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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광 기록 매체(60)에 관한 것으로, 상기 광 기록 매체(60)는 기록 정보가 기록되는 제1 영역과, 미리 정해진 
데이터가 엠보스 피트 열(19)로서 기록되어 상기 엠보스 피트 열 상에 겹쳐쓰여진(overwrote) 다른 데이터가 판독되
는 것을 방해하는 제2 영역으로 형성되는 그루브 트랙(11); 서로 인접하는 상기 그루브 트랙들 사이의 상기 제1 및 제
2 영역에 형성되는 랜드 트랙(12); 그리고 상기 제1 및 제2 영역의 상기 랜드 트랙 상에 배치되고, 어드레스 정보를 포
함하는 프리 피트(13, 45, 46)를 포함한다. 상기 제2 영역의 프리 피트(45, 46) 형상을 제1 영역의 프리 피트(13) 형
상과 상이하게 형성하여, 상기 프리 피트에 대응하는 프리 피트 검출 신호의 가장 큰 진폭이 상기 제1 영역의 프리 피트
와 비교할 때 제2 영역에서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도 7a

색인어
기록매체, 광기록매체, 제조장치,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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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이용된 광 기록 매체의 기록 면에 대한 반경 방향의 물리 섹터에 대한 레이아웃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이용된 광 기록 매체의 리드인 영역과 제어 데이터 영역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이용된 광 기록 매체의 기록 면에 대한 구조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이용된 광 기록 매체의 물리 섹터에 대한 프레임 구조와 프리 피트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
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광 기록 매체의 제조 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광 기록 매체의 원형 디스크(original disc)를 커팅하는 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
다.

도 7a 내지 도 7c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제어 데이터부의 그루브 트랙과 랜드 프리 피트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8a 및 도 8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제어 데이터부의 그루브 트랙과 랜드 프리 피트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제어 데이터부의 그루브 트랙과 랜드 프리 피트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10a 내지 도 10c는 비교 예에서 제어 데이터부의 그루브 트랙과 랜드 프리 피트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록 정보를 광학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광 기록 매체, 그 제조 장치 및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록 정보를 광학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광 기록 매체로서는 DVD-RW(DVD-Re-recordable) 디스크가 알려져 있다. 
이 광 기록 매체는 기록 정보가 기록되는 그루브 트랙, 인접하는 그루브 트랙들 사이의 랜드 트랙에 형성된 어드레스 등
과 같은 각종 정보를 나타내는 랜드 프리 피트(land pre-pits)(이하, 간단히 프리 피트라고 칭함)를 구비한다. 그루브 
트랙은 기록 정보가 기록되는 제1 영역과 미리 정해진 데이터가 엠보스 피트 열(embossed pit row)로서 형성되고 이 
엠보스 피트 열 위에 겹쳐쓰여진(overwrote) 다른 데이터의 판독을 방해하는 제2 영역을 갖는다.
    

    
이러한 광 기록 매체를 재생하는 재생 장치는 광 스폿(light spot)을 그루브 트랙 상으로 조사하여, 반사층에서 반사된 
반사광을 광 검출기(PD)로 검출함으로써, 기록된 기록 정보를 판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광 스폿의 크기는 그 일
부가 그루브 트랙에 인접하게 형성된 프리 피트로도 조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 다음 디스크로부터의 반사광을 광 
검출기(PD)에서 검출하여 그루브 트랙 상에 기록된 기록 정보와 랜드 트랙 상에 기록된 어드레스 등과 같은 각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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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읽어낸다. 그러나 제1 영역의 랜드 트랙 상에 형성된 프리 피트는 그루브 트랙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제1 
영역에 형성된 프리 피트는 그루브 트랙 상에 기록된 기록 정보에 대한 재생 신호를 판독할 때 악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일본 특허 출원 공개 번호 제2000-132868호에서, 본 출원인은 이러한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프리 피트의 형상
을 제안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광 기록 매체의 그루브 트랙은 엠보스 피트 열이 기록되어 있는 제2 영역도 구비한다. 전술한 일본 특허 출원 공
개 번호 제2000-132868호에 기재된 것처럼, 재생 신호에 대한 프리 피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1 영역에 존
재하는 프리 피트의 형상을 최적화하면, 엠보스 피트 열이 형성된 제2 영역의 프리 피트 검출 신호에 대한 구경비(ape
rture ratio)(ARe)의 요구치(즉, ARe ＞ 30%)가 DVD-RW 포맷에 의해 규정을 만족시키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가 
생겼다. 이 구경비(ARe)는 프리 피트 검출 신호의 최대 진폭(APmax)에 대한 최소 진폭(APmin)을 의미한다.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제1 영역에 형성된 프
리 피트가 재생 신호에 악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고, 제2 영역의 프리 피트 검출 신호에 대한 구경비의 요구치를 용이하
게 만족시킬 수 있는 광 기록 매체, 그 제조 장치 및 제조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기록 정보를 광학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광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상
기 광 기록 매체는 기판; 상기 기판에 형성되고, 상기 기록 정보가 기록되는 제1 영역과, 상기 기록 정보의 기록 및/또
는 재생을 제어하는 미리 정해진 데이터가 기록되는 제2 영역을 갖는 기록 면; 상기 기록 정보가 기록되는 상기 제1 영
역과, 상기 미리 정해진 데이터가 엠보스 피트 열로서 기록되어 상기 엠보스 피트 열 상에 겹쳐쓰여진 다른 데이터가 판
독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기 제2 영역으로 형성되는 그루브 트랙; 서로 인접하는 상기 그루브 트랙들 사이의 상기 제1 
및 제2 영역에 형성되는 랜드 트랙; 그리고 상기 제1 및 제2 영역의 상기 랜드 트랙 상에 배치되고, 상기 그루브 트랙 
상의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는 프리 피트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영역의 프리 피트 형상을 제1 
영역의 프리 피트 형상과 상이하게 형성하여, 상기 제1 영역의 프리 피트와 비교하여 상기 제2 영역의 프리 피트에 대
응하는 더 큰 진폭의 프리 피트 검출 신호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상기한 본 발명의 광 기록 매체에 따르면, 제2 영역에 형성된 프리 피트의 형상을 제1 영역에 형성된 프리 피트의 형상
과 다르게 형성하여, 프리 피트 검출 신호의 가장 큰 진폭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제2 영역의 프리 피트 검출 
신호에 대한 구경비(ARe)의 값이 커져 DVD-RW 포맷에 의하여 규정된 요구치, 예를 들면 ARe ＞ 30％를 쉽게 만족
시킬 수 있다.

