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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발명은 호환되지 않는 서로 다른 포맷을 가지는 디스크를 기록재생 함에 있어서 최적의 통합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특히 본발명은 DVD-RAM규격 디스크와 DVD-RW규격 디스크를 모두 기록재생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이한 제어정보영역을 가지는 복수의 제1,2 디스크를 기록재생하는 장치

에 있어서, 디스크로부터 광신호를 검출하거나, 정보를 기록하는 픽업부와, 상기 픽업부에서 검출된 신호로부터 디스크종

류를 판별하고, 이에따라 기록재생을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픽업부에 의해 검출된 신호로부터 제1,2 디스크의 데이타

를 독취하고 디스크내의 제어정보영역에 존재하는 제어정보를 검출하는 신호처리부와, 상기 검출된 제어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타의 처리하는 데이타처리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같은 본발명의 광디스크 기록재생장치는 서로 상이한 규

격을 가지는 디스크에 대해 모두 기록재생가능한 최적의 통합시스템을 제공함으로서 사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 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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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상이한 제어정보영역을 가지는 복수의 제 1 및 2 기록매체를 기록재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광신호를 검출하거나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픽업부와,

상기 픽업부에서 검출된 신호로부터 기록매체의 종류를 판별하고, 이에따라 기록재생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와,

상기 픽업부에 의해 검출된 신호로부터 제 1 및 2 기록매체의 데이타를 독취하고, 상기 기록매체의 데이터 영역에 대한 제

어정보를 검출하기 위한 신호처리부와,

상기 검출된 제어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타의 처리를 위한 데이타처리부를 포함하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2.

DVD-RAM규격을 만족하는 디스크와 DVD-RW규격을 만족하는 디스크를 모두 기록재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DVD-RAM과 DVD-RW 디스크내에 존재하는 데이터 및 상기 데이터의 제어정보를 독출하고, 서보에러 신호를 생성하는

제1반도체칩과,

상기 독출된 제어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타를 디코딩 및 인코딩하는 제2반도체칩과,

상기 제1반도체칩으로부터 생성된 서보에러 신호를 이용하여 서보제어를 수행하는 제3반도체칩과,

디스크의 종류를 판별하고, 상기 제1,2 및 3반도체칩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4반도체칩을 포함하는 기록재생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발명은 서로 다른 포맷을 가지는 고밀도 디스크를 기록재생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기록매체의 기술은 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타를 재생하는 기술에서 현재는 자유롭게 디스크에 데이타를 반복적으로 기록하

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위해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재기록가능한 디스크가 소개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기록밀도

를 높이기 위해 디스크 트랙을 랜드와그루브(Land/Groove 또는 산과골, 이하 랜드와그루브로 칭함)로 구분하고 그 각각

의 트랙에 또는 그중 일부의 트랙에 데이타를 기록하는 방식이 있다(예를들어 DVD-RAM, DVD-R/RW등)

도1은 상기와 같은 랜드/그루브 트랙구조를 가지는 디스크의 일예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픽업(미도시)으로부터 광빔의 입

사받는 쪽으로 돌출된 트랙을 그루브트랙(12)이라 하고 그루브트랙과 교대로 위치하고 입사 광빔으로부터 함몰된 트랙을

랜드트랙(13)이라 한다. 따라서 그루브트랙과 랜드트랙은 일정 높이차(d)를 가진다. 또한 각 트랙간의 간격(TP)은 디스크

종류마다 상이하며 보통 1um이내의 매우 조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도2는 고밀도 디스크중의 일례로 랜드와 그루브 트랙에 모두 데이타를 기록하는 디스크의 경우로서 데이타가 기록되는 섹

타영역을 구분하는 헤드영역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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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를 참조하면, 먼저 각 트랙은 복수개의 데이타영역인 섹터(sector)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섹터의 사이에는 섹터 위치정보

및 제어정보를 포함하는 프리포맷된(Pre-format) 헤드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헤드영역은 데이타를 기록할 수 없는 영

역으로서, 기록재생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의 정보를 얻는데 이용되며 디스크 제작업자가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이

다.

상기와 같은 헤드영역은 크게보면 두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동일 트랙내의 섹터사이에 위치하는 헤드영역(18)

(이하 '트랙내 헤드영역'이라 함)이고 다른하나는 랜드트랙의 마지막 섹터(14)와 그루브트랙의 첫번째 섹터(15)의 사이에

존재하는 헤드영역(19)(이하 '트랙간 헤드영역'이라 함)이다. 광기록재생기의 시스템은 트랙내 헤드영역으로부터 현재 위

치의 트랙종류를 판별할 수 있고, 트랙간 헤드영역으로부터 트랙이 절환됨을 알 수 있게 되어. 변경되는 트랙에 맞는 서보

를 수행하게 된다.

