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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레이저 기록 카드를 내장한 데이타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타 카드의 한면에 대한 평면도.

제2도는 제1도의 선2-2를 따라 절취된 부분 측단면도.

제3도는 제1도의 점선으로 예시된 레이저 기록 스트립의 일부에 대한 레이저 라이팅의 상세도.

제4도는 제1도의 예시된 광학 기록 매체상에서 판독 및 기입하기 위한 장치에 대한 평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데이타 카드                     13 : 카드 베이스

15 : 스트립                            19 : 투명 박막 시이트

35, 37 : 스포트                       39 : 이중 스포트

41 : 카드                                42 : 가동 홀더

43 : 레이져 광원                      47 : 시준 및 집속용 광학장치

49 : 분산기                              5l : 집속렌즈

53 : 광검출기                           55 : 서어보 제어 미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광학 정보 기억장치에 관한 것이다. Drexler의 미합중국 특허 제 4,500,777호
(PCT/US82/00188)는  레이저  기록  가능한  지갑(wallet)크기의  카드를  사용하여 트랜잭션(trasactin)
데이타를  순차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해  기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고  분해능의  반사성 
레이저  기록  물질의  스트립이  카드의  한쪽에  부착되어  있다.  데이타  비트는  반사면에  피트를  레이저 
에너지로 녹임으로써 스트립에 기록된다.

피트의  존재는  판독  광  비임의  분산과  50%에서  10%로의  반사도강하를  일으킨다.  데이타  비트는 기록
된 피트에서의 빛의 분산에 의해 생긴 반사도의 감소에 대한 측정장치,  즉  광학 검출기 수단에 의해 
판독된다.  이것은  피트에  의한  분산으로  인한  반사도의  손실에  대한  절대  측정을  필요로  한다. Di1
의  미합중국  특허제  4,209,804호는  레이저에  의한  반사성  금속의  국부적인  용융에  의해  데이타가 기
록될 수 있는 미리 프레스된 V형 홈을 내장한 반사성 정보 기록 구조체에 관해 기재하고 있다.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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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데이타는 광학 상태 천이효과에 의해 기록된다.  미리 형성된 홈은 95  내지 140의  광학 상태 깊
이를 가지므로, 판독 레이저는 홈 깊이에 대응하는 정확한 파장이어야 된다.

정보  영역은  약  0.6  미크론의  폭을  가지므로,  보통  1200미크론  깊이의  두꺼운  보호기판이  1미크론의 
표면먼지  입자가  레이저  비임에  대하여  촛점  이탈되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두꺼운 보호물질
은  Iso(세계표준  기구)표준하에서  불과  800미크론의  총  두께를  갖는  지갑형  카드에  사용될  수 없으
며  또한  바지  포켓이나  지갑내에  단단한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불편하다.  그리고,  표면 양단에
서  상태  천이가  생기지  않게접착제로써  상태  감지  기록/판독면을  보호  박막  재료에  접합시키는  것인 
어려운  일이다.  또한,  큰  립(lip)이  상태  천이라는  커다란  왜곡을  일으키며  구멍  주위에  형성되기 
때문에  큰  구멍을  녹이는  것은  비실용적이다.  구멍의  가장자리  천이는  측정된  상태천이이며,  립의 
높이가 구멍 직경의 제곱근에 비례하기 때문에 상태 천이 판독은 작은 구멍에 대해서만 실용적이다.

예를들어,  25미크론의  직경을  갖는  구멍은  판독  비임의  파장보다  훨씬  큰  1미크론  높이를  갖는  립을 
형성한다.  따라서  큰  구멍과  접합된  보호  재료에  대하여  상태  천이에  좌우되지  않는  기록/판독 구조
체를  갖는것이  바람직하다.  Lahr의  미합중국  특허  제  3,873,813호는  청구  카드에  관해  설명하고 있
는데,  그것의  사용은  선택된  영역에  열  감지  피막의  스포트를  교대로  위치시킴으로써  그  영역의 반
사특성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지시되어 었다.

