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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재기록 가능한 광 매체에 데이터를 추가 기록하기 위한기록제어방법 및 빈 영역 관리방법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기록제어방법은, 유효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임의의 공간 블록에 데이터를 추가 기

록하기 위해, 추가 기록 시에 해당 공간 블록이 꽉 차면 기록을 종료시킨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빈 영역의 관리

방법은 빈 영역 정보를 생성하여, 기록/삭제 시마다 이를 갱신하고, 소정 명령에 따라 디스크에 저장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광 매체, 추가 기록, 빈 영역, 공간 블록.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적용에 적합한 시스템의 예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적용에 적합한 광 기록기기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기록제어방법의 제 1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빈 영역의 인식 과정의 일례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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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목표 공간 블록의 결정 과정의 일례를 설명하기 위한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기록제어방법의 제 2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빈 영역 관리방법의 제 3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8 내지 도 10은 빈 영역 정보의 일례 및 갱신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1 내지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기록제어방법의 제 4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기록제어방법의 제 5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기록제어방법의 제 1 변형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16는 본 발명에 따른 기록제어방법의 제 2 변형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그리고

도 17은 종래의 기록제어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재기록 가능한 광 매체에 데이터를 추가 기록하기 위한 기록제어방법 및 이를 위한 빈 영역 관리방법에 관한 것

이다.

재기록 가능한 광 매체라 함은, 광학적 수단에 의해 정보의 기록/삭제/재기록이 가능한 광 저장 매체로서, 예컨대, CD

(Compact Disc) 및 DVD(Digital Versatile Disc)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AOD(Advanced Optical Disc) 및 BD

(Blue Ray Disc)와 같은 고밀도의 광 매체도 개발된 상태이다.

상세하게는, DVD의 경우에 물리적 구조 및 기록방식에 따라 DVD-RAM,DVD-RW 및 DVD+RW가 재기록 가능한 DVD

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재기록 가능한 광 매체에, 예컨대 비디오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 '타이틀'단위로 데이터가 기록되고, 또 사용자

에 의해 선택적으로 삭제 가능하며, 다시 추가하여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도 17을 참조하여, DVD-RW 및 DVD+RW의 규격에 따른 데이터의 추가 기록시 기록제어방법에 대해 설명

한다.

도 17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DVD-RW/+RW의 규격에 의하면, 디스크는 PCA(Power Calibration Area), RMA

(Record Management Area), L/I Area(Lead-in Area), Data Area 및 L/O Area(Lead-out Area)를 가지고 구성된다.

도 17의 (b)에서와 같이, Data Area는 파일 시스템(F/S: File System)과 다수의 타이틀(T1~T5)로 구성된다.

도 17의 (c)는 다수의 타이틀 중 하나의 타이틀(T3)이 삭제된 상태를 보여준다. 도 17의 (d)는 DVD-RW의 규격에 따라

새로운 타이틀(T6)을 추가 기록한 상태를보여준다. DVD-RW에 의해 데이터를 추가 기록하는 경우에, 항상 마지막에 기

록된 타이틀의 뒤부터 데이터가 기록된다.

도 17의 (e)는 DVD+RW의 규격에 따라 새로운 타이틀(T7)을 추가 기록한 상태를 보여준다. DVD+RW에 의해 데이터를

추가 기록하는 경우에, 빈 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할 수는 있지만, 추가 기록이 완료될 때까지 이미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는

영역까지 덮어쓰기(over-write)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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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데이터를 추가 기록하는 경우에, DVD-RW의 규격에따르면 타이틀이 삭제되어 비어있는 중간

영역을 활용하지 못하여 기록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DVD+RW의 규격에 따르면 이미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잃

어버리게 되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유효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빈 영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추가 기록을 행하는 기록제어방법을 제공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 빈 영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관리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기록제어방법은, 물리적으로 연속하여 유효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공간 블록을 인식하여 데이터를 추가 기록하고, 이 때, 해당 공간 블록이 꽉 차면 더 이상 기록을 행하지 않고 기

록을 종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공간 블록 내에만 데이터가 추가 기록되도록 함으로써, 이미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는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데이터 영

역(Data Area)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공간 블록은 유효한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연속하여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영역을 의미한다. 유효한 데이터란 파일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또는, 정상 동작에 의해 재생이 가능한 데이터로 정의된다. 따라서, 공간 블록이란, 물리적으로 연

속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광 매체에는 이러한 공간 블록이 복 수개 존재할 수 있으며, 이

하에서는 하나의 광 매체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 블록을 통틀어 빈 영역이라 칭한다. 즉, 빈 영역은 추가 기록이 가능한 영

