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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정보의 기록, 재생, 소거가 가능한 광 디스크, 특히 복제 방지나 소프트의 부정 사용방지 등의 저작권 보호
에 이용 가능한 추기정보를 구비한 광 디스크,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방법 및 재생방법, 광 디스크의 재생장치,
광 디스크의 기록 재생장치,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장치 및 광 디스크의 기록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전자 계산기, 정보 처리 시스템의 발달에 의한 정보처리량과 정보 처리 속도의 급속한 증가 및 음향, 영상정보
의 디지털화에 따라, 저가격으로 대용량, 또한 고속 액세스가 가능한 보조 기억장치 및 그 기록매체, 특히 광 디스크
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종래의 광 디스크의 기본구성은 이하와 같이 되어 있다. 즉, 디스크 기판상 에는 유전체층을 통하여 기록층이 형성
되어 있다. 기록층의 위에는 중간 유전체층, 반사층이 순차 형성되어 있고, 다시 그 위에는 오버 코팅층이 형성되어
있다.

이하에,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광 디스크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기록층에 자기 광학효과를 가지는 수직 자화막을 이용한 광 디스크의 경우, 정보의 기록 및 소거는 레이저광의 조사
에 의해 기록층을 국부적으로 보상온도 이상의 보자력이 작은 온도 혹은 큐리 온도 부근의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고,
그 조사부의 기록층의 보자력을 저하시켜, 외부 자계의 방향으로 자화시킴으로써 행해진다(소위 『열자기 기록』에
의해 정보의 기록이 행해진다.) 또한, 그 기록신호의 재생은 기록시 및 소거시의 레이저광보다 작은 강도의 레이저
광을 기록층에 조사하고, 기록층의 기록상태, 즉 자화의 방향에 따라 반사광 혹은 투과광의 편광면이 회전하는 상황
(이 회전은 소위 카(Kerr) 효과나 패러데이 효과라고 하는 자기 광학 효과에 의거하여 일어난다)을 광자 검출을 이
용하여 광의 강도변화로서 검출함으로써 행해진다. 이 경우, 역방향 자화간의 간섭을 작게하여 고밀도 기록을 행하
기 위해, 광 디스크의 기록층에는 수직 자기 이방성을 가지는 자성재료가 이용된다.

또한, 기록층의 구성으로서, 재료 혹은 조성이 다른 다수의 자성 박막을 교환 결합 혹은 정자(靜磁) 결합 시키면서
순차 적층시킨 구성을 이용함으로써, 정보 재생시의 신호 레벨을 증대시켜, 재생신호를 검출하는 것도 행해진다.

또한, 기록층의 재료로서는, 레이저광을 조사했을 시의 광 흡수에 의한 국소적인 온도 상승 혹은 화학변화를 일으킴
으로써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재료가 이용되며, 재생시에는 기록층의 국소적인 변화를 기록할 때와 강도 혹은 파장
이 다른 레이저광을 조사하여 그 반사광 혹은 투과광에 의해 재생신호의 검출이 행해진다.

이 광 디스크에 있어서는, 복제 방지나 소프트웨어의 부정 사용 방지 등의 저작권 보호에 이용 가능한 추기정보에
의한 디스크의 정보의 보호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구성에서는 TOC(Control Data) 영역 등에 디스크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프리-피
트로 디스크 정보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스탬퍼마다 관리되어 사용자마다 디스크 정보의 관리를 행할 수 없는 문제
점이 있었다.

또한, 자성막 혹은 가역적인 상변화 재료로 이루어지는 박막을 이용하여 정보를 기록할 경우에는, 용이하게 관리정
보의 변경, 즉 부정한 개서(개찬: 자구를 고침)를 행할 수 있으므로, 광 디스크안의 내용물의 저작권 등의 보호관리
를 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은 종래기술의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복제 방지나 소프트웨어의 부정 사용 방지 등의
저작권 보호에 이용 가능한 추기정보를 구비한 광 디스크, 광 디스크 기억정보 기록방법 및 재생방법, 광 디스크의
재생장치, 광 디스크의 기록 재생 장치,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장치 및 광 디스크의 기록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광 디스크의 제1 구성은, 디스크 기판상에 막면 수직방향으로 자기 이방
성을 가지는 자성막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층을 적어도 구비한 광 디스크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의 특정부에 제1 기
록영역과 제2 기록영역에 의해 형성된 추기 정보를 구비하고, 상기 제2 기록영역의 막면 수직방향의 자기 이방성이
상기 제1 기록영역의 막면 수직방향의 자기 이방성보다 작으며, 상기 제2 기록영역이 디스크 반경방향으로 긴 스트
라이프 형상의 마크로서 형성되고, 상기 마크가 상기 추기정보의 변조신호에 의거하여 광 디스크 원주방향으로 다
수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광 디스크의 제1 구성에 의하면, 복제 방지나 소프트웨어의 부정 사용 방지
등의 저작권 보호에 이용 가능한 추기정보를 구비한 광 디스크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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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의 제1 구성에 있어서는, 디스크 원주방향으로 다수개 배치된 마크열 존재의 유무를
표시하는 식별자가 더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단시간에 상승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에는, 마크열 존재의 유무를 표시하는 식별자가 콘트롤 데이터내에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
하면, 콘트롤 데이터를 재생한 시점에서 추기정보가 기록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추기정보를 확실하게 재생
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의 제1 구성에 있어서는, 추기정보를 구비한 특정부가 디스크 내주부인 것이 바람직
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광학 헤드의 스토퍼나 피트신호의 어드레스 정보를 이용하여 광학 헤드의 디스크
반경방향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의 제1 구성에 있어서는, 조사되는 광의 제1 기록영역에서의 반사광량과 제2 기록영
역에서의 반사광량의 차이가 소정치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제1 기록영역에서의 반사광량과 제2 기록영역
에서의 반사광 량의 차이가 10%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반사광량의 변화에 따른 재생
파형의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의 제1 구성에 있어서는, 제1 기록영역의 평균 굴절율과 제2 기록영역의 평균 굴절
율의 차이가 5%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제1 기록영역에서의 반사광량과 제2 기록영역
에서의 반사광량의 차이를 10%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의 제1 구성에 있어서는, 제2 기록영역의 자성막은 면내방향의 자기 이방성이 지배
적인 자성막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편광자와 검광자를 가지는 판독장치를 이용하여 추기정
보인 제1 기록영역의 재생신호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광학 헤드를 이용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추기정보를 검출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의 제1 구성에 있어서는, 제2 기록영역의 자성막은 적어도 일부가 결정화된 자성막
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제2 기록영역의 막면 수직방향의 자기 이방성을 거의 없앨 수 있으므
로, 제1 기록영역과의 편광방향의 차이로서 확실하게 재생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의 제1 구성에 있어서는, 기록층이 적층된 다수의 자성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재생방식으로서 『FAD』라고 불리는 자기적 초해상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레이저광 스폿보다 작은 영역에서의 신호 재생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광 디스크의 제2 구성은 디스크 기판상에, 광학적으로 검출 가능한 2개의 상태간을 가역적으
로 변화할 수 있는 박막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층을 적어도 구비한 광 디스크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의 특정부에 제1
기록영역과 제2 기록영역에 의해 형성된 추기 정보를 구비하고, 상기 제1 기록영역에서의 반사광량과 상기 제2 기
록영역에서의 반사광량이 다르고, 상기 제2 기록영역이 디스크 반경방향으로 긴 스트라이프 형상의 마크로서 형성
되며 상기 마크가 상기 추기정보의 변조신호에 의거하여 디스크 원주방향으로 다수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광 디스크의 제2 구성에 의하면, 복제 방지나 소프트웨어의 부정 사용 방지 등의 저작권 보호에 이용 가능
한 추기정보를 구비한 광 디스크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의 제2 구성에 있어서는, 디스크 원주방향으로 다수개 배치된 마크열의 존재 유무를
표시하는 식별자가 더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경우에는 마크열의 존재 유무를 표시하는 콘트롤 데이터
내에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의 제2 구성에 있어서는, 추기정보를 구비한특정부가 디스크 내주부인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의 제2 구성에 있어서는, 기록층이 조사되는 광의 조사조건에 대응하여 결정상과 비
정질상 사이에서 가역적으로 상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결정상과 비정질상 사이의 원
자 레벨에서의 가역적인 구성변화에 의거하는 광학적인 특성의 다름을 이용하여 정보 기록을 행할 수 있음과 동시
에, 특정 파장에 대한 반사광량 혹은 투과광량의 차이로서 정 보를 재생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조사되는 광
의 제1 기록영역에서의 반사광량과 제2 기록영역에서의 반사광량과의 차이가 1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
람직한 예에 의하면, 추기정보인 제1 기록영역의 재생신호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제1 기록영
역의 평균 굴절율과 제2 기록영역의 평균 굴절율과의 차이가 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
면, 제1 기록영역에서의 반사광량과 제2 기록영역에서의 반사광량의 차이를 10%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기록층의 제2 기록영역이 결정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과대한 레이저 파워로
기록할 수 있다. 또한, 결정상의 반사광량을 크게할 수 있으므로, 재생신호의 검출이 용이해진다. 또한, 이 경우에는
기록층이 Ge-Sb-Te 함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광 디스크의 제3 구성은 주정보가 기록됨과 동시에, 디스크마다 다른 추기정보가 기록되고, 상
기 추기정보에는 적어도 워터마크를 작성하기 위한 워터마크 작성 파라미터가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광
디스크의 제3 구성에 의하면, 이하와 같은 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 즉, 디스크 ID와 워터마크 작성 파라미터와의 상
관을 완전히 없앤 상태에서 워터마크 작성 파라미터와 디스크 ID를 추기정보에 기록해 두면, 디스크ID로부터 워터
마크를 연산에 의해 유추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부정 카피업자가 새로운 ID를 발행하여 워터마크가 부정으로
발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의 제3 구성에 있어서는, 반사막에 요철 비트를 설치함으로써 주정보가 기록되며, 상
기 반사막을 부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추 기 정보가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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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의 제3 구성에 있어서는, 기록층의 반사율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주정보와
추기정보가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의 제3 구성에 있어서는, 화면 수직방향으로 자기 이방성을 가지는 자성막으로 이루
어지는 기록층의 자화 방향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주정보가 기록되며, 상기 막면 수직 자기 이방성을 부분
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추기 정보가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광 디스크의 추기 정보의 제1 기록방법은 디스크 기판상에 막면 수직방향으로 자기 이방성을
가지는 자성막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층을 적어도 구비하고, 상기 기록층의 특정부에 제1 기록영역과 제2 기록영역
에 의해 형성된 추기정보를 구비한 광 디스크의 추기 정보 기록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 특정부의 디스크 원주방
향으로 상기 추기정보의 변조신호에 의거하여 레이저광을 조사함으로써, 상기 제2 기록영역의 막면 수직방향의 자
기 이방성이 상기 제1 기록영역의 막면 수직방향의 자기 이방성보다 작아지도록, 상기 제2 기록영역을 디스크 반경
방향으로 긴 스트라이프 형상의 마크로서 디스크 원주방향으로 다수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광 디스크
의 추기 정보의 제1 기록방법에 의하면, 복제 방지나 소프트웨어의 부정 사용 방지 등의 저작권 보호에 이용 가능한
추기 정보를 광 디스크에 효율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추기 정보의 제1 기록방법에 있어서는,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할 때에, 페이즈 엔코드된 추기 정
보의 변조신호에 의거하여 레이저 광원을 펄스 발광시킴과 동시에, 광 디스크를 회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
람직한 예에 의하면, 특히 회전 센서의 클록을 이용함으로써 회전 편차를 없앨 수 있고, 채널 클록 주기의 변동이 적
은 추기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추기 정보의 제1 기록방법에 있어서는, 디스크 기판상에 반사층과 보호층을 더 구비하고,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조사하는 레이저광의 강도가 디스크 기판, 반사층, 보호층의 적어도 1개를 파괴하는 레
이저광의 강도보다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회사나 판매점에서 추기 정보를 기
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추기 정보의 제1 기록방법에 있어서는,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조사하는 레이저광의
강도가 기록층의 적어도 일부를 결정화시키는 강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기록층의 막면 수
직방향의 자기 이방성을 복원할 수 없으므로, 추기정보의 개찬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추기 정보의 제1 기록방법에 있어서는,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조사하는 레이저광의
강도가 기록층이 큐리 온도에 도달하는 레이저광의 강도보다 큰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특히
레이저광의 강도가 너무 크면, 기록층의 막면 수직방향의 자기 이방성을 저하 혹은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추기정보의 제1 기록방법에 있어서는,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조사하는 레이저광의 강
도가 상기 제1 영역의 자성막을 면내 방향의 자기 이방성이 지배적인 자성막으로 변화시키는 강도인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추기정보의 제1 기록방법에 있어서는,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할 때에, 한방향 수속렌즈를 이용
하여 장방형의 스트라이프 형상의 레이저광을 기록층에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추기정보의 제1 기록방법에 있어서는, 제2 기록영역을형성하기 위해 조사하는 레이저광의 광
원이 YAG 레이저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경우에는 YAG 레이저에서 레이저광을 조사할 때에, 기록층에 소정
치 이상의 자계를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기록층의 자화 방향을 막면에 수직인 일정
방향으로 정리한 후, 막면 수직 자기 이방성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추기정보를 용이하게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록층에 인가하는 자계가 5 킬로엘스테드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광 디스크의 추기 정보의 제2 기록방법은 디스크 기판상에 광학적으로 검출 가능한 2개의 상
태 사이를 가역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박막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층을 적어도 구비하고, 또한, 상기 기록층의 특정부
에 제1 기록영역과 제2 기록영역에 의해 형성된 추기정보를 구비한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의 기록방법에 있어서, 상
기 기록층의 특정부의 디스크 원주방향으로 상기 추기정보의 변조신호에 의거하여 레이저광을 조사함으로써, 상기
제1 기록영역에서의 반사광량과 상기 제2 기록영역에서의 반사광량이 다르도록, 상기 제2 기록영역을 디스크 반경
방향으로 긴 스트라이프 형상의 마크로서 디스크 원주방향으로 다수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광 디스크
의 추기정보의 제2 기록방법에 의하면, 복제 방지나 소프트웨어의 부정 사용 방지 등의 저작권 보호에 이용 가능한
추기정보를 광 디스크에 효율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추기정보의 제2 기록방법에 있어서는,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할 때에, 페이즈 엔코드된 추기정
보의 변조신호에 의거하여 레이저 광원을 펄스 발광시킴과 동시에, 광 디스크를 회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추기정보의 제2 기록방법에 있어서는, 디스크 기판상에 반사층과 보호층을 더 구비하고,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조사하는 레이저광의 강도가 디스크 기판, 반사층, 보호층의 적어도 1개를 파괴하는 레
이저광의 강도보다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추기정보의 제2 기록방법에 있어서는,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조사하는 레이저광의 강
도가 기록층의 적어도 일부를 결정화시키는 강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추기정보의 제2 기록방법에 있어서는,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할 때에, 한방향 수속렌즈를 이용
하여 장방형의 스트라이프 형상의 레이저광을 기록층에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제2 기록영
역을 형성하기 위해 조사하는 레이저광의 광원이 YAG 레이저인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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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관한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의 제3 기록방법은 디스크 ID에 의거하여 워터마크를 작성하고, 상기 워
터마크를 특정 데이터에 중첩하여 추기정보로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의 제3 기
록방법에 의하면, 추기정보에서 워터마크의 디스크 ID를 검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부정 카피 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의 제1 재생방법은 디스크 기판상에 막면 수직방향으로 자기 이방성을
가지는 자성막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층을 적어도 구비하고, 상기 기록층의 특정부에 막면 수직방향의 자기 이방성이
다른 제1 기록영역과 제2 기록영역에 의해 형성된 추기정보를 구비한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의 재생방법에 있어서,
상기 특정부에 직선 편광된 레이저광을 입사시켜 상기 광 디스크에서의 반사광 또는 투과광의 편광방향의 회전 변
화를 검출함으로써, 상기 추기정보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의 제1 재생방법에 의
하면, 추기정보를 용이하게 재생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추기정보의 제1 재생방법에 있어서는, 특정부에 기록층의 보자력보다 큰 자계를 인가함으로
써 상기 특정부의 기록층을 일괄 착자(着磁)한 후에, 상기 특정부에 직선 편광된 레이저광을 입사시키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제1 기록영역에서 검출되는 편광방향의 회전 크기가 항상 일정하게 되고, 제2 기
록영역과의 편광방향의 회전차에 의한 재생신호가 안정된 진폭으로서 얻어진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추기정보의 제1 재생방법에 있어서는, 특정부에 일정광량의 레이저광을 조사하여 상기 특정
부의 기록층의 온도를 큐리 온도 이상으로 승온시키면서 상기 특정부에 한방향의 자계를 인가하여 상기 특정부 기
록층의 자화 방향을 한방향으로 맞춘 후에, 상기 특정부에 직선 편광된 레이저광을 입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추기정보를 기록한 후에, 외부에서의 자계 등에 영향을 받지않고 신호를 안정되게 재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의 제2 재생방법은 디스크 기판상에 광학적으로 검출 가능한 2개의 상태
간을 가역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박막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층을 적어도 구비하고, 상기 기록층의 특정부에 반사율
이 다른 제1 기록영역과 제2 기록영역에 의해 형성된 추기정보를 구비한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재생방법에 있어서,
상기 특정부에 집광된 레이저광을 조사하고, 그 반사광량의 변화를 검출함으로써, 상기 추기정보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의 제2 재생방법에 의하면, 추기정보를 용이하게 재생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광 디스크의 재생장치의 제1 구성은 주정보의 신호가 기록된 주정보 기록영역과, 상기 주정보
기록영역의 일부 영역에 중복되어 설치되고, 페이즈 엔코드 변조된 부신호가 상기 주정보 신호에 중첩하여 기록된
부신호 기록영역을 구비한 광 디스크의 재생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 디스크에 회전 위상 제어를 걸고, 광학 헤드에
의해 상기 주정보 기록영역중의 상기 주정보 신호를 재생하는 수단과, 상기 주정보 신호를 복조하여 주정보 데이터
를 얻는 제1 복조수단과, 상기 부신호 기록영역중의 상기 주정보 신호와 상기 부신호가 혼합된 혼합신호를 상기 광
학 헤드에 의해 재생신호로서 재생하는 수단과, 상기 재생신호중의 상기 주정보 신호를 억압하여 상기 부신호를 얻
는 주파수 분리수단과, 상기 부신호를 페이즈 엔크드 복조하여 상기 부데이터를 얻는 제2 복조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광 디스크의 재생장치의 제1 구성에 의하면, 부신호의 복조 데이터를 확실하게 재생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의 재생장치의 제1 구성에 있어서는, 주파수 분리수단이 광학 헤드에 의해 재생된 재
생신호에서 그 고주파 성분을 억압하여 저주파 재생신호를 얻는 저주파 성분 분리수단이고, 또한, 상기 저주파 재생
신호에서 제2 슬라이스 레벨을 작성하는 제2 슬라이스 레벨 특정부와, 상기 제2 슬라이스 레벨로 상기 저주파 재생
신호를 슬라이스하여 2치화 신호를 얻는 제2 레벨 슬라이서를 구비하고, 상기 2치화 신호를 페이즈 엔코드 복조하
여 부데이터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추기정보 재생신호의 엔벨로프 변동에 의한
에러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제2 슬라이스 레벨 특정부에 저주파 성분 분리수단보다도 시정수가 큰 부
저주파 성분 분리수단이 설치되고, 상기 부저주파 성분 분리수단에 광학헤드에 의해 재생된 재생신호 또는 저주파
성분 분리수단에 의해 얻어진 저주파 재생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저주파 재생신호보다 낮은 주파수 성분을 추출하
여 제2 슬라이스 레벨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저주파 성분의 레벨 변동에 추종한
슬라이스 레벨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신호 재생이 용이해진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의 재생장치의 제1 구성에 있어서는, 광학 헤드에 의해 재생된 재생신호중의 주정보
신호를 시간축 신호에서 주파수축 신호로 변환하여 제1 변조신호를 작성하는 주파수 변환수단과, 상기 제1 변조신
호에 부정보를 가산 또는 중첩한 혼합신호를 작성하는 수단과, 상기 혼합신호를 주파수축 신호에서 시간축 신호로
변환하여 제2 변환신호를 작성하는 역주파수 변환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ID 신호를 스펙트럼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주정보의 영상신호의 열화를 방지할 수 있음과 동시에, 주정보의 재생이
용이해진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광 디스크 재생장치의 제2 구성은 광학 헤드를 이용하여 광 디스크에 직선 편광된 광을 입사시
켜, 상기 광 디스크에서의 투과광 또는 반사광을 상기 광 디스크의 기록신호에 따라 편광방향의 회전 변화로서 검출
하는 광 디스크의 재생장치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추기정보가 기록된 상기 광 디스크의 특정부에 상기 광학 헤드를
이동시키는 수단과, 상기 특정부에서의 투과광 또는 반사광을 편광방향의 회전 변화로서 검출하여 상기 추기정보를
재생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광 디스크 재생장치의 제2 구성에 의하면, 반사광량의 변동 영향이
나 가산신호로서 포함되는 노이즈 성분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재생신호의 검출이 용이해 진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의 재생장치의 제2 구성에 있어서는, 광학 헤드의 적어도 1개의 수광소자로 수광한
검출광에서의 검출신호 또는 다수의 상기 수광소자로 수광한 검출광에서의 검출신호의 화(和)신호에 의거하여 콘트
롤 데이터에서의 추기정보의 존재 유무를 표시하는 식별자의 검출을 행하는 수단이 더 구비되고, 상기 식별자의 검
출을 행하여, 상기 추기정보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 필요에 따라 상기 추기정보가 기록된 상기 광 디스크의 특정
부에 상기 광학 헤드를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추기정보의 스트라이프와 디펙트 등
을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으므로, 장치 상승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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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의 재생장치의 제2 구성에 있어서는, 추기정보를 재생할 때에, 페이즈 엔코드 복조하
는 복조수단이 더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ID 신호 등의 추기정보의 재생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광 디스크 재생장치의 제3 구성은 주정보가 기록됨과 동시에, 디스크마다 다른 추기정보가 기
록되는 광 디스크의 재생장치에 있어서, 상기 주정보를 재생하는 신호 재생부와 상기 추기정보를 재생하는 추기정
보 재생부와, 상기 추기정보에 의거하여 워터마크 신호를 작성하고, 상기 주정보에 추가하여 출력하는 워터마크 부
가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광 디스크 재생장치의 제3 구성에 의하면, 부정 카피하여 영상 신호 등의 주
정보를 빼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 재생장치의 제3 구성에 있어서는, 추기정보가 광 디스크의 기록층 반사율을 부분적
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 재생장치의 제3 구성에 있어서는, 광 디스크 기록층이 막면 수직방향으로 자기 이방
성을 가지는 자성막으로 이루어지고, 추기정보가 상기 막면 수직 자기 이방성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기록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 재생장치의 제3 구성에 있어서는, 워터마크 부가부에 의해 워터마크를 포함하는 부
정보를 주정보 신호에 중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통상의 기록재생 시스템으로 주
정보에서 부정보를 제거하여 재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 재생장치의 제3 구성에 있어서는, 주정보 신호를 시간축 신호에서 주파수축 신호로
변환하여 제1 변조신호를 작성하는 주파수 변환수단과, 상기 제1 변조신호에 추기정보를 가산 또는 중첩한 혼합신
호를 작성하는 수단과, 상기 혼합신호를 주파수축 신호에서 시간축 신호로 변환하여 제2 변환신호를 작성하는 역주
파수 변환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 재생장치의 제3 구성에 있어서는, 주정보를 영상신호로 신장하는 MPEG 디코더와,
상기 영상신호를 워터마크 부가부에 입력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영상
신호 등의 주정보를 열화시키지 않고 워터마크를 스펙트럼 확산시켜 부가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워터마크
를 재생하는 워터마크 재생부가 더 구비되고, 또한, MPEG 디코더와 상기 워터마크 재생부의 양쪽에 상호 인증부가
설치되고, 암호화된 주정보를 송신하여 상호 인증된 경우에만 암호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
한 예에 의하면, 도중의 버스에서 디지털 신호를 빼내도 암호는 해제되지 않으므로, 워터마크의 부정 배제 및 개찬
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주정보를 암호 디코더에 의해 혼합한 혼합신호가 MPEG 디코더에 입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한 예에 의하면, ID 등의 정보와 워터마크 작성 파라미터의 상관을 없앰으로써, 새
로운 ID 등의 부정 워터마크의 발행에 의한 부정 카피를 방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워터마크를 재생하는 워터마
크 재생부가 더 구비되고, 암호 디코더와 상기 워터마크 재생부의 양쪽에 상호 인증부가 설치되고, 암호화된 주정보
를 송신하여 상호 인증된 경우에만 암호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광 디스크 기록 재생 장치의 제1 구성은 정보 기록, 소거 및 재생이 가능한 광 디스크 기록층의
주기록영역에 기록회로와 광학 헤드를 이용하여 주정보를 기록하는 광 디스크의 기록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
록층의 특정부에 기록된 추기정보를, 편광면의 회전변화로서 검출하는 상기 광학 헤드의 신호 출력부에 의해 재생
하는 수단과, 상기 추기정보를 이용하여 암호 엔코더에 의해 암호화한 암호 정보로서 상기 주기록 영역에 상기 주정
보를 기록하는 수단과, 상기 광학 헤드의 신호 출력부에 의해 상기 추기정보를 재생하고, 암호 디코더에서, 상기 암
호 정보를 해독키로서 복합하여 상기 주정보를 재생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광 디스크의 기록재
생 장치의 제1 구성에 의하면, 부정 카피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광 디스크의 기록 재생 장치의 제2 구성은 광 디스크 기록층의 주기록 영역에 기록회로와 광학
헤드를 이용하여 주정보를 기록하는 광 디스크의 기록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주정보에 워터마크를 추가하는 워
터마크 부가부를 구비하고, 상기 기록층의 특정부에 기록된 추기정보를 상기 광학 헤드에 의해 재생하며, 재생된 상
기 추기정보를 상기 워터마크 부가부에 의해 워터마크로서 상기 주정보에 추가하고, 상기 워터마크가 들어간 주정
보를 상기 주기록 영역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광 디스크 기록 재생 장치의 제2 구성에 의하면, 워터마
크의 기록 데이터에서 기록 이력을 추적 조사할 수 있으므로, 부정 카피,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 기록 재생 장치의 제2 구성에 있어서는, 기 록층의 반사율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킴으
로써 주정보가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 기록 재생 장치의 제2 구성에 있어서는, 기록층이 막면 수직방향으로 자기 이방성을
가지는 자성막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자성막의 자화 방향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주정보가 기록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이 경우에는 기록층 자화 방향의 변화 또는 막면 수직 자기 이방성 크기 변화를 광학 헤드에 의해 편
광면 회전 변화로서 주정보 및 추기정보가 검출되어 재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 기록 재생 장치의 제2 구성에 있어서는, 워터마크 부가부에 의해 워터마크를 포함하
는 부정보를 주정보 신호에 중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 기록 재생 장치의 제2 구성에 있어서는, 주정보 신호를 시간축 신호에서 주파수축
신호로 변환하여 제1 변환신호를 작성하는 주파수 변환수단과, 상기 제1 변환신호에 추기정보를 가산 또는 중첩한
혼합신호를 작성하는 수단과, 상기 혼합신호를 주파수축 신호에서 시간축 신호로 변환하여 제2 변환신호를 작성하
는 역주파수 변환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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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 기록 재생 장치의 제2 구성에 있어서는, 주정보를 영상신호로 신장하는 MPEG 디코
더와, 상기 영상신호를 워터마크 부가부에 입력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경우에는 워터
마크를 재생하는 워터마크 재생부가 더 구비되고, 또한 MPEG 디코더와 상기 워터마크 재생부의 양쪽에 상호 인증
부가 설치되며 암호화된 주정보를 송신하여 상호 인증된 경우에만 암호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경우에는 주정보를 암호 디코더에 의해 복합한 복합신호가 MPEG 디코더에 입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워터마크를 재생하는 워터마크 재생부가 더 구비되고, 암호 디코더와 상기 워터마크 재생부의 양쪽에
상호 인증부가 설치되고, 암호화된 주정보를 송신하여 상호 인증된 경우에만 암호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광 디스크 추기정보의 기록장치의 구성은 주정보가 기록된 광 디스크에 추기정보를 기록하는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장치에 있어서, 디스크 ID 또는 워터마크 작성 파라미터의 적어도 1개를 포함하는 부정
보를 기록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장치의 구성에 의하면, 디스크 ID
또는 워터마크에서 부정 카피, 부정 사용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가 가능해진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 추기정보의 기록장치의 구성에 있어서는, 주정보가 광 디스크의 반사막에 요철 비
트를 설치함으로써 기록되어 있고, 부정보가 상기 반사막을 부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 추기정보의 기록장치의 구성에 있어서는, 주정보가 광 디스크의 기록층의 반사율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기록되어 있고, 부정보가 상기 기록층의 반사율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기록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광 디스크 추기정보의 기록장치 구성에 있어서는, 광 디스크의 기록층이 막면 수직방향으로
자기 이방성을 가지는 자성막으로 이루어지 고, 주정보가 상기 자성막의 자화 방향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기록되어 있고, 부정보가 막면 수직 자기 이방성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광 디스크 기록장치의 구성은 주정보가 기록된 광 디스크의 기록장치로써, 디스크 ID를 포함
하는 부정보에 의거하여 워터마크를 작성하는 수단과, 상기 워터마크를 특정 데이터에 중첩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광 디스크 기록장치의 구성에 의하면, 기록한 데이터에서 워터마크를 검출하
는 것이 가능하고, 내용물의 이력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의 구성을 도시하는 단면도,

