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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CD-ROM재생장치 등의 기록정보재생장치의 데이타제생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데이타의 전송속도를 휘생하는 일 없

이 디스크의 상태가 나쁜 경우에도 리드신호에 대한 에러정정불능의 확률을 낮추기 위해, CD-ROM디스크의 트랙면

에서 정보를 리드하고 이것에 대한 에러검출 및 정정처리를 실행해서 기록정보를 재생하고 정보를 송출하는 기록정

보재생장치에 있어서 4배속재생모드에 있어서 발생되는 정정불능상태에 따라 재생모드를 표준속재생모드로 전환해

서 에러정정불능의 정보에 대한 재생을 재차 실행시키는 제어수단을 채용하고, 표준속재생모드에서의 재차의 재생처

리에 있어서 신호리드속도를 1/4로 하는 것은 고주파신호RF 등의 C/N이 6dB개선되는 결과 랜덤에러에 의한 에러정

정불능을 개선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데이타의 전송속도를 희생하는 일 없이 디스크의 상태가 나쁜 경우에도 리드

신호에 대한 에러정정불능의 확률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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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관한 CD -ROM재생장치의 블럭도.

제2도A는 고주파엠프의 1예의 회로도.

제2도B는 트랙킹오차신호의 검출방식의 1예를 설명하는 도면.

제3도A는 고주파신호RF가 슬라이스회로에 의해 2진화되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

제3도B는 고주파신호RF에 포함되는 동기신호의 설명도.

제4도는 리트라이처리를 표준속재생모드에서 실행하기 위한 처리수순을 도시한 흐름도.

제5도는 고주파엠프에 포함되는 가산기 및 파형등화기의 1예의 회로도.

제6도는 제5도의 가산기 및 파형등화기에 있어서의 전환가능한 고주파특성을 도시한 설명도.

제7도는 파형등화의 작용을 도시한 설명도.

제8도는 서보회로의 1예의 블럭도.

제9도는 트랙횡단신호생성회로에 의해 생성되는 신호의 1예의 파형도.

제10도A는 트랙횡단신호생성회로에 포함되는 엔벨로프검파기의 1예의 회로도.

제10도B는 제10도A에 있어서의 RF신호와 EVP신호의 파형도.

제11도A는 표준속재셍모드에 있어서의 엔밸로프검파기의 출력파형도.

제11도B는 4배속재생모드에 있어서의 엔벨로프검파기의 출력파형도.

제12도는 트랙킹에러신호를 받는 로우패스필터의 통과대역주파수를 전환가능하게 한 트랙횡단신호생성회로의 회로

도.

제13도A는 4배속도로 최적화된 로우패스필터를 사용한 경우의 표준속재생모드에서의 로우패스필터의 출력파형도.

제13도B는 표준속도로 최적화된 로우패스필터를 사용한 경우의 표준속재생모드에서의 로우패스필터의 출력파형도.

제13도C는 4배속도로 최적화된 로우패스필터를 사용한 경우의 4배속재생모드에서의 로우패스필터의 출력파형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CD-ROM (Compact Disk Read Only Memory)재생장치 (CD-ROM 드라이브라고도 한다) 등의 기록정보

재생장치의 데이타재생기술에 관한 것이다.

CD-ROM드라이브는 퍼스널컴퓨터나 게임기의 데이타정보재생장치로서 급속하게 보급되어 왔다. CD-ROM디스크

는 정보기억미디어로서 정보기억용량이 크고 저가격이며, 저하가 적고 대량생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오디오용의 CD플레이어의 규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데이타의 전송속도가 느리고, 또 데이 타액세스속도가 느

리다는 결점이 있다. 또, 오디오용도에서는 데이타의 에러정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타보관이나 전치유지등의 

처리등이 가능하지만, 음성데이타가 아닌 퍼스널컴퓨터의 데이타에서는 그와 같은 처리는 무의미하므로, 데이타재생

용의 CD-ROM드라이브에서는 데이타에러정정능력의 강화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과제에 대해서 CD-ROM드라이브에서는 프리앰프의 대역을 올리고, 픽업서보회로의 강화를 실행하고, 디

지탈신호처리회로의 동작속도를 향상시켜서 CD-ROM디스크를 통상 표준속도의 2배의 속도로 회전시키는 2배속재

생기술에 의해 데이타전송속도를 개선하거나, CD-ROM디스크상의 데이타 (신호)를 리드하는 픽업을 리니어모터암

에서 구동해서 액세스속도(픽업의 추이속도)를 개선하고, CD-ROM드라이브의 2중 에러정정부호에 대해 3중 이상의

에러정정 부호를 붙여서 에러정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실행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고가인 리니어모터압을 사용하지 않은 저렴한 메커니즘에서의 고속액세스기술이나 보다 고속인 데이타

전송속도가 요구되고 있다. 액세스방법에 관해서는 속도센서를 사용하지 않은 트랙카운트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소화64-37728호,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소화59-185071호에 개시되어 있다. 또, 

트랙카운트액세스방식에 필요한 트랙횡단신호의 생성에 대해서는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소화61-122939호,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성2-287924호의 각 공보에 개시되어 있다. 데이타의 전송속도의 향상에 관해서는 4배속 (데이타전

송속도는 약 600K 바이트/초), 또는 이 이상의 6배속, 8배속의 속도가 요구되고 있다.

데이타전송속도의 향상에는 리드신호의 주파수대역이 넓기 때문에 프리앰프의 재생대역을 더욱 넓힐 필요가 있지만 

이것에 따라서 노이즈대역도 넓어지기 때문에, 리드신호의 C/N (캐리어 대잡음비)가 저하한다. 대역이 2배가 되면 C/



등록특허  10-0377648

- 3 -

N은 3dB, 4배가 되면 6dB저하한다. 이 때문에 에러정정능력이 더욱 강력한 시스템이 요구되고 디지탈신호처리회로

의 동작속도도 더욱 고속이 요구된다. 종래의 표준속(1배속이라고도 하고 데이타전송속도는 약 150K바이트/초) 및 2

배속 (데이타전송속도는 약 300K 바이트/초)전송속도의 시스템은 거의 완성되어 있지만, 4배속 이상의 이상적인 시

스템은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은 현상에 있다.

그런데, 데이타재생용의 CD-ROM드라이브에서는 CD-ROM디스크에 생긴 홈, 먼지, 더러움 등에 의해서 데이타를 

정확하게 리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러검출, 에러정정처리를 디지탈신호처리회로에 의해 실행하지만, 최종적으로 

에러정정할 수 없었던 데이타에 대해서는 에러플래그를 붙여서 데이타를 전송하게 된다. CD-ROM드라이브측에서는

잘못된 데이타를 송출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상 그 데이타를 다시 리드해서 에러정정을 실행하는 처리를 반

복한다. 상기의 처리를 리트라이처리라 하고, 리트라이처리를 몇번이나 실행하고 그래도 정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에

러플래그를 붙여서 호스트컴퓨터 등으로 데이타를 송출한다. 컴퓨터가 에러메세지를 내고, 사람(사용자)이 CD-ROM

디스크의 먼지나 더러움을 닦아내고, 재차 CD-ROM드라이브에 의해서 데이타의 리드를 실행시키는 것이 종래 통상

의 처리였다.

이와 같이 종래의 CD-ROM드라이브 및 그 시스템에서는 CD-ROM디스크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4배속으로 하

면 데이타의 전송속도를 올릴 수 있지만 CD-ROM디 스크의 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4배속으로 하면, CD-ROM디스크

로부터의 리드신호인 C/N이 저하하기 때문에, 리드신호의 에러가 증가하고 에러정정불능의 확률도 증가한다고 하는 

문제점이 본 발명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데이타의 전송속도를 희생하는 일 없이 CD-ROM디스크의 상태가 나쁜 경우에도 리드신호에 대한 

에러정정불능의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기록정보재생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에러에 대한 정정불능상태나 리드정보의 종별(음성데이타, 화상데이타 등) 등의 액세스상황에

따라서 재생속도를 가변시킬 때 그것에 의한 리드신호주파수의 상위에 대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기록정보재생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그 밖의 목적과 새로운 특징은 본 명세서의 기술 및 첨부도면으로부터 명확하게 될 것이다.