역을 일컫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바람직하게는, 각각의 공간 블록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가지는 빈 영역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빈 영역 정보는 광 매체

의 소정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독출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장된 빈 영역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파일 시스

템과 같은 기록된 데이터의 재생 제어 정보를 이용하여 빈 영역 정보를 작성할 수도 있다. 물론, 기록 초기에 빈 영역 정보

를 생성하여 광 매체에 저장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르게는, 기록 명령을 수신한 때, 임의의 공간 블록을 검지하여 기록을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빈 영역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공간 블록 중 임의의 공간 블록을 선택하여 기록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복수의 공간 블록 중 목표 데이터를 추가 기록할 목표 공간 블록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

표 공간 블록이란 데이터를 추가 기록할 공간 블록을 지칭하고, 목표 데이터란 추가 기록할 데이터를 지칭한다. 목표 공간

블록은 사용자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고,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는, 목표 데이터

의 크기를 미리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큰 크기의 공간 블록 중 가장 작은 공간 블록을 목표 공간 블록으로 결정

하고, 그보다 큰 크기의 공간 블록이 없거나 목표 데이터의 크기를 미리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큰 크기의 공간 블

록을 목표 공간 블록으로 결정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기록제어방법은, 목표 공간 블록이 꽉 차서 기록을 종료한 경우에, 새로운 목표 공간 블록을

결정하고 목표 데이터의 기록을 계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빈 영역 관리방법은, 데이터의 기록 및 삭제 시마다 빈 영역 정보를 갱신하고, 소정 명령이 입

력되면 이를 광 매체의 소정 영역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공간 블록의 위치정보를 가지는 빈 영역 정보를 광 매체에 기록해 둠으로써, 추후 추가 기록 시에 이를 독출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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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정 명령은 예컨대 디스크 취출(eject) 명령을 포함하고, 그 외에 파이널라이즈(finalize) 명령 및 사용자에 의한

기록 명령을 포함한다. 물론,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기록하여 저장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소정 영역은 데이터가

기록된 영역 바로 다음 영역 또는 DVD-RAM/-RW/+RW의 규격에서 정의된 RMA를 포함한다. 물론, 그 외의 영역에 기

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른 기록제어방법은, 광 디스크의 소정 영역으로부터 빈 영역 정보를 독출하고, 기록 명령이 입

력되면 목표 공간 블록을 결정하여 기록을 시작하고, 데이터를 모두 기록하거나, 목표 공간 블록이 꽉 차면 기록을 종료하

고, 기록된 데이터를 새로운 타이틀로서 등록하여 파일 시스템을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나아가, 기록/삭제 동작 시마다 빈 영역 정보를 갱신하고, 소정 명령이 입력되면 빈 영역 정보를 광 디스크의 소정 영역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기록제어방법은, 사용자에게 빈 영역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공간 블록에 데이터

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나아가, 사용자가 복수의 공간 블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된 공간 블록에 순차적으

로 기록을 행한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통해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본 발명은 재기록 가능한 광 매체에 데이터를 추가 기록하기 위한 기록제어방법 및 빈 영역 관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하

의 실시예에서는 DVD-RAM, -RW 및 +RW의 규격에 따른 디스크를 예로써 설명하고, 이들 규격에 따라 데이터를 기록하

는 DVD-기록기기를 예로써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적용이 가능한 광 기록기기를 채용한 여러 가지 시스템)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는 DVD-기록기기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도 1의 (a)는 컴퓨터와 연결되는 DVD 드라이브(100)를 보여준다. 사용자는 컴퓨터 본체(110)에 연결된 키보드나 마우스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명령을 입력하고,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DVD 드라이브(100)는 컴퓨터 본체로부터 전송되는 데이

터를 디스크에 기록하여 저장한다. 이 때, 기록되는 데이터는 비디오 데이터, 프로그램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가 된다.

도 1의 (b)는 방송 수신 안테나(220) 및 TV와 연결되는 DVD 재생/기록 기기(200)를 보여준다. DVD 재생/기록 기기

(200)는 그 본체에 마련된 버튼 또는 리모콘을 통해 입력되는 명령에 따라 재생/기록을 수행한다. 이 때, 기록되는 데이터

는 방송 수신 안테나(220)를 통해 입력되는 방송 데이터가 주요하지만, 외부 입력 단자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받아 디스크

에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1의 (c)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10)와 연결되는 DVD 기록기기(300)를 보여준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하드 디스크 드

라이브(310)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디스크에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록되는 데이터는 방송 데이터가 주요하

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의 적용에 적합한 광 기록기기)

도 2는 본 발명의 적용에 적합한 광 기록기기의 일례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 기록기기는, 로딩된 디스크(10)를 회전시키는 스핀들 모터(80), 디스크(10)로부터 정보를 읽

어들이고 또 디스크(10)에 정보를 기록하는 픽업부(20), 에러정정 등의 신호처리를 행하는 신호처리부(30), 데이터의 압축

/해제를 행하는 ENDEC부(40), 기록 및 재생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50), 메모리부(60) 및 서보구동부(7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컴퓨터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DVD 드라이브의 경우에는 ENDEC부(40)가 컴퓨터 본체에 존재할 수 있다.