도3은 도2의 A,B부분을 상세히 도시한 것이다. 헤드영역은 트랙센타를 중심으로 위상이 반전되어 배치된 제1헤드필드

(191)와 제2헤드필드(192)를 가진다. 여기서 랜드트랙에서 그루브트랙으로 절환되는 헤드영역은 제1헤드필드가 트랙센

타보다 높은 위치에서 먼저 검출되고 제2헤드필드는 트랙센타보다 낮은 위치에서 뒤에 검출된다.

도4는 고밀도 디스크중의 일례로 랜드와 그루브 트랙중 그루브 트랙에만 데이타를 기록하는 디스크의 경우로서 데이타가

기록되지 않는 랜드 트랙의 일정영역에는 프리-피트(Pre-Pit. 이하 LPP)형태로 제어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광빔은 그루브 트랙을 따라 제어되며, 데이타는 그루브 트랙에만 기록되어지고 LPP정보는 데이타 영역의 제어정

보(예를들어 데이타영역의 어드레스 정보) 제공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종래 다양하게 존재하는 고밀도 디스크를 모두 기록재생 가능한 장치가 제공되어 있지 않고, 상호 디스크간에 호

환성이 성립되지도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특정의 디스크규격에 적당한 기록재생장치를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

긴다.

따라서 본발명은 호환되지 않는 서로 다른 포맷을 가지는 디스크를 기록재생 함에 있어서 최적의 통합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발명은 데이타영역외에 제어정보가 디스크의 특정영역에 순차적으로 제공된 호환되지 않는 서로 다른 포맷을 가지

는 디스크를 모두 기록재생 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발명은 DVD-RAM규격 디스크와 DVD-RW규격 디스크를 모두 기록재생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본발명은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이한 제어정보영역을 가지는 복수의 제1,2 디스크를 기록재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디스크로부터 광신호를 검출하거나, 정보를 기록하는 픽업부와, 상기 픽업부에서 검출된 신호로부터 디스크종류를 판별하

고, 이에따라 기록재생을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픽업부에 의해 검출된 신호로부터 제1,2 디스크의 데이타를 독취하고

디스크내의 제어정보영역에 존재하는 제어정보를 검출하는 신호처리부와, 상기 검출된 제어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타의 처

리하는 데이타처리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발명은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해 DVD-RAM규격을 만족하는 디스크와 DVD-RW규격을 만족하는 디스크를 모두 기

록재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DVD-RAM과 DVD-RW 디스크내에 존재하는 제어정보 및 데이타를 독취하고, 서보에러 신호

를 생성하는 제1반도체칩과, 상기 독출된 제어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타를 디코딩 및 인코딩하는 제2반도체칩과, 상기 제1

반도체칩으로부터 생성된 서보에러 신호를 이용하여 서보제어를 수행하는 제3반도체칩과, 디스크의 종류를 판별하고 상

기 제1,2,3반도체칩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4반도체칩을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제5도를 이용하여 설명하되, 상이한 규격의 디스크는 각각 DVD-RAM과 DVD-RW의 경우

를 예로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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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픽업부

픽업부는 PD로부터 신호를 검출 하여 증폭하는 증폭수단을 구비하고 이는 기록 및 재생시에 적당히 게인(Gain)을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LD를 기록 및 재생에 따라 적당한 control 가능한 LD Driver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기타 제어에

필요한 요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신호처리부

신호처리부에서 요구되는 Block은 픽업부의 구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설명은 전통적인 비점수차 방식의 4분 할

PD(Photo detector)의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4분할 PD는 널리 알려진 PD의 구조로서 PD를 4분할하여 각각

분할된 영역(보통 이를 A,B,C,D 영역이라 함)으로부터 신호를 읽어들여 이를 이용하여 데이타처리 및 각종 서보제어신호

생성에 이용하는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2-1) RF 신호 생성 Block

이 Block에서는 픽업부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로부터 RF신호를 생성하는 Block으로 픽업부의 구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

다. RF신호는 Main PD의 합으로 구성 된다. 즉, 일반적으로 RF = A + B + C + D로 검출되며 신호처리부에서는 RF를 생

성하기 위해서 이들 합 신호를 기준으로 재생 배속에 맞추어서 EQ를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PLL을 수행할 수 있다. 만

