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55377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G11B 7/125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4년11월06일

10-0455377

2004년10월22일

(21) 출원번호 10-2002-0002999 (65) 공개번호 10-2003-0062670

(22) 출원일자 2002년01월18일 (43) 공개일자 2003년07월28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서진교

경기도수원시장안구율전동419삼성아파트201동1504호

(74) 대리인 이영필

이해영

심사관 : 김세영

(54) 다양한 광 매체에 적합한 기록 펄스 발생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광 매체의 타입과 기록 배속에 적합한 기록 펄스를 발생할 수 있는 기록 펄스 발생장치 및 방법이다. 본 발

명에 따른 기록 펄스 발생장치는, 발광 소자를 구동하는 발광 소자 구동부를 제어하여 광 매체에 적합한 기록 펄스를 

발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현재 사용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현재 설정된 배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어부; 제어부

로부터 제공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배속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멀티 펄스 구간에서 발생될 멀티 펄스의 형태를 결정

하고, 결정된 멀티 펄스의 형태를 갖는 기록 펄스가 발광 소자로부터 발생되도록 발광 소자 구동부를 제어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신호 발생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기록 펄스 발생장치는 현재 사용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현재 설정된 배속에 따라 광 매체의 기록 마크 또는/ 및 기록 스페이스의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별로 기록 펄스의 레

벨을 설정하고, 상기 기록 펄스가 설정된 레벨을 갖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제어부에 의해 제어되어 광 매체로 발생되

는 기록 펄스의 레벨을 기록 마크 및 기록 스페이스의 구간별로 가변시키기 위한 제어 신호를 발광 소자 구동부로 발

생하는 제어신호 발생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양한 광 매체의 타입과 다양한 배속에 대한 광 기기의 호환성을 증대

시켜 어떠한 광 매체나 배속에서도 최적의 기록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다양한 광 매체에 적합한 기록 펄스 발생장치의 블록 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제어신호 발생부의 상세 블록 도이다.

도 3은 입력되는 NRZI와 LD의 출력을 기준으로 도 2에 도시된 펄스 발생기 군에서 발생되는 펄스들의 타이밍 예이

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매트릭스 회로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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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각 광 매체별로 기록 펄스의 레벨이 변형된 예시 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다양한 광 매체에 적합한 기록 펄스 발생 방법의 동작 흐름 도이다.

도 7은 멀티 펄스 형태 결정단계의 상세 흐름 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양한 광 매체에 적합한 기록 펄스 발생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 으로, 특히, 다양한 기록 배속에서도 다양

한 광 매체에 대한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록 펄스를 발생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제안되어 있는 광 매체는 크게 CD용과 DVD(Digital Versatile Disc)용으로 나뉜다. CD용 광 매체인 CD-R, CD

-RW용 광 기기는 일반화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DVD용 광 매체인 DVD-RW, DVD-R, DVD +RW, DVD-RAM용

광 기기도 현재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광 매체별로 기록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광 매체별 기록 펄스의 형태는 상이

하다. 또한, 각각의 매체별 기록 배속에 따라 기록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광 매체의 기록 배속에 따라서도 기록 펄스

의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DVD-RAM이나 CD-RW의 기록 펄스는 멀티 펄스 열(multi pulse train)이 채널 클록(channel clock) 내

에서 하이(high)로 시작하기 때문에 온 스타트 멀티 펄스(on-start multi pulse) 타입으로 정의할 수 있다. DVD ±R

W와 DVD-R의 기록 펄스는 멀티 펄스 열이 채널 클록 내에서 로우(low)로 시작하기 때문에 오프 스타트 멀티 펄스(o

ff-start multi pulse) 타입으로 정의할 수 있다. CD-R의 기록 펄스는 멀티 펄스를 사용하지 않고 NRZI(Non-Return

to Zero Invert, 이하 NRZI라고 약함)와 유사하므로 논 멀티 펄스(Non-Multi Pulse) 타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광 매체를 하나의 광 기기로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광 매체 타입별로 적합한 기록 펄스

를 발생하는 장치가 제안된 바 있다. 상기 기록 펄스 발생장치는 광 매체 타입별로 기록 펄스를 구성하는 퍼스트 펄스

(first pulse), 멀티 펄스 열(multi pulse train), 라스트 펄스(last pulse), 쿨링 펄스(cooling pulse, 또는 bottom puls

e)들의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를 기록 마크의 시작점 및 끝점을 기준으로 계수하고, 계수 값을 이용하여 바이어스 3 

제어신호(bias 3 control signal 또는 bottom control signal이라고도 함), 이레이즈 제어신호(erase control signal, 

또는 bias 1 control signal이라고도 함), 피크 제어신호(Peak control signal) 및 쿨링 제어신호(cooling control sig

nal, 또는 bias 2 control signal이라고도 함)를 발생하여 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 이하 LD라고 약함) 구동부를

제어하여 LD로부터 원하는 기록 펄스가 발생되도록 하였다.

또한, 고밀도 및 고배속 광 매체에 적합한 기록 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멀티 펄스 열의 펄스 폭을 가변시키는 기록펄

스 발생장치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술한 기록펄스 발생장치들은 LD 구동부로 입력되는 기록 전류 채널이 고정되어 있다. 즉, 읽기 전류(read 

current) 전송 채널, 피크 전류(peak current) 전송 채널, 이레이즈 전류(erase current) 전송 채널, 쿨링 전류 전송 

채널, 버텀 전류(bottom current) 전송 채널로 LD 구동부로 입력되는 전류 전송 채널이 고정되어 있다. 또한, LD 구

동부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가 바이어스 제어신호, 이레이즈 제어신호, 피크 제어신호, 및 쿨링 제어신호로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의 기록 펄스 발생장치는 주로 기록 펄스의 폭을 가변시키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배속화가 진행됨에 따라 하나의 기록 마크(또는 domain)에 대한 기록 펄스의 폭이 반비례적으로 좁아질 뿐 

아니라 하나의 광 구동기로 모든 종류의 광 매체에 대한 기록 및 재생을 원함에 따라 광 매체별로 요구되는 기록 펄스

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제안된 기록 펄스 발생장치와 같이 전류 전송 채널 및 상기 채널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어신호의 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기록 펄스의 폭을 가변 시키는 방식으로는 다양하게 요구

되는 기록 펄스의 형태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광 매체의 타입과 기록 배속에 적합한 기록 펄스를 발생할 수 있는 기록 펄스 발생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광 매체의 타입과 기록 배속에 따라 기록펄스를 논 멀티(Non-multi) 펄스 타입과 멀티 펄스 

타입 중 어느 하나의 타입으로 발생하는 기록펄스 발생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광 매체의 타입과 기록 배속에 따라 기록펄스를 복수의 논 멀티 펄스 타입과 멀티 펄스 타

입 중 어느 하나의 타입으로 발생하는 기록펄스 발생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광 매체의 타입과 기록 배속에 따라 기록 마크 및/또는 기록 스페이스의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의 기록 펄스의 레벨을 가변 시켜 발생하는 기록 펄스 발생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별도의 하드웨어적인 채널 경로(path)를 추가하지 않고 레이저 다이오드의 자동 파워 제어

용으로 사용되는 전류(또는 전압) 수를 증가시켜 광 매체의 타입과 배속에 따라 기록 펄스의 레벨을 가변 시켜 발생하

는 기 록 펄스 발생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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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기록 펄스 발생장치는, 원하는 기록 펄스가 발생되도록 발광 소자를 

구동하는 발광 소자 구동부를 제어하여 광 매체에 적합한 기록 펄스를 발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현재 사용되는 광 매

체의 타입 및 현재 설정된 배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어부;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배속에 대

한 정보를 토대로 멀티 펄스 구간에서 발생될 멀티 펄스의 형태를 결정하고, 결정된 멀티 펄스의 형태를 갖는 기록 펄

스가 발광 소자로부터 발생되도록 발광 소자 구동부를 제어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신호 발생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신호 발생부는 멀티 펄스 구간에서 발생될 멀티 펄스의 형태를 복수의 논 멀티 펄스 타입과 복수의 멀티 펄

스 열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신호 발생부는 발광 소자에서 발생되는 기록펄스의 멀티 펄스 구간의 전 구간의 레벨 또는 일부 구간별로 

레벨을 가변시키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광 소자 구동부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발광 소자 구동부를 제어하여 광 매체에 적합한 기록 펄스를 

발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현재 사용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현재 설정된 배속에 따라 광 매체의 기록 마크 및/또는 기

록 스페이스의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별로 기록 펄스의 레벨을 설정하고, 상기 기록 펄스가 설정된 레벨을 갖도록 제

