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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디스크 기록재생기의 서보 제어 장치

요약

본 발명은 광디스크 기록 재생기의 서보 제어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1빔 방식의 푸시풀 방식과 
위상차 검출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여 두 방식에 의해 검출한 신호에서 광픽업의 대물 렌즈의 광축 중심
에서 벗어난 정도의 디트래킹(detracking)신호를 환산하여 트래킹 제어 및 슬레드 제어를 동시에 수행하
거나 또는, 1빔 방식의 푸시풀 방식과 위상차 검출 방식에 의해 검출한 신호에서 대물렌즈의 광축 중심
에서 벗어난 정도의 디트래킹 및 래디얼 시프트 신호를 환산하여 트래킹 제어와 슬레드 제어를 분리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재생 동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안한 것이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광디스크 기록재생기의 서보 제어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 광디스크 재생기의 서보 제어 장치의 구성도.

제2도는 제1도에서 광픽업의 집광 상태를 보인 예시도로서,

제2도(a)는 광픽업의 집광도를 보인 상태도이고,

제2도(b)는 광디스크상의 집광 상태를 보인 예시도이며,

제2도(c)는 광검출기의 배열도를 보인 예시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 광디스크 기록재생기의 서보 제어 장치의 블럭도.

제4도는 제3도에서 광검출기의 배열을 보인 예시도.

제5도는 제3도에서 위상차 검출부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회로도.

제6도는 제3도에서 푸시풀신호 검출부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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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블럭도.

제8도는 제7도에서 신호 연산부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회로도.

제9도는 제7도에서 신호 연산부의 또 다른 실시예를 보인 회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1 : 디스크                              202 : 광픽업

203 : 재생신호 출력부                204 : 포커스 제어기

205 : 트래킹제어기                    206 : 슬레드 제어기

210 : 푸시풀신호 검출부             212,214 : 검파기

220 : 위상차 검출부                   233 : 위상차 검출기

230,310,410 : 디트래킹 신호 연산부

240,320,420 : 래디얼 시프트 신호 연산부

270 : 포커스 에러 검출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광디스크 기록재생기의 서보 제어에 관한 것으로 특히, 광 픽업 대물 렌즈의 중심에서 벗어난 
정도의 래디알(radial) 시프트 및 디스크의 기울어짐의 틸트(tilt)를 검출하여 트래킹 제어 및 슬레드 
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 신호의 질을 개선하도록 한 광디스크 기록 재생기의 서보 제어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광디스크 기록 재생기에서 정보를 기록하거나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기 위하여 레이저 빔을 
집속하여 디스크의 신호 트랙 위에서 일정 속도로 주사하여야 하는 바, 광픽업의 대물 렌즈의 포커스 제
어, 트래킹 제어, 광픽업의 슬레드 제어 및 디스크의 회전 속도 제어를 수행한다.

예로, 씨디(CD)와 디지털 버서타일 디스크(DVD : Digital Versatile Disc)등의 재생 전용 광디스크는 나
선형의 신호 트랙에 연속한 홈의 피트(pit)로 정보 신호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기 
위하여 광픽업으로 집광한 레이저 빔을 신호 피트의 트랙을 따라 트래킹 제어하면서 읽어 재생하게 된
다.

종래의  서보  제어  장치는  제1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광안정기(108)에  의해  일정한  세기의  광을 
디스크(101)에  주사하고  그  디스크(101)로부터의  반사광을  집광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광픽업(102)과, 이 광픽업(102)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여 연산함에 의해 고주파인 재생 신호(RF)를 출력
하고 아울러 트래킹 에러 신호(Te) 및 포커스 에러 신호(Fe)를 출력하는 재생신호 처리기(103)와, 이 재
생신호 처리기(103)의 포커스 에러 신호(Fe)를 입력으로 하여 상기 광픽업(102)의 포커스 구동기(FA)를 
구동함에 의해 포커스 제어를 수행하는 포커스 제어기(104)와, 상기 재생신호 처리기(103)의 트래킹 에
러 신호(Te)를 입력으로 하여 상기 광픽업(102)의 트래킹구동기(TA)를 구동함에 의해 트래킹 제어를 수
행하는 트래킹 제어기(105)와, 상기 트래킹 에러 신호(Te)를 입력으로 하여 슬레드 모터(107)를 구동하
여 슬레드 제어를 수행하는 슬레드 제어기(106)로 구성된다.

상기 광픽업(102)은 레이저 광을 발생하는 레이저 다이오드(LD)와, 3빔방식으로 트래킹 제어 신호를 검
출하기  위한  보조  빔을  만드는  회절기(GR)와,  빔  스프리터(BS)와,  포커스  구동기(FA)  및  트래킹 
구동기(TA)에 의하여 디스크(101)의 신호 트랙위에 집광하는 대물 렌즈(OL)와, 비점수차법에 의한 포커
스 제어 신호를 얻기 위한 센서 렌즈(SL)와, 상기 디스크(101)에서 반사된 광을 검지하는 광검출기(PD)
로 이루어진다.

이와같은 종래 장치의 동작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턴테이블(109) 상에 광디스크(101)를 놓은 후 재생 동작을 시작하면 광픽업(102)은 레이저 다이오드(LD)
가 광안정기(108)에 의해 읽기 동작을 위한 일정한 세기의 레이저 광을 발생시키고 회절기(GR)가 그 레
이저 광을 3빔 방식으로 트래킹 제어 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보조 빔으로 변환하며 그 보조빔은 빔 스프
리터(BS)에서  반사되어  대물  렌즈(OL)에서  집광됨에  의해  상기  광디스크(101)에  주사되고  그 
광디스크(101)에서의 반사광은 상기 대물 렌즈(OL), 빔 스프리터(BS)를 순차 통한 후 비점수차법에 의한 
포커스 제어 신호를 얻기 위한 센서 렌즈(SL)를 통해 광검출기(PD)에 투사되어진다.

즉, 대물 렌즈(OL)에서 제2도(a)와 같이 레이저 다이오드(LD)의 광을 집광함에 의해 제2도(b)와 같이 디
스크(101) 상의 홈의 피트(pit) 열로 이루어진 신호 트랙위에 정보 신호를 읽기 위한 주광빔(LB)과 트래
킹  제어  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보조  광빔(LBr)(LBl)이  놓이게  하며,  이러한  동작에  의해  상기 
디스크(101)의 신호 기록면에서 반사된 광이 대물 렌즈(OL)에서 집광된 후 빔 스프리터(BS)를 통과하여 
센서 렌즈(SL)에 의해 제2도(c)와 같은 광검출기(PD)에 집광되어진다.

여기서, 제2도(b)와 같이 신호 트랙간의 간격 즉, 트랙 피치를 'Tp'라고 한다면 트래킹 제어 신호의 검
출을 위한 보조빔(LBr)(LBl)은 기록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신호 트랙으로부터 각각 '0.25Tp' 떨어지게 
배치한다. 

그리고, 광검출기(PD)는 디스크(101)의 트랙 방향과 반경 방향으로 분할되어 제2도(c)와 같이, 중심의 
소자(RDA,PDB,PDC,PDD)와 보조빔의 광량을 검출하는 소자(PDE,PDF)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소자로부터 전
기적 신호(a,b,c,d,e,f)가 출력되어진다.

