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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디스크의 신속한 파이널라이즈를 지원하는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듀얼 레이어 광디스크의 데이터 미기록 구간에 대한 파이널라이즈 예비 동작이 장치의 기능 동작이 수행되는 이

외의 대기 시간에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광디스크의 신속한 파이널라이즈를 지원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데이터가 기록된 광디스크의 파이널라이즈를 위한 예비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스템의 기능 동

작이 행해지지 않는 대기 상태인지를 판정하는 단계와, 시스템 대기 상태라고 판정되면, 광디스크의 데이터 미기록 구간에

널 데이터(Null Data)를 기록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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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기록된 광디스크의 파이널라이즈를 위한 예비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스템의 기능 동작이 행해지지 않는 대기 상태인지를 판정하는 제 1단계와,

시스템 대기 상태라고 판정되면, 광디스크의 데이터 미기록 구간에 널 데이터(Null Data)를 기록하는 제 2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의 신속한 파이널라이즈를 지원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는 이중 기록층을 갖는 듀얼 레이어(dual Layer) 광디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의 신속한 파이널

라이즈를 지원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는, 상기 광디스크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구간의 역방향으로부터 널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의 신속한 파이널라이즈를 지원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는, 상기 듀얼 레이어 광디스크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일측 기록층과는 역방향의 타측 기록층으로부터 일측

기록층의 데이터 기록 구간 반대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널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의

신속한 파이널라이즈를 지원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는, 시스템 대기 상태가 해제되어 특정 기능 동작이 수행되면 널 데이터 기록 동작을 중도에 중지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의 신속한 파이널라이즈를 지원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는, 상기 널 데이터의 기록 완료 또는 널 데이터 기록의 중도 중지에 의한 널 데이터의 기록 위치 정보를 기록

관리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의 신속한 파이널라이즈를 지원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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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널 데이터의 기록 위치 정보는 광디스크 네비게이션 정보의 비디오 관리 정보 관리 테이블(VMGI_MAT)의 예비 영역

(reserved)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의 신속한 파이널라이즈를 지원하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디스크의 파이널라이즈를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듀얼 레이어(Dual Layer) 광디스크의

데이터 미기록 구간에 대한 파이널라이즈(Finalize)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광디스크의 신속한 파이

널라이즈를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주지된 바와 같이, 영상 및 음성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기록하여 축적해야할 필요성에 따라 광 주사 방식으로 기록매체에

정보신호를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것이 가능한 광 기록매체가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광 기록매체는 그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읽기 전용으로 개발된 롬(ROM) 형과, 1회만 기록이 가능한 웜(Worm) 형, 반복적인 정보의 기록이 가능한

재기록 가능형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롬형 광 기록매체는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 롬(Digital Versatile Disc read Only Memory; DVD-ROM)이 대표적

이고, 웜형 광 기록매체는 1회 기록 가능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Recordable Digital Versatile Disc; DVD-R)가 대표적이

며, 재기록 가능형 광 기록매체로는 재기록 가능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Rewritable Digital Versatile Disc; DVD-RW,

DVD-RAM, DVD+RW)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다양한 광 기록매체로서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는 디스크의 한쪽면만을 기록층으로 사용할 경우에 2.6기가 바이트

(G byte)에서 4.7기가 바이트의 데이터 저장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최근에는 디스크의 저장용량을 대폭적

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디스크의 한쪽 면에 이중의 기록층을 두어서 각기 다른 파장의 광 파워로 각 기록층에 다른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듀얼 레이어(Dual Layer) 방식의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가 개발되어 상용화되는 추세이다.

한편, 이러한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에서는 광디스크 장치를 통해서 외부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튜너나 캠코더 등의 외부

소오스로부터 입력되는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를 디브이디(DVD) 포맷에 맞는 예컨대 MPEG-2 방식으로 엔코딩하고, 그

엔코딩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데이터 영역(Data Area)에 하나의 비디오 타이틀 세트(Video Title Set; VTS) 단위

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기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의 재생을 제어하는 네비게이션 정보(Navigation Information)

를 생성하여 네비게이션 정보 영역에 기록 관리하게 된다.

이 때, 상기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에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를 기록한 상태에서, 재생 전용 DVD 플레이어에서 에러없

이 초기 억세스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의 미기록 구간에 널 데이터(Null

Data)를 채워넣어서 파이널라이즈(Finalize)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통상의 싱글 레이어 디스크인 경우에는 재생전용

DVD 광디스크 장치의 디스크 억세스가 가능한 스팩을 고려하여 디스크의 내측으로부터 8㎝ 정도까지만 널 데이터를 기

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반면에, 듀얼 레이어 방식의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의 경우에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록 구간이 이중층 구조로 이

루어진 특성에 따라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의 이중층 구간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널

