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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구수가 NA인 대물 렌즈에 의해 집광되는 레이저빔을 조사하여 정보를 재생하는 정보 기록 매체는 디스크형 기판 

및 그 기판 상에 배치되는 기록층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기판의 표면에는 다수의 프리피트 영역 및 다수의 데이터 영

역이 나선형 또는 중심이 같은 가상 트랙 중심을 따라 교대로 배치된다. 각 프리피트 영역은 서보를 트래킹하기 위한 

한 쌍의 워블 피트를 포함하며,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워블 피트의 길이(L(㎛)), 레이저빔의 파장(λ(㎛)), 및 개구

수(NA)는 0.3 ≤L ·NA/λ≤0.65의 관계를 만족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레이저빔 조사에 의해 정보를 재생하는 정보 기록 매체 및 그 기록/재생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근년, 고밀도 광디스크에 대한 요구가 있어 그 트랙 간격은 좁아지고 있는 한편 선형 밀도는 증가하고 있다. 트랙 간

격을 좁게 하기 위해서는 교차 쓰기 등의 인접한 트랙간의 간섭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수한 정밀도로 기

록/재생을 위한 빔 스폿의 트래킹 제어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빔 스폿의 제어 방법으로서, 푸시-풀 트래킹 시스템이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광학 축의 이동 및 디스크

의 기울어짐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갖고 있다.

광학 축의 이동 등의 불안정이 일어날 때에도 트래킹 제어의 오차를 줄이면서 빔 스폿을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샘플 

서보 트래킹 시스템이 알려져 있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디스크 상에 개별적으로 배치되는 프리피트 영역으로부터의

재생 신호에 따라 트래킹 제어가 행해진다. 도 17a는 샘플 서보 트래킹 시스템을 채용한 광디스크 상의 프리피트 영

역의 종래 구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도 17a를 참조하면, 프리피트 영역에서 각 클럭 피트(2)가 가상 트랙 중심(1)에 배치된다. 또한, 한 쌍의 워블 피트(3)

가 가상 트랙 중심(1)에서 1/4 트랙만큼 이동한 위치에 배치된다. 한 쌍의 워블 피트(3)는 가상 트랙 중심(1)에서 다른

측에 배치되는 제1 워블 피트(3a)와 제2 워블 피트(3b)로 구성된다. 제2 워블 피트(3b)에서 가상 트랙 중심(1)을 따라

소정의 간격을 두고 어드레스 피트(4)가 형성된다.

샘플 서보 트래킹 시스템에 의하면, 한 쌍의 워블 피트(3)로부터의 반사광의 양(재생 신호)에 따라 트래킹 오차가 검

출된다. 도 17b∼17d는 도 17a에 나타낸 프리피트 영역에서의 재생 신호를 나타낸다. 섹션(Tc)은 클럭 피트(2)로부

터의 재생 신호를, 섹션(Tw1)은 제1 워블 피트(3a)로부터의 재생 신호를, 섹션(Tw2)은 제2 워블 피트(3b)로부터의 

재생 신호를 나타낸다.

워블 피트(3a, 3b)는 가상 트랙 중심(1)으로부터 동일한 간격을 두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된다. 따라서, 기록/재생용 

빔 스폿이 가상 트랙 중심(1)을 따라 통과하는 경우, 섹션(Tw1)에서의 반사광의 감소량(V1)은 도 17b에 도시한 것처

럼 섹션(Tw2)에서의 반사광의 감소량(V2)과 동일하다. 빔 스폿이 제1 워블 피트(3a) 측으로 이동하는 경우, 도 17c

에 도시한 것처럼 섹션(Tw1)에서의 반사광의 감소량(V1)은 증가하지만, 섹션(Tw2)에서의 반사광의 감소량(V2)이 

감소한다. 한편, 빔 스폿이 제2 워블 피트(3b) 측으로 이동하는 경우, 도 17d에 도시한 것처럼 섹션(Tw1)에서의 반사

광의 감소량(V1)은 감소하지만, 섹션(Tw2)에서의 반사광의 감소량(V2)이 증가한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빔 스폿이 가상 트랙 중심(1)으로부터 이동되면, 반사광의 감소량(V1, V2) 사이에 차이가 발

생한다. 샘플 서보 트래킹 시스템에 의하면, 반사광의 감소량(V1, V2) 사이의 차이(트래킹 제어 신호)를 검출함으로

써 트래킹 제어가 행해진다. 샘플 서보 트래킹 시스템에 의하면, 디스크로부터의 모든 반사광이 사용되므로, 트래킹 

제어가 렌즈의 이동, 디스크의 기울어짐 등에 쉽게 영향 받지 않고, 트래킹 제어에 있어서의 잉여 오차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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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4(1992)-301219 A는 상기 샘플 서보 트래킹 시스템의 기록 밀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워블 피트가 인접한 트랙들에 의해 공유된다. 이 방법은 종래의 방법에 비해 트래킹 밀도를 두 배로 할 수 있

다.

또한, 종래의 광디스크에 있어서, 신호의 재생 해상도는 실질적으로 재생광의 파장( λ) 및 대물 렌즈의 개구수(NA)

에 의해 결정되고, 검출 한계의 피트 주기는 본래 λ/(2/NA)이다. 그러나, 재생광의 파장을 줄이거나 대물 렌즈의 개

구수를 늘이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기록 매체 및 재생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정보의 기록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제안되었다. 예컨대, JP 6(1994)-290496 A는 DWDD법을 이용하여, 재생광의 파장 및 대물 렌즈

의 개구수에 의해 결정된 검출 한계를 넘어서 재생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다. DWDD법에 의하면, 

재생용 라이트 빔의 조사에 의해 자기 도메인 벽이 연속적으로 이동하고, 자기 도메인 벽의 이동이 검출된다. 이 기술

에 의하면, 재생용 라이트 빔을 조사할 때 자기 도메인 벽이 이동하는 제1 자기층인 재생층이 각각의 정보 트랙 사이

에 자기적으로 분리되면, 특별히 만족스러운 재생 신호가 얻어진다.

정보 트랙들 사이에 자기층을 자기적으로 차단시키는 방법으로서, 정보 트랙들 사이에 레이저 에닐링(annealing)을 

행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레이저 에닐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디스크 상에 그루브

와 랜드를 형성하여 자기 도메인 벽 이동 층을 분리하는 방법이 제안된다(JP 11(1999)-120636 A 참고). 더욱이, 기

록 트랙으로서 그루브와 랜드를 사용하는 광디스크에서는, 랜드와 그루브의 경사면의 기울어짐을 이용하여 자기 도

메인 벽 이동 층을 분리하는 방법도 제안된다(JP 11(1999)-120636 A 참고).

그러나, 종래의 샘플 서보 트래킹 시스템에 의해 고밀도 광디스크에 대하여 정보가 기록/재생되는 경우, 충분한 트래

킹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고밀도 광디스크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 종래 기술에서 설명한 DWDD법에 따라 

기록/재생을 행하는 광디스크의 경우에는 트래킹 정확도에 관한 문제가 특히 심각해진다. 이것은 DWDD법에 의하면 

광 빔의 해상도의 한계를 넘어 기록/재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DWDD법을 채용하지 않는 종래의 광디스크에서는 

광학 해상도가 기록 밀도를 제어한다. 따라서, 트랙 간격을 좁게 한 경우, 인접 트랙으로부터의 혼선에 의해 재생이 행

해질 수 없다. 이 혼선을 피하기 위해, 트랙 간격을 λ/NA의 0.67배 정도로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DWDD법에 의

하면, 트랙 간격을 λ/NA의 0.49배 정도로 좁게 하더라도 기록/재생이 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트랙 간격을 좁게 함

으로써 트랙 밀도를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종래의 광디스크보다 훨씬 높은 트래킹 정확도가 요구된다.

샘플 서보 트래킹 시스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높은 트래킹 정확도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1. 광디스크의 기울어짐으로 인해 트래킹 오차가 발생하여 트래킹 정확도가 떨어진다.

2. 트래킹 제어 신호의 크기가 디스크의 내주와 외주 사이에 변화하여 트래킹 정확도가 떨어진다.

첫 번째 문제에 관해 설명한다. 종래의 광디스크에 사용되는 푸시-풀 트래킹 시스템에 따른 트래킹 제어에 있어서, 

디스크의 기울어짐 및 렌즈의 이동에 의해 트래킹 제어 신호에 DC 오프셋이 일어나고, 이 오차는 트래킹 정확도를 떨

어뜨린다. 이와 반대로, 샘플 서보 트래킹 시스템에 의하면, 트래킹 제어 신호에 디스크의 기울어짐, 렌즈의 이동 등에

의한 DC 오프셋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종래 기술에 있어서 샘플 서보 트래킹 시스템의 이점은 트래킹 제어 신

호가 디스크의 기울어짐, 렌즈의 이동 등에 의해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샘플 서보 트래

킹 시스템에서는 트래킹 제어 신호의 DC 오프셋에 일어나지 않는 트래킹 오차가 디스크의 기울어짐에 의해 일어나 

트래킹 정확도를 떨어뜨린다. 이 현상은 JP 4(1992)-301219 A에 개시된 바와 같이, 인접한 트랙들간에 워블 피트를

공유하는 광디스크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된다.