본원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 중 대표적인 것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데이타가 기록된 CD-ROM디스크의 주행면에서 정보를 리드하고, 리드한 정보에 대한 에러검출 및 에러정

정의 처리를 실행해서 기록정보를 재생하고, 재생된 정보를 송출하는 기록정보재생장치에 있어서, 제1 속도로 기록정

보의 리드를 실행해서 정보를 재생하는 제1 속도의 재생모드에 있어서 발생되는 정정불능상태에 따라서 상기 제1 속

도의 재생모드를 상기 제1 속도보다도 저속의 제2 속도로 기록정보의 리드를 실행해서 정보를 재생하는 제2 속도의 

재생모드로 전환해서 상기 에 러정정불능의 정보에 대한 재생을 재차 실헹시키는 제어수단(11)을 채용한다.

[2] 더욱 구체적인 형태의 발명은 나선형으로 형성된 트랙에 정보가 기록된 CD-ROM디스크를 회전구동하는 디스크

모터(2), 상기 트랙에 기록된 정보를 디스크의 주행면에서 리드하는 픽업(3), 픽업에서 리드한 정보를 증폭하는 고주

파앰프(6), 고주파앰프의 출력을 따라서 상기 트랙에 대한 픽업의 위치를 제어하는 서보제어수단(10), 고주파앰프의 

출력에 따라서 디스크모터의 회전속도를 제어함과 동시에 고주파앰프의 출력에서 얻어지는 리드정보에 대한 복조와 

에러검출 및 에러정정의 처리를 실행해서 기록정보를 재생하는 디지탈신호처리수단(7) 및 제1 속도로 기록정보의 리

드를 실행해서 데이타를 재생하는 제1 속도의 재생모드에 있어서 발생되는 정정불능상태에 따라서 상기 제1 속도의 

제생모도를 상기 제1속도보다도 저속의 제2 속도로 기록정보의 리드를 실행해서 정보를 재생하는 제2 속도의 재생모

드로 전환해서 상기 에러정정불능의 정보에 대한 재생을 재차 실행시키는 제어수단(11)을 구비해서 이루어진다.

[3] 재생모드를 리드정보의 종별(액세스대상정보)에 따라서 제어하는 형태의 발명은 CD-ROM디스크의 기록정보가 

데이타정보일 때에는 제1 속도로 기록정보의 리드를 실행해서 상기 데이타정보를 재생하는 제1 속도의 재생모드와 C

D-ROM디스크의 기록정보가 오디오정보일 때에는 상기 제1 속도보다도 저속의 제2 속도로 기록정보의 리드를 실행

해서 상기 오디오정보를 재생하는 제2 속도의 재생모드를 전환하는 제어수단을 채용한다.

[4] 상기 [3]의 형태의 발명에 있어서도 액세스대상정보가 데이타정보일 때 의 에러정정불능의 확률을 저감하기 위

한 구성을 제어수단에 부가할 수 있다. 즉, 제1 속도의 재생모드에 있어서 발생되는 정정불능상태에 따라서 제1 속도

의 재생모드를 제2 속도의 재생모드로 전환해서 상기 에러정정불능의 정보에 대한 재생을 재차 실행시키는 기능을 

제어수단에 추가한다.

[5] 상기 각각의 형태의 발명의 더욱 구체적인 형태의 발명에서는 특히 제한되지 않지만, 상기 제1 속도는 제2 속도

의 2배이상으로 된다.

에러에 대한 정정불능상태나 리드정보의 종별 등의 액세스상황에 따라서 재생속도를 가변시킬 때, 그것에 의한 리드

신호주파수의 상위에 대한 최적화라고 하는 점에서 더욱 구체적인 형태의 발명은 이하의 회로(수단)을 갖는다.

[6] 상기 고주파앰프는 제2 속도의 재생모드에 있어서 제1속도의 재생모드에 비해 재생대역을 좁게 하는 대역전환회

로(수단)(60)을 구비해서 이루어진다.

상기 대역전환회로(수단)은 픽업으로부터의 리드정보에 대한 저역통과주파수대역과 주파수감쇠대역과의 경계부분에

피킹을 형성해서 파형등화를 실행하는 가산기 및 파형등화기(606)에 마련된 주파수 특성변경용의 회로소자(C1, C3)

과 상기 회로소자를 선택적으로 회로에서 분리하는 스위치소자(6067, 6068)로 구성할 수 있다.

[7] 상기 서보회로는 픽업을 원하는 트랙으로 점프시키기 위해 픽업을 트랙과의 교차방향으로 강제이동시켰을 때의 

트랙횡단주기에 따라서 변화되는 트랙횡단신호(TCR)을 출력하는 트랙횡단신호생성회로(110)을 구비한다. 이 트랙

횡단신호생성회로는 상기 고주파앰프에서 출력되는 고주파신호(RF)에서 그 포락선신호인 엔벨 로프신호(EVP)를 검

파하기 위한 엔벨로프검파기(111)과 상기 고주파앰프에서 출력되는 트랙킹에러신호(TER)에서 고주파성분을 제거하

는 로우패스필터(113)을 구비하고, 로우패스필터의 출력을 2진화한 펄스신호의 에지변화에 동기해서 상기 엔벨로프

신호의 2진화신호를 래치해서 트랙횡단신호를 생성하는 것이다. 상기 엔벨로프검파기는 상기 고주파앰프에서 출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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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주파신호의 주기에 따라서 충방전을 실행하는 것에 의해 엔벨로프신호를 생성하는 것으로, 제2 속도의 재생모드

에 있어서는 제1 속도의 재생모드에 비해 방전시정수를 크게 하는 검파시정수전환회로(수단) (100)을 구비해서 구성

할 수 있다.

상기 엔벨로프검파회로는 방전시정수를 결정하기 위해 용량(1110)과 정전류회로(1111, 1112)를 구비하고, 검파시

정수를 크게 할 때에는 정전류회로의 전류량을 크게 하도록 전환해서 검파시정수를 변화시키도록 구성할 수 있다.

[8] 상기 로우패스필터는 제2 속도의 재생모드애 있어서는 제 1 속도의 재생모드에 비해 통과대역주파수를 높게 하

는 통과대역전환회로(수단) (100), (1133), (1134)를 구비해서 구성할 수 있다.

상기한 회로(수단)에 의하면 표준속(1배속), 2배속, 4배속 등의 다수의 재생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CD-ROM드라이

브에 있어서, 통상은 예를 들면 최고데이타전송속도의 4배속으로 동작시키고(제1 속도의 재생모드), 에러정정불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4배속의 재생모드로 리트라이처리를 수회 실행하고, 그래도 에러정정불능플래그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즉, 에러정정불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2배속 또는 표준속으로 재생모드(제2 속도의 재생모드)를 전

환해서 리트라이처리가 실 행된다. 4배속재생모드와 같은 제1 속도의 재생모드에 있어서 정정불능인 리드에러가 발

생하였을 때에 예를 들면, 표준속의 재생모드와 같은 제2 속도의 재생모드로 전환해서 리트라이처리를 실행하는 것은

신호리드속도가 1/4로 되는 것에 의해 고주파신호 등의 C/N이 6 dB개선되는 결과, 이것이 랜덤에러에 의한 에러정

정불능을 개선하므로서, CD-ROM드라이브 또는 이것을 사용한 시스템전체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이 경우에 리드신호용의 고주파앰프, 예를 들면 그것에 포함되는 파형등화기에 대해 4배속의 재생모드에서는 고주파

대역을 넓히고, 표준속재생모드에서는 주파수대역을 좁히는 대역전환을 실행하는 것에 의해 그 주파수특성은 4배속

의 재생모드와 표준속의 재생모드로 최적화된다. 이것이 4배속의 재생모드에 있어서의 에러정정불능을 표준속재생모

드에서 개선하고자 할 때의 개선성능을 더욱 향상시킨다.

