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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펄스 형상 에너지 빔으로 기록 매체를 조사함으로써, 데이터를 복수의 길이의 마크 및 스페이스의 에지 위치 정

보로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데이터 기록 방법이다. 기록해야 할 데이터에 근거하여 생성된 기록 부호열의 최단 부

호 길이가 n(n은 1 이상의 정수)인 경우에, 부호 길이 x가 n, n+1, 또는 n+2인 부호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대

해서는 기록 펄스가 1개인 기록 파형을 할당하고, 부호 길이 x가 n+3 이상인 부호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대해

서는 기록 펄스가 복수개인 기록 파형을 할당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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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광디스크 등의 기록 매체에 레이저광 등의 에너지를 조사하여 미기록부와는 물리적 성질이 다른 마크를 형성하

고, 그것에 의해 데이터(정보)를 기록하는 기록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DVD-RAM 등이 리라이트 가능한 광디스크는 기판 상에 마련된 상(相) 변화 기록막을 갖고 있다. 이 상 변화 기록막은, 높

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 레이저광의 조사를 받으면, 조사 부분의 온도가 국소적으로 융점을 초과하는 온도에 도달하여 용융

된다. 레이저광의 조사를 받는 광디스크는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광의 빔 스포트는 상 변화 기록막 상을

트랙에 따라 고속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문에, 상 변화 기록막 중, 빔 스포트의 통과에 의해서 용융한 부분은 즉시 자연

냉각되어 응고된다. 이 때의 레이저광의 파워를 조절함으로써, 상 변화 기록막의 용융 부분은 급냉되어 비정질화된다. 상

변화 기록막에서 비정질화한 영역은 다른 영역(결정 영역)과는 다른 굴절률 및 광 반사율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비정질 영역은 「마크」라고 불린다. 또한, 트랙 상에서 「마크」와 「마크」 사이의 영역은 「스페이스」라고 불린다.

이러한 마크 및 스페이스를 트랙 상에 배열함으로써, 광디스크 상에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재생용의 약한 레이저광을

광디스크 상에 조사하여, 그 반사광 강도를 측정하면, 마크 및 스페이스의 경계(마크·에지)를 검지할 수 있어, 그것에 의해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다. 재생용 레이저광의 파워는 상 변화 기록막을 용융하지 않는 낮은 레벨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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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광디스크 매체에 대하여, 데이터 기록 재생 시에 있어서의 정보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록 선밀도를

상승시키거나, 광디스크 매체 상에서의 빔 스포트의 주사 속도를 상승시키면 된다.

기록 선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마크 길이 및 스페이스 길이를 축소하거나, 마크 길이 및 스페이스 길이의 변화의 피

치를 짧게 하여 마크 에지 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시간 폭을 좁게 하는 것이 유효하다.

그러나, 기록 선밀도를 상승시키면, 재생 신호에서의 S/N비가 저하하기 때문에, 대폭적인 기록 선 밀도 상승은 바랄 수 없

다.

광디스크 상에 미소 마크를 높은 정밀도로 형성하기 위해서, 1개 또는 복수개의 레이저 펄스의 연속 조사에 의해서 기록막

에 각 마크를 형성하는 라이트 스트라테지(write strategy)가 채용된다.

일본 특허 공개 평성 제 5-298737 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제 1 종래기술에 따르면, 다른 길이를 갖는 복수의 마크 각각

에 대하여, 레이저광의 펄스 열이 할당된다. 형성해야 할 마크 길이에 근거하여, 각 마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조사해야 할

레이저광의 펄스 예, 즉, 레이저광의 강도 변화를 나타내는 파형(기록 파형)이 결정된다. 각 마크 형성 기간에 조사되는 펄

스의 개수 및 진폭은 기록 부호열의 길이에 따라 제어된다.

상기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은 선두부와 후속 부분의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각 펄스의 펄스 높이는

일반적으로 상이하다. 또한, 마크 형성 기간 이외의 기간에서는, 스페이스를 전치(前置)하여 기록 보조 펄스가 발생된다.

일본 특허 공개 평성 제 5-298737 호 공보의 기술에 따르면, 스페이스 길이에 상관없이, 선행하는 마크로부터 직후의 마

크의 이전 에지로의 열 확산을 보상할 수 있어, 마크 폭 및 마크 에지 위치를 높은 정밀도로 제어할 수 있다.