어하는 제어부; 제어부에 의해 제어되어 광 매체로 발생되는 기록 펄스의 레벨을 기록 펄스의 구간별로 가변시키기 

위한 제어 신호를 상기 발광 소자 구동부로 발생하는 제어신호 발생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부는 기록 펄스의 레벨을 상기 일부 구간별로 설정되어 있는 기준 레벨보다 상기 기록 펄스의 레벨이 증가 

또는 감소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광 매체에 적합한 기록 펄스 발생장치에 있어서, 기록 펄스에

해당되는 빛을 상기 광 매체로 방사하는 발광 소자; 기록 펄스가 현재 사용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현재 설정된 배속

에 따라 결정된 형태로 발생되도록 발광 소자를 구동시키는 구동부; 광 매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수광하는 수광부; 

발광소자에서 필요한 파워를 자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수광부의 출력신호와 소정의 기준 전압을 이용하여 채널

별로 파워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를 구동부로 제공하는 파워 제어 신호 제공부; 현재 사용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현재

설정된 배속에 따라 광 매체상에 형성되는 기록 마크 및/또는 기록 스페이스의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에서 기록 펄스

의 레벨이 가변적으로 조절되도록, 구동부로 입력되는 채널별 파워 제어신호의 전송여부를 제어하는 신호를 구동부로

발생하는 제어신호 발생부; 현재 사용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현재 설정된 배속에 따라 제어신호 발생부에서의 제어

신호 발생여부 및 발생되는 제어신호의 펄스 형태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신호 발생부는,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배속 정보에 따라 기록 펄스의 발생 조건을 설정

하는 기록 펄스 발생 조건 설정부; 제어부 로부터 제공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배속 정보에 따라 멀티 펄스 구간의 펄

스 형태를 결정하는 멀티 펄스 결정부; 기록 펄스 발생 조건 설정부와 멀티 펄스 결정부에서 각각 출력되는 신호 및 

현재 기록 마크에 대한 제 1 정보와 기록 마크의 전후 스페이스에 대한 제 2 정보를 토대로 기록 펄스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펄스들을 독립적으로 생성하는 펄스 생성기 군; 제어부에 의해 제어되어 펄스 생성기 군에서 생성되는 펄스들

중 필요한 펄스를 선택하여 제어신호를 구성하고, 발생하는 제어신호 발생회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신호 발생 회로는 상기 기록 마크 및/또는 기록 스페이스의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별로 기록 펄스의 레벨이

해당 구간에서의 기준 레벨보다 증가되거나 감소되도록 기록 펄스의 레벨을 가변 시키기 위하여, 상기 펄스 발생기 

군으로부터 발생되는 각 펄스들에 대한 전송여부를 상기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제어신호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하

고, 결정에 따라 얻은 적어도 하나의 제어신호를 구동부로 발생하는 매트릭스 회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제어신호는 상기 광 매체의 타입 및 배속이 변경될 때마다 업데이트 되는 피크 레지스터

, 이레이즈 레지스터, 쿨링 레지스터, 버텀 레지스터, 읽기 레지스터, 보조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비트 정보로 이

루어지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레지스터 단위로 비트 정보들을 저장한 레지스터 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매트릭스 회로는 상기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제어신호에 의해 기록 마크 및/또는 기록 스페이스의 전 구간 또

는 일부 구간의 기록 펄스의 레벨이 소정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파워 제어 신호의 량만큼 증가되거나 감소되도록 펄

스 발생기 군에서 발생되는 펄스를 조합한 복수의 제어신호를 구동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파워 제어신호 제공부는 적어도 하나의 채널에 전압을 분압할 수 있는 수단을 연결하고,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파워 제어신호가 구동부의 보조 파워 제어신호로서 제공되도록 구성되어 발광소자의 자동 파워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파워 제어신호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기록 펄스 발생방법은, 발광 소자를 이용하여 광 매체에 적합한 기록 

펄스를 발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광 매체의 타입과 현재 설정되어 있는 배속에 따라 발광 소자로부터 

발생되는 기록 펄스에 포함되는 멀티 펄스 구간의 펄스 형태를 결정하는 단계; 결정된 펄스 형태를 갖는 기록 펄스가 

발광 소자로부터 방사되도록 발광 소자를 구동시키기 위해 채널별로 제공되는 파워 제어 신호의 전송여부를 제어하

는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제어신호에 따라 선택된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파워 제어신호로 발광소자를 구동시키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발광 소자를 이용하여 상기 광 매체에 적합한 기록 펄스를 발

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광 매체의 타입과 현재 설정되어 있는 배속에 따라 광 매체에 형성되는 기록 마

크 및/또는 기록 스페이스의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의 기록 펄스 레벨을 결정하는 단계; 결정된 기록 펄스의 레벨을 

갖는 빛이 발광 소자로부터 방사되도록 발광 소자를 구 동시키기 위해 채널별로 제공되는 파워 제어 신호의 전송여부

를 제어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제어신호에 따라 선택된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파워 제어신호로 발광 소자를 구

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신호 발생 단계는 결정된 기록 펄스의 레벨에 따라 기록 펄스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펄스들의 조합 조건을 

결정하고, 결정된 조합 조건에 따라 발생되는 펄스들을 조합하여 얻은 적어도 하나의 신호를 제어신호로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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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신호 발생 단계는, 리드 레이저 온(Read_LD ON) 펄스, 버텀(바이어스 3) 펄스, 쿨링(바이어스 2) 펄스, 이

레이즈(바이어스 1) 펄스, 복수의 멀티 펄스와 복수의 논 멀티 펄스, 라스트 펄스 및 퍼스트 펄스 들 중에서 상기 필요

한 펄스들이 선택되도록 조합 조건을 결정하고, 피크 제어신호, 이레이즈(바이어스 1) 제어신호, 쿨링(바이어스 2) 제

어신호, 버텀(바이어스 3) 제어신호, 리드 제어신호, 보조(auxiliary) 제어신호 중 적어도 하나를 제어신호로서 발생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록 펄스 레벨을 결정하는 단계는 기록 펄스내의 각 구간별 기준 레벨을 토대로 한 기록 펄스의 레벨 증감여부

와 증감 량을 고려하여 기록 펄스의 레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록 펄스 발생 방법은, 광 매체의 타입과 배속에 따라 기록 펄스에 포함되는 멀티 펄스 구간의 펄스 형태를 결

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멀티 펄스 형태를 결정하는 단계는, 광 매체의 타입과 배속에 따라 멀티 펄스 구간의 펄스 형태가 논 멀티 펄스 

타입인지 판단하는 단계; 멀티 펄스 구간의 펄스 형태가 논 멀티 펄스 타입이 아니면, 온 스타트 멀티 펄스 타입인지 

판단하는 단계; 멀티 펄스 구간의 펄스 형태가 논 멀티 펄스 타입도 온 스타트 멀티 펄스 타입도 아니면, 오프 스타트 

멀티 펄스 타입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다양한 광 매체에 적합한 기록 펄스 발생장치의 블록 도이다. 도 1을 참조

하면, 본 발명에 따른 기록 펄스 발생장치는 제어부(101), NRZI 검출부(110), 제어신호 발생부(115), 전류 제공부(12

0), 포토 다이오드(Photo Diode)(140), 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 이하 LD라고 약함) 구동부(150), LD(160), 및

광 매체(170)로 구성된다.

제어부(101)는 광 매체(170)의 타입 및 배속에 따라 기록 마크 및 기록 스페이스에 대한 기록 펄스가 최적의 레벨을 

갖고 발생될 수 있도록 제어신호 발생부(115)와 전류 제공부(120)를 제어한다. 제어부(101)는 해당되는 광 기기내의 

미 도시된 엔덱(ENDEC, ENcoder amp; DEcoder)으로부터 전송되는 기록 게이트(write gate) 신호가 액티브(activ

e) 상태일 때 동작한다. 제어부(101)는 미 도시된 주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현재 사용되는 광 매체(170)의 타입 및 

배속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레지스터 군(105)의 값을 설정한다.

레지스터 군(105)에는 제어신호 발생부(115)에서의 제어신호 발생 여부 및 발생되는 제어신호의 펄스 형태를 제어하

기 위한 데이터가 저장된다. 즉, 레지스터 군(105)에는 현재 기록 마크 및/또는 기록 스페이스의 전 구간 또는 일부 구

간의 기록펄스의 레벨을 결정하고, 결정된 레벨을 갖는 기록 펄스가 발생될 수 있도록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가 저장

된다.

이를 위하여 제어부(101)는 입력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배속정보에 따라 기록 마크 및/또는 기록 스페이스의 각 구

간별 기준 레벨을 토대로 현재 발생하기 원하는 기록 펄스의 각 구간별 레벨을 증감시킬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를 결

정하고, 각 구간별로 결정된 기록 펄스의 레벨이 발생될 수 있도록 레지스터 군(105)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설정한다. 

