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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 작동 장치 및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기계 동작의 개략 흐름도.

제2도는 인포커스 상태와 인포커스 상태 부근에서의 잘 알려진 FES신호를 도시한 그래프.

제3도는  트래킹  에러신호(TES)  또는  리드백  신호  진폭과  관련한  FES오프셋의  관계를  도시하는 그래
프.

제4도는 본 발명을 실시하는 광학 디스크 레코더의 개략 블럭도.

제5도는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제4도에서  도시된  광학  디스크  레코더의  사용  가능한  개략  기계 
동작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3 : 레이저                                             49 : 포커스 서보

56 : 쿼드 검출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조 문헌]

1009년  6월  4일에  출원되어  본  출원인에게  양도된  미국  특허출원  제07/535,305호(현재  미국  특허 제
5,128,913호)는 본 발명에 참조 문헌으로 결합된다.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광학  포커싱(focussing)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이러한  시스템에서의  포커스 포착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광학 디스크 레코더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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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배경]

광  디스크  레코더는  특히  극히  소형이며  경량인  대물렌즈를  사용한다.  이러한  대물렌즈는  통상 포커
싱  움직임을  행하도록  렌즈의  광축을  따라  이동  가능하다.  이러한  렌즈의  광축을  따라  이동 가능하
다.  이러한  렌즈의  필드  깊이(시야도)(depth  of  field)는  통상  깊지  않으므로  인포커스 상태(포커스
가  맞추어진  상태)가  보다  정확해야  광학  디스크에  효과적으로  신호를  기록하고  광학  디스크로부터 
신호를  리드백(재판독)(readback)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물렌즈의  포커스  포착  즉,  대물렌즈의 
인포커스  위치로의  이동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광학  디스크  레코더를  사용하는데  있어 포
커스를  다시  맞추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어진다.  초기에  포착된  포커스가  특정의  응용에  사용하기 적
합한  최적의  포커스가  아닐  수  있다.  예를들어,  비디오  레코더에  있어서,  최적의  포커스  표시 상태
를 얻기 위해 비디오 리드백 신호의 진폭이 이용된다.  데이타 기록 타입의 여러 광학 디스크에 있어
서 최대 리드백 진폭으로 포커스의 조정을 행하기 위한 기록 신호는 존재치 않는다.

또한,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에  포커싱  에러가  생기면  집속된  광  스폿이  원하는  것보다  크므로 리드
백 신호의 진폭이 더 크고 기록 동작중에 디스크에서의 광 강도가 더 작아진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데이타  기록  및  리드백에  에러가  유발될  수  있다.  포커스  에러  신호(FES)에서의 
오프셋  에러는  열  효과(thermal  effect)  뿐만  아니라  초기의  제조  허용오차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
다. 이러한 정상 상태 에러(steady state error)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포커스  포착  시스템에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상적인  포커스  상태에  근접한  FES신호의 
피크를  찾는다.  FES신호의  피크를  찾으려면  FES신호에서  다수  포인트를  측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가  특히  필요한  경우란  변화하는  포커스  상태와  관련된  FES신호  범위에  걸쳐  미세한  변동이  생기는 
경우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유는 각  포커스 오프셋 값에 대하여 디스크 각도 위치로 인
한  신호  변동을  제거하기  위해  디스크를  완전히  회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포커싱시스템에서
의 또다른 다른 고려 사항은 최적의 포커스 상태를 나타내는 FES  신호의 피크가 가장 바람직한 동작
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디스크  흔들림(runout)  뿐만  아니라  기계  진동이  있는  경우,  포커싱 
서보가  이상적인  인포커스  상태를  유지함에  있어서  작은  에러가  생길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약
간의 디포커싱(촛점 흐림)으로 인해 원치 않은 리드백 신호 진폭의 손상(undesired loss of 
readback  signal  amplitude)이  있을  수  있다.  간단한  포커스  포착  시스템으로  상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래 기술의 설명]

콘노  Konno  등의  미국  특허  제4,733,066호에  도시된  전형적인  종래  포커스  포착  시스템에서는 포커
스  포착이  소위  개방  루프  모드(open  loop  mode)  동안  이루어진다.  상기  특허  시스템에서  인포커스 
상태를  검출할때,  대물렌즈의  포커스를  유지하도록  포커스  유지  서보(focus  maintenance  servo)가 
작동된다.  Konno  등의  상기  특허에  개시된  램프  형상의  전형적인  제어신호는  대물렌즈를  인포커스 
위치로 이동시킨다.