상기한 광 기록 매체의 일 특징으로,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는 상기 그루브 트랙으로부터 판독되는 상기 기록 
정보에 대응하는 재생 신호에 대한 상기 프리 피트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형성된다.

이 특징에 따르면, 제1 영역에서는 재생 신호에 대한 프리 피트의 영향은 최소화되고, 제2 영역에서는 구경비(ARe)의 
값은 확실히 커질 수 있다.

상기한 광 기록 매체의 다른 특징으로,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는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보다 주사 방
향(scanning direction)으로 길게 형성된다.

이 특징에 따르면, 제2 영역에서는 제2 영역에 형성된 긴 프리 피트에 의하여 구경비(ARe)의 값을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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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광 기록 매체의 다른 특징으로,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는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보다 깊게 형
성된다.

이 특징에 따르면, 제2 영역에서는 제2 영역에 형성된 깊은 프리 피트에 의하여 구경비(ARe)의 값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상기한 광 기록 매체의 다른 특징으로,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는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보다 디스크 
반경 방향(disc radial direction)으로 크게 형성된다.

이 특징에 따르면, 제2 영역에서는 제2 영역에 형성된 커다란 프리 피트에 의하여 구경비(ARe)의 값을 증가시킬 수 있
다.

상기한 광 기록 매체의 다른 특징으로, 상기 제2 영역은 재생 전용 기록 매체의 재생 제어 정보가 기록되는 영역의 어드
레스와 동일한 어드레스에 위치한다.

이 특징에 따르면, RF(radio frequency) 복사, 예를 들면 DVD-ROM 디스크로부터 DVD-RW으로의 RF 복사를 방
지한다.

    
상기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기록 정보를 광학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광 기록 매체를 원형 디스크
(original disc)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광 기록 매체 제조 장치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광 기록 매체 제조 장치는 상기 
원형 디스크의 표면 상에, 상기 기록 정보가 제1 영역에 기록되고, 상기 기록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제어하는 미
리 정해진 데이터가 엠보스 피트 열로서 제2 영역에 기록되어 상기 엠보스 피트 열 상에 겹쳐쓰여진 다른 데이터가 판
독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루브 트랙을 형성하는 그루브 트랙 형성 수단; 그리고 서로 인접한 상기 그루브 트랙들 사이의 
상기 제1 및 제2 영역 내의 랜드 트랙 상에 배치되고, 상기 그루브 트랙 상의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어드레스 정보를 포
함하는 프리 피트를 형성하는 프리 피트 형성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프리 피트 형성 수단은 상기 제2 영역의 프리 피트 
형상을 제1 영역의 프리 피트 형상과 상이하게 형성하여, 상기 제1 영역의 프리 피트와 비교하여 상기 제2 영역의 프리 
피트에 대응하는 더 큰 진폭의 프리 피트 검출 신호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상기한 본 발명의 광 기록 매체 제조 장치에 따르면, 상기한 본 발명의 광 기록 매체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
다.

상기한 광 기록 매체 제조 장치의 일 특징으로, 상기 프리 피트 형성 수단은 상기 그루브 트랙으로부터 판독되는 상기 
기록 정보에 대응하는 재생 신호에 대한 상기 프리 피트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를 형
성한다.

상기한 광 기록 매체 제조 장치의 다른 특징으로, 상기 프리 피트 형성 수단은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를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보다 주사 방향으로 길게 형성한다.

상기한 광 기록 매체 제조 장치의 다른 특징으로, 상기 프리 피트 형성 수단은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를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보다 깊게 형성한다.

상기한 광 기록 매체 제조 장치의 다른 특징으로, 상기 프리 피트 형성 수단은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를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보다 디스크 반경 방향으로 크게 형성한다.

상기한 광 기록 매체 제조 장치의 다른 특징으로, 상기 제2 영역은 재생 전용 기록 매체의 재생 제어 정보가 기록되는 
영역의 어드레스와 동일한 어드레스에 위치한다.

    
상기한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기록 정보를 광학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광 기록 매체를 원형 디스크를 이용하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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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광 기록 매체 제조 방법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상기 광 기록 매체 제조 방법은 상기 원형 디스크의 표면 상에, 
상기 기록 정보가 제1 영역에 기록되고, 상기 기록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제어하는 미리 정해진 데이터가 엠보스 
피트 열로서 제2 영역에 기록되어 상기 엠보스 피트 열 상에 겹쳐쓰여진 다른 데이터가 판독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루브 
트랙을 형성하는 그루브 트랙 형성 단계; 그리고 서로 인접한 상기 그루브 트랙들 사이의 상기 제1 및 제2 영역 내의 
랜드 트랙 상에 배치되고, 상기 그루브 트랙 상의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는 프리 피트를 형성하
는 프리 피트 형성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프리 피트 형성 단계는 상기 제2 영역의 프리 피트 형상을 제1 영역의 프리 
피트 형상과 상이하게 형성하여, 상기 제1 영역의 프리 피트와 비교하여상기 제2 영역의 프리 피트에 대응하는 더 큰 
진폭의 프리 피트 검출 신호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상기한 본 발명의 광 기록 매체 제조 방법에 따르면, 상기한 본 발명의 광 기록 매체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
다.

상기한 광 기록 매체 제조 방법의 다른 특징으로, 상기 프리 피트 형성 단계는 상기 그루브 트랙으로부터 판독되는 상기 
기록 정보에 대응하는 재생 신호에 대한 상기 프리 피트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를 형
성한다.

상기한 광 기록 매체 제조 방법의 다른 특징으로, 상기 프리 피트 형성 단계는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를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보다 주사 방향으로 길게 형성한다.

상기한 광 기록 매체 제조 방법의 다른 특징으로, 상기 프리 피트 형성 단계는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를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보다 깊게 형성한다.

상기한 광 기록 매체 제조 방법의 다른 특징으로, 상기 프리 피트 형성 단계는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를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보다 디스크 반경 방향으로 크게 형성한다.

상기한 광 기록 매체 제조 방법의 다른 특징으로, 상기 제2 영역은 재생 전용 기록 매체의 재생 제어 정보가 기록되는 
영역의 어드레스와 동일한 어드레스에 위치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전에, 바람직한 실시예의 동작 원리와 장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 10a 내지 도 
10c를 참조하여 비교예를 설명한다.