데이터를 기록한다. 이는 재생전용 DVD 플레이어의 광픽업의 어느 위치에서 포커싱을 수행하여 제 2층의 RF 신호로부터

서보 특성을 조절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제 2층에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미기록 구간 전체에 대해서 널 데이터를 기록하여 파이널라이즈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파이널라이즈를 위해 미기록 구간 전체에 대해서 널 데이터를 기록하는 시간이 장시간으로 소요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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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은 듀얼 레이어 광디스크의 데이터

미기록 구간에 대한 파이널라이즈 예비 동작이 장치의 기능 동작이 수행되는 이외의 대기 시간에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

도록 하는 광디스크의 신속한 파이널라이즈를 지원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르면, 데이터가 기록된 광디스크의 파이널라이즈를 위한 예비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스템의 기능 동작이 행해지지 않는 대기 상태인지를 판정하는 단계와, 시스템 대기 상태라고 판정되면,

광디스크의 데이터 미기록 구간에 널 데이터를 기록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의 신속한 파이널

라이즈를 지원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대해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즉,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의 파이널라이즈 방법이 적용되는 광디스크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 장치는, 소정 기록 파워의 레이저광을 이중층 구조를 갖는 듀얼 레이어

광디스크(10)의 각 기록층에 조사하여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레이저 광의 반사광으로부터 듀얼 레이어 광디스크(10)에 기

록된 신호를 읽어내는 광픽업(20)과, 입력되는 디지털 데이터에 에러정정 코드(ECC)를 부가하여 기록 가능한 데이터 포맷

으로 변환하는 디지털 기록신호 처리부(30a), 상기 듀얼 레이어 광디스크(10)로부터 재생되는 이진 신호를 원래의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로 복원하여 출력하는 디지털 재생신호 처리부(30b), 상기 기록 가능 포맷으로 변환된 데이터를 비트 스트

림으로 재변환하는 채널비트 엔코더(40), 상기 비트 스트림 신호에 따른 광량 구동신호를 광픽업(20)으로 출력하는 광 구

동기(41), 상기 광픽업(20)에서 읽어들인 듀얼 레이어 광디스크(10)로부터의 신호를 여파 정형화하여 이진 신호로 출력하

는 RF신호 처리부(50), 상기 광픽업(20)으로부터의 포커싱 에러신호(FE)와 트랙킹 에러신호(TE)에 의해 상기 광픽업(20)

의 포커싱/트랙킹 서보와, 듀얼 레이어 광디스크(10)의 회전 구동을 제어하는 서보부(60), 상기 서보부(60)의 서보 동작에

의해 스핀들 모터(62)의 회전을 제어하는 서보 구동부(61), 해당 광디스크 장치에 대한 다양한 기능 동작이 수행되지 않은

대기 상태에서 상기 듀얼 레이어 광디스크(10)의 데이터 미기록 구간에 대한 파이널라이즈 동작이 수행되도록 하는 제어

를 수행하는 마이컴(80)으로 구성된다.

상기 마이컴(80)은 해당 장치의 다양한 기능 동작 즉, 데이터의 녹화, 듀얼 레이어 광디스크(10)에 기록된 데이터의 재생,

녹화 또는 재생 중의 일시 정지(Pause), 디스크의 이젝트(Eject) 동작 등이 발생되지 않은 시스템의 동작 대기 상태에서,

해당 듀얼 레이어 광디스크(10)에 파이널라이즈를 위한 널 데이터를 동작 대기 상태의 해제시까지 점진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마이컴(80)은 듀얼 레이어 광디스크(10)의 파이널라이즈를 위한 널 데이터의 기록이, 비디

오 타이틀 세트(VTS)가 기록되는 기록 구간의 방향에 대하여 역방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바, 예컨대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가 이중 기록층 중에서 하측 기록층의 리드인(Lead-In) 영역에서 시작하는 데이터 영역으로부터 기록

되는 경우에, 상기 널 데이터를 상측 기록층의 리드 아웃(Lead-Out) 영역으로부터 시작하여(S31) 점진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한편, 상기 마이컴(80)에서는 시스템의 동작 대기 상태에서 상기 듀얼 레이어 광디스크(10)의 데이터 미기록 구간에 대해

도 3에서와 같이 널 데이터를 기록하다가, 해당 장치의 소정 기능 동작이 수행되어 파이널라이즈를 위한 널 데이터 기록

동작이 중단되거나, 미기록 구간 전체에 널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되면, 파이널라이즈를 위한 널 데이터의 기록 위치 정보

또는 널 데이터 기록 완료 상태를 네비게이션 정보에 기록하게 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네비게이션 정보의 데이터 구조에서, 광디스크가 "DVD VR"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는 네비게이

션 정보인 "RTR_VMGI Table"을 생성 기록하게 되면, 상기 "RTR_VMGI Table"의 "RTR_VMGI"(Video Manager

Information)는 비디오 관리 정보의 관리 테이블에 해당되는 "VMGI_MAT"(Video manager Information Management