상기  특허에서는  포커싱  렌즈를  지지하기  위한  탄성  수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탄성  수단은 제거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원에서  참조로  결합된  문헌(미국  특허  제5,128,913호)에서는  일련의  펄스를  이용하여  렌즈를 인포
커스  상태로  유연하게  이동시키는  포커스  포착  시스템이  기술되어  있다.  인포커스  상태를  한정하는 
FES신호의  피크를  검출하기  위해  피크  검출기가  사용된다.  보다  바람직한  인포커스  상태로  만드는 
최적의 포커스 포착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eshkovsky  등의  미국  특허  제4,332,022호(현재  RE32051)에서는  최적의  포커스  상태를  표시하기 위
해  비디오  신호를  사용하면서  최적의  포커스  상태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리드백  신호  진폭을 이용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으며,  다소의  포커스  상태의  변화가  있더라도  비교적  양호한  리드백  신호 진
폭을  유지하는  포커스를  포착하기  위한  보다  신속하고  새로운  포커스  포착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미국  특허  제4,707,648호에  개시된  포커스  포착시스템에서는  포커스  에러  신호와  오프셋  신호가 합
성되어  포커스  작동기를  구동시킨다.  리드백  신호가  최대  진폭을  가지는  포커스  상태를  찾기  위해서 
다수의 측정이 행해진다.

이러한  기술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어,  본  발명은  통상  최대  진폭에  있지는  않지만  약간의 디포커
싱에 의해서도 리드백 신호 진폭 또는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최적의 포커스를 
제공한다.  최대  진폭이  최적의  포커스  상태를  정의하는  것으로  사용될때,  데이타  저장  광학 디스크
에서  이러한  최대  진폭에서의  리드백  신호  진폭은  비교적  가파르게  감소(falloff)하는  경우가 있다
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약간의  디포커싱은  리드백  신호  진폭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
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목적은  최대의  포커스  에러가  있더라도  리드백  신호  진폭의  변화가  최소가  되는  최적의 
포커스 포착을 제공하는데 있다.

근거리(near)  포커스  상태에서,  트래킹  에러  신호  진폭이나  리드백  신호  진폭이  초기의  개략적인 인
포커스  상태로부터  이격된  위치들에서  샘플된다.  현재  인포커스  상태의  양쪽으로  포커스  상태를 이
동시키면서  포커스  오프셋을  제어한다.  이러한  오프셋  위치들에서  TES  또는  리드백  신호  진폭이 동
일하다면 그때가 최적의 포커스 상태로 정의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초기 포커스는 램프 및 피크 검출 기술(ramp and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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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technique)을  이용하여  포착된다.  일단  렌즈의  개략적인  초기  포커스  위치가  결정되면, 
약간의  아웃  오브  포커스(포커스를  벗어난)  변화가  있더라도  TES  또는  리드백  신호의  진폭이 실질적
으로 감소하지 않는 포커스 상태를 찾도록 현재의 포커스 위치로부터 두  오프셋 위치의 TES  또는 리
드백 신호가 분석된다.

본  발명의  상기  및  목적,  특징,  장점들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명백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양호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지금부터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여러  도면에서  동일의  부분,  기능,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는 동
일  부호를  표시한다.  제1도를  살펴보면,  제1도는  본  발명을  최적의  모드로  실시하기  위한  흐름도를 
도시하고  있다.  기계  스탭(10)에서  포커싱  시스템에  대해  초기  포커스  상태가  얻어진다.  이러한 초
기  포커싱  시스템은  참고로  기술된  문헌에서  채용될  수  있다.  기계  실행  스텝(11)에서,  최적의 포커
스를  포착하도록  FES  오프셋  신호  값이  변화된다.  최적의  포커스란,  약간의  디포커싱이  있어도 임의
의  리드백  또는  TES  신호의  진폭이  별로  변화하지  않는  포커스  상태라고  정의  된다.  이것은  포커스 
상태가 약간만 변화해도 TES  또는 리드백 신호가 비교적 급속히 저하될 수 있는 최대 진폭의 TES 또
는  리드백  신호에서  이루어진  포커스  상태와는  대조적이다.  최종적으로  기계  스텝(12)에서  광학 디
스크 드라이브는 스텝(11)에서 결정된 최적의 포커스 상태에서 작동된다.

