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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 기록매체와 기록/재생 방법 및 기록/재생 장치

요약

광 기록매체는 기록/재생 조건과 그 기록/재생 조건을 이용하는 기록/재생 장치를 식별하는 기록/재생 장치 정보를 기

록하는 기록/재생 조건 기록 영역을 포함한다. 기록/재생 장치에서 광 기록매체에 엑세스할 때, 기록/재생 장치에 대

한 기록/재생 조건을 이용함으로써, 광 기록매체 및 상기 기록/재생 장치에 대한 최적의 기록/재생 장치를 사용하여 

기록 또는 재생을 수행할 수 있다. 광 기록매체가 제1시간동안 사용되면 광 기록매체에 제공된 테스트 기록영역을 사

용하여 테스트 기록을 수행하고, 획득된 기록/재생 조건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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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광 기록매체, 기록/재생 방법, 기록/재생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레이저 빔 등의 조사에 의해 정보를 기록/재생하는 광 기록매체 및 그 기록/재생 방법 및 기록/재생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광 기록매체는 대용량 및 고밀도를 갖는 기억 장치로서 주목을 받아 왔다. 소거형이라 불리는 재기록가능한 광 기록

매체의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소거형 광 기록매체 중 어떤 것은 비결정태와 결정상태 사이에서 상(phase) 변화하는 

박막으로 이루어진 기록층을 가지고, 레이저 빔의 조사로 인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정보가 기록되거나 소거된다. 기

록층용 상변화 재료로서는, Ge, Sb, Te, In 등을 주요성분으로 하여 이루어진 합금막, 예컨대, GeSbTe막이 알려져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록층을 부분적으로 비결정상태로 변화시켜 마크(mark)를 형성함으로써 정보를 기록하

고, 비결정 마크를 결정화하여 정보를 소거한다. 강한 레이저 빔을 펄스형상으로 조사하여 기록층을 용융점 이상으로

가열한 후, 일정치 이상의 속도로 냉각시키면 비결정화가 이루어진다. 한편, 비교적 약한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결정

화 온도 이상, 용융점 이하의 온도로 기록층을 가열하면 결정화가 이루어진다.

마크의 길이와 스페이스(space)의 길이[즉, 마크의 전단 및 후단의 에지 위치]가 정보를 나타내는 PWM(pulse width

modulation) 기록방식에서는, 매체에 상이한 길이의 마크와 다양한 스페이스부를 형성하여 정보를 기록한다.

그러나, PWM 기록에 있어서, 긴 마크를 형성하기 위해 그 마크 길이에 단순하게 대응하는 강한 레이저 펄스를 방사

하면, 마크의 앞부분에서 발생한 열이 뒤부분에서의 온도 상승을 조장하기 때문에, 마크가 왜곡되어 앞부분이 좁고 

뒷부분이 넓어져, 신호의 품질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크의 전단에 대응하는 첫번째 펄스

와, 마크의 중간 부분에 대응하는 중간 펄스 그리고 마크의 후단에 대응하는 최종 펄스를 포함한 복수의 레이저 펄스

를 사용하여 마크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 조차도, 기록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크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마크 형성시에 발생되는 열이 

주변 마크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로 인해, 마크의 에지 위치가 변동하여 신호의 품질을 악화시킨다고 하는 문

제가 발생한다. 마크간의 열 간섭에 의한 에지 위치의 변동량은, 기록될 마크의 길이 및 그 마크 전,후에 있는 스페이

스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특개 평7-129,959호에는, 도 4에 나타나 있는 제1펄스

의 발생타이밍 'a'와 최종 펄스의 발생타이밍 'b'이 마크의 길이와 그 마크 전,후의 공간부 길이에 따라 변경되는 신호

패턴적응형의 기록보상방식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최적의 펄스 조건은 매체 및 기록/재생 장치의 특성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 마찬가지로, 초점 위치, 트래킹

위치, 게인 등의 기록/재생시 각종 서보 작동을 결정하는 최적의 서보 조건과, 등화 특성 및 이진화 슬라이스 레벨(bin

arization slice level) 등의 재생 신호 처리의 최적 조건도, 매체와 기록/재생 장치의 특성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

따라서, 내부에 장착된 광 기록매체에 기록을 하기 위해 기록/재생 장치를 시동할 때마다, 펄스 조건, 서보 조건 및/또

는 재생신호 처리 조건 등의 기록/재생 조건을 변경시키면서 테스트 기록이 수행된다. 다음에, 재생된 신호의 품질을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하고,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에 기초하여 정보를 기록한다. 그

러므로, 시동시에는 항상 최적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하는 소위 학습 동작이 필요하게 되어,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유럽공개 특허 제442566호에는 기록장치와 기록 캐리어 조절 데이터의 조합이 결정됨에 대해서 나타

내는 식별 데이터와 함께 결정된 최적의 설정값을 메모리에 기억시키는 기억수단을 포함하는 정보 기록장치를 개시

하고 있다. 미국 특허 제5,631,887호에는 레이저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록 및 예열 펄스형태를 특정 매체 및 매체 조

건으로 수정하는 펄스 폭 변조 광 디스크 드라이브를 개시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광 기록매체와,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여, 단시간에 시동을 실현할 수 있는 광학식 기록매체 및 그 

기록/재생 방법 및 기록/재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1실시형태에서는, 레이저 펄스를 조사하여 마크를 형성함으로써 정보를 기록하는 광 기록매체는, 정보가

기록되는 정보 기록 영역, 기록/재생 조건을 기록하는 정보를 기록/재생하는 기록/재생 장치에 대한 설정값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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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록/재생 조건이 기록/재생 장치에 의해서 기록되는 기록/재생 조건 기록영역을 포함한다. 기록/재생 조건 기록 

영역이 복수의 기록/재생 조건 세트를 기록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록/재생 조건 기록 

영역은 기록/재생 조건을 사용하는 기록/재생 장치를 식별하기 위한 장치 정보를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광 기록매체는 재생된 신호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정된 신호를 테스트 기록하는 테스트 기록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기록/재생 조건 기록영역과 테스트 기록 영역은 리드-인(lead-in) 영역과 정보 기록 영역 영역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2실시형태에 의한, 광 기록매체 상에 레이저 펄스를 조사하여 형성된 마크를 사용함으로써 정보를 기록/

재생하는 기록/재생 방법에 있어서, 마크의 길이와 마크 전,후 스페이스의 길이는 정보를 나타내고, 기록/재생 조건은,

기록/재생 장치에 의한 기록이 가능한, 매체내의 기록/재생 조건 기록영역으로부터 판독된다. 기록/재생 조건에 의거

하여 정보를 기록하거나 재생하는데, 이 때, 마크의 전단에서부터 후단으로 복수의 펄스를 조사하여 마크를 형성한다.

본 발명의 제3실시형태에 의한, 정보를 기록/재생하는 기록/재생 방법에 있어서, 기록/재생 조건을 사용하는 기록/재

생 장치를 식별하는 기록/재생 장치 정보는 기록/재생 조건과 함께 광 기록매체내의 기록/재생 조건 기록 영역으로부

터 판독된다. 이어서, 사용될 기록/재생 장치와 일치하는 기록/재생 장치 정보를 수반하는 기록/재생 조건에 의거하여

정보가 기록되거나 재생된다. 이 때, 전단에서부터 후단으로 복수의 펄스가 조사되어 마크가 형성된다.

