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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1 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록모드에 따라 중첩기록방식을 달리함을 특징으

로 하고, 특히, 연속기록모드(SRM)에 의해 기록이 수행되어지는 디스크내의 기록완료된 특정영역에 중첩기록이 요청되

면, 디스크내의 데이터 영역 (data area)내에 대체 기록하되, 상기 대체기록에 의해 유저데이터 영역의 연속성이 유지되도

록 논리적 중첩기록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랜덤기록모드(RRM)에 의해 기록이 수행되어지는 디스크내의 기록완

료된 특정영역에 중첩기록이 요청되면, 디스크내의 스페어영역 (spare area)내에 대체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

를통해 1회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도 논리적으로 중첩기록이 가능하게 되어 디스크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는 유용

한 발명인 것이다.

대표도

도 9a

색인어

1회 기록 광디스크, 중첩기록, 스페어영역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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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서 중첩기록(overwrite)이 가능하도록하는 중첩기록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에는 고화질의 비디오 데이터와 고음질의 오디오 데이터를 장시간 동안 기록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고밀도 광디스크,

예를 들어 재기록 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BD-RE : Blu-ray rewritable disc)가 개발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상기 BD-RE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리드인 영역(Lead-In Area)과 데이터 영역(Data Area), 그리고 리드아웃

영역(Lead-Out Area)이 구분 할당됨과 아울러, 상기 데이터 영역의 선두 및 후단에는, 이너 스페어 영역(ISA: Inner

Spare Area)과 아우터 스페어 영역(OSA: Outer Spare Area)이 구분 할당된다.

BD-RE는 소정의 기록단위로서 클러스터(Cluster) 단위로 기록하게 되는 데, 재기록가능한 디스크의 특성상 특정영역에

데이터를 여러번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물리적 중첩기록 (physical overwrite) 이라 한다. 이때 도 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를 기록하던 도중, 상기 데이터 영역내에 결함영역이 존재하는 지를 검출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결함영역이 검출되는 경우, 그 결함영역에 기록된 데이터를, 상기 스페어 영역, 예를 들어 이너스페어 영역

(ISA)에 대체 기록하는 일련의 대체 기록동작을 수행함과 아울러, 상기 결함영역에 대한 위치정보와, 상기 스페어 영역에

대체기록된 위치정보를 관리정보로서 상기 리드인 영역내의 DMA에 결함 리스트(Defect List)로 기록 저장하게 된다.

한편, 최근에는 1 회 기록 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BD-WO : Blu-ray disc write once)에 대한 규격화 작업이 논의되고

있는 바,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는 디스크의 전영역에서 오직 1회만 기록가능함에 따라서, 재기록가능한 광디스그와 달

리 물리적으로 중첩척기록(overwrite)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도 기록된 데이터를 편집하거나, 해당 부분만을 수정하고자 하거나 또는 사용자나

호스트등의 편의를 위해, 중첩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수 있으며, 이를 가능케하는 효율적인 방안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의 개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 논리적으로 중첩기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논리적 중첩기록후에도 데이터 영역의 연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록모드에 따라 상이한 또는 기록모드에 최적의 논리적 중첩기록 방식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은, 연속기록모드(SRM)에

의해 기록이 수행되어지는 디스크내의 기록완료된 특정영역에 중첩기록이 요청된 데이터를, 디스크내의 데이터 영역

(data area)내에 대체 기록하되, 상기 대체기록에 의해 유저데이터 영역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논리적 중첩기록이 수행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은, 랜덤기록모드(RRM)에 의해 기록이 수행되어지는 디

스크내의 기록완료된 특정영역에 중첩기록이 요청된 데이터를, 디스크내의 스페어영역 (apsre area)내에 대체 기록하되,

상기 스페어영역은, 대체기록을 위해 디스크 초기화시에 스페어영역의 크기가 결정되어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은, 연속기록모드(SRM)와 랜덤기록모드(RRM)중 어느