일본 특허 공개 평성 제 8-7277 호 공보가 개시하고 있는 제 2 종래기술에서는, 각각의 기록 부호를 서로 다른 길이의 복

수의 기본적인 요소로 분해하고, 각 요소에 하나의 기록 펄스를 대응시킨다. 그리고, 각각의 기록 부호를 각 기록 펄스에

의한 각각 독립된 일련의 기록 마크로서 형성한다.

일본 특허 공개 평성 제 9-134525 호 공보가 개시하고 있는 제 3 종래기술에서는, 선두의 가열 펄스와 후속하는 복수개의

후부 가열 펄스와 후부 냉각 펄스 및 최후미 냉각 펄스로 이루어지는 멀티 펄스 기록 방식에 있어서, 기록 채널·클럭 주기

에 대한 우수(偶數) 길이와 기수(寄數) 길이 중 어느 한쪽의 마크 길이를 기록하는 경우에, 후부 가열 펄스와 후부 냉각 펄

스의 펄스 폭을 기록 채널·클럭 주기와 대략 동일하게 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일본 특허 공개 평성 제 11-175976 호 공보가 개시하고 있는 제 4 종래기술에서는, 임의 길이의 마크에 대한 마크 형성 기

간에 있어서의 단위 시간당 주입 에너지의 임의의 2변화점의 간격이 검출창 폭의 1/2배보다 길게 되도록 기록 부호열 중

의 마크 길이에 따라 해당 마크 형성 기간 내의 주입 에너지·펄스 수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제 1 종래기술에서는, 검출창 폭분의 마크의 연장에 1발의 기록 펄스가 대응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출창 폭이 단축된

경우, 기록 에너지 발생원인 반도체 레이저·다이오드를 종래 이상으로 고속으로 구동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일

반적인 (1, 7) 변조 방식을 이용하여 보통의 자기디스크 장치에서 10MBytes/sec의 버스트 전송 속도를 실현하려고 한 경

우, 재생 신호에 있어서의 검출창 폭은 약 8.3㎱(나노초)로 되어, 따라서 최단의 기록 전류 펄스 폭은 검출창 폭의 약 1/2인

약 4.2㎱로 된다. 그러나, 반도체 레이저의 상승에는 수 ㎱ 정도 필요하여, 정확한 기록 광 펄스 발생은 곤란하다. 또한 가

령 정확한 기록 광 펄스를 발생할 수 있다고 해도, 상 변화 디스크와 같이 가열 부분의 냉각 속도에 의해서 마크의 형성을

제어하는 매체에 대하여 멀티 펄스 기록을 행하는 경우에는, 가열 부분이 충분히 냉각되지 않는 동안에 다음 광 펄스가 조

사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크 형성이 불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마찬가지로 (1, 7) 변조 방식을 이용하여 10MBytes/sec의

버스트 전송 속도를 실현하려고 한 경우, 기록 매체의 냉각 시간도 최단의 기록 전류 펄스 폭과 동등한 약 4.2㎱로 되기 때

문에, 기록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는 마크를 정확하게 형성할 수 없다.

상기 제 2 종래기술에서는, 각각의 기록 부호를 서로 다른 길이의 복수의 기본적인 요소로 분해하고, 각 요소에 하나의 기

록 펄스를 대응시켜, 각각의 기록 부호를 각 기록 펄스에 의한 각각 독립된 일련의 기록 마크로서 형성하는 방법이 개시되

어 있다. 그러나 본 종래기술에서는 각 요소에 대응한 기록 펄스간의 열적인 밸런스가 고려되어 있지 않아, 기록 선밀도를

점점 상승시켜 가는 경우, 마크 에지 위치의 제어에 문제가 발생한다. 즉, 하나의 기록 부호에 대응하는 마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기록 부호 선두부와 기록 부호 후단부에서는 기록막에서의 열의 축적량이 다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기록 마

크 폭이 변동하여, 정확한 에지 기록을 할 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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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3 종래기술에서는, 마크 형성 기간의 중앙부 부근에서 검출창 폭보다도 상당히 짧은 펄스가 기록 파형에 삽입되는

경우가 존재하여, 그 근방에서의 마크 폭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크게 변동한다. 본 종래기술의 설명에서는, 마크 에지 기록

을 행하는 경우, 마크의 에지 위치만 정확하면 마크 중앙 부분에서의 신호 진폭의 변동은 큰 문제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 신호의 평균 레벨을 검출하여 기록 재생 조건을 결정하는 기록 재생 장치의 경우, 이러한 재생 신호의

왜곡은 장치의 동작에 악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상 변화 기록 매체의 경우, 위상 피트형 기록 매체와 마찬가지로 반사율의

변화로 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 변화 기록 매체에서는 위상 피트형 기록 매체와 재생 장치를 공용하기 쉽다고

하는 이점을 갖지만, 위상 피트형 기록 매체로부터의 재생 신호에는 전술한 왜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상 피트형 기

록 매체용과 동일한 장치에 의한 재생이 곤란해진다.

