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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DVD-R 드라이브와 DVD-RW 드라이브 등에 있어서, 최적 기록파워를 설정한다. DVD-R 드라이브와 DVD-RW 드라이

브에 있어서, 콘트롤러(30)는 OPC을 실행하여 기록파워를 설정하고, RMA에 관리 데이터 RMD를 기록한다. RMD의 검증

을 행하여, RMD가 판독가능한 경우에는 다시 RMD의 PI 에러수를 검출한다. PI 에러수가 허용값 이하이면 데이터 영역에

해당 기록파워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PI 에러수가 허용값을 넘는 경우에는 OPC을 재차 실행하여 기록파워를 재설정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광디스크, 기록파워, 테스트 데이터, 기록관리영역, 검증, 에러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실시예의 블록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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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실시예의 처리흐름도이다.

도 3은 도 2에 있어서의 OPC 실행처리의 상세흐름도이다.

도 4는 지터를 사용한 OPC 실행처리의 모식적 설명도이다.

도 5는 OPC 재실행시의 모식적 설명도이다.

도 6은 종래 장치의 처리흐름도이다.

도 7은 DVD-RW에서의 RMA의 포맷설명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광디스크 12: 픽업(PU)

14: 서보검출부 16: 트랙킹 제어부

18: 포커스 제어부 20: RF 검출부

22: 신호처리부 26: 디코더

30: 콘트롤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디스크장치, 특히 데이터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장치에 있어서의 기록파워 최적화에 관한 것이다.

종래부터, CD-R/RW 드라이브나 DVD-R/RW 드라이브 등, 콤보 드라이브 등에 있어서, 데이터를 기록할 때에 광디스크

의 테스트 영역(PCA 에리어: Power Calibration Area)에 테스트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 테스트 데이터의 재생신호 품질

에 근거하여 기록파워를 최적화하는 기술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일반적으로 OPC(Optimum Power Control)로 불

리며, OPC에 의해 최적화된 기록파워로써 광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다.

도 6에는, 일례로서 DVD-RW 드라이브에 있어서의 데이터 기록 처리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우선, DVD-RW가 드라이

브에 장착되면, 드라이브 내의 콘트롤러는 OPC을 실행한다(S101). 구체적으로는, 레이저 파워를 예를 들면 0.5 mW마다

변화시켜 테스트 데이터를 PCA 영역에 순차 기록하여 가고, 이 테스트 데이터를 재생하여 얻어지는 재생신호 품질을 레이

저 파워마다 평가함으로써 실행된다. 재생신호 품질로서는, β 값이나 변조도 m, γ값, 지터 등이 사용된다. 재생신호 품질

의 평가 파라미터로서 예를 들면 β를 사용한 경우, 재생신호 품질의 β와 미리 정해진 목표 β를 비교하여, 목표 β 값에 가장

가까운 레이저 파워를 추출한다. OPC를 실행한 후, 추출된 레이저 파워를 기록파워로 설정한다(S102).

기록파워를 설정한 후, 다음에 DVD-RW의 기록관리영역인 RMA에 관리 데이터로서의 RMD를 기록한다(S103). 관리 데

이터 RMD를 기록한 후, RMD가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증한다(베리파이(verify): S104). 검증을 행하는 것

은, RMD를 판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DVD-RW를 기동할 수 없거나, 또는 기동할 수 있다고 하여도 관리 데이터가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기록한 것인지 불명확하게 되므로 정확한 데이터 기록을 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검증

의 결과, RMD를 판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차 RMD를 기록하거나, 또는 OPC을 재실행하여 기록파워의 재최적화를 행하

고 다시 RMD를 기록하여 검증을 행한다. 한편, 검증의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즉 RMD를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S102

에서 설정된 기록파워로 데이터 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한다(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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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에는, DVD-RW에서의 데이터 포맷이 도시되고 있다. DVD-RW에는, PCA(Power Calibration Area) 영역, RMA

(Recording Management Area) 영역, 리드인 영역 및 데이터 영역이 존재하고, RMA 영역에는 RMA 리드인과 RMD

(Recording Management Data)가 기록된다. RMA 리드인은, 드라이브 제조자 ID나 시리얼 번호, 디스크 ID 등을 포함한

다. 또한, RMD는, OPC 관련정보나 데이터 영역정보, 기록모드정보 등을 포함한다. RMD는, 세트1∼세트28까지의 28개

의 세트로 구성되고, 각 세트는 5개의 블록으로 구성된다. 각 블록은 연결 손실영역 및 필드0∼필드14를 포함한다. 각 블

록의 크기는 32KB이고, 필드0∼필드14에는 DVD-RW의 모드(인크리멘털 모드, 디스크 앳 원스 모드, 오버라이트 모드)

에 따라서 다른 정보가 기록된다. 예를 들면, 인크리멘털 모드(추가모드로서 데이터를 순차 추가기록할 수 있다.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하였을 때에 그 정보를 RMA에 기록한다)에 있어서는, 필드0에 공통정보, 필드1에 OPC 정보와 RMD 세트의

포인터 정보, 필드2에 사용자 지정 데이터와 소거조작정보가 기록된다. 소거조작정보는, 소거 위치와 소거 회수를 표시하

는 정보이다.