일 PLL이 데이타처리부에 있는 경우에는 RF신호 생성에 필요한 신호를 데이타처리부로부터 Feedback 받을 수 있다. 이

를 흔히 Jitter Feedback이라 하여 재생시 Jitter가 가장 잘 나오는 방향으로 PLL을 걸기 위함이다. 또한 이 RF신호 처리

Block은 순수 analog회로로 구성 될 수도 있으나 구성에 따라서는 Digital 처리부를 포함하여 구성 될 수 있다. 결국 이 RF

신호 처리 Block은 speed에 따라서 디스크로부터 읽어낸 정보를 가장 Decoding하기 유리한 RF신호를 생성 함에 있다.

2-2) DVD-RAM Header 처리 Block

DVD-RAM은 Header를 갖고 ZCLV(Zone Constant linear Velocity)로 데이터를 Land 및 Groove에 모두 기록 재생 할

수 있는 Disc 규격이다. DVD-RAM 디스크를 기록 재생 하는 경우 DVD-RAM 규격에 제시된 바와 같이 Address 정보를

포함하는 Header가 존재 하며 이 정보를 재생 하기 위해 Header영역을 적절히 처리 할 필요가 있다. 즉, 이 Block에서

DVD-RAM을 재생하기 위해서 Header 구간을 표시하는 Window신호를 생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RF신호에 적절히

Header영역의 RF신호를 삽입하여 처리 할 필요가 있다. ( DVD-RAM 1.0에서는 Push pull신호로부터, 2.0이상에서는

Main RF를 이용하여 Address 정보를 읽어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Header영역에서는 신호처리부 자체 또는 데

이타처리부의 도움으로 DVD-RAM의 Header영역을 나타내는 Window신호를 생성하여 Header부의 RF신호 생성,

Servo Error의 신호처리(Servo error Hold, Wobble mask, Land Groove 절환, Header의 위상이 바뀜)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2-3) DVD-R/RW LPP 처리부

DVD-R/RW의 경우에는 DVD-RAM과 같이 Header를 따로 갖고 Address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Groove만 기록할 수

있는 구조로서 미기록 위치인 Land에 Pre-pit 구조를 두어 (이하 LPP) 정해진 규격에 따라 Address를 제공하고 있다.

LPP처리 Block의 경우에 Main Push-pull신호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Push pull신호로부터 적정한 신호처리 Block을

거처 LPP Data를 생성 하여 LPP Decoder에 보내서 DVD-R/RW의 신호 처리를 하도록 한다.

2-4) Wobble 신호 생성부

Wobble신호 생성부에서는 DVD 및 CD기록용 디스크에 성형되어 있는 Wobble 정보로부터 적정한 Band Pass Filter를

구성하여 Wobble신호를 생성하는 Block이다. CD기록용 디스크의 경우에는 중심주파수가 22.05 KHz인 신호를 디스크에

FM변조하여 Address정보를 기록하고 있다(1배속). 따라서 이 Wobble신호를 검출 할 수 있도록 적정한 BPF가 필요한 것

이다. 또한 DVD-RAM은 157KHz(2.6GB), 314KHz(4.7GB), DVD-R/RW(4.7GB : 약140.6KHz)의 동일 주파수가 성형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합당한 BPF가 필요하다. 이 Wobble신호는 기록시 spindle제어나, 기록시 사용하는 Clock 생성시 사

용 할 수 있다.

2-5) Servo Error 생성부 및 기타 Control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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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o error 생성부는 픽업부로부터 검출되는 신호로부터 픽업부의 검출 특성에 맞도록 트랙킹에러(TE), 포커스에러

(FE), 틸트에러(Tilt error), 트랙센타 에러(TC;Track Center error)등을 검출하는 Block이다. 일예로 비점수차의 경우에

는 4분할 PD로부터 다음과 같이 servo error를 생성할 수 있다. FE = (A+C) - (B+D), TE = (A+D) - (B+C), TC 는 픽

업부 구성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MPP(Main Push-Pull)신호의 LPF 성분을 이용할 수 있음. 또한 Tilt 검출수단을

이용하여 Tilt제어에 필요한 에러신호를 생성 한다. 기타 control신호로는 Defect 신호처리, Off Track 신호처리등이 있

을 수 있다. 한편 CD의 경우에는 기록 및 재생시 안정된 Servo error를 생성하는 Block이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 즉 현재

CD 기록기에서 사용되는 error sample/hold 회로등을 구비 한 것으로 한다.