또, 4배속의 재생모드에서는 캐리어주파수가 높게 된다. 엔벨로프검파기 (111)은 4배속의 재생모드에서 방전시정수

가 작게 되도록 전환가능으로 된다. 방전시정수를 작게 해도 캐리어주파수가 높은 만큼 엔벨로프주파수가 높게 되어

도(픽업의 이동속도를 빠르게 해도) 노이즈의 발생을 표준속재생모드의 경우와 동등하게 할 수 있다. 이 결과 트랙횡

단신호(TCR)의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까지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4배속재생모드에서 데이타를 액세스할 때 픽업을 

원하는 트랙으로 고속으로 이동시켜도 양호한 트랙횡단신호를 얻을 수 있고, 트랙카운트액세스방식에서도 4배속에 

따라서 픽업의 고속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4배속재생모드와 표준속재생모드를 전환해서 이용하는 장치에 있

어서 픽업의 트랙횡단속도를 2가지의 속도로 최적화하고, 표준속재생모드에서는 4배속재생모드에서 에러정정불능인

에러가 반복된 경우의 리트라이처리에 있어서의 에러정정기능의 개선을 트랙점프의 점에서 보증한다.

트랙킹에러신호(TER)을 입력하는 로우패스필터(113)도 표준속재생모드와 4배속재생모드에서 주파수특성을 전환하

도록 한 것에 의해 표준속재생모드에서도 노이즈가 적은 파형을 얻을 수 있고, 4배속재생모드에 있어서의 로우패스필

터의 최적화는 물론 4배속재생모드에서는 정정불능인 에러가 반복된 경우의 리트라이처리에서의 정정불능상태를 개

선한다고 하는 표준속재생모드의 목적에 비추더라도 트랙킹에러신호의 노이즈성분저감은 그것에 일치한다. 따라서, 

이것에 의해서도 트랙횡단신호의 질은 양호하게 하는 것에 기여하고, 4배속재생모드는 물론 표준속에 의한 리트라이

처리에서도 안정하고 정정불능상태가 적은 액세스동작이 실현가능하게 된다.

고주파앰프의 파형등화기(606)의 주파수특성을 4배속재생모드와 표준속재생모드에서 최적화해서 전환가능하게 하

고, 트랙점프에 사용되는 트랙횡단신호(TCR)을 생성하기 위한 엔벨로프검파기(111)그리고 로우패스필터(113)의 특

성도 4배속재생모드와 표준속재생모드에서 최적화해서 전환가능하게 하는 것은 액세스대상(CD-ROM디스크에 기록

되어 있는 정보)가 오디오데이타인 경우에도 표준속재생모드를 설정하는 것에 의해 오디오정보와 그 밖의 데이타정

보의 쌍방에 대해서 고품질의 재생을 실현한다.

제1도에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관한 CD-ROM재생장치의 블럭도가 도시되어 있다. 본 실시예의 CD-ROM재생장치

는 표준속재생과 그것에 대한 4배속재생의 2개의 재생모드를 갖는 것이다. (1)은 CD-ROM디스크이고, 기록밀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타가 나선형의 트랙에 선속도가 일정하게 기록되는(신호의 기록속도가 CD-ROM디스크의 안둘레, 

바깥둘레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 CLV(Constant Liner Verocity)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따라서, CD-ROM디스크(

1)의 리드위치에 의해 모터(2)의 회전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 CD-ROM디스크(1)은 특히 제한되지 않지만, 데이타필

드 및 서브코드필드를 갖는 다수의 프레임정보가 저장되고, 예를 들면 각 프레임정보는 동기신호, 데이타, 에러정정부

호, 나선형트랙의 상기 위치에 있어서의 시점으로부터의 절대시간정보, 데이타필드정보가 오디오정보인지 데이타정

보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정보등을 포함한다. 절대시간정보는 98프레임과 같은 다수프레임의 정보에 의헤서 유의의 

정보를 구성한다. CD-ROM디스크(1)의 가장 안둘레에는 데이타필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지정이나 색인을 위한 

정보 및 그 정보가 오디오정보인지 데이타정보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정보 등도 저장되어 있다. 데이타필드와 서브코

드필드의 정보는 특히 제한되지 않지만, EFM(Eight to Fourteen Modulation)라 하는 변조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EF

M은 1심볼8비트의 데이타를 14비트로 변환하는 처리이다. 또, 변환후의 직류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3비트의 마진비

트가 부가되어 NRZI변조가 실행되고 있다. 1개의 프레임은 24심볼의 데이타를 포함하고 그것에 대한 에러정정부호

가 포함되어 있다.

상기 CD-ROM디스크(1)은 디스크모터(2)에 의해서 회전되고, CD-ROM디스크(1)에 기록된 정보는 상기 CD-ROM

디스크(1)의 반경반향으로 이동되는 픽업(3)을 사용해서 리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픽업(3)은 반도체레이저로부터

의 레이저광을 도시 하지 않은 대물렌즈 등을 거쳐서 CD-ROM디스크(1)에 조사하고, 그 반사광을 포토다이오드로 

이루어지는 수광부로 수광해서 광전변환하도톡 구성되어 있다. 픽업(3)은 대물렌즈의 초점을 디스크신호면에 맞추기

위해 상기 렌즈를 심도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포커싱액츄에이터와 대물렌즈를 레이디얼(직경)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

한 트랙킹액츄에이터를 구비한다. 트랙킹액츄에이터에 의한 가동범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픽업(3) 전체를 디스크반

경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스레드모터(4)가 마련되어 있다. 스레드모터(4)는 예를 들면, 픽업(3)의 홀더에 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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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리드스쿠류축(5)를 회전구동한다.

픽업(3)에서 리드된 정보는 프리앰프로서의 고주파앰프(6)에 의해 고주파신호RF, 포커스에러신호FER, 트랙킹에러

신호TER 등으로서 출력된다. 고주파신호RF는 2진화되어 디지탈신호처리회로(7)로 공급된다. 디지탈신호처리회로(

7)은 그것에 공급된 정보의 복조, 에러정정부호 등에 따른 에러정정 등의 처리를 실행한다. 여기서, CD-ROM디스크(

1)의 심볼데이타는 기록시에 인터리브(분산) 처리되어 있다. CD-ROM디스크(1)에서 재생된 데이타에는 노이즈나 디

스크손상 등에 의해 랜덤한 에러 등이 발생한다.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에러정정부호는 특히 제한되지 않지만, 인터

리브의 전후2회에 리드솔로몬부호가 부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인터리브와 리드솔로몬부호를 조합한 것을 크로스 인

터리브 솔로몬부호(CIRC)라고 한다. 이것에 대한 에러정정은 패리티에 의한 C1정정과 디인터리브 및 패리티에 의한 

C2정정을 포함한다. 에러정정이 마지막까지 불능인 데이타에는 에러플래그가 부가되게 된다.

상기한 디지탈신호처리회로(7)에 의해 처리된 데이타는 CD-ROM디코더(8)에 의해 상기 CD-ROM디스크(1)의 정보

포맷에 따라서 데이타가 리드되고, 리드된 데이타는 출력처리회로(9)에 의해 SCS I (Small Computer System Interf

ace)나 IDE(Integrated Device Electronics)와 같은 외부와의 인터페이스사양에 따른 데이타포맷으로 변환되어 호

스트CPU 등으로 공급된다.