하나의 기록모드로 기록이 수행되는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 디스크내 유저데이터영역에서 중첩기록이 요청되면,

상기 기록모드에 따라 중첩기록을 위해 대체기록되는 영역을 결정하여 논리적 중첩기록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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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른 1 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기록재생장치는, 특정영역에 대하여 기록수행을 요구하는 기록명령을

전달하는 제어부와, 상기 특정영역이 이미 기록완료된 영역인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영역인지를 판단하고, 이미 기록완료

된 영역이라면 데이터영역내의 다른 영역으로 대체기록하되, 디스크 기록모드에 따라 대체기록되는 영역을 달리하여 기록

을 수행하는 기록재생부 (recorder/reproduer)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1 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

세히 설명한다. 우선 본발명에서 사용된 용어는 기존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라 본발명에서 출원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용어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이에대해서는 해당 설명부에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발명을 이해함에 있어 단순한 용어로서가 아니라 해당 용어가 가지는 의미로서 발명

을 이해하여야 할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본발명은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도 중첩기록이 가능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바, 일반적으로 중첩기록방식 이라

함은 재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 특정영역을 여러번 반복하여 기록하는 "물리적 중첩기록(physical overwrite)"을 의미

한다. 따라서, 물리적 중첩기록은 단지 재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의 고유의 특징을 의미하며,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

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본발명에서는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물리적인 특성인 '1회기록성'을 유지하면서 논리적으로 중첩기록이 가

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논리적인 중첩기록후에도 유저 데이터영역의 연속성을 유지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1회 기록가능

한 광디스크의 기록모드에 따라 논리적 중첩기록방식을 달리 적용함으로서, 디스크사용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이하, 상기 본발명의 목적 및 특징을 나타내는 다양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BD-

WO의 경우를 예로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2는 본발명에 따른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구조를 간략히 도식화한 것으로, 리드인 영역(LIA)과, 데이터 영역

(Data Area), 그리고 리드아웃(LOA) 영역이 구분 할당되며, 상기 데이터 영역의 선두 및 후단에는 이너 스페어 영역(ISA)

과 아우터 스페어 영역(OSA)이 할당되고, 데이터 영역의 가운데는 유저(user) 데이터영역이 할당된다.

관련하여, 상기 유저 데이터영역에는 LSN (Logical Sector Number) 이 부여되어 있으며, 사용자나 호스트등은 LSN을

참조하여 기록명령을 전달하고, 기록명령을 전달받은 기록재생부(도11, 10)는 LSN을 실제적으로 디스크내의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PSN (Physical Sector Number)으로 변환하여 기록명령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디스크내에는 디스크의 관리정보를 기록하는 임시디스크관리영역(TDMA : Temporary Disc Management Area)이

구비되어 있으며, TDMA내에는 TDFL (Temporary Defect list), TDDS (Temporary Disc Defenition Structure) ,

SBM (Space Bit-Map), SRRI(Sequential Recording Range Information)등을 관리정보로서 기록한다.

특히 본발명에서는 중첩기록에 대해 대체기록을 수행한 후 그에대한 관리정보를 기록함에 있어, TDFL내에는 결함영역과

대체기록된 영역의 위치정보를 기록하고, TDDS내에는 대체기록후 유저 데이터영역의 연속성을 표현하는 LSN (Logical

Sector Number) 정보를 기록하고자 한다.

또한 TDMA내에 기록되는 SBM 또는 SRRI 정보는, 기록모드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록되는 방식으로, 에를들어, 기록모드

가 연속기록모드(SRM: Sequential Recording Mode)인 경우에는 SRRI를 기록하고, 기록모드가 랜덤기록모드(RRM:

Random Recording Mode)인 경우에는 SBM을 기록하게 된다. 특히, 상기 기록모드는 디스크 초시화시에 결정되며 한번

결정된 기록모드는 이후 변경이 불가능하게 된다.