또한 상기 제 4 종래기술에서는, 기록 펄스열의 기록 파워 레벨이 스텝 형상으로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파워 제어

가 필요하다. 또, 4Tw의 부호 길이의 신호를 기록하는 경우, 적어도 3Tw 길이에서 평균 파워 레벨보다도 높은 파워 레벨

로 발광시키게 되고, 고밀도화로 되어 미소 마크를 형성시키는 경우, 이래서는 조사 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소망하

는 기록 마크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결점이 있다.

상기 각 종래기술에 의하면, 고속 전송 속도 시에 마크를 충분한 정밀도로 형성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충분한 기록 면밀도

와 신뢰성을 실현할 수 없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이라고 하는 바는, 고속 전송 시에 있어서도 높은 정밀

도로 마크를 형성할 수 있는 데이터 기록 방법 및 데이터 기록 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의 데이터 기록 방법은, 펄스 형상의 에너지 빔으로 기록 매체를 조사함으로써, 데이터를 복수의 길이의 마크 및 스

페이스의 에지 위치 정보로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데이터 기록 방법으로서, 기록해야 할 데이터에 근거하여 기록

부호열을 생성하는 단계(A)와, 기록 부호열에 포함되는 각 부호의 부호 길이에 따라서,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 변조를 규정

하는 기록 파형을 결정하는 단계(B)와, 상기 기록 파형에 근거하여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를 변조하는 단계(C)를 포함하

되, 상기 단계(B)는, 상기 기록 부호열의 최단 부호 길이가 n(n은 1 이상의 정수)인 경우에 있어서, 부호 길이 x가 n, n+1

또는 n+2인 부호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대해서는 기록 펄스가 1개인 기록 파형을 할당하고, 부호 길이 x가

n+3 이상인 부호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대해서는 기록 펄스(Pw)가 복수개인 기록 파형을 할당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단계(B)는, 상기 기록 부호열의 최단 부호 길이가 n(n은 1 이상의 정수)인 경우에 있어서,

부호 길이 x가 n, n+1, n+2, n+3 이상인 적어도 4개로 구분하여, 상기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

되는 기록 펄스(Pw)의 수가 동등한 부호 길이 m 및 부호 길이 m+1의 부호에 대하여, 부호 길이 m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

에 포함되는 임의의 제 K 번째의 기록 펄스의 기간을 「부호 길이 m의 기록 펄스 폭」이라고 하고, 부호 길이 m+1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제 K 번째의 기록 펄스의 기간을 「부호 길이 m+1의 기록 펄스 폭」이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

(부호 길이 m의 기록 펄스 폭)≤(부호 길이 m+1의 기록 펄스 폭)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기록 파형을 결정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단계(B)는, 상기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Pw)의

수, 및 2개의 기록 펄스(Pw)에 삽입된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의 수가 서로 동등한 부호 길이 m 및 부호 길이 m+1의

부호에 대하여, 부호 길이 m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임의의 제 K 번째의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을 「부호

길이 m의 펄스 폭」이라고 하고, 부호 길이 m+1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제 K 번째의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

간을 「부호 길이 m+1의 펄스 폭」이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 (부호 길이 m의 펄스 폭)≤(부호 길이 m+1의 펄스 폭)의 관

계가 성립하도록 기록 파형을 결정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부호 길이 x가 n+3 이상의 부호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은 (x-

1)을 2로 나눈 몫과 동등한 기록 펄스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각 부호 길이 x가 n+3 이상의 부호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의

소거 파워 레벨(Pe)의 기간은 1Tw 이상으로 설정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각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의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은 1Tw 이상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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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각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의 냉각 파워 레벨(Pc)의 기간은 1Tw 이상으로

설정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부호 길이 x에 따라서,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선두

펄스의 개시 위치 및 냉각 펄스의 종단 위치의 시프트를 실행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시프트는 부호 길이 x가 n, n+1, n+2, n+3 이상의 적어도 4개의 구분에 따라 서로 다른

크기로 설정된다.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기록 장치는, 펄스 형상의 에너지 빔으로 기록 매체를 조사함으로써, 데이터를 복수의 길이의 마크