고주파앰프(6)에서 출력되는 포커스에러신호FER이나 트랙킹에러신호TER은 서보회로(10)으로 공급된다. 서보회로(

10)은 픽업(3)의 포커싱, 트랙킹의 각 서보제어와 스레드모터에 의한 픽업의 보내기서보나 트랙점프의 제어를 실행한

다. 포커싱서보는 CD-ROM디스크(1)의 면편향에 대해 대물렌즈와 디스크신호면과의 상대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디스크신호면이 레이저빔의 초점심도내에 위치하도록 대물렌즈를 제어하는 것이다. 트랙킹서보는 디스크가 편심회

전해도 픽업의 레이저빔을 예를 들면, 1. 64㎛간격의 트랙을 따라 정확하게 추종시키는 제어이다. 보내기 서보는 스

레드 모터에 의해 픽업을 나선형의 트랙에 추종이동시키는 제어이다. 트랙킹서보와 보내기서보에 의해서 픽업의 트

랙킹이 달성된다. 트랙점프는 특히 제한되지 않지만, 서보계를 오프상태로 해서 스레드모터를 제어하고 픽업을 강제

적으로 현재의 트랙에서 원하는 다른 트랙으로 점프시키고, 또 서보계를 온으로 해서 미세한 조정을 실행하는 처리로

된다.

시스템제어회로(11)은 상기 출력처리회로(9), 디지탈신호처리회로(7) 및 서보회로(10) 등과 인터페이스되고, CD-R

OM재생장치의 전체를 제어하는 예를 들면, 마이크로컴퓨터나 랜덤회로 등에 의해서 구성된다. 상기 디스크모터 (2)

의 회전속도는 디지탈신호처리회로(7)에 의해 제어된다. 디지탈신호처리회로(7)에 있어서의 에러정정이 불가능한 소

정의 상태가 발생되면 그 요지는 디지탈신호처리회로(7)에서 시스템제어회로(11)로 통지된다.

제2도A에는 상기 고주파앰프(6)의 1예가 도시된다. 또, 제2도B에는 픽업(3)의 레이저빔을 트랙을 따라서 정확하게 

추종시키는 제어를 위해 필요한 트랙킹오차신호의 검출방식의 1예가 도시된다.

픽업(3)은 예를 들면 3스폿방식으로 되고, 트랙 또는 피트의 좌우에 배치되는 2개의 서브스폿(30), (31)과 메인스폿(

32)로부터 반사광을 수광하는 포토다이오드A, B, C, D, E, F를 갖는다. 메인스폿(32)에 대응되는 2조의 대각선선상

의 포토다이오드 A, C와 B, D는 각각의 전류가 가산되어 전류-전압변환회로(600), (601)에 의해 전압으로 변환된다.

각각 변환된 전압은 감산회로(602)에 의해 그 차분이 검출되고, 이것이 포커스에러신호FER로 된다. 픽업(3)의 대물

렌즈가 초점심도에 맞추어져 있는 경우, 메인스폿(32)는 각 포토다이오드A∼D에 균일하게 집광하는 원형으로 되고, 

너무 가까운 경우, 메인스폿(32)는 포토다이오드A, C에만 집광하는 타원형상으로 되고, 너무 먼 경우에는 포토다이

오드B, D에만 집광하는 타원형상으로 된다. 따라서, 초점심도에 맞쳐져 있을때 감산회로(602)의 출력은 '0'으로 된다.

포커스에러신호FER은 동일도면의 파형S1으로 나타낸 바와 같은 신호파형으로 되고, 서보회로(10)은 포커스에러신

호FER이 제로크로스하도록 픽업(3)의 대물렌즈를 포커싱액츄에이터로 위치제어한다.

서브스폿(30), (31)에 대응되는 포토다이오드E, F의 전류는 각각 전류-전압변환회로(603), (604)에 의해 전압으로 

변환된다. 각각 변환된 전압은 감산기(605) 에 의해 그차분이 검출되고, 이것이 트랙킹에러신호TER로 된다. 픽업(3)

의 대물렌즈가 피트 또는 트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피트 또는 트랙으로의 서브스폿(30), (31의 중복상태는 

좌우로 일치되고, 오른쪽으로 치우친 경우에는 좌측의 서브스폿(31)의 중복량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왼쪽으로 치우친

경우에는 그 반대로 된다. 따라서, 대물렌즈가 피트 또는 트랙에 완전히 추종되어 있을 때, 감산회로(605)의 출력은 '

0'으로 된다. 트랙킹에러신호TER은 동일도면의 파형S2로 나타내어 있는 바와 같은 신호파형으로 되고, 서보회로(10

)은 트랙킹에러신호TER이 제로크로스하도록 픽업(3)의 대물렌즈를 상기 트랙킹액츄에이터로 위치제어한다.

상기 전류-전압변환회로(600), (601)의 출력은 가산기 및 파형등화기(606)로 공급되고, 고주파신호RF로 된다. 이 고

주파신호RF는 본 실시예에 따르면 EFM신호로서 그 엔벨로프파형S3은 트랙의 바로 위에서 극대, 트랙사이의 중앙에

서 극소로 된다. 변조된 신호파형은 기준주기T에 대해서 3T∼11T의 주기를 포함하는 신호파형으로 된다. 이와 같은

고주파신호RF는 데이타슬라이스회로(607)에 의해 2진화되어 디지탈신호처리회로(7) 등으로 공급된다. 제3도의 A에

는 고주파신호RF가 슬라이스회로(607)에 의해 2진화된 상태가 도시되어 있다. 2진화된 신호는 디지탈신호처리회로(

7)로 공급되어 복조나 에러정정이 실시된다.

디지탈신호처리회로(7)은 상기 2진화된 신호에서 동기신호를 검출해서 디스크모터(2)에 의한 CD-ROM디스크(1)의 

회전속도제어를 실행한다. 즉, 제3도의 B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EFM된 신호는 1프레임이 588T로 되고 각 프레

임의 선두에는 동기신호로서 11T, 11T의 신호가 부가되어 있다. 디지탈신호처리회로(7)은 588T 마다 나타나는 동

기신호11T, 11T의 검출간격이 일정시간으로 되도록 디스크모터(2)를 제어해서 픽업(3)에 대한 트랙의 선속도를 일

정하게 한다.

본 실시예의 CD-ROM재생장치는 4배속재생과 표준속재생의 2개의 재생모드를 갖는다. 그 때문에 제1도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디지탈신호처리회로(7)은 동작모드에 따라서 디스크모터(2)의 회전속도를 제어하거나 디지탈신호처리속

도를 제어하기 위한 속도전환논리회로(수단) (70)을 갖고, 그것에 대한 지시는 시스템제어회로(11)이 실행한다. 4배

속이라고 하는 것은 CD-ROM디스크(1)의 회전속도를 표준속재생모드의 4배로 하고, 고주파앰프(6)으로의 정보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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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나 디지탈신호처리속도 등을 4배로 하는 것으로서 그것에 따라 출력처리회로(9)에서 외부로의 데이타전송속도를

예를 들면, 4배로 고속화할 수 있게 된다.