    
도 10a는 비교예인 광 기록 매체에 대한 주요 부분을 확대한 도면이고, (i)데이터 영역으로 이용하는 제1 영역의 랜드 
트랙(12) 상에 형성된 그루브 트랙(11)과 프리 피트(13)의 형상과, 제어 데이터 영역으로 이용하는 제2 영역의 엠보
스 피트 열(l9)과 프리 피트(13)의 형상을 모식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도 10a는 그루브 트랙(11)과 프리 피트(13)를 
덮도록 광 스폿이 조사되어, 광 기록 매체의 반사층에서 반사된 반사광을 4 분할 광 검출기(PD)로 검출하는 방식을 모
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편, 도 10b는 후술하는 프리 피트 검출 신호를 나타내고, 도 10c는 도 10a의 A-A선을 따
라 잘라 도시한 단면도를 나타내고 있다.
    

도 10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비교예에서, 프리 피트(13)는 영역에 관계없이, 재생 신호에 대한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
하여 제1 영역과 제2 영역의 형상을 동일하게 한다. 광 스폿이 프리 피트(13)를 조사하는 위치에 있을 때, 광 검출기(
PD)를 구성하는 4개의 수광 소자(A, B, C, D)에서는 그루브 트랙(11)과 프리 피트(13)에 의한 광 회절 현상(optica
l diffraction phenomenon)에 의해 수광 소자(A 및 D)로 비춰지는 광량은 감소되고, 수광 소자(B 및 C)로 비춰지는 
광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 검출기(PD)의 각 수광 소자(A, B, C, D)에서 출력되는 출력 신호(S A , 
SD , SB , SC)는 (SA ＋ SD ) － (SB＋ SC)와 같이 가감산 되어 프리 피트 검출 신호로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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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영역의 프리 피트 검출 신호는 도 10b의 좌측에 파형으로 도시된 것처럼 변한다. 즉, 광 스폿이 그루브 트랙(11)
상에 있을 때, 광 검출기(PD)의 각 수광 소자(A, B, C, D)의 수광량은 거의 동일하며, 프리 피트 검출 신호는 미리 정
해진 레벨에서 잡음 성분으로 인하여 약간 변동된다. 그런 다음 광 스폿이 그루브 트랙(11)과 프리 피트(13)를 조사하
는 위치에 존재할 때, 광 검출기(PD)의 각 수광 소자에서 검출한 검출 신호는 (S A ＋ SD ) ＜ (SB＋ SC)의 관계를 갖
고, 프리 피트 검출 신호는 V자 형상으로 마이너스(-)쪽으로 변한다.

한편, 제2 영역의 프리 피트 검출 신호는 도 10b의 우측에 파형으로 도시된 것처럼 변한다. 광 스폿이 엠보스 피트 열
(19) 상에 위치할 때, 프리 피트 검출 신호는 미리 정해진 레벨에서 엠보스 피트 열(19)에 의해 변조된다. 그런 다음 
광 스폿이 프리 피트(13)와 엠보스 피트 열(19)을 조사하는 위치에 존재할 때, 광 검출기(PD)의 각 수광 소자에서 검
출한 검출 신호는 (SA ＋ SD ) ＜ (SB＋SC)의 관계를 갖고, 프리 피트 검출 신호는, 엠보스 피트 열에 의한 변조의 영
향을 받으면서 V자 형상으로 마이너스쪽으로 변한다. 전술한 구경비(ARe)는 이 프리 피트 검출 신호의 최대 진폭(AP
max)에 대한 최소 진폭(APmin)의 비를 의미한다. DVD-RW 포맷에 의하면 30％ 이상의 값이 요구된다.

전술한 것처럼, 프리 피트 검출 신호는 제2 영역의 엠보스 피트 열(19)에 의한 변조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다. 그래서 
제1 영역의 재생 신호에 대한 악영향을 고려하여 프리 피트를 형성하면, 최소 진폭(APmin)과 최대 진폭(APmax) 모
두가 작아진다. 결론적으로, 엠보스 피트 열이 형성된 제2 영역의 프리 피트 검출 신호에 대한 구경비(ARe)의 요구치
(즉, ARe ＞ 30%)가 DVD-RW 포맷에 의해 규정을 만족시키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도 1은 DVD-RW(10)(이하, 광 기록 매체(10)라고 칭함)의 기록 면에 대하여 반경 방향으로 물리 섹터를 도시하는 
레이아웃이다. 기록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 영역에는, 디스크 중심에 위치한 정보 영역의 시작점(물리 섹터의 시작점)에
서부터 반경 방향의 외측 방향으로 리드인 영역, 데이터 영역과 리드아웃 영역이 순차로 형성된다. 리드인 영역은 광 기
록 매체(10)의 기록 및 재생 시에 처음으로 액세스되는 영역이다. 광 기록 매체(10)에 관한 정보와 내용에 대응하는 
기록 데이터에 관한 각종 정보 등으로 이루어지는 제어 데이터가 리드인 영역에 기록된다. 데이터 영역은 기록할 데이
터 본체(data main body)가 기록되는 영역이다. 이 데이터 본체로는, 예를 들면, 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 또는 컴
퓨터로 판독할 수 있는 데이터나 프로그램 등이 존재한다. 리드아웃 영역에는 데이터 영역의 종료 위치를 나타내는 제
로 데이터(zero data)가 기록되어 있다.
    

    
도 2는 리드인 영역을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리드인 영역에는 참조 코드(reference code), 제어 데이터 등이 포함
되어 있다. DVD-RW 포맷에 의하면, RW 물리 포맷 정보 영역(RW-Physical format information zone)에는 기록 
및 재생을 제어하기 위한 중요한 제어 데이터가 상 변화 피트(phase change pit)로 기록된다. 한편, 제어 데이터가 이 
영역에 기록되거나 이 영역으로부터 재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정확하게는 이 영역에 겹쳐쓰여진 데이터의 판독
을 방해하기 위하여), 재생 전용 기록 매체인 DVD-ROM의 제어 데이터 영역과 동일한 어드레스에 위치하는 제어 데
이터 영역에는 8-16변조된 제로 데이터로 이루어진 엠보스 피트 열이 미리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DVD-ROM 디스크
로부터 DVD-RW 디스크로의 RF 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하, 기록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영역을 " 제1 영역" 이라고 칭하고, 엠보스 피트 열이 형성된 제어 데이터 영
역을 " 제2 영역" 이라고 칭한다.