도2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의 다른 구성을 도시하는 단면도,

도3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의 재생원리를 도시하는 도면,

도4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 기록층이 열처리되어 있는 BCA부와, 열처리되어 있지 않은 비BCA부
와의 막면에 수직인 방향에서의 카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도시하는 특성도,

도5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의 식별정보를 기록하는 레이저 기록 전류와 BCA 기록특성과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6a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광 자기 디스크의 기록 전류 8A 시의 BCA신호의 차분(差分)신호 파형을 도시하는 트레
이스도, 도6b는 그 가산신호 파형을 도시하는 트레이스도,

도7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의 기록 재생장치의 광학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8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의 제조방법을 도시하는 공정도,

도9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의 식별정보의 기록방법을 도시하는 공정도,

도10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의 BCA 식별정보의 검사장치를 도시하는 구성도,

도11a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의 식별정보를 과대한 기록 파워로 기록했을 시의 BCA부의 모습을
도시하는 모식도, 도11b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의 식별정보를 최적의 기록 파워로 기록했을 시의
BCA부의 모습을 도시하는 모식도,

도12a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의 BCA 식별정보를 과대한 기록 파워로 기록했을 시의 BCA부의 마
크를 광학 현미경과 편광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도시하는 모식도, 도12b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
크의 BCA 식별정보를 최적의 기록 파워로 기록했을 시의 BCA부의 마크를 광학 현미경과 편광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도시하는 모식도,

도13a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의 비BCA부의 편광면의 회전각을 도시하는 도면, 도13b는 본 발명
의 실시형태의 광자기 디스크의 BCA부의 편광면 회전각을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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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4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DVD-ROM의 재생장치, DVD의 기록 재생 장치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15는 본 발멸의 실시형태의 스트라이프 기록장치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16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RZ 기록인 경우의 신호파형과 트리밍 형상을 도시하는 도면,

도17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PE-RZ 기록인 경우의 신호파형과 트리밍 형상을 도시하는 도면,

도18a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광 집광부를 도시하는 사시도, 도18b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스트라이프 배치와 발
광 펄스 신호를 도시하는 도면,

도19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상의 스트라이프 배치와 TOC 데이터의 내용을 도시하는 도면,

도20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스트라이프 재생에 있어서 CAV와 CLV를 전환하는 플로우 챠트를 도시하는 도면,

도21a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ECC 엔코드 후의 데이터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21b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ECC 엔코드 후의 n=1인 경우의 데이터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21c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ECC 에러 정정 능력
을 도시하는 도면,

도22a는 동기 부호의 데이터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22b는 고정 동기 패턴의 파형을 도시하는 도면, 도22c는 기
억용량을 도시하는 도면,

도23a는 LPF의 구성도, 도23b는 LPF 추기후의 파형도,

도24a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재생신호 파형도, 24b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스트라이프 칫수 정밀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25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TOC 데이터를 읽어 재생하는 순서를 도시하는 도면,

도26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제2 레벨 슬라이스부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27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재생신호의 2치화(値化)시의 각부 파형도,

도28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제2 슬라이스부의 구체적인 회로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29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제2 레벨 슬라이스부의 회로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30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제2 레벨 슬라이스부의 구체적인 회로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3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재생신호를 2치화할 때의 각 부의 실제 신호파형을 도시하는 도면,

도32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내용물 프로바이더의 디스크 제조장치와 시스템 오퍼레이터의 재생장치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33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디스크 제조장치 중의 디스크 제조부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34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시스템 오퍼레이터측의 재송신 장치 전체와 재 생장치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35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원신호와 각 영상신호의 시간축상의 파형과 주파수축상의 파형을 도시하는 도면,

도36은 본 발명?? 실시형태의 사용자측의 수신기와 시스템 오퍼레이터측의 재송신 장치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37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워터마크 검출장치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38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펄스 레이저에 의한 트리밍 단면도,

도39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트리밍부의 신호 재생 파형도,

도40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광 디스크의 구성을 도시하는 단면도,

도4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광 디스크의 기록 재생 장치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42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의 기록 재생 장치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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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이하, 실시형태를 이용하여 본 발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1 실시형태>

우선, 광 자기 디스크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도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의 구성을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1에 도시한 바와같이, 디스크 기
판(211)상에는 유전체층(212)을 사이에 두고 기록층(213)이 형성되어 있다. 기록층(213)에는 BCA(추기형 식별정
보의 한 방식)부(220a, 220b)가 디스크 원주방향으로 다수개 기록되어 있다. 기록층(213)상에는 중간 유전체층
(214), 반사층(215)이 순차 적층되어 있고, 또한 그 위에는 오버 코팅층(216)이 형성되어 있다.

다음에, 본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의 제조방법에 대해, 도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우선, 도8(1)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를 이용한 사출 성형법에 의해 트랙킹 가이드를 위한 안내
홈 혹은 프레핏이 형성된 디스크 기판(211)을 제작한다. 이어서 도8(2)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Ar 가스와 질소 가스
를 포함하는 분위기 중에서 Si 타겟에 반응성 스퍼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디스크 기판(211)상에 SiN막으로 이루어지
는 막 두께가 80nm인 유전체층(212)을 형성한다. 이어서, 도8(3)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Ar 가스 분위기중에서
TbFeCo의 합금 타겟에 DC 스퍼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유전체층(212)상에 TbFeCo막으로 이루어지는 막 두께가
30nm인 기록층(213)을 형성한다. 이어서, 도8(4)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Ar 가스와 질소 가스를 포함하는 분위기중
에서 Si 타겟에 반응성 스퍼터링을 실시함으로써, 기록층(213)상에 SiN막으로 이루어지는 막 두께 20nm의 중간 유
전체층(214)을 형성한다. 이어서 도8(5)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Ar 가스 분위기중에서 AlTi 타겟에 DC 스퍼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중간 유전체층(214)상에 AlTi막으로 이루어지는 막 두께 40nm의 반사층(215)을 형성한다. 마지막
에 도8(6)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반사층(215)상에 자외선 경화 수지를 적하시킨 후, 스핀 코터에 의해 2500rpm의
회전수로 상기 자외선 경화수지를 도포하고, 자외선을 조사하여 상기 자외선 경화 수지를 경화시킴으로써, 반사층
(215)상에 막 두께10㎛의 오버 코팅층(216)을 형성한다.

다음에, 식별정보(추기정보)의 기록방법에 대해, 도9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우선, 도9(7)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착자기(着磁機)(217)를 이용하여 기록층(213)의 자화 방향을 한방향으로 맞춘
다. 본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 기록층(213)은 11 킬로엘스테드 보자력을 가지는 수직 자화막이므로, 착자기
(217)의 전자석 자계 강도를 15 킬로가우스로 설정하고, 이 자계중에 상기 광 자기 디스크를 통과시킴으로써, 기록
층(213)의 자화 방향을 착자기(217)의 자계 방향으로 맞출 수 있다. 이어서, 도9(8)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YAG 레
이저 등의 고출력 레이저(218)와 실린드리컬 렌즈와 같은 한방향 수속 렌즈(219)를 이용하여 장방형의 스트라이프
형상의 레이저광을 기록층(213)상에 수속시켜, 식별 정보로서 BCA부(220a), (220b)를 디스크 원주방향으로 다수
개 기록한다. 이 기록원리, 기록방식, 재생방식에 대해서는 후에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어서, 도9(9)에 도시하는 바
와같이, BCA 리더(221)를 이용하여 BCA부(220a, 220b)를 검출하고, PE(페이즈 엔코드)복조하여 기록 데이터와
비교하여 바른지 여부의 조회를 행한다. 기록 데이터와 일치할 경우에는 식별정보의 기록을 완료하고, 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 광 자기 디스크를 공정에서 제외한다.