종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관리 데이터인 RMD를 검증하여 RMD를 판독할 수 있으면 다음에 데이터 영역에 상위장치로

부터 공급된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록마진이 작은 경우, 가령 RMD를 판독할 수 있었다고 하여도 실제로 데이터 영

역에 데이터를 기록하면 해당 기록 데이터를 판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RMD의 검증처리에 있어서는, 단지

RMD를 판독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있을 뿐으로 데이터의 기록품질을 정량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데이터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의 기록품질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에는 다종다양한 광디스크가 유통되고 있

어 기록막의 특성에 변동이 있으며, 기록파워가 반드시 최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드라이브에서 기록된 데이터를 다른 드

라이브에서 재생하려고 하여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종래부터, OPC에 의해 얻어진 기록파워를 더욱 최적화하여 기록품질도 담보하는 기술이 제안되어 있다. 예를 들

면, CD-RW 드라이브에 있어서, OPC에 의해 얻어진 기록파워로 데이터 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해당 데이터를 재생하

여 그 에러를 검출한다. 해당 에러가 허용값을 넘는 경우에는 OPC을 재실행하여 기록파워의 최적화를 행하고, 얻어진 기

록파워로 데이터 영역에 기록한 데이터를 겹쳐쓰기 처리한다. 또는, 테스트 영역에서 OPC를 실행할 때에, 테스트 데이터

의 재생신호 품질 뿐만 아니라 그것의 에러도 검출하여, 에러가 허용값 이하가 되는 레이저 파워를 기록 레이저 파워로 설

정하는 것 등이다.

[특허문헌 1]

일본국 특개평 11-454405호 공보

[특허문헌 2]

일본국 특허공개 2002-260230호 공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렇지만, 데이터 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그 데이터의 에러를 검출하여 OPC를 재차 실행하는 구성에서는, 데이터 영

역에서 데이터를 시험 기록하는 것이 되어, 데이터 영역을 소비하여 버린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데이터 영역에 시험

기록한 데이터를 겹쳐쓰기(오버라이트)할 필요가 있어, 본질적으로 CD-RW 디스크 등에 한정되어 버려, 오버라이트할 수

없는 디스크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테스트 영역(PCA 영역)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기록하고 그 에러를

검출하는 구성에 있어서도 에러를 검출하기 위해 여분의 테스트 데이터를 기록할 필요가 있어(적어도 1 ECC 블록=16섹

터분의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하고, 복수의 레이저 파워마다 적어도 이 만큼의 테스트 데이터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테스

트 영역을 소비하여 버리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OPC 자체는 사용자에 있어서는 데이터의 기록이 행해지지 않는 대기시

간으로, 테스트 데이터의 기록시간을 증대하는 것은 편리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본 발명의 목적은, 광디스크의 테스트 영역이나 데이터 영역을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않고, 데이터 기록시의 기록파워를 최

적화할 수 있는 광디스크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데이터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장치에 있어서, 광디스크의 테스트 영역에 테스트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 테스트

데이터를 재생하여 얻어지는 재생신호 품질에 근거하여 기록파워를 설정하는 설정수단과, 상기 기록파워를 사용하여 상기

광디스크의 기록관리영역에 관리 데이터를 기록하는 수단과, 기록된 상기 관리 데이터를 검증하는 수단과, 상기 검증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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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긍정적인 경우에 상기 관리 데이터의 에러수를 검출하는 검출수단과, 상기 에러수와 허용값을 비교하는 비교수단과,

상기 에러수가 상기 허용값을 넘는 경우에 상기 기록파워를 보정하는 보정수단을 갖는다. 관리 데이터를 검증하여, 그 결

과가 긍정적, 즉 관리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기록파워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 데이터의

에러를 정량평가한다. 그리고, 관리 데이터의 에러수가 허용값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파워로 데이터를 기록하더라도,

고품질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없을, 예를 들면 다른 드라이브에서 기록 데이터를 재생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하여

기록파워를 보정하여 재설정한다. 본 발명은, 데이터 기록시에 필수적인 처리인 관리 데이터 기록처리를 이용하여 기록품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록파워의 재설정 처리가 효율화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보정수단은 설정수단에서의 설정방법을 변경하여 반복 실행시키는 것으로 기록파워를 보정한

다. 설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최초의 OPC 실행시의 처리 알고리즘과 동일한 처리 알고리즘으로는, 기록파워의 보정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없으며, PCA 영역을 불필요하게 소비하여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관리 데이터의 에러수의

대소에 따라 설정변경의 형태를 바꾸어도 된다.