4배속재생모드에 있어서는 CD-ROM디스크(1)으로부터의 리드신호의 주파수대역이 넓기 때문에 고주파앰프(6)의 

재생대역을 넓힐 필요가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노이즈대역도 넓어지고, 리드신호의 C/N도 저하한다. 예를 들면, 대

역이 2배로 되면 C/N은 3dB, 4배로 되면 6dB저하한다.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

(1) 시스템제어회로(11)은 리드에러에 대한 리트라이(재리드)처리를 표준속재생모드에서 실행하고, 그 지시를 속도

전환논리회로(수단)(70)에 부여하도록 하고, (2) 고주파앰프(6)의 파형등화기의 주파수특성을 4배속재생모드와 표준

속재생모드에서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역전환회로(수단)(60)이 마련되고, (3) 트랙점프에 사용하는 트랙횡단신

호를 생성하기 위한 엔벨로프검파 등의 특성을 4배속재생모드와 표준속재생모드에서 최적화하기 위한 검파시정수전

환회로(수단)(100)이 서 보회로(10)에 마련된다. 이하 이들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제4도에는 리트라이처리를 포준속재생모드에서 실행하기 위한 처리수순의 1예가 도시되어 있다. 통상은 4배속재생

이 실행되고(스탭S1), 디지탈신호처리회로(7)이 그것에 의해서 리드된 신호에 대한 에러검출 및 정정을 실행한 결과, 

정정불능인 에러가 발생한 경우(스탭S2), 마찬가지의 4배속재생모드에서 리트라이를 예를 들면, 3회반복해도 정정불

능일 때에는(스텝S3) 재생동작을 표준속재생모드로 전환한다(스탭S4). 그 후 표준속에서 리트라이가 실행되고, 3회

의 리트라이가 모두 정정불능인 경우(스탭S5, S6)에는 상기 데이타에 에러정정불능플래그를 부가하는 등의 정정불능

처리를 실행한다(스탭S7). 이 제어는 제1도의 시스템제어회로(11)이 실행한다.

상기 스텝S4를 위한 4배속재생모드에서 표준속재생모드로의 전환의 지시는 상기 속도전환논리회로(수단)(70), 대역

전환회로(수단)(60) 및 검파시정수전환회로(수단)(100)으로 공급된다. 즉, 제1도의(12)가 4배속재생모드와 표준속재

생모드의 전환지시신호로 된다.

시스템제어회로(11)에서 상기 스텝S4를 위한 4배속재생모드에서 표준속재생모드로의 전환의 지시가 출력되면, 디지

탈신호처리회로(7)의 속도전환논리회로(수단)(70)은 상기 디지탈신호처리회로(7)의 동작주파수를 1/4배의 주파수로

전환하고, 또한 588T마다 나타나는 동기신호의 검출간격이 4배속재생모드의 1/4로 되도록 디스크모터(2)를 제어해

서 픽업(3)에 대한 트랙의 선속도를 1/4로 한다. 신호리드속도가 1/4로 되는 것에 의해 고주파 신호RF 등의 C/N이 6

dB개선되는 결과, 랜덤에 러에 의한 에러정정불능이 개선된다. 따라서,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4배속재생모드에서 표준속재생모드로의 전환의 지시를 받는 대역전환회로(수단)(60)은 상기 가산기 및 파형등화기(

606)에 포함된다. 제5도는 가산기 및 파형등화기(606)의 1예의 회로도가 도시된다. 이 회로는 오퍼레이션앰프(6061)

을 사용한 가산회로를 주체로 하고, 단자P1에는 전류-전압변환회로(600)의 출력이 단자P2에는 전류-전압변환회로(

601)의 출력이 공급되고, 쌍방의 입력을 가산해서 단자P3으로 출력한다. 이 때, 저항R1, R2, R3, 용량C1, C2, C3은 

저역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통과대역과 감쇠대역과의 경계부분에 피킹을 갖게 하기 위한 파형등화 필터로서의 기능을

실현한다. 예를 들면, 표준속재생모드 및 4배속재생모드의 각각의 주파수특성은 제6도의(6063), (6064)로 되고 PK

로 표시되는 부분에 피킹이 형성된다. 이러한 피킹은 상대적으로 높은 캐리어주파수의 진폭을 크게 하도록(파형등화)

작용한다. 즉, 이와 같은 파형등화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제7도에 도시되는 3T와 같이 높은 주파수(짧은 주기)부분은

저역통과의 감쇠대역에 도달해서 그 파형의 경사 및 진폭은 비교적 작게되지만(파형H), 상기 파형등화가 실행되면, 

그 주파수특성의 피킹에 의해서 상기 파형의 진폭 및 파형의 기울기가 파형I와 같이 크게 된다. 데이타슬라이스회로(

607)에 있어서의 슬라이스레벨근방에 있어서의 양쪽을 비교하면 제7도의 N은 노이즈성분의 진폭, (6025)는 파형등

화된 신호의 중심, (6026)은 파형등화되어 있지 않은 신호의 중심으로 하면, 파형등화되어 있지 않은 신호는 노이즈 

성분의 영향을 받아서 △ABC, △AEF의 범위에서 오판정할 우려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파 형등화된 신호에 있어서

의 오판정의 우려가 있는 범위는 △ADC, △AGF와 같이 현저하게 작게 된다.

제5도에 있어서 용량C1, C3 및 스위치(6067)과 (6068)은 대역전환회로(수단) (60)의 1예를 이루고, 4배속재생모드

의 지시에 따라서 쌍방의 스위치(6067), (6068)이 오프상태로 되로, 이 때의 주파수특성은 제6도의(6064)와 나타낸 

바와 같이 된다. 표준속재생모드에 있어서, 그들 스위치(6067), (6068)이 온상태로 되고, 이 때의 주파수특성은 동일

도면의(6063)과 같이 변화된다. 스위치(6068)에 의한 용량C1의 접속은 주파수대역을 좁게 하도록 작용하고, 스위치(

6067)에 의한 용량C3의 접속은 피크막형을 저역측으로 시프트시키도록 작용한다.

가령, 표준속재생모드에 있어서도 4배속재생모드와 동일한 주파수특성이면 주파수가 높은 노이즈성분이 전체에 많

아지고, 또 그 예의 고주파신호RF에 포함되는 높은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신호성분에 대해서 파형등화를 실행할 수 

없게 되어 고주파신호RF의 2진화의 정밀도가 저하한다. 따라서, 4배속재생모드에 있어서 주파수대역을 넓히고, 표준

속재생모드에 있어서 주파수대역을 좁히는 대역전환에 의해 가산기 및 파형등화기(606)의 주파수특성을 4배속재생

모드와 표준속재생모드에서 최적화할 수 있다. 이것이 4배속재생모드에 있어서의 에러정정불능을 표준속재생모드에

서 개선하고자 할 때의 개선성을 더욱 향상시킨다.

제8도에는 서보회로(10)의 블럭도가 도시되어 있다. 서보회로(10) 은 트랙횡단신호생성회로(110), 상기 트랙킹서보

제어를 실행하는 트랙킹서보회로(120), 스레드서보 및 보내기서보를 실행하는 스레드서보회로(130) 및 상기 포커스

서보제어를 실행하는 포커스서보회로(140)에 의해서 구성된다.

트랙횡단신호생성회로(110)은 트랙카운트방식에 의해서 픽업(3)을 원하는 트랙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트랙횡단신호

TCR을 생성하기 위한 회로로서, 고주파신호RF의 엔벨로프를 검파하는 엔벨로프검파기(111), 그 출력을 2진화하는 

파형정형회로(112), 트랙킹에러신호TER이 입력되는 로우패스필터(113), 그 출력을 2진화해서 그 상승 및 하강의 에

지를 검출하는 파형정형회로(114), 상기 파형정형회로(114)에서 출력되는 에지검출신호에 의해 상기 파형정형회로(

112)의 출력을 래치해서 트랙횡단신호TCR을 출력하는 레치회로(115)로 이루어진다.