이때,  광검출기(pd)로부터의 전기적 신호(a,b,c,d,e,f)를 입력으로 하는 재생신호 처리기(103)는 연산 
처리함에 의해 (a+c)-(b+d)와 같은 포커스 제어 신호(Fe)를 출력하고, (e-f)인 트래킹 제어 신호(T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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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며, (a+b+c+d)인 고주파인 재생 신호(RF)를 출력하게 된다.

이에따라,  재생신호  처리기(103)에서  얻은  고주파  재생신호(RF)를  입력으로  하는  채널  비트  신호 
처리기(도면 미표시)는 제로크로싱(Zero  Crossing)처리를 통해 구형파를 생성하여 채널 비트 신호열을 
검출하며, 이 채널 비트 신호열을 디지털 신호 처리기(도면 미표시)에서 복호하여 오류 정정함에 의해 
정보 데이터를 얻게 된다.

상기에서 재생한 디지털 정보 데이터는 용도에 적합하게 다양한 처리를 수행한다.

그리고, 포커스 제어기(104)는 포커스 제어 신호(FE)를 신호 처리하여 광픽업(102)의 포커스 구동기(FA)
를 구동함에 의해 포커스 제어를 수행하며, 트래킹 제어기(105)는 트래킹 제어신호(Te)를 신호 처리하여 
상기 광픽업(102)에서 트래킹 구동기(TA)를 구동함에 의해 트래킹 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광픽업(102)의 트래킹 제어기(TA)는 수 100㎛ 정도밖에 구동할 수 없으며, 상기 광픽업(102)은 
트래킹 제어 신호(Te)에 의해 디스크(101)의 반경 방향으로 이송하게 되는데, 이러한 슬레드(Sled) 제어
는 상기 트래킹 제어 신호(Te)의 저주파 성분의 신호에 의해 구동된다.

즉, 트래킹 제어 신호(Te)를 슬레드 제어기(106)에서 신호 처리함에 의해 슬레드 구동용 모터(107)를 구
동함으로써 픽업(102)을 디스크(101)의 반경 방향으로의 이송을 제어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포커스 제어 신호의 검출 방식으로는 비점수차법을 사용하며, 트래킹 제어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3빔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3빔 방식은 디스크(101)의 틸트(tilt)에 의한 영향이 적으며, 나선형의 트랙을 따라 움직이어 
대물렌즈(OL)가 광축 중심에서 디스크(101)의 반경방향으로 이동함에 의해 래디얼 시프트(radial shift)
가 발생하는데, 이 래디얼 시프트에 의한 영향이 적어서 많이 채용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디스크의 용량을 높이기 위하여 2층 구조의 디지털 버서타일 디스크(DVD)가 등장하였는 
바, 디브이디 재생기는 기존의  씨디(CD)로 재생하는 호환성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2층 구조의 디스크를 3빔 방식의 광픽업으로 재생하는 경우 각층에 입사되는 3빔은 각 층의 신호 
기록면에서 반사 또는 투과할 때 회절하여 각각의 3빔간에 간섭으로 인하여 광검출기(PD)에서의 검출 재
생 신호에 잡음이 발생하게 된다.

즉, 제1층의 기록 정보를 재생하는 경우 제1층을 투과한 3빔은 제2층에서 반사된 후 각기 회절됨에 의해 
다중의 광빔이 되어 광검출기(PD)의 각각의 소자에서 검출되고 반면, 제2층의 기록 정보를 재생하는 경
우 제1층에서 반사되는 3빔이 각기 회절됨에 의해 다중빔이 되어 상기 광검출기(PD)의 각각의 소자에서 
검출되며, 제1층을 투과한 3빔이 회절되어 만들어진 다중의 빔의 스폿이 제2층의 신호면에 집광되는데, 
서로 간섭하여 영향을 주므로 디스크(101)에서 반사된 광은 광검출기(PD)에서 잡음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씨디(CD)와 디브이디(DVD)는 신호 트랙의 피치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3빔을 디스크
의 트랙에 최적으로 배치할 수 없으며, 디스크를 충분히 제어할 수 없다.

즉, 씨디(CD)를 재생할 때 트랙 피치가 0.74㎛인 디브이디(DVD)를 기준으로 신호 트랙에서 0.25 트랙 피
치에 맞추면 트래킹 신호의 감도가 크게 저하되며 역으로, 디브이디(DVD)를 재생할 때 트랙 피치가 1.6
㎛인 씨디(CD)를 기준으로 3빔이 놓이게 되면 트래킹 신호가 검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양 디스크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디브이디(DVD)에 대해서는 멀게, 씨디(CD)에 대해서는 가깝
게 3빔을 위치하게 하면 트래킹 제어 신호의 검출 감도를 공히 감소시키게 된다.

여기서, 씨디(CD)는 트랙의 편심이 크므로 3빔이 신호 트랙에서 가깝게 놓이게 되면 신호 트랙과 3빔이 
이루는 각이 작게 되어 3빔으로 검출하는 트래킹 신호의 위상이 크게 변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디브이디 재생기에서는 1빔 방식을 채용하는데, 1빔 방식으로는 푸시풀 방식과 위상차 검출 방
식이 있다.

그러나, 푸시풀 방식으로 검출한 트래킹 제어신호는 디스크의 틸트에 의한 영향도 크지만 대물 렌즈의 
래디얼 시프트(radial shift)에 의한 영향이 대단히 크며 또한, 신호 트랙의 신호 피트의 깊이에 큰 영
향을 받는데, 피트의 깊이가 재생광의 파장의 0.125배가 될 때 가장 좋고 0.25배가 되면 전혀 트래킹 신
호가 검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출 파장의 0.25배 깊이의 피트로 기록된 디브이디(DVD)를 재생하는 재생기에서는 트래킹 
제어 신호를 검출할 수 없다.