상기 보정수단에 의한 설정방법의 변경의 형태는 임의이지만, 예를 들면 기록파워를 소정량 또는 소정 비율만큼 증대 또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정할 수 있다. 또한, 레이저 파워의 변화폭을 축소하여 설정수단에서 반복하여 실행시키는 것으로 보

정하여도 된다. 또는, 목표값을 변경하여 설정수단에서 반복하여 실행시키는 것으로 보정하여도 된다. 레이저 파워나 목표

값을 보정하지 않고(또는 이들 보정과 함께) 기록전략(strategy) 자체를 보정하여도 된다. 설정수단에서의 최초의 설정에

의해 얻어진 기록파워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근방을 재탐색함으로써 보정하여도 된다.

[실시예]

이하, 도면에 근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해, DVD-R 드라이브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도 1에는, 본 실시예에 관한 광디스크장치의 블록 구성도가 도시되어 있다. 광 픽업(PU)(12)은 광디스크(DVD-R)(10)에

대향 배치되어, 광디스크(10)의 표면에 레이저광을 조사하는 레이저 다이오드(LD) 및 광검출기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레

이저 다이오드는, 레이저 다이오드 구동회로(LDD)(32)에 의해 구동되어, 데이터를 재생할 때에는 재생파워의 레이저광을

조사하고, 기록할 때에는 기록파워의 레이저광을 조사한다. 광 픽업(12)의 광검출기는, 차동푸시풀법을 사용하는 공지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메인빔용 및 2개의 서브빔용으로 각각 설정되어 있고, 반사 광량에 따른 검출신호를 서보검출부(14)

및 RF 검출부(20)에 출력한다.

서보검출부(14)는, 광 픽업(12)으로부터의 신호에 근거하여 트랙킹 에러신호 TE 및 포커스 에러신호 FE를 생성하여 각각

트랙킹 제어부(16) 및 포커스 제어부(18)에 출력한다. 트랙킹 에러신호 TE는 차동푸시풀법에 의해 생성되고, 구체적으로

는 메인빔의 푸시풀신호와 서브빔의 푸시풀신호의 차이에 의해 생성된다. 포커스 에러신호 FE는 비점수차법에 의해 생성

된다.

트랙킹 제어부(16)는, 트랙킹 에러신호 TE에 근거하여 광 픽업(12)을 광디스크(10)의 트랙폭 방향으로 구동하여 온트랙

상태로 유지한다. 또한, 포커스 제어부(18)는 포커스 에러신호 FE에 근거하여 광 픽업(12)을 포커스 방향으로 구동하여 온

포커스 상태로 유지한다.

RF 검출부(20)는, 광 픽업(12)으로부터의 신호, 구체적으로는 메인빔의 반사광을 수광하는 광검출기로부터의 합신호를

증폭하여 재생 RF 신호를 생성하고, 신호처리부(22) 및 디코더(26)에 출력한다. 신호처리부(22)는, OPC(Optimum

Power control) 실행시에 테스트 데이터의 재생신호로부터 β 값이나 변조도 m을 검출하여 콘트롤러(30)에 출력한다.

콘트롤러(30)는, 레이저 다이오드 구동회로(LDD)(32)와 RF 검출부(20) 등을 제어하여 OPC를 실행시켜, 신호처리부(22)

에서 산출된 β 값이나 변조도 m, 또는 디코더(26)로부터의 지터에 근거하여 최적 기록파워를 결정하여 LDD(32)를 최적

기록파워로 제어한다. OPC 실행시의 테스트 데이터는 콘트롤러(30)가 공급하며, 예를 들면 3T∼14T의 랜덤 데이터를 테

스트 데이터로 한다.

또한, 콘트롤러(30)는, 광디스크(10)의 RMA(Recording Management Area) 영역에 기록된 RMD(Recording

Management Data)를 검증하여, 검증의 결과에 따라 OPC를 재차 실행할지 아닐지를 결정한다. 더구나, 콘트롤러(30)는,

RMD의 검증이 긍정적인 경우, 종래와 같이 즉시 광디스크(10)의 데이터 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RMD의

에러수를 검출하여 그 에러수를 허용값과 대소비교하여, RMD의 에러수가 허용값 이하인 경우에 기록품질이 유지된다고

판정하여 광디스크(10)의 데이터 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한다. 기록해야 할 데이터는 퍼스널컴퓨터 등의 상위장치로부터 콘