먼저, 트랙횡단신호생성회로(110)에 의한 트랙횡단신호생성동작을 제9도를 따라 설명한다. 트랙점프에 있어서는 트

랙킹서보회로(120)의 동작이 정지되고, 그 후 스레드서보회로(130)에 의해서 스레드모터(4)가 기동되고, 픽업(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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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의 반경방향으로 이동된다. 이것에 의해 제9도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고주파신호RF와 트랙킹에러신호TER이 

트랙횡단신호생성회로(110)으로 공급된다. 제9도의 고주파신호RF에 있어서의 0레벨은 제2도의 메인스폿(32)의 포

토다이오드A∼D의 출력이 0인 소위 다크레벨에 대응되고, M레벨은 메인스폿(32)으로부터의 반사광이 최대로 되는 

소위 경면레벨에 대응되고, R은 메인스폿(32)를 트랙이 횡단하는 것에 따라서 피트면레벨이 변화하는 포락선을 도시

하고 있다. 트랙킹에러신호TER은 트랙에 대한 제2도의 서브스폿(30), (31)의 위치에 의해서 변화한다. 트랙의 중심

에 메인스폿(32)가 위치할 때에 서브스폿(30), (31)의 출력은 동일하게 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감산기(605)에서 

출력되는 트랙킹에러신호TER은 0으로 되고, 트랙상을 스폿이 상대 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였을 때에는 감산기(60

5)의 출력은 정, 왼쪽으로 이동하였을 때에는 부측으로 변화되고, 트랙의 사이에서는 그 반대로 된다. 여기서, 트랙점

프에 있어서의 고주파신호RF 및 트랙킹에러신호TER의 주파수는 스레드모터(4)에 의한 픽업(3)의 이동속도에 비례

해서 높게 된다.

엔벨로프검파기(111)은 고주파신호RF의 엔벨로프신호EVP를 검파하고, 이것이 파형정형회로(112)에 의해 2진의 펄

스신호(출력신호)로 된다. 트랙킹에러신호TER은 로우패스필터(113)에 의해 고주파성분이 커트되고, 이것이 파형정

형회로(114)에 의해 2진의 펄스신호(출력신호)로 되어 에지검출된다. 고주파신호RF에 있어서 신호강도가 가장 강한 

위치는 트랙의 바로 위이고, 이상태에 있어서 트랙킹에러신호TER은 제로크로스포인터에 있다. 따라서, 트랙킹에러

신호TER은 엔벨로프신호EVP에 대해서 대략 위상이 90˚어긋나 있다. 래치회로(115)는 트랙킹에러신호TER의 2진

화펄스의 에지변화에 동기해서 엔벨로프신호EVP의 2진화 펄스신호(출력신호)를 래치해서 트랙횡단신호TCR을 출력

한다. 트랙킹에러신호TER과 엔벨로프신호EVP와의 위상관계로부터 명확한 바와 같이 엔벨로프신호EVP나 트랙킹에

러신호TER의 노이즈성분에 의해서 엔벨로프신호EVP의 2진화펄스신호(출력신호)나 에지신호의 변화타이밍에 바람

직하지 않은 레벨변화가 있더라도 레치타이밍에 있어서 엔벨로프신호EVP의 2진화펄스신호(출력신호)의 논리값은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래치회로(115)에서 출력되는 트랙횡단신호TCR은 실질적으로 노이즈성분이 없는 펄스신호로

된다. 트랙횡단신호TCR은 디지탈신호처리회로(7)에 의해 그 펄스변화의 회수가 계수되고 즉, 픽업(3)이 횡단한 트랙

의 수가 계수된다. 그 계수값이 소정의 값으로 될 때까지 스레드모터(4)에 의한 픽업(3)의 트랙횡단이 접속된다.

4배속재생모드에서 표준속재생모드로의 전환의 지시를 받는 검파시정수전환회로(수단)(100)은 상기 엔벨로프검파

기(111)에 포함된다. 제10도A에는 엔벨로프검파기(111)의 1예회로도가 도시되어 있다. 이 회로는 용량(1110)과 정

전류원 (1111), (1112)를 병렬접속한 회로가 전원Vdd와 PNP트랜지스터(1113)의 에미터간에 접속되고, 상기 PNP

트랜지스터(1113)의 컬렉터가 접지(GND)로, 그리고 상기 PNP트랜지스터(1113)의 에미터출력이 NPN트랜지스터(1

114)의 베이스에 결합되고, 상기 NPN트랜지스터(1114)와 저항(1115)로 에미터폴로워출력회로가 구성되어 이루어

지고, 한쪽의 정전류원(1111)은 스위치(1116)에 의해 선택적으로 PNP트랜지스터(1113)의 에미터에서 분리가능하

게 되어 있다. 그 스위치(1116) 및 정전류원(1111)이 상기 검파시정수전환회로(수단)(100)의 1예를 이룬다.

PNP트랜지스터(1113)의 베이스에는 고주파신호RF가 공급되고, 트랜지스터(1113)의 에미터에 접속된 용량(1110)

은 고주파신호RF의 주기마다 전류원(1111), (1112)를 거쳐서 충방전되고, 충전은 고주파신호RF의 파형이 그 피크값

과의 차를 증가시키는 기간에 대응해서 실행되고, 방전은 그 반대의 기간에 실행된다. 그 때의 방전시정수 즉 방전시

간t는 전류i와 전압v 및 용량값c의 주지의 관계에 의해 t = cㆍv/i로 나타낼 수 있다. 그 결과, 트랜지스터(1114)의 에

미터에는 고주파신호RF의 하측의 엔벨로프에 따른 엔벨로프신호EVP가 얻어진다. 제10도B에 도시되는 엔벨로프신

호EVP는 완만한 사인파형으로서 표시되어 있지만, 미시적으로는 방전시정수에 따른 톱니형상의 노이즈성분이 중첩

되어 있다.

제11도A 및 B에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톱니형상의 노이즈성분을 도시하고 있다. 제11도A에는 표준속재생모

드의 경우가 도시되고, 제11도B에는 4배속재생모드의 경우가 도시되어 있다. 표준속재생모드의 경우에 스위치(1116

)은 오프상태로 되고, 그것에 의해서 상기 표준속재생모드에 있어서의 캐리어주파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최적인 방전

시정수가 설정되도록 엔벨로프검파회로의 소자정수가 결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11도A에 있어서 방전시정수가 너

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점선①, ②로 표시한 바와 같이 노이즈성분이 상대적으로 크게 되어 버린다. 즉, 캐리어주파수

와의 관계에서 최적인 방전시정수가 결정되어야 한다. 4배속의 경우에는 캐리어주파수가 높게 되어 있으므로, 4배속

재생모드에서는 스위치(1116)이 온상태로 되고, 방전시정수가 작게 되도록 되어 있다. 방전시정수를 작게 해도 캐리

어주까수가 높은만큼 엔벨로프주파수가 높게 되어도 즉, 스레드모터(4)에 의한 픽업(3)의 이동속도를 빠르게 해도 노

이즈의 발생을 제11도A의 경우와 동등하게 할 수 있다. 이 결과 트랙횡단신호TCR의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까지 출력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타를 액세스할때에 픽업을 원하는 트랙으로 고속으로 이동시켜도 양호한 트랙횡단신호TCR을

얻을 수 있어 트랙카운트액세스방식에서도 4배속에 따라서 픽업(3)의 고속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즉, 4배속재생모드

와 표준속재생모드를 전환해서 이용하는 장치에 있어서, 픽업(3)의 트랙횡단속도를 2가지의 속도로 최적화할 수 있다

. 즉, 방전시정수를 4배속재생모드로 최적화해서 고정한 경우, 표준속재생모드에서는 ②로 표시되는 점선과 같은 노

이즈를 발생하게 되어 4배속재생모드에서 에러정정불능인 에러가 반복된 경우의 리트라이처리를 위해 표준속재생모

드를 설정하는 의의가 트랙점프의 점에서 약해지게 된다. 반대로, 방전시정수를 표준속재생모드로 최적화해서 고정한

경우에는 4배속재생모드에 있어서 제11도B와 같은 파형으로 대표되도록 픽업을 고속이동시키면 제11도A의 ①로 표

시되는 점선과 같은 등가노이즈를 발생하게 되어 4배속재생모드에 있어서도 트랙점프시에 픽업(3)의 이동속도를 고

속화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제12도에는 트랙횡단신호생성회로의 다른 예가 도시되어 있다. 이 예에서는 로우패스필터(113)도 표준속재생모드와