도 3은 광 기록 매체(10)의 기록 면에 대한 구조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3에서, 광 기록 매체(10)는 데이터 기록
층으로서 상 변화 재료(예를 들면, GeSbTe 등)로 이루어지는 기록층과 이 기록층을 사이에 두고 형성된 유리 물질(Z
nS-SiO2 )로 이루어지는 보호층을 포함하는 멀티층(14)을 구비하고, 기록 정보를 겹쳐쓸 수 있는 상 변화 형 광 기록 
매체이다. 광 기록 매체(10)에서, 정보 기록 트랙으로서 이용되는 그루브 트랙(1l)과 이 그루브 트랙(l1)에서 재생 광
이나 기록 광으로 이용되는 광 빔(B)을 안내하여 유도하기 위한 랜드 트랙(l2)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이 광 기록 매체
(10)는 기록된 데이터를 재생할 때 광 빔(B)을 반사하기 위한 반사층(15)과 이 반사층(15)을 투명 기판(폴리카보네
이트)(17)에 접착하기 위한 접착층(18)을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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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빔(B)의 입사면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막(폴리카보네이트)(16)이 설치되어 있다.

그루브 트랙(11)은 이 투명막(16)의 오목한 부분이기 때문에, " 그루브(groove)" 트랙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광 빔(
B)의 조사 면에 대해서는 볼록하다. 랜드 트랙(12)은 투명막(16)의 볼록한 부분이기 때문에, " 랜드(land)" 트랙이라
고 부르고, 반면에 광 빔(B)의 조사 면에 대해서는 오목하다.

사전 정보(즉, 사전 기록 정보)에 대응하는 프리 피트(13)가 랜드 트랙(12)에 형성되어 있다.

    
이 프리 피트(13)는 광 기록 매체(10)에 기록하고 재생하기 위하여 기록 재생 장치의 기록 및 재생 시에 이용되는 사
전 정보를 담당한다, 즉 그루브 트랙(11)상의 위치를 인식하기 위한 어드레스와 동기 정보를 담당한다. 이 프리 피트(
13)는 광 기록 매체(10)를 출하하기 전에 미리 형성되어 있다. 또한 그루브 트랙(11)은 광 기록 매체(10)의 회전 속
도에 대응하는 주파수로 워블링된다. 이 워블링된 그루브 트랙(11)은 프리 피트(13)처럼 광 기록 매체(10)를 출하하
기 전에 미리 형성되어 있다.
    

    
광 기록 매체(10)에 기록 정보(사전 정보 이외에 주로 기록해야 되는 화상 정보와 같은 기록 정보를 말함)가 기록될 
때, 그루브 트랙(l1)의 워블링 주파수를 추출하여 미리 정해진 회전 속도로 광 기록 매체(10)를 회전 제어한다. 그런 
다음 프리 피트(13)를 검출하여 미리 사전 정보(pre-information)를 얻으므로, 기록 광으로 이용되는 광 빔(B)의 최
적 출력 등은 이 사전 정보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또한 기록 정보가 기록되는 광 기록 매체(10) 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어드레스 정보를 얻는다. 그런 다음, 기록 정보는 이 어드레스 정보에 따라서 대응하는 기록 위치에 기록된다.
    

다음에 광 기록 매체(10)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사전 정보의 기록 포맷에 대하여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4에서, 위쪽은 기록 정보의 기록 포맷을 나타낸다. 아래쪽 파형은 기록 정보를 기록하는 그루브 트랙(11)의 (그루
브 트랙(11)의 평면도에 대응하는) 워블링 상태를 나타낸다. 기록 정보와 그루브 트랙(11)의 워블링 상태 사이에 존재
하는 위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프리 피트(13)가 형성되는 위치를 모식적으로 나타내낸다. 여기에서, 도 4에서는 그루
브 트랙(11)의 워블링 상태는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의 진폭보다도 큰 진폭을 이용하여 나타낸다. 기록 정보
는 그루브 트랙(11)의 중심선 상에 기록된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 기록 매체(10)에 기록되는 기록 정보는 미리 정보 단위로서 이용되는 동기 프레임(sync
hronization frame)으로 분할되어 있다. 하나의 기록 섹터는 26개의 동기 프레임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하나의 ECC(
error correction code) 블록은 16개의 기록 섹터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의 동기 프레임은 기록 정보를 기록할 때 
기록 포맷으로 규정되는 채널 비트 길이(이하, T라고 칭함)의 1488배(1488T)의 길이를 갖고 있다. 또한 하나의 동기 
프레임의 선두(lead)(32T) 길이에 대응하는 부분은 각 동기 프레임에 대한 동기를 실현하기 위한 동기 정보(SY)로서 
이용된다.
    

    
한편 광 기록 매체(10)에 기록되는 사전 정보는 각 동기 프레임마다 기록된다. 여기에서, 프리 피트(13)에 의하여 광 
기록 매체(10)에 사전 정보가 기록되는 경우는, 사전 정보의 동기 신호를 나타내는 하나의 프리 피트(13)는 기록 정보
의 각 동기 프레임에 대한 동기 정보(SY)가 기록되는 영역에 인접하는 랜드 트랙(12)상에 항상 형성된다. 또한 이 경
우에, 기록할 사전 정보의 내용을 나타내는 하나 또는 두 개의 프리 피트(13)가 동기 정보(SY) 이외의 동기 프레임 내
의 전반부에 인접한 랜드 트랙(12) 상에 형성된다. [동기 정보(SY) 이외의 동기 프레임내의 전반부에 관해서는, 기록
할 사전 정보의 내용에 따라서 프리 피트(13)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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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짝수 번째의 동기 프레임(이하, 짝수 프레임라고 칭함)에만 프리 피트(13)가 형성되어 사전 정보가 기록
된다. 즉, 도 4에서, 짝수 프레임에 프리 피트(13)가 형성되어 있다(도 4에서 위쪽 방향의 실선 화살표로 도시한다). 
한편, 이 프리 피트(13)는 짝수 프레임과 인접하는 홀수 프레임에는 형성되지 않는다. 보다 상세하게는, 짝수 프레임에 
프리 피트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모든 프리 피트(13)(프리 피트 B2, B1, B0으로 한정되고, 여기서는 동기 프레임의 선
두로부터 각각 프리 피트 B2, B1, B0으로 함)는 레코딩 섹터 선두의 동기 프레임에 형성되어 있다. 레코딩 섹터(reco
rding sector)의 선두를 제외한 동기 프레임에서, 이 동기 프레임에 기록할 사전 정보가 " 1" 일 때 프리 피트(B2, B0)
가 형성되고, 기록할 정보가 " 0" 일 때는 프리 피트(B2)만이 형성된다.
    