트롤러(30)에 보내지고, 도시하지 않은 인코더로 인코드한 후에 LDD(32)에 공급된다. RMD의 에러수는 디코더(26)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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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데이터를 콘트롤러(30) 내부의 에러정정회로에서 카운트한다. 에러정정회로는, 콘트롤러(30)와는 별개로 디코더

(26)의 후단에 설치하여도 된다. 소정의 허용값은, 미리 콘트롤러(30)의 메모리에 기억해 둘 수 있지만, 광디스크(10)에 따

라서 적응적으로 설정하여도 된다. 허용값을 적응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디코더(26)는, 이퀄라이저나 이치화기를 구비하고, 재생 RF 신호의 소정 주파수, 구체적으로는 3T 신호의 진폭을 부스트

하여 이치화하고, 이치화신호를 복조하여 콘트롤러(30)에 출력한다. 복조는, 도시하지 않은 PLL 회로에서 동기클록신호

를 생성하여 신호를 추출하는 것에 의해 실행된다. 또한, 디코더(26)는, 이치화신호와 동기클록과의 위상차를 가산함으로

써 지터를 검출하여, 콘트롤러(30)에 공급한다. 디코더(26)로부터 이치화신호와 동기클록을 출력하여, 디코더(26)와는 별

개의 지터검출회로에서 지터를 검출하여도 되며, 콘트롤러(30)에서 지터를 검출하여도 된다. 콘트롤러(30)는, 디코더(26)

로부터의 복조데이터를 상위장치에 출력한다.

도 2에는, 본 실시예의 데이터 기록처리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우선, 장착된 광디스크의 정보를 취득한다(S201). 광디

스크의 정보는, 광디스크의 종류나 메이커, 또는 OPC 실행시의 목표값 등이다. OPC시의 목표값은 미리 드라이브 내의 메

모리에 메이커마다 기억해 놓고, 메이커데이터를 취득하여 해당 메이커에 대응하는 목표값을 메모리에서 판독하여도 된

다.

디스크정보를 취득한 후, 다음에 OPC를 실행한다(S202). OPC에서는, 종래기술과 마찬가지로 콘트롤러(30)는 레이저 파

워를 복수단, 예를 들면 0.5 mW마다 변화시켜 5.0 mW∼12 mW에 걸쳐 광디스크(10)의 PCA 영역에 테스트 데이터를 기

록하고, 해당 테스트 데이터를 재생하여 그 재생신호 품질을 레이저 파워마다 평가한다. 재생신호 품질은, β 값과 변조도

m, γ값, 지터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전술한 것과 같이 지터를 사용하여 테스트 데이터의 재생신호

품질을 평가한다.

이하, OPC 처리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3에는, S202에 있어서의 OPC 처리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레이저 파워를 0.5 mW마다 변화시켜 광디스크의 PCA

(Power Calibration Area) 영역에 테스트 데이터를 기록한다(S2021). 테스트 데이터는, 3T∼14T의 랜덤데이터이다. 테

스트 데이터를 기록한 후, 해당 테스트 데이터를 재생하여 각 레이저 파워마다 지터를 검출한다(S2022). 지터는, 복조된

테스트 데이터와 동기클록신호의 위상차의 총합이다. 각 레이저 파워마다의 지터를 검출한 후, 얻어진 복수의 지터 중에서

의 최소값 Jmin을 추출하고(S2023), 그 최소값 Jmin에 소정의 계수 K(K>1)를 곱한 지터 J=K·Jmin이 얻어지는 레이저 파

워 P1, P2를 추출한다(S2024). 그리고, 지터 J가 얻어지는 2개의 레이저 파워 P1, P2의 중간의 파워 Po=(P1+P2)/2를 산

출한다(S2025).

도 4에는, 이상 서술한 지터를 사용한 OPC 처리가 모식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면에 있어서, 횡축은 레이저 파워 P(mW)

이고, 종축은 지터이다. 일반적으로 지터는 레이저 파워가 부족 또는 과잉일 때에 증대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볼록한 커브

를 그린다. 단, 지터의 커브는 반드시 급격하지는 않아, 지터가 최소가 되는 레이저 파워를 한결같이 추출하는 것은 용이하

지 않다. 따라서, 복수단의 이산적인 레이저 파워로써 얻어진 범위 내에서 지터의 최소값 Jmin을 추출하고, 이것에 계수 K

를 곱한 J=K·Jmin이 얻어지는 레이저 파워 P1, P2를 추출하며, 지터의 커브는 레이저 파워에 대해 거의 대칭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중간값 Po를 산출함으로써, 한정된 레이저 파워 단수에서 비교적 우수한 정밀도로 지터가 최소가 되는 레이저

파워 Po를 추출할 수 있다.