제2도를  도시하면,  포커스  상태와  관계가  있는  전형적인  FES  곡선이  도시되어  있다.  수평축은 포커
스 평면,  즉 광학 디스크에 대한 렌즈의 상대 위치를 표시한다.  그 상대 위치의 거리가 변화되고 포
커스  상태가  인포커스  상태(21)에서  아웃  오브  포커스  상태로  변화함에  따라,  FES신호(20)는  포커스 
평면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지기  전에  (22)에서  피크에  도달하고,  유사한  피크가  아주  근접한 상태
에서도 발생한다.

기계  스텝(10)에서,  양방향  화살표(23)로  지정된  범위내에서  포커스  상태가  얻어진다.  포커스 상태
는  사실상(21)에서  교차하는  0축에  있게  되지만,  장차  파라미터와  디스크  파라미터  때문에,  이러한 
포커스  상태는  기계  스텝(11)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최적의  포커스  상태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최적의 포커스 상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제3도와 관련하여 기술된 바와 같은 추가 처리가 
이어진다.  앞서  FES  신호로  표시된  것과는  다른  포커스  상태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커스  구동  신호를 
제어하기  위한  FES오프셋  입력이  후술되는  바와  같이  포커스  서보에  제공된다.  제3도에서,  수평선은 
수직  파선(31)으로  표시된  초기  포커스  상태에서  제로  값을  갖는  FES  오프셋  값을  나타낸다. 곡선
(30)은  제로  위치로부터의  FES오프셋의  함수로서  TES  진폭  또는  리드백  신호진폭을  나타낸다.  본 발
명에  의하면,  현재의  FES  오프셋  값으로부터  두가지  측정을  얻는다.  하나는  곡선(30)의  한 경사부상
에 있는 디포커싱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가산 오프셋이며, 다른 하나는 제2오프셋인 감산 
오프셋으로,  포커스  상태가  곡선(30)의  다른  경사부상에  신호  진폭을  감소시키는  디포커스가  되게 
한다.  제2도에서,  도시된  초기  포커스  상태에서,  포커스  오프셋은  (32)  및  (33)으로  표시된  대로 
TES신호로부터의  진폭이  된다.  (32)에서의  측정값이  (33)에서의  측정값  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초기  포커스  상태가  비록  최대  리드백  신호  진폭에서  최적의  포커스  상태일지라도,  이러한  포커스 
상태는  TES   또는  리드백  신호  진폭이  비교적  크게  변화하는  경사부중  한  경사부에  아주  근접한 것
일 수 있다.

리드백 신호 진폭과 TES  신호 진폭이 (36)  및  (37)에서와 같은 두 FES  오프셋 위치들에서 동일한 값
이  되는  최적의  포커스,  두  수직  파선(35)으로  표시된  최적의  포커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곡선(30)은  또한  노이즈  및  다른  특성  대문에  TES  또는  리드백  신호  리턴에서의  변화가 곡선(30)에
서 도시된 바와 같이 변화한다는 것을 도시한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본  발명의 가장 적합
한 응용이 된다.

제4도에는,  바람직한  실시예로  구현된  바와  같은  상술된  본  발명의  동작이  도시되어  있다.  광학 디
스크  플레이어/레코더는  모터(41)상에  장착된  회전식  자기  광학  디스크(40)를  포함하며,  모터(41)는 
드라이브의  프레임(42)상에  장착된다.  렌즈(46)로부터  나와  경로(45)를  통과하는  레이저  빔은 통상
적인  방법으로  렌즈(46)를  통해  디스크(40)의  표면에  의해  다시  반사된다.  렌즈(46)상에  고정된 포
커스  코일(47)은  경로(45)와  사실상  일치하는  광축을  따라  렌즈(46)를  이동시키기  위한  헤드 캐리지
(도시되지  않음)상에  장착된  영구  자석(48)과  협동한다.  포커스  서보(49)는  디스크(40)에  대하여 렌
즈(46) 포커스 제어를 행하도록 포커스 코일(47)에 연결되어 있다.