관련하여 상기 SBM의 의미는, 최소 기록단위인 1클러스터(cluster)마다 하나의 1bit를 할당하여 해당 클러스터가 기록된

영역이면 '1b'로 미기록영역이면 '0b'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SBM정보를 읽어보면 현재 디스크의 기록영역과 미기

록영역이 어디인지를 손쉽게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즉, 기록재생장치는 사용자가 특정영역에 기록하라는 기록명령을 수

신한 경우에, SBM정보를 통하여 해당영역의 기록완료 또는 미기록상태를 판단가능하게 되고, 이미 기록완료된 영역이라

면 데이터영역내의 다른 영역으로 대체기록을 수행함으로서 본발명에서의 논리적인 중첩기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상기 SRRI의 의미는, 디스크내 유저 데이터영역을 순차적으로 기록함에 있어, 우선 순차적으로 기록가능한 구분된

영역으로 SRR(Sequential Recording Range)를 할당하고, 해당 SRR에 기록을 수행하는 바, 추가 기록가능한 SRR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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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R (open SRR)이라 하고, 해당 SRR에 기록이 완료되었거나 더이상 기록을 수행하지 않는 SRR을 클로즈 SRR (closed

SRR)이라 할때, 상기 디스크내 존재하는 오픈 SRR과 클로즈 SRR의 위치 및 SRR의 할당상태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는 것

을 SRRI라 한다.

TDMA에 기록되는 상기 TDFL, TDDS, SBM, SRRI와 같은 관리정보는, 특정의 업데이트 타이밍마다 최소 1클러스터 단

위로 업데이트를 수행하며,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시는 TDMA와 같은 관리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도2에서 데이터 영역내에 이미 기록완료된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영역은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특성상 물리적

으로는 중첩기록이 허용되지 않으나, 사용자나 호스트등의 기록명령이 도2와 같이 A-B 영역(기록완료된 영역)에 기록수

행을 요청하는 경우, 본발명에서는 기록재생부(도11, 10)가 자체적으로 이를 데이터영역내의 다른 영역에 대체기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사용자나 호스트등은 디스크내의 특정영역의 기록완료여부에 상관없이 기록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이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임에도 사용자등은 마치 재기록가능한 광디스크처럼 중첩기록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특

히, 이러한 중첩기록 방식을 물리적인 중첩기록과 구분하여 논리적 중첩기록방식 (Logical OverWrite : LOW)이라 명한

다.

또한 본발명은 도2에서와 같이 A-B 영역에 대한 기록명령을 수행함에 있어, 물리적으로 이미 기록완료된 부분이므로 해

당영역에 다시 중첩기록을 할수는 없으나, 이를 데이터영역내, 특히 유저 데이터영역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대체기

록하고 그에대한 관리정보를 디스크내의 TDMA에 기록해둠으로서 기록명령수행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

도3A는 본발명에 따른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에 대한 하나의 실시예를 도식화한 것으로, 중첩기록이

요청된 영역(A-B영역)을 데이터영역내의 다른영역으로 대체기록함에 있어서, 대체기록후에도 유저 데이터영역의 연속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OSA이전부터 대체기록(a-b영역)하고 대체기록후에는 유저 데이터영역의 마지막 기록가능한 위치를

변경함을 특징으로 한다.

즉, 대체기록이전에 유저 데이터영역은 OSA직전위치에 해당하는 Last LSN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나, 대체기록 후에는 새

로운 Last LSN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사용자나 호스트등은 LSN을 기준으로 기록명령을 내리게 되므로 이

미 대체기록이 완료된 영역은 LSN으로부터 제외되어, 전체적으로 유저 데이터영역의 연속성이 유지되게 되고, 이는 결국

디스크내에 기록을 수행함에 있어 기록재생부(도11, 10)의 동작에 편리성을 제공하게 된다.