다시 도 2로 되돌아가, 이상과 같이 하여 OPC를 실행하여 레이저 파워 Po를 추출한 후, 콘트롤러(30)는 레이저 파워 Po를

기록파워 Po로 설정한다(S203). 기록파워를 설정한 후, 다음에 콘트롤러(30)는 DVD-R의 RMA 영역에 관리 데이터, 즉

RMD를 1블록 기록한다(S204). 그리고, 기록된 1 RMD 블록의 검증을 행한다(S205). RMD가 판독된 경우, 검증결과는

OK라고 하여 다음의 처리로 이행한다(S206). 한편, RMD를 판독할 수 없었던 경우, NG로 판정하고 다시 OPC를 실행하여

기록파워를 재설정한다(S202).

종래에 있어서는 RMD의 검증결과가 OK인 경우, 다음에 광디스크(10)의 데이터 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처리로 이행하

지만,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콘트롤러(30)는 다시 RMD의 에러, 구체적으로는 PI 에러를 검출하는 처리로 이행한다(S207)

. PI 에러란, 1 ECC 블록에 주어지는 내부코드 패리티의 에러이다. 1 ECC 블록에는 172 바이트 192열의 정보필드가 존재

하고, 192열의 정보필드+16열의 외부코드 패리티의 합계 208열의 각각 대해 10바이트의 내부코드 패리티 PI가 주어지고

있다. S207의 처리에서는, 208열의 각각 주어진 내부코드 패리티(PI)를 체크하여 그 에러수를 카운트한다. 에러수의 최대

값은 208이다. RMD의 PI 에러수를 검출한 후, 에러수가 허용값 이하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S208). 허용값은 미리 35 등

으로 고정값을 설정해 놓을 수 있다. 또한, 전술한 것과 같이, 허용값을 광디스크(10)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가

능하다. 구체적으로는, 광디스크(10)의 콘트롤 데이터존에 형성된 엠보스 데이터를 재생하고, 그 에러수에 근거하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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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설정한다. 엠보스 데이터의 재생은 기록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최선조건에서의 재생 으로, 광디스크(10)와 드라이브

의 조합에 있어서의 재생성능을 우수한 정밀도로 평가할 수 있다. 콘트롤 데이터존에 형성된 엠보스 데이터의 PI 에러수를

검출하여, 1 ECC 블록당의 PI 에러수에 소정의 계수 C(C>1)를 곱한 값을 허용값으로 한다. 엠보스 데이터의 에러수가 높

은 경우, 원래 광디스크(10)와 드라이브의 조합에 있어서의 재생성능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허용값도 높

게 설정함으로써, 기록품질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다. 허용값의 동적설정은, 예를 들면 RMA에 RMD를 기록하기 전에

행할 수 있다.

RMD의 PI 에러수를 허용값과 비교한 결과, 허용값 이하이면 데이터의 기록도 문제없이 실행가능하다고 판단하여, S203

에서 설정된 기록파워 Po로 광디스크(10)의 데이터 영역(리드인부, 리드아웃부를 포함하여)에 데이터를 기록한다(S209).

한편, S208에서 PI 에러수가 허용값을 넘는다고 판정한 경우, S203에서 설정된 기록파워는 반드시 최적의 기록파워는 아

니며, 즉 RMD의 판독 자체는 가능한 레벨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낮은 에러 레이트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없거나, 또는 기

록마진이 작아, 광디스크(10)의 데이터 영역 전역에 걸쳐 데이터를 고품질로 기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정하고, 콘트롤

러(30)는 OPC 전략을 변경한 후에(S210), OPC를 재실행한다. OPC를 재실행하여 얻어진 기록파워에 관해 다시 RMD의

기록, 검증처리 및 RMD의 PI 에러수 평가처리를 행하고, PI 에러수가 허용값 이하가 되었을 때에 그 때의 기록파워로 데

이터를 기록한다(S209).

S210에 있어서의 OPC 전략의 변경처리로서는, 몇개의 방법이 가능하다.

<레이저 파워의 변화폭 축소처리>

제1회째의 OPC에서 레이저 파워를 예를 들면 0.5 mW마다 변화시킨 경우, 2회째의 OPC에서는 1회째의 변화폭보다도 작

은 변화폭, 예를 들면 0.2 mW로 레이저 파워를 변화시켜 테스트 데이터를 기록한다. 제1회째와 같이 예를 들면 5.0 mW

내지 12.0 mW 까지의 사이에서 0.2 mW 마다 변화시켜 테스트 데이터를 기록하여도 되지만, 제1회째의 OPC에 의해 얻어

진 기록파워 Po를 중심으로 하여 그것의 전후로 0.2 mW 만큼 변화시켜 OPC를 실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이에 따라 PCA

영역의 소비를 억제할 수 있고, OPC 시간이 단축된다.