데이터를 재생하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스크(10)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픽업부(20)가 읽어 들여

신호처리부(30)로 보내면, 신호처리부(30)에서는 에러정정 등의 처리를 행한 후 ENDEC부(40)로 보낸다. ENDEC부(40)

는 압축된 데이터를 해제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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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기록하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록할 데이터가 입력되면 ENDEC부(40)에서 압축하여 신호처

리부(30)로 보내고, 신호처리부(30)는 소정의 신호처리를 행한 후 픽업부(20)로 보낸다. 픽업부(20)는 입력되는 신호에 따

라 디스크에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데이터를 기록한다.

상술한 재생 및 기록 과정은 제어부(50)에 의해 수행된다.

본 발명에 따른 기록제어방법 및 빈 영역 관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어부(50)는, 기록 명령을 입력받으면, 빈 영역을

인식하고, 기록 데이터를 기록할 목표 공간 블록을 결정한 후, 입력되는 기록 데이터를 ENDEC부(40), 신호처리부(30) 및

픽업부(20)를 통해 디스크의 목표 공간 블록에 기록한다. 기록 중에는 현재 기록되는 위치를 모니터하여 목표 공간 블록이

꽉 찬 경우에 기록을 종료하도록 제어한다. 빈 영역의 인식은 디스크로부터 빈 영역 정보를 독출하거나, 빈 영역 정보를 생

성하여 메모리부(60)에 저장한다. 데이터의 기록 및 삭제가 행해질 때마다, 제어부(50)는 메모리부(60)에 저장된 빈 영역

정보를 갱신한다.

빈 영역의 인식 및 목표 공간 블록의 결정, 그리고 빈 영역 정보의 갱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고, 아

래의 설명으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극히 용이하게 이를 광 기록기기에 적용할 수

있다.

(실시예 1)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일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본 실시예에 의한 기록제어방법은, 먼저 빈 영역을 인식하고(S350), 추가 기록할 목표 공간 블록을 결정한 후(S400), 기록

을 시작한다(S450). 기록할 데이터를 모두 기록하였는지 확인(S500)한 후, 기록이 완료되면 기록을 종료(S600)하고, 그렇

지 않으면, 기록을 계속하면서 목표 공간 블록이 꽉 찼는지를 확인(S550)하여 공간 블록이 꽉 차면 기록을 종료(S600)한

다.

즉, 기록할 데이터를 목표 공간 블록 내에만 기록하고, 목표 공간 블록이 꽉 차면 기록할 데이터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하더

라도, 강제로 기록을 종료시킨다.

본 실시예에서는 빈 영역을 인식(S350)하고, 목표 공간 블록을 결정(S400)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기록 명령이 입력되면 공간 블록을 검색하여 임의로 선택된 공간 블록에 데이터의 기록을 시작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빈 영역의 인식)

빈 영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식될 수 있다. 가장 간단하게는, 디스크를 스캔하여 인식할 수 있으나, 현재의 DVD-

RAM,-RW 및 +RW의 규격에 따르면, 타이틀을 삭제하여도 실제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고 파일 시스템만 갱신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크를 스캔하는 것으로는 빈 영역을 완전하게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DVD-RAM, -RW 및 +RW의 규격

에 따르는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을 참조하여 빈 영역을 인식하는 것이 좋다. 물론, 빈 영역 정보가 미리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독출함으로써 인식할 수 있다. 빈 영역 정보란, 빈 영역을 구성하는 각각의 공간 블록에 대한 위치정보

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도 4는 빈 영역을 인식하기 위한 바람직한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도 4에 따르면, 먼저 빈 영역 정보를 디스크에서 검색(S355)하여, 빈 영역 정보가 디스크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

(S360)한 후, 미리 기록되어 있으면 이를 독출(S365)하여 메모리에 저장(S380)하고, 빈 영역 정보를 디스크에서 찾을 수

없으면, 공간 블록을 검출(S370)한 후 빈 영역 정보를 새로이 작성(S375)한 후 메모리에 저장(S380)한다.

여기까지 기술한 빈 영역의 인식 과정은 본 발명의 모든 실시예에서 빈 영역을 인식하기 위해 적용 가능하다.