레이저(53)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학  장치(52)를  통해  경로(50)를  거쳐  렌즈(46)에  레이저  빔을 공
급하며,  또한  경로(45)를  거쳐  디스크(40)에  레이저  빔을  공급한다.  반사된  레이저빔은  경로(45  및 
50)를  되돌아온다.  즉,  통상적인  방법으로  경로(45)를  통해  포커스  상태를  검출하여  트래킹 에러신
호를  발생하는  쿼드  검출기(56)로  부분적으로  재지향된다.  PREAMP회로(57)는  트래킹  및  포커스  에러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일부가  논리적으로  결합하는  검출기(56)의  전기적으로  독립된  수광기  A,  B, 
C  및  D로부터  신호를  수신한다.  PREAMP회로(57)는  렌즈(46)의  포커스를  유지함에  있어서  포커스 서
보(49)에 의해 사용되는 라인(60)상에 FES신호를 공급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65)는  제4도의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어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포커스 제
어와  관련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65)는  신호를  라인(67)상에  송신함으로써  초기  포커스 포착회로
(66)를  동작시킨다.  회로(66)는  참고로서  기재된  문헌에서  기술되고,  도시된  바와  같은  것일  수 있
다.  초기  포커스  포착  회로(66)는  라인(68)에  공급된  신호에  의해  포커스  서보(49)를  동작시켜 통상
적인  방법으로  포커스를  포착한다.  라인(60)상의  포커스  에러  회로가  또한  포커스  포착시를 표시하
는  초기  포커스  포착회로에  제공된다.  포커스  포착시,  포커스  서보(49)는  렌즈(46)의  포커스를 유지
한다.   회로(66)는  포커스가  초기에  포착될때  라인(69)상의  신호로  마이크로프로세서(65)에 통보한
다.  이때,  마이크로프로세서(65)는  기계  스텝(11)을  초기화하며,포커스  포착  회로(66)는  기계 스텝
(10)을 완료한다.

합산  회로(70)가  논리  회로(57)와  포커스  서보(49)간에  전기적으로  개재되어  디지탈-아나로그 변환

7-3

특1995-0006838



기 DAC(71)로부터 FES 오프셋 신호를 수신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65)는  오프셋  신호를  제공하도록  DAC(71)에  전력을  공급하는  레지스터  RELT(72)로 
오프셋  값을  설정한다.  기계  스텝(11)을  실행함에  있어서,  마이크로프로세서(65)는  논리 회로(57)로
부터  아나로그-디지탈  변환기  ADC(73)에  공급된  TES신호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공지의  기술을 
이용하여  쿼드  검출기(56)로부터  발생된  크래킹  애러  TES이다.  TES신호는  디스크(40)상의  트랙과 빔
(45)의  상대  위치를  표시하며  트래킹  코일(58)에  공급되어  경로(45)상의  빔의  교차  트랙  위치를 제
어하기  위해  교차  트랙  방향으로  렌즈(46)를  이동시킨다.  이러한  트랙에서  경로(45)를  통해이동하는 
광  빔의  반사차를  통해  트래킹  에러  신호를  발생하는  홈이  파여있다.  ADC(73)는  TES의  디지탈화된 
크기  표시를  마이크로프로세서(65)에  제공한다.  대안으로서,  TES  보다는  오히려  데이타  신호 리드백
의  진폭이  사용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디스크(40)로부터  반사된  광의  일부는  광경로(74)를 따
라  광학  장치(52)에  의해  데이타  검출기(75)에  재지향되며,  이  검출기(65)는  광학  검출기  뿐만 아니
라  이러한  데이타  검출에  관련된  통상의  신호  처리회로를  포함한다.  데이타  검출  회로(75)로부터 나
온  신호  출력은  진폭을  디지탈화하여  디지탈화된  진폭을  마이크로프로세서(65)에  공급하는 ADC(76)
에 공급된다.

제5도는  제1도의  기계  스텝(11)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4도  장치의  동작을  도시하는  단축된  기계 동작
도이다.  제5도에서  초기  포커스는  기계  스텝(10)에  의해  포착되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  기계 스텝
(80)에서, FES오프셋은 0과 동일하다.

즉  레지스터(72)의  내용은  기준값으로  설정된다.  기계  스텝(81)에서는  제3도의  점(33)에서  TES 리드
백을  유발시키는  포지티브  FES오프셋이  제로(0)로  부가된다.  기계  스텝(82)에스는  ADC(73)로  표시된 
TES진폭이 마이크로프로세서(65)에 의해 샘플되는데, 즉 (FES-1)값이 측정되어진다.

기계  스텝(83)에서는  TES값(32)으로  되는  제로의  초기  오프셋에  마이너스  오프셋이  가산된다.  기계 
스텝(84)에서는,  점(82)에서의  TES진폭값이  ADC(73)를  샘플링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65)에  의해 측
정된다.  다음에  기계  스텝(85)에서는  두  진폭갑(32  및  33)을  비교하여  델타  값을  생성한다.  기계 스
텝(86)에서 측정된 델타 값이 ADC(76)의 출력에서 1의 변화와 같은 허용된 차이의 범위와 비교된다.