도 5에는, 이 처리가 모식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제1회째의 OPC에 의해 설정된 기록파워 Po를 중심으로 하여, -0.2 mW,

-0.4 mW 만큼 변화시킨 레이저 파워, 및 +0.2 mW, +0.4 mW 만큼 변화시킨 레이저 파워로 테스트 데이터를 기록한다.

합계 5단계의 레이저 파워(Po를 포함한다)로 기록한 테스트 데이터의 재생신호 품질을 지터에 의해 평가하여,

S2023∼S2025와 동일한 처리에 의해 기록파워를 재설정한다. 최적의 기록파워는, 제1회째의 OPC에 의해 얻어진 기록파

워 Po 근방에 존재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록파워 Po 근방에 한정하고 더욱 세밀한 변화폭으로 최적 기록파워를 탐색

하는 것에 의해, 단시간에 최적 기록파워를 재설정할 수 있다.

<목표값의 변경처리>

제2회째의 OPC에서는, 제1회째의 OPC에서 사용한 재생신호 품질의 목표값을 변경하는 처리이다. 예를 들면, β 값을 사

용하여 테스트 데이터의 재생신호 품질을 평가하는 경우, 목표 β 값을 제1회째의 목표 β 값에 대해 소정량 또는 소정 비율

만큼 증감시킨다. 목표값을 증대 또는 감소시킬지의 판단은, 예를 들면 열파형 변형을 일으키기 쉬운 디스크이면 목표값을

작게 하고, 기록하기 어려운 디스크이면 목표값을 크게 하면 된다. β 값은, β 값=(｜A1｜-｜A2｜)/(｜A1｜+｜A2｜)로

정의된다. A1은 AC 결합된 RF 신호의 피크값, A2는 바닥값이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파워가 증대할수록 β 값은 증대한

다. S208의 판정처리에 있어서 PI 에러수가 허용값을 넘는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기록하기 어려운 디스크인 경우(기록하기

어려운지 아닌지는 예를 들면 디스크의 메이커로 판정한다), S203에서 설정된 기록파워 Po가 최적 기록파워보다도 작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목표 β 값을 증대보정함으로써 S203에서 설정된 기록파워보다도 큰 기록파워를 재설정한다. 2

회째의 OPC로서는, 전술한 예와 마찬가지로 기록파워 Po 근방의 복수의 레이저 파워를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목표값이

얻어지는 레이저 파워를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표값의 변경은, 지터에 근거하여 OPC를 행하는 경우에는 관계하

지 않지만, β 값이나 변조도 m을 OPC의 재생신호의 평가 파라미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레이저 파워를 소정량 또는 소정 비율 만큼 증감시키는 처리>

OPC를 재차 실행하는 것은 아니고, S208에서 PI 에러수가 허용값을 넘는다고 판정된 경우, S203에서 설정된 기록파워

Po에 대해, 소정량(예를 들면 0.3 mW 또는 소정 비율(예를 들면 10%) 만큼 증대 또는 감소시킨 기록파워를 최적 기록파

워로 한다. S210에서 기록파워를 재설정한 후, S204의 처리로 이행하여 RMA에 관리 데이터 RMD를 기록하고, 관리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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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RMD의 검증을 행한 후 RMD의 PI 에러수를 검출하여 다시 허용값과 비교한다. OPC를 지터에 근거하여 평가하여 최적

기록파워를 결정한 경우에는, RMD를 재생하고, β 값을 측정하여 그 대소를 판단하여, 레이저 파워를 증대시킬지 감소시

킬지를 결정하여도 된다. 에러수의 변화를 보고 레이저 파워의 증감을 반복하여도 된다.

이때, DVD-RW 디스크의 경우에는 레이저 파워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많은 경우 PI 에러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DVD-R 디스크의 경우에는, 레이저 파워가 지나치게 커서 열파형 변형을 일으키는 결과, PI 에러수가 증대하는 경우가 있

다. 따라서, DVD-R 디스크의 경우에는, PI 에러수가 허용값을 넘는 경우에는 관리 데이터 RMD를 재생하여 그것의 β 값

을 검출하고, β 값의 대소에 따라서 레이저 파워를 증대시킬지 감소시킬지를 결정하면 된다.