(목표 공간 블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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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공간 블록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다. 간단하게는 사용자에게 빈 영역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

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르게는, 가장 앞의 공간 블록, 또는 가장 큰 크기의 공간 블록으로 일률적으로 정하

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으로 빈 영역을 이용하기 위해 목표 데이터의 크기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5는 목표 공간 블

록을 결정하기 위한 바람직한 일례를 보여준다.

도 5에 따르면, 빈 영역을 인식(S350)한 후, 추가 기록할 목표 데이터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S405)한다. 목표

데이터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큰 크기의 공간 블록을 산출(S420)하여 목표 공간 블록으로 결정(S425)한

다. 목표 데이터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표 데이터보다 큰 크기의 공간 블록이 있는지를 판단(S410)하고, 없

으면 가장 큰 크기의 공간 블록을 산출(S420)하여 이를 목표 공간 블록으로 결정(S425)하고, 있으면 목표 데이터보다 큰

공간 블록 중 가장 작은 공간 블록을 산출(S415)하여 이를 목표 공간 블록으로 결정한다. 또는 본 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추가 기록할 목표 데이터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표 데이터의 크기와 가장 가까운 크기의 공간블록을 산출

하여, 이를 공간 블록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목표 데이터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예컨대, 도 1의 (a)와 같이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 또는 도

1의 (c)와 같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를 디스크에 기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목표 데이터의 크기를 측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컨대, 도 1의 (c)와 같이 방송 데이터를 디스크에 기록하여 녹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방

송 데이터라 하더라도 미리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라 하더

라도 그 크기를 미리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소스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까지 기술한 목표 공간 블록의 결정 과정은 본 발명의 모든 실시예에서 목표 공간 블록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 가능하

다.

(실시예 2)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목표 공간 블록이 꽉 차면 다른 목표 공간 블록을 새로이 결정하여 데이터의 기록을 계속한다는 점에서

실시예 1과 차이가 있다. 그 외에 빈 영역의 인식 및 목표 공간 블록의 결정, 그리고 목표 공간 블록이 꽉 찼을 때 그 목표

공간 블록에 대한 기록을 종료하는 것은 실시예 1과 동일하다.

다만, 본 실시예에서는, 목표 공간 블록이 꽉 찼는지를 판단(S550)한 후, 꽉 찼으면 기록을 종료(S610)하고, 다시 새로운

목표 공간 블록을 결정(S400)하여 기록을 재개한다. 이와 같은 식으로 새로운 목표 공간 블록을 결정하면서 계속해서 기록

을 행하던 중, 데이터를 모두 기록하였거나 사용자가 기록 중지 명령을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S500)

하여 기록을 종료(S620)시킨다.

이 때, 기록 데이터가 비디오 데이터인 경우에 서로 물리적으로 연속하지 않는 공간 블록에 기록된 데이터들은 각각 별개

의 타이틀로 등록된다.

(실시예 3)

본 실시예는 빈 영역 관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광 매체가 로딩되면 빈 영역 정보를 검색하여 독출하고, 빈 영역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빈 영

역 정보를 새로이 생성한다(S700). 생성 또는 독출된 빈 영역 정보는 메모리에 저장(S710)하고, 데이터 삭제 또는 기록이

행해지면(S720), 빈 영역 정보를 갱신(S730)한다. 갱신 된 빈 영역 정보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 취출(eject) 명령이 입

력되면(S740), 빈 영역 정보를 디스크에 기록(S750)한 후, 취출 명령을 실행(S760)한다.

이하에서는 도 8 내지 도 10을 참조하여 빈 영역 정보의 일례와 갱신 과정을 설명한다. 이하에서 설명하는 빈 영역 정보의

일례와 갱신 과정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빈 영역 정보를 이용하고, 이를 갱신하기 위해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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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영역 정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빈 영역 정보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의 (a)는 광 매체의 데이터 영역을 개념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F/S는 파일시스템을, T2, T4 및 T5는 각각 타이틀을,

B1, B2 및 B3는 각각 공간 블록을 나타낸다. 각 경계선 아래에 기재된 숫자는 어드레스를 나타낸다. 이 어드레스는 실제

DVD와 같은 광 매체에서 사용되는 어드레스와는 다르며, 빈 영역 정보의 일례를 설명하기 위해 임의로 정한 어드레스이

다. DVD와 같은 광 매체의 경우에 규격에서 정하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각각의 공간 블록의 위치정

보를 나타낼 수 있다.