허용한계  범위는  디지탈  출력  신호  값의  다수의  ADC(76)의  중분일  수  있다.  델타  값이  값(32  및 3
3)을  측정함에  있어서  인스턴스(instance)인  ADC(76)의  출력에서  1단위의  변화보다  크다면,  새로운 
오프셋이  계산되며,  새로운  오프값에  가산되고  감산되어지는  포지티브  및  네가티브  오프셋으로 스텝
(81  내지  86)이  다시  수행된다.  기계  스텝(91)에서,  델타  값은  오프셋  M의  변화를  발생하도록  작은 
정수배로  증배된다.  기계스텝(92)에서,  테스트점을  발생하는데  현재  사용되는  오프셋  값은  새로운 
값  N에  도달하기  위해  M(M은  지정된  양임)배만큼  변화된다.  기계  스텝(93)에서,  새로운  값  N이 레지
스터(72)에  적재된다.  그  이후에,  스텝(81  내지  86)이  반복되어진다.  스텝(81  및  86)에서  포지티브 
및 네가티브 오프셋이 오프셋 값에 가산됨에 주목하라.

기계  스텝(86)에서  텔타  값이  점(36  및  37)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허용된  범위내에  있을때, 프로그
램  경로(87)는  레지스터(72)에  제공되고  연속  동작  동안  레지스터에  보존되는  조정  값으로서  최종 
계산된 포커스 오프셋을 이용하는 기계스텝(12)에 이어진다.

ADC(76)를  통해  공급된  데이타  신호는  TES  대신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홈이  파여진 
매체를  사용하면,  TES신호는  사용이  다소  용이하다.  홈이  없는  매체를  사용하면  임의  데이타  신호가 
기록되어져야 하며 리드백 데이타 신호는 FES조정용으로 사용되어 진다.

비록  본  발명이  특정의  적합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기술  및  도시되어졌더라도,  본  기술  분야에 숙련
된  자에게는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은  여러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를  작동시키는  장치로서,  광학  디스크를  회전  가능하게  설치한  모터와,  상기 
광학  디스크와  광  통신하여  상기  광학  디스크에  레이저빔을  공급하고  상기  광학  디스크로부터 반사
된  레이저  빔의  수광하는  광학  수단으로서,  상기  레이저  빔을  광학  디스크에서  포커싱하는  수단과, 
상기  광학  디스크로부터  반사된  레이저  빔을  감지하여  수광된  반사광을  표시하는  전기  신호를 공급
하는  감지  수단을  가진  광학  수단과,  상기  포커싱  수단에  연결되어  레이저  빔의  포커싱을  변경하는 
오프셋  수단으로서,  포커싱  오프셋의  양  및  방향을  표시하는  오프셋  값을  수신하는  입력  수단을 가
진  오프셋  수단과,  초기  포커스  오프셋  값을  발생하는  초기  포커스  오프셋  수단과,  상기  초기 포커
스 오프셋 수단에 연결되어 상기 초기 포커스 오프셋 값을 수신하며,  상기 오프셋 수단의 상기 입력 
수단에 연결되어 상기 초기 포커스 오프셋 값을 상기 입력 수단에 공급하고,  상기 오프셋 수단이 연
속적인  포커스  오프셋을  발생하도록  작동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연속하는  현재  포커스  오프셋  값을 
발생하도록  포지티브  및  네가티브  증분을  상기  초기  포커스  오프셋  값에  순차적으로  그리고 연속적
으로  부가하는  조정  수단으로서,  상기  감지  수단에  연결되어  상기  각각의  중분된  값들에  대해  전기 
신호의 진폭을 측정하는 측정 수단과,  상기 감지 수단에 연결되어 상기 측정된 두  값을 수신하여 비
교하는  비교  수단을  구비하는  조정  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비교수단은  소정값  보다  적은  소정의 차
를  가진  측정된  두  값에  응답하여  광학  디스크  플레이어에서  임의의  후속하는  신호  처리  동작에 대
해  현재  오프셋  값을  최종의  현재  오프셋  값으로서  사용하도록  상기  오프셋  수단에  지시하고,  상기 
비교 수단은 상기 소정값과 같거나 큰 차를 가진 상기 두 측정값에 응답하여 상기 조정 수단이 새로
운 초기 오프셋 값을 생성하여 이 새로운 초기 오프셋 값을 상기 오프셋 수단에 송신하여 포커스 오
프셋의 조정을 반복하도록 조정 수단을 작동시키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 작동 장치.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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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수단에  연결되어  상기  광학  디스크로부터  반사된  레이저  빔이  표시하는 
데이타를 수신하는 데이타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 작동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는 신호 기억 트랙 위치를 표시하는 원주 방향의 홈을 가지며,  상기 디
스크로부터  반사된  레이저  빔을  수신하는  상기  감지수단에  연결되어  상기  레이저  빔과  상기  홈들중 
한  홈과의  상대적으로  위치를  검출하여  표시하는  트래킹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광학  디스크 드라
이브 작동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수단에  연결되어,  최적의  포커스  상태이거나  최적의  포커스  상태가  아닌 
제1포커스  상태를  포착하기  위해  상기  광학  수단을  작동하기  위한  포커스  포착  수단과,  상기  초기 
수단에  연결되어  상기  초기  오프셋  값을  소정의  기준값으로  설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추가로 
포함하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 작동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수단이  공급하는  신호의  진폭은  최대  피크값  및  다른  피크값을  가진 포
커스 오프셋의 변화와 함께 변하며 상기 전기 신호가 최대 진폭을 갖게 되는 상기 포커스 오프셋 값
보다  큰  포커스  오프셋  값들에서  진폭이  감소되며  상기  포지티브  및  네가티브  증분은  원하지  않는 
포커스  오프셋을  발생하므로  상기  감지  수단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전기  신호중  적어도  하나의 신호
가 감소된 진폭을 갖게 되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 작동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수단과  마주하는  표면상의  디스크에  배치된  다수의  기계  감지식  트랙 표
시기(maching-sensible  track  indicators)와,  상기  전기  신호를  수신하는  상기  감지  수단에 연결되
어  상기  레이저  빔과  상기  트랙  표시기중  하나의  위치  에러를  표시하는  트래킹  에러  신호를 발생하
는  트래킹  에러  신호  발생기를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디스크는,  상기  트랙  표시기에  의해  각각 표
시된  다수의  데이타  기억  트랙을  가지며,  상기  광학  수단은  상기  트래킹  에러  신호를  트랙  추종 표
시로  이용하여  상기  트랙들중  하나의  트랙을  스캐닝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 
작동 장치.