도 18a는 인접 트랙들간에 워블 피트가 공유되지 않는 경우의 샘플 서보 트래킹 시스템을 나타내고, 도 18b는 인접 

트랙들간에 워블 피트가 공유되는 경우의 샘플 서보 트래킹 시스템을 나타낸다. 도 18b의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가상 트랙 중심(1)은 재생 신호의 극성이 워블 피트와 다른 가상 트랙 중심(1a, 1b)을 포함한다. 도 18b는 도 18a와 

비교하면, 인접 트랙들의 워블 피트가 라이트 빔(5)에 가까워 큰 간섭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트랙 밀

도가 높아지면, 인접 트랙들간의 워블 피트의 간섭도 커진다. 이에 따라, 디스크의 기울어짐이 일어나는 경우에 트래

킹 오차가 발생하여, 트래킹 정확도가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워블 피트 전후 피트의 간섭도 트래킹 오차를 발생시킨

다.

일례로 도 19는 클럭 피트(2)와 제1 워블 피트(3a) 사이의 간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재생 신호를 나타낸다. 이 경

우, 섹션(Tw1)에서의 반사광의 감소량(V1')이 클럭 피트(2)의 영향으로 인해 증가한다. 따라서, 빔 스폿이 가상 트랙 

중심(1)을 주사하는 경우에도, 트랙 제어 신호(V1'-V2)가 0이 되지 않아, 정확한 트래킹 제어가 행해질 수 없다.

다음에, 디스크의 내주와 외주 사이에 트래킹 제어 신호의 크기가 변동하여 트래킹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해 설명한다.

도 20a∼20c는 프리피트의 길이로 인해 재생 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프리피트가 너무 긴 경우, 도 2

0a에 나타낸 것처럼 신호의 크기가 너무 작아 트래킹 제어를 할 수 없다. 프리피트가 길어지게 되면, 도 20b에 나타낸

것처럼 신호의 크기가 커진다. 도 20b에 나타낸 상태에 비해 프리피트가 길어지게 되면, 도 20c에 나타낸 것처럼 크

기가 약간 줄어들어 평탄부를 형성하게 된다.

워블 피트로부터의 재생 신호의 크기가 디스크의 위치에 따라 변하면, 트래킹 제어 신호의 크기가 디스크의 위치에 

따라 변화하여 트래킹 제어의 정확도를 감소시킨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워블 피트를 스폿 지름보다 길게 규정하

여 재 생 신호에 있어서 평탄부를 형성하고, 이 부분의 신호를 이용하여 안정된 트래킹 제어 신호를 얻는 방법이 제안

된다(JP 5(1993)-73929 A). 그러나, 워블 피트를 더 길게 하면, 프리피트 영역이 길어지게 되므로 선형 밀도가 떨어

진다.

이와 같이, 샘플 서보 트래킹 시스템을 채용하는 광디스크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리피트 영역에서의 프리피트

의 크기 및 프리피트들 사이의 간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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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DWDD법에 의하면, 인접 트랙과 자기적으로 차단된 기록 트랙에 데이터가 기록되고, 확대 재생을 행하기 위해 

열 분포의 변화도가 사용된다. 따라서, 기록 및 재생중에 트랙 오프셋이 발생하면, 재생 특성이 두드러지게 열화되어 

오차를 발생시킨다. 오차 없이 재생을 행하기 위해, 트랙 오차를 ±0.04 ㎛ 이내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대체되는 매

체인 광디스크에 있어서, 트래킹 오차(장치들간의 전환성 및 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 포함)를 ±0.04 ㎛ 이내로 

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상기 샘플 서보 트래킹 시스템은 디스크의 기울어짐, 렌즈의 이동 등으로 인한 트래킹 오차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 우수하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다양한 상태에서 트래킹 오차를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

다. 샘플 서보 트래킹 시스템에 있어서, 디스크에 있어서의 트래킹 제어 신호의 크기 변화 및 디스크의 기울어짐으로

부터 발생하는 트래킹 위치의 검출 오차가 트래킹 오차의 주 요인이 된다. 또한, 트래킹 오차의 한계는 트래킹 제어에 

수반되는 제어 잉여 오차, 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킹 오차, 및 트래킹 위치에서의 검출 오차 등의 요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통상의 광디스크에 있어서, 진동에 의해 ±0.015 ㎛ 정도의 제어 잉여 오차 및 ±0.02 ㎛의 트래킹 오차가 발생한다. 

트래킹 오차 한계가 ±0.04 ㎛로 매우 작은 DWDD법에 있어서, 트래킹 위치의 ±0.005 ㎛ 정도의 검출 오차만이 남

는다. 따라서, 종래 기술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샘플 서보 트래킹 시스템에 있어서의 트래킹 제어 신호의 검출 오

차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 고밀도 광디스크의 트랙 간격은 0.5∼0.6 ㎛ 정도이므로, ±0.005 ㎛의 검출 오차가 트랙 

간격의 약 1% 정도가 된다. 따라서, 고밀도 광디스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기 트랙 위치 검출 오차를 최소 가능 서

보 영역에서 실현할 필요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의 관점에서, 본 발명의 목적은 트래킹 제어를 확실히 행할 수 있고 기록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구수가 NA인 대물 렌즈에 의해 집광되는 레이저빔을 조사하여 정보를 재생하는 본 발

명의 제1 정보 기록 매체는 디스크형 기판 및 그 기판 상에 배치되는 기록층을 포함하며, 상기 기판의 표면에는 다수

의 프리피트 영역 및 다수의 데이터 영역이 나선형 또는 중심이 같은 가상 트랙 중심을 따라 교대로 배치되고, 각 프

리피트 영역은 트래킹 서보용의 한 쌍의 워블 피트를 포함하며, 상기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워블 피트의 길이(L(㎛

)), 레이저빔의 파장(λ(㎛)), 및 NA는 0.3 ≤L ·NA/λ≤0.65의 관계를 만족한다. 제1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기

판 상의 위치에 상관없이 워블 피트로부터의 재생 신호의 크기는 일정해진다. 따라서, 제1 정보 기록 매체는 트래킹 

제어가 확실히 행해질 수 있게 하고, 고밀도 기록이 행해질 수 있게 한다. 더욱이, 도 18b에 도시한 인접 트랙에서 워

블 피트에 의해 발생하는 간섭의 크기는 워블 피트의 길이에 비례한다. 따라서, 워블 피트의 길이를 짧게 함으로써 간

섭이 줄어들 수 있고, 광디스크가 반경 방향으로 기울어진 경우에 실질적으로 트래킹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다. 본 명

세서에서 '한 트랙'은 1회전을 나타낸다.

제1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워블 피트 전후에 상기 기판의 표면에는 평탄부가 존재

하고, 상기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평탄부의 길이(M(㎛)), 파장(λ(㎛)) 및 NA는 0.65 ≤M ·NA/λ의 관계를 만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구성에 의하면, 경사가 빗나가더라도 트래킹 제어가 확실히 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트래킹 제어의 잉여 오차에 영향 받기 쉬운 DWDD법을 이용함으로써 정보가 재생될 수 있고, 선형 밀도가 향상될 수 

있다.

개구수가 NA인 대물 렌즈에 의해 집광되는 레이저빔을 조사하여 정보를 재생하는 본 발명의 제2 정보 기록 매체는 

디스크형 기판 및 그 기판 상에 배치되는 기록층을 포함하며, 상기 기판의 표면에는 다수의 프리피트 영역 및 다수의 

데이터 영역이 나선형 또는 중심이 같은 가상 트랙 중심을 따라 교대로 배치되고, 각 프리피트 영역은 트래킹 서보용

의 한 쌍의 워블 피트를 포함하고, 상기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워블 피트 전후에 상기 기판의 표면에는 평탄부가 

존재하며, 상기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평탄부의 길이(M(㎛)), 레이저빔의 파장(λ(㎛)), 및 NA는 0.65 ≤M ·NA/

λ의 관계를 만족한다. 제2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는 경사가 빗나가더라도 트래킹 제어가 확실히 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트래킹 제어의 잉여 오차에 영향 받기 쉬운 DWDD법을 이용함으로써 정보가 재생될 수 있고, 선형 밀

도가 향상될 수 있다.

제1 및 제2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워블 피트 중 하나는 기판의 반경 방향으로 인접한 두 프리피트 영

역에 의해 공유될 수도 있다.