반사성  열  감지  재료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배후의  흑지(black  paper)스트립을  가열하여 노출시킬
때  투명하게  된다.  기록은  그  재료의  온도를  175°F로  상승시키도록  0.7초동안  그리고  추가로 5밀리
초동안  175°F이상으로  고  강도의  광비임에  대한  노출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형태의  크레디트  카드 
시스템은  초당2데이타  비트  이하의  기록을  가능케  한다.  담겨져서  확산된  액체  때문에,  데이타 스포
트의  크기는  크게되고조절하기  어렵다.  이  카드는  청색  광비임을  필요로  하므로,  긁힌곳과  표면 먼
지는  매우  큰  데이타  스포트가10,000비트  이하로  용량을  감소시켜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다수의 데이
타 에러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  데이타 용량이 어떤 청구 및  크레디트 카드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것이라면,  재정,  보험,  건강 및 
개인기록에  대한  상세한  기록에는  적당치  않다.  또한,  초당  2비트  이하의  기록  속도는  대부분의 응
융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그  밖에 이  카드의 단점은 그것의 온도가 예컨대 차량
의  계기반상에서  175°에  도달하거나  혹은  가정용  위셔나  드라이어를  통과하는  경우  모든  데이타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Nagata의  미합중국  특허  제  4,197,986호,  Girard의  미합중국  특허  제  4,224,666호  및  Atalla의 미합
중국  특허  제  4,304,990호는  데이타  카드의  갱신에  대해  기재하고   있다.  Nagata의  특허는  완전한 
데이타  파일이  자기  디스크나  드럼과  같은  보조  메모리  회로에  있는  카드상의  최대  한도액  및 잔금
에  대한  갱신에  관해  기재하고  있다.  트랜잭션(거래)을  포함한  판매  전표는  카드로부터  별도로 기록
된다.

Giraud의  특허는  메모리  뱅크를  가진  직접회로  칩을  내장한  데이타  처리  기구  엑세스  카드를 기재하
고있다.  그  메모리는  기구에  대한  액세스를  인가하거나  방지하도록  되어  있는  미리  정해진  비밀 데
이타의 항목을 기억한다. 잔금만이 갱신된다.

Atalla의  특허는  자금만이  기록  및  갱신되는  카드를  기재하고  있다.  이  카드는  트랜잭션  시스템이 
중앙컴퓨터에  접속되는  곳에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  카드들중  어떠한  것도  과거의  트랜잭션의 
기록을 축적하는데 필요한 메모리 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회전식  디스크  포멧에  사용하기  위한  각종  기록  매체가  개발되어  왔다.  그  디스크는  신속히 회전하
기  때문에,  짧은  레이저  펄스  시간(500  나노초  정도)이  작은  스포트로  가열을  제한하는데  필요하다. 
그  매체는  매체  흡수도의  파라미터를  변경함으로써  비임에  대한  감도를  증가시키도록  개발되어 
왔다.  spong의  미합중국  특허  제  4,190,843호  및  제  4,305,081호는  반사성  알루미늄층에  대하여 흡
수성 다이 레이저를 두고 있다. 스포트는 배후의 반사층을 노출시키는 다이 레이저의 융삭
(ablation)에  의해  기록된다.  Bell의  미합중국  특허  제  4,300,143호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기재하고 
있다.

Bartolini의  미합중국  특허  제  4,313,188호는  다이  레이저와  반사  레이저  사이에  반사층을  부가하고 
있다.  Wilkinson의  미합중국  특허  제  4,345,361호는  다이레이저  대신  광흡수성  실리카  유전층을 사
용하고 있다. Terao의 특허는 유기 기록 박막층 위에 무기 흡수층을 두고 있다.

구멍은  흡수층에  발생된  열에  의해  박막층에  형성된다.  Suzuki의  미합중국  특허  제  4,202,491호는 
데이타  스포트가  적외선을  방사하는  형광  잉크층을  사용한다.  개선된  감도는  복잡성  및  가격을 증가
시키는  여분의  층의  희생을  통해  이  매체들에서  얻어진다.  이  증가된  감도는  카드  포멧에 불필요하
다.