다음에 BCA 리더(221)의 원리에 대해 도10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10(a), (c)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BCA 리더(221)의 편광자(222)와 검광자(223)는 편광면이 상호 직교하고 있다.
따라서, 도10(a), (b)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광 빔이 기록층(213)의 BCA부(220a)에 조사되어도, BCA부(220a)는
수직 자 기 이방성이 낮기 때문에(면내 방향의 자기 이방성이 지배적이다), 검출신호는 출력되지 않는다. 그러나, 광
빔이 기록층(213)의 BCA부 이외의 부분(비 BCA부(224)에 조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은 막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자
화되어 있으므로, 반사광의 편광면이 회전하고, PD(포토디텍터)(256)에 신호가 출력된다. 이상과 같이 하여 도
10(b)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BCA 재생신호가 얻어지고, 광 자기 기록 재생용 광학 헤드를 이용하지 않아도, 신속하
게 BCA부(220)를 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BCA부(220a)는 막면에 수직인 방향의 자기 이방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으므로, BCA 재생신호가 얻어
진다. 이하, 이것에 대해 설명한다.

도4에 기록층(213)의 식별정보 즉 레이저광의 조사에 의해 열처리되어 있는 BCA부(220)의 히스테리시스 루프
(225a)와, 열처리되어 있지 않은 비BCA부(224)의 막면에 수직인 방향에서의 카 히스테리시스 루프(225b)를 도시
하였다. 도4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열처리되어 있는 BCA부(220)의 카 회전각 및 수직 자기 이방성은 대폭으로 열
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열처리되어 있는 BCA부(220)에 있어서는, 수직방향에서의 잔류 자기가 없어져
있으므로, 광 자기 기록을 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도9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기록층(213)의 수직 자화막의 자화 방향을 한방향으로 맞
춘 후(착자한 후)에, 식별정보로서 BCA부(220)를 기록하고 있는데, 각 층을 적층하고, 기록층(213)을 열화시킴으
로써 BCA부(220)을 기록한 후에, 스트로브광 등을 조사하여 기록층(213)의 온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실온에서 착
자하는 경우의 자계보다 작은 자계를 걸면서, 기록층(213) 의 수직 자화막의 자화 방향을 한방향으로 맞추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본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의 기록층(213)은 실온에서는 11 킬로엘스테드의 보자력을 가지는데, 스트로브
광, 레이저광 등을 조사하여 100℃ 이상으로 승온시키면, 보자력은 4 킬로엘스테드 이상이 되므로, 5 킬로엘스테드
이상의 자계를 인가함으로써 기록층(213)의 자화방향을 한방향으로 맞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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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광 자기형의 BCA기록의 기록 파워에 대해 설명한다.

도5에 마츠시타덴키산교(주)제의 BCA 트리밍 장치 『BCA 기록장치(YAG 레이저 50W 램프 여기 CWQ 펄스 기
록)』을 이용하여 광 자기 디스크의 광 투입면측에서 BCA신호를 기록한 경우의 BCA 기록특성을 도시한다. 도5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레이저의 기록전류가 8A 이하인 경우에는, BCA부는 기록되지 않는다. 레이저의 기록전류가 최
적 기록 전류의 8∼9A인 경우에는, 도5, 도12(b)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편광 현미경에만 BCA상(226a)이 얻어진
다. 이 BCA상(226a)은 광학 현미경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레이저의 기록전류가 9A이상인 경우에는 도5, 도12(a)
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광학 현미경, 편광 현미경의 양쪽에서 BCA상(226b, 226c)이 얻어진다. 도5에 도시하는 레
이저의 기록 전류가 10A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층(오버 코팅층)이 파괴된다. 이 상태를 도11에 도시하고 있다. 도
11(a)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과대한 레이저 파워의 투입에 의해, 반사층(215)과 오버 코팅층(216)이 파괴된다. 한
편, 레이저의 기록전류가 최적 기록 전류인 8∼9A인 경우에는, 도11(b)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기록층(213)이 열화
되는 것만으로 반사층(215), 오버 코팅층(216) 모두 파괴되지 않는다.

다음에 본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의 기록 재생장치에 대해 도7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 기록 재생장치의 광학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7에 있어서,
255는 광 자기 디스크의 광학 헤드이고, 254는 펄스 발생기, 241은 레이저 광원, 242는 콜리메이트 렌즈, 243은 편
광 빔 스플릿터, 244는 레이저 빔을 광 자기 디스크상에 집광하기 위한 대물 렌즈, 246은 광 자기 디스크에서의 반
사광을 신호 재생방향과 포커스 트랙킹 제어방향으로 분리하는 하프 미러, 247은 광 자기 디스크로부터의 반사광의
편광면을 회전시키는 λ/4판, 248은 광 자기 디스크로부터의 반사광을 편광 방향에 의해 분리하는 편광 빔 스플릿
터, 249, 250은 수광소자, 253은 포커스 트랙킹 수광부와 제어부이다. 또한, 240은 본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
251은 자기 헤드, 252는 자기 헤드 구동회로이다.

도7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레이저 광원(241)에서 출사된 직선 편광 레이저 빔은 콜리메이트 렌즈(242)에서 변환되
어 평행광의 레이저 빔이 된다. 이 레이저 빔은 P편광만이 편광 빔 스플릿터(243)를 통과하고, 대물 렌즈(244)로 집
광되어 광 자기 디스크(240)의 기록층에 조사된다. 이 때, 통상의 기록 데이터 정보(데이터 정보)는 수직 자화막의
자화 방향(상향과 하향)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기록되어 있고, 광 자기 디스크(240)에서의 반사광(또는 투
과광)은 자기 광학 효과에 의한 자화 상태에 따른 편광면의 회전으로서 변화한다. 이와같이 편광면이 회전한 반사광
은 편광 빔 스플릿터(243)로 반사한 후, 하프 미러(246)에 의해 신호 재생 방향과 포커스 트랙킹 제어방향으로 분리
된다. 신호 재생 방향으로 분리된 광은 λ/4판(247)에 의해 편광면이 45°회전한 후, 편광 빔 스플릿터(248)에 의해 P
편광성분과 S편광성분 각각으로 진행방향이 분리된다. 2방향으로 분리된 광은 수광소자(249), (250)에 의해 각각
의 광량으로서 검출된다. 그리고, 편광면의 회전변화는 2개의 수광소자(249, 250)에 의해 검출된 광량의 차동신호
로서 검출되며, 이 차동신호에 의해 데이터 정보의 재생신호가 얻어진다. 또한, 하프 미러(246)에 의해 분리된 포커
스 트랙킹 제어방향의 광은 포커스 트랙킹 제어부(253)에 의해 대물 렌즈(244)의 포커스 제어와 트랙킹 제어에 이
용된다.

본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의 식별정보로서 BCA부(220)는 데이터 정보의 재생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여
검출된다. 도4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열처리되어 있는 BCA부(220)는 수직 자기 이방성이 대폭으로 열화되어 있다
(히스테리시스 루프(225a)). 기록층의 제작시 혹은 신호 재생시에 수직 자화막의 자화 방향을 한방향으로 맞추고 있
으므로, 수직 자기 이방성이 큰 열처리되어 있지 않은 비BCA부(224)에 입사된 레이저 빔은 그 편광면이 자화 방향
에 따라 한방향으로 θ k 만큼 회전하여 반사된다. 이에 대해, 열처리되어 수직 자기 이방성이 대폭으로 열화되어 있

는 BCA부(220)에서는 카 회전각이 매우 작아져 있으므로, BCA부(220)에 입사된 레이저 빔은 그 편광면이 거의 회
전되지 않고 반사된다.

여기서, BCA부의 재생시에 수직 자화막의 자화 방향을 한방향으로 맞추는 방법으로서는 이하와 같은 방법이 있다.
즉, 도7의 광 자기 디스크의 기록 재생 장치에 있어서, 광 자기 디스크(240)의 기록층(213)이 큐리 온도 이상으로
되도록, 4mW 이상의 레이저광을 조사하면서, 자기 헤드(251)에 200 엘스테드 이상의 일정한 자계를 인가함으로
써, BCA부 기록층의 자화 방향을 한방향으로 맞출 수 있다.

도6(a)에 실제로 식별정보를 검출한 차동신호의 파형 사진을 트레이스한 도면을 도시하고, 도6(b)에 실제로 식별
정보를 검출한 가산신호의 파형사진을 트레이스한 도면을 도시한다. 도6(a)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차동신호로는 충
분한 진폭비의 식별정보 펄스 파형이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기록층은 자기 특성만의 변화이고, 기록층의
일부가 결정화된 경우라도 평균 굴절율 변화는 5%이하이므로, 광 자기 디스크에서의 반사광량의 변동은 10%이하
로 된다. 따라서, 반사광량의 변화에 따른 재생파형의 변동은 매우 작다.

도13에 입사광에 대한 반사광의 편광상태를 도시한다. 도13(b)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열처리되어 있는 BCA부
(220)에서는 입사광과 완전히 같은 편광방향(227b)의 광이 반사되어 있다. 이에 대해, 도13(a)에 도시하는 바와같
이, 열처리되어 있지 않은 비BCA부(224)에서는 수직 자기 이방성을 가지는 자성막의 카 효과에 의해 입사광에 대
해 회전각θ k을 가지는 편광방향(227a)의 광이 반사된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차동신호에 의해 식별정보를 검출하고 있는데, 이 재생방식을 이용하면, 편광을 동
반하지 않은 광량 변동 성분을 대부분 캔슬할 수 있으므로, 광량 변동에 의한 노이즈를 저감시키는 것이 유효하다.

(제2 실시형태)

도2는 발명의 제2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광 자기 디스크의 구성을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2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디스크 기판(231)상에는 유전체층(232)을 사이에 두고 재생 자성막(233), 중간 자성막(234), 기록 자성막(235)으
로 이루어지는 3층구조의 기록층이 형성되어 있다. 기록층에는 BCA부(220a, 220b)가 디스크 원주방향으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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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기록되어 있다. 기록층상에는 중간 유전체층(236), 반사층(237)이 순차 적층되어 있고, 또한 그 위에는 오버 코
팅층(238)이 형성되어 있다.

다음에,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광 자기 디스크의 제조방법에 대해 상기 제1 실시형태에서 이용한 도8, 도9를 참조
하면서 설명한다.

우선,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를 이용한 사출 성형법에 의해, 트랙킹 가이드를 위한 안내홈 혹은 프리-피트가 형성된
디스크 기판(231)을 제작한다. 이어서, Ar가스와 질소 가스를 포함하는 분위기중에서 Si 타겟에 반응성 스퍼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디스크 기판(231)상에 SiN막으로 이루어지는 막 두께 80nm의 유전체층(232)을 형성한다. 기록층은
큐리 온도 T c1 , 보자력 H c1 인 GdFeCo막으로 이루어지는 재생 자성막(233)과 큐리 온도 T c2 , 보자력 H c2 인

TbFe막으로 이루어지는 중간 자성막(234)과, 큐리 온도 T c3 , 보자력 H c3인 TbFeCo막으로 이루어지는 기록 자

성막(235)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Ar 가스 분위기중에서 각각의 합금 타겟에 DC 스퍼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유전체
층(232)상에 각층을 순차 적층한다. 이어서, Ar 가스와 질소 가스를 포함하는 분위기중에서 Si타겟에 반응성 스퍼
터링을 실시함으로써 기록층상에 SiN막으로 이루어지는 막두께 20nm의 중간 유전체층(236)을 형성한다. 이어서,
Ar 가스 분위기중에서 AlTi 타겟에 DC 스퍼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중간 유전체층(236)상에 AlTi막으로 이루어지는
막두께 40nm의 반사층(237)을 형성한다. 마지막에 반사층(237)상에 자외선 경화수지를 적하한 후, 스핀 코터에 의
해 3000rpm의 회전수로 상기 자외선 경화수지를 도포하고, 자외선을 조사하여 상기 자외선 경화수지를 경화시킴
으로써, 반사층(237)상에 막두께 8㎛의 오버 코팅층(238)을 형성한다.

여기서, 재생 자성막(233)은 막두께가 40nm, 큐리 온도T c1가 300℃, 실온에서의 보자력 H c1이 100 엘스테드로

각각 설정되어 있다. 또한, 중간 자성막(234)은 막두께가 10nm, 큐리 온도 T c2 가 120℃, 실온에서의 보자력 H c2
이 3 킬로엘스테드로 각각 설정되어 있다. 또한, 기록 자성막(235)은 막 두께가 50nm, 큐리 온도 T c3가 230℃, 실

온에서의 보자력 H c3이 15 킬로엘스테드로 각각 설정되어 있다.

다음에 본 실시형태의 3층 구조의 기록층에서의 재생원리에 대해, 도3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3에서 228은 재
생 자계, 229a, 229b, 229c는 레이저 광 스폿, 230은 기록 도메인, 233은 재생 자성막, 234는 중간 자성막, 235는
기록 자성막이다. 도3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정보신호의 기록 도메인(230)은 기록 자성막(235)에 기록되며, 실온에
서는 기록 자성막(235), 중간 자성막(234), 재생 자성막(233)사이에서의 교환 결합력에 의해 기록 자성막(235)의
자화가 재생 자성막(233)으로 전사된다. 신호 재생시에는 레이저광 스폿(229a)의 저온부(229b)는 기록 자성막
(235)의 신호가 재생 자성막(233)에 전사된 그대로인데, 레이저 광 스폿(229a)의 고온부(229c)에서는, 중간 자성
막(234)의 큐리 온도가 다른 자성막보다 낮으므로 중간 자성막(234)이 큐리 온도 이상으로 되므로, 기록 자성막
(235)과 재생 자성막(233)사이의 교환 결합력이 차단되며, 재생 자성막(233)의 자화 방향이 재생 자계(228)의 방향
에 맞추어진다. 이 때문에, 정보신호의 기록 도메인(230)은 레이저광 스폿(229a)의 일부인 고온부(229c)가 마스크
된 상태로 된다. 따라서, 레이저광 스폿(229a)의 저온부(229b)에서만 신호의 재생이 가능해진다. 이 재생방식은
『FAD』라고 불리는 자기적 초해상 방식이고, 이 재생방식을 이용함으로써, 레이저광 스폿보다 작은 영역에서의
신호 재생이 가능해진다.

또한, 레이저광 스폿의 고온부에서만 재생이 가능한 『RAD』라고 불리는 자기적 초해상 방식을 이용한 경우에도,
같은 재생이 가능해진다.

다음에, 본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에 식별정보(추기정보)의 기록방법에 대해 도9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우선, 도9(7)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착자기(217)를 이용하여 기록층의 자화 방향을 한방향으로 맞춘다. 본 실시형태
의 광 자기 디스크 기록층의 기록 자성막(235)은 15 킬로엘스테드의 보자력을 가지는 수직 자화막이므로, 착자기
(217)의 전자석의 자계 강도를 20 킬로가우스로 설정하고, 이 자계중에 상기 광 자기 디스크를 통과시킴으로서, 기
록층의 자화 방향을 착자기(217)의 자계방향에 맞출 수 있다. 이어서 도9(8)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YAG 레이저 등
의 고출력 레이저(218)와 실린드리컬 렌즈와 같은 한방향 수속 렌즈(219)를 이용하여 장방형의 스트라이프 형상의
렌즈광을 기록층상에 수속시켜, BCA부(220a, 220b)를 디스크 원주방향으로 다수개 기록한다. 이 기록 원리, 기록
방식, 재생 방식은 상기 제1 실시형태와 같다. 또한, 상기 제1 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기록층의 착자는 BCA를 기록
한 후에 행해도 된다. 또한, 스트로브광 등을 이용하여 기록층을 승온시켜 착자 할 경우에는, 5킬로엘스테드의 작은
자계이어도 기록층의 자화 방향을 한방향으로 맞출 수 있다.

본 실시형태의 기록층은 재생 자성막(233), 중간 자성막(234), 기록 자성막(235)로 이루어지는 3층 구조인데, 적어
도 기록 자성막(235)의 열처리를 실시한 부분의 막면에 수직인 방향의 자기 이방성을 현저하게 저하시켜 대략 면내
방향의 자기 이방성을 지배적인 특성으로 함으로써 식별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여기서, 기록층을 구성하는 자성막의 큐리 온도 및 보자력 등은 조성의 선택 및 수직 자기 이방성의 크기가 다른 각
종 원소의 첨가에 의해, 비교적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광 자기 디스크에 요구되는 기록재생조건에 따라
광 자기 디스크의 기록층의 작업조건과 식별정보의 기록조건을 최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및 제2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디스크 기판(211), (231)으로서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유전체층(212,
214, 232, 236)으로서 SiN막, 자성막으로서 TbFeCo막, GdFeCo막, TbFe막이 각각 이용되고 있으나, 디스크 기판
(211, 231)으로서는 유리 혹은 폴리올레핀, PMMA 등의 플라스틱을 이용할 수 있고, 유전체층(212, 214, 232,
236)으로서는 AlN 등의 다른 질화물막, 혹은 TaO 2등의 산화물막, 혹은 ZnS 등의 칼코겐화물 막, 혹은 그들 2종류

이상을 이용한 혼합물의 막을 이용할 수 있고, 자성막으로서는 재료 혹은 조성이 다른 희토류 금속- 천이금속계 페
리 자성막 혹은 MnBi, PtCo 등, 혹은 그 이외의 수직 자기 이방성을 가지는 자성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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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상기 제2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3층 구조 기록층의 기록 자성막(235)의 수직 자기 이방성을 열화시키고 있
으나, 재생 자성막(233), 기록 자성막(235)중 적어도 1개의 자성막의 수직 자기 이방성 혹은 재생 자성막(233), 중
간 자성막(234), 기록 자성막(235)의 모든 자성막의 수직 자기 이방성을 열화시킨 경우에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제3 실시형태>

도4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형태의 광 디스크의 구성을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40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디스크 기
판(301)상에는 유전체층(302)을 사이에 두고결정상과 비정질상 사이를 가역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상변화 재료로
이루어지는 기록층(303)이 형성되어 있다. 기록층(303)에는 BCA부(310)가 디스크 원주방향으로 다수개 기록되어
있다. 기록층(303)상에는 중간 유전체층(304), 반사층(305)이 순차 적층되어 있고, 또한 그 위에는 오버 코팅층
(306)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1 광 디스크만 오버 코팅층(306)을 가지는 2매의 디스크가 접착층(307)에 의해
맞붙어 있다. 또한, 같은 구성의 2매의 광 디스크가 핫 멜트법에 의해 부착된 구성이어도 된다.