제1 및 제2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리피트 영역은 기판의 중심으로부터의 간격에 따라 반복 배치되는 다수

의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고, 상기 한 쌍의 워블 피트는 두 가지 가능한 배치를 갖는 제1 워블 피트 및 두 가지 가

능한 배치를 갖는 제2 워블 피트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기 다수의 영역은 상기 제1 워블 피트의 배치 및 상기 제2 워

블 피트의 배치의 다른 조합을 가질 수도 있다. 이 구성에 의하면, 워블 피트의 위치를 검출함으로써 레이저빔의 반경 

운동 방향이 검출될 수 있다.

제1 및 제2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기판에서 데이터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루브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 

구성에 의하면, 그루브를 이용한 푸시-풀 트래킹의 트래킹 오차가 워블 피트에 의해 보정되는 트래킹 시스템이 채용

될 수 있다. 이 경우, 워블 피트만 사용하는 트래킹 시스템에 비해, 트랙 당 서보 영역의 수가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고밀도 기록이 행해질 수 있다. 또한, 기록 트랙이 DWDD법에서처럼 자기적으로 차단되는 기록/재생 시스템이 채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선형 밀도가 향상될 수 있다.

제1 및 제2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은 레이저빔의 입사 측으 로부터 순서대로 배치되는 제1 자기층, 제

2 자기층 및 제3 자기층을 포함할 수도 있고, 상기 제1 자기층의 퀴리 온도 및 상기 제3 자기층의 퀴리 온도는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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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자기층의 퀴리 온도보다 높을 수도 있고, 상기 기록층은 인접 트랙들간에 자기적으로 차단될 수도 있다. 이 구성

에 의하면, DWDD법에 의해 정보가 재생될 수 있다.

제1 및 제2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상기 프리피트 영역의 길이는 일정할 수도 있다.

제1 및 제2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워블 피트의 각 중심과 상기 프리피트 영역의 끝과의 거리는 T/N

의 정수배로 표현될 수 있으며, T는 상기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프리피트 영역의 길이이고, N은 5 이상의 정수이

다. 여기서, 프리피트 영역의 끝은 재생중에 레이저빔 스폿이 들어오는 측의 프리피트 영역의 끝을 나타낸다. 이 구성

에 의하면, 라이트 스폿이 통과하는 부분이 어떤 패턴에 속하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1 기록/재생 방법은 개구수가 NA인 대물 렌즈에 의해 집광되는 레이저빔을 정보 기록 매체에 조사

하여 정보를 기록/재생하는 방법이며, 상기 정보 기록 매체는 디스크형 기판 및 그 기판 상에 배치되는 기록층을 포함

하고, 상기 기판의 표면에는 다수의 프리피트 영역 및 다수의 데이터 영역이 나선형 또는 중심이 같은 가상 트랙 중심

을 따라 교대로 배치되고, 각 프리피트 영역은 트래킹 서보용의 한 쌍의 워블 피트를 포함하며, 상기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워블 피트의 길이(L(㎛)), 레이저빔의 파장(λ(㎛)), 및 NA는 0.3 ≤L ·NA/λ≤0.65의 관계를 만족한다.

더욱이, 본 발명의 제2 기록/재생 방법은 개구수가 NA인 대물 렌즈에 의해 집광되는 레이저빔을 정보 기록 매체에 조

사하여 정보를 기록/재생하는 방법이며, 상기 정보 기록 매체는 디스크형 기판 및 그 기판 상에 배치되는 기록층을 포

함하고, 상기 기판의 표면에는 다수의 프리피트 영역 및 다수의 데이터 영역이 나선형 또는 중심이 같은 가상 트랙 중

심을 따라 교대로 배치되고, 각 프리피트 영역은 트래킹 서보용의 위한 한 쌍의 워블 피트를 포함하고, 상기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워블 피트 전후에 상기 기판의 표면에는 평탄부가 존재하며, 상기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평탄부의 

길이(M(㎛)), 레이저빔의 파장(λ(㎛)), 및 NA는 0.65 ≤M ·NA/λ의 관계를 만족한다.

다른 관점에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매체 및 기록/재생 방법을 이용한 기록/재생 시스템에 관련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1b는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매체의 전형적인 구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는 평면도이고, 도 1c는 재생 상태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2는 도 1a, 1b 및 1c에 도시한 정보 기록 매체의 구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3은 도 1a, 1b 및 1c에 도시한 정보 기록 매체의 세그먼트 구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도 4는 도 1a, 1b 및 1c에 도시한 정보 기록 매체의 프리피트 영역의 구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도 5는 워블 피트의 길이와 트래킹 제어 신호의 크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6은 프리피트의 길이가 스폿 지름의 0.32배 또는 0.63배인 경우의 재생 신호의 전형적인 파형을 나타내는 도표이

다.

도 7은 평탄부의 길이와 정규 트래킹 오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8은 도 1a, 1b 및 1c에 도시한 정보 기록 매체의 프리피트 영역의 구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도 9는 도 1a, 1b 및 1c에 도시한 정보 기록 매체의 프리피트의 전형적인 재생 신호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a 및 10b는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매체의 다른 전형적인 구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는 평면도이고, 도 10c는 재생

상태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11은 도 10a, 10b 및 10c에 나타낸 정보 기록 매체의 세그먼트 구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도 12는 도 10a, 10b 및 10c에 도시한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워블 피트 및 클럭 피트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

도 13은 도 10a, 10b 및 10c에 도시한 정보 기록 매체의 단면도이다.

도 14a∼14d는 도 10a, 10b 및 10c에 도시한 정보 기록 매체의 기능을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매체의 세그먼트의 다른 전형적인 구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도 16은 본 발명의 기록/재생 방법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기록/재생 장치를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도 17a∼17d는 종래의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프리피트의 배열과 재생 신호와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도 18a는 종래의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프리피트와 레이저 빔 스폿과의 관계의 예를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도 18b

는 그 다른 예를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도 19는 종래의 정보 기록 매체의 전형적인 재생 신호를 나타낸다.

도 20a∼20c는 종래의 정보 기록 매체의 다른 전형적인 재생 신호를 나타낸다.

실시예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실시예에 의해 본 발명을 설명한다.

실시예 1

실시예 1에 있어서, 본 발명의 제1 정보 기록 매체에 관해 설명한다. 실시예 1의 정보 기록 매체에 개구수가 NA인 대

물 렌즈에 의해 집광되는 레이저빔이 조사됨으로써 정보가 재생된다(또는 기록된다). 정보 기록 매체는 디스크형 기

판을 구비하고 있다. 이 기판의 표면에는 다수의 프리피트 영역 및 데이터 영역이 나선형 또는 중심이 같은 가상 트랙

중심을 따라 교대로 배치되어 있다. 프리피트 영역은 트래킹 서보용의 한 쌍의 워블 피트를 포함한다. 가상 트랙 중심

을 지나는 워블 피트의 길이(L(㎛))와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레이저빔의 스폿 지름(D(㎛))은 0.3 ≤(L/D) ≤0.65의

관계를 만족한다. 워블 피트의 길이가 이 범위 내에 있다면, 워블 피트의 길이가 변하더라도 트랙 제어 신호의 크기에

있어서의 변화는 수 % 이내로 억제될 수 있다. 이 때, 워블 피트의 폭이 스폿 지름의 0.4∼0.55의 범위로 변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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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제어 신호의 크기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기서, 가상 트랙 중심은 정보를 기록/재생하기 위해 조사되는 레이저빔의 스폿이 정보의 기록/재생중에 통과하게 

되는 가상 선을 나타낸다. 트래킹 제어용 워블 피트 및 데이터 영역이 가상 트랙 중심을 따라 형성된다.

더욱이, 프리피트는 재생중에 특별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기판에 미리 형성된 볼록부 또는 오목부를 나타낸다. 프

리피트는 예컨대 클럭 피트, 워블 피트, 어드레스 피트 등을 포함한다. 프리피트는 위에서 볼 때 대개 원형, 타원형 또

는 직사각형이다.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레이저빔의 스폿 지름(D(㎛))(즉, 접선 방향으로의 스폿 지름)은 D = λ/NA의 식으로 표현

되며, 여기서 NA는 정보 재생에 사용되는 광학 헤드의 대물 렌즈의 개구수를 나타내고, λ는 정보 재생에 사용되는 

레이저빔의 파장(㎛)을 나타낸다. 따라서, 실시예 1의 정보 기록 매체는 0.3 ≤L ·NA/λ≤0.65, 바람직하게는 0.4 

≤L ·NA/λ≤0.55의 관계를 만족한다. 실시예 1의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파장(λ)은 예컨대 400㎛∼0.85㎛의 

범위이다. 더욱이, 스폿 지름(D(=λ/NA))은 0.47㎛∼1.47㎛의 범위가 바람직하다.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프리피트가 형성되는 프리피트 영역이 디스크 상에 개별적으로 배치된다. 프리피트 영역의

배치는 디스크의 회전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프리피트 영역은 방사형으로 배치될 수 있다. 더욱이, 프

리피트 영역은 가상 트랙 중심을 따라 소정의 간격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프리피트 영역의 

길이는 정보 기록 매체 전체에 걸쳐 일정할 수도 있고, 또는 외주로 향할수록 길어질 수도 있다.