그리고, 위상차 검출 방식에서 검출한 트래킹 제어 신호는 디스크의 틸트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으나, 
대물 렌즈의 래디얼 시프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디브이디(DVD) 재생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단일의 대물 렌즈의 개구를 작게 하여 씨디(CD)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한 디브이디(DVD) 재생기에서
는 씨디(CD)의 재생시에 대물 렌즈의 래디얼 시프트에 의한 영향이 더 커지게 되므로 트래킹 제어 신호
에 혼입된 래디얼 시프트에 의한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종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빔 방식의 푸시풀 방식과 위상차 검출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여 두 방식에 의해 검출 한 신호에서 광픽업의 대물 렌즈의 광축 중심에서 벗어난 정도의 
디트래킹(detracking) 신호를 환산하여 트래킹 제어 및 슬레드 제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창안한 
광디스크 기록  재생기의 서보 제어 장치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1빔 방식의 푸시풀 방식과 위상차 검출 방식에 의해 검출한 신호에서 대물 렌즈의 
광축 중심에서 벗어난 정도의 디트래킹 및 래디얼 시프트 신호를 환산하여 트래킹 제어와 슬레드 제어를 
분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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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디스크에서 반사된 광을 집광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함에 의
해 제1~제4 검출 신호를 발생시키는 광픽업 수단과, 이 광픽업 수단의 제1~제4 검출 신호를 합산하여 고
주파 신호를 발생시키는 재생 신호 출력 수단과, 상기 광픽업 수단의 (제1, 제2),(제3, 제4) 검출 신호
를 각기 합산하여 일정 레벨로 검파한 후 그 차를 제1푸시풀 신호로 발생시킴과 아울러 상기 (제1,제2), 
(제3,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그 차를 제2푸시풀 신호로 발생시키는 푸시풀신호 검출 수단과, 
상기 광픽업수단의 (제1,제3)(제2,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그 합산값을 연산하여 위상차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위상차 검출 수단과, 상기 광픽업 수단의 (제1,제3),(제2,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
하여 그 차를 포커스 에러 신호로 출력하는 포커스 에러 검출 수단과, 상기 푸시풀신호 검출 수단의 
제1,제2푸시풀 신호 및 상기 위상차 검출 수단의 위상차 검출 신호를 각기 소정 레벨 증폭한 후 합산하
여 디트래킹 신호를 발생시키는 트래킹신호 연산 수단과, 이 트래킹신호 연산 수단의 디트래킹 신호에 
따라 상기 광픽업 수단의 트래킹 구동기를 제어하여 트래킹 오차를 조정하는 트래킹 제어 수단과, 상기 
트래킹 신호 연산 수단의 디트래킹 신호에 따라 상기 광픽업 수단을 디스크 상의 임의의 위치로 이동시
키도록 슬레드 모터를 구동시키는 슬레드 제어수단과, 상기 포커스 에러 검출 수단의 출력에 따라 상기 
광픽업 수단의 포커스 구동기를 제어하여 포커스 오차를 조정하는 포커스 제어 수단으로 구성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디스크에서 반사된 광을 집광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
함에 의해 제1~제4 검출 신호를 발생시키는 광픽업 수단과, 이 광픽업 수단의 제1~제4 검출 신호를 합산
하여 고주파 신호를 발생시키는 재생 신호 출력 수단과, 상기 광픽업 수단의 (제1,제2),(제3,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일정 레벨로 검파한 후 그 차를 제1푸시풀 신호로 발생시킴과 아울러 상기 (제1,
제2),(제3,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그 차를 제2푸시풀 신호로 발생시키는 푸시풀신호 검출 수단
과, 상기 광픽업 수단의 (제1,제3)(제2,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 하여 그 합산값을 연산하여 위상차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위상차 검출 수단과, 상기 광픽업 수단의 (제1,제3),(제2,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그 차를 포커스 에러 신호로 출력하는 포커스 에러 검출 수단과, 상기 푸시풀신호 검출 수단의 
제1,제2 푸시풀 신호 및 상기 위상차 검출 수단의 위상차 검출 신호를 각기 소정 레벨 증폭한 후 합산하
여 디트래킹 신호를 발생시키는 트래킹신호 연산 수단과, 상기 푸시풀신호 검출 수단의 제1,제2푸시풀 
신호 및 상기 위상차 검출 수단의 위상차 검출신호를 각기 소정 레벨 증폭한 후 합산하여 래디얼 시프트 
신호를 발생시키는 래디얼 시프트신호 연산 수단과, 기 트래킹 신호 연산 수단의 디트래킹 신호에 따라 
상기 광픽업수단의 트래킹 구동기를 제어하여 트래킹 오차를 조정하는 트래킹 제어 수단과, 상기 래디얼 
시프트신호 연산 수단의 래디얼 시프트 신호에 따라 상기 광픽업수단을 디스크 상의 임의의 위치로 이동
시키도록 슬레드 모터를 구동시키는 술레드 제어 수단과, 상기 포커스 에러 검출 수단의 출력에 따라 상
기 광픽업 수단의 포커스 구동기를 제어하여 포커스 오차를 조정하는 포커스 제어 수단으로 구성한다.

이하, 본 발명을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서는 트래킹 제어 신호의 검출을 위하여 비점수차법을 사용하므로 광검출기(PD)에 대하여 센서 
렌즈(SL)의 축방향은 제4도와 같이, 신호 트랙의 방향과 45°를 이루게 되며, 센서 렌즈(SL)의 축방향에 
대하여 90°되는 방향과 축방향으로 각각 초점이 달라 각 초점이 상기 광 검출기(PD)의 앞 또는 뒤에 존
재하게 된다.

즉, 광검출기(PD)의 면에서 센서 렌즈(SL)의 축방향 또는 그 광검출기(PD)의 앞에 있는 수직한 축에 대
하여 레이저 빔의 광로가 좌우로 바뀌게 된다.

이때, 디스크의 신호 트랙의 좌우에 대한 푸시풀 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광검출기(PD)에서는 90°회전
하여 디스크의 신호 트랙 방향의 앞뒤의 푸시풀 신호(Ts)(TEp)를 검출하는데, 이와같이 푸시풀 신호를 
검출하면 신호 트랙 방향의 디스크 틸트에 의한 영향이 혼입된다.

이러한 디스크의 틸트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호 트랙 방향의 디스크 틸트는 고주파 재생 신호(RF)에 많은 영향을 주며, 광검출기(PD)의 신
호 트랙에 대한 앞, 뒤 방향으로의 영향이 다르므로 신호 트랙 방향의 디스크 틸트 신호를 검출하기 위
한 주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즉, 신호 트랙의 앞,뒤로 광검출기(PD)를 분할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검출한 두 신호에서 고주파 신호만
을 얻고 그 검파 신호의 크기를 비교하여 주신호를 검출하게 된다.

이와같이 검출한 고주파 진폭의 푸시풀 신호에서는 디스크의 신호 트랙 방향의 틸트에 의한 신호가 가장 
큰 영향으로 작용하며, 디트래킹에 의한 영향이 혼입되어 있다.

즉,  광  검출기(PD)의  신호  트랙  방향의  앞,뒤에서  푸시풀  방식으로  검출한  저주파  진폭의  푸시풀 
신호(TEp)는 래디얼 시프트에 의한 영향이 커서 래디얼 시프트 신호를 검출하는 주신호가 되고, 위상차 
검출법으로 검출한 위상차 검출 신호(TEd)는 다른 신호에 의한 영향이 적으므로 디크래킹 신호를 검출하
는 주신호가 되며, 고주파 진폭의 푸시풀 신호(Ts)는 디스크의 신호 트랙 방향의 틸트에 의한 변화는 가
장 크지만 디트래킹에 의한 영향은 약간 혼입되어 있어 신호 트랙방향의 디스크 틸트 신호를 검출하는 
주신호가 된다.

다시 말해서, 신호 트랙 방향의 고주파 신호의 푸시풀 신호(Ts)는 디트래킹에 의한 영향은 적고 신호 트
랙 방향의 틸트에 의한 변화가 주가된다.

더욱이, 디브이디(DVD)는 피트 깊이가 레이저 광의 파장인 0.25파장이므로 푸시풀 방식으로 검출하는 신
호에는 재생광 빔의 트랙에서 벗어난 정도의 디트래킹(ΔT)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씨디(CD)를 디
브이디(DVD)  재생기에서 재생할 경우에도 피트의 깊이가0.25 파장이 되므로 푸시풀 방식으로 검출하는 
푸시풀 신호(TEp)(Ts)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디스크의 틸트 신호를 검출하여 디스크의 틸트에 의한 영향을 제거한 디트래킹 
신호(ΔT), 래디얼 시프트 신호(ΔR)를 검출할 수 있으며, 각기 트래킹 제어와 슬레드 제어에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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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 검출한 각각의 신호(TEd)(TEp)(Ts)는 트랙에서 벗어난 정도인 디트래킹(ΔT), 대물 렌즈가 
중심에서 벗어난 래디얼 시프트(ΔR), 광학계를 포함한 디스크의 기울어진 정도의 틸트(ΔTt)의 함수로
서, 광디스크 재생기에서는 대물 렌즈의 래디얼 시프트(ΔR)의 절대값은 100㎛를 넘지 않으며, 디스크의 
틸트값(ΔTt)는 수 0.1°를 넘지 않으며, 여기서, 래디얼 시프트(ΔR), 틸트(ΔTt)의 변화에 의한 광검
출기(PD)의  신호  변화량은  전체합의  10%이내에서  변화하며,  트래킹  제어가  이루어지는  경우 
디트래킹(ΔT)도 작은 값이 된다.