다음에,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광 디스크의 제조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를 이용한 사출 성형법에 의해 트랙킹 가이드를 위한 안내홈 혹은 프레핏이 형성된 디스
크 기판(301)을 제작한다. 이어서, Ar 가스 분위기중에서 ZnSSiO 2 타겟에 고주파(RF) 스퍼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디스크 기판(301)상에 ZnSSiO 2 막으로 이루어지는 막 두께 80nm의 유전체층(302)을 형성한 다. 이어서, Ar 가스

분위기중에서 GeSbTe 합금 타겟에 RF 스퍼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유전체층(302)상에 GeSbTe 합금으로 이루어지
는 막 두께 20nm의 기록층(303)을 형성한다. 이어서 Ar 가스 분위기안에서 ZnSSiO 2타겟에 RF 스퍼터링을 실시

함으로써, 기록층(303)상에 ZnSSiO 2막으로 이루어지는 막 두께 60nm의 중간 유전체층(304)을 형성한다. 이어서

Ar 가스 분위기안에서 AlCr 타겟에 DC 스퍼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중간 유전체층(304)상에 AlCr막으로 이루어지는
박막 40nm의 반사층(305)을 형성한다. 이어서, 반사층(305)상에 자외선 경화 수지를 적하한 후, 스핀 코터에 의해
3500rpm의 회전수로 상기 자외선 경화 수지를 도포하고, 자외선을 조사하여 상기 자외선 경화 수지를 경화시킴으
로써 반사층(305)상에 박막 5㎛의 오버 코팅층(306)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제1 광 디스크가 얻어진다. 한편, 오버
코팅층을 형성하지 않고 제2 광 디스크를 제작한다. 마지막으로 핫 멜트법에 의해 접착제를 경화시켜 접착층(307)
을 형성하고, 제1 광 디스크와 제2 광 디스크를 맞붙인다.

여기서, Ge-Sb-Te 합금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층(303)에의 정보 기록은 미소 스폿으로 좁힌 레이저광을 조사함으
로써, 조사부에 국부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 즉 결정상과 비정질상간의 원자 레벨에서의 가역적인 구조변화에 의
거하는 광학적인 특성의 상이가 발생하는 것을 이용하여 행해진다. 또한, 기록된 정보는 특정 파장에 대한 반사광량
혹은 투과광량의 차를 검출함으로써 재생된다.

상기와 같은 광학적으로 검출 가능한 2개의 상태사이를 가역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박막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층을
구비한 광 디스크는 고정밀도로 개서가 가능한 가변매체로서 DVD-RAM 등에 응용된다.

본 실시형태의 식별정보(추기정보)의 기록방법은 상기 제1 및 제2 실시형태의 경우와 거의 같다. 즉, YAG 레이저
등의 고출력 레이저와 실린드리컬 렌즈와 같은 한방향 수속렌즈를 이용하여 장방형의 스프라이프 형상의 레이저광
을 기록층(303)상에 수속시켜, BCA부(310)를 디스크 원주방향으로 다수개 기록한다. 본 실시형태의 광 디스크는
기록층(303)에 주정보 기록시보다 고출력의 레이저광이 조사되면, 상전이에 의한 과대한 결정화에 따라 구조변화
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비가역적인 BCA부(310)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BCA부(301)는 결정상의
비가역적인 상태로서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와같이 하여 BCA부(식별정보)(310)을 기록함으로써 식
별정보가 기록된 부분에서의 반사광량이 다른 부분에서의 반사광량과 다르므로, 상기 제1 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광학 헤드에 의해 식별정보를 재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광 디스크에서의 반사광량의 변동은 10% 이상인 것이 바람
직하고, 평균 굴절율의 변화를 5% 이상으로 함으로써, 반사광량의 변동을 10%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DVD-RAM인 경우에는 기록층의 과대한 구조변화를 발생시킬뿐만 아니라, DVD-ROM과 마찬가지로 보호층 혹은
반사층의 일부를 결손시켜도 반사광량의 변동이 소정치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어 BCA신호의 재생이 가능해진다.
또한, 맞붙인 구조이므로, 신뢰성에도 문제가 없다.

다음에 본 발명에 있어서의 식별정보(추기정보)의 기록장치와 기록방법에 대해 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한
다.

여기서, 식별정보는 DVD용 디스크의 기록재생 장치와 공용으로 하기 위해 DVD 식별정보의 기록방법 및 기록신호
의 포맷을 이용한 기술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광 자기 디스크의 재생신호 패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다
만, ASMO 등의 고밀도 광 자기 디스크에서는 도7에 도시하는 구성의 광학 헤드(255)를 이용하여 식별정보의 재생
이 행해지므로, 기록신호의 검출방법과 재생조건은 다르다.

도15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레이저 기록장치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16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RZ 기록』인
경우의 신호파형과 트리밍 형상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16(1)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본 발명에서는 식별정보의 기
록방식으로서 RZ기록이 이용되고 있다. RZ기록에 있어서는 1개의 단위시간이 다수의 시간 슬롯, 예를들면 제1 시
간 슬롯(920a), 제2 시간 슬롯(921a), 제3 시간 슬롯(922a) 등으로 나뉘어지고, 데이터가 “00”인 경우에는 도16(1)
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제1 시간 슬롯(920a)에 (t= t1 과 t = t2와의 사이에), 시간 슬롯의 주기 즉 채널 클록의 주기
T보다 짧은 시간폭의 펄스(924a)가 기록된다. 이 경우, 도15에 도시하는 것과 같은 모터(915)의 회전 센서(915a)
의 회전 펄스에 의해 클록 신호 발생부(913)에서 클록을 발생시켜 이에 동기시켜 기록하면, 모터(915)의 회전 편차
의 영향을 없앨 수 있다. 도16(2)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디스크상에는 4개의 기록영역 중 첫번째의 기록영역(925a)
안에 “00”을 표시하는 스트라이프(923a)가 레이저에 의해 트리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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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01”인 경우에는 도16(3)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제2 시간 슬롯(921b)에 (t=t2 와 t = t3과의 사이에), 시
간 슬롯의 주기 즉 채널 클록의 주 기 T보다 짧은 시간폭의 펄스(924b)가 기록된다. 도16(4)에 도시하는 것과 같이,
디스크상에는 4개의 기록영역중 두번째의 기록영역(926b)안에 “01”을 표시하는 스트라이프(923b)가 레이저에 의
해 트리밍된다.

데이터가 “10”, “11”인 경우에는 제3 시간 슬롯(922a), 제4 시간 슬롯에 각각 기록된다.

이상과 같이 하여 도39(1)에 도시하는 것과 같은 원형 바 코드가 디스크상에 기록된다.

여기서, 종래의 바 코드 기록에 이용되는 『NRZ기록』에 대해 설명한다. NRZ 기록의 경우에는 타임 슬롯의 주기
즉 채널 클록의 주기T와 같은 시간폭의 펄스가 기록된다. 본 발명의 RZ기록의 경우, 1개의 펄스의 시간폭은 (1/n)T
로 충분하나, NRZ 기록의 경우에는 펄스의 시간폭으로서 넓은 시간폭 T을 필요로 하고, 더욱이 T가 연속할 경우에
는 펄스의 시간폭으로서 2배, 3배의 시간폭 2T, 3T을 필요로 한다.

본 발명과 같은 레이저 트리밍의 경우, 레이저 트리밍의 선폭을 바꾸는데는 장치의 구성 그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곤란하고, NRZ 기록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00”인 데이터의 경우에는, 좌측부터 첫
번째와 세번째 기록영역에 시간폭 T의 스트라이프가 형성되며, “10”의 데이터인 경우에는 좌측에서 두번째와 3번
째의 기록영역에 시간폭 2T의 스프라이프가 형성된다.

종래의 NRZ 기록의 경우, 펄스폭은 1T, 2T이므로, 본 발명의 레이저 트리밍은 적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레이저 트리밍에 의해 기록된 스트 라이프(바 코드)는 도6(a) 또는 도31(1)의 실험결과의 도면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재생되지만, 트리밍의 선폭은 광 디스크마다 변동되어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은 곤란하다. 광 디스크의 반
사막 또는 기록층을 트리밍할 경우에는, 펄스 레이저의 출력변동, 반사막의 두께와 재질, 디스크 기판의 열전도율이
나 두께의 변동에 의해 트리밍의 선폭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 디스크상에 선폭이 다른 바 코드를 설치한
경우, 기록장치의 구성이 복잡해진다. 예를들면, 상품 바 코드에 이용되는 NRZ 기록의 경우, 트리밍의 선폭을 정확
하게 채널 클록의 주기 1T 혹은 2T, 3T 즉 nT에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2T, 3T 등의 다종류의 선폭을 바마다 변
화시켜 기록하는 것은 곤란하다. 종래의 상품 바 코드의 포맷은 NRZ이므로, 본 발명의 레이저 바 코드에 적용한 경
우, 2T, 3T 등의 다른 선폭을 동일 디스크상에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곤란해 수율이 저하한다. 또한, 레이저 트리
밍의 선폭이 변동하므로, 안정되게 기록할 수 없고, 복조도 곤란해진다. 본 발명과 같이, RZ 기록으로 함으로서 레이
저 트리밍의 선폭이 변동해도 디지털 기록을 안정되게 행할 수 있다. 또한, RZ 기록의 경우, 레이저 트리밍의 선폭은
1종류만으로 되므로, 레이저 파워를 변조할 필요가 없어 기록장치의 구성이 간단해진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광 디스크용의 레이저 바 코드의 경우, RZ 기록을 조합함으로써, 디지털 기록을 안정되게 행
할 수 있다.

다음에, RZ 기록을 PE 변조한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도17은 도16의 RZ 기록을 PE 변조한 경우의 신호 파형과 트
리밍 형상을 도시한 도면이다. 우선, 데이터가 “0”인 경우에는, 도17(1)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2개의 시간 슬롯
(920a, 921a)중 좌측의 시간 슬롯(920a)에(t =t1와 t=t2와의 사이에), 시간 슬롯의 주기 즉 채널 클록의 주기 T보
다 좁은 시간폭의 펄스(924a)가 기록되며, 데이터가 “1”인 경우에는, 도17(3)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2개의 시간 슬
롯(920b, 921b) 중 우측의 시간 슬롯(921b)에(t=t2와 t=t3의 사이에) 시간 슬롯의 주기 즉 채널 클록의 주기 T보다
좁은 시간폭의 펄스(924b)가 기록된다. 디스크상에는 도17(2), (4)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좌측의 기록 영역(925a)
중에 “0”을 표시하는 스트라이프(923a)가, 우측의 기록 영역(926b) 중에 “1”을 표시하는 스트라이프(923b)가 각
각 레이저에 의 트리밍된다. 이와같이 하여 데이터가 “010”인 경우에는 도17(5)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펄스(924c)
가 좌측 즉 “0”인 시간 슬롯에, 펄스(924d)가 우측 즉 “1”인 시간 슬롯에, 펄스(924e)이 좌측 즉 “0”인 시간 슬롯
에 각각 기록되며, 디스크상에는 2개의 기록영역중 좌측, 우측, 좌측의 기록영역에 스트라이프가 레이저에 의해 트
리밍된다. 도17(5)에는 “010”의 데이터를 PE 변조한 신호를 도시하고 있다. 도17(5)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각각의
채널 비트에는 반드시 신호가 존재한다. 즉, 신호 밀도는 항상 일정하고, DC 프리이다. 이와같이 하여 PE변조는 DC
프리이므로, 재생시에 펄스 에지를 검출해도 저주파 성분의 변동에 강하다. 따라서, 재생시의 디스크 재생장치의 복
조회로가 간단해진다. 또한, 채널 클록 2T마다 반드시 1개의 펄스(924)가 존재하므로, PLL을 이용하지 않아도, 채
널 클록의 동기 클록을 재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하여 도39(1)에 도시하는 것과 같은 원형 바 코드가 디스크상에 기록된다. 도39(4)의 데이터 “01000”
을 기록할 경우, 본 실시형태의 PE-RZ 기록 에서는 도39(3)의 기록신호(924)와 동일한 패턴의 바 코드(923)가 도
39(2)와 같이 기록된다. 이 바 코드를 재생장치의 광 픽업으로 재생한 경우에는 바 코드의 반사층 결락부에 의해 피
트 변조신호의 일부에 반사신호가 없어지므로, 도39(5)에 도시하는 것과 같은 파형의 재생신호가 얻어진다. 이 재생
신호를 도23(a)에 도시하는 2차 혹은 3차의 체비세프형 LPF(943)을 통과함으로써, 도39(6)에 도시하는 것과 같은
필터 통과후의 파형 신호가 얻어진다. 이 신호를 레벨 슬라이서를 이용하여 슬라이스함으로써 도39(7)의 재생 데이
터 “01000”이 복조된다.

도11(a), (b)를 이용하여 설명한 바와같이, 단판구조의 광 자기 디스크에 과대한 파워로 레이저 트리밍 기록을 행한
경우에는 오버 코팅층(보호층)이 파괴되어 버린다. 따라서, 과대 파워로 레이저 트리밍 기록을 행한 후에, 공장에서
보호층을 다시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 회사나 판매점에서 바 코드 기록을 행할 수 없어 용도가
크게 한정되는 것이 예상된다. 또한, 신뢰성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단판 구조의 광 자기 디스크의 경우에는, 기록층만을 열처리하고, 막면 수직방향의 자기 이방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레이저 트리밍 기록을 행하면, 오버 코팅층(보호층)을 파괴하지 않고 추기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96시간,
온도 85도, 습도 95%의 환경 시험후에도, 자기 특성에 변화는 없었다.

한편, 투명기판을 이용한 2매의 광 디스크를 맞붙인 디스크에 본 발명의 레이저 트리밍 기록을 적용한 경우에는, 보
호층이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실험을 행하여 800배의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함으로써 확인했다. 또한, 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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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96시간, 온도 85도, 습도 95%의 환경 시험후에도 트리밍부의 반사막에 변화는 없었다. 이
와같이 DVD와 같이 맞붙인 디스크에 본 발명의 레이저 트리밍 기록을 적용함으로써, 공장에서 보호층을 다시 형성
할 필요가 없으므로, 프레스 공장 이외의, 예를들면, 소프트웨어 회사나 판매점에서 바 코드의 레이저 트리밍 기록
을 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 회사 암호의 비밀키 정보를 회사밖으로 내보낼 필요가 없어지므로, 바 코드
에 보안 정보, 예를들면 카피 방지용의 시리얼 번호를 기록할 경우에, 보안이 크게 향상된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같
이 DVD의 경우, 트리밍의 선폭을 14T 즉 1.82㎛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바 코드를 DVD의 피트 신호와 분리할 수
있으므로, DVD의 피트 기록영역상에 중첩하여 바 코드를 기록할 수 있다. 이와같이 DVD와 같이 맞붙인 디스크에
본 발명의 트리밍 방법과 변조 기록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공장 출하후에 2차 기록을 행할 수 있다. 광 자기 디스크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록방법에 의해 2차 기록을 행할 수 있다.

이하에, 도15에 도시하는 레이저 기록장치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도15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우선 시리얼 번호
발생부(908)에서 발행된 ID 번호와 입력 데이터가 입력부(909)내에서 합성되며, 암호 엔코더(830)로 필요에 따라
RSA 함수나 DES 함수 등의 암호함수를 이용하여 서명 혹은 암호화가 행해지며, ECC 엔코더(907)로 에러 정정 부
호화가 행해짐과 동시에, 인터리브가 걸린다. 이어서 PE-RZ 변조부(910)에서 PE-RZ 변조가 행해진다. 이 경우 변
조 클록은 모터(915) 혹은 회전 센서(915a)에서의 회전 펄스에 동기하여 클록 신호 발생부(913)에서 만들어진다.
이어서 PE-RZ 변조 신호에 의거하여 레이저 발광회로(911)에서 트리거 펄스가 만들어지고, 이 트리거 펄스는 레이
저 전원회로(929)에 의해 확립된 YAG 레이저 등의 고출력 레이저(912)로 입력된다. 이에따라, 펄스상의 레이저가
발광하고, 집광부(914)에 의해 단판의 광 자기 디스크(240)의 기록층(235)이나 부착 디스크(300)의 기록층(303)
혹은 부착 디스크(800)의 반사막(802)상에 상이 맺히고, 기록층(235), (303) 혹은 반사층(802)이 바 코드형상으로
열화 기록 혹은 제거된다. 에러 정정 방식에 대해서는 후에 상세하게 설명한다. 암호방식으로서는 공개 키 암호를
시리얼 번호로서 소프트웨어 회사가 가지는 비밀키로 서명하는 방식이 채용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회사 이외의
자는 비밀키를 갖고 있지 않아, 새로운 시리얼 번호를 서명할 수 없으므로, 소프트웨어 회사 이외의 불법 업자의 시
리얼 번호 발행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공개키는 역해독할 수 없으므로, 안정성이 높다. 이 때문에, 재생기
측에 공개키를 디스크에 기록하여 전달한 경우라도,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 광 자기 디스크(240)와 DVD-
RAM(300), DVD-ROM 디스크(800)를 반사율이나 디스크 타입 식별정보를 판독하는 등의 수단에 의해 디스크 판
별부(260)에서 판별하고, 광 자기 디스크(240)의 경우에는, 기록 파워를 낮추거나 초점을 아웃 포커스시킨다. 이에
따라, 광 자기 디스크(240)에 안정되게 BCA를 기록할 수 있다.

여기서, 레이저 기록장치의 집광부(914)에 대해 도18을 참조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18(a)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레이저(912)에서의 광은 집광부(914)에 입사하고, 콜리메이터(912a)에 의해 평행광
으로 되고, 실린드리컬 렌즈(917)에 의해 광 디스크 원주방향의 한방향으로만 집속하여 반경방향으로 긴 스트라이
프상의 광이 된다. 이 광은 마스크(918)에 의해 컷트된 후, 집속 렌즈(911)에 의해 광 자기 디스크(240)의 기록층
(235) 혹은 DVD-RAM(300)의 기록층(303) 혹은 DVD-ROM 디스크(800)의 반사막(802)상에 상이 맺히며, 기록
층(235, 303) 혹은 반사막(802)이 스트라이프상으로 열화 기록 혹은 제거된다. 이 경우, 마스크(918)는 스트라이프
의 4방향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트라이프 길이방향의 외주측 한방향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된다. 이
렇게하여 디스크상에 도18(b)에 도시하는 것과 같은 스트라이프(923)가 기록된다. PE 변조의 경우, 스트라이프 간
격으로서는 1T, 2T, 3T의 3종류가 존재하나, 이 간격이 밀리면 지터가 발생하여 에러 레이트가 상승되어 버린다.
본 발명에서는 모터(915)의 회전 펄스에 동기하여 클록 발생부(913)가 기록 클록을 발생하여 변조부(910)에 보내
므로, 모터(915) 즉 광 자기 디스크(240), DVD-RAM(300), DVD-ROM 디스크(800) 각각의 회전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스트라이프(923)가 기록된다. 이 때문에, 지터가 저감된다. 다만, 레이저의 스캐닝 수단을 설치함으로써, 연
속 발진 레이저를 반경방향으로 스캐닝하여 바 코드를 형성할 수도 있다.