상기한 두 가지의 기록/재생 방법에서는, 기록/재생 조건을 변경하면서 테스크 기록을 수행하여 기록/재생 장치에 대

한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하고, 획득한 결과를 광 기록매체내의 기록영역에 기록한다. 그 다음에, 기록영역으

로부터 판독된 기록/재생 조건에 의거하여 기록하거나 재생한다.

본 발명의 제4실시형태에서, 광 기록/재생 장치는 광 기록매체 상에 레이저 펄스를 조사하여 마크를 형성함으로써 정

보를 기록/재생하는데, 이 때 상기 마크의 길이와 이 마크 전,후 스페이스의 길이는 정보를 나타낸다. 상기 장치에 있

어서, 스핀들 모터는 광 기록매체를 회전시킨다. 광 헤드는 레이저 다이오드에 의한 레이저 펄스를 광 기록매체상에 

조사하고, 서보 회로(servo circuit)는 광 헤드를 구동시키며, 레이저 구동기는 정보 기록용 펄스신호에 따라 레이저 

다이오드를 구동시킨다. 펄스 제어기는 레이저 구동기를 구동시키는 펄스를 생성하는데, 이 때 발생된 복수의 펄스를

마크의 전단에서부터 후단으로 조사하여 정보를 기록한다. 등화기(equalizer)는 재생신호의 주파수 특성을 수정하고,

이진화 회로는 수정된 재생신호를 이진 신호로 변환한다. 또한, 상기 장치는, 광 기록매체에 있어서 기록/재생 조건을

저장하는 기록 영역으로부터 판독된 기록/재생 조건을 저장하는 기억 장치를 포함하며, 또한, 기록/재생 조건에 따라 

펄스 제어기에 대한 펄스 조건을 설정하는 제1 설정수단, 서보 회로에 대한 서보 조건을 설정하는 제2 설정수단, 재생

신호의 등화 조건을 등화기에 설정하는 제3 설정수단 및 이진화 회로에 이진화 슬라이스 레벨을 설정하는 제4 설정수

단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장점은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여, 단시간에 시동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첨부도면을 참조한 바람직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얻어진 다음의 설명으로부터 본 발명의 상기 목적과 특징뿐 아니라 

그 외의 목적과 특징도 분명해질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광 기록매체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광 기록매체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광 기록매체를 위한 기록/재생 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마크의 모양과 마크를 형성하기 위한 펄스 조건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광 기록매체를 위한 제1 기록/재생 방법의 플로우챠트이다.

도 6은 학습의 플로우챠트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광 기록매체를 위한 제2 기록/재생 방법의 플로우챠트이다.

도 8은 기록의 플로우챠트이다.

도 9은 본 발명에 의한 광 기록매체를 위한 제3 기록/재생 방법의 플로우챠트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의한 광 기록매체를 위한 제4 기록/재생 방법의 플로우챠트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광 기록매체를 위한 제5 기록/재생 방법의 플로우챠트이다.

도 12은 본 발명에 의한 광 기록매체를 위한 제6 기록/재생 방법의 플로우챠트이다.

실시예

본 발명에 의한 광 기록매체 및, 그 기록/재생 방법 및 기록/재생 장치에 대한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지

금부터 참조하는 도면에 있어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 부분 또는 대응 부분을 나타낸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의한 광 기록매체를 나타낸 것이다. 광 기록매체(1)는 기록/재생 장치에 이 매체를 장

착하기 위한 중심구멍(2)을 구비한다. 기판에는 기록/재생시에 레이저 빔을 트래킹하는 가이드 홈(guide groove)(도 

4)이 설치되어 있다. 광 기록매체(1)는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로 만들어진 두께 0.6㎜인 투명 기판상에 기

록층을 설치한 구조를 갖는다. 기록층은 상변화 기록물질인 GeSbTe 합금으로 만들어진다. 그 위에 레이저 빔을 조사

하여 기록층을 부분적으로 비결정상태로 전환하여 기록 마크를 형성한다. 마크의 길이와 인접한 스페이스의 길이로 

정보를 표현하는 PWM 기록방법에 의해서 다양한 스페이스를 갖는 상이한 길이의 마크가 형성된다.

기록매체(1)는, 어드레스 정보용 양각 피트(pit)나 재생전용 양각 피트 등에 의해서 매체 등에 대한 매체 식별 정보를 

기록하는 리드-인 영역(3)을 포함한다. 또한, 기록매체(1)는 기록/재생 장치에 의한 기록이 가능한 세 가지 기록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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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을 포함한다. 기록/재생 조건 기록영역(4)은 펄스 조건, 서보 조건, 재생신호 처리 조건 등과 같은 기록/재생 조

건들을 기록하는 영역이다. 테스트 기록 영역(5)은 그 신호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특정 데이터를 시험적으로 기

록하기 위한 영역이다. 정보 기록영역(6)은 정보를 기록하는데 사용하는 영역이다. 기록/재생 조건 기록 영역(4)과 테

스트 기록 영역(5)은 리드-인 영역(3)과 정보 기록 영역(6)의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의한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할 때, 리드-인 영역(3)에 먼저 엑세스한다. 이후, 상기 기록 영역(4)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재생 

조건을 판독하여, 이 기록/재생 조건에 의거하여 펄스 조건, 서보 조건, 재생신호 처리 조건 등과 같은 조건들을 설정

한다. 필요한 경우에 테스트 기록 영역(5)을 사용하여 테스트 기록을 시행한다. 즉, 특정 데이터를 상기 기록 영역(5)

에 시험적으로 기록하고, 시험적으로 기록된 데이터를 재생한 신호의 품질을 확인한다. 다음에, 정보 기록영역(6)에 

정보를 기록한다. 영역(3∼6)을 상술한 바와 같이 배치하면, 기록시 광 헤드에 의해서 커버되는 거리가 최단이 되므로

, 액세스 시간을 단축된다. 기록/재생 조건 기록 영역(4) 또는 테스트 기록 영역(5)은 안쪽 가장자리쪽에 배치하여도 

된다.

이상의 구성을 갖는 기록매체를 처음으로 사용할 때에, 기록/재생 장치에 있어서, 기록/재생 조건을 변경하면서 테스

트 기록을 수행하고, 그것으로부터 재생한 신호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조건들을 기록영역(4)에 기록한다. 상기 기록 매체(1)를 이후에 사용할 경우에는 상기 기록 영역(4)에 

기록된 기록/재생 조건을 판독할 수 있다. 따라서, 매체에 엑세스할 때마다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하는 학습을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매체를 장착하고 기록/재생 장치를 시동할 때 대기시간을 단축시

킬 수 있다.

대안으로서, 학습시에 단순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기록/재생 조건을 변경하면서 테스트 기록을 수행한다. 재생된 

신호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를 소정의 조건과 비교하여, 그 결과가 소정의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에, 그 시점에서의 측

정 결과로 얻어진 기록/재생 조건을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으로 채택한다.