이 이외에도 광디스크의 회전속도를 저하시켜 OPC를 재실행하여도 되고, β 값이 아니라 목표 변조도 m이나 목표 γ 값을

조정함으로써 OPC를 재실행하여도 된다. 더구나, 기록전략(기록펄스의 발광파형 규칙)을 변경시켜 OPC를 재실행하여도

된다. 기록전략은, 미리 드라이브의 메모리 내부에 기억되어 있는 복수 패턴의 전략정보로부터 설정할 수 있다. 제1회째의

OPC시에는 제 1 패턴의 기록전략을 사용하고, 제2회째의 OPC시에는 제 1 패턴의 기록전략에 대해 펄스폭이 증대 또는

감소한 제 2 패턴의 기록전략을 사용하는 것 등이다. 멀티펄스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 선두펄스의 펄스폭이나 펄스레

벨, 후속펄스의 펄스폭이나 펄스간격을 변경함으로써 기록전략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RMD의 검증이 긍정적이었던 경우라도, 다시 RMD의 PI 에러수를 카운트하여, 에러수가 허

용값 이하가 된 경우에만 OPC에서 설정된 기록파워로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광디스크(10)에 데이터를 고품질로 기

록할 수 있으며, 광디스크(10)를 다른 드라이브에서 재생하는 경우에도 데이터를 확실하게 판독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

예에서는, 데이터 기록시에 필수적인 처리인 RMD 기록처리를 이용하여, 기록품질을 평가하기 때문에 새롭게 테스트 데이

터를 기록하여 그것의 에러수를 카운트하는 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때, 에러수를 카운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

ECC 블록분 만큼의 데이터가 기록될 필요가 있지만, DVD-R 드라이브에 있어서는 RMD는 블록단위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광디스크장치로서 DVD-R 드라이브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DVD-RW 드라이브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DVD-R 디스크의 경우, 전술한 것과 같이 관리 데이터의 RMD는 RMA에 1블록씩 기록되지만, DVD-RW

디스크에 있어서는 RMD는 먼저 5블록을 모아 RMA에 기록된 후 1블록씩 기록된다. 최초에 5블록을 모아 RMD를 기록하

는 것은, DVD-RW 드라이브에 있어서는 데이터의 소거정보를 최초의 5블록에 기록하기 때문이다. 최초의 5블록 이후는

DVD-R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1블록씩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1블록 부분의 PI 에러수를 검출하여 허용값과 비교하면

된다. 물론, 1 ECC 블록이 아니고, 예를 들면 5블록 또는 8블록의 PI 에러수를 검출하여 허용값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

다. 8블록의 PI 에러수를 검출하여 평가하는 경우, 허용값은 1블록의 허용값을 8배하면 된다. 신속한 처리의 관점에서는,

1블록의 PI 에러수를 허용값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CD-R 드라이브 또는 CD-RW 드라이브에 있어서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DVD-R 드라이브나 DVD-RW 드라이

브에 있어서는, RMA에 관리 데이터인 RMD를 기록하고, 그후, 데이터 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처리이기 때문에, RMD

의 PI 에러수를 검출함으로써 에러평가용의 테스트 데이터를 별도의 테스트 영역 또는 데이터 영역에 시험 기록하는 처리

를 생략할 수 있지만, CD-R 디스크 또는 CD-RW 디스크에 있어서는 RMA 및 RMD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

리를 직접 사용할 수 없다. 한편, CD-R 디스크 또는 CD-RW 디스크에 있어서는, PCA 영역에 인접하여 카운트 영역이 존

재하고, 그 카운트 영역에 있어서 PCA 영역을 어디까지 사용하였는지 테스트 데이터의 기록 회수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

서, 이 카운트 영역에 기록된 관리 데이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처리를 행하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카운트 영역에 기록된 관

리 데이터의 PI 에러수를 검출하여, 허용값과 대소 비교하여 허용값을 넘는 경우에는 OPC 전략을 변경하여 재차 OPC를

실행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원래 필요한 처리인 카운트 영역에의 기록 데이터를 이용하여 에러수를 카운트하여, 에러평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처리를 생략하면서 기록품질을 담보할 수 있다. 그 이외, DVD+R, DVD+RW 에서도,

RMA에 해당하는 TOC 영역을 사용하여 동일한 처리를 행할 수 있다. 덧붙여서 말하면, DVD+R/RW의 TOC 영역은, 1회

의 기록으로 16섹터=1 ECC 블록 기록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RMD의 PI 에러수가 허용값을 넘는 경우에 최초의 처리 알고리즘과 다른 알고리즘으로 OPC를 재

실행하고 있지만, RMD의 에러수의 대소에 따라 2회째의 OPC의 알고리즘을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허용

값을 TH1 및 TH2(TH1>TH2)의 2종류를 준비하고, RMD의 PI 에러수가 TH1을 넘는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제1회째

의 OPC와 다른 알고리즘으로 OPC를 재실행하고, RMD의 PI 에러수가 TH1 이하로서 TH2를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OPC

와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OPC를 재실행하는 것 등이다. TH1을 넘는 경우에 기록파워를 일률적으로 소정량 만큼 증대시키