프리피트 영역에서, 워블 피트 외에도 필요하다면 클럭 피트나 어드레스 피트 등의 프리피트가 마련된다.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워블 피트 전후에 상기 기판의 표면에는 평탄부가 존재한다. 여기서, 평탄부는 프리피트 및 프리-그루

브(즉, 기판에 미리 형성된 것들)가 형성되지 않은 영역을 나타낸다. 보다 구체적으로, 평탄부는 기판에 울퉁불퉁한 

것이 형성되지 않은 영역을 나타낸다.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평탄부의 길이(M(㎛))와 가상 트랙을 지나는 레이저

빔의 스폿 지름(D(㎛))은 0.65 ≤(M/D)의 관계를 만족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길이(M(㎛)), 파장(λ(㎛)) 및 개구수(N

A)는 0.65 ≤M ·NA/λ의 관계를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1의 정보 기록 매체는 기판에 배치된 기록층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 영역에서 정보는 기록층에 기록된다. 기

록층으로서, 정보가 자기 도메인에 기록되는 자기 기판으로 구성된 층이 사용될 수 있다. 정보 기록 방법으로서, 예컨

대, 펄스 방식으로 레이저빔을 조사하는 동시에 자기 필드를 변조함으로써 기록을 행하는 광학 펄스 자기 필드 변조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실시예 1의 정보 기록 매체는 예시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트래킹 제어를 확실히 행할 수 있게 하고, 고밀도 기록이 

달성될 수 있게 한다.

실시예 2

실시예 2에 있어서, 본 발명의 다른 정보 기록 매체에 관해 설명한다. 실시예 2의 정보 기록 매체에 개구수가 NA인 

대물 렌즈에 의해 집광되는 레이저빔이 조사됨으로써 정보가 재생된다(또는 기록된다). 정보 기록 매체는 디스크형 

기판을 구비하고 있다. 이 기판의 표면에는 다수의 프리피트 영역 및 데이터 영역이 나선형 또는 중심이 같은 가상 트

랙 중심을 따라 교대로 배치되어 있다. 프리피트 영역은 트래킹 서보용의 한 쌍의 워블 피트를 포함한다. 가상 트랙 중

심을 지나는 워블 피트 전후에 상기 기판의 표면에는 평탄부가 존재한다.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평탄부의 길이(M(

㎛))와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레이저빔의 스폿 지름(D(㎛))은 0.65 ≤(M/D)의 관계를 만족한다. 방사되는 레이저

빔의 파장(λ(㎛)) 및 대물 렌즈의 개구수(NA)를 이용하여 표현할 경우, 길이(M), 파장(λ), 및 대물 렌즈의 개구수(N

A)는 0.65 ≤M ·NA/λ의 관계를 만족한다.

평탄부, 가상 트랙 중심, 프리피트, 스폿 지름(D(㎛)), 데이터 영역 및 기록층은 실시예 1의 정보 기록 매체에서와 동

일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실시예 2의 정보 기록 매체는 예시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트래킹 제어를 확실히 행할 수 있게 하고, 고밀도 기록이 

달성될 수 있게 한다.

실시예 3

실시예 3에 있어서, 본 발명의 기록/재생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1 기록/재생 방법에 의하면, 실시예 1의 

정보 기록 매체에 개구수가 NA인 대물 렌즈에 의해 집광되는 레이저빔이 조사됨으로써 기록/재생이 행해진다. 본 발

명의 제2 기록/재생 방법에 의하면, 실시예 2의 정보 기록 매체에 개구수가 NA인 대물 렌즈에 의해 집광되는 레이저

빔이 조사됨으로써 기록/재생이 행해진다.

본 발명의 기록/재생 방법에 사용되는 기록/재생 장치로서, 일반적인 기록/재생 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기록/재생 방법에 의하면,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워블 피트의 길이(L(㎛)), 레이저빔의 파장(λ(㎛)),

및 대물 렌즈의 개구수(NA)는 0.3 ≤L ·NA/λ≤0.65, 바람직하게는 0.4 ≤L ·NA/λ≤0.55의 관계를 만족한다. 

본 발명의 제2 기록/재생 방법에 의하면, 전술한 평탄부의 길이(M(㎛)), 레이저빔의 파장(λ(㎛)), 및 대물 렌즈의 개

구수(NA)는 0.65 ≤M ·NA/λ의 관계를 만족한다.

예시

이하, 실시예에 의해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예시 1

예시 1에 있어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매체의 예를 설명한다. 도 1a는 예시 1의 정보 기록 매체(10)의 평면도를 나타

낸다. 정보 기록 매체(10)는 샘플 서보 트래킹 시스템의 광 자기 디스크이다. 정보 기록 매체(10)는 지름이 50 ㎜ 정

도인 디스크 형상을 가지며, 중심에 관통홀(100)을 구비하고 있다. 기록 영역(101)은 정보 기록 매체(10) 상에 반경 1

1㎜∼25㎜의 범위로 형성된다. 기록 영역(101)에는 나선형으로 가상 트랙 중심(102)이 배치된다. 트랙 간격(반경 방

향에 인접한 가상 트랙 중심들(102)의 간격)은 0.6㎛이다. 도 1b는 정보 기록 매체(10)의 프리피트 영역 및 데이터 영

역의 배치를 나타낸다. 방사형으로 배치된 다수의 프리피트(110) 및 방사형으로 배치된 다수의 데이터 영역(12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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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로 배치된다. 한 트랙에는 1280개의 프리피트 영역(110)과 1280개의 데이터 영역(120)이 배치된다.

도 1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정보 기록 매체(10)에는 개구수가 NA인 대물 렌즈(300)에 의해 집광되는, 파장이 λ(㎛)

인 레이저빔(301)이 조사됨으로써 기록/재생이 행해진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정보 기록 매체(10)의 기록 영역(101)은 반경 방향으로 다수의 영역으로 분할된다. 정보 기

록 매체(10)는 영역에 따라 회전각 속도를 전환함으로써 전체 기록 영역(101)에서 실질적으로 상수 선형 속도로 기록

/재생이 행해지는 ZCLV(Zoned Constant Linear Velocity) 시스템을 채용한다.

도 3은 정보 기록 매체(10)의 세그먼트(130) 구성을 나타내는 부분 확대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각 세그먼트(130)

는 프리피트 영역(110) 및 데이터 영역(120)을 포함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 기록 매체(10)는 트랙 당 1280

세그먼트를 포함한다. 데이터 영역(120)은 사용자 데이터의 기록에 사용된다.

도 4는 프리피트 영역(110)의 구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프리피트 영역(110)에서 프리피트(111)가 형성된다. 프

리피트(111)는 클럭 피트(112), 한 쌍의 워블 피트(113) 및 어드레스 피트(114)를 선단(즉, 정보의 기록/재생중에 레

이저빔의 스폿이 처음 통과하는 측)으로부터 이 순서대로 포함하고 있다. 각 프리피트(111)의 폭(반경 방향으로의 길

이)은 0.4㎛이다. 레이저빔의 스폿(LS)은 도 4에서 화살표로 나타낸 방향으로 이동한다. 또한, 가상 트랙 중심(102)을

지나는 워블 피트(113a, 113b) 전후에 평탄부(11p)(도 8 참조)가 형성된다. 평탄부(11p)에는 프리피트(111)가 형성

되지 않는다.

클럭 피트(112)는 동기 클럭 신호의 생성에 사용되며, 가상 트랙 중심(102)에 배치된다.

한 쌍의 워블 피트(113)는 워블 피트(113a) 및 워블 피트(113b)를 포함한다. 워블 피트(113a, 113b)는 가상 트랙 중

심(102)에서 1/2 트랙 간격만큼 이동된 위치에 배치된다. 워블 피트(113) 중 하나는 인접 트랙의 워블 피트에 의해 

공유된다. 따라서, 정보 기록 매체(10)에서 트래킹 제어 신호의 극성이 다른 트랙(103a) 및 트랙(103b)이 반경 방향

으로 교대로 배치된다.

어드레스 피트(114)는 위치 정보에 관한 신호의 생성에 사용된다. 세그먼트(130)마다 하나의 어드레스 피트(114)가 

제공된다. 80개의 어드레스 피트(114)가 하나의 어드레스 정보를 형성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 기록 매체(10)의 

트랙에 16(1280/80) 피스의 어드레스 정보가 기록된다.