기록/재생 조건 기록 영역(4)은 동일 정보를 기록하는 복수의 부영역(sub-area)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

는 제2실시예에 의한 광 기록매체를 도시하고 있는데, 상기 기록 영역(4)을 제외하고 제1실시예와 유사하다. 상기 기

록 영역(4)은 제1 기록 부영역(4a)과 제2 기록 부영역(4b)을 포함하는 두 개의 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및 제2

부영역(4a, 4b)은 동일한 기록/재생 조건을 기록하기 위한 영역이다. 예를 들어, 기록/재생 조건을 판독할 때, 제1 부

영역(4a)에 먼저 엑세스하고, 기록/재생 조건을 판독할 수 없으면 제2 부영역(4b)에 엑세스한다. 그 결과, 매체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제1 부영역(4a) 또는 제2 부영역(4b)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재생하기 어렵다하더라도 다른 부영

역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매체에 기록된 기록/재생 조건의 신뢰성이 향상된다.

상기 기록 영역(4)을, 기록/재생 조건과 함께, 이 기록/재생 조건을 사용하는 기록/재생 장치를 식별하기 위한 기록/재

생 장치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상기 기록/재생 조건 기록 영역(4)에는 각기 

기록/재생 정보 장치를 수반하는 복수 세트의 기록/재생 조건을 기록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할당하여 둔다. 이러한 구

성에 의하면, 광 기록매체에 복수 세트의 기록/재생 조건을 기록해 두고, 기록시에, 기록에 사용되는 기록/재생 장치에

적합한 기록/재생 조건을 복수 세트의 기록/재생 조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의 매체를 복수의 기록/재

생 장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장치들간의 기록/재생 특성에 있어서의 차를 보상할 수 있다.

또한, 기록/재생 장치 정보는 복수 레벨의 계층을 가지며, 기록/재생 장치의 제조자를 식별하는 제조자 정보, 기록/재

생 장치의 모델을 식별하는 모델 정보, 기록/재생 장치를 식별하는 일련 번호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기록/재생에 사용되는 기록/재생 장치에 의해 결정된 기록/재생 조건이 매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

우에도, 동일한 제조자 또는 동일 모델의 기록/재생 장치와 같은, 상기 기록/재생 장치와 유사한 기록/재생 특성을 갖

는 기록/재생 장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록/재생 조건을 채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하는 

학습을 생략하거나 단축하여, 매체를 장착함과 아울러 기록/재생 장치를 시동하기 위한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기록/재생 조건 기록영역(4)을, 기록/재생 조건 및 기록/재생 장치 정보에 부수하여, 상기 기록/재생 조건이 매

체에 기록된 일시를 나타내는 시간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으로도 사용하여도 좋다. 이 경우에 있어서, 상기 시간 정보

를 사용하여 기록/재생 조건이 결정된 이후의 경과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상기 기록/재생 조건이 결정된 이후의 경과

시간이 소정 기간 이상이면, 다시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구함으로써, 시간 경과에 따른 기록/재생 장치의 기록/재

생 특성의 변화를 보상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 기록층으로서 상변화 물질인 GeSbTe 합금을 기록층으로 사용한다. 대안으로서, 광자기 재료나 유

기 안료 등의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도 좋다. 또한, 기록층은 재기록가능한 소거형에 한하지 않고, 1회만 기록가능한 

단기록(write-once)형이어도 좋다. 상기 기록 영역(4)의 기록/재생 조건을 갱신 또는 추가할 때에, 소거형인 경우에

는 구 정보(old information)에 대해서 상기 조건으로 재기록하여 시행하고, 단기록형인 경우에는 구 정보 다음에 그 

조건을 기록하여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록형의 경우에는 기록/재생 조건 기록 영역(4)의 용량을 비교적 크게 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미리 출하시에 상기 기록 영역(4)에 기록해 두어도 좋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인 

매체간의 기록 특성의 차를 출하시에 보상할 수 있다. 따라서, 매체를 장착하거나 기록/재생 장치를 시동할 경우에,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하는 학습을 생략하거나 단축하여, 대기 시간이 단축할 수 있다.

이어서, 상기한 광 기록매체를 사용하는 기록/재생 장치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3은 도 1 또는 도 2에 도시한 

광 기록매체(1)를 장착한 기록/재생 장치의 블록도이다. 기록/재생 장치에 있어서 스핀들 모터(24)는 장착된 광 기록

매체(1)를 회전시킨다. 제어기(7)는 기록/재생 장치 전체를 제어한다. 저장부(storage unit)(16)는, 펄스 조건, 서보 

조건 및 재생신호 조건을 포함하는 기록/재생 조건, 상기 기록/재생 조건을 사용하는 기록/재생 장치를 식별하기 위한

기록/재생 장치 정보, 및 상기 기록/재생 조건이 결정된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정보를 저장하는 기억시키는 기

억 장치(memory device)를 포함한다. 변조기(19)는 기록할 데이터를 기록 신호로 변환한다. 펄스 조건 설정기(8)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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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기록할 때의 펄스 조건을 설정한다. 펄스 제어기(9)는 상기 펄스 조건에 따라서 레이저 펄스를 제어한다. 레이

저 구동회로(10)는 펄스 제어기(9)로부터의 신호에 따라 레이저 다이오드를 구동하고, 레이저 다이오드를 구비한 광 

헤드(11)는 레이저 빔을 집광하여 정보를 기록하거나 반사된 빛으로부터 재생 신호를 발생시킨다. 전치증폭기(pream

plifier)(12)는 상기 재생 신호를 증폭시킨다. 서보 조건 설정기(21)는 서보 회로(20)에 서보 조건을 설정하는데, 이 

서보 회로(20)는 상기 서보 조건에 따라서, 전치증폭기(12)로부터 출력된 신호에 의거하여, 광 헤드(11)의 포커싱(foc

using) 및 트래킹(tracking)을 제어한다. 등화기(13)는 재생신호의 주파수 특성을 보정한다. 등화 조건 설정기(22)는 

등화기(13)에 등화 조건을 설정하고, 이진화 회로(14)는 등화기(13)에 의해 보정된 신호를 이진 신호로 변환한다. 이

진화 조건 설정기(23)는 이진화 회로(14)에 이진화 슬라이스 레벨을 설정한다. 기록/재생 조건 복조기(15)는, 이진화 

회로(14)에 의해 발생된 신호로부터, 매체(1)의 기록/재생 조건 기록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재생 조건, 상기 기록

/재생 조건을 사용하는 기록/재생 장치를 식별하는 기록/재생 장치 정보, 및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한 일시를 나타내

는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복조한다. 데이터 복조기(18)는 그 밖의 데이터를 복조하고, 신호 품질 판정기(17)

는, 매체내의 테스트 기록 영역에 특정 데이터를 시험적으로 기록/재생한 신호의 품질을 판정한다.