상기 기준 레벨은 광 매체 타입별로 기록 마크(domain)를 형성하기 위한 기록 펄스를 구성하는 퍼스트 펄스, 멀티 펄

스 열, 라스트 펄스, 쿨링 펄스별로 설정된다.

제어부(101)는 사전에 광 매체 타입별 상기 기준 레벨들을 구비한다. 따라서 제어부(101)는 미 도시된 주 제어부로부

터 광 매체의 타입 및 배속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면, 상기 기준 레벨을 토대로 발생하기 원하는 기록 펄스의 레벨을 각

펄스 구간별로 증감시킬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제어부(101)는 재 기록이 가능한 광 매

체(Rewritable Media)에서 기록 스페이스 영역의 기록 마크(domain) 소거 및 오버 라이트(overwrite)를 위한 중요 

레벨로 소거(Erase) 펄스에 대한 레벨도 설정한다.

이로 인하여 레지스터 군(105)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광 매체(170)의 타입 및 배속이 변경될 때마다 주 제어부(미 도

시됨)로부터 전송되는 정보에 의해 업데이트 된다. 레지스터 군(105)은 표 1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표 1]

레지스터 비트7 비트6 비트5 비트4 비트3 비트2 비트1 비트0

피크SW

레지스터
CH_EN Read_LDON

Fisrt

Pulse

Last

Pulse

Multi

Pulse

Erase

Pulse

Cooling

Pulse

Bottom

Pulse

이레이즈 SW

레지스터
CH_EN Read_LDON

Fisrt

Pulse

Last

Pulse

Multi

Pulse

Erase

Pulse

Cooling

Pulse

Bottom

Pulse

쿨링 SW

레지스터
CH_EN Read_LDON

Fisrt

Pulse

Last

Pulse

Multi

Pulse

Erase

Pulse

Cooling

Pulse

Bottom

Pulse

버텀 SW

레지스터
CH_EN Read_LDON

Fisrt

Pulse

Last

Pulse

Multi

Pulse

Erase

Pulse

Cooling

Pulse

Bottom

Pulse

CH_EN Read_L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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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SW

레지스터

Fisrt

Pulse

Last

Pulse

Multi

Pulse

Erase

Pulse

Cooling

Pulse

Bottom

Pulse

보조 SW

레지스터
CH_EN Read_LDON

Fisrt

Pulse

Last

Pulse

Multi

Pulse

Erase

Pulse

Cooling

Pulse

Bottom

Pulse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어부(101)에 구비되는 레지스터(105)는 피크 스위치(Peak SW)에 대한 8비트 데이

터를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 이레이즈 스위치(Erase SW)에 대한 8비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 쿨링 스

위치(Cooling SW, 또는 bias 2 SW라고도 함)에 대한 8비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 버텀 스위치(Bottom 

SW, 또는 bias 3 SW라고도 함)에 대한 8비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 리드 스위치(Read SW)에 대한 8비

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 보조 스위치(Auxiliary SW)에 대한 8비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 피크 스위치는 피크 레지스터로, 상기 이레이즈 스위치는 이레이즈 레지스터로, 쿨링 스위치는 쿨링 레

지스터로, 상기 버텀 스위치는 버텀 레지 스터로, 리드 스위치는 리드 레지스터로, 보조 스위치는 보조 레지스터로 정

의할 수 있다.

상기 피크 스위치는 제어신호 발생부(115)에서 발생되는 피크 제어신호(Peak control signal)의 발생 여부 및 펄스 

형태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이다. 상기 이레이즈 스위치는 제어신호 발생부(115)에서 발생되는 이레이즈 제어신호(Er

ase control signal)의 발생 여부 및 펄스 형태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이다. 상기 쿨링 스위치는 제어신호 발생부(115)

에서 발생되는 쿨링 제어신호(Cooling control signal)의 발생 여부 및 펄스 형태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이다. 상기 버

텀 스위치는 제어신호 발생부(115)에서 발생되는 버텀 제어신호(Bottom control signal)의 발생 여부 및 펄스 형태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이다. 상기 리드 스위치는 제어신호 발생부(115)에서 발생되는 리드 제어 신호(Read control sign

al)의 발생 여부 및 펄스 형태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이다. 상기 보조 스위치는 제어신호 발생부(115)에서 발생되는 보

조 제어 신호(Auxiliary control signal)의 발생 여부 및 펄스 형태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이다.

상기 레지스터 군(105)의 각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비트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제어신호 발생부(115)에서의 제

어신호 발생여부 및 발생되는 제어신호의 펄스 형태를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표 1에 정의된 것을 토대로 할 경우

에, 각 레지스터의 최상위 비트인 비트 7(Bit 7)은 채널 인에이블 여부를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각 레지스터의 비

트 6(Bit 6)은 리드 레이저 다이오드 온(Read_LD ON)신호의 전송여부를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각 레지스터의 

비트 5(Bit 5)는 퍼 스트 펄스(Fist pulse)의 전송여부를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각 레지스터의 비트 4(Bit 4)는 

라스트 펄스(Last pulse)의 전송여부를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각 레지스터의 비트 3(Bit 3)은 멀티 펄스의 전송

여부를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각 레지스터의 비트 2(Bit 2)는 이레이즈 펄스(Erase pulse)의 전송여부를 제어하

기 위한 데이터이다. 각 레지스터의 비트 1(Bit 1)은 쿨링 펄스(Cooling pulse)의 전송여부를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이

다. 각 레지스터의 비트 0(Bit 0)은 버텀 펄스(Bottom pulse)의 전송여부를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상기 비트 인

에이블 여부는 해당되는 제어신호의 발생여부를 제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피크 스위치의 상기 비트 7, 비트 5, 비트 4, 비트 3이 액티브 상태로 설정되면, 제어신호 발생부(115)는 

피크 제어신호를 발생하게 되고, 발생되는 피크 제어신호는 퍼스트 펄스, 라스트 펄스 및 멀티 펄스로 구성된다. 상기 

액티브 상태(비트 7)가 '0'인 경우에는 제어신호 발생부(115)의 피크 제어신호를 디스에이블(Disable)시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주 제어부(미 도시됨)는 입력되는 NRZI에 동기되어 광 매체의 리드인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나 그 이외 현재 사

용되는 광 매체의 타입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되는 광 매체(170)의 타입을 분석하고, 현재 광 

기기가 구동되는 배속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후,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제어부(101)가 현재 사용되는 광 매체(170)의

타입과 배속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주 제어부(미 도시됨)에서 이루어지는 광 매체의 타입 분석 및 배

속 분석은 기존의 알려진 방식을 이용한다.

NRZI 검출부(110)는 NRZI가 입력되면, 현재 광 매체(170)상에 형성될 기록 마크에 대한 정보와 상기 기록 마크와 전

(前) 스페이스 크기 조합에 대한 정보 및 기록 마크와 후(後) 스페이스 크기 조합에 대한 정보를 검출하여 제어신호 발

생부(115)로 전송한다.

제어신호 발생부(115)는 제어부(101)로부터 제공되는 레지스터 군(105)에 저장된 데이터, 현재 사용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배속에 대한 정보와 NRZI 검출부(110)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현재 형성될 기록 마크와 전/후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에 따라 퍼스트 펄스의 상승 에지를 가변하고 라스트 펄스의 하강 에지를 가변시키면서 LD 구동부(150)의 채널

을 인에이블 시키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한다.

발생 가능한 제어신호는 6개의 제어신호 중 적어도 하나의 제어신호가 될 수 있다. 상기 6개의 제어신호는 피크 제어 

신호, 이레이즈 제어신호, 쿨링 제어신호, 버텀 제어 신호, 리드 제어신호, 보조 제어신호이다. 상기 이레이즈 제어신

호는 사용되는 광 매체에 따라 바이어스 1 제어신호라고도 한다. 상기 쿨링 제어신호는 사용되는 광 매체에 따라 바이

어스 2 제어신호라고도 한다. 상기 버텀 제어신호는 사용되는 광 매체에 따라 바이어스 3 제어신호라고도 한다.

제어신호 발생부(115)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된다. 도 2를 참조하면, 제어신호 발생부(115)는 기록펄스 발

생 조건 설정부(200), 멀티펄스 결정부(205), 펄스 발생기 군(210)과 매트릭스 회로(220)로 구성된다.

기록펄스 발생 조건 설정부(200)는 제어부(101)로부터 제공되는 현재 사용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배속에 대한 정보

를 토대로 발생될 기록펄스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펄스들의 종류 및 펄스들의 상승에지와 하강에지에 대한 조건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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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설정된 기록펄스 발생 조건 정보는 펄스 발생기 군(210)으로 제공된다.