여기서, 포맷 특징에 대해, 도19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19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DVD 디스크의 경우, 전체 데이터
는 CLV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스트라이프(923)는 어드레스 정보가 CLV로 기록된 리드-인 데이터
영역의 프리-피트 신호에 중첩하여 CAV로 기록되어 있다(덧쓰기). 이와같이 CLV 데이터는 원반의 피트 패턴에 의
해 기록되어 있고, CAV 데이터는 레이저에 의해 반사막을 결락시킴으로써 기록되어 있다. 덧쓰기이므로, 바 코드상
의 스트라이프의 1T, 2T, 3T간에는 피트가 기록되어 있다. 이 피트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광학 헤드의 트랙킹이 가
능해지고, 피트 신호의 T max혹은 T min를 검출할 수 있으므로, 이 신호를 검출하여 모터의 회전 속도 제어를 걸수

있다. 스프라이프의 트리밍폭 t와 피트의 클록 T(pit)가 t ＞ 14T(pit)의 관계를 만족하면, T min를 검출할 수 있고,

이 신호를 검출하여 모터의 회전속도 제어를 걸수 있다. t가 14T(pit)보다 짧은 경우에는, 같은 펄스폭으로 되고, 스
트라이프(923a)와 피트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복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피트의 어드레스 정보를 스트라이프와
같은 반경 위치에서 읽기 위해, 어드레스 영역(944)의 길이를 피트 정보의 1프레임 이상 설치하고 있으므로, 어드레
스 정보가 얻어져, 트랙 점프가 가능해 진다. 또한, 도24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스트라이프와 비스트라이프의 비율
즉 듀티비를 50% 이하의 T(S) ＜ T(NS)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반사율은 6dB 낮아질 뿐이므로, 광학 헤드의 포커
스가 안정되어 걸리게 된다. 스트라이프의 존재에 따라 플레이어에 따라서는 트랙킹 제어를 행할 수 없는 종류도 있
으나, 스트라이프(923)는 CAV 데이터이므로, 모터(17)의 홀 소자 등으로부터의 회전 펄스를 이용하여 구동을 걸
고, CAV 회전시키면, 광 픽업에 의해 재생할 수 있다.

또한, 광자기 디스크의 경우에는, 반사율의 변동폭이 10% 이하로 되므로, 포커스 제어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도20에 스트라이프 영역에서 광 트랙의 피트 데이터가 정상으로 재생되지 않 을 경우의 동작 순서의 플로우 차트를
도시한다. 광 디스크가 삽입되면(스텝 930a), 우선, 광학 헤드가 광 디스크의 내주부로 이동하고(스텝 930b), 도19
에 도시하는 스트라이프(923)의 영역에 도달한다. 이 영역에서는 스트라이프(923) 영역의 피트 신호는 그 전체가
정상으로 재생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CLV의 경우에 행해지는 회전 위상 제어를 걸 수 없다. 이 때문에, 모터의
홀 소자의 회전 센서나 피트 신호의 T max 혹은 T min 이나 주파수를 측정함으로써, 회전 속도 제어가 걸린다(스텝

930c). 이어서, 스트라이프가 있는지 여부가 판별되며(스텝 930i), 스트라이프가 없는 경우에는 광학 헤드가 광 디
스크의 외주부로 이동한다(스텝 930f). 스트라이프가 있는 경우에는 스트라이프(바 코드)를 재생한다(스텝 930d).
이어서, 바 코드의 재생이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판별되며(스텝 930e), 바 코드의 재생이 완료한 경우에는 광학 헤드
가 광 디스크의 외주부로 이동한다(스텝 930f). 이 영역에는 스트라이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트 신호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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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되어, 정상으로 포커스와 트랙킹 서보가 걸린다. 또한, 이와같이 피트 신호가 완전히 재생되므로, 통상의 회전
위상 제어가 가능해져(스텝 930g) CLV회전으로 된다. 이 때문에, 스텝 930h에서 피트 신호가 정상으로 재생된다.

이와같이, 회전 속도 제어와 피트 신호에 의한 회전 위상 제어의 2개의 회전 제어를 교체함으로써, 다른 2종류의 데
이터, 즉 스트라이프(바 코드)의 데이터와 피트 기록된 데이터가 재생될 수 있다. 이 경우, 스트라이프(바 코드)는 광
디스크의 최내주부에 있으므로, 광학 헤드의 스토퍼나 피트 신호의 어드레스 정보를 이용하여 광학 헤드의 디스크
반경방향의 위치를 측정함으로써, 회전 속도 제어와 회전 위상 제어의 2개의 회전 제어를 확실하게 전환할 수 있다.

여기서, 고속 스위치 기록에 적합한 포맷에 대해 도22의 동기 신호의 데이터 구성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22(a)의 고정 패턴은 “01000110”이다. 고정 패턴으로서는 통상 0과 1이 같은 수의 “01000111”등이 일반적이
나, 본 발명에서는 일부러 이 데이터 구성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고속 스위치 기록을 행하기 위해
서는 우선, 1t에 2개 이상의 펄스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도21(a)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데이터 영역은 PE-RZ 기록
이므로, 고속 스위치 기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22(a)의 동기부호는 불규칙한 채널 비트로서 배치되므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1t에 2개의 펄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에는 고속 스위치 기록을 행할 수 없다. 본 발명에서는
예를들면 “01000110”과 같이 되어 있다. 따라서, 도22(b)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T 1 에서는 우측 1펄스, T 2 에서

는 0펄스, T 3 에서는 우측 1펄스, T 4에서는 좌측 1펄스로 되고, 각 시간 슬롯에서 펄스가 2개로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본 발명의 동기부호를 채용함으로써, 고속 스위치 기록이 가능해져 생산 속도를 배로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에, 기록 재생 장치에 대해 설명한다. 도14는 기록 재생 장치의 블록도이다. 여기서는 복조로 좁혀 설명한다. 스
트라이프 신호 출력은 우선, LPF(943)에 의해 피트에 의한 고주파 성분이 제거된다. DVD의 경우, T=0.13㎛의 최
대 14T의 신호가 재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도23(a)에 도시하는 2차 혹은 3차 체비세프형의 LPF(943)를 통
과함으로써 피트에 의한 고주파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실 험에 의해 확인되었다. 즉, 2차 이상의 LPF를 이용
하면, 피트 신호와 바 코드 신호를 분리할 수 있고, 바 코드를 안정되게 재생할 수 있다. 도23(b)에 최악의 경우의 시
뮬레이션 파형을 도시한다.

상기와 같이, 2차 이상의 LPF(943)를 이용함으로써, 피트 재생신호를 거의 제거하여 스트라이프 재생신호를 출력
할 수 있으므로, 스트라이프 신호를 확실하게 복조할 수 있다.

다시, 도14로 되돌아가 설명한다. PE-RZ 복조부(930a)에 있어서 디지털 데이터가 복조되며, 이 데이터는 ECC 디
코더(930b)에 있어서 에러 정정된다. 그리고, 디인터리브부(930d)에서 인터리브가 해제되며, RS 디코더(930c)로
향해 리드 솔로몬 부호의 연산이 이루어져, 에러 정정이 행해진다. 본 발명에서는 도21(a)의 데이터 구성에 도시하
는 바와같이, 인터리브와 리드 솔로몬 에러 정정 부호화가 기록시에 도15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ECC 엔코더(907)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데이터 구성을 채용함으로써, 도21(c)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정정하기 전의 바이
트 에러 레이트가 10 -4이면, 디스크 10 7매에 1매의 에러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도22(a)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이
데이터 구성으로서, 코드의 데이터 길이를 작게하기 위해 4개의 동기부호마다 1개의 동기 코드를 붙인 구성을 채용
함으로써, 동기 코드의 1/4의 종류로 되고, 효율이 상승된다.

여기서, 데이터 구성의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 도2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는 도22(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기록 용량을, 예를들면 12B부터 188B의 범위에서 16B단위로 임의로 증감시킬 수 있다. 도21(a)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n=1에서 n=12까지 변경할 수 있다. 예를들면, 도21(b)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n=1인 경우, 데이터행은
951a, 951b, 951c, 951d의 4행 있을 뿐이고, 다음은 ECC행 952a, 952b, 952c, 952d로 된다. 데이터행 951d는
EDC의 4b로 된다. 그리고, 951e에서 951z까지의 데이터행에는 모두 0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에러 정정 부호의 연산이 행해진다. 이러한 ECC의 엔코드가 도15의 레이저 기록장치의 ECC 엔코더(907)로 행해져
바 코드로서 디스크상에 기록된다. n=1인 경우에는 12b의 데이터를 디스크상의 51도의 각도 범위에 기록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n=2인 경우에는 18b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고, n=12인 경우에는 271b의 데이터를 디스크상의
336도의 각도범위로 기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경우, 이 스케일러빌리티는 의미가 있다. 또한, 레이저 트리밍의 경우, 생산 택트가 중요해진다. 1개 1개
트리밍하므로, 저속 장치에서는 최대 용량의 수천개를 기록하는데 십초 이상 필요해진다. 디스크의 생산 택트는 4
초이므로, 생산 택트가 저하되어 버린다. 한편, 본 발명의 용도는 당초 디스크 ID 번호가 주체로 되고, 10b정도로 된
다. 10b 쓰는데 271b기록하는 것은 레이저의 가공 시간이 6배로 증가하므로, 생산 코스크가 상승된다. 본 발명의
스케일러빌리티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생산 코스트와 시간을 삭감할 수 있다.

또한, 도14에 도시하는 기록 재생 장치의 ECC 디코더(930b)의 내부에 있어서, 예를들면 도21(b)에 도시하는 n=1
인 경우에는 951e에서 951z까지의 데이터행에는 모두 0인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ECC의 에러 정정
연산을 행함으로써 같은 프로그램에 12b에서 271b의 데이터를 에러 정정할 수 있다.

도24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1T인 경우, 스트라이프 간격 8.92㎲에 대해 펄스 폭은 4.4㎲로 약1/2로 된다. 또한, 2T
인 경우, 스트라이프 간격 17.84㎲에 대해 펄스폭은 4.4㎲, 3T인 경우 스트라이프 간격 26.76㎲에 대해 펄스폭은
4.4㎲이므로, PE-RZ 변조에서의 평균을 취하면, 약 1/3이 펄스 부분(반사율이 거의 0)으로 된다. 따라서, 기준 반
사율 70%의 디스크에서는 반사율이 약 2/3, 즉 약 50%로 되고, 일반 ROM 디스크 플레이어로도 재생할 수 있다.

또한, 광 자기 디스크의 경우, 기록층의 평균 굴절율은 변화하지 않고, 평균 반사율의 변동도 10%이하이므로, 재생
파형의 레벨 변동이 작아, DVD 플레이어에의 호환도 용이하다.

다음에, 재생순서에 대해 도25의 플로우챠트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디스크가 삽입되면, 우선, TOC(Control Data)
가 재생된다(스텝 940a). 도19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본 발명의 광 디스크에 있어서는, TOC영역(936)의 TOC에 스
트라이프 유무 식별자(937)가 피트 신호로 기록되어 있다. 이 때문에, TOC를 재생한 시점에서 스트라이프가 기록

등록특허 10-0472335

- 15 -



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어서, 스트라이프 유무 식별자(937)가 0인지 1인지가 판별된다(스텝 940b). 스트
라이프 유무 식별자(937)가 0인 경우에는 광학 헤드가 광 디스크의 외주부로 이동하고, 회전 위상 제어로 전환되어
통상의 CLV 재생이 행해진다(스텝 940f). 스트라이프 유무 식별자(937)가 1인 경우에는, 스트라이프가 재생면과
반대면, 즉 뒷면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뒷면 존재 식별자(948)가 1인지 0인지)가 판별된다(스텝 940h). 뒷면 존
재 식별자(948)가 1인 경우에는 광 디스크 뒷면의 기록층을 재생한다(스텝 940i). 또 한, 자동적으로 광 디스크의
뒷면을 재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뒷면 재생 표시를 출력하여 표시한다. 스텝 940h에서 재생중의 면에 스트라이프
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광학 헤드가 광 디스크의 내주부의 스트라이프(923)의 영역으로 이동하고(스
텝 940c), 회전 속도 제어로 전환되어, CAV 회전시켜 스트라이프(923)를 재생한다(스텝 940d). 이어서, 스트라이
프(923)의 재생이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판별되며(스텝940e), 스트라이프(923)의 재생이 완료된 경우에는, 광학 헤
드가 광 디스크 외주부로 이동하고, 다시 회전 위상 제어로 전환되어 통상의 CLV 재생이 행해져(스텝940f), 피트
신호 데이터가 재생된다(스텝 940g).

이와같이, TOC 등의 피트 영역에 스트라이프 유무 식별자(937)가 기록됨으로써, 스트라이프(923)를 확실하게 재
생할 수 있다. 스트라이프 유무 식별자(937)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광 디스크의 경우에는, 스트라이프(923)의 영역
에서 트랙킹이 걸리지 않으므로, 스트라이프(923)과 손상과의 판별에 시간이 걸린다. 즉, 스트라이프가 없는 경우라
도 반드시 스트라이프를 읽기 위해 스트라이프가 정말로 없는지, 또한 내주에 있는지 등의 스텝으로 확인하지 않으
면 안되고, 상승에 여분의 시간이 걸린다. 또한, 스트라이프 뒷면 존재 식별자(948)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뒷면에 스
트라이프(923)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양면형의 DVD 등의 광 디스크의 경우라도, 바 코드의
스트라이프(923)를 확실하게 재생할 수 있다. DVD-ROM의 경우, 본 발명의 스트라이프는 양면 디스크의 양쪽 반
사막을 관통하므로, 뒷면에서도 판독할 수 있다. 스트라이프 뒷면 존재 식별자(948)를 보고, 스트라이프(923)의 재
생시에 역의 부호로 하여 재생함으로써, 뒷면으로부터 재생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도22(a)에 도시하는 바와같
이, 동기 부호로서 “01000110”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뒷면으로부터 재생하면 “01100010”의 동기 부호가 검출
된다. 이 때문에, 바 코드의 스트라이프(923)의 뒷면에서 재생하고 있는 것을 검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14의 기록
재생 장치에 있어서, 제2 복조부(930)가 반대로 부호를 복조함으로써, 양면 디스크를 뒷면에서 재생해도 관통된 바
코드의 스트라이프(923)를 정상으로 재생할 수 있다. 또한, 도19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TOC에는 추기 스트라이프
데이터 유뮤 식별자(939)와 스트라이프 기록용량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제1회째 트리밍의 스트라이프(923)가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제2회째 트리밍의 스트라이프(938)를 어느 용량만큼 기록가능한지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TOC 데이터에 의해 도15의 기록장치가 제2회째 트리밍을 행할 때, 어느만큼 기록할 수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그 결과, 360°이상을 기록하여 제1회째 트리밍의 스트라이프(923)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도19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제1회째 트리밍의 스트라이프(923)와 제2회째 트리밍의 스트라이프(938)사이에 피트
신호 1프레임 이상의 공백부(949)를 설치함으로써, 앞의 트리밍 데이터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도22(b)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트리밍 회수 식별자(947)가 동기 부호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제1회째 트리
밍의 스트라이프(923)와 제2회째 트리밍의 스트라이프(938)의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다. 만약 이 트리밍 회수 식별
자(947)가 없으면, 도19의 제1회째 스트라이프(923)와 제2회째 스트라이프(938)를 판별할 수 없게 된다.

다음에, 내용물로부터 디스크 제작까지의 순서에 대해 도33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33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디스
크 제조부(19)에서, 우선 영화 등의 오리지날 내용물(3)은 MPEG 엔코더(4)에 의해 블록화되고, 가변 길이 부호화
되어 화상 압축된 MPGE 등의 압축 비디오 신호로 된다. 이 신호는 업무용의 암호키(20)를 이용하여 암호 엔코더
(14)에서 스크램블링된다. 이 스크램블링된 압축 비디오 신호는 원반 제작기(5)에 의해 원반(6)상에 피트상의 신호
로 기록된다. 이 원반(6)과 성형기(7)에 의해 피트가 기록된 대량의 디스크 기판(8)이 제조되고, 반사층 형성기(15)
에 의해 알루미늄 등의 반사막이 형성된다. 2매의 디스크 기판(8, 8a)을 부착기(9)에 의해 맞붙여 부착 디스크(10)
를 완성시킨다. 또한, 광 자기 디스크의 경우에는, 상기 압축 비디오 신호가 기록층에 광 자기 신호로서 기록된다. 또
한, 단판구조인 경우에는 맞붙이지 않고 디스크(240a)가 완성된다. 또한, DVD-RAM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기
압축 비디오 신호가 기록층에 기록되고, 2매의 디스크 기판이 부착기(9)에 의해 부착되어 부착 디스크(300)가 완성
된다. DVD-RAM에서는 한쪽만에 기록층을 가지는 싱글 타입과, 양면에 기록층을 가지는 더블 타입의 2가지 디스
크 구성이 가능하다.

다음에 BCA 레벨 슬라이스 동작에 대해 도38, 도39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38(1)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레이저에 의한 BCA 기록에서는 부착 디스크(800)의 알루미늄 반사막(809)에 펄스
레이저(808)로부터의 레이저광을 조사하고, 알루미늄 반사막(809)을 트리밍함으로써, 스트라이프상의 저반사부
(810)가 PE 변조신호에 의거하여 기록된다. 이에따라, 도38(2)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디스 크상에 BCA의 스트라이
프가 형성된다. 이 BCA 스트라이프를 통상의 광학 헤드로 재생하면, BCA부에서의 반사신호는 없어지므로, 도
38(3)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변조신호가 간헐적으로 결락된 결락 신호부(810a, 810b, 810c)가 발생한다. 피트의
8-16 변조의 변조신호는 제1 슬라이스 레벨(915)로 슬라이스되어 주신호가 복조된다. 한편, 결락 신호부(810a) 등
은 신호 레벨이 낮으므로, 제2 슬라이스 레벨(916)로 용이하게 슬라이스할 수 있다. 도39(2)에 도시하는 바 코드
(923a, 923b)는 도39(5)에 도시하는 제2 슬라이스 레벨 S 2로 레벨 슬라이스함으로써, 통상의 광 픽업으로 재생시

킬 수 있다. 도39(6)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LPF로 고주파수의 피트 신호가 억압된 신호를 제2 슬라이스 레벨 S 2 로

슬라이스함으로써, 2치화 신호가 얻어진다. 그리고, 이 2치화 신호를 PE-RZ 복조함으로써, 도39(7)에 도시하는 디
지털 신호가 출력된다. 실제 재생신호의 모습은 도31과 같이 된다.