정보를 PWM 기록 방식으로 기록한다. 레이저 빔은,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은, 마크의 전단에 대응하는 제1 펄스, 마

크의 중간 부분에 대응하는 중간 펄스, 및 마크의 후단에 대응하는 최종 펄스를 포함하는 복수의 레이저 펄스로 분할

된다. 도 4에서, 'a', 'c' 및 'e'는 각각 제1펄스의 발생 타이밍, 길이 및 강도를 나타내고, 'b', 'd' 및 'f'는 각각 최종 펄스

의 발생 타이밍, 길이 및 강도를 나타낸다. 또한, 'g'는 펄스들간의 레이저 빔의 강도를 나타내고, 'h'는 스페이스에서

의 레이저 빔의 강도를 나타낸다. 이후로, 'a' 내지 'h'의 항목을 포함하는 레이저 펄스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을 펄스 

조건이라 한다. 마크 형성시, 레이저 펄스를, 기록될 마크에 상응하여 마크 길이와 그 마크 전,후의 스페이스 길이에 

따라서 제1펄스 및 최종 펄스의 발생 타이밍 'a' 및 'b'를 변화시켜 조사한다. 상기 실시예에 의한 기록/재생 장치를 사

용함으로써, 소정의 위치에서 전단 및 후단의 에지를 갖는 마크를 형성할 수 있다. 게다가, 기록 마크로부터 정보를 양

호하게 재생할 수 있다.

이어서, 도 1 또는 도 2에 도시된 상기 기록매체에 대한 기록/재생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기록/재생 방법과 뒤에

설명할 다른 방법들은 제어기(7)에 의해 수행된다. 도 5는 기록/재생 방법의 플로우챠트이다. 먼저, 스텝 401에서 기

록매체(1)에 대하여 기록/재생 장치를 시동한다. 기록매체(1)를 스핀들 모터(24)에 장착하여 회전시킨다. 이어서, 정

보 재생용 레이저 빔을 광 헤드(11)에 의해서 매체(1)상에 조사한다. 매체(1)상의 리드-인 영역(3)에 엑세스하여, 리

드-인 영역(3)에 기록되어 있는 매체의 식별 정보 등을 판독한다. 식별 정보 등을 판독하기 위해서, 매체(1)로부터 반

사된 광 빔으로부터 광 헤드(11)에 의해서 획득된 재생신호를 전치증폭기(12)로 증폭하여, 등화 조건 설정기(22)에 

의해서 정해진 소정의 등화 조건에 따라 신호의 주파수 특성을 등화기(13)로 보정한다. 이어서, 이진화 조건 설정기(2

3)에 의해 설정된 소정의 이진화 슬라이스 레벨에 설정된 이진화 회로(14)에 의해서 상기 신호를 이진화한다. 이와 같

이 이진화한 신호를 데이터 복조기(18)에서 복조한 후 제어기(7)로 송신한다. 서보 회로(20)는 서보 조건 설정기(21)

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서보 조건으로 설정되고, 그 서보 조건에 따라 전치증폭기(12)로부터 출력된 신호에 의거하여,

광 헤드의 포커싱 및 트래킹을 제어한다.

이어서, 스텝 402에서 기록/재생 조건을 판독한다. 이 스텝에서는, 매체(1)내의 기록/재생 조건 기록영역(4)에 엑세스

하여, 서보 조건 설정기(21)에 의해서, 조건이 미리 정해진 조건 혹은 매체의 식별 정보로 지정된 조건에 따라서, 서보

회로(20)의 서보 조건을 설정한다. 이 서보 회로(20)에 의해서 광 헤드(11)에 있어서의 포커싱 또는 트래킹을 제어한

다. 광 헤드(11)로 매체(1)로부터 반사된 레이저 빔으로부터의 재생신호를 획득하여 전치증폭기(12)로 증폭하고, 등

화 조건 설정기(22)에 의해 미리 정해진 조건 혹은 매체의 식별 정보에 의해 지정된 등화 조건으로 설정된 등화기(13)

로 주파수 특성을 보정한다. 이어서, 이진화 조건 설정기(23)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이진화 슬라이스 레벨 또는 매체

의 식별 정보에 의해 지정된 이진화 슬라이스 레벨로 설정된 이진화 회로(14)에 의해 상기 재생 신호를 이진화한다. 

이와 같이 이진화한 신호를 기록/재생 조건 복조기(15)로 복조한 후 제어기(7)에 공급한다.

이어서, 스텝 403에서 상기 기록/재생 조건이 기록매체상의 기록/재생 조건 기록 영역(4)에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

를 판정한다. 조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판정되면(스텝 403에서 YES), 스텝 404에서는 기록/재생 조건을 저장부에(

16)에 저장하고, 스텝 405에서 상기 기록/재생 조건에 기초하여 정보를 매체내의 정보 기록영역(6)에 기록한다.

스텝 405에서, 정보는 다음의 방식(도 8 참조)으로 저장된다. 저장부(16)에 저장된 내용에 따라서, 펄스 조건 설정기(

8)는 펄스 제어기(9)에 펄스 조건을 설정(스텝 4051)하고, 서보 조건 설정기(21)는 서보 회로(20)에 서보 조건을 설

정하며(스텝 4052), 등화 조건 설정기(22)는 등화기(13)에 등화 조건을 설정하며(스텝 4053), 이진화 조건 설정기(23

)는 이진화 회로(14)에 이진화 슬라이스 레벨을 설정한다(스텝 4054). 펄스 조건은, 도 4를 참조하여 상술한 바와 같

이, 제1 펄스의 발생 타이밍 'a', 길이 'c', 강도 'e', 최종 펄스의 발생 타이밍 'b', 길이 'd', 강도 'f', 펄스들간의 레이저 

강도 'g' 및 스페이스부에서의 레이저 강도 'h'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조건들은 각각 기록될 마크의 길이와 이 마크 전,

후의 스페이스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제어기(7)로 전송된 데이터는 변조기(19)에 의해서 기록 신호로 변환되고, 이

기록 신호는 펄스 제어기(9)에 의해서 펄스 조건 설정기(8)에 의해 설정된 펄스 조건을 만족시키는 레이저 구동 신호

로 변환된다(스텝 4055). 레이저 구동 회로(10)는 광 헤드(11)에 설치된 레이저 다이오드를 레이저 구동신호에 따라 

구동한다. 서보 회로(20)에 의해서 포커싱 및 트래킹이 제어되는 광 헤드(11)는, 광 헤드에 있어서의 레이저 다이오드

로부터 방사된 광을 집광하여 매체(1)의 기록층에 마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기록한다.

기록/재생 조건이 기록매체 상의 기록영역(4)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정되면(스텝 403에서 NO), 스텝 406에서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학습이 수행된다. 학습은 다음의 방식으로 수행된다(도 6 참조). 먼저, 미리 정해진 

지정 조건이나 상기한 매체내의 식별 정보에 의해 지정된 조건에 따라서, 펄스 조건 설정기(8)는 펄스 제어기(9)에 펄

스 조건을 설정하고(스텝 4061), 서보 조건 설정기(21)는 서보 회로(20)에 서보 조건을 설정하며(스텝 4062), 등화 

조건 설정기(22)는 등화기(13)에 등화 조건을 설정하며(스텝 4063), 이진화 조건 설정기(23)는 이진화 회로(14)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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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슬라이스 레벨을 설정한다(스텝 4064). 이어서, 제어기(7)에서 출력된 특정 데이터를 변조기(19)에서 기록 신호

로 변환한 후, 상기 스텝 405에서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매체(1)내의 테스트 기록영역(5)에 시험적으로 기록한다(스

텝 4065). 이렇게 하여 매체(1)에 테스트 기록된 데이터의 재생 신호를 전치증폭기(12)로 증폭한 후에 등화기(13)로 

주파수 특성을 보정한다. 이진화 회로(14)에 의해서 이진화된 신호의 지터값(jitter value; 기준 클럭에 관한 재생신호

의 위치 변동)을 신호 품질 판정기(17)에서 측정하여, 이 값을 미리 정해진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신포 품질을 판정한

다(스텝 4066). 지터값이 판정 기준을 만족시키면 학습을 종료한다. 반면에, 지터값이 표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펄

스 조건, 서보 조건, 등화 조건, 이진화 슬라이스 레벨을 순차적으로 변경하고, 특정 데이터를 시험적으로 기록한 후, 

기록된 데이터의 신호 품질을 판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지터값이 판정 기준을 만족시킬 때까지 반복함으로써,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한다.