또, 홀수 프레임에 프리 피트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레코딩 섹터 선두의 동기 프레임에는 프리 피트(B2, B1)가 형성되
고, 레코딩 섹터의 선두를 제외한 동기 프레임은 짝수 프레임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프리 피트(13)는 프리 피트 열(
B2, B1, B0)의 패턴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

    
또한, 프리 피트(13)가 형성된 짝수 프레임이나 홀수 프레임의 동기 프레임은 인접하는 랜드 트랙(12)상에 미리 형성
된 프리 피트(13)의 위치에 따라 정해진다. 즉, 프리 피트(13)는 통상적으로 짝수 프레임에 형성된다. 그러나 이 짝수 
프레임에 프리 피트(13)를 형성할 때, 미리 형성된 인접한 랜드 트랙 상의 프리 피트(13)와 광학적 기록 매체(10)의 
직경 방향으로 근접할 때 , 프리 피트(13)를 홀수 프레임에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함에 따라, 인접하는 랜드 트랙(12) 
위치에 프리 피트(13)가 존재할 수 없도록 한다. 그래서 프리 피트(13)를 검출할 때, 크로스 토크(crosstalk)에 의해 
영향을 줄일 수 있다.
    

한편, 그루브 트랙(11)은 모든 동기 프레임에 걸쳐 약 140kHz의 일정한 워블링 주파수(f0)(즉, 하나의 동기 프레임 
내에 8개의 파형에 대응하는 워블 신호가 들어가는 주파수)로 워블링된다. 그런 다음 기록 재생 장치에서, 이 일정한 
워블링 주파수(f0)를 추출하여 스핀들 모터의 회전을 제어하기 위한 신호를 검출하고, 이에 따라 기록용 클록 신호를 
생성한다.

다음에 광 기록 매체 디스크(40)를 생산하는 광 기록 매체를 제조하기 위한 제조 장치(50)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 5에 
나타낸 블록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5에서, 이 광 기록 매체의 제조 장치(50)는 랜드 데이터 발생기(20), 병렬/직렬 변환기(P/S)(21), 프리 포맷용 엔
코더(22), 파형 정형 회로(23), 클록 신호 발생기(24), 광 빔 발생 장치(25), 대물렌즈(26), 스핀들 모터(27), 회전 
검출기(28), 회전 서보 회로(29), 전송 유닛(30), 위치 검출기(31), 전송 서보 회로(32), 컨트롤러(33), 그루브 데
이터 발생기(34), 워블링 신호 발생기(35), 가변 이득 증폭기(36), 스위치(37)를 포함한다.

광 기록 매체 디스크(40)는 유리 기판(41), 이 유리 기판(41) 상에 코팅된 레지스트층(42)으로 구성된다. 이 레지스
트층(42)은 다음에 기술하는 것처럼 광 빔이 조사될 때 이 광 빔에 노출된다. 그런 다음 에칭 처리가 실시된다. 따라서 
광 빔의 강도 변화에 대응하는 형상의 피트가 형성된다.

    
도 5에서, 컨트롤러(33)의 제어 하에, 랜드 데이터 발생기(20)는 랜드 트랙(12)상에 형성된 프리 피트(13)에 대응하
는 병렬 데이터를 출력한다. 출력된 병렬 데이터는 병렬/직렬 변환기(21)에 의해서 직렬 데이터로 변환된다. 그런 다음 
이 직렬 데이터는 프리 포맷용 엔코더(22)로 입력된다. 광 기록 매체 디스크(40)상에 실제로 프리 피트(13)를 형성하
는 프리 피트 형성 신호(SL)는 클록 신호 발생부(24)로부터 전송된 프리 포맷용 클록 신호에 따라서 생성되고, 파형 
정형 회로(23)를 통하여 광 빔 발생 장치(25)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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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 정형 회로(23)는 광 기록 매체 디스(40)상에 실제로 프리 피트(13)를 형성하기 위해서, 컨트롤러(33)의 제어 신
호에 기초하여 프리 포맷용 엔코더(22)로부터 출력된 프리 피트 형성 신호(SL)의 펄스 폭을 변화시킨 후 출력한다. 예
를 들면, 제1 영역에 프리 피트(13)를 형성하는 경우는, 재생 신호에 어떠한 악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최적화된 짧은 프
리 피트[이하, 쇼트 LPP(short LPP)라고 칭함]를 형성하기 위하여, 프리 피트 형성 신호(SL)를 있는 그대로 출력한
다. 한편, 제2 영역에 프리 피트(13)를 형성하는 경우는, 프리 피트 검출 신호의 진폭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최적화된 
긴 프리 피트[이하, 롱 LPP(long LP)라고 칭함]를 형성하도록, 컨트롤러(33)의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프리 피트 형성 
신호(SL)의 각 펄스 폭을 넓혀 출력한다.
    

한편, 컨트롤러(33)의 제어 하에, 그루브 데이터 발생기(34)는 그루브 트랙(11)과 엠보스 피트 열로서 형성된 기록 
데이터를 포함하는 그루브 형성 신호(SG)를 생성하고, 스위치(37)에 대한 제어 신호로서 출력한다. 즉, 그루브 데이터 
발생기(34)의 출력 신호에 따라서 스위치(37)는 온/오프된다.

    
워블링 신호 발생기(35)는 그루브 트랙(11)에 작은 물결(wobbling)을 부여하기 위한 워블링 신호를 생성한다. 이 워
블링 신호는 컨트롤러(33)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이득으로 제어되는 가변 이득 증폭기(36)를 거쳐 스위치(37)로 출력
된다. 워블링 신호와 그라운드 레벨이 스위치(37)로 입력되고, 그루브 데이터 발생기(34)로부터 출력되는 그루브 데
이터에 따라서 스위칭 제어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광 기록 매체 디스크(40)상에 그루브 트랙의 형상을 실제로 형성하
기 위한 그루브 형성 신호(SG)를 광 빔 발생 장치(25)로 출력한다.
    