도 8의 (b)는 도 8의 (a)의 광 매체에 대한 빈 영역 정보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도 8의 (b)에서의 빈 영역 정보는 각각의

공간 블록(B1,B2,B3)에 대한 시점 어드레스 및 종점 어드레스를 위치정보로서 가지고 있다.

도 8의 (c)는 도 8의 (a)의 광 매체에 대한 빈 영역 정보의 다른 예를 나타낸 것으로서, 각각의 공간 블록(B1,B2,B3)에 대

한 시점 어드레스 및 크기를 위치정보로서 가지고 있다. 아울러, 본 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전술한 빈 영역 정보는 각

각의 공간 블록에 대한 시점 어드레스, 종점 어드레스 및 크기 중에서 적어도 두개이상의 정보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빈 영역 정보의 갱신)

도 9 및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빈 영역 정보의 갱신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9의 (a)는 광 매체의 데이터 영역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F/S는 파일시스템을, T2, T4 및 T5는 유효한 타이틀을, B1,

B2 및 B3는 공간 블록을 나타낸다. 이 때, 빈 영역 정보는 도 10의 (a)와 같다. 도 10의 (a)의 빈 영역 정보는 각각의 공간

블록에 대해 시점 어드레스와 크기를 가지고 있다.

도 9의 (b)는 도 9의 (a)의 광 매체에서 타이틀(T4)을 삭제한 상태를 나타낸다. 공간 블록(B4)은 타이틀(T4)를 삭제함으

로써 생성된다. 그러나, 공간 블록(B4)는 공간 블록(B2)와 접하고 있으므로, 각각 별개의 공간 블록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

나의 공간 블록으로 취급하는 것이 좋다. 도 10의 (b)는 도 9의 (b)에 대한 빈 영역 정보를 보여준다. 새로운 공간 블록(B4)

에 대한 위치정보를 별개로 포함하지 않고, 공간 블록(B2)의 크기 값을 변화시킴으로써 빈 영역 정보를 갱신한다. 즉, 도 9

(b)에서의 B2와 B4는 하나의 B2로 취급된다.

도 9의 (c)는 도 9의 (b)의 광 매체에 새로운 타이틀(T6)을 추가 기록한 상태를 나타낸다. 새로운 타이틀(T6)의 추가 기록

시에, 도 10의 (b)에서 빈 영역 정보를 참조하여 목표 공간 블록을 결정하게 되는데, 본 실시예에서는 가장 큰 크기의 공간

블록(B2)를 목표 공간 블록으로 결정하였다. 새로운 타이틀(T6)는 목표 공간 블록(B2)의 전체 크기보다 크지 않으므로,

기록이 완료된 후에도 기록되지 않은 공간이 남게 된다. 이 경우에는 남은 공간을 빈 영역 정보에 표시하도록 한다. 도 10

(c)는 도 9 (c)에 대한 빈 영역 정보를 보여준다. 도 10 (c)는 시점 어드레스 및 크기 값이 변화된 공간 블록(B2)의 위치정

보를 가진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빈 영역 정보는 데이터의 삭제 및 기록 시마다 갱신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빈 영역

정보는 메모리에 저장되고, 디스크를 취출하거나 파이널라이즈할 때, 또는 사용자의 명령 또는 정기적으로 디스크의 소정

영역에 기록된다. 아울러,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기록된 공간 블록에서의 시점 어드레스를 기록된 데이터

에서의 종점 어드레스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예 4)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을 DVD 기록기기에 적용한 경우의 기록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1 내지 도 13를 참조하여 구체적

으로 설명한다.

도 11을 참조하면, 먼저, 빈 영역을 인식하기 위해 RMA(Recording Management Area)에서 빈 영역 정보를 검색(S810)

한다. 물론, 어느 영역에서 빈 영역 정보를 검색하는가는 어느 영역에 빈 영역 정보를 저장하는가에 의존한다. 어느 영역에

빈 영역 정보를 저장하는가는 선택의 문제이고, 어느 영역이 더 효율적이거나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영역(Data

Area) 중 빈 영역 또는 그 외에 규격에서 규정한 영역 중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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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영역 정보를 검색하여 빈 영역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S811)한다.

빈 영역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TOC 또는 파일시스템으로부터 공간 블록을 산출(S813)하여, 이를 바탕

으로 빈 영역 정보를 작성(S814)한 후, 메모리에 저장(S815)한다.

물론, 빈 영역 정보가 존재하면, 이를 독출(S812)하여, 메모리에 저장(S815)한다.

빈 영역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한 후에는 삭제 및 기록 명령이 입력된 때마다 이 빈 영역 정보를 갱신한다.