이때, 각각의 검출 신호(Ts)(TEp)(TEd)에 의한 간섭은 대단히 작으며, 작은 영역에서는 선형적으로 변화
하므로 각각의 검출신호(Ts)(TEp)(TEd)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상기에서 각각의 계수(A,B,C)는 각각의 신호(ΔT,ΔR.Tt)에 대한 검출 감도이다.

일반적으로 Bs*ΔR은 As*ΔT와 Cs*ΔTt에 비하여 대단히 작으므로 Bs=0로 하여도 큰 지장이 없으며, 위
상차 검출 방식에서는 틸트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어 Cd는 거의 0에 가까우므로 Cd=0로 하여도 지장이 
없다.

그리고, Cp*ΔTt는 Bp*ΔR에 비하여 작으며, Bd/Ad 는 Bp/Ap에 비하여 작다.

이에 따라, 상기의 식(1)(2)(3)으로부터 각각의 변위를 아래 식(4)(5)와 같이 검출할 수 있다.

여기서,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디스크의 틸트에 의한 영향까지도 제거한 환산 신호(ΔT),(ΔR)를 검출하여 트래
킹 및 슬레드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일실시예에 제3도의 블록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스크(201)에서 반사된 광을 집광하여 
전기적 신호(a,b,c,d)로 변환하는 광픽업(202)과, 이 광픽업(202)의 출력 신호(a,b,c,d)를 합산하여 고
주파의 재생 신호(RF)를 출력하는 재생신호 출력부(203)와, 상기 광픽업(202)의 출력신호(a,b),(c,d)를 
각기  합산하여  일정  레벨로  검파한  후  그  차를  제1푸시풀  신호(Ts)로  발생시킴과  아울러  상기  출력 
신호(a,b),(c,d)를 각기 합산하여 그 차를 제2푸시풀 신호(TEp)로 발생시키는 푸시풀신호 검출부(210)
와,  상기  광픽업(202)의  출력신호(a,c),(b,d)를  각기  합산하여  그  합산값을  연산하여  위상차  검출 
신호((TEd)로 출력하는 위상차 검출부(220)와, 상기 광픽업(202)의 출력 신호(a,c),(b,d)를 각기 합산하
여  그  차를  포커스  에러  신호(Fe)로  출력하는  포커스  에러  검출부(270)와,  상기  푸시풀  신호 
검출부(210)의 제1,제2푸시풀 신호(Ts)(TEp) 및 상기 위상차 검출부(220)의 위상차 검출 신호(TEd)를 각
기 소정 이득(αT,βT,γT)으로 증폭한 후 합산하여 디트래킹 신호(ΔT)를 발생시키는 트래킹신호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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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230)와,  이  트래킹신호  연산부(230)의  디트래킹  신호(ΔT)에  따라  상기  광픽업(202)의  트래킹 
구동기(TA)를 제어하여 트래킹 오차를 조정하는 트래킹 제어기(205)와, 상기 트래킹신호 연산부(230)의 
디트래킹 신호(ΔT)에 따라 상기 광픽업(202)을 디스크(201) 상의 임의의 위치로 이동시키도록 슬레드 
모터(207)를 구동시키는 슬레드 제어기(206)와, 상기 포커스 에러 검출부(270)의 출력 신호(Fe)에 따라 
상기 광픽업(202)의 포커스 구동기(FA)를 제어하여 포커스 오차를 조정하는 포커스 제어기(204)로 구성
한다.

상기 광검출기(PD)는 디스크(201)의 트랙방향과 반경방향으로 4분할 함에 의해 'PDA,PDB,PDC,PDD'의 소
자로 이루어지며, 전기적 신호(a,b,c,d)를 출력하도록 구성한다.

상기  푸시풀신호  검출부(210)는  광픽업(202)의  출력  신호(a,b)를  합산하는  가산기(211)와,  이 
가산기(211)의 출력신호(a+b)를 콘덴서(C3)에서 저주파 성분을 차단한 고주파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크
기를 검출하는 검파기(212)와, 상기 광픽업(202)의 출력 신호(c,d)를 합산하는 가산기(213)와, 이 가산
기(213)의 출력 신호(c+d)를 콘덴서(C4)에서 저주파 성분을 차단한 고주파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크기를 
검출하는 검파기(214)와, 상기 검파기(213)(214)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여 그 차 성분을 구함에 의해 푸
시풀 신호(Ts)를 출력하는 가산기(215)와, 상기 광픽업(202)의 출력(a,b)(c,d)을 각기 합산하여 그 차 
성분을 구함에 의해 푸시풀 신호(TEp)를 출력하는 가산기(216)로 구성한다.

상기 위상차 검출부(220)는 광픽업(202)의 출력 신호(a,c)를 합산하는 가산기(211)와, 상기 광픽업(202)
의 출력 신호(b,d)를 합산하는 가산기(222)와, 이 가산기(221)의 출력신호(a+c)를 콘덴서(C1)에서 저주
파 성분을 차단한 고주파 신호 및 상기 가산기(222)의 출력 신호(b+d)를 콘덴서(C2)에서 저주파 성분을 
차단한 고주파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위상차 검출 신호(TEd)를 출력하는 위상차 검출기(223)로 구성한
다.

상기 포커스 에러 검출부(270)는 광픽업(202)의 출력(a,c)(b,d)을 각기 합산하여 그 차 성분을 구함에 
의해 포커스 에러 신호(Fe)를 출력하는 가산기(271)로 구성한다.

상기  트래킹신호  연산부(230)는  위상차  검출부(220)의  위상차  검출  신호(TEd)  및  푸시풀신호 
검출부(210)의 출력(TEp)(Ts)를 각기 소정 이득(αT)(βT)(γT)으로 증폭하는 증폭기(231)(232)(233)와, 
이 증폭기(231~233)의 출력 신호를 합산하여 디트래킹 신호(ΔT)를 트래킹 제어기(205) 및 슬레드 제어
기(206)에 출력하는 가산기(234)로 구성한다.

이와같이 구성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동작 및 작용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광디스크(201)의 재생 동작을 시작하면 광픽업(202)은 레이저 다이오드(LD)가 광안정기(208)에 의
해 읽기 동작을 위한 일정한 세기의 레이저 광을 발생시키고 회절기(GR)가 그 레이저 광을 3빔 방식으로 
트래킹 제어 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보조 빔으로 변환하며 그 보조빔은 빔 스프리터(BS)에서 반사되어 대
물 렌즈(OL)에서 집광됨에 의해 상기 광디스크(201)에 주사되고 그 광디스크(201)에서의 반사광은 상기 
대물 렌즈(OL), 빔 스프리터(BS)를 순차 통한 후 비점수차법에 의한 포커스 제어 신호를 얻기 위한 센서 
렌즈(SL)를 통해 광검출기(PD)에 투사되어진다.