및 스페이스의 에지 위치 정보로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로서,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 변조를 실행

하는 레이저 구동 수단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해야 할 데이터를 기록 부호열로 변환하는 부호화 수단과, 전기(前期) 기

록 부호열에 포함되는 각 부호의 부호 길이 x에 따라서,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 변조를 규정하는 기록 파형을 결정하는 마

크 길이 분류 수단을 구비하되, 상기 마크 길이 분류 수단은, 상기 기록 부호열의 최단 부호 길이가 n(n은 1 이상의 정수)인

경우에 있어서, 부호 길이 x가 n, n+1, 또는 n+2의 부호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대해서는 기록 펄스(Pw)가 1

개인 기록 파형을 할당하고, 부호 길이 x가 n+3 이상의 부호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대해서는 기록 펄스(Pw)

가 복수개인 기록 파형을 할당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Pw)의 수, 및 2개의 기

록 펄스(Pw)의 사이에 삽입된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의 수가 동등한 부호 길이 m 및 부호 길이 m+1의 부호에 대하

여, 부호 길이 m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임의의 제 K 번째의 보텀 파워 레벨의 기간을 「부호 길이 m의 펄스

폭」이라고 하고, 부호 길이 m+1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제 K 번째의 보텀 파워 레벨의 기간을 「부호 길이

m+1의 펄스 폭」이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 (부호 길이 m의 펄스 폭)≤(부호 길이 m+1의 펄스 폭)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기록 파형을 결정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기록 부호열의 최단 부호 길이가 n(n은 1 이상의 정수)인 경우에 있어서, 부호 길이 x가 n,

n+1, n+2, n+3 이상의 적어도 4개로 구분하고, 상기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

(Pw)의 수가 동등한 부호 길이 m 및 부호 길이 m+1의 부호에 대하여, 부호 길이 m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임

의의 제 K 번째의 기록 펄스의 기간을 「부호 길이 m의 기록 펄스 폭」이라고 하고, 부호 길이 m+1의 기록 마크 형성 기

간에 포함되는 제 K 번째의 기록 펄스의 기간을 「부호 길이 m+1의 기록 펄스 폭」이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 (부호 길이

m의 기록 펄스 폭)≤(부호 길이 m+1의 기록 펄스 폭)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기록 파형을 결정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Pw)의 수, 및 2개의 기

록 펄스(Pw)에 삽입된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의 수가 서로 동등한 부호 길이 m 및 부호 길이 m+1의 부호에 대하여,

부호 길이 m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임의의 제 K 번째의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을 「부호 길이 m의 펄스

폭」이라고 하고, 부호 길이 m+1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제 K 번째의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을 「부호 길

이 m+1의 펄스 폭」이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 (부호 길이 m의 펄스 폭)≤(부호 길이 m+1의 펄스 폭)의 관계가 성립하도

록 기록 파형을 결정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부호 길이 x가 n+3 이상의 부호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은 (x-

1)을 2로 나눈 몫과 동등한 기록 펄스를 포함하도록 결정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레이저 펄스의 기본 파형의 하강으로부터 상승의 전 간격이 검출창

폭(Tw) 이상으로 되도록 상기 기록 파형을 결정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부호 길이 x에 따라서,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선두

펄스의 개시 위치 및 냉각 펄스의 종단 위치의 시프트를 실행하는 펄스 이동 수단을 구비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부호 길이 x가 n, n+1, n+2, n+3 이상의 적어도 4개의 구분에 따라 서로 다른 크기로 상기 시

프트를 설정하는 기록 보상 수단을 갖는다.

본 발명의 다른 데이터 기록 방법은, 펄스 형상의 에너지 빔으로 기록 매체를 조사함으로써, 데이터를 복수의 길이의 마크

및 스페이스의 에지 위치 정보로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데이터 기록 방법으로서, 기록해야 할 데이터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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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부호열을 생성하는 단계(A)와, 기록 부호열에 포함되는 각 부호의 부호 길이에 따라서,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 변조를

규정하는 기록 파형을 결정하는 단계(B)와, 상기 기록 파형에 근거하여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를 변조하는 단계(C)를 포함

하되, 상기 단계(B)는, 부호 길이 n 및 부호 길이 n+1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Pw)의 수가 하나로 설정되고, 또한, 부호 길이 n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

되는 기록 펄스(Pw)의 폭은 부호 길이 n+1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

(Pw)의 폭 이하로 설정되고 부호 길이 n+2 및 부호 길이 n+3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

