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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시된 광정보 저장매체는, 사용자 데이터가 기록되는 사용자 영역, 사용자 영역의 내주쪽에 구비된 리드인 영역 및 사
용자 영역의 외주쪽에 구비된 리드아웃 영역을 포함하는 광정보 저장매체에 있어서, 상기 리드인 영역, 사용자 영역 및 리
드아웃 영역에 피트가 형성되고, 상기 리드인 영역의 전체 또는 일부 영역의 트랙피치가 그 외의 다른 영역의 트랙피치와
다르게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저장매체 관련 정보 영역 또는 복사 방지 정보 영역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기록되는 영역의 트랙피치를 그 외
의 다른 영역의 트랙피치보다 크게 구성하여 중요한 정보를 재생하는데 있어서 인접 트랙의 크로스토크 등으로 인한 신호
의 열화없이 신뢰성있는 데이터 재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대표도
도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사용자 데이터가 기록되는 사용자 영역, 사용자 영역의 내주쪽에 구비된 리드인 영역 및 사용자 영역의 외주쪽에 구비된
리드아웃 영역을 포함하는 광정보 저장매체에 있어서,
상기 리드인 영역의 일부 영역의 트랙피치가 리드인 영역의 나머지 영역의 트랙피치보다 크게 구성되고, 상기 트랙피치가
큰 영역에 저장매체 관련 정보가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정보 저장매체.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리드인 영역에 복사 방지 정보가 기록되는 영역이 포함되고, 이 영역 의 트랙피치가 다른 영역의 트랙피치에 비해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정보 저장매체.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피치가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과 상대적으로 좁은 영역에서의 트래킹 에러 신호 비율이 1.5 이상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광정보 저장매체.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피치가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과 상대적으로 좁은 영역에서의 위상차 트래킹 에러 신호 비율이 1.5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정보 저장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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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2항에 있어서,
한 층 이상의 기록면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정보 저장매체.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사용자 데이터가 기록되는 사용자 영역, 사용자 영역의 내주쪽에 구비된 리드인 영역 및 사용자 영역의 외주쪽에 구비된
리드아웃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리드인 영역의 일부 영역은 제1 트랙피치를 가지며, 리드인 영역의 나머지 영역은 제2 트
랙피치를 가지는 광정보 저장매체에 데이터를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트랙피치를 가지는 영역의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
상기 제2 트랙피치를 가지는 영역의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1 트랙피치가 제2 트랙피치에 비해 크며, 상기 제1 트랙피치를 가지는 영역은 저장매체 관련 정보가 기록되는 영역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의 재생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트랙피치를 가지는 영역은 복사 방지 정보가 기록되는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의 재생 방법.

청구항 10.
제 8항 또는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트랙피치와 제2 트랙피치의 트래킹 에러 신호 비율이 1.5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의 재생 방법.

청구항 11.
제 8항 또는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트랙피치와 제2 트랙피치의 위상차 트래킹 에러 신호 비율이 1.5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의 재생 방
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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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광정보 저장매체 및 데이터의 재생 방법에 관한 것으로, 리드인 영역의 전체 또는 일부 영역의 트랙피치가 나머
지 영역의 트랙피치와 다르게 구성되어 저장매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의 재생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된 광정보 저장
매체 및 그 광정보 저장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재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광정보 저장매체 예를 들어, 광디스크는 비접촉식으로 정보를 기록/재생하는 광픽업장치의 정보 저장매체로
널리 채용되며, 정보기록용량에 따라 컴택트 디스크(CD;compact disk),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digital versitile
disk)로 구분된다. 그리고, 정보의 기록, 소거 및 재생이 가능한 광디스크로서, 650MB CD-R, CD-RW, 4.7GB DVD+R/
RW, DVD-RAM(random access memory), DVD-R/RW(rewritable) 등이 있으며, 재생 전용 디스크로 650MB CD,
4.7GB DVD-ROM 등이 있다. 더 나아가, 기록 용량이 20GB 이상인 고밀도 광디스크(HD-DVD)도 개발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광정보 저장매체는 기록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광정보 저장매체에 있어서
기록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광정보 저장매체에 맺히는 광스폿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것이다. 광스폿의 크
기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광원의 파장을 짧게 하거나 대물렌즈의 개구수를 크게 해야 한다. 그리고, 광정보 저장매
체의 트랙피치를 감소시켜야 한다. 트랙피치란 어느 한 트랙의 중심선으로부터 이웃하는 트랙의 중심선까지의 최단거리를
나타낸다.