즉, 대물 렌즈(OL)에서 레이저 다이오드(LD)의 광을 집광함에 의해 디스크(201)상의 홈의 피트(pit) 열
로  이루어진  신호  트랙위에  정보신호를  읽기  위한  광빔이  놓이게  하며,  이러한  동작에  의해  상기 
디스크(201)의 신호 기록면에서 반사된 광이 대물 렌즈(OL)에서 집광된 후 빔 스프리터(BS)를 통과하여 
센서 렌즈(SL)에 의해 광검출기(PD)에 집광되어진다.

이때,  제4도와  같이  디스크(201)의  트랙  방향과  반경  방향으로  4분할한  광검출기(PD)의 
소자(PDA,PDB,PDC,PDD)로부터의 전기적 신호(a,b,c,d)를 'a,b,c,d'라고 하면 재생신호 출력부(203)는 전
기적 신호(a,b,c,d)를 합산하여 재생 신호(RF)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리고, 위상차 검출부(220)는 광픽업(202)로부터의 출력 신호(a,b,c,d)를 입력으로 하여 가산기(221)에
서 (a+c)인 합신호를 얻고 가산기(222)에서 (b+d)인 합신호를 얻어 각기 콘덴서(C1)(C2)를 통해 저주파 
성분을 차단하여 얻은 고주파 신호를 위상차 검출기(223)를 통해 위상차 검출 신호(TEd)를 얻는다.

또한, 푸시풀 신호 검출부(210)는 가산기(216)에서 (a+b-c-d) 연산 처리함에 의해 제2푸시풀 신호(TEp)
를 얻으며, 가산기(211)에서 (a+b)인 합신호를 얻고 가산기(213)에서 (c+d)인 합신호를 얻어 각기 콘덴
서(C3)(C4)를 통해 저주파 성분을 차단함에 의해 얻은 고주파 신호를 각각의 검파기(212)(214)에서 크기
를 검출한 후 이 크기 신호에 대해 가산기(215)에서 차 신호를 얻어 제1푸시풀 신호(Ts)를 얻는다.

그리고,  포커스  에러  검출부(270)는  광픽업(202)로부터의  출력  신호(a,b,c,d)를  입력으로  하여 
가산기(271)에서 (a+c-b-d) 연산 처리함에 의해 포커스 에러 신호(Fe)를 얻는다.

상기에서 위상차 검출 신호(TEd)를 발생시키는 위상차 검출부(220)와 포커스 에러 신호(Fe)를 발생시키
는 포커스 에러 검출부(270)는 제5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위상차 검출부(220)는 광픽업(202)의 출력 신호(a,c)를 합산하는 가산기(251)와, 상기 광픽업(202)
의 출력 신호(b,d)를 합산하는 가산기(252)와, 이 가산기(251)의 출력 신호(a+c)를 콘덴서(C11)에서 저
주파 성분을 차단한 고주파 신호 및 상기 가산기(252)의 출력 신호(b+d)를 콘덴서(C12)에서 저주파 성분
을 차단한 고주파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위상차 검출 신호(TEd)를 출력하는 위상차 검출기(253)로 구성
한다.

상기 포커스 에러 검출기(270)는 위상차 검출부(220)의 출력(SFd+)(SFd-)의 차 성분(SFd+ -SFd-)를 구하
여 포커스 에러 신호(Fe)를 출력하는 가산기(272)로 구성한다.

이와같이 구성한 위상차 검출부(220) 및 포커스 에러 검출부(270)의 동작을 설명하면, 상기 위상차 검출
부(220)는 가산기(251)에서 (a+c) 연산하여 검출 신호(SFd+)를 얻고 가산기(253)에서 (b+d) 연산하여 검
출 신호(SFd-)를 얻으면 그 검출 신호(SFd+)(SFd-)를 각각 콘덴서(C11)(C12)를 통해 저주파 성분을 차단
함에 의한 고주파 신호를 위상차 검출기(253)에 입력하여 위상차 검출 신호(TEd)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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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포커스 에러 검출부(270)는 가산기(272)에서 위상차 검출부(220)의 가산기(251)(253)의 검출 신
호(SFd+)(SFd-)를 입력으로 하여 그 차 신호(SFd+ -SFd-)를 포커스 제어 신호(Fe)로 출력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에서 푸시풀 신호(Ts)(TEp)를 발생시키는 푸시풀 신호 검출부(210)의 다른 실시예는 제6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픽업(202)의 출력 신호(a,b)를 합산하는 가산기(261)와, 이 가산기(261)의 출력 
신호(SFp+)를 콘덴서(C13)에서 저주파 성분을 차단한 고주파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크기를 검출하는 검
파기 (262)와, 상기 광픽업(202)의 출력 신호(c,d)를 합산하는 가산기(263)와, 이 가산기(263)의 출력 
신호(SFp-)를 콘덴서(C14)에서 저주파 성분을 차단한 고주파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크기를 검출하는 검
파기(264)와,  상기  검파기(262)(264)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여  그  차  성분을  구함에  의해  푸시풀 
신호(Ts)를 출력하는 가산기(265)와, 상기 가산기(261)(262)의 출력 신호(SFp+)(SFp-)를 입력으로 하여 
그 차값(SFp+ -SFp-)을 구함에 의해 푸시풀 신호(TEp)로 출력하는 가산기(266)로 구성할 수 있다.

이와같이 구성한 푸시풀신호 검출부(210)의 동작을 설명하면, 가산기(261)에서 (a+b) 연산하여 검출 신
호(SFp+)를 얻고 가산기(263)에서 (c+d)연산하여 검출 신호(SFd-)를 얻으면 상기 검출 신호(SFp+)(SFd-)
를  콘덴서(C13)(C14)를  통해  저주파  성분을  차단함에  의한  고주파  신호를  각기  입력으로  하는 
검파기(262)(264)에서 고주파 신호의 진폭을 검출하고 이 검출한 고주파의 진폭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가산기(265)에서  그  차값을  구하여  제1푸시풀  신호(Ts)로  출력하며,  가산기(266)가  상기  검출 
신호(SFp+)(SFd-)를 입력으로 하여 그 차값(SFp+ -SFd-)을 구함에 의해 제2푸시풀 신호(TEp)로 출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트래킹신호 연산부(230)는 위상차 검출부(220)의 위상차 검출 신호(TEd) 및 푸시풀신호 검출
부(210)의 푸시풀 신호(TEp)(Ts)를 입력으로 하여 상기 식(4)와 같이 환산하여 디트래킹 신호(ΔT)를 얻
을수 있다.

즉, 트래킹신호 연산부(230)는 증폭기(231)(232)(233)가 검출 신호(TEd)(TEp)(Ts)를 각기 입력으로 하여 
각기 소정 이득(αT)(βT)(γT)으로 증폭하고 가산기(234)가 상기 증폭된 신호들을 합산함에 의해 디트
래킹 신호(ΔT)를 트래킹 제어기(205) 및 슬레드 제어기(206)로 출력하게 된다.

이때의 디트래킹 신호(ΔT)는 대물 렌즈(OL)의 래디얼 시프트와 디스크(201)의 틸트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신호 즉,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이 없는 신호 트랙에서 벗어난 정도의 신호로서 트래킹 제어 및 슬
레드 제어에 사용되어진다.