먼저, 삭제 명령이 입력된 때(S820), 선택된 타이틀을 삭제(S821)하고 빈 영역 정보를 갱신한다. 빈 영역 정보를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술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도 12를 참조하면, 기록 명령이 입력(S830)되면, 목표 공간 블록을 결정(S831)한다. 기록 명령이 입력된 때라 함은, 상세

하게는 추가 기록 명령이 입력된 때를 의미한다. 목표 공간 블록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술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설

명은 생략한다. 목표 공간 블록이 결정되면 기록을 시작(S832)하여, 기록이 완료되었는지를 판단(S833)한다. 기록이 완료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간 블록이 꽉 찼는지를 판단(S834)한다. 기록이 완료되지 않고 공간 블록이 꽉 차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을 계속하지만, 기록이 완료되거나 공간 블록이 꽉 차면 기록을 종료(S835)시킨다. 기록이 완료된 경우라 함은, 기록

할 데이터를 모두 기록하였거나, 소정 명령에 따라 기록이 중지된 경우를 의미한다. 기록이 종료되면 파일 시스템을 갱신

(S836)하여, 추가 기록된 데이터를 유효한 데이터로 등록하고, 빈 영역 정보를 갱신(S837)한다. 빈 영역 정보의 갱신에 대

해서는 상술한 바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한정될 필요는 없지만, 추가 기록되는 데이터가 비디오 데이터인

경우에 본 발명의 이용성이 더욱 커진다. 비디오 데이터인 경우 재생 호환을 위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

다. 특히, 방송 데이터를 수신하여 녹화하는 경우에는 본 발명의 이용성이 더욱 더 커진다.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방송 데

이터를 추가 기록하는 경우에, 본 발명에 의하면, 빈 영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잃어

버릴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도 13을 참조하면, 디스크 취출 명령/파이널라이즈 명령/사용자의 기록명령이 입력(S840)되면, 빈 영역 정보를 RMA에 기

록(S841)한다. 물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반드시 RMA에 기록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의 사용자의 기록명령이란 빈 영

역 정보를 디스크에 기록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실시예 5)

본 실시예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공간 블록에 추가 기록을 행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 도 1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먼저, 기록 명령을 수신(S1000)하면, 빈 영역 정보를 출력(S2000)한다. 사용자로부터 목표 공간 블록

의 선택신호를 입력받으면(S3000), 선택된 목표 공간 블록에 데이터를 기록(S4000)한다. 여기서는 기록 명령을 수신

(S1000)한 후 빈 영역 정보를 출력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빈 영역 정보의 출력 명령을 수신하여 이를 출력하고, 목표 공간

블록의 선택신호를 수신한 후, 사용자로부터 기록 명령을 입력받아 기록을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실시예에서 그 순서

는 한정되어 해석되지 않는다.

나아가, 데이터의 기록은 상술한 실시예들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기록이 종료되면, 기록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출력한다.

사용자로부터 복수의 공간 블록을 선택받으면, 선택된 복수의 공간 블록에 대해 순차적으로 기록을 행하고, 복수의 공간

블록이 모두 꽉 차면 기록을 종료시킨다.

기록 전 또는 후에 사용자로부터 제목을 입력받는 것도 좋다. 이 때, 복수의 공간 블록에 대해 하나의 제목을 입력받으면,

예컨대 '제목 1''제목 2'와 같이 각 공간 블록에 기록되는 데이터에 대해 순서대로 번호를 추가하여 제목을 부여한다.

(변형예 1)

본 변형예에 의한 기록제어방법은, 추가 기록 명령이 입력되면, 데이터를 기록할 임의의 공간 블록을 검지하여 기록을 행

하고, 추가 기록 중에 해당 공간 블록이 꽉 차면 기록을 종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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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형예에서는, 도 15를 참조하면, 기록 명령을 수신(S910)하고, 공간 블록을 검지(S920)하는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기

록을 행하는 단계들(S930,S941,S950,S960)은 실시예 1과 동일하다. 즉, 본 변형예에 따른 기록제어방법은, 광 매체에 존

재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간 블록 중 어느 하나를 검지하여 추가 기록을 행한다. 물론, 공간 블록이 없는 경우에는 추

가 기록을 행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추가 기록을 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간 블록이 꽉 찼는지 여부는, 미리 공간 블록의 종점 어드레스를 검지하거나, 바로 다음의 유효한 데이터의 시점 어드레

스를 검지하여, 현재 기록 중인 어드레스와 비교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변형예 2)

본 변형예에 의한 기록제어방법은, 도 16을 참조하면, 추가 기록 명령이 입력(S910)되면, 데이터를 기록할 임의의 공간 블

록을 검지(S920)하여 기록을 시작(S930)한다. 이 후의 단계들(S940,S950,S962,S965)은 실시예 2와 동일한다. 즉, 추가

기록 중에 해당 공간 블록이 꽉 차면 기록을 종료시킨 후, 다른 공간 블록을 검지하여 기록을 행한다.