멀티 펄스 결정부(205)는 제어부(101)로부터 제공되는 현재 사용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배속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멀티 펄스 구간을 논 멀티 펄스 타입으로 발생할 것인지 멀티 펄스 타입으로 발생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논 멀

티 펄스 타입으로 결정한 경우에, 발생될 논 멀티 펄스타입의 상승에지(또는 시작 점(start point))와 하강 에지(종료

점(end point))를 4종류로 구분하고, 어떠한 타입으로 발생할 지를 결정한다.

상기 4 종류의 논 멀티 펄스 타입은 도 3의 (j), (k), (l), 및 (m)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즉, LD(160)에서 

출력되는 기록펄스의 파형이 도 3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을 때, 도 3의 (i)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멀티 펄스의 시작점이 

상기 퍼스트 펄스의 시작점(Tsfp)과 일치하고 종료점이 상기 라스트 펄스의 종료점(Telp)과 일치하는 제 1 논 멀티 

펄스, 도 3의 (j)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멀티 펄스의 시작점이 상기 퍼스트 펄스의 종료점(Tefp)과 일치하고 종료점이 

상기 라스트 펄스의 시작점(Tslp)과 일치하는 제 2 논 멀티 펄스, 도 3의 (k)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멀티 펄스의 시작점

이 상기 퍼스트 펄스의 시작점(Tsfp)과 일치하고 종료점이 상기 라스트 펄스의 시작점(Tslp)과 일치하는 제 3 논 멀

티 펄스, 및 도 3의 (l)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작점이 상기 퍼스트 펄스의 종료점(Tefp)과 일치하고 종료점이 상기 라

스트 펄스의 종료점(Telp)과 일치하는 제 4 논 멀티 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멀티 펄스 결정부(205)는 상기 4개의 논 

멀티 펄스 타입중 하나의 펄스 타입을 결정한다.

또한, 멀티 펄스 결정부(205)에서 채널 클록내에서 하이로 시작하는 온 스타트 멀티 펄스가 발생되도록 결정하거나 

채널 클록내에서 로우로 시작하는 오프 스타트 멀티 펄스가 발생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멀티 펄스 결정부(205)에서 결정된 정보는 펄스 발생기 군(210)으로 제공된다.

펄스 발생기 군(210)은 기록 펄스 발생 조건 설정부(200)로부터 제공되는 기록 펄스 발생 조건 정보와 멀티 펄스 결

정부(205)로부터 제공되는 멀티 펄스 발생 조건 정보와 NRZI 검출부(110)로부터 제공되는 현재 형성될 기록 마크에 

대한 정보 및 전후 스페이스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기록 펄스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펄스들을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이를 위하여 펄스 발생기 군(210)은 리드 레이저 다이오드 온(Read_LD ON) 펄스 발생기(211), 버텀 펄스 발생기(21

2), 쿨링 펄스 발생기(213), 이레이즈 펄스 발생기(214), 멀티 펄스 발생기(215), 라스트 펄스 발생기(216), 퍼스트 펄

스 발생기(217)로 구성된다. 각 펄스 발생기들(211∼214, 216, 217)은 기록 펄스 발생 조건 설정부(200)로부터 제공

되는 조건 정보와 NRZI 검출부(110)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 해당되는 펄스의 시작점(시작 위치)과 종료점(종료

위치)을 결정하여 펄스를 발생한다.

즉,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되는 NRZI가 도 3의 (a)와 같고, LD(160)에서 발생되는 기록 펄스가 도 3의 (b)와 

같을 때, Read-LD ON 펄스 발생기(211)는 계속 하이(1) 상태를 유지하는 펄스를 발생한다. 버텀 펄스 발생기(212)

는 도 3의 (h)와 같은 펄스를 발생한다. 쿨링 펄스 발생기(213)는 도 3의 (i)와 같은 펄스를 발생한다. 이레이즈 펄스 

발생기(214)는 도 3의 (g)와 같은 펄스를 발생한다.

멀티 펄스 발생기(215)는 멀티 펄스 결정부(205)로부터 전송되는 결정된 결과에 따라 도 3의 (e)와 같은 멀티 펄스 

열 및 도 3의 (j)∼(m)과 같은 논 멀티 펄스중 하나를 발생한다. 멀티펄스 폭(MP)은 도 3의 (e)에 도시된 바와 같이 M

P=0.5 Tw, MP < 0.5Tw 및 MP>0.5Tw의 3가지 상태가 모두 선택되거나 3가지 상태중 하나의 상태가 또는 2개의 

상태가 동시에 선택될 수도 있다.

라스트 펄스 발생기(216)는 기록 펄스 발생 조건 설정부(200)로부터 제공되는 발생 조건에 따라 도 3의 (d)와 같은 

펄스를 발생한다. 퍼스트 펄스 발생기(217) 역시 기록 펄스 발생 조건 설정부(200)로부터 제공되는 발생 조건에 따라

도 도 3의 (c)와 같은 펄스를 발생한다. 이 때 발생되는 라스트 펄스의 폭(width)과 퍼스트 펄스의 폭은 광 매체의 타

입 및 배속에 따라 기록 펄스 발생 조건 설정부(200)에서 가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도 3의 (f)에 도시된 피크 펄스는 퍼스트 펄스 발생기(217), 라스트 펄스 발생기(216) 및 멀티 펄스 발생기(215)로부

터 발생되는 펄스들의 조합으로 형성된 것으로, 후술할 매트릭스 회로(220)에서 출력되는 피크 제어 신호가 이와 같

이 형성될 수 있다.

매트릭스 회로(220)는 제어부(101)로부터 제공되는 피크 스위치 레지스터, 이레이즈 스위치 레지스터, 쿨링 스위치 

레지스터, 버텀 스위치 레지스터, 리드 스 위치 레지스터, 보조 스위치 레지스터에 의해 펄스 발생기 군(210)으로부터

발생되는 펄스들의 전송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조합된 펄스들로 이루어진 제어신호를 LD 구동부(15

0)로 전송한다. 매트릭스 회로(208)로부터 출력될 수 있는 제어신호는 피크 제어신호, 이레이즈 제어신호, 쿨링 제어

신호, 버텀 제어신호, 리드 제어신호, 보조 제어신호이다.

매트릭스 회로(208)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될 수 있다. 즉, 도 4는 내부적으로는 하이 액티브(high active)

로 구동되고 출력되는 신호는 로우 액티브(low active)로 구동되도록 회로를 구성한 예로서, 6×7 매트릭스 구조로 

논리곱 소자(A1∼A42)를 연결하고, 제어부(101)로부터 전송되는 각 스위치 제어신호단위의 논리곱 소자들(A1∼A7,

A8∼A14, A15∼A21, A22∼A28, A29∼A35, A36∼A42)의 출력을 논리합 하는 논리소자들(OR 1∼OR 6), 해당되

는 스위치 제어신호의 최상위 비트(bit 7)와 해당되는 논리소자의 출력은 부 논리 곱하는 부 논리곱 소자들(NA1∼NA

6)로 구성된다.

따라서 Read_LD ON 펄스 발생기(211)로부터 발생되는 펄스는 제어부(101)내에 구비되어 있는 해당되는 레지스터(

105)의 비트 6 데이터가 입력되는 논리곱 소자(A7, A14, A21, A28, A35, A42)로 입력된다. 따라서, 제어부(101)의 

해당되는 레지스터(105)의 비트 6이 '0'이면, Read_LD ON 펄스 발생기(211)로부터 발생된 펄스는 해당되는 논리합 

소자(OR1∼OR6)로 전송된다.

버텀 펄스 발생기(212)로부터 발생되는 펄스는 제어부(101)내에 구비되어 있는 해당되는 레지스터(105)의 비트 0 

데이터가 입력되는 논리곱 소자(A6, A13, A20, A27, A34, A41)로 입력된다. 따라서 제어부(101)의 해당되는 레지

스터(105)의 비트 0가 '0'이면, 버텀 펄스 발생기(211)로부터 발생되는 펄스는 해당되는 논리합 소자(OR1∼OR6)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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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 펄스 발생기(213)로부터 발생되는 펄스는 제어부(101)내에 구비되어 있는 해당되는 레지스터(105)의 비트 1 

데이터가 입력되는 논리곱 소자(A5, A11, A19, A26, A33, A40)로 입력된다. 따라서 제어부(101)의 해당되는 레지

스터(105)의 비트 1이 '0'이면, 쿨링 펄스 발생기(213)로부터 발생되는 펄스는 해당되는 논리합 소자(OR1∼OR6)로 

전송된다.

이레이즈 펄스 발생기(214)로부터 발생되는 펄스는 제어부(101)내에 구비되어 있는 해당되는 레지스터(105)의 비트

2 데이터가 입력되는 논리곱 소자(A4, A11, A18, A25, A32, A39)로 입력된다. 따라서 제어부(101)의 해당되는 레

지스터(105)의 비트 2가 '1'이면, 이레이즈 펄스 발생기(214)로부터 발생되는 펄스는 해당되는 논리합 소자(OR1∼O

R6)로 전송된다.