    
광 빔 발생 장치(25)는 광 빔을 광 기록 매체 디스크(40)로 출력하여, 그루브 트랙(11)과 프리 피트(13)를 형성한다. 
광 빔 발생 장치(25)는 그루브 트랙(11)을 형성하기 위한 광 빔(도 5에서 점선으로 나타냄)과 프리 피트(13)를 형성
하기 위한 광 빔(도 5에서 실선으로 나타냄)을 미리 정해진 간격(형성하는 그루브 트랙(11)의 중심선과 형성하는 프
리 피트(13)의 중심선 사이의 간격)을 두고 광 기록 매체 디스크(40) 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루브 
트랙(11)을 형성하기 위한 광 빔은 그루브 형성 신호(SG)에 따라서 제어된다. 프리 피트(13)를 형성 하기 위한 광 빔
은 프리 피트 형성 신호(SL)에 따라서 제어된다. 이들 두 빔은 대물 렌즈(26)를 통하여 광 기록 매체 디스크(40) 상에 
집광된다.
    

광 기록 매체 디스크(40)는 스핀들 모터(27)에 의해 회전 구동된다. 회전검출기(28)는 광 기록 매체 디스크(40)의 회
전이 검출한다. 회전 서보 회로(29)는 회전 검출기(28)의 출력에 따라서 스핀들 모터(27)의 회전을 제어한다

위치 검출기(31)는 전송 유닛(30)의 위치를 검출하여, 이 검출 신호를 전송 서보 회로(32)로 출력한다. 전송 서보 회
로(32)는 위치 검출기(31)로부터의 검출 신호에 따라서 전송 유닛(30)의 위치 정보를 얻고, 이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전송 유닛(30)의 이동을 제어한다.

이러한 동작에 의하여, 광 기록 매체 디스크(40)의 연속적인 그루브, 엠보스 피트 열과 프리 피트로서 이용하는 부분이 
광 빔에 노광된다.

광 기록 매체(10)를 제조하기 위한 커팅 다이로서 이용하는 광 기록 매체(40)는 미리 정해진 에칭 처리를 실시하여 제
조된다. 이 후, 광 기록 매체 디스크(40)에 기초하여, 스탬퍼 디스크(stamper disc)를 형성한다. 그런 다음 이미 알려
져 있는 복제 공정에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광 기록 매체(10)가 대량 생산된다.

다음에, 본 실시예에 따른 광 기록 매체의 제조 장치(50)로 행해지는 광 기록 매체 디스크(40)의 커팅 처리를 도 6에 
도시한 순서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한, 이 처리는 메모리(도시하지 않음)에 기록되어 있는 제어 프로그램에 따른 
컨트롤러(33)의 제어 하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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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광 기록 매체를 제조하기 위한 제조 장치(50)의 컨트롤러(33)는 단계(S1)
에서 초기화 설정으로 그루브 데이터 발생기(34)를 연속적인 그루브 모드로 설정한다. 즉, 컨트롤러(33)는 스위치(3
7)가 a측으로 고정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또한 가변 이득 증폭기(36)의 이득을 " 1" 로 설정하는 동시에, 쇼트 LPP에 
대응하는 병렬 데이터를 랜드 데이터 발생기(20)로 출력한다. 그런 다음 단계(S2)에서, 컨트롤러(33)는 그루브 트랙
을 형성하고 쇼트 LPP를 기록하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단계 S3에서, 컨트롤러(33)는 현재 기록되고 있는 영역이 제어 데이터 영역인지의 여부를 항상 감시한다. 
현재 기록하고 있는 영역이 제어 데이터 영으로 판정되면(단계 S3: 예), 컨트롤러(33)는 단계 S4의 동작을 수행한다. 
단계 S4에서 컨트롤러(33)는 8-16 변조된 제로 데이터를 그루브 데이터로서 생성하도록 그루브 데이터 발생기(34)
에게 명령하고, 스위치(37)에 대한 제어 신호로서 이 그루브 데이터를 출력한다 또한 컨트롤러(33)는 가변 이득 증폭
기(36)의 이득을 1.3으로 설정하고, 또한 파형 정형 회로(23)를 제어하여, 펄스 폭이 초기 설정시의 쇼트 LLP보다 넓
도록 한다.
    

또, 가변 이득 증폭기(36)의 이득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재생 장치가 엠보스 피트 열(19)이 형성된 제2 영역을 재생할 
때, 워블링 신호를 포함하는 푸시-풀 신호(push-pull signal)의 레벨이 저하되어, 재생 장치의 서보 동작에 지장을 초
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대책으로서, 가변 이득 증폭기(36)의 이득을 크게 하고, 그루브 트랙(11)의 워
블링 진폭보다도 큰 워블링 진폭으로 엠보스 피트 열(19)을 형성한다.

그런 다음 단계 S5에서, 컨트롤러(33)는 엠보스 피트 열을 형성하고 롱 LPP를 기록하기 시작한다.

다음 단계 S6에서, 컨트롤러(33)는 현재 기록하고 있는 영역이 버퍼 영역인지의 여부를 항상 감시한다. 현재 기록하고 
있는 영역이 버퍼 영역이면(단계 S6: 예), 컨트롤러(33)는 단계 S7의 동작을 수행한다. 단계 S7에서, 컨트롤러(33)는 
단계 S1에서 실행한 초기 설정 상태로 설정 상태를 변경하고, 단계 S8의 동작을 수행한다.

단계 S8에서, 컨트롤러(33)는 현재 기록하고 있는 영역이 가장 바깥 부분인지의 여부를 항상 감시한다. 현재 기록하고 
있는 영역이 가장 바깥 부분이면(단계 S8: 예), 컨트롤러(33)는 단계 S9로 넘어가 정지 제어를 수행하여, 전술한 일련
의 커팅 처리를 종료한다.

    
다음에, 전술한 광 기록 매체의 제조 장치(50)로 커팅 처리된 광 기록 매체 디스크(40)를 이용하여 제조된 광 기록 매
체(10)의 구성을 도 7a 및 도 7b를 참조하여 다음에 설명한다. 그런데 도 7a는 광 기록 매체(10)의 주요 부분을 확대
한 도면이고, 데이터 영역으로서 이용되는 제1 영역의 그루브 트랙(11)과 프리 피트(12)의 형상과 제어 데이터 영역
으로서 이용되는 제2 영역의 엠보스 피트 열(19)과 프리 피트(45)의 형상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7b는 프리 
피트 검출 신호를 나타내고, 도 7c는 도 7a의 B-B 선을 따라 잘라 도시한 단면도이다.
    

제1 영역에서 광 기록 매체(10)는 연속적인 그루브 트랙(11)이 형성된다. 이 그루브 트랙들(11) 사이에 배치된 랜드 
트랙(l2)상에는, 주사 방향(도 7a에서 화살표 T로 나타냄)의 길이가 L1인 프리 피트(13)가 형성되어 있다. 이 프리 
피트(13)의 길이(L1)는 그루브 트랙(11)의 재생 신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해진다.