바람직하게는 추가 데이터를 모두 기록하거나, 사용자가 기록을 중지시키거나, 공간 블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

지, 공간 블록을 검지하여 기록을 행하는 과정을 되풀이 한다.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발명은 재기록 가능한 광 매체에 데이터를 추가 기록할 때, 특히 비디오 데이터를 추가 기록할

때, 나아가 방송 데이터를 추가 기록할 때, 이용성이 매우 높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가지고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시예에

관한 설명 및 도면에 의해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정해져서는 안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르면, 광 매체의 빈 영역을 관리하여, 추가 기록 시에 이미 기록된 데이터를 보존하면서 빈 영역을

활용하여 기록함으로써, 기록 효율을 높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재기록 가능한 광 매체에 데이터를 추가 기록하기 위한 기록제어방법으로서,

물리적으로 연속하여 유효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공간 블록을 포함하는 빈 영역을 인식하는 단계;

상기 공간 블록 중 목표 데이터를 추가 기록할 목표 공간 블록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목표 공간 블록에 상기 목표 데이터의 기록을 시작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목표 데이터의 기록 중에 상기 목표 공간 블록이 꽉 차면, 기록을 종료시키는 기록제어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식하는 단계가, 상기 공간 블록 각각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가지는 빈 영역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빈 영역을 인식하는

단계인 기록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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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빈 영역 정보가, 상기 광 매체에 미리 저장되어 있거나, 상기 광 매체에 기록된 재생 제어 정보로부터 상기 공간 블록

각각에 대한 위치 정보를 산출함으로써 생성되는 기록제어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하는 단계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선택신호에 의해 목표 공간 블록을 결정하는 단계인 기록제어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하는 단계가,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목표 공간 블록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단계인 기록제어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하는 단계가, 가장 큰 크기의 공간 블록을 목표 공간 블록으로 결정하는 단계인 기록제어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목표 데이터보다 큰 크기의 공간 블록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목표 데이터보다 큰 공간 블록 중

가장 작은 공간 블록을 산출하고, 상기 목표 데이터보다 큰 크기의 공간 블록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공간 블록 중 가장 큰

공간 블록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제어방법.

청구항 8.

재기록 가능한 광 매체에 데이터를 추가 기록하기 위한 기록제어방법으로서,

물리적으로 연속하여 유효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공간 블록을 포함하는 빈 영역을 인식하는 단계;

상기 공간 블록 중 목표 데이터를 추가 기록할 목표 공간 블록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목표 공간 블록에 상기 목표 데이터의 기록을 시작하는 단계;

상기 목표 데이터의 기록 중에 상기 목표 공간 블록이 꽉 차면, 기록을 종료시키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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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표 공간 블록이 꽉 차서 기록을 종료시킨 경우에, 새로운 목표 공간 블록을 결정하여 기록을 계속하기 위해, 상기

결정하는 단계, 상기 시작하는 단계 및 상기 종료시키는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목표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되거나, 종료 명령을 수신하거나, 공간 블럭이 꽉 찬 경우에 기록을 종료시키는 기록제어

방법.

청구항 9.

재기록 가능한 광 매체에 데이터를 추가 기록하기 위한 빈 영역 관리방법으로서,

공간 블록의 위치정보를 가지는 빈 영역 정보를 생성/독출하는 단계;

데이터의 기록 및 삭제 시마다 상기 빈 영역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 및

소정의 명령이 입력되면 상기 빈 영역 정보를 상기 광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빈 영역 관리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공간 블록의 위치정보는 상기 공간 블록의 시점 어드레스 및 종점 어드레스, 또는 ,상기 공간 블록의 시점 어드레스

및 크기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되는 빈 영역 관리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하는 단계가,

데이터의 기록 시, 상기 데이터가 기록된 공간 블록의 시점 어드레스를 상기 기록된 데이터의 종점 어드레스로 변경하고,

데이터의 삭제 시, 상기 삭제된 데이터의 시점 어드레스 및 종점 어드레스를 가지고 새로운 공간 블록의 위치정보를 추가

한 후, 상기 공간 블록과 연속하는 다른 공간 블록이 존재하는 경우에 하나의 공간블록으로 병합하여 재조정하는 단계인

빈 영역 관리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명령은 광 매체 취출 명령인 빈 영역 관리방법.

청구항 13.