도 1은 종래의 DVD-ROM의 디스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 DVD-ROM 디스크는 사용자 데이터가 기록되는 사용자 영
역(105)과, 사용자 영역(105)의 내주쪽에 구비된 리드인 영역(100)과, 사용자 영역(105)의 외주쪽에 구비된 리드아웃 영
역(110)을 포함한다. 상기 리드인 영역(100), 사용자 영역(105) 및 리드아웃 영역(110)은 모두 피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영역의 트랙피치가 0.74㎛로 이루어져 있다.
기록 용량을 늘리기 위해 트랙피치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광스폿이 이웃하는 트랙에까지 맺히게 되어 크로스토
크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크로스토크가 발생될 경우 재생 신호에 이상이 생겨 정보가 정상적으로 재생되
지 못하는 빈도수가 증가될 수 있다.
특히, 데이터의 기록/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가 기록된 영역에서 그러한 불량 재생이 될 경우, 디스크의 기록/재생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치명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기록 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트랙피치를 조절
함과 아울러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트랙피치를 다르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디스크와 관련된 중요 정보가 기록되는 영역에서의 트랙피치
를 사용자 데이터가 기록되는 영역의 트랙피치에 비해 크게 구성하여 데이터의 재생 성능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광정보
저장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광정보 저장매체는, 사용자 데이터가 기록되는 사용자 영역, 사용자 영역
의 내주쪽에 구비된 리드인 영역 및 사용자 영역의 외주쪽에 구비된 리드아웃 영역을 포함하는 광정보 저장매체에 있어서,
상기 리드인 영역, 사용자 영역 및 리드아웃 영역에 피트가 형성되고, 상기 리드인 영역의 전체 또는 일부 영역의 트랙피치
가 그 외의 다른 영역의 트랙피치와 다르게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리드인 영역의 전체 또는 일부 영역의 트랙피치가 그 외의 다른 영역의 트랙피치에 비해 큰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리드인 영역에 저장매체 관련 정보가 기록되는 영역 및 복사 방지 정보가 기록되는 영역이 포함되고, 이 영역
중 적어도 한 영역의 트랙피치가 다른 영역의 트랙피치에 비해 큰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상기 트랙피치가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과 상대적으로 좁은 영역에서의 트래킹 에러 신호 비율이 1.5 이상인 것이 바
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광정보 저장매체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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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광정보 저장매체는, 도 2를 참조하면 사용자 데이터 영역(15)과, 사용자 데이터 영역(15)의 내주쪽에 구비
된 리드인 영역(10)과, 사용자 데이터 영역(15)의 외주쪽에 구비된 리드아웃 영역(20)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리드인
영역(10)의 전체 또는 일부 영역의 트랙피치가 다른 나머지 영역의 트랙피치와 다르게 구성된다.
상기 리드인 영역(10)에는 저장매체를 재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들이 기록되는 영역들이 구비되는데, 예를 들어
저장매체 관련 정보가 기록되는 영역(10a) 또는 기록 방지 정보(copy protection information)가 기록되는 영역(10b) 등
이 있다. 저장매체 관련 정보로는 예를 들어, 기록 가능형 디스크, 1회 기록형 디스크, 재생 전용 디스크와 같은 저장매체의
종류에 대한 정보, 기록층 수에 대한 정보, 기록 속도 정보, 디스크 크기 정보와 같은 것이 있다.