도3B는 대체기록된 영역(a-b영역)을 부분확대한 도면으로서, 이전의 LSN(old Last LSN)위치부터 대체기록에 활용되고,

대체기록이 완료된후에는 a위치의 직전에 기록가능한 유저데이터 영역의 Last LSN을 부여함으로서, 차후 중첩기록시 새

로운 Last LSN부터 활용가능하게 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대체기록후의 Last LSN변경에 따른 정보는 디스크내의 관리영역 어디엔가 기록해두어야 하며, 본발명에서

는 예를들면 TDMA내의 TDDS에 기록하는 것을 제안한다. TDDS내에는 일반적인 디스크 관리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

며, TDDS는 업데이트 타이밍마다 항상 최신의 정보를 기록하므로, 본발명과 같은 관리정보를 기록하기에는 가장 적합하

다 할 것이다. 관련하여, 상기 도3A, 도3B와 같은 방식에서 새로이 변경되는 LSN정보를 기록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서는 도7에서 상세히 후술할 예정이다.

도4는 본 발명에 따른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에 대한 다른 실시예를 도식화한 것으로, 중첩기록이 요

청된 영역(A-B영역)을 데이터영역내의 다른영역으로 대체기록함에 있어서, 대체기록후에도 유저 데이터영역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OSA이전부터 대체기록(a-b영역)하고 대체기록후에는 대체기록된 크기만큼을 OSA영역을 확장하고, 이

에따라 확장된 OSA에 의해 변경되는 유저 데이터영역의 마지막 기록가능한 위치정보를 변경하여 관리정보로서 기록해 둠

을 특징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상기 새로이 변경되는 LSN정보는 TDMA내의 TDDS에 기록될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도7

에서 상세히 후술할 예정이다.

도5는 본 발명에 따른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에 대한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식화한 것으로, 중첩기록이

요청된 영역(A-B영역)을 데이터영역내의 다른영역으로 대체기록함에 있어서, 대체기록후에도 유저 데이터영역의 연속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OSA내에 대체기록을 수행하고 대체기록후에는 대체기록된 크기를 고려하여 OSA영역을 확장가능하

게 하고, 만약 OSA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OSA에 의해 변경되는 유저 데이터영역의 마지막 기록가능한 위치정보를 변

경시키게 된다. 따라서, 대체기록후에도 대체기록된 크기를 고려하여 OSA영역을 확장하지 않을수 있으며, 만약 OSA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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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지 않는다면 유저 데이터영역의 마지막 기록가능한 위치정보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체기록이전에 미리

OSA를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며, OSA확장시점은 시스템에 따라서는 초기화(initialization)시나, 또한 사용자의 요청에 의

해 디스크의 사용중에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관련하여, 상기 초기화시에 OSA크기를 확장하여 할당하는 경우에 중첩기록

(LOW)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도9A∼도10에서 상세히 후술할 예정이다.

또한, 상기 새로이 변경되는 LSN정보는 TDMA내의 TDDS에 기록될 것인 바, 이하 도7에서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7은 도3A,4,5에 의한 본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우, 중첩기록 요청에 의해 대체기록이 수행되고, 변경되는 LSN정보를

TDDS에 기록하게 되는 바, 이경우의 TDDS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TDDS내에는 "LSN = 0" 위치정보(Location LSN=0 of User Data Area)와 "Last LSN"위치정보(Location (new) Last

LSN of User Data Area)를 기록할 수 있는 필드를 구비하고 있어, TDDS를 업데이트할때마다 업데이트할 당시의 "LSN

= 0" 위치정보와 "Last LSN"위치정보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3,4,5를 적용하면, 중첩기록 요청에 의해 대체기록이 수행되고, 대체기록에 의해 변경되는 Last LSN정보를 상

기 TDDS내의 해당필드에 기록하므로, 이후 기록가능한 정확한 Last LSN의 위치를 확인가능하게 된다.

도6은 본 발명에 따른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에 대한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식화한 것으로, 중첩기록이

요청된 영역(A-B영역)을 데이터영역내의 다른영역으로 대체기록함에 있어서, 대체기록후에도 유저 데이터영역의 연속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OSA이전부터 대체기록(a-b영역)하고 대체기록후에는 유저 데이터영역의 마지막 기록가능한 위치를

변경시키게 된다.