재기록 가능한 광 디스크에 타이틀을 추가 기록하기 위한 기록제어방법으로서,

상기 광 디스크로부터 공간 블록의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빈 영역 정보를 독출하는 단계;

기록 명령이 입력되면, 상기 빈 영역 정보를 참조하여 타이틀을 추가 기록할 목표 공간 블록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목표 공간 블록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기록을 시작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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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력되는 데이터를 모두 기록하거나, 상기 목표 공간 블록이 꽉 차면, 기록을 종료시키는 단계; 및

상기 기록된 데이터를 유효한 타이틀로서 등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록제어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빈 영역 정보를 독출할 수 없는 경우에, 상기 광 디스크의 재생 제어 정보를 이용하여 빈 영역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기록제어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 제어 정보가 파일시스템을 포함하는 기록제어방법.

청구항 16.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하는 단계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선택신호에 의해 목표 공간 블록을 결정하는 단계인 기록제어방법.

청구항 17.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하는 단계가,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목표 공간 블록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단계인 기록제어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하는 단계가, 가장 큰 크기의 공간 블록을 목표 공간 블록으로 결정하는 단계인 기록제어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하는 단계가, 상기 추가 기록할 데이터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기 데이터의 크기와 가장 가까운 크

기의 공간 블록을 선택하고, 상기 추가 기록할 데이터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큰 크기의 공간 블록을 선택

하는 단계인 기록제어방법.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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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항에 있어서,

기록 및 삭제가 완료될 때마다, 상기 빈 영역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기록제어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빈 영역 정보는, 각각의 공간 블록에 대한 시점 어드레스, 종점 어드레스 및 크기 중 적어도 둘 이상의 정보를 가지는

기록제어방법.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소정 명령에 따라 상기 빈 영역 정보를 상기 광 디스크에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기록제어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명령은 취출(eject) 명령을 포함하는 기록제어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빈 영역 정보는 상기 광 디스크에 기록된 타이틀 중 마지막 타이틀 다음에 기록되는 기록제어방법.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빈 영역 정보는 상기 광 디스크의 레코딩 매니지먼트 영역(Recording Management Area)에 기록되는 기록제어방

법.

청구항 26.

재기록 가능한 광 매체에 데이터를 추가 기록하는 기록제어방법으로서,

사용자의 요청 신호에 따라, 빈 영역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

목표 데이터를 추가 기록할 공간 블록의 선택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공간 블록에 상기 목표 데이터를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록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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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공간 블록이 복수 개 선택되면, 상기 기록하는 단계는, 상기 복수의 공간 블록에 순차적으로 상기 목표 데이터를 기록

하는 단계인 기록제어방법.

청구항 28.

재기록 가능한 광 매체에 데이터를 추가 기록하는 기록제어방법으로서,

기록 명령을 수신하면, 상기 광 매체에서 임의의 공간 블록을 검지하여 입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공간 블록에 기록하고, 기

록이 완료되기 전에 상기 공간 블록이 꽉 차면, 기록을 종료시키는 기록제어방법.

청구항 29.

재기록 가능한 광 매체에 데이터를 추가 기록하는 기록제어방법으로서,

기록 명령을 수신하면, 상기 광 매체에서 임의의 공간 블록을 검지하여 입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공간 블록에 기록하고, 기

록이 완료되기 전에 상기 공간 블록이 꽉 차면, 기록을 종료시킨 후, 새로운 공간 블록을 검지하여 기록을 계속하는 기록제

어방법.

청구항 30.

재기록 가능한 광 매체에 타이틀을 추가 기록하는 기록제어방법으로서,

기록 명령을 수신하면, 상기 광 매체에서 빈 영역을 검지하여 입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빈 영역에 기록하고, 상기 빈 영역을

구성하는 각각의 공간 블록에 기록된 데이터를 각각의 타이틀로서 등록하는 기록제어방법.

도면

등록특허 10-0555945

- 14 -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555945

- 15 -



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555945

- 16 -



도면5

도면6

등록특허 10-0555945

- 17 -



도면7

도면8

등록특허 10-0555945

- 18 -



도면9

도면10

등록특허 10-0555945

- 19 -



도면11

도면12

등록특허 10-0555945

- 20 -



도면13

도면14

도면15

등록특허 10-0555945

- 21 -



도면16

도면17

등록특허 10-0555945

- 22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색인어 1
명세서 1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3
  발명의 구성 및 작용 3
  발명의 효과 9
청구의 범위 9
도면 14
 도면1 15
 도면2 15
 도면3 16
 도면4 16
 도면5 17
 도면6 17
 도면7 18
 도면8 18
 도면9 19
 도면10 19
 도면11 20
 도면12 20
 도면13 21
 도면14 21
 도면15 21
 도면16 22
 도면17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