본  발명의  목적은  카드상의  데이타가  그것을  둘러싼  비기록  필드와  대조를  이루는  곳에서 레이저로
써  데이타  카드상에  트랜잭션  데이타를  순차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시스템과  레이저로  기록할수  있는 
스트립을 내장한 지갑(wallet)크기의 플라스틱 데이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보험,  개인  건강기록,  개인  정보,  예금  및  관련  데이타  기록란에  관계된 사
건과  트랜잭션에  대한  순차적인  레이저  기록을  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  발명의  목적은  플라스틱 
크레디트  카드에  대해서  ISO규격과  일치하고  최소한  250,000비트의  용량을  가지며  초당  수천  비트로 
데이타를  기억할  수있는  레이저로  기록할  수  있는  스트립을  내장하고  또한  스트립상에  기준위치와 

같은  미리  기록된  정보를  내장하며, 175
o
F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하강하지  않을  지갑  크기의 카

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들은  판독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을  만한  크기  즉  25미크론  미만의  데이타  스포트를 사
용한  레이저로  기록할  수  있는  스트립을  내장하고  또한  기준위치  정보를  내장하는  불과  800미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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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의  지갑크기의  밀봉된  플라스틱  카드로써  달성된다.  본  발명의  데이타  시스템은  광학 콘트라스
트비의 판독에 좌우된다.

그  카드는  스트립상에  정보를  사진술로  미리  기록하고,  카드  베이스상에  스트립을  부착하고,  스트립 
위에  보호  투명  재료를  접합한  다음  레이저로써  트랜잭션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형성한다.  데이타 비
트는  스프트로서  기록되고  2대  1의  비를  초과하는  스포트와  그것을  둘러싼  필드사이의  광학 콘트라
스트  차이를  검출함으로써  판독된다.  그  콘트라스트  비  측정은  비교측정이며  포면  모울딩에  의해 형
성된 상승된 스포트나,  사진석판 수단에 의해 형성된 명  또는 암  스포트와 같은 미리 기록된 데이타
로 구성되는 비트들을 스트립을 카드에 부착하기 전에 검출한다.

이러한  형태의  검출은  또한  비  반사성의  배경에  대하여  단조롭게  빛나는  스포트를  생성하도록 스트
립상의  무딘  미시적  스파이크(spike)를  녹임으로써  형성된  비트들도  검출한다.  그것은  또한  기록된 
스포트의  스팩트럼  특성의  판독  광비임의  파장을  반사하기  보다는  흡수하도록  또는  그  반대로 변화
되게끔  하는  기술에  의해  형성된  비트들도  검출한다.  본  발명의  주요  장점중  하나는고  정보  용량을 
갖는  레이저  기록  매체  스트립이라는  점이다.  통상,  고  분해능  레이저  기록  재료는  그것을  둘러싼 
반사  필드와  광학적으로  콘트라스트르이루며  25미크론  이하의  규격을  가진  변경된  반사도의 스포트
를 기록한다.  고용량 레이저 기록 재료는 크레디트 카드로 하여금 대부분 응용에 있어서 보다 더 넓
은 동등한 수의 텍스트 페이지를 이송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트랜잭션  카드는  재정  트랜잭션,  보험트랜잭션,  건강  정보  및  사건,  개인  정보와 증명서
를  포함한  기록  데이타를  순차적으로  축적하는데  적당하다.  제1도  및  제2도를  보면,  데이타 카드
(11)는  대부분의  크레디트  카드  크기로  되어  있는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카드의  폭은  약 
54mm이고  길이는  약  85mm이다.  이  규격은  엄격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크기가  지갑에  끼우는  것이 
편리하고  또  자동  텔러머신등에  보편적인  크기로서  채용되어  왔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카드 베이스
(13)는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이  좋다.  베이스티  표면  마무리는  낮은  거울  반사도,  즉  10%이하가 
바람직하다. 베이스(13)는 스트립(15)을 이송한다.

그  스트립은  약  15mm의  넓이를  가지며  카드의  길이  방향으로  연장된다.  이와는  달리,  스트립은  다른 
크기  및  방위를  가질수도  있다.  그  스트립은  약  100-500미크론으로  비교적  얇은데,  이와같은  꼭 정
밀할  필요는  없다.  그  스트립은  편평성을  얻는  어떤  편리한  방법에  의해  카드에  사용될  수도  있다. 
스트립은  접착체로써  카드에  부착되고  스트립(15)을  편평하게  유지함과  아울러  스트립을  먼지나 긁
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투명박막  시이트(19)에  의해  덮여진다.  시이트(l9)는  얇은  투명  플라스틱 시이
트 박막 재료 또는 투명래커와 같은 피막이다.