정보 기록 매체(10)에 있어서, 가상 트랙 중심(102)을 지나는 워블 피트(113)의 길이(L(㎛)) 및 가상 트랙 중심(102)

을 따라 정보 재생중에 방사되는 레이저빔의 스폿 지름(D(㎛))은 0.3 ≤L/D ≤0.65의 관계를 만족한다. 스폿 지름(D)

이 1.1㎛ 정도인 경우에 길이(L)는 예컨대 0.4㎛이다.

참고를 위해 도 5는 워블 피트의 길이(L)가 변할 때의 트래킹 제어 신호의 크기 변화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

낸다. 여기서, 정보에 재생에 사용되는 광학 시스템은 파장(λ)이 0.65㎛인 반도체 레이저와 개구수(NA)가 0.6인 렌

즈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 기록 매체(10) 상에 집광되는 레이저빔의 스폿 지름(D)은 1.1㎛(λ/NA) 정

도이다. 즉, 도 5에서 가로축은 가상 트랙 중심(102)을 지나는 워블 피트의 길이(L)(λ/NA에 의해 정규화된)를 나타

낸다. 즉, 가로축의 값은 (L/D) 값을 나타낸다. 예컨대, 가로축의 값 '1'은 피트 길이(L)가 1.1㎛인 것을 나타낸다. 또

한, 도 5에서 세로축은 미러면(프리피트가 없는 평탄부) 상의 재생신호로 표준화된 트래킹 제어 신호의 크기를 나타

낸다.

도 5로부터 워블 피트의 길이(L(㎛))를 스폿 지름(D(㎛))의 약 0.3배 내지 0.65배 정도의 범위로 규정함으로써 트래킹

제어 신호의 크기가 실질적으로 일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길이(L(㎛)) 및 스폿 지름(D(

㎛))이 0.3 ≤(L/D) ≤0.65를 만족하면, 트래킹 제어가 확실히 행해질 수 있다. 또한, 길이(L(㎛))를 스폿 지름(D(㎛))

의 0.65배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고밀도 기록 이 행해질 수 있다.

도 6은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프리피트의 길이(L'(㎛))가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스폿 지름(D(㎛))의 0.32배(도 

6에서 실선) 또는 0.63배(도 6에서 점선)인 경우의 재생 신호의 파형을 나타낸다. 피크(Pc)는 클럭 피트(112)의 재생 

신호를, 피크(Pwa)는 워블 피트(113a)의 재생 신호를, 피크(Pwb)는 워블 피트(113b)의 재생 신호를 나타낸다.L' = 0

.32D인 경우와 L' = 0.63D인 경우에 프리피트의 재생 파형에는 평탄부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생

신호 또는 빗나간 푸시-풀 신호의 차분 신호를 이용함으로써 프리피트의 중심 위치가 쉽게 검출될 수 있다. PLL의 출

력은 프리피트의 중심 위치에서 정보를 근거로 하는 클럭 피트(112)의 중심과 동기화될 수 있다. 또한, 예시 2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워블 피트(113a, 113b)의 위치를 검출함으로써, 레이저빔의 이동 위치가 검출될 수 있다.

다음에, 가상 트랙 중심(102)을 지나는 워블 피트 전후에 형성되는 평탄부(11p)(도 8 참조)에 관해 설명한다. 정보 기

록 매체(10)에 있어서, 가상 트랙 중심(102)을 지나는 평탄부의 길이(M(㎛)) 및 가상 트랙 중심(102)을 지나는 레이

저빔의 스폿 지름(D(㎛))은 0.65 ≤(M/D)의 관계를 만족한다. 스폿 지름이 1.1㎛ 정도인 경우에 길이(M)는 예컨대 0.

88㎛이다.

참고를 위해 도 7은 평탄부(M)의 길이와 정규 트래킹 오차 사이의 관계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여기서, 

정보의 재생에 사용되는 광학 시스템은 도 5의 시뮬레이션에서와 같은 것으로 한다. 세로 축의 정규 트래킹 오차(%)

는 ( 트래킹 오차/트랙 간격) ×100으로 산출된 값을 나타낸다. 또한, 가로축은 (λ/NA), 즉, 스폿 지름(D(㎛))에 의해 

정규화된 값을 나타낸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로축의 값은 (M/D) 값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가로축의 값이 1인 상태

는 평탄부의 길이(M)가 1.1㎛인 것을 나타낸다. 또한, 도 7에서 점선은 접선 경사가 없는 경우의 결과를 나타내고, 실

선은 접선 경사가 5 mrad에서 발생한 경우의 결과를 나타낸다.

정보를 확실히 재생하기 위해서는 접선 경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규화된 트래킹 오차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메인 벽 이동 검출 방법(이하, 'DWDD법'이라 함)에 의해 재생을 행하기 위해 기록층을 이용하는 경우, 트랙 

오차 중의 기록/재생 특성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정규 트래킹 오차를 더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5 mrad의 접선 경사가 발생한 경우에 정규 트래킹 오차는 트랙 간격의 1%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도 7

로부터 평탄부의 길이(M)는 스폿 지름(D)의 0.65배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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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길이(M(㎛)) 및 스폿 지름(D(㎛))이 0.65 ≤(M/D)의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 트래킹 제어가 확실히 행해질 수 

있다.

다음에, 정보 기록 매체(10)의 구성에 관해 설명한다. 도 8은 가상 트랙 중심(102)을 따라 정보 기록 매체(10)의 부분

적인 단면도를 나타낸다.

도 8을 참조하면, 정보 기록 매체(10)는 디스크형 기판(11)(해칭 생략) 및 이 기판(11) 상에 순서대로 적층된 유전층(

12), 자기층(13), 유전층(14) 및 오버코트 층(15)을 포함하고 있다. 프리피트 영역(110)에는 클럭 피트(112), 워블 피

트(113), 어드레스 피트(114)가 되는 오목부가 형성된다. 가상 트랙 중심(102)을 따라 프리피트가 형성되지 않은 부

분은 평탄부(11p)에 해당한다. 기록/재생용 레이저빔은 기판(11) 측으로부터 방사된다.

기판(11)은 예컨대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폴리올레핀 수지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유전층(12, 14)은 예컨대 SiN나 A

lN 등의 질화물, SiO 2 나 Al 2 O 3 등의 산화물, 또는 ZnS나 ZnTe 등의 칼코겐형 물질로 구성될 수 있다. 자기층(1

3)은 예컨대 TbFeCo와 TbFeCoCr, 또는 TbDyFeCo, TbFe 및 GdFeCo의 조합으로 구성된 다층막으로 구성될 수 

있다. 에폭시형 UV-처리 가능 수지나 우레탄형 UV-처리 가능 수지 등의 UV-처리 가능 수지가 오버코드 층(15)에 

사용될 수 있는 예이다.

다음에, 도 8을 참조하여 정보 기록 매체(10)의 전형적인 제작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스탬퍼, 2P법(광중합법) 등을 

이용한 주입 형성에 의해 기판(11)이 형성된다. 그 다음, 유전층(12), 자기층(13) 및 유전층(14)이 연속적으로 형성된

다. 이 층들은 스퍼터링이나 증착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그 후에 오버코트 층(15)이 형성된다. 오버코트 층(15)은 회

전 코팅에 의해 유전층(14)을 UV-처리 가능 수지로 코팅하고 UV광의 조사에 의해 UV-처리 가능 수지를 처리함으

로써 형성된다.

다음에, 기판에 피트를 형성하기 위한 마스터 스탬퍼 제작 방법을 설명한다. 유리 기판을 포토레지스트로 코팅하고, 

레이저빔 조사(커팅)에 의해 포토레지시트의 일부를 빛에 노출시켜, 조사된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마스터가 형성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마스터가 일정한 회전수로 회전하고, 레이저빔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레이저빔이 

조사됨으로써 커팅이 행해진다.

여기서, 프리피트(111)에 해당하는 울퉁불퉁한 것이 마스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동일한 펄스 폭으로 변조된 전류에서 

구동되는 레이저빔 커팅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 프리피트의 길이는 다음의 이유로 마스터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커지게 된다. 마스터의 회전각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레이저빔에 대한 마스터의 상대 운동 속도는 마스터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증가한다.

여기서, 일정한 구동 펄스 폭으로 구동되는 레이저빔(파장: 0.35㎛)은 개구수가 0.9인 렌즈에 의해 집광되어 커팅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신호 재생용 레이저빔의 스폿 지름은 1.1㎛인 것으로 한다. 또한, 가장 안쪽 트랙(반경: 11

㎜)에서 프리피트의 길이는 커팅에 사용되는 레이저빔의 스폿 지름과 같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가장 안쪽 트랙(반

경: 11㎜)에서 프리피트의 길이는 0.35/0.9 = 0.4(㎛) > 0.3 ×(신호 재생용 레이저빔의 스폿 지름)이 된다. 한편, 가장

바깥 트랙(반경: 25㎜)에서 프리피트의 길이는 (0.4/11) ×25 = 0.9(㎛) > 0.65 ×(신호 재생용 레이저빔의 스폿 지름)

이 된다. 따라서, 마스터의 회전각 속도와 레이저빔의 구동 펄스가 일정하게 규정되면, 본 발명에서 결정된 프리피트

의 길이(L(㎛))와 신호 재생용 레이저빔의 스폿 지름(D(㎛))과의 관계, 즉, 0.3 ≤(L/M) ≤0.65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

워진다.