특히, 도6의 실시예와 이전 도3A,도4,도5의 경우와 상이한 점은, 도6의 경우 대체기록이전에 유저 데이터영역에 부여된

Last LSN 값 (OSA이전)은 그대로 유지한 채, 대체기록 후에는 새로운 Last LSN이 부여되는 점에 있다. 이를 특히 유저데

이터영역의 사용가능한 Last LSN (Last LSN of usable user data area)이라 명한다.

도8은 도6의 경우에 TDDS내에 기록되는 관리정보를 도시한 것으로, 이전의 "Last LSN"과 대체기록후 변경된 "usable

Last LSN"을 모두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즉, TDDS내에는 "LSN = 0" 위치정보(Location LSN=0 of User Data Area)

와 "Last LSN"위치정보(Location Last LSN of User Data Area)와 또다른 "Last LSN"위치정보(Location Last LSN of

usable User Data Area)를 기록하는 필드가 각각 구비되게 된다.

도9A∼도10은 본발명에 따른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에 대한 또다른 실시예를 도식화한 것으로, 광디

스크에의 기록방식(이를 "기록모드"라고도 한다)에 따라 데이터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논리적 중첩기록을 수행하는 다

양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9A와 도9B는 연속기록모드(Sequential Recording Mode: 이하 "SRM"이라 한다)에서 LOW를 수행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우선 SRM방식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SRM은,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함에, 유저 데이터영역(user data area) 내주부터 순차적으로 특정의

기록구간을 할당하고, 이를 SRR(Sequential Recording Range)이라 한다. 상기 SRR은 크게 두가지 종류가 존재하는 바,

해당 SRR내에 기록이 가능한 오픈 SRR(open SRR)과 해당 SRR내에 더이상 기록이 불가능한 클로즈 SRR (closed SRR)이

있다. 특히, 오픈 SRR은 해당 SRR내에 마지막 기록된 영역의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Last Recorded Area: LRA)를 가지

고 있으며, 이는 상기 LRA이후의 첫번째 클러스터(cluster)부터 기록가능한 영역임을 의미하게 되고, 이를 NWA(Next

Writable Area)라고 한다. 즉, 오픈 SRR은 NWA를 가지는 SRR을 의미하고, 클로즈 SRR은 상기 NWA를 가지지 않는

SRR을 의미하게 된다. 관련하여, 상기 SRR에 대한 각종의 정보는 도2에서도 전술한 바 있는 TDMA내에 기록되는 SRRI

형태로 기록재쟁부(도11, 10)에 제공되어 지게 된다.

본발명은 우선 LOW수행을 위해 초기 스페어영역의 할당을 가능하면 충분한 크기만큼 할당하게 된다. 즉, OSA를 N*256

클러스터만큼 할당하되 최대N=768 내에서 시스템이 자유롭게 OSA크기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하여 1클러스터

는 32섹터로 구성되고, 1섹터는 2kbyte로 구성되므로, 만약 최대 N=768 로 OSA를 할당한다면, OSA의 크기는 약

12Gbyte가 되고, 이는 전체 데이터영역의 50％ 정도가 된다. 즉, OSA크기를 최대 데이터영역의 50％ 수준까지 할당가능

하도록 함으로서 향후 LOW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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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SRR의 종류에 따라 LOW를 수행하는 방식을 달리한다. 즉, 오픈 SRR내에 기록된 영역, 예를들어 C-D영역에 대

해 다른 데이터로 중첩기록(LOW)요구가 있으면, 기록재생부(도11, 10)는 해당 오픈 SRR내에 존재하는 NWA 위치부터,

LOW를 위한 대체영역, 예를들어 c-d영역에 원하는 데이터를 기록하게 된다.