청구항 7 

포커싱  소자와,  상기  포커싱  소자에  연결되어  광강도가  인포커스  상태와  아웃  오브  포커스  상태를 
표시하는 광을 수신하는 감지 수단을 구비한 광학 시스템에서,  상기 광  강도는 상기 아웃 오브 포커
스  상태들중  소정의  최대  상태  동안  실질적으로  최소  강도로  감소하며  상기  소정의  아웃  오브 포커
스  상태  보다  작은  아웃  오브  포커스  상태가  변화함에  따라  강도가  변화하는  광학  시스템에서 기계
식으로  포커스를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주어진  포크스  상태인  초기  포커스  상태를  설정하는  스텝과, 
상기  변화된  포커스  상태중  적어도  하나의  포커스  상태가  소정의  아웃  오브  포커스  상태를  초과하여 
상기  수광된  광  강도가  감소되도록  상기  주어진  포커스  상태를  초과하도록  소정의  포커스  상태를  두 
포커스  상태로  포지티브  및  네가티브로  변화시키는  스텝과,  변화된  두  포커스  상태에서  발생한 신호
의  진폭을  비교하는  스텝을  구비하며,  상기  비교된  광  세기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광학  시스템을 
동작하기  위한  소정의  포커스  상태를  이용하며,  신호  진폭이  실질적으로  상이하면   차부호를 판정하
여  진폭차를  감소시키도록  소정의  포커스  상태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두  포커스  상태의  수신광의 세
기가 소정의 각 광도 차이 보다 작을때까지 상기 변화 및 비교 스텝을 반복하는 광학 시스템에서 기
계식으로 포커스를 포착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스텝에서  초기에  설정된  포커스  상태와는  다른  포커스  상태로부터 포커
싱  소자의  포커싱을  변화시키도록  포커스  오프셋을  제공하는  스텝과,  포지티브  및  네가티브  변화된 
포커스  상태를  얻도록  포커스  오프셋을  변화시키는  스텝과,  상기  초기  포커스  상태  이외의  상기 설
정된  포커스  상태를  포커스  오프셋을  변화시켜  설정하는  스텝을  추가로  포함하는  광학  시스템에서 
기계식으로 포커스를 포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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