이때, 트래킹 제어기(205)는 디트래킹 신호(ΔT)를 입력으로 하여 광픽업(202)의 트래킹 구동기(TA)를 
구동함에 의해 트래킹 제어를 수행하며, 동시에 슬레드 제어기(206)는 상기 디트래킹 신호(ΔT)를 입력
으로 하여 슬레드 모터(207)를 구동함에 의해 슬레드 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포커스 제어기(204)는 포커스 에러 검출부(270)의 포커스 에러 신호(Fe)를 입력으로 하여 광픽
업(202)의 포커스 구동기(FA)를 구동함에 의해 포커스 에러를 보정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제7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스크(201)에서 반사된 광을 집광하여 전기
적 신호(a,b,c,d)로 변환하는 광픽업(202)과, 이 광픽업(202)의 출력 신호(a,b,c,d)를 합산하여 고주파
의 재생신호(RF)를 출력하는 재생신호 출력부(203)와, 상기 광픽업(202)의 출력 신호(a,b),(c,d)를 각기 
합산하여  일정  레벨로  검파한  후  그  차를  제1푸시풀  신호(Ts)로  발생시킴과  아울러  상기  출력 
신호(a,b),(c,d)를 각기 합산하여 그 차를 제2푸시풀 신호(TEp)로 발생시키는 푸시풀신호 검출부(210)
와,  상기  광픽업(202)의  출력  신호(a,b),(c,d)를  각기  합산하여  그  합산값을  연산하여  위상차  검출 
신호(TEd)로 출력하는 위상차 검출부(220)와, 상기 광픽업(202)의 출력 신호(a,c),(b,d)를 각기 합산하
여 그 차를 포커스 에러 신호(Fe)로 출력하는 포커스 에러 검출부(270)와, 상기 푸시풀신호 검출부(210)
의 제1,제2푸시풀 신호(Ts)(TEp) 및 상기 위상차 검출부(220)의 위상차 검출 신호(TEd)를 각기 소정 이
득(αT,βT,γT)으로 증폭한 후 합산하여 디트래킹 신호(ΔT)를 발생시키는 트래킹신호 연산부(230)와, 
상기 푸시풀 신호 검출부(210)의 제1,제2 푸시풀 신호(Ts)(TEp) 및 상기 위상차 검출부(220)의 위상차 
검출 신호(TEd)를 각기 소정 이득(αT,βT,γT)으로 증폭한 후 합산하여 래디얼 시프트 신호(ΔR)를 발
생시키는 래디얼 시프트신호 연산부(240)와, 상기 트래킹 신호 연산부(230)의 디트래킹 신호(ΔT)에 따
라 상기 광픽업(202)의 트래킹 구동기(TA)를 제어하여 트래킹 오차를 조정하는 트래킹 제어기(204)와, 
상기  래디얼  시프트신호  연산부(240)의  래디얼  시프트  신호(ΔR)에  따라  상기  광픽업(202)을 
디스크(201)  상의 임의의 위치로 이동시키도록 슬레드 모터(207)를 구동시키는 슬레드 제어기(206)와, 
상기 포커스 에러 검출부(270)의 출력 신호(Fe)에 따라 상기 광픽업(202)의 포커스 구동기(FA)를 제어하
여 포커스 오차를 조정하는 포커스 제어기(204)로 구성한다.

상기 광검출기(PD), 푸시풀신호 검출부(210), 위상차 검출부(220) 및 트래킹신호 연산부(230)는 제3도와 
동일하게 구성하며, 상기 트래킹신호 연산부(230)의 출력은 트래킹 제어기(205)에 출력되어진다.

상기 래디얼 시프트신호 연산부(240)는 위상차 검출부(220)의 위상차 검출 신호(TEd) 및 푸시풀신호 검
출부(210)의  출력(TEp)(Ts)를  각기  소정  이득(αR)(βR)(γR)으로  증폭하는  증폭기(241)(242)(243)와, 
이 증폭기(241~243)의 출력 신호를 합산하여 래디얼 시프트 신호(ΔR)를 슬레드 제어기(206)에 출력하는 
가산기(244)로 구성한다.

이와같이 구성한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는 검출 신호(TEd)(TEp)(Ts)로부터 상기 식(4)(5)와 같이 
환산하여 디트래킹 신호(ΔT) 및 래디얼 시프트 신호(ΔR)를 얻을수 있는데, 이의 동작 및 작용 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광픽업(202)에서  전기적  신호(a,b,c,d)를  출력함에  따라  푸시풀  신호  검출부(210),  위상차 
검출부(220)는 제3도와 동일하게 푸시풀 신호(Ts)(TEp)와 위상차 검출 신호(TEd)를 출력하게 된다.

이때, 검출 신호(TEd)(TEp)(Ts)를 입력으로 하는 트래킹신호 연산부(230)는 증폭기(231)(232)(233)에서 
각기 소정 이득(αT)(βT)(γT)으로 증폭하여 가산기(233)에서 합산함에 의해 환산 신호인 디트래킹 신
호(ΔT)를 트래킹 제어기(205)에 출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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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출  신호(TEd)(TEp)(Ts)를  입력으로  하는  래디얼  시프트신호  연산부(240)는 
증폭기(241)(242)(243)에서 각기 αR,βR,γR의 이득으로 증폭한 후 가산기(244)에서 합산하여 환산함에 
의해 래디얼 시프트 신호(ΔR)를 슬레드 제어기(206)에 출력하게 된다.

여기서, 디트래킹 신호(ΔT)와 래디얼 시르트신호(ΔR)는 환산 신호로서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이 없는 
신호 트랙에서 벗어난 정도의 디트래킹 신호, 대물 렌즈(OL)의 중심에서 벗어난 정도의 래디얼 시프트 
신호로서 트래킹 제어 신호와 슬레드 제어 신호로 적합하며, 각각의 신호로 사용한다.

이와같이 하여 대물렌즈(OL)의 래디얼 시프트와 디스크(201)의 틸트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정확한 디
트래킹 신호(ΔT)를 검출할 수 있으며, 디트래킹과 디스크(201)의 틸트의 영향이 없는 광픽업(202)의 대
물 렌즈(OL)의 래디얼 시프트 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이 다른 실시예에서는 디트래킹 신호(ΔT)로 트래킹 제어를 수행하며, 래디얼 시프트 신호(
ΔR)로 슬레드 제어를 수행한다.

한편, 신호 피트의 깊이가 0.25 파장인 DVD를 재생할 경우에는 트래킹 신호는 검출되지 않지만, 래디얼 
시프트에 의한 영향은 존재하므로 푸시풀 방식에 의하여 검출된다.

그리고,  씨디(CD)를 재생하는 경우에도 피트의 깊이가 0.25  파장이 되며, 상기의 식(1)(3)에서 Ap=0, 
As=0 가 된다.

이에 따라, 디브이디(DVD) 전용의 광학계에 의한 디브이디, 씨디를 재생할 경우 상기 식(4)(5)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값을 적절히 하므로써 디트래킹 신호(ΔT)와 래디얼 시프트 신호(ΔR)를 환산
하여 검출 할 수 있다.

즉,  디트래킹 신호(ΔT) 및 래디얼 시프트 신호(ΔR)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부터 각각의 변위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신호의 상대치를 감안하여 Ad=1, Bd=1 이라고 가정하면 래디얼 시프트 신호(ΔR)와 디트래킹 신
호(ΔT)는 아래의 식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디스크(201)의 신호피트의 깊이가 광파장의 0.25배가 되는 디스크만을 재생하는 디브이디 재생
기에서는 검출 신호(TEd)(TEp)(Ts)로부터 디트래킹 신호(ΔT)와 래디얼 시프트 신호(ΔR)를 간단하게 얻
을수 있다.