또한, 클로즈 SRR의 경우는 해당 SRR내에 NWA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더이상 기록이 불가능한 영역이므로, 예를들어

클로즈 SRR내의 A-B영역에 대해 다른 데이터로 중첩기록(LOW)요구가 있으면, 기록재생부(도11, 10)는 이를 스페어영

역내의 a-b영역으로 대체 기록하여야 한다. 대체되는 스페어영역은 ISA 이거나 OSA이거나 상관없으나, 일반적으로는

OSA가 ISA보다 더 큰 크기로 할당될 것이므로 OSA에 LOW 대체기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대체기록되는 관리정보는 역시 TDMA내의 TDFL로 관리되어지는 바(도면은 미도시), C-D영역이

c-d영역으로, A-B영역이 a-b영역으로 대체되었음을 표시하는 정보가 될 것이다.

또한, 오픈 SRR의 경우에도 스페어영역으로 대체기록이 가능한 바, 유저데이터 영역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픈 SRR내의 NWA이후의 기록가능한 크기가, 중첩기록을 수행할 만큼 충분한 영역으로 남아있지 않다

면, 기록재생부(도11, 10)는 중첩기록이 실패하였음을 시스템에 통보하기나, 또는 클로즈 SRR에서의 처리방식과 동일하

게 스페어영역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오픈 SRR의 경우라도 NWA이후에 대체되지 않고 스페어영역으로 대체가능

함을 의미한다.

도9B는 도9A와 같이 SRM으로 기록시의, 또다른 논리적 중첩기록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것이다.

도9B는 유저데이터 영역의 내주 클로즈 SRR에 대한 LOW수행은, 이너스페어 영역(ISA)으로 함을 특징으로 한다. 즉, 일

반적으로 내주 클로즈 SRR에는 디스크 파일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지므로, 해당 SRR내에서 LOW를 수행하는 경

우는 동일한 내주에 위치하고, 물리적으로도 인접한 ISA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이다. 오픈 SRR에 대한 LOW

수행은 도9A와 마찬가지로 NWA에 대체 기록하거나, 스페어영역으로 대체기록하게 된다.

도10은 랜덤기록모드(Random Recording Mode: 이하 "RRM"이라 한다)에서 LOW를 수행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우선

RRM방식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RRM은,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함에, 유저데이터 영역 어디에나 자유롭게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방

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SRM과 같은 SRR이 존재하지 않지만, 디스크내 기록된 영역과 미기록된 영역을 구별하기 위해

SBM(Space Bit Map) 정보를 TDMA에 기록하게 된다.

본발명과 같은 RRM방식에 있어서, 논리적 중첩기록을 수행함에는 스페어영역을 활용함을 특징으로 한다. 즉, RRM방식에

서는 디스크내 유저 데이터 영역은 랜덤하게 데이터를 기록가능 함으로 LOW를 위한 별도의 대체영역을 고려하기 쉽지 않

으며, 따라서 초기에 큰 크기로 할당되는 스페어영역을 활용하여 대체기록하게 한 것이다.

즉, 본발명은 우선 LOW수행을 위해 초기 스페어영역의 할당을 가능하면 충분한 크기만큼 할당하게 된다. 즉, OSA를

N*256 클러스터만큼 할당하되 최대N=768 내에서 시스템이 자유롭게 OSA크기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하여,

RRM방식은 SRM방식(도9A, 도9B)보다 OSA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RRM방식에서는 모든 LOW수행을 스페어

영역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체되는 스페어영역은 ISA 이거나 OSA이거나 상관없으나, 일반적으로는 OSA가 ISA보다 더 큰 크기로 할당될 것

이므로 OSA에 LOW 대체기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유저데이터 영역의 C-D영역과, A-B영역에 중첩기록(LOW)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각각 스페어영역내의 c-d영역

과, a-b영역으로 대체기록하고, 상기와 같이 대체기록되는 관리정보는 역시 TDMA내의 TDFL로 관리되어지는 바(도면은

미도시), C-D영역이 c-d영역으로, A-B영역이 a-b영역으로 대체되었음을 표시하는 정보를 TDFL로 기록하게 된다.