그  재료는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  베이스(13)의  반대면은  카드의 표면
상에  양각된  유저  식별  표지를  가질수도  있다.  카드  만료  데이타,  카드  번호등과  같은  다른  표시가 
임의로 제공될 수도 있다.  스트립(15)을  형성하는 고  분해능 레이저 기록 재료는 그  재료가 얇은 기
판상에  형성될  수있는한  직접  기입후  판독(DRAW)광학  디스크로써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반사성 기록
재료 일수도 있다.

투과 재료위의 반사재료의 장점은 판독/기입 장비가 모두 카드의 한  면상에 있고 자동 집속이 더 용
이하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de  Bont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230,939호에  기재된  고 분해
능 재료는 Bi,  Te,Ind,  Sn,  Cu,  Al,  Pt,  Au,  Rh,  As,  Sb,  Ge,  Se,  Ga와 같은 반사재료의 얇은 금속 
기록층으로 되어 있다.

적합한  재료는  고반사도,  저  용융점을  가진것,  특히  Cd,  Sn,  Tl,Ind,  Bi  및  아말감이다.  유기 콜로
이드내에서의  반사성  금속입자의  현탁은  용융  온도  레이저  기록매체를  형성한다.  은은  이와같은 금
속중  하나이다.  통상의  기록  매체는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합중국  특허  제  4,314,260호, 
제  4,298,684호  및  제  4,269,917호에  기재되어  있다.  선택된  레이저  기록  재료는  그것  위에  써넣기 
위해 사용되는 레이저와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재료는 어떤 일정 파장에서 다른 재료 보다 더  민감하다.  적외선은 투명 박막 시이트상의 긁힘 
및  먼지에  의해  미소하게  영향받기  때문에  적외선에  대한  양호한  감도가  바람직하다.  선택된  기록 
재료는  양호한  신호  대  잡음비를  가져야하고  그것이  사용되는  판독/기입  시스템에  있어  고 콘트라스
트의  데이타  비트를  형성한다.  그  재료는  오랜  기간  동안  180°F(82℃)의  온도에  있게  될때 데이타
를  잃지  않아야  한다.  그  재료는  또한  최소한  수천  비트/초의  속도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
은  오랜  가열  시간을  필요로하며  열의  존재하에서  느린  화학  반응에  좌우되어  불과  비트/초의 기록
을 가능게하는 재료의 사용을 배재한다.

다수의  고  반사성  레이저  기록  재료가  광학  데이타  디스크  응용장치에  사용되어  왔다.  데이타는 반
사층을  둘러싼  필드에  스포트를  형성하고  이에  의하여  데이타  스포트에서  반사도를  변경함으로써 기
록된다.  그리고  데이타  비기록  영역을  둘러싼  반사  필드와  기록된  스포트  사이의  광학  반사 콘트라
스트를  검출함으로써  판독된다.  둘러싼  필드의  반사도의  1/2이하인  스포트  반사도는  판독을  위해 충
분한  콘트라스트인  최소한  2대1의  콘트라스트비를  생성한다.  콘트라스트가  클수륵  바람직하다.  약 
50%의  스트립  필드의  반사도는  반사  필드내의  스포트의  반사도가  10%이하인  경우에  바람직하며, 따
라서  5대  1보다  큰  콘트라스트  비를  생성한다.  이와는  달리  데이타는  또한  스트립의  반사도를 증가
시킴으로써  기록될  수도  있다.  예를들어,  기록  레이저는  스트립상의  무딘  미시적  스파이크의  필드를 
녹여서  균일하게  빛나는  스포트를  생성할  수  있다.  이  방법은  SPIE,  Vo1.329,  광학디스크 기술
(1982), p.202에 기재되어 있다.

둘러싼  스파이크  필드의  반사도의  2배  이상인  스포트  반사도는  판독을  위해  충분한  반사도인  최소한 
2대1의  콘트라스트비를  생성한다.  제3도를  보면,  레이저  기록  재료  스트립(15)상의  레이저  라이팅에 
대한 확대도가 도시되어 있다.