고, TH2를 넘는 경우에 기록파워 Po를 중심으로 하여 전후로 0.2 mW 씩 변화시켜 OPC를 재실행하는 것 등의 처리도 가

능하며, 요는, RMD의 PI 에러수의 대소에 따라 OPC의 처리 알고리즘을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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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본 실시예에 있어서, RMA 영역에 RMD를 기록하는 경우, 오버라이트함으로써 오버라이트 특성을 고려한 기록파

워의 재설정이 가능해진다. 즉, RMA 영역에 RMD를 기록하는 경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RMD를 겹쳐쓰기하도록 새롭

게 RMD를 기록하고, 해당 RMD의 검증을 행하는 동시에 그것의 PI 에러수를 카운트한다. 이 경우의 PI 에러수는 오버라

이트의 에러수로서, 허용값 이하가 되도록 기록파워 Po를 재설정함으로써 데이터 영역에서의 오버라이트 특성도 고려한

최적파워가 얻어진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것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데이터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장치에 있어서, 테스트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쓸데

없이 소비하는 일 없이 최적 기록파워를 설정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장치에 있어서,

광디스크의 테스트 영역에 테스트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 테스트 데이터를 재생하여 얻어진 재생신호 품질에 근거하여 기

록파워를 설정하는 설정수단과,

상기 기록파워를 사용하여 상기 광디스크의 기록관리영역에 관리 데이터를 기록하는 수단과,

기록된 상기 관리 데이터를 검증하는 수단과,

상기 검증의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에 상기 관리 데이터의 에러수를 검출하는 검출수단과,

상기 에러수와 허용값을 비교하는 비교수단과,

상기 에러수가 상기 허용값을 넘는 경우에 상기 기록파워를 보정하는 보정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수단은, 상기 설정수단에서의 설정방법을 변경하여 반복하여 실행시킴으로써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

스크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수단은, 상기 기록파워를 소정량 또는 소정 비율 만큼 증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장치.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563237

- 8 -



상기 설정수단은, 상기 테스트 데이터를 소정폭으로 변화시킨 복수의 레이저 파워로 기록하였을 때의 상기 재생신호 품질

에 근거하여 상기 기록파워를 설정하고,

상기 보정수단은, 상기 소정폭을 축소하여 상기 설정수단에서 반복하여 실행시킴으로써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장치.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수단은, 상기 테스트 데이터를 복수의 레이저 파워로 기록하였을 때의 상기 재생신호 품질이 목표값에 가장 가까

운 레이저 파워를 상기 기록파워로 설정하고,

상기 보정수단은, 상기 목표값을 변경하여 상기 설정수단에서 반복하여 실행시킴으로써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장치.

청구항 6.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수단은, 상기 테스트 데이터를 복수의 레이저 파워로 기록하였을 때의 상기 재생신호 품질이 목표값에 가장 가까

운 레이저 파워를 상기 기록파워로 설정하고,

상기 보정수단은, 상기 기록파워 근방의 소정 파워범위로 한정하여 상기 설정수단에서 반복하여 실행시킴으로써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장치.

청구항 7.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수단은, 상기 테스트 데이터를 소정의 기록전략으로 기록하였을 때의 상기 재생신호 품질에 근거하여 상기 기록

파워를 설정하고,

상기 보정수단은, 상기 기록전략을 변경하여 상기 설정수단에서 반복하여 실행시킴으로써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검출수단은, 상기 관리 데이터의 PI 에러수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의 소정영역에 존재하는 엠보스 데이터를 재생하여 그것의 PI 에러수를 검출하는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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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엠보스 데이터의 PI 에러수에 근거하여 상기 허용값을 설정하는 수단을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장치.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는 DVD-R 또는 DVD-RW이고,

상기 기록관리영역은 RMA이며,

상기 관리 데이터는 RMD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장치.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검출수단은, 상기 RMD의 1 ECC 블록 내에서의 상기 PI 에러수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장치.

청구항 12.

광디스크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의 엠보스 데이터를 재생하여 그것의 에러수를 카운트하는 수단과,

상기 엠보스 데이터의 에러수에 근거하여 허용값을 설정하는 수단과,

상기 광디스크에 레이저 파워를 변화시켜 테스트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 테스트 데이터의 재생신호 품질에 근거하여 기록

파워를 설정하는 수단과,

상기 광디스크에 상기 기록파워로 관리 데이터를 기록하는 수단과,

상기 관리 데이터를 재생하여 그것의 에러수를 카운트하는 수단과,

상기 관리 데이터의 에러수가 상기 허용값을 넘는 경우에는 상기 기록파워의 근방에서 레이저 파워를 변화시켜 테스트 데

이터를 재기록하고, 이 테스트 데이터의 재생신호 품질에 근거하여 기록파워를 재설정하며, 상기 관리 데이터의 에러수가

상기 허용값 이하인 경우에는 상기 기록파워로 상기 광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

스크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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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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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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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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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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