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결함  관리  영역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여유 공간은 사용자 영역의 시작 또는 끝부분에 각각 또는 단독으로 할당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각 영역을 위한 시작 위치 정보는 사용자 영역의 시작에서부터 해당 영역 
직전까지 발생한 결함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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