이어서, 스텝 406에서의 학습으로 얻어진 기록/재생 조건을 스텝 407에서 저장부(16)에 저장한다. 다음 스텝 408에

서 이 기록/재생 조건을 매체(1)내의 기록/재생 조건 기록영역(4)에 기록한 다음, 스텝 405에서 정보를 매체에 기록한

다.

상술한 과정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기록 매체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록/재생 장치에 의해 획득한 최적의 펄

스 형성 조건을 기록 매체(1)의 기록/재생 조건 기록영역(4)에 기록해 둔다.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기록 매체(1)를 다

시 사용할 경우에는, 기록 매체(1)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재생 조건을 판독하여, 저장부(16)에 저장하여 사용한다. 그 

결과,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하는 학습을 매체가 사용될 때마다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학습을 생략하

거나 단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매체 장착 및 기록/재생 장치의 시동를 위한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도 7은 제어기(7)에 의해 수행되는 다른 기록/재생 방법의 플로우챠트이다. 이 방법은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는 도 5에 도시된 기록/재생 방법과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된다. 그러므로,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 기록/재생 방법과 

다른 도 7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점만을 아래에서 설명할 것이다. 스텝 503에서 기록/재생 조건이 기록매체(1)내의 상

기 기록 영역(4)에 기록되어 있다고 판정되면(스텝 503에서 YES), 스텝 504에서 기록/재생 조건을 저장한다. 스텝 5

05에서는, 매체(1)내의 테스트 기록 영역(5)에 특정 데이터를 시험적으로 기록한다. 테스트 기록은 기록될 데이터와 

매체의 기록 영역을 제외하고는 도 5의 대응부분인 스텝 405와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된다.

이어서, 스텝 506에서는, 스텝 505에서 매체(1)내의 테스트 기록 영역(5)에 기록된 테스트 데이터의 재생 신호를 전

치증폭기(12)로 증폭한 후, 등화기(13)로 그 주파수 특성을 보정한다. 그리고 나서, 이진화 회로(14)로 이진화한 신호

의 지터값(기준 클럭에 관한 재생된 신호의 위치 변동)을 신호 품질 판정기(17)로 측정한다. 측정된 데이터를 미리 정

해진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신호의 품질을 판정한다. 상기 지터값이 판정 기준을 만족시키면(스텝 506에서 YES), 스

텝 507에서, 스텝 405와 동일한 과정으로 매체(1)내의 정보 기록 영역(6)에 정보를 기록한다. 반면, 지터값이 판정 기

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스텝 506에서 NO), 스텝 508에서, 도 5에 나온 스텝 406과 동일한 과정으로 학습을 수행한

다. 스텝 501, 502, 509, 510은 각각 도 5에 나온 401, 402, 407, 408에 해당되므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상기 과정은, 기록을 위해 사용되는 매체에 기록/재생 조건을 기록한 시점으로부터의 시간 경과에 수반한 기록/재생 

장치 및 기록매체의 기록/재생 특성의 변화를 보상할 수 있다. 또한, 매체에 기록/재생 조건이 기록된 기록/재생 장치

와 다른 기록/재생 장치로 정보를 기록하는 경우에, 기록/재생 장치들간의 기록/재생 특성의 차를 보상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또 다른 기록/재생 방법의 플로우챠트이다. 이 방법은 몇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도 7에 도시된 

기록/재생 방법과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도 7에 도시된 기록/재생 방법과 다른 도 9에 있어서의 몇 가지 

점을 아래에서 설명한다. 이 기록/재생 방법에서는, 기록 영역(4)이 기록/재생 조건에 부수하여, 기록/재생 조건이 매

체에 기록된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정보를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기록 매체를 이용한다.

먼저, 스텝 601, 602는 각각 도 7의 스텝 501, 502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스텝 603에서, 제어기(7)는 매체내의 기록/재생 조건 기록 영역(4)에 기록/재생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

정한다. 상기 기록/재생 조건 기록영역(4)에 상기 기록/재생 조건 및, 상기 기록/재생 조건이 매체에 기록된 일시를 나

타내는 시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스텝 603에서 YES)에는, 스텝 602에서 판독한 기록/재생 조건 및 시간 정보

를 스텝 604에서 저장부(16)에 저장한다. 이어서, 스텝 605에서는 제어기(7)가 시간 정보와 제어기(7)에 있어서의 클

럭 시간을 비교한다. 둘간의 차가 미리 정해진 기준보다 긴 경우(스텝 605에서 YES), 스텝 606에서 도 7에 나온 스텝

505에서와 동일한 과정으로 테스트 기록을 수행한다. 한편, 그 차가 미리 정해진 기준보다 짧은 경우(스텝 605에서 

NO), 스텝 608에서는 테스트 기록없이 도 5의 스텝 405에서와 동일한 과정으로 매체(1)내의 정보 기록 영역(6)에 정

보를 기록한다.

스텝 607은 도 7의 스텝 506에 해당한다. 스텝 603에서의 판단 결과나 스텝 607에서의 판단 결과가 부정(NO)이면 

프로세스는 스텝 609 내지 611로 진행된다. 스텝 609에서는, 도 5에 나와 있는 스텝 406과 유사한 학습에 의해서 기

록/재생 조건을 결정하고, 이렇게 획득된 기록/재생 조건을, 기록/재생 조건이 획득된 시간(또는 시간 정보)과 함께 단

계 610에서 저장부(16)에 저장한다. 스텝 611에서는, 이렇게 획득된 기록/재생 조건을 시간 정보와 함께 매체(1)내의

기록 영역(4)에 기록하고, 그 후에 스텝 608로 진행한다.

하나의 기록/재생 장치에서 기록매체가 빈번하게 교체될 경우에, 상기한 테스트 기록을 생략함과 아울러, 사용되는 

매체에 기록/재생 조건을 기록한 시점으로부터의 시간 경과에 수반한 기록/재생 장치 및 기록매체의 기록/재생 특성

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상함으로써 시동을 위한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도 10은 본 발명에 의한 또 다른 기록/재생 방법의 플로우챠트이다. 이 방법은 몇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도 5를 참조

하여 설명한 기록/재생 방법과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도 5을 참조로 하여 설명한 기록/재생 방법과는 다

른 도 10에 있어서의 몇 가지 점을 아래에 설명한다. 이 기록/재생 방법에서는, 매체내의 기록/재생 조건 기록 영역(4)

이, 복수의 기록/재생 조건과 함께, 상기 기록/재생 조건을 사용하는 기록/재생 장치를 식별하는 기록/재생 장치 정보

를 기록하는 영역인 기록매체를 사용한다. 상기 기록/재생 장치 정보는, 복수의 계층 레벨로 나누어지며, 기록/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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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제조자를 식별하기 위한 제조자 정보, 기록/재생 장치의 모델을 식별하기 위한 모델 정보, 및 특정 기록/재생 

장치를 식별하기 위한 일련 번호를 포함한다.