함되는 기록 펄스(Pw)의 수는 2개로 설정되며, 또한, 부호 길이 n+2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

형에 포함되는 제 1 기록 펄스(Pw)의 폭은 부호 길이 n+3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

되는 제 1 기록 펄스(Pw)의 폭 이하이고, 또한, 부호 길이 n+2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제 2 기록 펄스(Pw)의 폭은 부호 길이 n+3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제 2 기록 펄스(Pw)의 폭 이하로 설정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데이터 기록 방법은, 펄스 형상의 에너지 빔으로 기록 매체를 조사함으로써, 데이터를 복수의 길이의 마

크 및 스페이스의 에지 위치 정보로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데이터 기록 방법으로서, 기록해야 할 데이터에 근거하

여 기록 부호열을 생성하는 단계(A)와, 기록 부호열에 포함되는 각 부호의 부호 길이에 따라서,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 변

조를 규정하는 기록 파형을 결정하는 단계(B)와, 상기 기록 파형에 근거하여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를 변조하는 단계(C)를

포함하되, 상기 단계(B)는, 상기 기록 부호열의 최단 부호 길이가 n(n은 1 이상의 정수)인 경우에 있어서, 부호 길이 x가 n,

n+1, n+2, n+3 이상의 적어도 4개로 구분하고, 상기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

(Pw)의 수가 동등한 부호 길이 m 및 부호 길이 m+1의 부호에 대하여, 부호 길이 m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임

의의 제 K 번째의 기록 펄스의 기간을 「부호 길이 m의 기록 펄스 폭」이라고 하고, 부호 길이 m+1의 기록 마크 형성 기

간에 포함되는 제 K 번째의 기록 펄스의 기간을 「부호 길이 m+1의 기록 펄스 폭」이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 (부호 길이

m의 기록 펄스 폭)≤(부호 길이 m+1의 기록 펄스 폭)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기록 파형을 결정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데이터 기록 방법은, 펄스 형상의 에너지 빔으로 기록 매체를 조사함으로써, 데이터를 복수의 길이의 마

크 및 스페이스의 에지 위치 정보로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데이터 기록 방법으로서, 기록해야 할 데이터에 근거하

여 기록 부호열을 생성하는 단계(A)와, 기록 부호열에 포함되는 각 부호의 부호 길이에 따라서,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 변

조를 규정하는 기록 파형을 결정하는 단계(B)와, 상기 기록 파형에 근거하여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를 변조하는 단계(C)를

포함하되, 상기 단계(B)는, 상기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Pw)의 수, 및 2개의 기

록 펄스(Pw)에 삽입된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의 수가 서로 동등한 부호 길이 m 및 부호 길이 m+1의 부호에 대하여,

부호 길이 m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임의의 제 K 번째의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을 「부호 길이 m의 펄스

폭」이라고 하고, 부호 길이 m+1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제 K 번째의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을 「부호 길

이 m+1의 펄스 폭」이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 (부호 길이 m의 펄스 폭)≤(부호 길이 m+1의 펄스 폭)의 관계가 성립하도

록 기록 파형을 결정한다.

본 발명의 다른 데이터 기록 장치는, 펄스 형상의 에너지 빔으로 기록 매체를 조사함으로써, 데이터를 복수의 길이의 마크

및 스페이스의 에지 위치 정보로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로서,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 변조를 실행

하는 레이저 구동 수단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해야 할 데이터를 기록 부호열로 변환하는 부호화 수단과, 전기 기록 부호

열에 포함되는 각 부호의 부호 길이 x에 따라서,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 변조를 규정하는 기록 파형을 결정하는 마크 길이

분류 수단을 구비하되, 상기 마크 길이 분류 수단은, 부호 길이 n 및 부호 길이 n+1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

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Pw)의 수가 하나로 설정되고, 또한, 부호 길이 n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

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Pw)의 폭은 부호 길이 n+1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

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Pw)의 폭 이하로 설정되며, 부호 길이 n+2 및 부호 길이 n+3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Pw)의 수가 2개로 설정되고, 또한, 부호 길이 n+2에 대응하는 기록 마

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제 1 기록 펄스(Pw)의 폭은 부호 길이 n+3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

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제 1 기록 펄스(Pw)의 폭 이하이며, 또한, 부호 길이 n+2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제 2 기록 펄스(Pw)의 폭은 부호 길이 n+3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