정보 기록 매체(10)의 마스터가 제작될 때, 커팅에 사용되는 레이저빔의 구동 펄스 폭은 1000 트랙을 기초로 하여 변

경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디스크는 1000 트랙을 기초로 섹션들로 분할되고, 그 섹션에서 가장 안쪽 트랙의 프리피트

의 길이가 0.4㎛로 규정된다. 동일 섹션에서 커팅은 동일한 구동 펄스 폭으로 행해진다. 레이저빔의 구동 펄스 폭은 

바깥쪽 섹션으로 연속적으로 단축되도록 설정됨으로써 커팅이 행해진다. 이 때문에, 각 섹션에서 가장 안쪽 트랙의 

프리피트의 길이는 항상 0.4㎛가 된다. 각 섹션에서 가장 바깥 트랙의 프리피트 길이는 0.4㎛보다 약간 더 길게 된다. 

그러나, 각 섹션의 폭은 단지 600㎛(1000 트랙)이므로, 프리피트의 길이는 0.43㎛ 이하로 설정될 수 있다. 도 9는 길

이가 0.4㎛인 프리피트의 재생신호와 길이가 0.43㎛인 프리피트의 재생 신호의 예를 나타낸다. 길이가 0.43㎛인 프

리피트의 재생 신호(도 9에서 점선으로 나타낸)는 길이가 0.4㎛인 재생 신호(도 9에서 실선으로 나타낸)보다 넓은 반

사광의 감소 피크 량을 갖는다. 그러나, 양 프리피트에서 재생 신호는 프리피트의 중심부에서 국부적인 최소값을 갖

고, 신호의 기울기는 중앙부 전후에서 크게 변한다. 따라서, 예시 1의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프리피트의 중심부가 

쉽게 검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작된 마스터의 표면에 니켈 막이 형성되어 스탬퍼를 취득한다. 기판(11)은 이 스탬퍼를 이용하여 2P법이

나 주사 형성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예시 2

예시 2에 있어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매체의 다른 예를 설명한다. 예시 2의 정보 기록 매체(20)에는 기판의 데이터 

영역에 해당하는 그루브(프리-그루브)가 형성된다. 정보 기록 매체(20)에 있어서 기록 정보는 DWDD법에 의해 재생

된다. 또한, 정보 기록 매체(20)에 있어서 워블 피트는 20 트랙을 기초로 하여 패턴화되 고, 광학 헤드의 이동 방향은 

워블 피트를 검출함으로써 검출될 수 있다.

도 10a는 예시 2의 정보 기록 매체(20)의 평면도이다. 정보 기록 매체(20)는 샘플 서보 트래킹 시스템의 광 자기 디스

크이다. 정보 기록 매체(20)는 지름이 50 ㎜ 정도인 디스크 형상을 가지며, 중심에 관통홀(200)을 구비하고 있다. 기

록 영역(201)은 정보 기록 매체(20) 상에 반경 11㎜∼25㎜의 범위로 형성된다. 기록 영역(201)에는 나선형으로 가상

트랙 중심(202)이 배치된다. 트랙 간격(반경 방향에 인접한 가상 트랙 중심들(202)의 간격)은 0.54㎛이다. 도 10b는 

정보 기록 매체(20)의 프리피트 영역 및 데이터 영역의 배치를 나타낸다. 방사형으로 배치된 다수의 프리피트(210) 

및 방사형으로 배치된 다수의 데이터 영역(220)이 교대로 배치된다. 한 트랙에는 1280개의 프리피트 영역(210)과 1

280개의 데이터 영역(220)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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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예시 2의 정보 기록 매체(20)는 예시 1의 정보 기록 매체와 비교하면 프리피트 영역(210

)의 길이가 디스크에서 동일하다. 예시 1에서 프리피트 영역(210)은 디스크의 외주 측으로 갈수록 더 넓어진다. 이와 

달리, 정보 기록 매체(20)에 있어서 프리피트 영역(210)은 동일한 길이를 가지며, 디스크의 모든 영역에서 워블 피트

의 길이 및 워블 피트들 간격은 프리피트 영역(210)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정보 기록 매체(20)에 있어서, 정보 기록 

매체(10)에 비해 보다 일정한 트래킹 제어 신호가 디스크에 생성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트래킹 제어가 행해질 수 있

다. 더욱이, 정보 기록 매체(10)의 기판은 평판이며, 정보 기록 매체(20)의 데이터 영역(220)에는 프리-그루브가 형

성된다.

도 10c에 도시한 것처럼, 정보 기록 매체(20)에는 개구수가 NA인 대물 렌즈(300)에 의해 집광되는, 파장이 λ(㎛)인 

레이저빔(301)이 조사됨으로써 기록/재생이 행해진다.

정보 기록 매체(10)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 기록 매체(20)의 기록 영역(201)은 반경 방향으로 다수의 영역으로 분할

된다(도 10 참조). 정보 기록 매체(20)는 영역에 따라 회전각 속도를 전환함으로써 전체 기록 영역(201)에서 실질적

으로 상수 선형 속도로 기록/재생이 행해지는 ZCLV 시스템을 채용한다.

도 11은 정보 기록 매체(20)의 세그먼트(230) 구성을 나타내는 부분 확대도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각 세그먼트(23

0)는 프리피트 영역(210) 및 데이터 영역(220)을 포함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 기록 매체(20)는 트랙 당 12

80 세그먼트를 포함한다. 데이터 영역(220)은 사용자 데이터의 기록에 사용된다.

프리피트 영역(210)에는 프리피트(211)가 형성된다. 프리피트(211)는 한 쌍의 워블 피트(213) 및 어드레스 피트(21

4)를 선단(즉, 정보의 기록/재생중에 레이저빔의 스폿이 처음 통과하는 측)으로부터 이 순서대로 포함하고 있다. 각 

프리피트(211)의 폭(반경 방향으로의 길이)은 0.4㎛이다. 또한, 가상 트랙 중심(202)을 지나는 프리피트(211) 전후에

평탄부가 형성된다.

어드레스 피트(214)는 예시 1에서 설명한 어드레스 피트(114)와 비슷한 프리피트이다.

정보 기록 매체(20)에 있어서,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워블 피트(213)의 길이(L(㎛)) 및 정보 재생중에 방사되는 레

이저빔의 스폿 지름(D(㎛))은 0.3 ≤(L/D) ≤0.65의 관계를 만족한다. 스폿 지름(D)이 1.1㎛ 정도인 경우에 길이(L)는

예컨대 0.4㎛이다.

또한, 정보 기록 매체(20)에 있어서, 가상 트랙 중심(202)을 지나는 평탄부의 길이(M(㎛)) 및 가상 트랙 중심(202)을 

지나는 레이저빔의 스폿 지름(D(㎛))은 0.65 ≤(M/D)의 관계를 만족한다. 스폿 지름이 1.1㎛ 정도인 경우에 길이(M)

는 예컨대 0.88㎛이다.

정보 기록 매체(20)에 있어서, 프리피트 영역(210)에는 클럭 피트가 형성되지 않는다. 데이터 영역(220)에 형성된 프

리-그루브(221)의 에지를 검출함으로써 동기 클럭 신호가 생성된다.

한 쌍의 워블 피트(213)는 워블 피트(213a)(이하, '제1 워블 피트(213a)'라 함) 및 워블 피트(213b)(이하, '제2 워블 

피트(213b)'라 함)를 선단으로부터 이 순서대로 포함하고 있다. 워블 피트(213a, 213b)는 가상 트랙 중심(102)에서 1

/2 트랙 간격만큼 이동된 위치에 배치된다. 한 쌍의 워블 피트(213) 중 하나는 반경 방향으로 인접한 프리피트 영역(2

10)에 의해 공유된다. 따라서, 정보 기록 매체(20)에서 트래킹 제어 신호의 극성이 다른 트랙(203a) 및 트랙(203b)이

반경 방향으로 교대로 배치된다.