다음에 복조 동작에 대해 도14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14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BCA가 붙은 디스크(800)는 기록층(802a)이 가운데 오도록 2매의 투명기판이 맞붙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 기록층(802a)이 1층인 경우와 기록층(802a, 802b)이 2층인 경우가 있다. 기록층이 2층인 경
우에는 광학 헤드(255)에 가까운 제1 기록층(802a)의 콘트롤 데이터에 BCA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스트라
이프 유무 식별자(937)(도19 참조)가 기록되어 있다. 이 경우, BCA는 제2 기록층(802b)에 존재하므로, 우선, 제1
기록층(802a)에 초점을 맞추고, 제2 기록 영역(919)의 최내주에 존재하는 콘트롤 데이터의 반경 위치에 광학 헤드
(255) 를 이동시킨다. 콘트롤 데이터는 주정보이므로, EFM또는 8-15 또는 8-16 변조되어 있다. 이 콘트롤 데이터
중의 스트라이프 유무 식별자(937)가 ‘1’인 경우에만, 1층, 2층부 전환부(827)에서 초점을 제2 기록층(802b)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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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BCA를 재생한다. 제1 레벨 슬라이서(590)를 이용하여 도38(3)에 도시하는 일반적인 제1 슬라이스 레벨(915)
로 슬라이스하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이 신호는 제1 복조부(928)에 있어서의 EFM복조부(925) 또는 8-15 변
조 복조부(926) 또는 8-16 변조 복조부(927)에서 복조되며, ECC 디코더(36)에서 에러 정정되어 주정보로서 출력
된다. 이 주정보 중의 콘트롤 데이터를 재생하고, 스트라이프 유무 식별자(937)가 ‘1’인 경우에만 BCA를 판독한다.
스트라이프 유무 식별자(937)가 ‘1’인 경우, CPU(923)는 1층, 2층부 전환부(827)에 지시를 내고, 초점 조절부
(828)를 구동하여 제1 기록층(802a)에서 제2 기록층(802b)으로 초점을 전환한다. 동시에 제2 기록영역(920)의 반
경위치(DVD 규격의 경우에는, 콘트롤 데이터 내주측의 22.3mm에서 23.5mm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BCA)에 광학
헤드(255)를 이동시켜 BCA를 판독한다. BCA 영역에서는 도38(3)에 도시하는 것과 같은 엔벨로프가 부분적으로
결락된 신호가 재생된다. 제2 레벨 슬라이스부(929)에 있어서 제1 슬라이스 레벨(915)보다 낮은 광량의 제2 슬라
이스 레벨(916)을 설정함으로써, BCA의 반사부 결락부가 검출되며, 디지털 신호가 출력된다. 이 신호는 제2 복조
부(930)의 PE-RZ 복조부(930a)에서 복조되고, ECC 디코더(930b)에서 ECC 디코드되어, 부정보인 BCA 데이터로
서 출력된다. 이와같이 제1 복조부(928)에서 주정보가 복조 재생되어 제2 복조부(930)에서 부정보인 BCA 데이터
가 복조 재생된다.

도24(a)에 LPF(943)를 통과하기 전의 재생파형, 도24(b)에 저반사부(810)의 슬릿 가공 칫수 정밀도, 도23(b)에
LPF(943)를 통과한 후의 시뮬레이션 파형을 도시한다. 슬릿 폭을 5∼15㎛이하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23.5mm보다 내주에 기록하지 않으면, 기록 데이터가 파괴되어 버린다. DVD의 경우, 최단 기록주기=30㎛, 최대 반
경=23.5mm의 제한으로부터 포맷 후의 최대 용량은 188bytes 이하로 한정된다.

여기서, 도14를 이용하여 설명한 제2 슬라이스 레벨(916)의 설정방법 및 제2 레벨 슬라이스부(929)의 동작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26에 제2 레벨 슬라이스부(929)만의 상세도를 도시한다. 또한, 이 설명에 필요한 파형도를 도27에 도시한다.

도26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제2 레벨 슬라이스(929)는 제2 레벨 슬라이서(587)에 제2 슬라이스 레벨(916)을 공급
하는 광량 기준치 설정부(588)와, 제2 레벨 슬라이서(587)의 출력신호를 분주하는 2분주기(587d)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광량 기준치 설정부(588)는 LPF(588a)와 레벨 변환부(588b)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BCA 영역에서는 BCA 존재에 의해, 도27(1)에 도시하는 엔벨로프가 부분적으로 결락
된 신호가 재생된다. 이 재생신호에는 피트 신호에 의한 고주파 성분과 BCA 신호에 의한 저주파 성분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LPF(943)에 의해 8-16 변조의 고주파 신호성분이 억압되고, 도27(2)에 도시하는 것과 같은 BCA 신
호만의 저주파 신호(932)가 제2 레벨 슬라이스부(929)에 입력 된다.

제2 레벨 슬라이스부(929)에 저주파 신호(932)가 입력되면, 광량 기준치 설정부(588)는 LPF(943)보다 시정수가
큰, 즉 보다 저주파인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LPF(588a)에 저주파 신호(932)의 저주파 성분(거의 DC 성분)을 통과
시켜, 레벨 변환부(588b)에서 적당한 레벨로 조정하고, 도27(2)에 굵은선으로 표시하는 제2 슬라이스 레벨(916)을
출력한다. 도27(2)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제2 슬라이스 레벨(916)은 엔벨로프에 트랙킹하고 있다.

본 발명의 경우, BCA를 읽을 때는 회전 위상 제어를 행할 수 없고, 또한, 트랙킹 제어를 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엔
벨로프는 도27(1)과 같이 끊임없이 변동한다. 고정 슬라이스 레벨이면 변동하는 재생신호에 의해 잘못 슬라이스되
어 에러 레이트가 나빠진다. 이 때문에, 데이터용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본 발명의 도26의 회로에서는 제
2 슬라이스 레벨을 끊임없이 엔벨로프에 맞추어 보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슬라이스가 대폭 감소된다.

이와같이, 본 발명에서는 변동하는 엔벨로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제2 레벨 슬라이서(587)는 저주파 신호
(932)를 제2 슬라이스 레벨(916)로 슬라이스하고, 도27(3)에 도시하는 2치화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한다. 제2 레벨
슬라이서(587)에서 출력된 2치화된 디지털 신호의 상승에서 신호가 반전되고, 도27(4)에 도시하는 디지털 신호가
출력된다. 이 때의 주파수 성분 수단(934)과 제2 레벨 슬라이스부(929)의 구체적인 회로를 도28에 도시한다.

이와같이, 제2 슬라이스 레벨(916)을 설정함으로써, 재생하는 디스크의 반사 율의 다름이나 재생용 레이저의 경년
변화에 따른 광량 변동이나 재생시에 트랙 크로스에 의해 일어나는 8-16 변조신호의 저주파 레벨(DC 레벨)변동을
흡수할 수 있어 확실하게 BCA 신호를 슬라이스할 수 있는 광 디스크 재생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제2 슬라이스 레벨(916)의 다른 설정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도29에 주파수 분리수단(934)과 제2 레벨 슬라
이스부(929)의 다른 회로도를 도시한다. 도29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주파수 분리수단(934)의 LPF(943)는 시정수
가 작은 제1 LPF(943a)와 시정수가 큰 제2 LPF(943b)로 구성되어 있다. 제2 레벨 슬라이서부(929)의 제2 레벨 슬
라이서(587)는 반전 증폭기(587a)와 DC 재생회로(587b)와 비교기(587c)와 2분주기(587d)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한, 이 설명에 필요한 파형도를 도31에 도시한다.

이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BCA 영역에서는 BCA의 존재에 따라, 도31(1)에 도시하는 바와같은 엔벨로프가 부분
적으로 결락된 신호가 재생된다. 이 재생신호는 LPF(943)의 제1 LPF(943a)와 제2 PLPF(943b)로 입력된다. 시정
수가 작은 제1 LPF(943a)에서는 재생신호에서 8-16 변조의 고주파 신호가 제거되어, BCA 신호가 출력된다. 시정
수가 큰 제2 LPF(943b)에서는 재생신호의 DC 성분이 통과하여, 재생신호의 DC 성분이 출력된다. 제1 LPF(943a)
에서 8-16 변조의 고주파 신호가 억압된 신호가 입력되면, 반전 증폭기(587a)에서 제1 LPF(943a)의 통과시에 감
소된 진폭이 증폭된다. 증폭된 신호는 DC 재생회로(587b)에서 GND 레벨로 DC재생되어, 도31(3)에 도시하는 신호
가 비교기(587c)로 입력된다. 한편, 제2 LPF(943b)에서 재생신호 의 DC 성분이 입력되면, 광량 기준치 설정부
(588)에서 저항 분할 등에 의해 적절한 레벨로 조정되며, 도31(2)에 도시하는 제2 슬라이스 레벨(916)이 비교기
(587c)로 입력된다. 비교기(587c)는 DC 재생회로(587b)의 출력신호를 제2 슬라이스 레벨(916)에서 슬라이스하
고, 도31(4)에 도시하는 2치화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한다. 2분주기(587d)에서는 비교기(587c)에서 2치화된 디지
털 신호의 상승에서 신호가 반전하고, 디지털 신호가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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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의 주파수 분리수단(934)과 제2 레벨 슬라이스부(929)의 구체적인 회로를 도30에 도시한다.

이상과 같이, 제2 슬라이스 레벨(916)을 설정하여 BCA 신호를 재생함으로써, 재생하는 디스크 반사율의 다름이나
재생용 레이저의 경년변화에 따른 광량 변동이나 재생시의 트랙 크로스에 의해 일어나는 8-16 변조신호의 DC 레벨
변동을 흡수하여 확실하게 BCA신호를 슬라이스할 수 있는 광 디스크 재생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디스크 리
드에 이 회로를 구성할 경우, 소자수가 가장 적고, 확실한 BCA 재생회로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2분주기(587d)를 이용하면, 이 신호를 CPU에 집어넣어 소프트웨어로 복조하는 경우 등에 PE 변조신호의 클
록 주파수를 2분의 1로 낮출 수 있다. 이 때문에, 샘플 주파수가 낮은 CPU를 이용한 경우라도 확실하게 신호 변화
점을 검출할 수 있다.

또한, 이 효과는 재생시에 모터의 회전수를 낮추어 얻을 수 도 있다. 이것을 도14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BCA의 재생
명령이 왔을 때, CPU(923)에 의해 회전 속도 감속신호(923b)가 회전 제어부(26)로 보내진다. 그러면, 회전 제어부
(26)는 모터(17)의 회전수를 2분의1 혹은 4분의 1로 감속시킨다. 이 때문에, 재생신호의 주파수가 내려가고, 샘플
주파수가 낮은 CPU를 이용한 경우라도, 소프트웨어로 복조할 수 있음과 동시에, 선폭이 가는 BCA라도 재생할 수
있다. BCA의 경우, 공장에 따라서는 얇은 선폭의 BCA 스프라이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회전수를 낮춤으로
써, 저속의 CPU로도 처리할 수 있다. 그 결과, BCA 재생시의 에러 레이트가 개선되고, 신뢰성이 향상된다.

도14에 있어서는, 1배속 등의 통상의 속도로 BCA를 읽고, BCA의 재생시에 에러가 발생했을 시에만 CPU(923)에
서 회전 제어부(26)에 감속명령을 보내고, 모터(17)의 회전수를 반으로 저감시킨다. 이 방법을 채용하면, 평균적인
선폭의 BCA를 읽을 경우에, BCA의 실질적인 판독 속도는 전혀 저하하지 않는다. 선폭이 가는 경우에는 에러로 되
지만, 이 경우에만 반만큼의 속도로 BCA를 판독함으로써, 에러를 검출할 수 있다. 이와같이 BCA의 선폭이 가는 경
우에만 판독 속도를 감속시킴으로써, BCA 재생속도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도14에 있어서는, 주파수 분리수단(934)으로서 LPF(943)가 사용되고 있으나, BCA 영역의 재생신호에서 8-
16 변조의 고주파 신호를 억압할 수 있는 수단이면, 엔벨로프 추종 회로나 피크 홀드 회로 등으로 구성해도 된다.

또한, 주파수 분리수단(934)과 제2 레벨 슬라이서(929)는 BCA 영역의 재생신호를 직접 2치화한 후, 마이콤 등에
입력하고, 디지털 처리로 에지 간격이 다른 점을 이용하여 8-16 신호와 BCA 신호의 시간축의 구별처리를 행하여,
실질적으로 8- 16 변조의 고주파 신호의 억압을 행하는 처리를 실시하는 수단 등으로 구성해도 된다.

변조신호는 8-16 변조방식을 이용하여 피트에 기록되어 있고, 도14의 고주파 신호(933)가 얻어진다. 한편, BCA 신
호는 저주파 신호(932)로 된다. 이와같이 DVD규격의 경우, 주정보는 최고 약 4.5MHz의 고주파 신호(933)이고, 부
정보는 주기 8.92㎲ 즉 약 100kHz의 저주파 신호(932)이므로, LPF(943)를 이용하여 부정보를 용이하게 주파수 분
리할 수 있다. 도14에 도시하는 LPF(943)를 포함하는 주파수 분리수단(934)을 이용함으로써, 2개의 신호를 용이하
게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LPF(943)는 간단한 구성이라도 된다.

이하가 BCA의 개략이다.

도32는 디스크 제조장치와 재생장치의 블록도이다. 도32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디스크 제조부(19)에 의해, 같은 내
용의 ROM형 또는 RAM형의 부착 디스크 혹은 단판 디스크(10)가 제조된다. 디스크 제조장치(21)에 있어서는, 디스
크(10a, 10b, 10c, …)에 BCA 레코더(13)를 이용하여 디스크 한장한장마다 다른 ID 등의 식별부호(12a, 12b, 12c)
를 포함하는 BCA 데이터(16a, 16b, 16c)가 PE 변조부(17)에 의해 PE 변조되며, YAG 레이저를 이용하여 레이저
트리밍되며, 디스크(10) 상에 바 코드 형상의 BCA(18a, 18b, 18c)가 형성된다. 이하, BCA(18)가 기록된 디스크 전
체를 BCA 디스크(11a, 11b, 11c)라고 부른다. 도32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이들 BCA 디스크(11a, 11b, 11c)의 피
트부 혹은 기록신호는 완전히 같다. 그러나, 디스크마다 BCA(18)에 1, 2, 3으로 다른 ID가 기록되어 있다. 영화회사
등의 내용물 프로바이더는 이 다른 ID를 ID 데이터 베이스(22)에 기억한다. 동시에, 디스크의 출하시에 BCA를 읽을
수 있는 바 코드 리더(24)로 BCA 데이터를 판독하고, 어느 ID 디스크를 어느 시스템 오퍼레이터(23) 즉 CATV 회
사나 방송국이나 항공회사에 공급했는지의 공급선과 공급시간을 ID 데이터베이스(22)에 기억한다.

이로써, 어느 시스템 오퍼레이터에 어떤 ID 디스크를 언제 공급했는지의 기록이 ID 데이터 베이스(22)에 기록된다.
이 때문에, 종래 특정의 BCA 디스크를 소스로 하여 부정 카피가 대량으로 돌아 다니는 경우, 어느 시스템 오퍼레이
터에 공급한 BCA 디스크(11)에서 부정 카피가 행해졌는지를 진짜 워터마크를 체크함으로써 트레이스할 수 있다.
이 동작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이 BCA에 의한 ID 넘버링은 시스템 전체에 대해 가상적으로 워터
마크와 동일한 역할을 실현하므로, "프리워터마킹(prewatermarking)"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BCA에 기록해야 할 데이터에 대해 설명한다. ID 발생부(26)에서 ID를 발생시킨다. 또한, 워터마크 작성 파
라미터 발생부(27)에서 상기 ID에 의거하여 혹은 난수에 따라 워터마크 작성 파라미터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상기
ID와 상기 워터마크 작성 파라미터를 혼합하고, 디지털 서명부(28)에서 공개키계 암호함수의 비밀키를 이용하여 서
명한다. ID와 워터마크 작성 파라미터와 그 서명 데이터를 BCA 레코더(13)를 이용하여 각 디스크(10a, 10b, 10c)
에 BCA기록한다. 이에따라, BCA(18a, 18b, 18c)가 형성된다.

상기 BCA 디스크(11a, 11b, 11c)에 영상신호 등의 주정보를 기록할 경우에는 도41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우선, 다
른 ID를 포함하는 BCA신호를 BCA재생부(39)에 의해 판독한다. 그리고, 워터마크 부가부(264)에 의해 BCA신호를
중첩하여 영상신호를 변환하고, 변환후의 영상신호를 기록회로(272)에 의해 BCA 디스크(11a, 11b, 11c)(도41에서
는 300(240, 800))에 기록한다. 또한, BCA신호가 중첩된 영상신호가 기록된 BCA 디스크(300)(240, 800)로부터
영상신호를 재생할 경우에는, 우선 디스크의 BCA 신호를 BCA 재생부(39)에서 판독하고, 디스크의 ID1로서 검출
한다. 또한, 워터마크가 중첩된 영상신호는 워터마크 재생부에서 디스크 ID2로서 검출된다. BCA 신호에서 판독된
ID1와 영상신호의 워터마크에서 판독된 디스크 ID2를 비교기로 비교하고,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상신
호의 재생이 정지된다. 그 결과, 부정으로 카피되어 BCA 신호와 다른 워터마크가 중첩된 디스크에서는 영상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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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할 수 없다. 한편, 양자가 일치한 경우에는 BCA신호에서 판독된 ID 정보를 포함하는 복합키를 이용하여 워터마
크가 중첩된 영상신호가 디스크램블러(31)에 의해 스크램블 해제되어 영상신호로서 출력된다.

또한, 상기와 같이 하여 디스크 제조장치(21)에 의해 “프리워터마킹”된 BCA 디스크(10a, 10b, 10c)는 시스템 오퍼
레이터(23a, 23b, 23c)의 재생장치(25a, 25b, 25c)로 보내진다. 도32에서는 도면작성의 관계상, 재송신 장치(28)의
블록이 일부 생략되어 있다.