한편, 제2 영역에서는, 예를 들면, 30㎚의 깊이(Ed)를 각각 갖는 엠보스 피트 열(19)이그루브 트랙(11)에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된다. 길이(L2)(L2 ＞ Ll)를 갖는 프리 피트(45)는 엠보스 피트 열(19)들 사이에 배치된 랜드 트랙(12)
상에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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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 기록 매체(10)에 의하면, 도 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 영역의 프리 피트(45)에 대한 깊이(Pd2)는 엠보스 피
트(19)의 깊이(Ed)(예를 들면, 30㎚)와 동일하다. 또한 제1 영역의 프리 피트(13)에 대한 깊이(Pd1)도 엠보스 피트
(19)의 깊이 (Ed)(예를 들면, 30㎚)와 동일하다. 즉, 본 광 기록 매체(10)에 의하면, 제2 영역에 형성된 프리 피트(
45)는 그 길이만이 제1 영역에 형성되는 프리 피트(13)와 상이하다.

    
이 광 기록 매체(10)에 의하면, 광 스폿이 프리 피트(45)와 엠보스 피트 열(19)을 덮는 위치에 존재할 때, 광 회절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광 소자(A, B, C, D)의 신호 변화가 커진다. 즉, 수광 소자(A, D)의 출력 신호는 좀더 작아지고, 수
광 소자(B, C)의 출력 신호는 좀더 커진다. 따라서 제2 영역의 프리 피트 검출 신호에 대한 진폭은 도 7b의 우측에 도
시한 파형에 도시한 것처럼, 도 10b의 우측에 도시한 비교예의 파형보다도 커진다. 결과적으로, APmax에 대한 APmi
n의 비가 커져, DVD-RW 포맷에 규정된 구경비(ARe)의 값을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프리 피트(45)의 길이(L2)를 
길게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프리 피트(45)에 의한 영향이 엠보스 피트 열(19)에 대한 재생 신호에도 생긴다. 그러나 
엠보스 피트 열(19)에 대한 재생 신호는 엠보스 피트 열 상에 겹쳐쓰여진 데이터의 판독을 방해하는 노이즈로서 존재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문제가 거의 되지 않는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광 기록 매체(60)에 대하여 도 8a와 도 8b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8a는 광 기
록 매체(60)의 주요 부분에 대한 확대도이고, 제1 영역의 그루브 트랙(11)과 프리 피트(12)의 형상과 제2 영역의 엠
보스 피트 열(19)과 프리 피트(46)의 형상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8B는 광 기록 매체(60)의 일부 단면도이
다.

본 광 기록 매체(60)에 의하면, 도 8a에 나타낸 것처럼 제1 영역에는 연속적인 그루브 트랙(11)이 형성되고, 길이(L
1)와 깊이(Pd1)(예를 들면 30㎚)를 갖는 프리 피트(13)가 랜드 트랙(12) 상에 형성되어 있다.

한편, 제2 영역에는 깊이(PEd2)(예를 들면, 30㎚)를 갖는 엠보스 피트 열(19)이 형성되고, 랜드 트랙(12) 상에는 프
리 피트(13)와 동일한 길이(L2)와 깊이(Pd2)(예를 들면, 40㎚)를 갖는 프리 피트(46)가 형성되어 있다.

    
본 광 기록 매체(60)에 의하면, 제1 영역의 프리 피트(13)에 대한 깊이(Pd1)(예를 들면, 30㎚)는 제2 영역의 프리 
피트(46)에 대한 깊이(Pd2)(예를 들면, 40㎚)보다 얕다. 그래서 전술한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광 스폿이 프리 피
트(46)와 엠보스 피트 열(19)을 덮는 위치에 존재할 때, 광 회절로 인하여 수광 소자(A, B, C, D)의 신호 변화가 커진
다. 즉, 수광 소자(A, D)의 출력 신호는 좀더 작아지고, 수광 소자(B, C)의 출력 신호는 좀더 커진다. 그래서 제2 영역
의 프리 피트 검출 신호는 마이너스(-)측으로 크게 변한다. 그로 인해 APmax에 대한 APmin의 비가 커져, DVD-RW 
포맷에 규정된 구경비(ARe)의 값을 만족시킬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광 기록 매체(70)에 대하여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9는 광 기록 매체(70)
의 주요 부분에 대한 확대도이다.

본 광 기록 매체(70)에 따르면, 도 9에 나타낸 것처럼, 제1 영역에는 연속적인 그루브 트랙(11)이 형성되고, 랜드 트
랙(12) 상에는 직경(D1)을 갖는 원형의 프리 피트(47)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제2 영역에는 엠보스 피트 열(19)이 형성되고, 랜드 트랙(12) 상에는 지름(D2)(D2 ＞ D1)을 갖는 원형의 프리 
피트(48)가 형성되어 있다.

    
본 광 기록 매체(70)에 의하면, 광 기록 매체(70)의 반경 방향으로, 제2 영역의 프리 피트(48)를 제1 영역의 프리 피
트(47)보다도 크게 형성한다. 그러므로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광 회절로 인하여 수광 소자(A, B, C, D)의 신호 변
화가 커진다. 즉, 수광 소자(A, D)의 출력 신호는 좀더 작아지고, 수광 소자(B, C)의 출력 신호는 좀더 커진다. 따라서, 
제2 영역의 프리 피트 검출 신호는 마이너스(-)쪽으로 크게 변한다. 그러므로 APmax에 대한 APmin의 비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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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RW 포맷에 규정된 구경비(ARe)의 값을 만족시킬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의하면, 프리 피트 검출 신호의 진폭을 크게 얻을 수 있도록 제2 영역에 형
성되는 프리 피트의 형상을 형성한다. 그래서 DVD-RW 포맷이 요구한 구경비(ARe)의 값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역시 본 발명은 전술한 각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의 변형 예를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술한 제1 
실시예에 의하면, 제2 영역의 프리 피트에 대한 길이만을 제1 영역의 프리 피트에 대한 길이보다 길게 했다. 그러나 제
2 실시예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2 영역의 프리 피트에 대한 깊이도 제1 실시예에서 제1 영역의 프리 피트에 대한 깊이
보다 깊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광 기록 매체는 DVD-RW 디스크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1회 기록 가능한 기록 매체(w
rite-once-type recording medium) 등으로 이용되는 DVD-R에 적용하는 것처럼 다양한 기록 매체에 적용할 수 있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프리 피트 검출 신호의 진폭을 크기 할 수 있도록, 제2 영역에 형성되는 프리 피트의 형상을 제1 영
역에 형성되는 프리 피트의 형상과는 다른 형상으로 형성했기 때문에, 제2 영역의 프리 피트 검출 신호에 대한 구경비
(ARe)의 값이 커져 요구치를 용이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록 정보를 광학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광 기록 매체(10, 60, 70)에 있어서,