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제 2 기록 펄스(Pw)의 폭 이하로 설정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데이터 기록 장치는, 펄스 형상의 에너지 빔으로 기록 매체를 조사함으로써, 데이터를 복수의 길이의 마

크 및 스페이스의 에지 위치 정보로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로서,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 변조를 실

행하는 레이저 구동 수단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해야 할 데이터를 기록 부호열로 변환하는 부호화 수단과, 전기 기록 부

호열에 포함되는 각 부호의 부호 길이 x에 따라서,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 변조를 규정하는 기록 파형을 결정하는 마크 길

이 분류 수단을 구비하되, 상기 마크 길이 분류 수단은, 상기 기록 부호열의 최단 부호 길이가 n(n은 1 이상의 정수)인 경우

에 있어서, 부호 길이 x가 n, n+1, n+2, n+3 이상의 적어도 4개로 구분되고, 상기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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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Pw)의 수가 동등한 부호 길이 m 및 부호 길이 m+1의 부호에 대하여, 부호 길이 m의 기록 마

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임의의 제 K 번째의 기록 펄스의 기간을 「부호 길이 m의 기록 펄스 폭」이라고 하고, 부호 길이

m+1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제 K 번째의 기록 펄스의 기간을 「부호 길이 m+1의 기록 펄스 폭」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호 길이 m의 기록 펄스 폭)≤(부호 길이 m+1의 기록 펄스 폭)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기록 파형을 결정한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데이터 기록 장치는, 펄스 형상의 에너지 빔으로 기록 매체를 조사함으로써, 데이터를 복수의 길이의 마

크 및 스페이스의 에지 위치 정보로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로서,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 변조를 실

행하는 레이저 구동 수단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해야 할 데이터를 기록 부호열로 변환하는 부호화 수단과, 전기 기록 부

호열에 포함되는 각 부호의 부호 길이 x에 따라서,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 변조를 규정하는 기록 파형을 결정하는 마크 길

이 분류 수단을 구비하되, 상기 마크 길이 분류 수단은, 상기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pw)의 수, 및 2개의 기록 펄스(Pw)에 삽입된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의 수가 서로 동등한 부호 길이 m 및 부호 길

이 m+1의 부호에 대하여, 부호 길이 m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임의의 제 K 번째의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

을 「부호 길이 m의 펄스 폭」이라고 하고, 부호 길이 m+1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제 K 번째의 보텀 파워 레

벨(Pb)의 기간을 「부호 길이 m+1의 펄스 폭」이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 (부호 길이 m의 펄스 폭)≤(부호 길이 m+1의 펄

스 폭)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기록 파형을 결정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데이터 기록 방법은, 펄스 형상의 에너지 빔으로 기록 매체를 조사함으로써, 데이터를 복수의 길이의 마

크 및 스페이스의 에지 위치 정보로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데이터 기록 방법으로서, 기록해야 할 데이터에 근거하

여 기록 부호열을 생성하는 단계(A)와, 기록 부호열에 포함되는 각 부호의 부호 길이에 따라서,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 변

조를 규정하는 기록 파형을 결정하는 단계(B)와, 상기 기록 파형에 근거하여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를 변조하는 단계(C)를

포함하되, 상기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Pw)의 수가 동등한 부호 길이 m 및 부호

길이 m+1의 부호에 대하여, 부호 길이 m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임의의 제 K 번째의 기록 펄스의 기간을 「부

호 길이 m의 기록 펄스 폭」이라고 하고, 부호 길이 m+1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제 K 번째의 기록 펄스의 기

간을 「부호 길이 m+1의 기록 펄스 폭」이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 (부호 길이 m의 기록 펄스 폭)≤(부호 길이 m+1의 기

록 펄스 폭)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기록 파형을 결정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데이터 기록 방법은, 펄스 형상의 에너지 빔으로 기록 매체를 조사함으로써, 데이터를 복수의 길이의 마

크 및 스페이스의 에지 위치 정보로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데이터 기록 방법으로서, 기록해야 할 데이터에 근거하

여 기록 부호열을 생성하는 단계(A)와, 기록 부호열에 포함되는 각 부호의 부호 길이에 따라서,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 변

조를 규정하는 기록 파형을 결정하는 단계(B)와, 상기 기록 파형에 근거하여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를 변조하는 단계(C)를

포함하되, 상기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Pw)의 수, 및 2개의 기록 펄스(Pw)에 삽

입된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의 수가 서로 동등한 부호 길이 m 및 부호 길이 m+1의 부호에 대하여, 부호 길이 m의 기