시스템 오퍼레이터측의 동작에 대해 도34, 도35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34는 재송신 장치를 상세하게 도시하는 블
록도, 도35는 원신호와 각 영상신호의 시간축상의 파형과 주파수축상의 파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34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CATV국 등에 설치되는 재송신 장치(28)에는 시스템 오퍼레이터 전용의 재생장치(25a)
가 설치되어 있고, 이 재생장치(25a)에는 영화회사 등에서 공급된 BCA부착의 디스크(11a)가 장착된다. 광학 헤드
(29)에 의해 재생된 신호 중 주정보는 데이터 재생부(30)에 의해 재생되며, 디스크램블러(31)에 의해 스크램블이 해
제되고, MPEG 디코더(33)에 의해 화상의 원신호가 신장된 후, 워터마크부(34)로 보내진다. 워터마크부(34)에 있어
서는, 우선 도35(1)에 도시하는 원신호가 입력되고, FFT 등의 주파수 변환부(34a)에 의해 시간축에서 주파수축으
로 변환된다. 이에따라, 도35(2)에 도시하는 주파수 스펙트럼(35a)이 얻어진다. 주파수 스펙트럼(35a)은 스펙트럼
혼합부(36)에서, 도35(3)에 도시하는 스펙트럼을 가지는 ID신호와 혼합된다. 혼합된 신호의 스펙트럼(35b)은 도
35(4)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도35(2)에 도시하는 원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35a)과 다르지 않다. 즉 ID신호가 스펙
트럼 확산되게 된다. 이 신호는 IFFT 등의 역주파수 변환부(37)에 의해 주파수축에서 시간축으로 변환되며, 도
35(5)에 도시하는 원신호(도35(1))와 다르지 않은 신호가 얻어진다. 주파수 공간에서 ID 신호를 스펙트럼 확산하고
있으므로, 화상신호의 열화는 적다.

여기서 ID신호(38)의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BCA 재생부(39)에 의해 BCA 디스크(11a)에서 재생된 BCA 데이터는 디지털 서명 조합부(40)에서 IC 카드(41) 등
에서 보내진 공개키 등에 의해 서명이 조합된다. 서명이 무효한 경우에는 동작이 정지한다. 서명이 유효한 경우에는
데이터가 개찬되지 않으므로, ID 는 그대로 워터마크 데이터 작성부(41a)로 보내진다. 여기서 BCA 데이터에 포함
되는 상기 워터마크 작성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도35(3)에 도시하는 ID 신호에 대응한 워터마크의 신호를 발생시킨
다. 또한, ID 데이터나 IC 카드(41)의 카드 ID에서 워터마크의 연산을 행하여 워터마크 신호를 발생시켜도 된다.

이 경우, ID와 워터마크 작성 파라미터와의 상관을 완전히 없앤 상태에서 워터마크 작성 파라미터와 ID를 BCA에
기록해 두면, ID에서 워터마크를 연산에 의해 유추할 수 없게 된다. 즉, 저작권자만이 ID와 워터마크의 관계를 알고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부정 카피 업자가 새로운 ID를 발행하여 워터마크를 부정으로 발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IC 카드(41)의 카드 ID에서 특정한 연산을 이용하여 스펙트럼 신호를 발생시켜, ID 신호(38)에 추가함으로써,
IC 카드(41)의 카드 ID를 워터마크로서 영상 출력신호 안에 넣을 수 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의 유통 ID와 재생장
치 ID의 양쪽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정 카피의 추적 즉 트레이스가 더욱 용이해진다.

워터마크부(34)의 영상 출력신호는 출력부(42)로 보내진다. 재송신 장치(28)가 압축된 영상신호를 송신할 경우에는
MPEG 엔코더(43)에 의해 영상 출력신호를 압축하고, 시스템 오퍼레이터 고유의 암호키(44)를 이용하여 스크램블
러(45)에 의해 스크램블하고, 송신부(46)에서 네트워크나 전파를 통하여 시청자에게 송신한다. 이 경우, 원래의
MPEG 신호를 압축한 후의 전송 레이트 등의 압축 파라미터 정보(47)가 MPEG 디코더(33)에서 MPEG 엔코더(43)
로 보내지므로, 리얼 타임 엔코드라도 압축효율을 높힐 수 있다. 또한, 압축 음성신호(48)는 워터마크부(34)를 바이
패스시킴으로써 신장, 압축되지 않게 되므로, 음질의 열화가 없어진다.

다음에, 압축신호를 송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상 출력신호(49)를 그대로 스크램블하여 송신부(46a)에서 네트워크
나 전파를 통하여 시청자에게 송신한다. 항공기내의 상영 시스템 경우에는 스크램블은 불필요해진다. 이렇게 하여
BCA부착 디스크(11a)에서 워터마크가 들어간 영상신호가 송신된다.

도34의 경우, 부정 카피 업자가 각 블록간의 신호를 도중의 버스에서 빼냄으로써 워터마크부(34)를 바이패스하여
영상신호를 빼낼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램블러(31)와 MPEG 디코더(33)와 워터마크부(34)간
의 버스는 상호 인증부(32a)와 상호 인증부(32b, 32c)와 상호 인증부(32d)에 의해 쉐이크핸드 방식으로 암호화되
어 있다. 송신측의 상호 인증부(32c)에 의해 신호를 암호화한 암호신호를 수신측의 상호 인증부(32d)에서 수신함과
동시에, 상호 인증부(32c)와 상호 인증부(32d)는 상호 교신 즉 핸드쉐이크한다. 이 결과가 바른 경우에만, 수신측의
상호 인증부(32d)는 암호를 해제한다. 상호 인증부(32a)와 상호 인증부(32b)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같이, 본
발명의 방식에서는 상호 인증되지 않는 한 암호는 해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도중의 버스에서 디지털 신호를 빼
내도 암호는 해제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워터마크부(34)를 바이패스할 수 없으므로, 워터마크의 부정한 배제 및 개
찬을 방지할 수 있다.

도36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상기와 같이 하여 시스템 오퍼레이터측의 재송신 장치(28)의 송신부(46)에서 송신된 워
터마크가 들어간 영상 신호(49)는 사용자측의 수신기(50)에 의해 수신된다. 수신기(50)에서는 제2 디스크램블러
(51)에 의해 스크램블이 해제되며, 압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MPEG 디코더(52)에 의해 신장되고, 출력부(53)에서 영
상신호(49a)로서 모니터(54)로 출력된다.

다음에, 위법 카피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영상신호(49a)는 VTR(55)에 의해 비디오 테이프(56)에 기록되어 대
량으로 위법 카피된 비디오 테이프(56)가 나돌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BCA를 이용한
경우, 영상신호(49a)에도, 비디오 테이프(56)에서 재생된 영상신호(49b)(도37 참조)에도 워터마크가 있다. 워터마
크는 주파수 공간에 부가되어 있으므로, 용이하게 지울 수 없다. 통상의 기록 재생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워지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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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워터마크의 검출방법에 대해 도37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위법 카피된 비디오 테이프나 DVD 레이저 디스크 등의 매체(56)는 VTR이나 DVD 플레이어 등의 재생장치(55a)에
의해 재생되며, 재생된 영상신호(49b)는 워터마크 검출장치(57)의 제1 입력부(58)에 입력되며, FFT나 DCT 등의
제1 주파수 변환부(59a)에 의해 도35(7)에 도시하는 위법 카피된 신호의 스펙트럼인 제1 스펙트럼(60)이 얻어진다.
한편, 제2 입력부(58a)에는 원래의 오리지널 내용물(61)이 입력되고, 제2 주파수 변환부(59a)에 의해 주파수축으로
변환되어 제2 스펙트럼(35a)이 얻어진다. 이 스펙트럼은 도35(2)와 같이 된다. 제1 스펙트럼(60)과 제2 스펙트럼
(35a)의 차분을 차분기(62)로 취하면, 도35(8)와 같은 차분 스펙트럼 신호(63)가 얻어진다. 이 차분 스펙트럼 신호
(63)를 ID 검출부(64)에 입력시킨다. ID 검출부(64)에서는 ID 데이터베이스(22)에서 ID=n번째 워터마크 파라미터
가 추출되어(스텝 65) 입력되고(스텝 65a), 워터마크 파라미터에 의거하여 스펙트럼 신호와 차분 스펙트럼 신호
(63)가 비교된다(스텝 65b). 이어서, 워터마크 파라미터에 의거하여 스펙트럼 신호와 차분 스펙트럼 신호(63)가 일
치하는지 여부가 판별된다(스텝 65c). 양자가 일치하면, ID=n의 워터마크인 것이 판별되므로, ID=n으로 판단된다
(스텝 65d).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ID가 (n+1)로 변경되어 ID 데이터베이스(22)에서 ID=(n+1)번째의 워
터마크 파라미터가 추출되고, 같은 스텝이 반복되어 워터마크의 ID가 검출된다. ID가 올바른 경우에는 도35의 (3)
과 (8)과 같이 스펙트럼이 일치한다. 이렇게하여 출력부(66)에서 워터마크의 ID가 출력되어 부정 카피의 출처가 명
확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하여 워터마크의 ID가 판정됨으로써, 해적판 디스크나 부정 카피의 내용물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으므
로, 저작권이 보호된다.

본 발명의 BCA와 워터마크를 조합한 시스템에 의해, ROM 디스크 혹은 RAM 디스크에 동일한 영상신호를 기록하
고, 워터마크 정보를 BCA에 기록하면, 가상적인 워터마크를 실현할 수 있다. 시스템 오퍼레이터는 본 발명의 재생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생장치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에는 모두 내용물 프로바이더가 발행한 ID에 상
당하는 워터마크가 넣어지게 된다. 종래의 디스크마다에 워터마크가 다른 영상신호를 기록하는 방법에 비해 디스크
비용과 디스크 생산시간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 재생장치에는 워터마크 회로가 필요하지만, FFT나 IFFT는 일반적
인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방송용 기기로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실시예로서 스펙트럼 확산방식의 워터마크부를 이용하여 설명하였으나, 다른 워터마크 방식을 이용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DVD-RAM 디스크(300)나 광 자기 디스크(240)의 경우에는 도14에 도시하는 DVD 기록 재생장치 혹은 도42에 도
시하는 광 자기 기록 재생장치를 가지는 CATV국 등의 내용물 프로바이더에서 BCA의 ID번호를 1개의 키로서, 암
호화된 스크램블 데이터가 내용물 프로바이더로부터 통신회선을 통하여 이용자측의 별도의 기록재생장치에 보내지
고, CATV국 등의 DVD-RAM 디스크(300a) 혹은 광 자기 디스크(240a)에 일단 기록된다. 이 스크램블 신호를 기록
한 것과 동일한 광 자기 디스크(240a)에서 재생할 때는 정규 사용방법이므로, 도42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BCA를
읽고, BCA 출력부(750)에서 얻어진 BCA 데이터를 해독키로서 스크램블부 즉 암호 디코더(534a)에서 스크램블이
해제된다. 그리고, MPEG 디코더(261)에서 MPEG 신호가 신장되며, 영상신호가 얻어진다. 그러나, 정규 사용방법
의 광 자기 디스크(240a)에 기록된 스크램블 데이터를 별도의 광 자기 디스크(240b)에 카피한 경우, 즉 부정으로 사
용한 경우에는, 재생했을 시에 디스크의 BCA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스크램블 데이터를 풀기위한 바른 해독키를
얻을 수 없어 암호 디코더(534a)에서 스크램블이 해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영상신호는 출력되지 않는다. 이와같
이 부정으로 2매 이후의 광 자기 디스크(240b)에 카피된 신호는 재생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이 보호된다. 결과적으
로 1매의 광 자기 디스크(240a) 밖에 내용물은 기록 재생할 수 없게 된다. 도14에 도시하는 DVD-RAM 디스크
(300a)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매의 DVD-RAM 디스크에밖에 기록재생할 수 없다.

더욱 강한 보호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이용자측의 광 자기 디스크(240a)의 BCA 데이터를 내용물 프로바이더
측으로 통신회선을 통하여 보낸다. 다음에, 내용물 프로바이드측에서는 이 BCA 데이터를 워터마크 기록부(264)에
서 워터마크로서 영상 신호를 채워 송신한다. 이용자측에서는 이 신호를 광 자기 디스크(240a)에 기록한다. 재생시
에는 워터마크 재생 조합부(262)에서 기록 허가 식별자와 워터마크의 BCA 데이터 등과, BCA 출력부(750)에서 얻
어진 BCA 데이터를 조합하여 일치할 경우에만 복합 재생을 허가한다. 이에따라, 저작권의 보호는 더욱 강해진다.
이 방법에서는 광 자기 디스크(240a)에서 직접 VTR 테이프에 디지털/아나로그 카피되어도 워터마크 재생부(263)
에 의해 워터마크를 검출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부정 카피의 방지 혹은 검출을 행할 수 있다. 도14에 도시하는
DVD-RAM 디스크(300a)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부정 카피의 방지 혹은 검출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광 자기 기록 재생장치 혹은 DVD 기록 재생장치에 워터마크 재생부(263)를 설치함으로써, 내용물 프로바
이더에서 수신한 신호에 『1회 기록 가능 식별자』를 표시하는 워터마크가 있을 때에만, 기록방지부(265)에 의해
기록이 허가된다. 기록 방지부(265)와 후술하는 『1회 기록 종료 식별자』에 의해, 2매째의 디스크에의 기록 즉 부
정 카피가 방지된다. 또한, 『1회 기록 종료』를 표시하는 식별자와 미리 BCA 기록부(220)에 기록된 광 자기 디스
크(240a)의 개별 디스크 번호를, 워터마크 기록부(264)에 의해 2차 워터마크로서 1차 워터마크가 들어간 기록 신호
에 다시 중첩하여 채워 광 자기 디스크(240a)에 기록한다. 만약 이 광 자기 디스크(240a)의 데이터를 디스크램블 혹
은 일단 아날로그 변환하여 다른 미디어, 예를들면 VTR 데이터나 DVD-RAM 등으로 기록해도 그 VTR 등이 워터
마크 재생부(263)를 장비하고 있으면, 상기 『1회 기록 종료 식별자』가 검출되므로, 부정 카피의 기록 방지부
(265)에 의해, 2매째나 2개째의 기록은 방지되며, 부정 카피가 방지된다. 워터마크 재생부(263)를 장비하지 않은
VTR의 경우에는 부정으로 카피되어 버린다. 그러나, 후에 부정 카피된 비디오 테이프의 워터마크를 조사함으로써,
기록 이력 정보 예를들면 내용물 프로바이더명 등의 1차 워터마크의 기록 데이터나 정규로 기록된 1회째 기록의
BCA의 디스크 ID 등이 채워진 2차 워터마크를 재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 내용물 프로바이더에서 몇월 몇일에(누구
의) 어느 디스크에 공급된 내용물인지를 추적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을 행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저
작권법에 의해 적발할 수 있고, 동일 부정 행위자의 부정 카피나 같은 행위의 계획을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워
터마크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도 지워지지 않으므로 이 동작은 아날로그 VTR이라도 유효하다.

『1회 기록 종료』 혹은 『기록금지』를 표시하는 워터마크를 검출해도 우회하거나 스크램블 키를 작성하는 회로
를 부가하여 부정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 기록 혹은 송신한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이 경우는 직접적으로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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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수 없지만, 우회회로는 매우 복잡해진다. 또한, 상기한 바와같이 1차 워터마크와 2차 워터마크에 의해 기록경
과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상기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부정 카피,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BCA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BCA 데이터가 디스크를 특정하고, 내용물 프로바이더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내용물의 1차 사용자를 에 데이터에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BCA의 부가에 의해 워터마크 사용할 때에 부정
사용자의 트레이스(추적)가 용이해진다.

또한, 도14 혹은 도42의 기록회로(266)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스트럼블 암호키의 일부에 BCA 데이터를 이용하여
1차 워터마크 혹은 2차 워터마크에 BCA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재생장치의 워터마크 재생부(263)로 양쪽을 체크
하면 더욱 강력하게 부정 카피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워터마크나 스크램블 키에 시간 정보 입력부(269)로부터 대여점 등의 시스템 오퍼레이터에서 허가된 날짜정
보를 추가한 키를 스크램블부(271)에 부여하거나, 패스워드(271a)에 합성한다. 재생장치측에서 패스워드(271a)나
BCA 데이터나 워터마크를 이용하여 날짜정보를 재생 조합하면, 암호 디코더(534a)에서는, 예를들면 『3일간 사용
가능』과 같이 스크램블 키의 해제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경우, 상기 카피 방지 기술에 의
해 보호되고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는 강력하고, 부정 사용은 매우 어려워진다.

상기한 바와같이, ASMO에 이용되는 광 자기 디스크 혹은 DVD-RAM과 같이 개서 가능한 광 디스크에 BCA를 이
용함으로써, 워터마크나 스크램블을 이용한 저작권 보호가 보다 강화된다.

또한, 상기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2매 부착형의 DVD의 ROM 디스크, RAM 디스크 또는 단판 구조의 광 디스크를
이용하여 설명했는데, 본 발명에 의하면, 디스크의 구성에 의하지 않고 디스크 전반에 걸쳐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즉, 그 이외의 ROM 디스크 나 RAM 디스크 혹은 DVD-R 디스크, 광 자기 디스크에서 BCA를 기록해도 같은 기
록특성, 신뢰성이 얻어진다. 각 설명을 DVD-R 디스크, DVD-RAM 디스크, 광 자기 디스크로 바꿔 읽어도 같은 효
과가 얻어지는데, 그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상기 실시형태의 BCA 식별정보는 DVD용과 광 자기용으로 정보신호의 포맷 등이 공통이므로, 도7에 도시하
는 구성의 광 자기 디스크용의 광학 헤드(255)를 이용하여 DVD용의 BCA 식별정보를 재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재생 필터, 신호 재생시의 복조조건을 조정함으로써, 에러율이 작은 우수한 BCA 식별정보의 재생신호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형태의 광 자기 디스크에서도 기록층의 자기 특성을 변화시키고 있을 뿐이므로, 환경시험에 있어서
도 기록층의 산화 열화나 기계특성의 변화가 없는 우수한 신뢰성이 얻어진다.

또한, 상기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기록층이 FAD방식의 3층 구조로 이루어지는 광 자기 디스크를 예로 들어 설명했
는데, RAD 방식, CAD방식 혹은 더블 마스크방식의 초해상 재생이 가능한 광 자기 디스크라도, 상기 실시형태에 도
시하는 기록방식에 의해 용이하게 식별정보를 기록할 수 있으므로, 내용물의 복제를 방지할 수 있음과 동시에, 검출
신호의 특성도 우수하게 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간단한 방법으로 광 디스크의 식별정보(추기정보)를 기록 재생할 수 있고, 또한, 내
용물의 복제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염두에 둔 광 디스크의 기록 재생장치에 이용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스크 기판상에 막면 수직방향으로 자기 이방성을 가지는 자성막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층을 구비한 광 디스크에 있
어서,

상기 기록층의 특정부에 제1 기록영역(224)과 제2 기록영역(220a, 220b)에 의해 형성된 추기정보를 구비하고, 상
기 제2 기록영역(220a, 220b)의 막면 수직방향의 자기 이방성이 상기 제1 기록영역(224)의 막면 수직방향의 자기
이방성보다 작으며, 상기 제2 기록영역(220a, 220b)이 디스크 반경방향으로 긴 스트라이프 형상의 마크로서 형성
되고, 상기 마크가 상기 추기정보의 변조신호에 의거하여 광 디스크 원주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광 디스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디스크 원주방향으로 배치된 마크열의 존재 유무를 표시하는 식별자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마크열 존재 유무를 표시하는 식별자는 콘트롤 데이터 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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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추기정보를 구비한 특정부는 디스크 내주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조사되는 광의 제1 기록영역에서의 반사광량과 제2 기록영 역에서의 반사광량의 차이가 소정치 이
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제1 기록영역에서의 반사광량과 제2 기록 영역에서의 반사광량의 차이가 10% 이하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광 디스크.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제1 기록 영역의 평균 굴절율과 제2 기록영역의 평균 굴절율의 차이가 5%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제2 기록영역의 자성막은 면내방향의 자기 이방성이 지배적인 자성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
스크.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제2 기록영역의 자성막은 일부가 결정화된 자성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기록층은 적층된 자성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청구항 11.