점선(33)은  제1도의  점선(33)에  대응한다.  긴  타원형의  스포트(35)는  한  통로에서  정렬되고 일반적
으로  동등한  크기를  갖는다.  그  스포트는  스포트의  길이방향  크기에  수직한  타원축과  형태상 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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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원형이다.  제2군의  스포트(37)는  제2통로에  정렬된다.  통로  사이의  간격은 리드백(readback)시
스템의 광학장치가 통로와 쉽게 구별될수 있어야 하는 것은 제외하고는 정밀하지 않다.

현재의  광학  디스크  기술로는,  불과  수  미크론  만큼  분리되는  트랙으로  분해될  수  있다.  각  통로를 
따르는  스포트의  간격과  패턴은  용이한  해독을  위해  선택된다.  예를들어,  도시된  형태의  타원 스포
트는  자기  클럭  바아  코드에  따라서  밀집되어  이격될  수  있다.  스포트  크기의  변동이  필요하다면, 
그  크기는  이중  스포트(39)와  같이  스포트르  밀집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은 미합중
국 특허 제 4,245,152호에 기재된 ETAB 바아코드에서 사용된다.

미국 은행 조합은 아직 어떤 특정 코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스트랩 재료는 다수의 기계 코드와 육
안으로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수용될  수  있을  정도이다.  유니버어셜  프로덕트코드(Universal  Product 
Code)와  같은  광학  코드들은  기계  및  육안  판독의  양용이다.  이러한  코드들은  또한  원형  또는 타원
형  스포트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레이저  라이팅이  필요하지만  수용될  수  있으며,  훨씬  더  낮은 
정보  밀도가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3도에  예시된  스포트는  약  5×20미크론의  크기를  갖는  것이 
좋으며  혹은  직경이  5미크론  또는  10미크론의  원형  스포트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크기의 스포
트는 50미크론 이하가 되어야 한다.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가장  큰  크기도  역시  50미크론  이하이다.  물론,  낮은  밀도를  큰  스포트로 
오프셀하기  위해서,  스트립(15)의  크기는  큰  익스텐트(extent)의  카드를  포함할  수  있는  지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제1도에서, 레이저 기록 스트립(15)은 단일 면의 카드를 완전히 덮을 수 있다.

250,000비트의  최소  정보  용량이  표시되고  100만  비트  이사의  기억  용량이  바람직하다.  제4도에는, 
카드(41)의  길이방향  규격에  대한  측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그  카드는  보통  카드를  비임  궤도로 가
져오는  가동홀더(42)에  수납된다.  레이저  광원(43),  바람직하기로는  적외선  파장  근처의  펄스형 반
도체  레이저는  시준  및  집속용  광학장치(47)를  통과하는  비임을  방사한다.  그  비임은 비임분산기
(49)에 의해 샘플되어, 비임의 일부는 집속렌즈(51)를 통해 광검출기(53)로 전송된다.

검출기(53)는  레이저  라이팅을  확인하는  것으로  필수적인  장치는  아니다.  이어서  그  비임은  화살표 
A의  방향으로  축(57)을  따라  회전시키기  위해  장착되는  제1서어보  제어  미러(55)로  향하게  된다. 미
러(55)의  목적은  레이저  기록  재료의  측연부를  동작의  개략(coarse)모드에서  발견한  다음 연부로부
터 소정의 거리에서 존재하는 동작 식별 데이타 통로의 정밀(fine)모드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비임은  미러(55)에서  미러(61)로  향한다.  이  미러는  피봇(63)에서의  회전을  위해  장착된다. 미러
(55)는  카드의  길이를  따라  비임의  운동을  정밀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비임에  대한  카드의 길이방
향  위치의  개략제어는  가동홀더(42)의  운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홀더의  위치는  자기  디스크 구동기
에 사용된 형태의 폐 루우프 위치 서어보 시스템에 의해 조정된 선형 모터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제조시  카드는  서어보  트랙,  타이밍  마크,  프로그램  명령어  및  관련  기능을  포함한  미리  기입된 패
턴으로써  예비  기록될  수  있다.  이러한  위치설정  마크는  특정  위치에서  데이타를  기록하거나  판독할 
수  있도록  레이저  기록  시스템에  대한  기준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각종  산업,  이를테면  재정, 
보험, 의학 및 개인산업은 각각 특별한 필요에 따른 특유의 포멧을 갖는다.