멀티 펄스 발생기(215)로부터 발생되는 멀티 펄스 또는 논 멀티 펄스는 제어부(101)내에 구비되어 있는 해당되는 레

지스터(105)의 비트 3 데이터가 입력되는 논리곱 소자(A3, A10, A17, A24, A31, A38)로 입력된다. 따라서 제어부(

101)의 해당되는 레지스터(105)의 비트 3이 '1'이면, 멀티 펄스 발생기(215)로부터 발생되는 펄스는 해당되는 논리합

소자(OR1∼OR6)로 전송된다.

라스트 펄스 발생기(216)로부터 발생되는 펄스는 제어부(101)내에 구비되어 있는 해당되는 레지스터(105)의 비트 4

데이터가 입력되는 논리곱 소자(A2, A9, A16, A23, A30, A37)로 입력된다. 따라서 제어부(101)의 해당되는 레지스

터(105)의 비트 4가 '1'이면, 라스트 펄스 발생기(216)로부터 발생되는 펄스는 해당되는 논리합 소자(OR1∼OR6)로 

전송된다.

퍼스트 펄스 발생기(217)로부터 발생되는 펄스는 제어부(101)내에 구비되어 있는 해당되는 레지스터(105)의 비트 5

데이터가 입력되는 논리곱 소자(A1, A8, A15, A22, A29, A36)로 입력된다. 따라서 제어부(101)의 해당되는 레지스

터(105)의 비트 5가 '1'이면, 퍼스트 펄스 발생기(217)로부터 발생되는 펄스는 해당되는 논리합 소자(OR1∼OR6)로 

전송된다.

한편, 제어부(101)로부터 1행의 논리곱 소자(A1∼A7)로 입력되는 신호는 피크 스위치용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비트 데이터이고, 2행의 논리곱 소자(A8∼A14)로 입력되는 신호는 이레이즈 스위치용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비

트 데이터이고, 3행의 논리곱 소자(A15∼A21)로 입력되는 신호는 쿨링 스위치용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비트 데

이터이고, 4행의 논리곱 소자(A22∼A28)로 입력되는 신호는 버텀 스위치용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비트 데이터

이고, 5행의 논리곱 소자(A29∼A35)로 입력되는 신호는 리드 스위치용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비트 데이터이고, 

6행의 논리곱 소자(A36∼A42)로 입력되는 신호는 보조 스위치용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비트 데이터이다.

부 논리곱 소자(NA1)는 피크 스위치용 레지스터의 최상위 비트(bit 7)와 논리합 소자(OR1)의 출력을 부 논리곱하고, 

그 결과를 피크 제어신호로서 출력한다. 부 논리곱 소자(NA2)는 이레이즈 스위치용 레지스터의 최상위 비트(bit 7)와

논리 합 소자(OR2)의 출력을 부 논리곱하고, 그 결과를 이레이즈 제어신호로서 출력한다. 부 논리곱 소자(NA3)는 쿨

링 스위치용 레지스터의 최상위 비트(bit 7)와 논리합 소자(OR3)의 출력을 부 논리곱하고, 그 결과를 쿨링 제어신호

로서 출력한다. 부 논리곱 소자(NA4)는 버텀 스위치용 레지스터의 최상위 비트(bit 7)와 논리합 소자(OR4)의 출력을 

부 논리곱하고, 그 결과를 버텀 제어신호로서 출력한다. 부 논리곱 소자(NA5)는 리드 스위치용 레지스터의 최상위 비

트(bit 7)와 논리합 소자(OR5)의 출력을 부 논리곱하고, 그 결과를 리드 제어신호로서 출력한다. 부 논리곱 소자(NA6

)는 보조 스위치용 레지스터의 최상위 비트(bit7)와 논리합 소자(OR6)의 출력을 부 논리곱하고, 그 결과를 보조 제어

신호로서 출력한다.

상기 매트릭스 회로(208)에 사용된 로직 회로는 제어부(101)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들의 비트 데이터의 조건에 따라

변경되거나 동일한 역할을 하는 다른 로직게이트 또는 아날로그 스위치로 구성할 수 있으며, 매트릭스의 크기도 구성

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조절될 수 있다.

전류 제공부(120)는 가변 이득 증폭기(Variable Gain Amplifier, 이하 VGA라고 약함)(121), 제 1 내지 제 5 샘플 am

p; 홀드(S/H)(122_1∼122_5), 제 1 내지 제 5 전송수단(123∼127), 제 1 내지 제 5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이하 D

AC라고 약함)(128∼132)로 구성된다. 이러한 전류 제공부(120)는 기존의 광 기기에서 자동 파워 제어(APC) 블록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류 제공부(120)는 LD 구동부(150)로 전압을 제공하는 전압 제공부로 구성하는 것이 가

능하다.

가변 이득 증폭기(121)는 포토 다이오드(140)에서 발생된 전류 신호를 소정 의 이득으로 증폭하고, 전압 신호로 변환

한다.

제 1 내지 제 5 샘플 amp; 홀드(122_1∼122_5)는 가변이득 증폭기(121)의 출력신호중 제어신호에 의해 지정된 구

간의 신호만을 샘플링하고 홀드하여 해당되는 전송수단(123∼127)으로 전송한다. 상기 제어신호는 제어부(101)로부

터 제공된다. 예를 들어 제 1 샘플 amp; 홀드(122_1)는 제어신호에 의해 가변이득 증폭기(121)에서 출력되는 신호중

리드(read) 구간의 신호만을 샘플링하고 홀드하여 제 1 전송수단(123)으로 전송한다. 제 2 샘플 amp; 홀드(122_2)는

제어신호에 의해 가변이득 증폭기(121)에서 출력되는 신호중 피크 레벨( 퍼스트 레벨+ 멀티 레벨 + 라스트 레벨) 구

간의 신호만을 샘플링하고 홀드한 신호는 제 2 전송수단(124)으로 전송된다. 제 3 샘플 amp; 홀드(122_3)는 제어신

호에 의해 가변 이득 증폭기(121)에서 출력되는 신호중에서 이레이즈 레벨 구간의 신호만을 샘플링하고, 홀드한 신호

는 제 3 전송수단(125)으로 전송된다. 제 4 샘플 amp; 홀드(122_4)는 제어신호에 의해 가변이득 증폭기(121)에서 출

력되는 신호중 쿨링(Cooling Level) 구간의 신호만을 샘플링하고 홀드한 신호는 제 4 전송수단(126)으로 전송된다. 

제 5 샘플 amp; 홀드(122_5)는 제어신호에 의해 가변이득 증폭기(121)에서 출력되는 신호중 버텀 레벨(Bottom Lev

el) 구간의 신호만을 샘플링하고 홀드한 신호는 제 5 전송수단(127)으로 전송된다.

제 1 내지 제 5 전송 수단(123∼127)은 제어부(101)로부터 전송되는 제어신호에 의해 인에이블 상태가 제어되고, 제

1 내지 제 5 샘플 amp; 홀드(122_1∼122_5)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에 의해 LD(150)의 출력 파워를 제어하기 위한 각

채널별 전 류의 디지털 데이터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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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 1 내지 제 5 전송 수단(123∼127)은 구성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조절될 수 있으며 하나의 샘플링 

amp; 홀드와 하나의 전송 수단만을 이용하여 필요한 채널 수만큼 순차적으로 사용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제 1 내지 제 5 전송 수단(123∼127)은 업/다운 카운터(미 도시됨), 멀티플렉서(미 도시됨) 및 필터링 수단(미 도시됨

)들로 구성될 수 있다. 만약 제 1 내지 제 5 전송수단(123∼127)이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되고, 해당되는 샘플 amp; 

홀드로부터 출력된 신호와 기준신호를 비교하여, 샘플 amp; 홀드된 신호가 크다면 업/다운 카운터(미 도시됨)는 다운

카운팅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값은 출력 파워를 제어하기 위한 각 채널별 전류의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출력된다. 출력

된 신호는 DAC(128~132)로 전송된다. 반대로 해당되는 샘플 amp; 홀드로부터 출력된 신호와 기준신호를 비교하여,

샘플 amp; 홀드된 신호가 작다면 업/다운 카운터(미 도시됨)는 업 카운팅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값은 출력 파워를 제어

하기 위한 각 채널별 전류의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출력된다. 출력된 신호는 DAC(128~132)로 전송된다. 멀티플렉서

(미 도시됨)는 제어부(101)에 의해 제어되어 다운 카운팅된 결과와 가변 이득 증폭기(121)에서 증폭된 전압중 하나를

선택하여 ADC(미 도시됨) 후 필터링 수단(미 도시됨)으로 전송한다. 필터링 수단(미 도시됨)은 상기 멀티플렉서(미 

도시됨)로부터 출력되는 신호가 원하는 값을 갖도록 필터링하여 출력한다.