4배속재생모드에서 주파수특성을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로우패스필터(113)은 저항(1131)과 용량(1132)로 이루

어지는 1차 로우패스필터를 주체로 하고 다른 저항(1133)과 스위치(1134)의 직렬회로를 저항(1131)로 병렬배치하

여 스위치(1134)의 온/오프에 의해서 통과대역을 전환할 수 있게 구성하고 있다. 스위치(1134)의 온상태에서는 통과

대역주파수가 높게 된다. 엔벨로프검파기는 제10도A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된다. 표준속재생모드에서는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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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및 (1134)가 모두 오프상태로 되고, 4배속재생모드에서는 쌍방의 스위치(1116), (1134)는 모두 온상태로 제

어된다. 통과대역의 전환을 실행하지 않는 형식의 로우패스필터, 즉 스위치(1134)가 항시 온상태로 되는 4배속으로 

최적화된 로우패스필터를 사용한 경우에 표준속재생모드에서 제13도A, 4배속재생모드에서 제13도C와 같은 특성을 

갖는 경우에 통과대역의 전환을 실행하도록 하면 표준속재생모드에서 도 제13도B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노이즈가 적

은 파형을 얻을 수 있다. 즉, 4배속재생모드에 있어서의 로우패스필터(113)의 최적화는 물론 4배속재생모드에서는 

정정불능인 에러가 반복된 경우의 리트라이처리에서의 정정불능상태를 개선하는 표준속재생모드의 목적에 비추어 

봐도 트랙킹에러신호TER의 노이즈성분저감은 그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상기 수단도 트랙횡단신호TCR의 질을 양호

하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 4배속재생모드는 물론 표준속에 의한 리트라이처리에서도 안정한 액세스동작의 실현에 기

여한다.

CD-ROM디스크에는 데이타뿐만 아니라 CD포맷의 오디오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CD-ROM디스크

의 재생에 있어서는 데이타일 때에는 고속으로 재생하고, 오디오정보인 것은 표준속도에서 음악을 재생할 필요가 있

다. 데이타정보가 오디오정보인지는 서브코드필드의 정보로서 식별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제어회로(11)은 이것을 보

고 가배속으로 재생하면 좋을 지 판단할 수 있다. 즉, 제4도의 제어시퀀스에 따라서 4배속재생모드와 표준속재생모드

의 전환을 제어하는 것 외에 액세스대상이 오디오데이타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표준속재생모드를 설정한다. 본 실

시예에 있어서는 고주파앰프(6)의 가산기 및 파형등화기(606)의 주파수 특성이 4배속재생모드와 표준속재생모드에

서 최적화되어 전환가능하게 되어 트랙점프에 사용되는 트랙횡단신호TCR을 생성하기 위한 엔벨로프검파기(111) 및

로우패스필터(113) 등의 특성도 4배속재생모드와 표준속재생모드에서 최적화되어 전환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오디

오정보와 그 외의 데이타정보의 쌍방에 대해서 고품질의 재생을 실현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 의하면 다음의 작용효과가 있다.

(1) 4배속재생모드에 있어서 정정불능인 리드에러가 발생하였을때에 표준속재생모드로 전환헤서 리트라이처리를 실

행하는 것은 신호리드속도가 1/4로 되는 것 에 의해 고주파신호RF 등의 C/N이 6dB개선되는 결과, 랜덤에러에 의한 

에러정정불능을 개선할 수 있고, 따라서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가산기 및 파형등화기(606)에 대해 4배속재생모드에서는 주파수대역을 넓히고, 표준속재생모드에서는 주파수대

역을 좁히는 대역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의해 가산기 및 파형등화기(606)의 주파수특성을 4배속재생모드와 표준

속재생모드에서 최적화 할수 있다. 이것에 의해 4배속재생모드에 있어서의 에러정정불능의 표준속재생모드에서 개선

하고자 할 때의 개선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3) 4배속재생모드에서는 캐리어주파수가 높게 된다. 엔벨로프검파기(111)은 4배속재생모드에서는 방전시정수가 작

아지도록 전환가능하게 된다. 방전시정수를 작게 하고 캐리어주파수가 높은 만큼 엔벨로프주파수를 높게 해도 즉, 스

레드모터(4)에 의한 픽업(3)의 이동속도를 빠르게 해도 노이즈의 발생을 표준속재생모드의 경우와 동등하게 할 수 있

다. 이 결과 트랙횡단신호TCR의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까지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4배속재생모드에서 데이타를 액

세스할 때에 픽업(3)을 원하는 트랙으로 고속으로 이동시켜도 양호한 트랙횡단신호TCR을 얻을 수 있어 트랙카운트

액세스방식에서도 4배속에 따라서 픽업(3)의 고속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즉, 4배속재생모드와 표준속재생모드를 전

환해서 이용하는 장치에 있어서 픽업(3)의 트랙횡단속도를 2가지의 속도로 최적화할 수 있어 표준속재생모드에서는 

4배속재생모드에서 에러정정불능인 에러가 반복된 경우의 리트라이처리에 있어서의 에러정정기능의 개선을 트랙점

프의 점에서 보증할 수 있다.

(4) 트랙킹에러신호TER을 입력하는 로우패스필터(113)도 표준속재생모드와 4 배속재생모드에서 주파수특성을 전

환하도록 한 것에 의해 즉, 표준속재생모드에서는 통과대역주파수를 낮추고, 4배속재생모드에서는 통과대역주파수를

높이도록 전환제어하는 것에 의해 표준속재생모드에서도 노이즈가 적은 파형을 얻을 수 있고, 4배속재생모드에 있어

서의 로우패스필터(113)의 최적화는 물론, 4배속재생모드에서는 정정불능인 에러가 반복된 경우의 리트라이처리에

서의 정정불능상태를 개선한다고 하는 표준속재생모드의 목적에 비추더라도 트랙킹에러신호TER의 노이즈성분저감

은 그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것에 의해서도 트랙횡단신호TCR의 질을 양호하게 하는 것에 기여하고, 4배속재생모

드는 물론 표준속도에 의한 리트라이처리에서도 안정한 엑세스동작의 실현에 기여한다.

(5) 고주파앰프(6)의 가산기 및 파형등화기(606)의 주파수특성이 4배속재생모드와 표준속재생모드에서 최적화되어 

전환가능하게 되고, 트랙점프에 사용되는 트랙횡단신호TCR을 생성하기 위한 엔벨로프검파기(111) 및 로우패스필터

(113) 등의 특성도 4배속재생모드와 표준속재생모드에서 최적화되어 전환가능하게 되므로, 액세스대상정보가 오디

오데이타인 경우에도 표준속재생모드를 설정하는 것에 의해 오디오정보와 그 외의 데이타정보의 쌍방에 대해서 고품

질의 재생을 실현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발명을 실시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그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 있어서 여러가지 변경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표준적인 리드속도에 대한 N배의 속도는 4배에 한정되는 변경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또, 엔벨로프검파

기에 있어서의 방전시정수의 전환은 전류원 으로 제어하는 것 이외에 용량값으로 제어하도록 해도 좋다. 또, 가산기 

및 파형등화기, 엔벨로프검파기 및 로우패스필터의 회로구성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

다. 또, 에러검출 및 정지의 방법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다. 데이타필드의 내용이 오디오정보인지 데이타정보인지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의 저장장소는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는 주로 본 발명자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진 발명을 그 배경으로 된 이용분야인 CD-ROM재생장치에 

적용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그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CDV, 추기형CD, 리라이트가능CD, 광

자기디스크 등의 디스크에서 기록정보를 재생하는 장치에 널리 적용할 수 있다.