먼저, 스텝 701에서는 도 5의 스텝 401과 같은 시동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어서, 스텝 702에서는, 매체(1)내의 기록/

재생 조건 기록영역(4)으로부터, 기록/재생 조건과 이 기록/재생 조건을 이용하는 기록/재생 장치를 식별하는 기록/재

생 장치 정보를 판독한다. 이후, 스텝 703에서 기록/재생 조건이 기록영역(4)에 기록되어 있다고 판정되면(스텝 703

에서 YES), 스텝 704에서 제어기(7)는, 기록영역(4)으로부터 판독된 기록/재생 장치 정보가 기록/재생 장치의 기록/

재생 장치 정보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기록/재생 장치의 기록/재생 장치 정보와 제조자 정보, 모델 정보 

및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모든 점에 일치하는 기록장치 정보가 있으면(스텝 704에서 YES), 스텝 705에서 사용될 기

록/재생 장치가 기록/재생 장치와 일치하는 기록/재생 장치 정보에 의해서 특정된 기록/재생 조건을 저장부(16)에 저

장하고, 스텝 706에서 상기 기록/재생 조건에 의거하여 도 5에 나온 스텝 405와 같은 과정으로 정보를 매체(1)내의 

기록 영역(6)에 기록한다. 스텝 703에서의 결정이 부정(NO)이면 스텝 707로 진행한다.

스텝 704에서는 기록 영역(4)으로부터 판독한 기록/재생 장치 정보가 제조자 정보, 모델 정보 및 일련 번호를 포함하

는 모든 점에 있어서 기록/재생 장치의 기록/재생 장치 정보와 일치하는 어떠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면(스텝 704에

서 NO), 스텝 710에서 기록영역(4)으로부터 판독된 복수의 기록/재생 조건으로부터 우선 순위에 따라 하나의 기록/

재생 조건을 선택한다. 기록/재생 조건을 사용하는 기록/재생 장치를 식별하는 기록/재생 장치 정보에 있어서의 제조

자 정보 및 모델 번호가 일치하는 기록/재생 조건에 최우선권이 주어지고, 제조자 정보만이 일치하는 것에 다음 우선

권이 주어지며, 모든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어떠한 기록/재생 장치 정보도 가지지 않는 것에 낮은 우선권이 주어진

다. 이후, 스텝 710에서는 기록/재생 조건을 선택하고, 이 기록/재생 조건을 스텝 711에서 저장부(16)에 저장한 후, 

스텝 707로 진행한다.

스텝 707에서는 상기 기록/재생 조건을 초기 조건으로 하여 학습을 수행한다. 상기 학습에 의해서 획득된 기록/재생 

조건을 스텝 708에서 저장부(16)에 저장하고, 스텝 709에서 상기 기록/재생 조건 및 특정 기록/재생 장치의 기록/재

생 장치 정보를 기록 영역(4)에 기록한다. 스텝 706에서는 상기 기록/재생 조건에 의거하여 정보를 매체(1)내의 정보 

기록 영역(6)에 기록한다.

스텝 709에서, 기록영역(4)내에 이미 기록된 다른 기록/재생 장치 정보를 수반하는 기록/재생 조건의 수가 특정 수에 

도달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록/재생 조건을 기록하더라도 상기 정보는 유지되며, 상기 기록/재생 장치 정보가 부가된

다. 한편, 기록/재생 조건의 수가 특정 수에 도달하면, 새로운 기록/재생 조건 및 새로운 기록/재생 장치 정보를 기록

하는 한편, 기록/재생 조건 및 기록/재생 장치 정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을 삭제한다.

상기한 기록/재생에 의해, 매체에 복수의 기록/재생 조건을 기록해 두고, 기록시에는, 매체로부터 판독한 복수의 기록

/재생 조건 중에서, 기록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기록/재생 장치에 적합한 기록/재생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따

라서, 하나의 매체를 복수의 기록/재생 장치에 대해 사용할 경우, 장치간의 기록/재생 특성의 차를 보상할 수 있다. 또

한, 기록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기록/재생 장치 자체에 의해서 결정된 기록/재생 조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매체에

대해서 조차도, 동일 모델의 기록/재생 장치 또는 동일 제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록/재생 장치 등, 상기 기록/재생 

장치와 유사한 기록/재생 특성을 가지는 기록/재생 장치에 의해서 결정된 기록/재생 조건을 초기 조건으로 사용하여 

학습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매체를 장착하고 기록/재생 장치를 시동하기 위

한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매체에 새롭게 결정된 기록/재생 조건을 기록할 경우, 이미 기록된 기록/재생 조건의 수가 지정된 수에 도달하

면 가장 오래된 기록/재생 조건을 삭제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장 사용하기 쉬운 기록/재생 장치에 적합한 기록/

재생 조건을 항상 매체에 유지할 수 있다.

스텝 710 및 711의 동작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기록/재생 장치 정보는 3계층 레벨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자

정보, 모델 정보 및 일련 번호 이외의 기타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으며 정보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또 다른 기록/재생 방법의 플로우챠트이다. 이 방법은 몇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도 10을 참조

하여 설명한 기록/재생 방법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도 10의 기록/재생 방법과 다른 몇가지 점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스텝 801, 802 및 803은 각각 도 10에 나와 있는 스텝 701, 702 및 703과 유사하므로 설명하지 않는다.

스텝 804에서, 기록매체(1)내의 기록영역(4)으로부터 판독된 기록/재생 장치 정보 중에, 기록/재생 장치에 대한 기록

/재생 장치 정보와 제조자 정보, 모델 정보 및 일련 번호를 포함하는 모든 점에서 일치하는 기록장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스텝 804에서 YES), 스텝 805에서, 특정 기록/재생 장치와 일치하는 기록/재생 장치 정보에 의해서 사용될 

기록/재생 장치가 특정되는 기록/재생 조건을 저장부(16)에 저장한다. 이후, 스텝 806에서 테스트 기록을 수행한다. 

이 테스트 기록은 도 7에 나온 스텝 506과 동일한 과정으로 행하여진다. 이어서, 스텝 812에서는, 도 7에 나온 스텝 5

06과 동일한 과정으로 신호의 품질을 판정한다. 이 신호 품질이 판정 기준을 만족하면(스텝 812에서 YES), 스텝 813

에서 매체(1)내의 정보 기록 영역(6)에 정보를 기록한다.

한편, 상기 판정 결과가 판정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스텝 803 또는 804 또는 812에서 NO), 스텝 807에서 학습을 

수행하고, 처리는 스텝 808, 809, 813의 순서로 진행한다. 스텝 807, 808 및 809는 각각 도 10에 나온 스텝 707, 70

8 및 709에 해당한다.