제 1 내지 제 5 DAC(128∼132)는 제 1 내지 제 5 전송수단(123∼127)으로부터 전송되는 값을 아날로그 신호(전류 

형태를 갖는 신호)로 변환하여 LD 구동부(150)로 전송한다. 제 1 DAC(128)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리드 전류(Read c

urrent)이다. 제 2 DAC(129)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는 피크 전류(Peak Current)이다. 제 3 DAC(130)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는 이레이즈 전류(Erase Current)이다. 제 4 DAC(131)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는 쿨링 전류(Cooling Current)이

다. 제 5 DAC(132)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는 버텀 전류(Bottom Current)이다. 만약 전류 제공부(120)가 전압 제공부

로 구현된 경우에 제 1 내지 제 5 DAC(128∼132)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는 전압 형태를 갖는 신호가 된다.

또한, 전류 제공부(120)는 이레이즈 전류가 전송되는 채널에 분압 저항(R1, R2)을 연결하여 이레이즈 전류가 출력되

는 채널의 전압을 분압하도록 한다. 그리고, 저항(R1, R2)간의 사이 접점(A)을 LD 구동부(150)에 연결하여 보조 전류

(auxiliary current)가 LD 구동부(150)로 입력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적으로 별도의 연산수단이나 DAC를 

구비하지 않아도 LD 구동부(150)로 입력되는 LD의 자동 파워 제어용 전류 수가 하나 더 증가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압을 분압하는 수단을 원하는 채널과 LD 구동부(150)에 연결시켜, LD의 자동 파워 제어용 전류 수를 증가시

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리드 전류(Read Current)가 출력되는 채널에 상술한 분압 저항을 연결할 수도 있다.

포토 다이오드(140)는 광 매체(170)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수광하는 수광 수단이다.

LD 구동부(150)는 제어신호 발생부(115)로부터 인가되는 제어신호에 따라 전류 제공부(120)로부터 제공되는 전류

중 해당 전류를 선택하고, 선택된 전류를 가산 후 증폭하여 LD(160)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LD(160)는 원하는 레벨

을 갖는 기록 펄스에 대응되는 빛을 광 매체(170)로 방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현재 사용되는 광 매체의 종류와 배속에 따라 기록 마크의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별로 기록 펄스의 레벨을

증감시키거나 유지하도록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멀티 펄스 및 이레이즈(erase) 구간(기록 스페이스 구간)에 대해서도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별로 기록 펄스의 레벨을 증감시키거나 유지하도록 조절할 수도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각 광 매체별로 기록 펄스의 레벨이 변형된 예의 일부를 도시한 것이다. 이는 전체 발생 가능한

기록 펄스 조합 수는 매트릭스 회로(220)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매트릭스 회로(220)의 크기는 발생

을 원하는 기록펄스의 조합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트릭스 회로(220)는 발생을 원하는 기록 펄

스의 조합 수에 따라 가변될 수 있다.

도 5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NRZI가 입력될 경우에, LD(160)에서 발생되는 DVD-RAM의 기본 기록 펄스는 도 5

의 (b)에 도시된 바와 같다. 그러나, 본원 발명에 따라 DVD-RAM의 기록 펄스는 도 5의 (c)와 같이 피크 펄스, 멀티 

펄스, 라스트 펄스 구간을 일정 레벨만큼 증가되도록 변형시킬 수 있다. 즉, 피크 펄스 구간과 라스트 펄스 구간의 기

록 펄스의 레벨은 증가되고, 멀티 펄스 열의 기록 펄스의 레벨은 감소되도록 변형시킬 수 있다.

또한, DVD-R의 기본 기록 펄스는 도 5의 (d)와 같다. 이러한 DVD-R의 기록 펄스를 본 발명에 따라 도 5의 (e)와 같

이 피크 펄스 구간의 기록 펄스의 레벨은 증가시키고 라스트 펄스 구간의 기록 펄스의 레벨은 감소시키고 멀티 펄스 

열의 구간은 기준 레벨을 유지하도록 변형시키거나 도 5의 (f)와 같이 피크 펄스 구간과 라스트 펄스 구간은 증가시키

고, 멀피 펄스 구간은 논 멀티펄스 형태로 발생시키면서 일정 레벨 감소되도록 변형시킬 수 있다. 또한, 도 5의 (g)와 

같이 멀티펄스 구간은 논 멀티형태로 발생되도록 제어하면서 라스트 펄스 구간만 일정 레벨 증가되도록 기록 펄스를 

변형시킬 수 있다.

DVD-RW의 기본 기록 펄스는 도 5의 (h)와 같다. 이러한 기록 펄스를 본 발명에 따라 도 5의 (i)와 같이 퍼스트 펄스

와 라스트 펄스 구간 및 쿨링 펄스 구간을 각각 일정 레벨 증가되도록 변형시킬 수 있다.

DVD+RW의 기본 기록 펄스가 도 5의 (j)와 같을 때, 본 발명에 따라 도 5의 (k)와 같이 퍼스트 펄스 구간과 라스트 펄

스 구간은 일정 레벨만큼 감소시키고, 쿨링 펄스구간은 일정 레벨만큼 증가되도록 변형시킬 수 있다.

CD-RW의 기본 기록 펄스가 도 5의 (l)과 같을 때, 본 발명에 따라 도 5의 (m)과 같이 퍼스트 펄스 구간은 일정 레벨

만큼 증가시키고, 라스트 펄스 구간은 일정 레벨만큼 감소시키고, 쿨링 펄스 구간은 일정 레벨만큼 증가되도록 변형

시킬 수 있다.

CD-R의 기본 기록 펄스가 도 5의 (n)과 같을 때, 본 발명에 따라 도 5의 (o)와 같이 퍼스트 펄스 구간의 기록 펄스의 

레벨은 감소시키고 라스트 펄스 구간의 기록 펄스 레벨은 증가되도록 변형시키거나 도 5의 (p)와 같이 라스트 펄스 

구간의 기록 펄스의 레벨을 감소시키고 다른 구간의 기록 펄스의 레벨은 일정하게 유지되 도록 변형시킬 수 있다.

또한, 도 5의 (q)와 같이 기타 변형 예도 가능하게 된다. 도 5의 (q)는 퍼스트 펄스 구간과 라스트 펄스 구간의 기록 펄

스의 레벨만 감소시키고 멀티 펄스 구간은 논 멀티 펄스 형태로 기록 펄스를 발생시키거나 논 멀티 펄스 형태로 발생

되는 멀티 펄스 구간의 기록 펄스의 레벨만 증가되도록 기록 펄스를 발생시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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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증감 량이 대체적으로 일정하게 변형되는 예를 도시하였다. 그러나, 제어신호 발생부(115)에서 발생되는 제어

신호의 펄스 형태와 제어신호의 수 조절과 LD 구동부(150)로 입력되는 전류의 수를 상기 분압 수단을 이용하여 증가

시켜 기록 펄스 레벨의 증감 량을 가변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다양한 광 매체에 적합한 기록 펄스 발생 방법의 동작 흐름 도이다.

제 601 단계에서 현재 사용하는 광 매체의 종류 및 배속을 파악한다. 이는 종래의 알려진 방식을 이용한다.

제 602 단계에서 현재 사용하는 광 매체 상에 현재 마킹하고자 하는 기록 마크의 기록 펄스 레벨을 결정한다. 이 때, 

기록 펄스의 레벨 결정은 상기 제어부(10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록 마크의 각 구간별 기준 레벨을 토대로 기록 펄

스 레벨의 증감여부 및 증감 량을 고려하여 수행된다. 결정된 기록 펄스 레벨을 토대로 레지스터 군(105)의 값이 설정

된다. 레지스터 군(105)에 설정되는 값은 후술할 펄스들의 조합 조건에 해당된다.

제 603 단계에서 멀티 펄스의 형태를 결정한다. 멀티 펄스의 형태 결정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다. 즉, 제 701 단계

에서 멀티 펄스 구간을 논 멀티 펄스로 발생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현재 장착된 광 매체의 타입 및 배

속에 의해 결정된다. 즉, 광 매체의 타입 및 배속에 의해 제 701 단계에서 논 멀티 펄스인 것으로 판단되면, 제 702 단

계에서 광 매체의 타입 및 배속에 따라 4종류의 논 멀티 펄스중 하나를 선택한다. 4 종류의 논 멀티 펄스의 형태는 상

술한 도 2의 멀티 펄스 결정부(205)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제 702 단계에서 4 종류의 논 멀티 펄스의 형태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면, 제 703 단계에서 선택된 논 멀티 펄스로 멀

티 펄스 구간의 펄스 형태를 결정한다.