Table)과, 플레이 리스트 서치 포인터 테이블에 해당되는 "PL_SRPT"(Play List Search Pointer Table)이 생성 기록되는

바, 상기 "VMGI_MAT"에는 비디오 관리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값을 갖는 것 이외에, 152 바이트의 예비 영역

(reserved)을 별도로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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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마이컴(80)에서는 파이널라이즈를 위한 널 데이터의 기록 위치 정보 또는 널데이터 기록완료 사실을 상기 "VMGI_

MAT"에 예비되어 있는 예비 영역(reserved)에 기록하도록 하고, 시스템 대기 상태에 의해 파이널라이즈 동작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상기 예비 영역에 기록된 정보를 참조하여 널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이어서 기록한다.

그 다음에,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의 파이널라이즈 방법에 대한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우차트이다.

이하에서는, 도 5에 도시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플로우차트를 도 2의 장치의 동작과 병행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듀얼 레이어 광디스크(10)에 특정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디스크의 기록 구간에 하나의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가

생성된 경우에(단계 S10), 상기 마이컴(80)은 해당 광디스크 장치가 광디스크(10)의 파이널라이즈 예비 동작이 가능한 시

스템 대기 상태인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11).

상기 판단 결과, 시스템 대기 상태여서 파이널라이즈가 가능한 기간인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듀얼 레이어 디스크(10)로부

터 네비게이션 정보의 "VMGI_MAT"에 갖추어진 예비 영역(reserved)의 무효 데이터 기록 위치 정보를 읽어들여서, 해당

광디스크(10)에 널 데이터 기록이 필요한 데이터의 미기록 구간이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게 된다(단계 S12).

상기 판단 결과, 상기 듀얼 레이어 광디스크(10)에 널 데이터 기록이 필요한 데아터의 미기록 구간이 존재한다고 판단되

면, 해당 광디스크(10)에서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가 기록된 구간의 방향의 역방향으로, 마지막 데이터 영역부터 시작

하여 널 데이터(Null Data)를 기록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단계 S13).

그 상태에서, 상기 마이컴(80)은 해당 장치에 소정의 기능 동작이 수행되어 시스템 대기 상태가 해제됨에 의해 널 데이터

기록을 중지해야 할 상황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단계 S14), 널 데이터 기록을 중지할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면 무효 데이

터의 기록 동작을 중도에 중지시킴과 더불어, 널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기록된 위치 정보를 네비게이션 정보의 "VMGI_

MAT"에 갖추어진 예비 영역에 기록하게 된다(단계 S15).

한편, 상기 마이컴(80)은 이후에 상기 단계 S11로 재진행하여 단계 S12 내지 단계 S15까지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

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상기 단계 S12에서 널 데이터 기록이 필요한 데이터의 미기록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즉 상기 예

비 영역에 미기록 구간에 널 데이터가 모두 기록된 것을 나타내는 정보가 기록된 경우에는 파이널라이즈 예비 동작을 완료

시키게 된다(단계 S16).

이와 같이 미기록 구간에 널 데이터가 모두 기록된 후에는, 사용자가 기록된 디스크를 재생전용 디스크 플레이어에서 재생

시키기 위해 파이널라이즈를 요청하면, PMA 영역에 기록된 각 트랙 정보를 리드인 영역에 복사하고 리드 아웃 영역을 생

성하는 동작만 수행함으로써 파이널라이즈 동작을 종료하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은 전술한 전형적인 바람직한 실시예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여러 가지로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임은 당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

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에 의한 실시가 이하의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기술사상 역시 본 발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비디오 데이터가 기록된 듀얼 레이어 광디스크에 대해 파이널라이즈를 수행하는 경우에,

광디스크 장치의 기능 동작이 행해지지 않는 시스템 대기 상태에서 디스크의 비디오 타이틀 세트가 기록되는 구간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부터 널 데이터를 기록해 둠으로써, 이후의 파이널라이즈 동작시에 장시간을 대기하지 않게 되므로 사용자

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갖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듀얼 레이어 광디스크의 파이널라이즈 상태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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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의 신속한 파이널라이즈를 지원하는 방법이 적용되는 광디스크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

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듀얼 레이어 광디스크의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 기록 구간 방향에 대해 역방향으로 널 데이터

(Null Data) 기록 동작이 수행되는 상태를 예시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파이널라이즈를 위한 널 데이터의 점진적인 기록 상태에 대한 정보가 기록 관리되는 네비게이션 정

보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의 신속한 파이널라이즈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우차트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듀얼 레이어 광디스크, 20:광픽업,

30a:디지털 기록신호 처리부, 30b:디지털 재생신호 처리부,

40:채널비트 엔코더, 41:광구동기,

50:RF신호 처리부, 60:서보부,

61:서보 구동부, 80:마이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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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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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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