디스크 기판상에 광학적으로 검출 가능한 2개의 상태간을 가역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박막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층
을 적어도 구비한 광 디스크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의 특정부에 제1 기록영역(224)과 제2 기록영역(220a, 220b)에
의해 형성된 추기 정보를 구비하고, 상기 제1 기록영역(224)에서의 반사광량과 상기 제2 기록영역에서의 반사광량
이 다르고, 상기 제2 기록영역(220a, 220b)이 디스크 반경방향으로 긴 스트라이프 형상의 마크로서 형성되고, 상기
마크가 상기 추기정보의 변조신호에 의거하여 디스크 원주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추기정보를 구비한 특정부가 디스크 내주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기록층은 조사되는 광의 조사조건에 대응하여 결정상과 비정질상 사이에서 가역적으로 상변화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조사되는 광의 제1 기록영역에서의 반사광량과 제2 기록영역에서의 반사광량과의 차이가 10%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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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제1 기록영역의 평균 굴절율과 제2 기록영역의 평균 굴절율과의 차이가 5% 이상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광 디스크.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기록층의 제2 기록영역은 결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기록층은 Ge-Sb-Te 함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디스크 기판상에 막면 수직방향으로 자기 이방성을 가지는 자성막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층을 구비하고, 상기 기록층
의 특정부에 제1 기록영역(224)과 제2 기록영역(220a, 220b)에 의해 형성된 추기정보를 구비한 광 디스크의 추기
정보 기록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 특정부의 디스크 원주방향으로 상기 추기정보의 변조신호에 의거하여 레이저광을 조사함으로써, 상기
제2 기록영역(22a, 220b)의 막면 수직방향의 자기 이방성이 상기 제1 기록영역(224)의 막면 수직방향의 자기 이방
성보다 작아지도록, 상기 제2 기록영역(220a, 220b)을 디스크 반경방향으로 긴 스트라이프 형상의 마크로서 디스
크 원주방향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할 때에, 페이즈 엔코드된 추기 정보의 변조신호에 의거하여 레이저 광원을
펄스 발광시킴과 동시에, 광 디스크를 회전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디스크 기판상에 반사층과 보호층을 더 구비하고,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조사하는 레이
저광의 강도가 디스크 기판, 반사층, 보호층 중 1개를 파괴하는 레이저광의 강도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
스크의 추기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조사하는 레이저광의 강도는 기록층의 일부를 결정화시키는 강도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28.

제24항에 있어서,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조사하는 레이저광의 강도는 기록층이 큐리 온도에 도달하는 레이
저광의 강도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의 기록방법.

청구항 29.

제24항에 있어서,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조사하는 레이저광의 강도는 상기 제1 영역의 자성막을 면내 방향
의 자기 이방성이 지배적인 자성막으로 변화시키는 강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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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24항에 있어서,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할 때에, 한방향 수속 렌즈를 이용하고, 장방형의 스트라이프 형상의 레이저
광을 기록층에 조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31.

제24항에 있어서,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조사하는 레이저광의 광원 이 YAG 레이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YAG 레이저에서 레이저광을 조사할 때에, 기록층에 소정치 이상의 자계를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기록층에 인가하는 자계가 5 킬로엘스테드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
록방법.

청구항 34.

디스크 기판상에 광학적으로 검출 가능한 2개의 상태 사이를 가역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박막으로 이루어지는 기록
층을 구비하고, 또한, 상기 기록층의 특정부에 제1 기록영역(224)과 제2 기록영역(220a, 220b)에 의해 형성된 추기
정보를 구비한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의 특정부의 디스크 원주방향으로 상기 추기정보의 변조신호에 의거하여 레이저광을 조사함으로써, 상
기 제1 기록영역(224)에서의 반사광량과 상기 제2 기록영역(220a, 220b)에서의 반사광량이 다르도록, 상기 제2 기
록영역(220a, 220b)을 디스크 반경방향으로 긴 스트라이프 형상의 마크로서 디스크 원주방향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할 때에, 페이즈 엔코드된 추기정보의 변조신호에 의거하여 레이저 광원을
펄스 발광시킴과 동시에, 광 디스크를 회전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디스크 기판상에 반사층과 보호층을 더 구비하고,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조사하는 레이
저광의 강도가 디스크 기판, 반사층, 보호층 중 1개를 파괴하는 레이저광의 강도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
스크의 추기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37.

제34항에 있어서,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조사하는 레이저광의 강도가 기록층의 일부를 결정화시키는 강도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38.

제34항에 있어서,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할 때에, 한방향 수속렌즈를 이용하여 장방형의 스트라이프 형상의 레이저광
을 기록층에 조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39.

제35항에 있어서, 제2 기록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조사하는 레이저광의 광원은 YAG 레이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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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기판상에 막면 수직방향으로 자기 이방성을 가지는 자성막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층을 구비하고, 상기 기록층
의 특정부에 막면 수직방향의 자기 이방성이 다른 제1 기록영역(224)과 제2 기록영역(220a, 220b)에 의해 형성된
추기정보를 구비한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재생방법에 있어서,

상기 특정부에 직선 편광된 레이저광을 입사시켜, 상기 광 디스크에서의 반사광 또는 투과광의 편광방향의 회전 변
화를 검출함으로써, 상기 추기정보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추기정보의 재생방법.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특정부에 기록층의 보자력보다 큰 자계를 인가함으로써 상기 특정부의 기록층을 일괄 착자한 후
에, 상기 특정부에 직선 편광된 레이저광을 입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추기정보의 재생방법.

청구항 43.

제41항에 있어서, 특정부에 일정광량의 레이저광을 조사하여 상기 특정부의 기록층의 온도를 큐리 온도 이상으로
승온시키면서 상기 특정부에 한방향의 자계를 인가하여 상기 특정부 기록층의 자화 방향을 한방향으로 맞춘 후에,
상기 특정부에 직선 편광된 레이저광을 입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추기정보의 재생방법.

청구항 44.

디스크 기판상에 광학적으로 검출 가능한 2개의 상태간을 가역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박막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층
을 구비하고, 상기 기록층의 특정부에 반사율이 다른 제1 기록영역(224)과 제2 기록영역(220a, 220b)에 의해 형성
된 추기정보를 구비한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재생방법에 있어서,

상기 특정부에 집광된 레이저광을 조사하고, 그 반사광량의 변화를 검출함으로써, 상기 추기정보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추기정보의 재생방법.

청구항 45.

주정보의 신호가 기록된 주정보 기록영역과, 상기 주정보 기록영역의 일부 영역에 중복되어 설치되고, 페이즈 엔코
드 변조된 부신호가 상기 주정보 신호에 중첩하여 기록된 부신호 기록영역을 구비한 광 디스크의 재생장치에 있어
서, 상기 광 디스크에 회전 위상 제어를 걸고, 광학 헤드에 의해 상기 주정보 기록영역중의 상기 주정보 신호를 재생
하는 수단과, 상기 주정보 신호를 복조하여 주정보 데이터를 얻는 제1 복조수단과, 상기 부신호 기록영역중의 상기
주성보 신호와 상기 부신호가 혼합된 혼합신호를 상기 광학 헤드에 의해 재생신호로서 재생하는 수단과, 상기 재생
신호중의 상기 주정보 신호를 억압하여 상기 부신호를 얻는 주파수 분리수단과, 상기 부신호를 페이즈 엔크드 복조
하여 상기 부데이터를 얻는 제2 복조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재생장치.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주파수 분리수단은 광학 헤드에 의해 재생된 재생신호에서 그 고주파 성분을 억압하여 저주파 재
생신호를 얻는 저주파 성분 분리수단이고, 또한, 상기 저주파 재생신호에서 제2 슬라이스 레벨을 작성하는 제2 슬라
이스 레벨 설정부와, 상기 제2 슬라이스 레벨로 상기 저주파 재생신호를 슬라이스하여 2치화 신호를 얻는 제2 레벨
슬라이서를 구비하고, 상기 2치화 신호를 페이즈 엔코드 복조하여 부데이터를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의 재생장치.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제2 슬라이스 레벨 설정부에, 저주파 성분 분리수단보다도 시정수가 큰 부저주파 성분 분리수단
이 설치되고, 상기 부저주파 성분 분리수단에, 광학헤드에 의해 재생된 재생신호 또는 저주파 성분 분리수단에 의해
얻어진 저주파 재생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저주파 재생신호보다 낮은 주파수 성분을 추출하여 제2 슬라이스 레벨을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재생장치.

청구항 48.

제45항에 있어서, 광학 헤드에 의해 재생된 재생신호중의 주정보 신호를 시간축 신호에서 주파수축 신호로 변환하
여 제1 변조신호를 작성하는 주파수 변환수단과, 상기 제1 변조신호에 부정보를 가산 또는 중첩한 혼합신호를 작성
하는 수단과, 상기 혼합신호를 주파수축 신호에서 시간축 신호로 변환하여 제2 변환신호를 작성하는 역주파수 변환
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재생장치.

청구항 49.

광학 헤드를 이용하여 광 디스크에 직선 편광된 광을 입사시켜, 상기 광 디스크에서의 투과광 또는 반사광을, 상기
광 디스크의 기록신호에 따라 편광방향의 회전 변화로서 검출하는 광 디스크의 재생장치에 있어서, 추기정보가 기
록된 상기 광 디스크의 특정부에 상기 광학 헤드를 이동시키는 수단과, 상기 특정부로부터의 투과광 또는 반사광의
편광방향의 회전변화의 차를 차동신호로 검출함으로써 상기 추기정보를 재생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광 디스크의 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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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광학헤드의 적어도 하나의 수광소자로 수광한 검출광으로부터의 검출신호, 또는 복수의 상기 수
광소자로 수광한 검출광으로부터의 검출신호의 합 신호에 기초하여, 콘트롤 데이터로부터의 추기정보의 존재의 유
무를 나타내는 식별자 검출을 행하고, 상기 추기 정보의 존재를 인식한 경우에, 상기 추기정보가 기록된 상기 광 디
스크의 특정부로부터 상기 광학헤드에 의해 신호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재생장치.

청구항 51.

제49항 또는 제50항에 있어서, 추기정보를 재생할 때에 페이즈 엔코드 복조하는 복조수단이 더 구비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광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52.

주정보가 기록됨과 동시에, 디스크마다 다른 추기정보가 기록되는 광 디스크의 재생장치에 있어서, 상기 주정보를
재생하는 신호 재생부와 상기 추기정보를 재생하는 추기정보 재생부와, 상기 추기정보에 의거하여 워터마크 신호를
작성하고, 상기 주정보에 추가하여 출력하는 워터마크 부가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광 디스크 기록층 반사율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추기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54.

제52항에 있어서, 광 디스크 기록층이 막면 수직방향으로 자기 이방성을 가지는 자성막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막면
수직 자기 이방성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추기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재생장
치.

청구항 55.

제52항에 있어서, 워터마크 부가부에 의해 워터마크를 포함하는 부정보를 주정보 신호에 중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56.

제52항에 있어서, 주정보 신호를 시간축 신호에서 주파수축 신호로 변환하여 제1 변조신호를 작성하는 주파수 변환
수단과, 상기 제1 변조신호에 추기정보를 가산 또는 중첩한 혼합신호를 작성하는 수단과, 상기 혼합신호를 주파수
축 신호에서 시간축 신호로 변환하여 제2 변환신호를 작성하는 역주파수 변환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57.

제52항에 있어서, 주정보를 영상신호로 신장하는 MPEG 디코더와, 상기 영상신호를 워터마크 부가부에 입력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58.

제57항에 있어서, 워터마크를 재생하는 워터마크 재생부가 더 구비되고, 또한, MPEG 디코더와 상기 워터마크 재생
부의 양쪽에 상호 인증부가 설치되고, 암호화된 주정보를 송신하고, 상호 인증된 경우에만 암호를 해제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59.

제57항에 있어서, 주정보를 암호 디코더에 의해 혼합한 혼합신호가 MPEG 디코더에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60.

제59항에 있어서, 워터마크를 재생하는 워터마크 재생부가 더 구비되고, 암호 디코더와 상기 워터마크 재생부의 양
쪽에 상호 인증부가 설치되고, 암호화된 주정보를 송신하며, 상호 인증된 경우에만 암호를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재생장치.

청구항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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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록, 소거 및 재생이 가능한 광 디스크 기록층의 주기록영역에, 기록회로와 광학 헤드를 이용하여 주정보를
기록하는 광 디스크의 기록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의 특정부에 기록된 추기정보를, 편광면의 회전변화로
서 검출하는 상기 광학 헤드의 신호 출력부에 의해 재생하는 수단과, 상기 추기정보를 이용하여 암호 엔코더에 의해
암호화한 암호 정보로서 상기 주기록 영역에 상기 주정보를 기록하는 수단과, 상기 광학 헤드의 신호 출력부에 의해
상기 추기정보를 재생하고, 암호 디코더에 있어서, 상기 암호 정보를 해독키로서 복합하여 상기 주정보를 재생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기록 재생장치.

청구항 62.

광 디스크 기록층의 주기록 영역에, 기록회로와 광학 헤드를 이용하여 주정보를 기록하는 광 디스크의 기록 재생 장
치에 있어서, 상기 주정보에 워터마크를 추가하는 워터마크 부가부를 구비하고, 상기 기록층의 특정부에 기록된 추
기정보를 상기 광학 헤드에 의해 재생하며, 재생된 상기 추기정보를 상기 워터마크 부가부에 의해 워터마크로서 상
기 주정보에 추가하고, 상기 워터마크가 들어간 주정보를 상기 주기록 영역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
크 기록 재생장치.

청구항 63.

제62항에 있어서, 주정보가 기록층의 반사율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기록 재생장치.

청구항 64.

제62항에 있어서, 기록층은 막면 수직방향으로 자기 이방성을 가지는 자성막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자성막의 자화
방향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주정보가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기록 재생장치.

청구항 65.

제64항에 있어서, 주정보 및 추기정보는 기록층 자화 방향의 변화 또는 막면 수직 자기 이방성 크기 변화를 광학 헤
드에 의해 편광면 회전 변화로서 검출되어 재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기록 재생장치.

청구항 66.

제62항에 있어서, 워터마크 부가부에 의해 워터마크를 포함하는 부정보를 주정보 신호에 중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기록 재생장치.

청구항 67.

제62항에 있어서, 주정보 신호를 시간축 신호에서 주파수축 신호로 변환하여 제1 변환신호를 작성하는 주파수 변환
수단과, 상기 제1 변환신호에 추기정보를 가산 또는 중첩한 혼합신호를 작성하는 수단과, 상기 혼합신호를 주파수
축 신호에서 시간축 신호로 변환하여 제2 변환신호를 작성하는 역주파수 변환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기록 재생장치.

청구항 68.

제62항에 있어서, 주정보를 영상신호로 신장하는 MPEG 디코더와, 상기 영상신호를 워터마크 부가부에 입력하는
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기록 재생장치.

청구항 69.

제68항에 있어서, 워터마크를 재생하는 워터마크 재생부가 더 구비되고, 또한 MPEG 디코더와 상기 워터마크 재생
부의 양쪽에 상호 인증부가 설치되고, 암호화된 주정보를 송신하며, 상호 인증된 경우에만 암호를 해제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기록 재생장치.

청구항 70.

제68항에 있어서, 암호 디코더에 의해 주정보를 복합한 복합신호가 MPEG 디코더에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기록 재생장치.

청구항 71.

제70항에 있어서, 워터마크를 재생하는 워터마크 재생부가 더 구비되고, 암호 디코더와 상기 워터마크 재생부의 양
쪽에 상호 인증부가 설치되고, 암호화된 주정보를 송신하며, 상호 인증된 경우에만 암호를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기록 재생장치.

청구항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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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보가 기록된 광 디스크에 레이저광을 조사함으로써 추기정보를 기록하는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장치에 있
어서, 디스크 ID 또는 워터마크 작성 파라미터의 적어도 1개를 포함하는 부정보에 의한 변조신호에 기초하여 레이
저광을 조사함으로써, 광디스크의 추기정보를 기록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장치.

청구항 73.

제72항에 있어서, 주정보가 광 디스크의 반사막에 요철 비트를 설치함으로써 기록되어 있고, 부정보가 상기 반사막
을 부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장치.

청구항 74.

제72항에 있어서, 주정보가 광 디스크 기록층의 반사율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기록되어 있고, 부정보가 상
기 기록층의 반사율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장치.

청구항 75.

제72항에 있어서, 광 디스크의 기록층이 막면 수직방향으로 자기 이방성을 가지는 자성막으로 이루어지고, 주정보
가 상기 자성막의 자화 방향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기록되어 있고, 부정보가 막면 수직 자기 이방성을 부분
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추기정보 기록장치.

청구항 76.

주정보가 기록된 광 디스크의 기록장치에 있어서,

디스크 ID를 포함하는 부정보에 의거하여 워터마크를 작성하는 수단(264)과, 상기 워터마크를 특정 데이터에 중첩
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수단(272)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기록장치.

요약

본 발명은 복제방지나 소프트웨어의 부정 사용 방지 등의 저작권 보호에 이용 가능한 추기정보를 가지는 광 디스크
이다. 디스크 기판(211)상에 유전체층(212)을 통하여 기록층(213)을 형성한다. 기록층(213)상에 중간 유전체층
(214), 반사층(215)을 순차 적층시키고, 다시 그 위에 오버 코팅층(216)을 형성한다. 기록층(213)의 디스크 원주방
향으로 BCA(추기형 식별정보의 1개의 방식)부(220a), (220b)를 다수개 기록한다. 이 BCA부(220a), (220b)는 수
직 자기 이방성을 저하시켜 기록한다. 재생시에는 차동신호에 의해 추기형 정보를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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