즉,  제7도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디브이디(DVD)  전용의  재생기에  적용하는  경우  디트래킹 
신호(ΔT)와 래디얼 시프트 신호(ΔR)는 제8도 또는 제9도의 회로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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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8도와 같은 실시예의 경우 트래킹신호연산부(310)는 푸시풀 신호 검출부(210)의 출력(Ts)(TEp)
을 입력으로 하는 증폭기(312)(311)에서 각기 소정 이득(γT)(βT)으로 중폭하면 가산기(313)가 그 증폭 
신호와 위상차 검출부(220)의 위상차 검출 신호(TEd)를 합산함에 의해 디트래킹 신호(ΔT)를 트래킹 제
어기(204)에 출력하게 된다.

동시에, 래디얼 시프트신호 연산부(320)는 푸시풀신호 검출부9210)의 출력(Ts)(TEp)를 입력으로 하여 증
폭기(321)가 상기 신호(Ts)를 소정 이득(γR)으로 증폭하면 가산기(312)가 그 증폭 신호와 상기 푸시풀 
신호(TEp)를 합산함에 의해 래디얼 시프트신호(ΔR)를 슬레드 제어기(206)에 출력하게 된다.

그리고, 제9도와 같은 실시예의 경우 래디얼 시프트신호 연산부(420)는 푸시풀신호 검출부(210)의 출력
신호(TEp)(Ts)를  입력으로  하여  증폭기(421)가  상기  신호(Ts)를  소정  이득(γR)으로  증폭하면 
가산기(422)가 그 증폭신호와 상기 신호(TEp)를 합산함에 의해 래디얼 시프트 신호(ΔR)를 슬레드 제어
기(206)에 출력하게 된다.

동시에,  트래킹신호  연산부(410)는  래디얼  시프트신호  연산부(420)의  출력  신호(ΔR)와  위상차 
검출부(220)의 위상차 검출 신호(TEd)를 입력으로 하여 증폭기(411)가 상기 신호(ΔR)를 소정 이득(δT)
으로 증폭하면 가산기(412)가 그 증폭 신호와 상기 신호(TEd)를 합산함에 의해 디트래킹 신호(ΔT)를 트
래킹 제어기(205)에 출력하게 된다.

따라서, 디브이디(DVD) 전용의 재생기에서는 상기와 같은 동작에 의해 디트래킹 신호(ΔT)와 래디얼 시
프트 신호(ΔR)를 환산하여 트래킹 제어 및 슬레드 제어를 할 수 있다.

상기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푸시풀 방식과 위상차 검출 방식에 의하여 검출한 신호로
부터 디트래킹 신호 및 래디얼 시프트 신호를 환산함으로써 트래킹 서보 및 슬레드 서보를 동시에 제어
할 수 있으며 또한, 트래킹 서보와 슬레드 서보를 분리하여 제어할 수 있으므로 재생기의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스크에서 반사된 광을 집광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함에 의해 제1~제4 검출 신호를 발생시키는 광픽업 
수단과, 이 광픽업 수단의 제1~제4 검출 신호를 합산하여 고주파 재생 신호를 출력시키는 재생 신호 출
력 수단과, 상기 광픽업 수단의 (제1, 제2),(제3, 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일정 레벨로 검파한 
후 그 차를 제1푸시풀 신호로 발생시킴과 아울러 상기 (제1,제2), (제3,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그 차를 제2푸시풀 신호로 발생시키는 푸시풀신호 검출 수단과, 상기 광픽업수단의 (제1,제3)(제3,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그 합산값을 연산하여 위상차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위상차 검출 수단과, 상
기 광픽업 수단의 (제1,제3),(제2,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그 차를 포커스 에러 신호로 출력하
는 포커스 에러 검출 수단과, 상기 푸시풀신호 검출 수단의 제1,제2푸시풀 신호 및 상기 위상차 검출 수
단의 위상차 검출 신호를 각기 소정 레벨 증폭한 후 합산하여 디트래킹 신호를 발생시키는 트래킹 제어 
수단 및 슬레드 제어 수단으로 출력하는 트래킹 신호 연산 수단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
크 기록재생기의 서보 제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푸시풀신호 검출 수단은 광픽업 수단의 출력신호(a,b)를 합산하는 제1가산기와, 이 제1
가산기의 출력 신호(a+b)에서 저주파 성분을 차단한 고주파 신호의 크기를 검출하는 제1검파기와, 상기 
광픽업 수단의 출력 신호(c,d)를 합산하는 제2가산기와, 이 제2가산기의 출력 신호(c+d)에서 저주파 성
분을 차단한 고주파 신호의 크기를 검출하는 제2검파기와, 상기 제1,제2검파기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여 
그 차 성분을 구함에 의해 푸시풀신호(Ts)를 출력하는 제3가산기와, 상기 광픽업 수단의 출력(a,b)(c,d)
을 각기 합산하여 그 차 성분을 구함에 의해 푸시풀 신호(TEp)를 출력하는 제4가산기로 구성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기록재생기의 서보 제어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위상차 검출 수단은 광픽업 수단의 출력 신호(a,c)를 합산하는 제1가산기와, 상기 광픽
업 수단의 출력 신호(b,d)를 합산하는 제2가산기와, 상기 제1가산기의 출력 신호(a+c)에서 저주파 성분
을 차단한 고주파 신호 및 상기 제2가산기의 출력 신호(b+d)에서 저주파 성분을 차단한 고주파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위상차 검출 신호(TEd)를 출력하는 위상차 검출기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기록재생기의 서보 제어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포커스 에러 검출 수단은 광픽업 수단의 출력(a,c)(b,d)을 각기 합산하는 제1,제2가산
기와, 이 제1,제2가산기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여 그 차 성분(a+b-c-d)을 포커스 에러 신호(Fe)로 출력하
는 제3가산기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기록재생기의 서보 제어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트래킹신호 연산 수단은 위상차 검출 수단의 위상차 검출 신호(TEd) 및 푸시풀신호 검
출 수단의 출력(TEp)(Ts)를 각기 소정 이득(αT)(βT)(γT)으로 증폭하는 제1~제3증폭기와, 이 제1~제3 
증폭기의 출력 신호를 합산하여 디트래킹 신호(ΔT)를 트래킹 제어 수단 및 슬레드 제어 수단으로 출력
하는 가산기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광디스크 기록재생기의 서보 제어 장치.

청구항 6 

디스크에서 반사된 광을 집광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함에 의해 제1~제4 검출 신호를 발생시키는 광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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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과, 이 광픽업 수단의 제1~제4 검출 신호를 합산하여 고주파의 재생 신호를 출력시키는 재생 신호 
출력 수단과, 상기 광픽업 수단의 (제1,제2),(제3,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일정 레벨로 검파한 
후 그 차를 제1 푸시풀 신호로 발생시킴과 아울러 상기 (제1,제2),(제3,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그 차를 제2푸시풀 신호로 발생시키는 푸시풀신호 검출 수단과, 상기 광픽업 수단의 (제1,제3)(제2,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그 합산값(SFd+)(SFd-)을 연산하여 위상차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위상차 검
출 수단과, 이 위상차 검출 수단의 출력 신호(SFd+)(SFd-)를 입력으로 하여 그 차를 포커스 에러 신호로 
출력하는 포커스 에러 검출 수단과, 상기 푸시풀신호 검출 수단의 제1,제2푸시풀 신호 및 상기 위상차 
검출 수단의 위상차 검출 신호를 각기 소정 레벨 증폭한 후 합산하여 디트래킹 신호를 트래킹 제어 수단 
및 슬레드 제어 수단으로 출력하는 트래킹신호 연산 수단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기록
재생기의 서보 제어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포커스 에러 검출 수단은 위상차 검출 수단의 출력 신호(SFd+)(SFd-)를 입력으로 하여 
그 차를 포커스 에러 신호로 출력하는 가산기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기록재생기의 서보 
제어 장치.