반면에, 제 701 단계에서 멀티 펄스구간의 펄스 형태가 논 멀티 펄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제 704 단계에서 온 스

타트 멀티 펄스 타입인지를 체크한다. 체크결과, 온 스타트 멀티 펄스 타입이면, 제 705 단계에서 멀티펄스 구간의 펄

스 형태를 온 스타트 멀티펄스 타입으로 결정한다. 이 때, 멀티펄스 폭은 광 매체의 종류, 배속 및 기록 마크의 크기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 704 단계에서 멀티 펄스의 형태가 온 스타트 멀티 펄스 타입이 아닌 경

우에, 제 706 단계에서 멀티펄스 구간의 펄스 형태를 오프 스타트 멀티펄스 타입으로 결정한다. 이 때, 멀티펄스 폭은

광 매체의 종류, 배속 및 기록 마크의 크기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 604 단계에서 상기 제 602 단계에서 결정된 기록 펄스 레벨 및 상기 제 603 단계에서 결정된 멀티펄스 형태를 갖

는 기록 펄스를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펄스를 조합하여 LD 구동부(150)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한다. 이 

때 펄스들의 조합은 레지스터 군(105)에 설정된 값에 의해 이루어진다.

발생된 제어신호로 제 604 단계에서 LD를 구동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채널별 전류의 전송여부를 제어한다.

제 605 단계에서 전송 결정된 채널별 전류를 가산한 전류로 LD(160)를 구동시킨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에 의하면, 다양한 광 매체와 다양한 배속에 적합한 기록 펄스를 발생함으로써, 광 매체의 타입과 배속

에 대한 광 기기의 호환성을 증대시켜 어떠한 광 매체나 배속에서도 최적의 기록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광 매체 타입과 배속에 따라 멀티 펄스 구간을 복수의 논 멀티 펄스, 온 스타트 멀티 펄스 및 오프 스타트 멀티 

펄스 형태 중 하나의 펄스 형태로 발생하도록 제어할 수 있어 좀더 다양한 기록 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기록 펄스의 레벨 증감이 용이하여 향후 필요하게 될지 모르는 임의의 기록 펄스의 생성도 가능하므로, 하나

의 광 기기를 이용하여 수용할 수 있는 광 매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별도의 하드웨어적인 채널 경로를 추가하지 않고, LD구동부로 인가되는 자동 파워 제어용 전류의 수를 늘림

으로써, 기록 펄스의 레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 내에서 당업 자에 의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따

라서, 본 발명에서 권리를 청구하는 범위는 상세한 설명의 범위 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후술하는 청구범위로 정

해질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매체에 적합한 기록 펄스 발생장치에 있어서,

기록 펄스에 해당되는 빛을 상기 광매체로 방사하는 발광소자;

채널별 파워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발광소자를 구동시키는 발광 소자 구동부; 및

상기 광 매체의 타입 및 현재 배속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상기 기록 펄스의 멀티 펄스 구간의 펄스 타입을 논 멀티 펄

스 타입과 멀티 펄스 타입중 어느 하나로 결정하고, 결정된 펄스 타입을 갖는 기록펄스를 토대로 상기 발광소자 구동

부로 입력되는 채널별 파워 제어신호의 전송여부를 제어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신호 발생부를 포함하는 기록 펄

스 발생장치.

청구항 2.
광 매체에 적합한 기록 펄스 발생장치에 있어서,

기록 펄스에 해당되는 빛을 상기 광 매체로 방사하는 발광소자;

채널별 파워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발광소자를 구동시키는 발광소자 구동부;

현재 사용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현재 설정된 배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어부; 및

상기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광 매체의 타입 및 배속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멀티 펄스 구간에서 발생될 멀티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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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형태를 결정하고, 결정된 멀티 펄스의 형태를 갖는 기록 펄스를 토대로 상기 발광소자 구동부로 입력되는 채널별

파워 제어신호의 전송여부를 제어하는 신호를 상기 발광 소자 구동부로 발생하는 제어신호 발생부를 포함하는 기록 

펄스 발생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 발생부는 상기 멀티 펄스 구간에서 발생될 멀티 펄스의 형태를 논 멀티 펄스 타입과

멀티 펄스 열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펄스 발생 장치.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 발생부는 상기 멀티 펄스 구간에서 발생될 멀티 펄스의 형태를 복수의 논 멀티 펄스

타입과 복수의 멀티 펄스 열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펄스 발생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논 멀티 펄스 타입은 상기 기록 펄스에 포함되는 퍼스트 펄스의 상승에지 및 하강 에

지와 상기 기록펄스에 포함되는 라스트 펄스의 상승 에지 및 라이징 에지를 이용하여 구분되고, 상기 복수의 멀티 펄

스 열 타입은 채널 클럭내에서 하이로 시작하는지 로우로 시작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펄스

발생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퍼스트 펄스와 라스트 펄스의 폭은 상기 광 매체의 타입 또는/ 및 배속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

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펄스 발생장치.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 발생부는 상기 발광 소자에서 발생되는 기 록펄스의 상기 멀티 펄스 구간의 전 구간

의 레벨 또는 일부 구간별로 레벨을 가변시키기 위한 제어신호를 상기 발광 소자 구동부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펄스 발생장치.

청구항 8.
광 매체에 적합한 기록 펄스 발생장치에 있어서,

기록 펄스에 해당되는 빛을 상기 광 매체로 방사하는 발광소자;

상기 기록 펄스의 레벨에 따라 상기 발광소자를 구동시키는 발광소자 구동부;

현재 사용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현재 설정된 배속에 따라 상기 광 매체의 기록 마크 및/또는 기록 스페이스의 전 구

간 또는 일부 구간별로 기록 펄스의 레벨을 설정하고, 상기 기록 펄스가 설정된 레벨을 갖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및

상기 제어부에 의해 제어되어 상기 광 매체로 발생되는 기록 펄스의 레벨을 기록 마크 및/또는 기록 스페이스의 구간

별로 가변시키기 위한 제어 신호를 상기 발광 소자 구동부로 발생하는 제어신호 발생부를 포함하는 기록 펄스 발생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기록 펄스의 레벨을 상기 일부 구간별로 설정되어 있는 기준 레벨보다 상기 기

록 펄스의 레벨이 증가 또는 감소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펄스 발생장치.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기록 마크내의 제 1 일부 구간의 기록 펄스의 레벨은 상기 제 1 일부 구간의 기

준 레벨보다 증가, 감소 및 유지하는 것중 어느 하나의 상태가 되도록 상기 기록 펄스의 레벨을 설정하고, 상기 기록 

마 크내의 제 2 일부 구간의 기록 펄스의 레벨은 상기 제 2 일부 구간의 기준 레벨보다 감소, 증가 및 유지하는 것중 

어느 하나의 상태가 되도록 상기 기록 펄스의 레벨을 설정하고, 상기 기록 마크의 제 3 일부 구간의 기록 펄스의 레벨

은 상기 제 3 일부 구간의 기준 레벨을 유지, 증가, 및 감소중 어느 하나의 상태가 되도록 상기 기록 펄스의 레벨을 설

정하는 기록 펄스 발생장치.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기록 마크내에 존재하는 복수의 일부 구간중 적어도 하나의 일부 구간의 기록 

펄스의 레벨이 해당되는 기준 레벨보다 증가되거나 감소되도록 상기 기록 펄스의 레벨을 설정하는 기록 펄스 발생장

치.

청구항 12.
광 매체에 적합한 기록 펄스 발생장치에 있어서,

기록 펄스에 해당되는 빛을 상기 광 매체로 방사하는 발광 소자;

상기 기록 펄스가 현재 사용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현재 설정된 배속에 따라 결정된 형태로 발생되도록 상기 발광 소

자를 구동시키는 구동부;

상기 광 매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수광하는 수광부;

상기 발광소자에서 필요한 파워를 자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상기 수광부의 출력신호와 소정의 기준 전압을 이용

하여 채널별로 파워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를 상기 구동부로 제공하는 파워 제어 신호 제공부;

상기 현재 사용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현재 설정된 배속에 따라 상기 광 매체상에 형성되는 기록 마크 및/또는 기록 

스페이스의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에서 상기 기록 펄스의 레벨이 가변적으로 조절되도록, 상기 구동부로 입력되는 

채널별 파워 제어신호의 전송여부를 제어하는 신호를 상기 구동부로 발생하는 제어신호 발생부;

상기 현재 사용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현재 설정된 배속에 따라 상기 제어신호 발생부에서의 제어신호 발생여부 및 

발생되는 제어신호의 펄스 형태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기록 펄스 발생장치.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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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 발생부는,

상기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배속 정보에 따라 기록 펄스의 발생 조건을 설정하는 기록 펄스 발생 

조건 설정부;

상기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광 매체의 타입 및 배속 정보에 따라 멀티 펄스 구간의 펄스 형태를 결정하는 멀티 펄스 