도11은 본발명이 적용되는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의 기록재생장치에 관한 것으로, 기록재생장치는 광디스크에 기

록재생을 수행하는 기록재생부(recorder/reproducer, 10) 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부(Host or controller, 20)로 구성된다.

제어부(20)는 기록재생부로 특정영역에의 기록 또는 재생 명령을 내리고, 기록재생부(10)는 제어부의 명령에 따라 특정영

역에의 기록재생을 수행하게 된다. 기록재생부(10)는 구체적으로는, 외부와 통신을 수행하는 인터페이스부와(12), 광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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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에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픽업부와(11), 픽업부로터 재생신호를 수신하여 원하는 신호값으로 복원

해내거나, 기록될 신호를 광디스크에 기록되는 신호로 변조(modulation)하여 전달하는 데이터-프로세서(13)와, 광디스크

로부터 정확히 신호를 독출해내거나, 광디스크에 신호를 정확히 기록하기위해 픽업부(11)를 제어하는 서보부(14)와, 관리

정보를 포함한 여러정보 및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는 메모리(15)와 상기 기록재생부내의 구성요소들의 제어를 담당하는 마

이컴(16)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발명에 의한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기록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 우선 디스크내의 모든 관리정보는 독출되어 기록

재생부내의 메모리(15)에 저장되고 이들 관리정보는 광디스크에의 기록재생시 활용되게 된다.

제어부(20)는 광디스크내의 특정영역에 기록을 원하는 경우 이를 기록명령으로 하여 기록을 원하는 위치정보를 기록할 데

이터와 함께 기록재생부(10)로 전달한다. 기록재생부내의 마이컴(16)은 상기 기록명령을 수신한 후, 메모리(15)에 저장된

관리정보들로부터 제어부(20)가 기록을 원하는 광디스크내의 영역이, 현재 기록완료 되었는지 아니면 미기록영역인지를

판단하여, 기록되지 않은 영역이라면 제어부(20)의 기록명령대로 기록을 수행하게 되고, 이미 기록완료된 영역이라면 데

이터영역내의 다른 영역으로 대체기록하되, 대체기록후에도 유저데이터 영역의 연속성이 확보가능하도록 대체기록이 완

료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논리적 중첩기록(LOW)을 위해 대체기록함에 있어서, 기록방식에 따라서 대체되는 영역을 달리 할 수 있다.

즉, 디스크가 로딩되면, 우선 로딩된 디스크의 기록방식을 확인하고 (이는 TDMA내에 "recording mode"정보로 주어진

다), 예를들어 연속기록방식(SRM)인 경우에 있어서는, 오픈 SRR에 대해 LOW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오픈 SRR내의

NWA위치에 대체기록하고, 클로즈 SRR에 대해 LOW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스페어영역내로 대체기록하게 된다. 또한, 로

딩된 디스크가 랜덤기록방식(RRM)인 경우에 있어서는 LOW을 수행하기 위해 언제나 스페어영역내로 대체기록하게 된다.

또한, 기록재생장치는 디스크 초기화시 LOW수행을 고려하여 스페어영역을 할당하게 되는 바, 특히 아우터스페어영역의

크기를 N*256 (Max_N=768) 클러스터만큼 충분히 할당하여 향후 LOW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크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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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발명은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도, 논리적 중첩기록이 가능하게 하게 되어, 사용자나 호스트등이 마치 재기록가능

한 광디스크처럼 임의의 영역에 대해 기록명령을 전달 할 수 있게 되어,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 사용의 효율성 및 편리

성을 크게 개선시킨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재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구조로서 BD-RE를 예를들어 도시한 것이다,

도2는 본발명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구조로서 BD-WO를 예를들어 도시한 것이다.

도3은 본발명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의 중첩기록 방법에 대한 하나의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4,5는 본발명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의 중첩기록 방법에 대한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6은 본발명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의 중첩기록 방법에 대한 또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7,8은 본발명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의 중첩기록 방법에 연동된 관리정보를 도시한 것이다.