상술한 기록/재생에 있어서, 사용될 매체에 기록/재생 조건을 기록한 시점으로부터의 시간 경과에 따른 기록/재생 장

치 및 기록매체의 기록/재생 특성의 변화는 보상될 수 있다.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또 다른 기록/재생 방법의 플로우챠트이다. 이 방법은 도 11을 참조하여 설명한 기록/재생 방

법과 몇몇 사항을 제외하고 같은 과정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도 11을 참조하여 설명한 기록/재생 방법과 다른 도 12

에 있어서의 몇가지 점에 대하여 아래에 설명할 것이다. 이 기록/재생 방법에서는, 기록/재생 조건, 및 상기 기록/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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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사용하는 기록/재생 장치를 식별하는 기록/재생 장치 정보에 부수하여, 상기 기록/재생 조건이 매체에 기록된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으로서 매체(1)내의 기록 영역(4)이 사용되는 기록매체를 사용한

다.

스텝 901 내지 905는 각각 도 11에 나온 스텝 801 내지 805에 대응한다. 스텝 902에서는, 기록/재생 조건 및 기록/

재생 장치 정보에 추가하여 기록/재생 조건이 획득된 시간(시간 정보)이 판독되고, 스텝 905에서는 이들 정보가 저장

된다.

스텝 912에서는, 저장부(16)에 저장된 기록/재생 조건에 부수하는 시간 정보를 제어기(7)에 있어서의 클록 시간과 비

교한다. 그 차가 미리 정해진 기준치보다 길면(스텝 912에서 YES), 스텝 913에서 테스트 기록을 수행한다. 한편, 그 

차가 미리 정해진 기준치보다 짧으면(스텝 912에서 NO), 테스트 기록없이 매체(1)내의 정보 기록 영역(6)에 상기 정

보를 기록한다. 스텝 913, 914 및 906은 각각 도 11에 있어서의 스텝 806, 812 및 813에 대응한다. 또한, 스텝 907, 

908 및 909는 각각 도 11에 있어서의 스텝 807, 808 및 809에 대응한다.

상술한 기록/재생에 있어서, 사용될 매체에 기록/재생 조건을 기록한 시점으로부터의 시간 경과에 따른 기록/재생 장

치의 기록 특성의 변화를 보상하는 한편, 하나의 기록/재생 장치에 있어서 기록매체를 자주 교체하는 경우에는, 테스

트 기록을 생략함으로써 시동을 위한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재생된 신호의 지터값(jitter value)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비교함으로서 테스트 기록한 신호의 

품질을 판정하였지만, 재생된 신호를 복조함으로써 획득된 데이터의 에러율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비교함으로써 테스

트 기록한 신호의 품질을 판정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한 실시예에서의 학습에 있어서, 기록/재생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테스트 기록을 수행하고, 테스트 기록한 

신호의 품질을 측정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신호의 품질이 판정 기준을 만족하는 시점에서 그 동작을 종료하고, 그 시

점에서의 기록/재생 조건을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으로 판정하였다. 선택여하에 따라서는, 기록/재생 조건을 미리 정

해진 범위로 변화시키면서 테스트 기록을 수행하고, 테스트 기록한 신호의 품질을 측정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이후, 

상기 미리 정해진 범위의 기록/재생 조건 중에서 테스트 기록한 신호의 품질이 가장 양호한 것을 최적의 기록/재생 조

건으로 판정하여도 좋다.

기록/재생 조건의 모든 항목을 매체에 반드시 기록할 필요는 없으며, 기록/재생 조건에 있어서의 특정 항목 또는 항목

들만을 학습에 사용하여도 좋다.

또한, 사용될 기록/재생 장치가 특정된 기록/재생 정보인 경우, 매체내의 기록영역에 기록된 정보를, 기록/재생 조건 

대신에, 상기 기록/재생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설정 조건이나 코드 정보로 하여도 좋다. 예컨대, 펄스 조건의 경우, 레

이저 강도 대신에, 레이저 강도를 형성하는 레이저 구동회로의 설정값 또는 이 설정값을 나타내는 코드 정보를, 기록/

재생 조건으로서 매체내의 기록 영역에 기록하여도 좋다.

도 2에 도시된 매체를 사용할 경우, 도 5, 7, 및 9 내지 12에 나온 스텝 402, 502, 602, 702, 802, 902에서는 도 2에 

나온 제1 기록/재생 기록 영역(4a)을 재생하고, 이후, 기록/재생 조건이 판독될 수 없으면 제2 기록/재생 기록 영역(4

b)을 재생한다. 또한, 도 5, 7, 및 9 내지 12에 나온 스텝 408, 510, 611, 709, 809, 909에서는, 기록/재생 조건을 제1

및 제2 기록 영역(4a 및 4b) 둘 다에 기록한다. 이는, 제1 및 제2 기록 영역(4a 및 4b) 중 하나에 기록된 정보가 매체 

등의 오염으로 인해 재생될 수 없을 때 조차도 정보가 다른 기록영역으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라는 사실면에서, 매체에

기록된 기록/재생 조건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광 기록매체 및, 본 발명에 의한 기록/재생 장치 및 기록/재생 방법에 있어서, 주어

진 기록매체에 대해 결정된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매체에 기록해 두고, 상기 기록/재생 조건을 다음 동작시 판독하

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의해, 그 때마다 측정될 필요가 있는 상기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하는 학습을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재생 장치에 있어서의 기록매체를 장착하고 시동하기 위한 대기 시간을 단

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기록/재생 조건과, 상기 기록/재생 조건을 이용하는 기록/재생 장치를 식별하기 위한 기록/재생 장치 정보

를 기록해 두고, 시동시에, 매체로부터 판독한 기록/재생 조건 중에서, 기록을 위해 사용될 기록/재생 장치에 적합한 

기록/재생 조건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복수의 기록/재생 장치에 대해서 특정 기록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하는 작업을 생략 또는 단축함으로써, 매체를 장착함과 아울러 기록/재생 장치를 시동하는 대

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오로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그 기술분야의

숙련자에게는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변경이나 수정은 첨부한 청구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상기 청구범위에 의해 규정된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정보 기록 영역(6)과,

기록/재생 장치에 사용될 적어도 하나의 기록/재생 조건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록/재생 조건을 사용하는 기록/재생

장치를 식별하기 위한 적어도 한 세트의 장치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재생 조건 기록 영역(4)을 포함하는, 정보를

기록하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에 있어서,

복수 세트의 장치 정보 하나가 각기 복수의 기록/재생 조건 중 하나에 대응하는, 복수의 기록/재생 조건 및 복수 세트

의 장치 정보는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 상에 기록될 수 있으며,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

록매체(1) 상에 덮어쓰기(overwrite)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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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재생 조건 기록 영역(4a)에 기록된 동일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제2의 기록/재생 조건 기록

영역(4b)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기록/재생 장치에 대한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테스트 기록 영역(5)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록/재생 조건은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레이저 펄스의 모양을 결정하는 펄스 

조건, 기록 정보 및 재생 정보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한 서보 동작을 결정하는 서보 조건, 및 재생신호 처리 조건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펄스 조건은 기록될 마크의 전단에 대응하는 제1 펄스의 발생 타이밍, 상기 제1 펄스의 길이, 

상기 제1 펄스의 레이저 빔 강도, 상기 마크의 후단에 대응하는 최종 펄스의 발생 타이밍, 상기 최종 펄스의 길이, 상

기 최종 펄스의 레이저 빔 강도, 펄스들간의 레이저 빔 강도 및 스페이스부에서의 레이저 빔 강도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