결정부;

상기 기록 펄스 발생 조건 설정부와 상기 멀티 펄스 결정부에서 각각 출력되는 신호 및 현재 기록 마크에 대한 제 1 

정보와 상기 기록 마크의 전후 스페이스에 대한 제 2 정보를 토대로 상기 기록 펄스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펄스들을 

독립적으로 생성하는 펄스 생성기 군;

상기 제어부에 의해 제어되어 상기 펄스 생성기 군에서 생성되는 펄스들중 필요한 펄스를 선택하여 상기 제어신호를 

구성하고, 발생하는 제어신호 발생회로를 포함하는 기록 펄스 발생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펄스 생성기 군은,

상기 제 1 정보, 상기 제 2 정보 및 상기 기록 펄스 발생 조건 설정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에 따라 시작점과 종료점이 

결정된 리드 레이저 다이오드 온(Read_LD ON) 펄스를 발생하는 제 1 펄스 발생기,

상기 제 1 정보, 제 2 정보 및 상기 기록 펄스 발생 조건 설정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에 따라 시작점과 종료점이 결정

된 버텀(바이어스 3) 펄스를 발생하는 제 2 펄스 발생기,

상기 제 1 정보, 제 2 정보 및 상기 기록 펄스 발생 조건 설정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에 따라 시작점과 종료점이 결정

된 쿨링(바이어스 2) 펄스를 발생하는 제 3 펄스 발생기,

상기 제 1 정보, 제 2 정보 및 상기 기록 펄스 발생 조건 설정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에 따라 시작점과 종료점이 결정

된 이레이즈(바이어스 1) 펄스를 발생하는 제 4 펄스 발생기,

상기 제 1 정보, 제 2 정보 및 상기 멀티 펄스 결정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에 따라 시작점과 종료점이 결정된 멀티 펄

스 열 및 논 멀티 펄스 타입 중 하나를 발생하는 제 5 펄스 발생기,

상기 제 1 정보, 제 2 정보 및 상기 기록 펄스 발생 조건 설정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에 따라 시작점과 종료점이 결정

된 라스트 펄스를 발생하는 제 6 펄스 발생기,

상기 제 1 정보, 제 2 정보 및 상기 기록 펄스 발생 조건 설정부로부터 출력 되는 신호에 따라 시작점과 종료점이 결정

된 퍼스트 펄스를 발생하는 제 7 펄스 발생기를 포함하는 기록 펄스 발생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 발생회로는,

상기 기록 마크 및/또는 기록 스페이스의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별로 상기 기록 펄스의 레벨이 해당 구간에서의 기준

레벨보다 증가되거나 감소되도록 상기 기록 펄스의 레벨을 가변 시키기 위하여, 상기 제 1 내지 제 7 펄스 발생기로부

터 발생되는 펄스들에 대한 전송여부를 상기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제어신호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상기 결

정에 따라 얻은 적어도 하나의 제어신호를 상기 구동부로 발생하는 매트릭스 회로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

록 펄스 발생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제어신호는 상기 광 매체의 타입 및 배속이 변경될 때마다 업데이트 

되는 피크 레지스터, 이레이즈 레지스터, 쿨링 레지스터, 버텀 레지스터, 읽기 레지스터, 보조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

는 비트 정보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레지스터 단위로 비트 정보들을 저장한 레지스터 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매트릭스 회로는 상기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기록 마크의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의 기

록 펄스의 레벨이 소정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파워 제어 신호의 량만큼 증가되거나 감소되도록 상기 펄스 발생기 군

에서 발생되는 펄스를 조합한 복수의 제어신호를 상기 구동부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기록 펄스 발생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릭스 회로로부터 출력 가능한 제어신호는 피크 제어신호, 이레이즈(바이어스 1) 제어신

호, 쿨링(바이어스 2) 제어신호, 버텀(바이어스 3) 제어신호, 리드 제어신호, 보조(auxiliary) 제어신호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펄스 발생장치.

청구항 18.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펄스 결정부는 상기 광 매체의 타입 및 배속에 따라 상기 기록 펄스에 포함될 퍼스트 펄

스의 상승에지 및 하강 에지와 상기 기록 펄스에 포함될 라스트 펄스의 상승에지 및 하강에지를 이용하여 상기 논 멀

티 펄스의 시작점과 종료점을 가변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펄스 발생장치.

청구항 19.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제어신호 제공부는 적어도 하나의 채널에 전압을 분압할 수 있는 수단을 연결하고, 상

기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파워 제어신호가 상기 구동부의 보조 파워 제어신호로서 제공되도록 구성되어 상기 발광

소자의 자동 파워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파워 제어신호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펄스 발생장치.

청구항 20.
발광 소자를 이용하여 상기 광 매체에 적합한 기록 펄스를 발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광 매체의 타입과 현재 설정되어 있는 배속에 따라 상기 발광소자로부터 발생되는 기록 펄스의 멀티 

펄스 구간의 펄스 형태를 논 멀티 펄스 타입과 멀티 펄스 타입중 하나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타입을 갖는 기록펄스가 상기 발광소자로부터 발생되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록 펄스 발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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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청구항 21.
발광 소자를 이용하여 상기 광 매체에 적합한 기록 펄스를 발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광 매체의 타입과 현재 설정되어 있는 배속에 따라 상기 발광 소자로부터 발생되는 기록 펄스에 포함

되는 멀티 펄스 구간의 펄스 형태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펄스 형태를 갖는 기록 펄스에 해당되는 빛이 상기 발광 소자로부터 발생되도록 상기 발광 소자를 구동

시키기 위한 파워 제어 신호 전송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제어신호 발생 단계; 및

상기 제어신호에 따라 선택된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파워 제어신호로 상기 발광소자를 구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록 펄스 발생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멀티 펄스 구간의 펄스 형태를 결정하는 단계는 복수의 논 멀티 펄스 타입과 복수의 멀티 펄스 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펄스 발생 방법.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 발생단계는, 상기 광 매체의 타입과 배속에 따라 상기 멀티 펄스 구간의 전 구간 또

는 일부 구간의 기록 펄스의 레벨이 가변적으로 설정되도록 상기 파워 제어 신호 전송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제어신

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펄스 발생 방법.

청구항 24.
발광 소자를 이용하여 상기 광 매체에 적합한 기록 펄스를 발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광 매체의 타입과 현재 설정되어 있는 배속에 따라 상기 광 매체에 형성되는 기록 마크 및/또는 기록 

스페이스의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의 기록 펄스 레벨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기록 펄스의 레벨을 갖는 빛이 상기 발광 소자로부터 방사되도록 상기 발광 소자를 구동시키기 위해 파

워 제어 신호 전송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상기 제어신호에 따라 선택된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파워 제어신호로 상기 발광 소자를 구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록 펄스 발생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 발생 단계는 상기 결정된 기록 펄스의 레벨에 따라 상기 기록 펄스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펄스들의 조합 조건을 결정하고, 결정된 조합 조건에 따라 발생되는 펄스들을 조합하여 얻은 적어도 하나의 

신호를 상기 제어신호로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펄스 발생 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 발생 단계는,

리드 레이저 온(Read_LD ON) 펄스, 버텀(바이어스 3) 펄스, 쿨링(바이어스 2) 펄스, 이레이즈(바이어스 1) 펄스, 복

수의 멀티 펄스와 복수의 논 멀티 펄스, 라스트 펄스 및 퍼스트 펄스 들 중에서 상기 필요한 펄스들이 선택되도록 상기

조합 조건을 결정하고,

피크 제어신호, 이레이즈(바이어스 1) 제어신호, 쿨링(바이어스 2) 제어신호, 버텀(바이어스 3) 제어신호, 리드 제어

신호, 보조(auxiliary) 제어신호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제어신호로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펄스 발생 방

법.

청구항 27.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펄스 레벨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기록 펄스내의 각 구간별 기준 레벨을 토대로 한 상

기 기록 펄스의 레벨 증감여부와 증감 량을 고려하여 상기 기록 펄스의 레벨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펄

스 발생방법.

청구항 28.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펄스 발생 방법은,

상기 광 매체의 타입과 배속에 따라 상기 기록 펄스에 포함되는 멀티 펄스 구간의 펄스 형태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기록 펄스 발생 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펄스 형태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광 매체의 타입과 배속에 따라 상기 멀티 펄스 구간의 펄스 형태가 논 멀티 펄스 타입인지 판단하는 단계;

상기 멀티 펄스 구간의 펄스 형태가 논 멀티 펄스 타입이 아니면, 온 스타트 멀티 펄스 타입인지 판단하는 단계;

상기 멀티 펄스 구간의 펄스 형태가 논 멀티 펄스 타입도 온 스타트 멀티 펄스 타입도 아니면, 오프 스타트 멀티 펄스 

타입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록 펄스 발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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