3) 서보제어부

서보제어부는 신호처리부로부터 Servo error 및 기타 Control 신호와 데이타처리부로부터 받는 Data PLL및 Wobble등으

로부터 얻어지는 Spindle 제어신호와 DVD-RAM의 경우에 출력되는 Header Window신호등을 이용하여 각 servo

channel마다 적절한 제어기를 구성하여 모터 및 Actuator제어기(서보 드라이브부)를 구동하여 픽업부로부터 신호를 안정

되게 독출하고 기록시에도 안정된 기록을 수행하도록 하는 Block이다. 예를들면 DVD-RAM의 경우에 Header부분에 대

한 각종 Servo error를 Hold 하거나 Servo게인을 조절할 수도 있다. 이 서보제어부에서 특히 구동하는 Block으로는

Focus, Tracking, Sled, Tilt, 그리고 Spindle의 경우이다. 또한 구성에 따라서는 LD의 구동을 안정되게 가져갈 수 있도록

LD에 대한 feedback control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본 시스템 구성에서는 LD제어부는 Laser Power 구동부에서 제어 하

는 것으로 한다.

서보드라이브부는 서보제어부의 제어를 받아 실제로 Motor나 Actuator를 구동 한다.

4) 데이타 처리부

4-1) Decoder 처리 Block

이 Decoder 처리 Block은 신호처리부로부터 입력되는 정보로부터 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Block으로서 PLL

처리 부가 신호처리부에 있는 경우에는 PLL Block없이 PLL이 걸린 데이타 및 Clock로부터 데이타를 복원하여 ECC

(Error Correction Code) 및 EDC(Error Detection Code)를 수행하여 Host에서 원하는 데이타를 생성하여 Buffering 한

Block이다. 신호처리부에 PLL이 없는 경우에는 데이타 PLL을 수행하고 필요한 정보를(예를들면 Jitter양) 신호처리부에

feedback 하여 RF로부터 데이타 재생이 최적이 되도록 한다. 이때 DVD-RAM의 Header인 경우에는 Header Window를

생성하는 Header decoder부로부터 Header에 실려있는 Address 정보를 Decoding한 다음 재생 데이타를 Decoding하여

Buffer에 데이타를 쌓아 두게 된다. DVD-R/RW의 재생의 경우에는 DVD-ROM과 동일하게 Data decoding을 통해

Address및 유효 Data를 처리하게 된다. 실제로 DVD계 Data를 재생하는 경우에 순수 Decoder처리부는 그 처리방법이 동

일하게 된다. CD계 디스크의 경우는 ECC및 EDC방법이 DVD계와 다르므로 CD에 맞도록 구성된 Decoder Block을 통하

여 Data Decoding이 수행되고 Audio의 경우는 EDC를 수행하기 전 Data stream을 Digital 또는 Analog를 출력하여

Audio 처리를 통하여 재생을 수행하게 된다.

4-2) DVD-RAM Header decoder부

이 Block은 DVD-RAM의 경우에 Header 영역으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이용하여 신호처리부의 DVD-RAM Header 처

리부로부터 입력 되는 신호와 Decoder에 입력되는 RF신호 그리고 Wobble신호에 의한 PLL clock등으로부터 Header

Window신호와 RF 신호처리 Control신호 및 Header Address를 생성하는 Block이다. 이 신호는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Physical Address로서 Encoding Block등에 feedback하여 기록시 Data Encoding에 적용되고 있다.

4-3) LPP 처리 Block

DVD-R/RW의 경우에 있어서 RF신호처리부의 LPP 처리 부에서 적절한 신호 처리를 통해 입력된 LPP Data를 Decoding

하는 Block이다. DVD-RAM Header와 달리 입력되는 Data의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규격에 정해진 대로 Decoding함으로

써 Disc로부터 Physical Data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 Physical data는 Data Encoding시 Encoder Block에

feedback하여 기록시 Data Encoding에 사용 되고 있다.

4-4) Wobble 처리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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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ck은 신호처리부에서 Disc의 종류에 따라 처리된 Wobble data가 입력 된다. DVD-RAM과 DVD-R/RW의 경우에

동일 주파수가 입력(DVD-RAM : 157KHz, DVD-R/RW : 140.6KHz , 1배속의 경우)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Wobble PLL

을 걸고 이를 이용하여 spindle제어에 필요한 신호생성과 기록시 Write channel clock를 생성하는데 사용 할 수 있다.