청구항 6.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정보 기록영역(6)과,

기록/재생 장치에 사용될 적어도 하나의 기록/재생 조건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록/재생 조건을 사용하는 기록/재생

장치의 제조자를 식별하기 위한 적어도 한 세트의 제조자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재생 조건 기록 영역(4)을 포함

하는, 정보를 기록하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에 있어서,

복수 세트의 제조자 정보 하나가 각기 복수의 기록/재생 조건 중 하나에 대응하는, 복수의 기록/재생 조건 및 복수 세

트의 제조자 정보는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 상에 기록될 수 있으며,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상에 덮어쓰기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재생 조건 기록 영역(4a)에 기록된 동일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제2의 기록/재생 조건 기록

영역(4b)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기록/재생 장치의 제조자에 대한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테스트 기록 

영역(5)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록/재생 조건은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레이저 펄스의 모양을 결정하는 펄스 

조건, 기록 정보 및 재생 정보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한 서보 동작을 결정하는 서보 조건, 및 재생신호 처리 조건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펄스 조건은 기록될 마크의 전단에 대응하는 제1 펄스의 발생 타이밍, 상기 제1 펄스의 길이, 

상기 제1 펄스의 레이저 빔 강도, 상기 마크의 후단에 대응하는 최종 펄스의 발생 타이밍, 상기 최종 펄스의 길이, 상

기 최종 펄스의 레이저 빔 강도, 펄스들간의 레이저 빔 강도 및 스페이스부에서의 레이저 빔 강도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

청구항 11.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정보 기록 영역(6)과,

기록/재생 장치에 사용될 적어도 하나의 기록/재생 조건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록/재생 조건이 기록된 데이터를 나

타내는 시간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재생 조건 기록 영역(4)을 포함하는, 정보를 기록하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에 있어서,

복수의 시간 정보 하나가 각기 복수의 기록/재생 조건 중 하나에 대응하는, 복수의 기록/재생 조건 및 복수의 시간 정

보는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상에 기록될 수 있으며,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상

에 덮어쓰기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재생 조건 기록 영역(4a)에 기록된 동일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제2의 기록/재생 조건 기

록 영역(4b)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기록/재생 장치에 대한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테스트 기록 영역(5)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록/재생 조건은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레이저 펄스의 모양을 결정하는 펄스 

조건, 기록 정보 및 재생 정보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한 서보 동작을 결정하는 서보 조건, 및 재생신호 처리 조건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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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펄스 조건은 기록될 마크의 전단에 대응하는 제1 펄스의 발생 타이밍, 상기 제1 펄스의 길이, 

상기 제1 펄스의 레이저 빔 강도, 상기 마크의 후단에 대응하는 최종 펄스의 발생 타이밍, 상기 최종 펄스의 길이, 상

기 최종 펄스의 레이저 빔 강도, 펄스들간의 레이저 빔 강도 및 스페이스부에서의 레이저 빔 강도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

청구항 16.
복수의 기록/재생 조건이 장치 정보와 함께 기록될 수 있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상에 정보를 기록하

고, 또한 이 광 기록매체(1)로부터의 정보를 재생하는 기록/재생 방법으로서,

테스트 기록을 실행함으로써 기록 정보 및 재생 정보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 사용될 기록/재생 장치에 대한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상에 상기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광 기록매체(1) 상에 기록된 기록/재생 조건의 수가 미리 정해진 수이면,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

체(1)로부터 가장 오래된 기록/재생 조건을 삭제하고,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상에 상기 최적의 기

록/재생 조건을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방법.

청구항 17.
복수의 기록/재생 조건이 장치 정보와 함께 기록될 수 있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상에 정보를 기록하

고, 또한 이 광 기록매체(1)로부터의 정보를 재생하는 기록/재생 장치로서,

테스트 기록을 실행함으로써 기록 정보 및 재생 정보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 사용될 기록/재생 장치에 대한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하도록 동작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상에 상기 최적의 기

록/재생 조건을 기록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제어기(16)를 포함하며,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 상에 기록된 기록/재생 조건의 수가 미리 정해진 수이면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로부터 가장 오래된 기록/재생 조건을 삭제하고, 상기 광 기록매체(1)상에 상기 최적의 기록/재

생 조건을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18.
복수의 기록/재생 조건이 장치 정보와 함께 기록될 수 있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상에 정보를 기록하

고, 또한 이 광 기록매체(1)로부터의 정보를 재생하는 기록/재생 방법으로서,

테스트 기록을 실행함으로써 기록 정보 및 재생 정보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 사용될 기록/재생 장치의 제조자에 대

한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상에 상기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광 기록매체(1)상에 기록된 기록/재생 조건의 수가 미리 정해진 수이면,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

(1)로부터 가장 오래된 기록/재생 조건을 삭제하고,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상에 상기 최적의 기록

/재생 조건을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방법.

청구항 19.
복수의 기록/재생 조건이 장치 정보와 함께 기록될 수 있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상에 정보를 기록하

고, 또한 이 광 기록매체(1)로부터의 정보를 재생하는 기록/재생 장치로서,

테스트 기록을 실행함으로써 기록 정보 및 재생 정보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 사용될 기록/재생 장치의 제조자에 대

한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하도록 동작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상에 상기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기록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제어기(16)를 포함하며,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상에 기록된 기록/재생 조건의 수가 미리 정해진 수이면,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로부터 가장 오래된 기록/재생 조건을 삭제하고, 상기 광 기록매체(1)상에 상기 최적의 기록/재

생 조건을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20.
복수의 기록/재생 조건이 상기 복수의 기록/재생 조건이 기록된 날짜를 나타내는, 대응하는 복수의 시간 정보와 함께 

기록될 수 있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상에 정보를 기록하고, 또한 이 광 기록매체(1)로부터의 정보를 

재생하는 기록/재생 방법으로서,

테스트 기록을 실행함으로써 기록 정보 및 재생 정보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 사용될 기록/재생 장치에 대한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상에 상기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 및 대응하는 시간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광 기록매체(1)상에 기록된 기록/재생 조건 및 시간 정보의 수가 미리 정해진 수이면,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

의 광 기록매체(1)로부터 가장 오래된 기록/재생 조건 및 대응하는 시간 정보를 삭제하고,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상에 상기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 및 대응하는 시간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방

법.

청구항 21.
복수의 기록/재생 조건이 시간 정보와 함께 기록될 수 있는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상에 정보를 기록하

고, 또한 이 광 기록매체(1)로부터의 정보를 재생하는 기록/재생 장치로서,

테스트 기록을 실행함으로써 기록 정보 및 재생 정보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 사용될 기록/재생 장치에 대한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을 결정하도록 동작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매체(1)상에 상기 최적의 기

록/재생 조건 및 대응하는 시간 정보를 기록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제어기(16)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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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광 기록매체(1)상에 기록된 기록/재생 조건 및 시간 정보의 수가 이미 정해진 수이면,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

의 광 기록매체(1)로부터 가장 오래된 기록/재생 조건 및 시간 정보를 삭제하고, 상기 재기록 가능한 타입의 광 기록

매체 (1)상에 상기 최적의 기록/재생 조건 및 대응하는 시간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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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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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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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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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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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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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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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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