정보 기록 매체(20)에서 워블 피트(213)는 패턴화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1 워블 피트(213a)는 프리-그루브(221)

에 비교적 가까운 제1 위치(P1a) 또는 프리-그루브(221)에서 비교적 떨어진 제2 위치에 배치된다. 또한, 제2 워블 피

트(213b)는 프리-그루브(221)에 비교적 가까운 제1 위치(P2a) 또는 프리-그루브(221)에서 비교적 떨어진 제2 위치(

P2b)에 배치된다. 따라서, 워블 피트(213)는 제1 워블 피트(213a)와 제2 워블 피트(213b)의 배열에 따라 A 패턴(P1a

, P2b), B 패턴(P1b, P2b), C 패턴(P1b, P2a), D 패턴(P1a, P2a)의 4가지 배열 패턴을 갖는다. 이들 패턴은 동기 클

럭 신호로부터 P1a, P1b, P2a, P2b에 해당하는 타이밍 신호를 생성하고, 이 타이밍 신호를 이용하여 재생 신호를 표

본화함으로써 구별될 수 있다.

도 12는 워블 피트(213)와 어드레스 피트(214)와의 관계 및 프리피트 영역(210)의 길이를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도 

12에 도시한 것처럼, 각 패턴(A 패턴, B 패턴, C 패턴, D 패턴)에서 각 워블 피트(213)와 각 어드레스 피트(214)는 트

랙 방향에서 각 중심 위치가 프리피트 영역(210)을 같은 길이를 갖는 다수의 영역으로 분할함으로써 얻어지는 구획에

위치하도록 배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워블 피트(213)와 어드레스 피트(214)는 피트의 중심과 프리피트 영역(210)

끝과의 거리가 T/N(T는 프리피트 영역(210)의 길이, N은 5 이상의 정수)의 정수배가 되도록 배치된다. 도 12에 도시

한 예에서, 워블 피트(213) 및 어드레스 피트(214)의 중심과, 프리피트 영역(210) 끝과의 거리는 T/14의 정수배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1 워블 피트(213a)의 중심과 프리피트 영역(210) 끝과의 거리는 3T/14 또는 4T/14이고, 제2 워

블 피트(213b)의 중심과 프리피트 영역(210) 끝과의 거리는 7T/14 또는 8T/14이다. 또한, 어드레스 피트(214)의 중

심과 프리피트 영역(210) 끝과의 거리는 11T/14이다. 도 12에 도시한 배열은 예시를 목적으로 나타낸 것이 고, 본 발

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워블 피트(213)가 도 12에 도시한 것처럼 배열되어, 워블 피트(213)의 길이(L)가 0.3 ≤L/D ≤0.65를 만족하는 경우,

신호 크기는 아래로 볼록이고, 워블 피트의 중심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따라서, 프리피트 영역(210)의 길이를 신호의 

최소 위치에 대한 정수(N)(예시 2에서는 14)로 나누어 얻어진 위치를 비교함으로써, 라이트 스폿이 통과하는 부분이 

어떤 패턴에 속하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정보 기록 매체(20)에 있어서, 기록 영역(210)의 내주 측으로부터 20 트랙을 기초로 하여 A 패턴, B 패턴, C 패턴, D 

패턴이 반복 배열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A 패턴(20 트랙), B 패턴(20 트랙), C 패턴(20 트랙), D 패턴(20 트랙), A 패

턴(20 트랙), B 패턴(20 트랙), ...이 내주 측으로부터 이 순서로 반복된다.

이와 같이, 정보 기록 매체(20)에 있어서, 한 쌍의 워블 피트(213)는 두 종류의 배치를 갖는 제1 워블 피트(213a) 및 

두 종류의 배치를 갖는 제2 워블 피트(213b)로 구성된다. 또한, 프리피트 영역(210)은 기판(21)의 중심으로부터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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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따라 반복 배치되는 다수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다수의 영역은 제1 워블 피트(213a)의 배치 및 제2 워블 피

트(213b)의 배치의 다른 조합을 가질 수도 있다. 정보 기록 매체(20)에서는, 이러한 배치 때문에 정보의 기록/재생중

에 빔 스폿의 이동 방향이 쉽게 검출될 수 있다. 예컨대, 워블 피트(213)로부터의 신호를 검출함으로써 빔 스폿이 A 

패턴에서 B 패턴으로 이동한 것을 알게된 경우, 내주 측에서 외주 측으로 빔 스폿이 이동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에, 데이터 영역(220)에 대해 설명한다. 데이터 영역(220)에는 가상 트 랙 중심(202)을 따라 프리-그루브(221)

가 형성된다. 도 13은 데이터 영역(220)의 반경 방향으로의 부분 확대 단면도이다.

도 13을 참조하면, 정보 기록 매체(20)는 기판(21) 및 이 기판(21) 상에 순서대로 적층된 유전층(22), 재생층(제1 자

기층)(23), 중간층(제2 자기층)(24), 자기 기록층(제3 자기층)(25), 유전층(26) 및 오버코트 층(27)을 포함하고 있다. 

재생층(23), 중간층(24) 및 자기 기록층(25)이 정보 기록 매체(20)의 기록층(30)을 형성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 

기록 매체(20)의 기록층은 레이저빔 입사 측으로부터 순서대로 배치되는 제1 자기층, 제2 자기층 및 제3 자기층을 포

함하고 있다. 제1 자기층의 퀴리 온도 및 제3 자기층의 퀴리 온도는 제2 자기층의 퀴리 온도보다 높다.

기판(21)은 기판(11)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다. 데이터 영역(220)에는 각 가상 트랙 중심(202) 상에 프리-그루브(2

21)가 형성된다. 기판(21) 상에는 프리-그루브(221)가 선형 오목부로서 형성된다. 인접한 프리-그루브(221) 사이에

는 평탄부(222)가 형성된다.

유전층(22)은 SiN으로 구성되며 두께가 80㎚가 된다. 재생층(23)은 GdFeCoCr로 구성되며 두께가 30㎚가 된다. 중

간층(24)은 TdDyFe로 구성되며 두께가 10㎚가 된다. 자기 기록층(25)은 TbFeCo로 구성되며 두께가 50㎚가 된다. 

유전층(26)은 SiN으로 구성되며 두께가 80㎚가 된다. 재생층(23)은 150℃의 보상 합성 온도 및 270℃의 퀴리 온도를

갖는다. 중간층(24)은 150℃의 퀴리 온도를 가지며, 희토류 금속 혼합물은 항상 퀴리 온도 이하에서 우세해진다. 자

기 기록층(25) 은 80℃의 보상 합성 온도 및 290℃의 퀴리 온도를 갖는다. 이들 층은 스퍼터링(예를 들어, DC 마그네

트론 스퍼터링, 반응 스퍼터링 등)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이들 층은 스퍼터링 조건 및 대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원하는

합성비를 가질 수 있다.

오버코트 층(27)은 에폭시아크릴레이트 수지로 구성되며 두께가 6㎛이다. 오버코트 층(27)은 회전 코팅에 의해 유전

층(26)을 수지로 코팅하고 수지를 UV-광으로 조사하여 처리함으로써 형성된다.

정보 기록 매체(20)에 있어서, 데이터 영역(220)의 기록층(30)에서 인접 트랙들은 자기적으로 차단된다. 이것은 그루

브의 측면에 부착되는 막이 매우 얇고 그루브의 측면과 그루브의 밑면이 각각 서로 다른 자기적 특성을 갖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이, 정보 기록 매체(20)에 있어서 DWDD법에 의해 정보가 재생될 수 있다. 이하, 도 14a∼14d를 참조하여

DWDD법에 따른 재생에 관해 설명한다.

도 14a는 레이저빔이 방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영역의 상태를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자기 기록층(25)에 자화 

정보로서 정보 신호가 기록된다. 레이저빔이 방사되지 않으면, 자기 기록층(25), 중간층(24) 및 재생층(23)이 교환하

여 연결되므로, 자기 기록층(25)의 자화 정보가 중간층(24) 및 재생층(23)으로 이전된다.

도 14b는 레이저빔이 방사될 때의 데이터 영역(220)의 상태를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레이저빔은 정보 기록 매체(20)

에 대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이동한다. 레이저빔이 방사되어 각 층의 온도가 증가하면, 중간층(2

4)의 일부에 일부분(24p)(도면에서 어두운 영역으로 나타낸)이 형성되어 온도가 퀴리 온도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 부

분(24p)에서 자기 기록층(25)과 재생층(23)과의 교환-결합이 폐쇄된다. 이 때, 온도에 따른 자기 도메인 벽 에너지 

밀도의 열화로 인해 재생층(23)의 자기 도메인 벽이 이동한다. 따라서, 그 부분(24p)에 위치하는 재생층(23)에 확대

된 자기 도메인(23a)이 나타난다. 자기 기록층(25)의 자기 도메인(25a)의 정보는 그 부분(24p) 앞에 위치하는 자기 

도메인(24a)을 통해 자기 도메인(23a)으로 이전된다(기판(21)에 대한 레이저빔의 이동 방향은 전방향이며, 도 14b에

서 화살표로 나타낸 것으로 한다).