DVD-RAM의 경우에는 Header의 경우에 Wobble Data가 왜곡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 PLL을 거는 경우에 Holding할

필요가 있다. 또한 DVD-RAM의 경우에 Data Decoding Block의 Data PLL을 걸 때 이 Wobble clock를 이용 할 수도 있

다.

4-5) Encoder처리 Block

Encoder 처리 Block은 Host로부터 받은 Data를 Disc 규격에 따라 Encoding을 수행하는 Block이다. DVD의 경우에는

Error정정을 위한 code등을 추가하여 Encoding 한 후 8to16 Modulation을 수행하여 Write Pulse 생성부로 보내게 된다.

DVD-RAM의 경우에는 Header영역에는 기록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도 수행하게 된다. 한편 CD의

경우에도 Host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Wobble처리 부에서 처리된 Address를 추가하여 에러 정정 코드를 추가하여 data

를 Encoding하게 된다. CD의 경우는 8to14 modulation을 수행하여 Write pulse 생성부인 Write strategy로 보낸다.

Encoding시에 사용하는 Write channel clock은 고정 clock 또는 Wobble PLL에 의한 Write channel clock를 사용한다.

4-6) Write strategy 처리부

이 Block은 기록시 LD 구동을 위한 Write pulse 생성을 주로 하는 Block으로서 기록시 Peak pulse, erase pulse, bias

pulse등 각 기록 미디어의 Write strategy에 따라 LD 구동 pulse를 생성하며 미세 Pulse duration을 조절하거나 또는

adaptive pulse 생성을 하는 Block이다. 또한 기록시 servo error, RF의 생성 게인을 조절하기위한 control 신호도 생성

하며, CD기록의 경우처럼, servo error 및 RF의 sample/hold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 control 신호를 생성한다.

4-7) Host I/F 처리부

이 Block은 PC 즉, Host로부터 IDE bus나 SCSI bus를 통하여 command 및 data를 받아서 System이 PC의 요구에 따라

잘 동작하도록 하는 Interface block이다.

5) Laser Poser Control부

이 Block은 Encoder의 Write Pulse및 control 신호로부터 기록시에는 LD가 최적 Power를 출력하도록 control(OPC)하

고, 또한 최적 기록을 수행 할 수 있도록 R-OPC를 수행하는 Block이다. 또한 기록시 이상상태등을 검출하며 Disc종류에

따라 LD의 종류를 구별하여 구동한다. 그리고 디스크 규격에 따라서 적절하게 LD를 구동하도록 신호 처리를 하는 Block

이다 (즉, ALPC, OPC, R-OPC 수행 )

6) 제어부(System controller)

System controller는 상기 부품을 관장하여 제어 하면서 각 부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기록 및 재생을 제어하고,

Loading Motor를 구동하여 Tray을 제어하고, User의 입력 Key등을 처리하고 디스플레이 장치등을 구동한다.

상기 본발명의 전체시스템에 대한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System 전원 공급 장치는 System에서 요구되는 각 부품에 전원을 공급한다.

System controller는 전원이 공급되면서 controller 의 Reset에 따라 System에 적합하도록 각 부품의 초기화를 수행하

고 Controller에 구현된 F/W에 따라 동작을 수행한다.

최초에는 Servo에 필요한 초기 Reference에 따라 각 Servo channel의 Offset을 상쇄한다.

그리고 RF신호의 입력없이 수행되는 초기화 요소를 초기화한다. 예를들면 Sled이동에 관한 요인을 초기화 한다든가, 또는

대물렌즈의 위치를 초기화 위치에 위치시키거나, System의 초기 진단을 수행한다.

다음에 LD를 켜고 LD controller에 관한 초기화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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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search를 수행하여 Disc의 유무를 판별하고, 또한 Disc의 종류를 판별하여 Disc 종류에 따라 적정 Laser Power

및 Focus Servo 제어기를 선정하여 Focus Servo를 수행한다. 디스크 판별의 경우에 있어서 픽업부로부터 입력되는 신호

로부터 판별을 수행하는데 그 방법은 다양하게 적용 할 수 있다. 디스크 판별이 완료된 후에는 System의 각 부품을 판별된

디스크에 따라 초기화 Value를 바꾸어 setting 한다.

Focus Servo 수행시에 Focus에 관련된 초기화를 수행하는 데 이때 Focus offset, Focus Balance등을 수행하여 안정된

Focus servo가 수행되도록 한다. 만일 디스크 판별의 에러로 인하여 Focus servo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상기 단계를 다시

수행하여 검증 하도록 한다.