기판(16);

상기 기판에 형성되고, 상기 기록 정보가 기록되는 제1 영역과, 상기 기록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제어하는 미리 
정해진 데이터가 기록되는 제2 영역을 갖는 기록 면;

상기 기록 정보가 기록되는 상기 제1 영역과, 상기 미리 정해진 데이터가 엠보스 피트 열(19)로서 기록되어 상기 엠보
스 피트 열 상에 겹쳐쓰여진 다른 데이터가 판독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기 제2 영역으로 형성되는 그루브 트랙(11);

서로 인접하는 상기 그루브 트랙들 사이의 상기 제1 및 제2 영역에 형성되는 랜드 트랙(12); 그리고

상기 제1 및 제2 영역의 상기 랜드 트랙 상에 배치되고, 상기 그루브 트랙 상의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는 프리 피트(13, 45, 46, 48)

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영역의 프리 피트(45, 46) 형상을 제1 영역의 프리 피트(13, 47) 형상과 상이하게 형성하여, 상기 제1 영역
의 프리 피트와 비교하여 상기 제2 영역의 프리 피트에 대응하는 더 큰 진폭의 프리 피트 검출 신호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광 기록 매체.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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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13, 47)는 상기 그루브 트랙(11)으로부터 판독되는 상기 기록 정보에 대응하는 재생 
신호에 대한 상기 프리 피트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형성되는 광 기록 매체.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45)는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13)보다 주사 방향(scanning direction)으
로 길게 형성되는 광 기록 매체.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46)는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13)보다 깊게 형성되는 광 기록 매체.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48)는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47)보다 디스크 반경 방향(disc radial dire
ction)으로 크게 형성되는 광 기록 매체.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영역은 재생 전용 기록 매체의 재생 제어 정보가 기록되는 영역의 어드레스와 동일한 어드레스에 위치하는 광 
기록 매체.

청구항 7.

기록 정보를 광학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광 기록 매체(10, 60, 70)를 원형 디스크(original disc)(40)를 이용하여 제
조하는 광 기록 매체 제조 장치(50)에 있어서,

상기 원형 디스크의 표면 상에, 상기 기록 정보가 제1 영역에 기록되고, 상기 기록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제어하
는 미리 정해진 데이터가 엠보스 피트 열(9)로서 제2 영역에 기록되어 상기 엠보스 피트 열 상에 겹쳐쓰여진 다른 데이
터가 판독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루브 트랙(11)을 형성하는 그루브 트랙 형성 수단(33 내지 37); 그리고

서로 인접한 상기 그루브 트랙들 사이의 상기 제1 및 제2 영역 내의 랜드 트랙 상에 배치되고, 상기 그루브 트랙 상의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는 프리 피트(13, 45 내지 48)를 형성하는 프리 피트 형성 수단(20 내
지 23, 33)

을 포함하고,

상기 프리 피트 형성 수단은 상기 제2 영역의 프리 피트 형상을 제1 영역의 프리 피트 형상과 상이하게 형성하여, 상기 
제1 영역의 프리 피트와 비교하여 상기 제2 영역의 프리 피트에 대응하는 더 큰 진폭의 프리 피트 검출 신호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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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기록 매체 제조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 피트 형성 수단(20 내지 23, 33)은 상기 그루브 트랙(11)으로부터 판독되는 상기 기록 정보에 대응하는 재
생 신호에 대한 상기 프리 피트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13, 47)를 형성하는 광 기록 
매체 제조 장치.

청구항 9.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 피트 형성 수단(20 내지 23, 33)은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45)를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
(13)보다 주사 방향으로 길게 형성하는 광 기록 매체 제조 장치.

청구항 10.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 피트 형성 수단(20 내지 23, 33)은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46)를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
(13)보다 깊게 형성하는 광 기록 매체 제조 장치.

청구항 11.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 피트 형성 수단(20 내지 23, 33)은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48)를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
(47)보다 디스크 반경 방향으로 크게 형성하는 광 기록 매체 제조 장치.

청구항 12.

제7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영역은 재생 전용 기록 매체의 재생 제어 정보가 기록되는 영역의 어드레스와 동일한 어드레스에 위치하는 광 
기록 매체 제조 장치.

청구항 13.

기록 정보를 광학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광 기록 매체를 원형 디스크(40)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광 기록 매체 제조 방법
에 있어서,

상기 원형 디스크의 표면 상에, 상기 기록 정보가 제1 영역에 기록되고, 상기 기록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제어하
는 미리 정해진 데이터가 엠보스 피트 열(19)로서 제2 영역에 기록되어 상기 엠보스 피트 열 상에 겹쳐쓰여진 다른 데
이터가 판독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루브 트랙(11)을 형성하는 그루브 트랙 형성 단계; 그리고

서로 인접한 상기 그루브 트랙들 사이의 상기 제1 및 제2 영역 내의 랜드 트랙(12) 상에 배치되고, 상기 그루브 트랙 
상의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는 프리 피트(13, 45 내지 48)를 형성하는 프리 피트 형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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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고,

상기 프리 피트 형성 단계는 상기 제2 영역의 프리 피트 형상을 제1 영역의 프리 피트 형상과 상이하게 형성하여, 상기 
제1 영역의 프리 피트와 비교하여상기 제2 영역의 프리 피트에 대응하는 더 큰 진폭의 프리 피트 검출 신호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광 기록 매체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 피트 형성 단계는 상기 그루브 트랙으로부터 판독되는 상기 기록 정보에 대응하는 재생 신호에 대한 상기 프
리 피트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13, 47)를 형성하는 광 기록 매체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 피트 형성 단계는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45)를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13)보다 주사 방
향으로 길게 형성하는 광 기록 매체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 피트 형성 단계는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46)를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13)보다 깊게 형
성하는 광 기록 매체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 피트 형성 단계는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48)를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프리 피트(47)보다 디스크 
반경 방향으로 크게 형성하는 광 기록 매체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13항 내지 제1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영역은 재생 전용 기록 매체의 재생 제어 정보가 기록되는 영역의 어드레스와 동일한 어드레스에 위치하는 광 
기록 매체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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