본원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 중 대표적인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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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데이타의 전송속도를 희생하는 일 없이 디스크의 상태가 나쁜 한 경우에도 리드신호에 대한 에러정정불능의 확률

을 낮출 수 있다.

에러에 대한 정정불능상태나 리드정보의 종별 등의 액세스상황에 따라서 재생속도를 가변시킬 때, 그것에 의한 리드

신호주파수의 상위에 대해서 최적화한 기록정보재생장치를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보가 기록된 디스크로부터 픽업을 사용해서 정보를 리드하고, 리드한 정보에 대한 에러검출 및 에러정정의 처리를 

실행하여 기록정보를 재생하고, 재생된 정보를 송출하는 기록정보 재생장치로서,

제1 속도로 기록정보의 리드를 실행하여 정보를 재생하는 제1 속도의 재생모드에 있어서 발생하는 에러정정 불능에 

따라서 재생모드를 상기 제1 속도보다 저속인 제2 속도로 기록정보의 리드를 실행하여 정보를 재생하는 제2 속도의 

재생모드로 전환하고, 상기 에러정정 불능의 정보에 대한 재차의 재생을 실행시키는 것으로서, 상기 제1 속도는 상기 

제2 속도보다 4배이상 고속인 제어수단;

상기 디스크로부터 상기 픽업을 사용해서 리드한 상기 정보를 증폭하고, 상기 제1 속도의 재생모드보다 상기 제2 속

도의 재생모드에 있어서 재생대역을 좁게하는 대역전환수단을 갖는 증폭기 및;

상기 픽업을 원하는 트랙으로 점프시키기 위해 상기 픽업을 트랙과의 교차방향으로 강제이동시켰을 때의 트랙횡단주

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트랙횡단신호를 발생하는 트랙횡단신호 발생회로를 포함하는 서보회로가 마련되고,

상기 트랙횡단신호 발생회로는 상기 증폭기에서 출력되는 고주파신호로부터 그의 포락선인 엔벨로프신호를 검파하

는 엔벨로프 검파기와 상기 증폭기에서 출력되는 트랙에러신호로부터 고주파성분을 제거하는 로우패스필터를 구비

하고, 상기 로우패스필터의 출력을 2진화한 펄스신호의 에지변화와 동기해서 상기 엔벨로프신 호의 2진화신호를 래

치하여 상기 트랙횡단신호를 생성하는 것이고,

상기 엔벨로프 검파기는 상기 증폭기에서 출력되는 상기 고주파신호의 주기에 따라서 충방전을 실행하는 것에 의해 

상기 엔벨로프신호를 생성하는 것이고, 상기 제2 속도의 재생모드에 있어서는 상기 제1 속도의 재생모드에 비해 방전

시정수를 크게 하는 검파 시정수 전환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정보 재생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엔벨로프 검파기는 상기 방전 시정수를 결정하기 위해 용량과 정전류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검파 시정수를 크게

할 때에는 상기 정전류회로의 전류량을 크게 하도록 전환해서 상기 검파 시정수를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

록정보 재생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로우패스필터는 상기 제2 속도의 재생모드에 있어서는 상기 제1 속도의 재생모드에 비해 통과대역 주파수를 낮

게 하는 통과대역 전환수단을 구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정보 재생장치.

청구항 4.
나선형상으로 형성된 트랙에 정보가 기록된 디스크를 회전구동시키는 모터;

상기 트랙에 기록된 정보를 디스크에서 리드하는 픽업;

상기 픽업에서 리드한 정보를 증폭하고, 상기 제1 속도의 재생모드보다 상기 제2 속도의 재생모드에 있어서 재생대역

을 좁게 하는 대역전환수단을 갖는 증폭기;

상기 증폭기의 출력에 따라서 상기 트랙에 대한 픽업의 위치를 제어하는 서보제어수단;

상기 증폭기의 출력에 따라서 상기 모터의 회전속도를 제어함과 동시에 상기 증폭기의 출력에서 얻어지는 리드정보

에 대한 복조와 에러검출 및 에러정정의 처리를 실행해서 기록정보를 재생하는 디지탈신호 처리수단 및;

제1 속도로 기록정보의 리드를 실행해서 데이타를 재생하는 제1 속도의 재생 모드에 있어서 발생되는 에러정정 불능

상태에 따라서 재생모드를 상기 제1 속도보다 저속인 제2 속도로 기록정보의 리드를 실행해서 정보를 재생하는 제2 

속도의 재생모드로 전환하고, 상기 에러정정 불능의 정보에 대한 재차의 재생을 실행시키는 것으로서, 상기 제1 속도

는 상기 제2 속도보다 4배이상 고속인 제어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서보제어수단은 상기 픽업을 원하는 트랙으로 점프시키기 위해 상기 픽업을 트랙과의 교차방향으로 강제이동시

켰을 때의 트랙횡단주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트랙횡단신호를 발생하는 트랙횡단신호 발생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트랙횡단신호 발생회로는 상기 증폭기에서 출력되는 고주파신호로부터 그의 포락선인 엔벨로프신호를 검파하

는 엔벨로프검파기와 상기 증폭기에서 출력되는 트랙에러신호로부터 고주파성분을 제거하는 로우패스필터를 구비하

고, 상기 로우패스필터의 출력을 2진화한 펄스신호의 에지변화와 동기해서 상기 엔벨로프신호 의 2진화신호를 래치

하여 상기 트랙횡단신호를 생성하는 것이고,

상기 엔벨로프검파기는 상기 증폭기에서 출력되는 상기 고주파신호의 주기에 따라서 충방전을 실행하는 것에 의해 

상기 엔벨로프신호를 생성하는 것이고, 상기 제2 속도의 재생모드에 있어서는 상기 제1 속도의 재생모드에 비해 방전

시정수를 크게 하는 검파 시정수 전환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정보 재생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엔벨로프검파기는 상기 방전 시정수를 결정하기 위해 용량과 정전류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검파 시정수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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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상기 정전류회로의 전류량을 크게 하도록 전환해서 상기 검파 시정수를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

록정보 재생장치.

청구항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로우패스필터는 상기 제2 속도의 재생모드에 있어서는 상기 제1 속도의 재생모드에 비해 통과대역 주파수를 낮

게 하는 통과대역 전환수단을 구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정보 재생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증폭기의 상기 대역전환수단은 픽업으로부터의 리드정보에 대한 저역통 과 주파수대역과 주파수 감쇠대역과의 

경계부분에 피킹을 형성해서 파형등화를 실행하는 파형등화필터에 마련된 주파수특성 변경용의 회로소자와 상기 회

로소자를 선택적으로 회로에서 분리하는 스위치소자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정보 재생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증폭기의 귀환계에 상기 대역전환수단이 배치되어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정보 재생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가 기록된 디스크는 CD-ROM이고, CD-ROM 재생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정보 재생장치.

청구항 10.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가 기록된 디스크는 상기 픽업에 마련된 반도체 레이저로부터의 레이저광에 의해서 그의 기록정보가 재생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정보 재생장치.

청구항 11.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증폭기의 상기 대역전환수단은 픽업으로부터의 리드정보에 대한 저역통 과 주파수대역과 주파수 감쇠대역과의 

경계부분에 피킹을 형성해서 파형등화를 실행하는 파형등화 필터에 마련된 주파수특성 변경용의 회로소자와 상기 회

로소자를 선택적으로 회로에서 분리하는 스위치소자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정보 재생장치.

청구항 12.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증폭기의 귀환계에 상기 대역전환수단이 배치되어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정보 재생장치.

청구항 13.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가 기록된 디스크는 CD-ROM이고, CD-ROM 재생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정보 재생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가 기록된 디스크는 상기 픽업에 마련된 반도체 레이저로부터의 레이저광에 의해서 그의 기록정보가 재생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정보 재생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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