청구항 8 

디스크에서 반사된 광을 집광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함에 의해 제1~제4 검출 신호를 발생시키는 광픽업 
수단과, 이 광픽업 수단의 제1~제4검출 신호를 합산하여 고주파의 재생 신호를 출력시키는 재생 신호 출
력 수단과, 상기 광픽업 수단의 (제1,제2),(제3,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일정 레벨로 검파한 후 
그 차를 제1푸시풀 신호로 발생시킴과 아울러 상기 (제1,제2),(제3,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그 
차를 제2푸시풀 신호로 발생시키는 푸시풀신호 검출 수단과, 상기 광픽업 수단의 (제1,제3)(제2,제4) 검
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그 합산값을 연산하여 위상차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위상차 검출 수단과, 상기 
광픽업 수단의 (제1,제3),(제2,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그 차를 포커스 에러 신호로 출력하는 
포커스 에러 검출 수단과, 상기 푸시풀신호 검출 수단의 제1,제2푸시풀 신호 및 상기 위상차 검출 수단
의 위상차 검출 신호를 각기 소정 레벨 증폭한 후 합산하여 디트래킹 신호를 트래킹 제어 수단으로 출력
하는 트래킹 신호 연산 수단과, 상기 푸시풀신호 검출 수단의 제1,제2 푸시풀 신호 및 상기 위상차 검출 
수단의 위상차 검출 신호를 각기 소정 레벨 증폭한 후 합산하여 래디얼 시프트 신호를 슬레드 제어 수단
으로 출력하는 래디얼 시프트신호 연산 수단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기록재생기의 서
보 제어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래디얼 시프트신호 연산 수단은 위상차 검출 수단의 위상차 검출 신호(TEd) 및 푸시풀
신호 검출 수단의 출력(TEp)(Ts)를 각기 소정 이득(αR)(βR)(γR)으로 증폭하는 제1~제3 증폭기와, 이 
제1~제3 증폭기의 출력 신호를 합산하여 래디얼 시프트 신호(ΔR)를 슬레드 제어 수단으로 출력하는 가
산기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기록재생기의 서보 제어 장치.

청구항 10 

디스크에서 반사된 광을 집광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함에 의해 제1~제4 검출 신호를 발생시키는 광픽업 
수단과, 이 광픽업 수단의 제1~제4 검출 신호를 합산하여 고주파의 재생 신호를 출력시키는 재생 신호 
출력 수단과, 상기 광픽업 수단의 (제1,제2),(제3,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일정 레벨로 검파한 
후 그 차를 제1푸시풀 신호로 발생시킴과 아울러 상기 (제1,제2),(제3,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그 차를 제2푸시풀 신호로 발생시키는 푸시풀신호 검출 수단과, 상기 광픽업 수단의 (제1,제3)(제2,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그 합산값을 연산하여 위상차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위상차 검출 수단과, 상
기 광팍업 수단(제1,제3),(제2,제4)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그 차를 포커스 에러 신호로 출력하는 포
커스 에러 검출 수단과, 상기 푸시풀신호 검출 수단의 제1,제2푸시풀 신호를 각기 소정 레벨 증폭한 후 
상기 위상차 검출 수단의 위상차 검출 신호와 합산하여 디트래킹 신호를 트래킹 제어 수단으로 출력하는 
트래킹신호 연산 수단과, 상기 위상차 검출 수단의 위상차 검출 신호를 소정 레벨 증폭한 후 상기 푸시
풀신호 검출 수단의 제2푸시풀 신호와 합산하여 래디얼 시프트 신호를 슬레드 제어 수단으로 출력하는 
래디얼 시프트신호 연산 수단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기록재생기의 서보 제어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트래킹  신호  연산  수단은  푸시풀  검출  수단의  출력(Ts)(TEp)을  각기  소정 
이득(γT)(βT)으로 증폭하는 제1,제2증폭기와, 이 제1,제2증폭기의 출력 신호와 위상차 검출 수단의 위
상차 검출 신호(TEd)를 합산하여 디트래킹 신호(ΔT)를 트래킹 제어 수단으로 출력하는 가산기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기록재생기의 서보 제어 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래디얼 시프트신호 연산 수단은 푸시풀신호 검출 수단의 출력(Ts)을 소정 이득(γR)으
로 증폭하는 증폭기와, 이 증폭기의  출력신호와 상기 푸시풀신호 검출 수단의 출력(TEp)를 합산함에 의
해 래디얼 시프트 신호(ΔR)를 슬레드 제어 수단으로 출력하는 가산기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기록재생기의 서보 제어 장치.

청구항 13 

디스크에서 반사된 광을 집광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함에 의해 제1~제4 검출 신호를 발생시키는 광픽업 
수단과, 이 광픽업 수단의 제1~제4 검출 신호를 합산하여 고주파의 재생 신호를 출력하는 재생 신호 출
력 수단과, 상기 광픽업 수단의 (제1,제2),(제3,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일정 레벨로 검파한 후 
그 차를 제1푸시풀 신호로 발생시킴과, 아울러 상기 (제1,제2), (제3,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그 차를 제2푸시풀 신호로 발생시키는 푸시풀신호 검출 수단과, 상기 광픽업 수단의 (제1,제3)(제2,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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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여 그 합산값을 연산하여 위상차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위상차 검출 수단과, 상
기 광픽업 수단의 (제1,제3)(제2,제4) 검출 신호를 각기 합산하고 그 합 신호의 차를 포커스 에러 신호
로 하여 포커스 제어 수단에 출력하는 포커스 에러 검출 수단과, 상기 푸시풀 신호 검출 수단의 제1푸시
풀 신호를 소정 레벨 증폭한 후 제2푸시풀 신호와 합산하여 래디얼 시프트 신호를 슬레드 제어 수단으로 
출력하는 래디얼 시프트신호 연산 수단과, 이 래디얼 시프트신호 연산 수단의 출력을 소정 레벨 증폭한 
후 상기 위상차 검출 수단의 위상차 검출 신호와 합산하여 디트래킹 신호를 트래킹 제어 수단으로 출력
하는 트래킹신호 연산 수단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기록재생기의 서보 제어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트래킹신호 연산 수단은 래디얼 시프트신호 연산 수단의 출력 신호(ΔR)를 소정 이득(
δT)으로 증폭하는 증폭기와, 이 증폭기의 출력 신호와 위상차 검출 수단의 출력 신호(TEd)를 합산함에 
의해 디트래킹신호(ΔT)를 트래킹 제어 수단으로 출력하는 가산기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
크 기록재생기의 서보 제어 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래디얼 시프트신호 연산 수단은 푸시풀신호 검출 수단의 출력 신호(Ts)를 소정 이득(
γR)으로 증폭하는 증폭기와, 이 증폭기의 출력 신호와 상기 푸시풀신호 검출 수단의 출력 신호(TEp)를 
합산함에 의해 래디얼 시프트 신호(ΔR)를 슬레드 제어 수단으로 출력하는 가산기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광디스크 기록재생기의 서보 제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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