도 14b의 상태에서 레이저빔이 전방향으로 이동하면, 도 14c에 도시한 것처럼 자기 도메인(24a)의 온도가 상승하여 

일부분(24p)이 된다. 이 때, 그 일부분(24p) 앞에 위치하는 자기 도메인(24b) 위에 있는 자기 도메인(23b)의 자기 도

메인 벽이 이동한다. 도 14d에 도시한 것처럼, 확대된 자기 도메인(23b)이 형성된다. 자기 도메인(25b)의 정보는 중

간층(24)을 통해 확대된 자기 도메인(23b)으로 이전된다.

상기 설명한 것처럼, DWDD법에 의하면 기록 마크에 기록된 정보가 확대되어 재생층으로 이전된다. 이와 같이, DWD

D법은 레이저빔의 스폿 지름보다 작은 기록 마크를 재생시킬 수 있다. 정보 기록 매체(20)에 있어서, 광학 펄스 자기 

필드 변조 기록에 의해 기록이 행해지고, DWDD법에 의해 재생이 행해짐으로써, 특별히 고밀도인 정보가 기록/재생

될 수 있다.

패턴의 배치 및 한 패턴에 포함되는 트랙의 수는 상기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구성이 사용될 수도 있다.

예시 2에서 데이터 영역(220)의 각 트랙에 프리-그루브(221)가 형성된 정보 기록 매체를 설명했다. 다른 구성이 사

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영역(220)에서 한 트랙 걸러 프리-그루브(221)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 

기록 매체(20a)에 관하여, 도 15는 프리피트 영역(210)과 데이터 영역(220a)의 구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정보 기

록 매체(20a)는 데이터 영역(220a)에서 프리-그루브(221)가 한 트랙 걸러 형성된다는 점에서만 정보 기록 매체(20)

와 상이하다. 따라서, 여기서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도 15에 나타낸 것처럼, 데이터 영역(220a)에서 한 트랙 걸러 프리-그루브(221)가 형성된다. 랜드(222)도 한 트랙 

걸러 형성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트랙(203a)에서 데이터가 프리-그루브(221)에 기록되고, 트랙(203b)에서는 데이터

가 랜드(222)에 기록된다. 정보 기록 매체(20a)에 있어서, 프리-그루브(221)와 랜드(222) 사이의 스텝 차 때문에 인

접 트랙들이 자기적으로 차단된다. 따라서, DWDD법에 의해 정보가 재생될 수 있다.

예시 3

예시 3에 있어서, 본 발명의 기록/재생 방법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기록/재생 장치에 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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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은 예시 3의 기록/재생 장치(400)의 구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기록/재생 장치(400)는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매체(401)에 대하여 정보를 기록/재생한 다.

기록/재생 장치(400)는 모터(402), 광학 픽업(403), 차분 및 부가 증폭기(404), 초점 신호 생성 회로(405), PLL(406)

, 트래킹 제어 신호 검출 회로(407), 제어 회로(408), 레이저 구동 회로(409), 데이터 디코더(410), 데이터 인코더(41

1), 자기 헤드 구동 회로(412) 및 자기 헤드(413)를 포함한다.

모터(402)가 제어 회로(408)에 의해 제어되어 기록 매체(401)를 회전시킨다. 광학 픽업(403)은 제어 회로(408)에 의

해 제어되어 기록 매체(401)에 대해 데이터를 기록/재생한다. 광학 픽업(403)은 차분 및 부가 증폭기(404)에 P-편광 

성분 및 S-편광 성분에 관한 신호를 출력한다. 광학 픽업(403)은 파장이 λ인 레이저빔을 방사하는 반도체 레이저 및

개구수가 NA인 대물 렌즈를 구비한다. 차분 및 부가 증폭기(404)는 광학 픽업(403)으로부터 출력되는 두 신호의 덧

셈 및 미분을 행하여, 부가 신호(피트 신호) 및 차분 신호(MO 신호)를 출력한다. 초점 신호 생성 회로(405)는 초점 제

어를 위한 신호를 생성한다. PLL(406)은 차분 및 부가 증폭기(404)로부터 출력되는 부가 신호로부터 클럭 피트를 추

출하여 기록/재생용 클럭 신호를 생성한다. 트래킹 제어 신호 검출 회로(407)는 입력된 부가 신호 및 클럭 신호를 기

초로 한 쌍의 워블 피트의 크기를 검출하여, 두 크기간의 차를 산출함으로써 트래킹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제어 회로

(408)는 초점, 트래킹 및 모터(402)를 제어한다. 레이저 구동 회로(409)는 기록 및 재생중의 레이저 전력을 제어하여,

레이저의 펄스를 변조한다. 데이터 디코더(410)는 입력된 차분 신호를 기초로 하여 재생 데이터를 복호한다. 데이터 

인코더(411)는 기록 데이터를 기호화한다. 자기 헤드 구동 회로(412)는 데이터 기록을 위해 자기 헤드(413)를 구동한

다. 자기 헤드(413)는 기록하기 위한 데이터에 따라 자기 필드를 생성한다.

본 발명의 기록/재생 방법은 기록/재생 장치(400)를 이용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 사

상을 기초로 다른 실시예에 적용될 수 있다.

상기 예에서, 샘플 서보 트래킹 시스템을 채용한 광 자기 디스크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샘플 서보 트래킹 시스템과 

다른 그 밖의 시스템의 정보 기록 매체가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가이드 그루브와 워블 피트를 구비

하여, 대개 푸시-풀 시스템에 따라 가이드 그루브를 이용하여 트래킹이 행해지고, 워블 피트 재생 신호를 이용하여 트

래킹 제어 오차가 보정되는 트래킹 시스템의 디스크에 사용될 수 있다.

예시 2에서는 워블 피트가 두 가지 배치를 갖는 경우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매체는 이에 한정되

지 않고, 워블 피트가 두 가지 이상의 배치를 가질 수도 있다.

본 발명은 그 진의 및 본질적 특징을 벗어나는 일없이 다른 형태로 실시될 수도 있다. 이 출원에 개시된 실시예는 예

시한 모든 측면에서 한정 없이 생각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설명에 의해서 보다는 첨부한 청구항에 의해 

지시되며, 청구항과 동등한 의미 및 범위 내에서 모든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트래킹 제어가 확실히 행해질 수 있고 정보의 고밀도 기록이 행해질 수 있

는 정보 기록 매체가 얻어질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기록/재생 방법에 의하면, 고밀도의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가 기록될 수 있고, 고밀도로 기록된 정보

가 정보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개구수가 NA인 대물 렌즈에 의해 집광되는 레이저빔을 조사하여 정보를 재생하는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디스크

형 기판 및 그 기판 상에 배치되는 기록층을 포함하며,

상기 기판의 표면에는 다수의 프리피트 영역 및 다수의 데이터 영역이 나선형 또는 중심이 같은 가상 트랙 중심을 따

라 교대로 배치되고,

각 프리피트 영역은 트래킹 서보용의 한 쌍의 워블 피트를 포함하며,

상기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워블 피트의 길이(L(㎛)), 레이저빔의 파장(λ(㎛)), 및 NA는 0.3 ≤L ·NA/λ≤0.65

의 관계를 만족하고,

상기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워블 피트 전후에 상기 기판의 표면에는 평탄부가 존재하고,

상기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평탄부의 길이(M(㎛)), 상기 파장(λ(㎛)) 및 상기 NA는 0.65 ≤M ·NA/λ의 관계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워블 피트 중 하나는 기판의 반경 방향으로 인접한 두 프리피트 영역에 의해 공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피트 영역은 기판의 중심으로부터의 간격에 따라 반복 배치되는 다수의 영역으로 나누어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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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한 쌍의 워블 피트는 두 가지 가능한 배치를 갖는 제1 워블 피트 및 두 가지 가능한 배치를 갖는 제2 워블 피트로

구성되며,

상기 다수의 영역은 상기 제1 워블 피트의 배치 및 상기 제2 워블 피트의 배치의 다른 조합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에서 데이터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루브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매

체.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은 레이저빔의 입사 측으로부터 순서대로 배치되는 제1 자기층, 제2 자기층 및 제3 자기

층을 포함하고,

상기 제1 자기층의 퀴리 온도 및 상기 제3 자기층의 퀴리 온도는 상기 제2 자기층의 퀴리 온도보다 높으며,

상기 기록층은 인접 트랙들간에 자기적으로 차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상기 프리피트 영역의 길이는 일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워블 피트의 각 중심과 상기 프리피트 영역의 끝과의 거리는 T/N의 정수배로 표현되며

, T는 상기 가상 트랙 중심을 지나는 프리피트 영역의 길이이고, N은 5 이상의 정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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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1c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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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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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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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a

도면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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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c

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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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a

도면14b

도면14c

도면1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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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도면17a

도면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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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c

도면17d

도면18a

도면18b

도면19

도면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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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0b

도면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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