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임의의 제 K 번째의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을 「부호 길이 m의 펄스 폭」이라고 하고,

부호 길이 m+1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제 K 번째의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을 「부호 길이 m+1의 펄스

폭」이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 (부호 길이 m의 펄스 폭)≤(부호 길이 m+1의 펄스 폭)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기록 파형을 결

정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기록 장치의 전체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한 기록 처리계의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

도 3(a)~(h)는 본 발명 및 종래기술에 따른 기록 처리계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a)~(j)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기록 장치의 실시예 1에서 채용하는 기록 파형을 도시하는 도면,

도 5(a)~(j)는 종래기술의 데이터 기록 장치(비교예)에 있어서의 기록 처리계의 기록 파형을 도시하는 도면,

도 6(a)~(j)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기록 장치의 실시예 2에서 채용하는 기록 파형을 도시하는 도면,

도 7(a)~(j)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기록 장치의 실시예 3에서 채용하는 기록 파형을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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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적응형 마크 보상의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적응형 마크 보상의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10은 종래의 데이터 기록 장치에 있어서의 기록 처리계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1(a)~(j)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기록 장치의 실시예 4에서 채용하는 기록 파형을 도시하는 도면,

도 12(a)~(j)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기록 장치의 실시예 5에서 채용하는 기록 파형을 도시하는 도면,

도 13(a) 및 (b)은 4Tw 길이 마크를 형성하기 위한 2종류의 기록 파형을 나타내고, 도 13(c) 및 (d)은 각각 형성되는 마크

의 형상을 모식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종래의 광디스크 장치에 있어서의 라이트 스트라테지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마크의 형상이 종단부에서 넓어지지 않도

록 하기 위해서, 멀티 펄스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실행되고 있었다.

본 발명자는, 높은 레이트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멀티 펄스의 수를 증가시키는 대신에 펄스 폭을 증가시킴으로

써, 마크의 형상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어, 본 발명을 상도(相到)하는데 이르렀다. 금후, 데이터 전송 레이트

가 72Mbps를 초과하여 높은 레벨이 되면, 멀티 펄스의 수가 많은 종래의 라이트 스트라테지에서는, 데이터 기록 장치에

있어서의 광원으로서 이용되는 반도체 레이저의 동작 주파수를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반도체 레이

저의 동작 주파수를 더 높이는 것은 곤란하다.

이에 반하여,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부호 길이가 2∼4Tw인 비교적 짧은 마크에 대해서

는, 하나의 펄스로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반도체 레이저의 특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형성되는 마크의

형상도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판독 오류가 증가하는 경우도 없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실시예 1)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기록 장치의 실시예 1을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기록 매체로서 상 변화형의 광디스크를 이용하지만, 본 발명에서 사용 가능한 기록 매체는 이러한 광디

스크로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자기 에너지나 전자 빔 등의 광 이외의 에너지를 주입함으로써 다른 부분과는 물리적 성

질이 다른 「마크」를 국소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기록 매체이면, 본 발명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이다.

본원 발명에서는, 데이터를 기록 매체에 기록할 때에 기록 매체에 조사하는 에너지(기록 에너지)의 레벨을 높은 정밀도로

제어하는 라이트 스트라테지에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서, 「기록 에너지의 레벨」이란, 검출창 폭(마크 및 스페이스의 에

지 위치의 변화 단위)의 1/2배 정도의 기간에 걸치는 레이저의 평균 에너지 레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레이저·노이즈

의 억압을 위한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해, 검출창 폭에 상당하는 주기의 주파수보다도 충분히 높은 주파수 성분이 기록 파

형에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파수 성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기간에 걸치는 평균 에너지 레벨을 의

미하고 있다.

먼저, 도 1을 참조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기록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실시

예의 장치는,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광 픽업, 기록 처리계 및 재생 처리계를 구비하고 있다.

광 픽업은 레이저광(123)을 방사하는 레이저(110)와, 레이저광(123)을 평행화하는 콜리메이트 렌즈(109)와, 하프 미러

(108)와, 레이저광(123)을 광디스크(117) 상에 집광하는 대물 렌즈(116)와, 광디스크(117)로부터의 반사광을 집광하는

검출 렌즈(106)와, 반사광을 검출하는 광 검출기(100)와, 광 검출기(100)의 출력을 증폭하는 프리 앰프(101)를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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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레이저(110)는, 예컨대 파장 405㎚로 발진하는 반도체 레이저이며, 대물 렌즈(116)의 NA는 0.85이

다. 도 1에서는, 1종류의 레이저(110)와, 이것에 대응하는 광학 시스템만이 표시되어 있는데, 하나의 광 픽업이, 다른 파장

의 레이저광을 출사하는 광원 모듈과, 그것에 대응한 광학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도 된다.