상기 저장매체 관련 정보 영역(10a) 및 기록 방지 정보 영역(10b) 중 적어도 한 영역의 트랙피치가 나머지 다른 영역의 트
랙피치에 비해 큰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저장매체의 재생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더 있을 수 있으며, 리드인 영역
(10) 전체의 트랙피치가 다른 영역의 트랙피치에 비해 크게 형성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광정보 저장매체는 재생 전용 저장매체에 적용될 수 있다. 상기 리드인 영역(10), 사용자 영역(15) 및 리드
아웃 영역(20)에 전체적으로 피트가 형성된다. 피트는 광정보 저장매체의 제조시 기판에 미리 형성된다. 이와 같이 광정보
저장매체의 전영역에 기록되는 데이터를 피트로 기록하면, 리드인 영역(10)과 사용자 데이터 영역(15)에 공정의 중단없이
피트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제조 공정이 간단해지고 공정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한편, 피트를 이용하여 트래킹을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위상차 검출법(DPD; Differential Phase Detect)이다. 위상차 검출
법은 예를 들어 4분할 광검출기에 맺히는 광스폿의 위상차에 의해 트래킹 서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이미 널리 공지된 것
이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위상차 검출법에 의하면, 트랙 피치가 다를 때 트래킹 에러 신호 즉,
위상차 트래킹 에러 신호 또한 다르게 나온다. 예를 들어, 도 3a에 트랙피치가 0.32㎛일 때 검출된 위상차 검출 신호(DPD
신호)가 도시되고, 도 3b에 트랙피치가 0.35㎛일 때 검출된 위상차 검출 신호(DPD 신호)가 각각 도시되어 있다. 여기서,
동일한 재생 파워에 대해 트랙피치 0.32㎛에서의 위상차 트래킹 에러 신호 진폭이 약 1.46V이고, 트랙피치 0.35㎛에 대해
서는 약 2.31V로 나타났다. 트랙피치가 클 때의 위상차 트래킹 에러 신호 진폭이 트랙피치가 작을 때의 트래킹 에러 신호
진폭에 비해 약 1.58배 크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트랙피치가 클수록 트랙킹 에러 신호가 크게 검출되고, 트
래킹 에러 신호가 클수록 에러 검출 성능이 향상되므로 재생 성능 및 신뢰성이 향상된다.
상기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해, 상기 저장매체 관련 정보 영역(10a) 또는 복사 방지 정보 영역(10b)의 트랙피치(TP)를 Ⅰ이
라 하고, 나머지 다른 영역의 트랙피치(TP)를 Ⅱ라고 할 때, 각 트랙피치에 대한 트래킹 에러 신호 특히, 위상차 트래킹 에
러 신호의 비율이 1.5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수학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수학식 1

본 발명에 따른 광정보 저장매체는 한층 이상의 기록면을 가지는 광정보 저장매체에 적용 가능하다. 즉, 복수층의 기록면
을 가지는 경우에 각 층의 리드인 영역의 일부 또는 전체 영역의 트랙피치를 나머지 다른 영역의 트랙피치에 비해 크게 형
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리드인 영역에서 중요한 정보가 기록되는 영역의 트랙피치를 다른 영역의 트랙피치보다 크게 형
성함으로써 중요한 정보에 대한 재생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광정보 저장매체는, 리드인 영역의 저장매체 관련 정보 영역 또는 복사 방지 정보 영역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기록되는 영역의 트랙피치를 그 외의 다른 영역의 트랙피치보다 크게 구성하여 중요한 정보를 재생하
는데 있어서 인접 트랙의 크로스토크 등으로 인한 신호의 열화없이 신뢰성있는 데이터 재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DVD-ROM 디스크의 개략적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광정보 저장매체의 개략적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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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는 트랙피치가 0.32㎛일 때의 위상차 트래킹 에러 신호(DPD 신호)를 나타낸 것이고, 도 3b는 트랙피치가 0.35㎛일
때의 위상차 트래킹 에러 신호(DPD 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도면 중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리드인 영역, 10a...저장매체 관련정보 영역 10b...복사 방지 정보 영역, 15...사용자 영역
20...리드아웃 영역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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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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