미합중국  특허  제  4,304,848호는  어떻게  포멧팅(formatting)이  사진석판술로  행하여  지는지 기재하
고  있다.  포멧팅은  또한  레이저  기록을  사용하거나  마크,  프로그래밍  및  관련  기능을  가진  서어보 
트랙을  표면모울딩  함으로써  행하여  질수도  있다.  Di1의  미합중국  특허  제  4,209,804호는  표면 모울
딩의 한  형태에 관해 기재하고 있다.  기준 위치 정보는 에러 신호가 발생되어 모터 제어부에서 피이
드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카드상에 예비 기록될 수도 있다.

하나의  데이타  통로는  판독할때,  미러(55)는  약간  회전된다.  모터는  통로가  계속하여  판독될  수 있
도록  홀더(41)를  길이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스포트로부터  분산되어  반사된  빛은  아무런  스포트도 
존재하지 않는 주변의 둘러싼 필드와 콘트라스트르 보인다.

비임은  스포트를  생성하도록  충분한  레이저  펄스  에너지를  기록  매체의  표면에  전달한다.  통상, 기
록  매체에  따라  5-20밀리와트가  필요하다.  5미크론  비임  크기로  집속된  20밀리와트의  반도체 레이저
는  약  200℃의  온도에서  기록을  행하며  25마이크로초  이하에서  스포트를  생성할  수  있다.  레이저의 
파장은 기록 매체에 적합해야 한다. 판독 모드에서, 전력은 기록 전력의 약 5%로 낮추어 진다.

스포트와  그것을  둘러싼  필드  사이의  광학  콘트라스트는  광다이오드일  수  있는  광  검출기(65)에 의
해 검출된다. 빛은 비임 분산기(67)와 집속렌즈(69)에 의해 검출기(65)상으로 접속된다.

도시되지  않은  서어보  모터는  미러의  위치를  제어하고  제어  전류로부터  뿐만  아니라  피이드백 장치
로부터  수신된  명령에  따라서  미러를  구동한다.  검출기(65)는  스포트에  대응하는  전기  신호를 생성
한다.  이  신호는  처리되어  차후의  표시를  위해  카드상에  기록된  트랜잭션에  관한  유용한  정보로서 
기록된다.

동작시에,  본  발명의  카드는  건강기록,  보험기록,  개인정보  또는  재정거래와  같은  축적된  데이타를 
순차적으로  기록하는데  사용된다.  예를들어,  바로  수첩처럼  사용될  수  있다.  먼저  카드는  이전의 기
록  정보를  판단하도록  판독된다.  다음에  유저는  자기의  트랜잭션으로  들어가고  만일  ATM에  의해 유
효하다면  이때  ATM은  데이타가  레이저에  의해  제1스트립  상에  써넣어지게  한다.  그  데이타는  새로은 
어카운트(account)상태를 갖는 수첩 입력을 나타낸다.

이  모드에서  동작할때,  유저는  격리된  위치에  있는  자유기립  ATM들에  본  발명의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ATM이  각  트랜잭션의  기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원격  위치에  있는  CPU로의  원격통신 링
크를 사용하여 트랜잭션 데이타를 전송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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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고  분해능의  직접  기입후  판독하는  광학적으로  반사성이  레이저  기록  재료의  스트립이  부착된  지갑 
크기의 카드 레이저 라이팅 수단,  광검출기 판독 수단 및  레이저 비임과 카드 사이의 상대운동을 제
공하는  수단을  구비한  형태의  영구  트랜잭션  데이타를  순차적으로  판독  및  기록하기  위한  데이타 시
스템에  있어서,  트랜잭션  데이타가  상기  스트립을  둘러싼  광학적으로  콘트라스트를  이루는  필드에 
스포트로서  기록되며,  둘러싼  필드에  대한  상기  스포트의  광학  반사  콘트라스트비가  최소한  2대  1이 
되도록 한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 기록 카드를 내장한 데이타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데이타  스포트가  그것을  둘러싼  필드의  반사도  보다  높은  반사도를  가진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스포트가  미리  형성된  상승  스포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
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스포트가  미리  기록된  명   스포트  및  암스포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립이 미리 기록된 포멧팅 패턴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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