또한 상기 디스크 판별의 경우에 디스크 모터 (Spindle Motor)을 회전 시키면서 수행될 수도 있다. Focus servo가 수행되

는 경우에는 디스크 모터가 대물렌즈의 초기화 위치에 맞추어 적정 Speed로 회전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Disc로부

터 디스크 모터에 대한 회전정보를 얻을 수 없음으로 디스크 모터 자체에서 생성되는 회전에 대한 정보인 FG를 사용하여

제어한다.

Focus servo가 안정된 후에는 Tracking에 대한 초기화를 수행한다. 즉, Tracking offset제거, Tracking balance를 조정

하고 gain을 조절하여 서보제어부에서 요구되는 사항으로 초기화한다. 이때 Focus servo는 on 상태이고 Track servo는

off 상태 이다. 이때 디스크의 종류에 따라 Track error 생성방법이 다르므로 그 생성방법에 따른다. 예를들면 DVD-RAM

의 경우에는 Main beam Push-Pull , DVD-ROM의 경우에는 DPD법 등이다. 또한 이는 픽업부의 구성 방법에 따라 그 생

성방식 이 달라 질 수 있다.

Focus servo 및 Tracking servo가 안정된 후에는 Spindle servo를 제어하여 원하는 speed로 안정화 한다. 이때 제어요

인으로 디스크로부터 spindle 제어정보를 사용하거나, FG에 의한 제어정보를 사용한다. 디스크로부터 입력 되는 제어정보

는 CD계, DVD-ROM/R/RW의 경우에는 데이다 Decoding에 따라 검출되는 신호를 사용하고 DVD-RAM및 미기록

DVD-R/RW의 경우에는 Wobble신호로부터 생성하여 제어될 수 있다.

상기 초기 Servo 요인이 안정된 경우에는 Normal servo 즉 Track을 추종하면서 Tilt에 대한 제어요인을 초기화하고 제어

를 수행한다.

상기 초기 Servo가 안정된 후 디스크로부터 디스크 고유정보를 Lead in area로부터 추출하고 디스크 종류 판별에 대한 검

증을 수행하여 정확한 디스크 정보를 기초로 하여 모든 부품의 제어 Factor를 안정화 시킨다.

상기 초기화 과정이나 이후 진행 과정 중에 Host로부터 전달 되는 정보는 데이타처리부의 Host I/F Block에서 처리 되어,

제어부(System controller)에게 알려 주고 필요한 처리를 하도록 한다. 필요한 처리란 Data를 재생하기위해 Seek를 한다

든가 디스크로부터 읽어낸 정보를 Host에 전송하거나 기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Data를 Encoder Block에 전송한다든가.

아니면 System정보를 요구에 따라 feedback 하거나 setting 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System Controller는 또한 디스크를 재생하거나 , 디스크에 기록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돌발 사태 등을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 Host에 전달한다.

System Controller는 또한 외부 Key나 또 다른 입력에 대하여 응답 또는 LED등 표시장치를 적정하게 디스플레이 하는것

을 관장하여 System이 잘 수행되도록 한다. 또한 System의 상태에 따라 Power를 Sleep모드로 절환하거나 Active 모드

로 절환 을 수행하며, Host나 User의 Interrupt에 대응하여 동작한다. 일예로 디스크의 교체를 User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Tray를 Open하여 디스크를 교체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체된 디스크를 상기 단계 중 일부를 반복하여 디스크로부터 데이터

를 재생하거나 기록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본발명을 실제 구성함에 있어서 각각의 구성요소를 반도체칩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DVD-RAM과 DVD-RW를 모두

기록재생하기 위해 관련 유사 기능을 하나의 반도체칩으로 통합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상기 신호처리부

를 제1반도체칩으로, 데이타처리부는 제2반도체칩으로, 서보제어부는 제3반도체칩으로, 마이컴 기능을 하는 제어부

(System contriller)는 제4반도체칩으로 구성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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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본발명에 따른 광디스크 기록재생장치는 서로 상이한 규격을 가지는 디스크에 대해 모두 기록재생가능한 최

적의 통합시스템을 제공함으로서 사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 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고밀도 광디스크의 단면을 보여주는 도면

도2는 특정 고밀도 디스크의 구조를 보인 도면

도3은 도2에 도시된 디스크의 상세 구성도

도4는 또 다른 고밀도 디스크의 구조를 보인 도면

도5는 본발명의 전체 블록도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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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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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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