도9A ~ 도9B는 본발명의 연속기록모드(SRM)가 적용되는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의 중첩기록 방법에 대한 또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10은 본발명의 랜덤기록모드(RRM)가 적용되는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의 중첩기록 방법에 대한 또다른 실시예

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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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1은 본발명의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의 기록재생장치를 도시한 것이다.

[발명의 최선의 실시예]

전술한 바와 같이, 본발명의 청구범위는 도3 ~ 도11에 의해 실시가능하며, 특히, 기록방식에 따라 LOW수행방식을 달리하

는 도9A, 도9B, 및 도10의 경우가 최선의 실시예라 할 것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발명은 대용량의 기록매체 분야에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의 논리적 중첩기록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더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연속기록모드(SRM)에 의해 기록이 수행되어지는 디스크내의 기록완료된 특정영역에 중첩기록이 요청된 데이터를, 디스

크내의 데이터 영역 (data area)내에 대체 기록하되,

상기 대체기록에 의해 유저데이터 영역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논리적 중첩기록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디스크내 오픈 SRR 영역에서 중첩기록이 요청된 경우, 오픈 SRR내의 NWA부터 대체기록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디스크내 클로즈 SRR 영역에서 중첩기록이 요청된 경우, 스페어영역내로 대체기록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디스크내 클로즈 SRR 영역에서 중첩기록이 요청된 경우, 대체기록되는 스페어영역은 아우터스페어영역(OSA)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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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체기록이 수행되는 아우터스페어영역(OSA)은 디스크 초기에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

스크의 중첩기록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초기에 할당되는 아우터스페어영역(OSA)의 크기는 N*256 클러스터이고, N＜=768 이내에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클로즈 SRR 영역이 디스크 내주에 위치하는 경우, 대체기록되는 스페어영역은 이너스페어영역(ISA)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내주에 위치한 클로즈 SRR 영역은 파일시스템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중첩기록이 수행된 후, 중첩기록이 요청된 영역과 대체기록된 영역의 위치정보를 관리정보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

청구항 10.

랜덤기록모드(RRM)에 의해 기록이 수행되어지는 디스크내의 기록완료된 특정영역에 중첩기록이 요청된 데이터를, 디스

크내의 스페어영역 (apsre area)내에 대체 기록하되,

상기 스페어영역은, 대체기록을 위해 디스크 초기화시에 스페어영역의 크기가 결정되어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스페어영역은 디스크 내주와 외주에 각각 이너스페어영역(ISA)와 아우터스페어영역(OSA)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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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초기에 할당되는 아우터스페어영역(OSA)의 크기는 N*256 클러스터이고, N＜=768 이내에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초기에 할당되는 이너터스페어영역(ISA)의 크기는 고정된 크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

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

청구항 14.

연속기록모드(SRM)와 랜덤기록모드(RRM)중 어느 하나의 기록모드로 기록이 수행되는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

디스크내 유저데이터영역에서 중첩기록이 요청되면, 상기 기록모드에 따라 중첩기록을 위해 대체기록되는 영역을 결정하

여 논리적 중첩기록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연속기록모드(SRM)인 경우, 유저데이터영역내의 NWA에 대체기록되거나, 스페어영역으로 대체기록되는 것이 모두 가능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랜덤기록모드(RRM)인 경우, 스페어영역으로 대체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중첩기록 방

법.

청구항 17.

특정영역에 대하여 기록수행을 요구하는 기록명령을 전달하는 제어부와,

상기 특정영역이 이미 기록완료된 영역인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영역인지를 판단하고, 이미 기록완료된 영역이라면 데이

터영역내의 다른 영역으로 대체기록하되, 디스크 기록모드에 따라 대체기록되는 영역을 달리하여 기록을 수행하는 기록재

생부(recorder/reproduer)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1회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의 기록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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