도 1에 나타내는 기록 처리계는, 기록 데이터(127)를 기록 부호열(NRZI)(126)로 변환하는 부호기(113)와, 기록 부호열

(NRZI)(126)에 근거하여 레벨 발생 신호(125)를 생성하는 기록 파형 발생 회로(112)와, 레벨 발생 신호(125)에 근거하여

펄스 발생 신호(130)를 생성하는 펄스 이동 회로(115)와, 펄스 발생 신호(130)에 근거하여 레이저 구동 전류(124)를 출력

하는 레이저 구동 회로(111)를 구비하고 있다. 부호기(113) 및 기록 파형 발생 회로(112)에는 기준 신호 발생기(119)로부

터 기준 시간 신호(128)가 입력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기준 시간 신호(128)의 주파수는 72㎒이며, 검출창 폭

Tw=7.58㎱이다. 기록 처리계는 파워 설정기(114)와 기록 보상기(118)를 더 갖고 있다.

도 1에 나타내는 재생 처리계는, 광 픽업의 프리 앰프(101)로부터 출력된 재생 신호(120)를 수취하여 파형 등화 처리를 실

행하는 파형 등화기(103)와, 재생 신호를 2치화 재생 신호(121)로 변환하는 2치화기(104)와, 2치화 재생 신호(121)를 복

호하여 재생 데이터(122)를 생성하는 복호기(105)를 구비하고 있다.

다음에, 도 1의 데이터 기록 장치의 동작을 설명한다.

기록 처리계에 있어서의 부호기(113)는, 광디스크(117) 상에 기록해야 할 기록 데이터(127)를 수취하고, 이 기록 데이터

(127)를 광디스크(117) 상에 형성되는 마크·스페이스에 대응하는 기록 부호열(NRZ1)(126)로 변환한다. 기록 파형 발생

회로(112)는 기록 부호열(126)을 수취하여, 기록 파형에 대응한 레벨 발생 신호(125)로 변환한다. 부호기(113) 및 기록 파

형 발생 회로(112)는 기준 시간 발생기(119)가 발생하는 기준 시간 신호(128)에 동기하여 동작한다.

펄스 이동 회로(115)는 레벨 발생 신호(125)를 수취하여, 이것을 펄스 발생 신호(130)로서 레이저 구동 회로(111)에 송출

한다. 이 때, 펄스 이동 회로(115)는 기록 보상기(118)에 있어서의 기록 보상 테이블값에 따라 레벨 발생 신호(125)의 펄

스 형상의 파형을 시간축 상에서 보상하여 펄스 발생 신호(130)를 형성한다.

레이저 구동 회로(111)는 펄스 발생 신호(130)에 근거하여 레이저 구동 전류(124)를 발생한다. 이 레이저 구동 전류(124)

는 레이저(110)에 주입되어, 레이저(110)를 구동한다. 레이저(110)는 소정의 기록 파형에 따라 레이저광(123)을 방사한

다. 이렇게 하여 레이저광(123)의 파워 레벨은 「기록 파형」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

레이저(110)로부터 방출된 레이저광(123)은 콜리메이트 렌즈(109), 하프 미러(108), 및 대물 렌즈(116)를 통해 광디스크

(117) 상에 집광된다. 집광된 펄스형상의 레이저광(123)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광디스크(117) 상의 상 변화 기록막을 국소

적으로 가열하여, 마크 및 스페이스를 광디스크(117)의 트랙을 따라 형성한다. 이 때, 짧은 간격을 두고 펄스 형상의 레이

저광(123)이 상 변화 기록막을 조사하면, 상 변화 기록막의 용융 부분이 연결되어, 1개의 긴 마크가 형성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레이저광(123)의 파워 레벨은 기록 파형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록 파형을 적절히 제어하면, 복수의 펄스에 의해서 하

나의 긴 마크를 형성할 수 있다.

광디스크(117)에 기록된 데이터를 재생하는 경우, 상 변화 기록막에 형성된 마크를 파괴(용융)하지 않을 정도로 낮은 파워

레벨의 레이저광(123)으로 광디스크(117) 상의 마크 열을 주사한다. 광디스크(117)로부터의 반사광은 대물 렌즈(116),

하프 미러(108)를 통해 검출 렌즈(106)에 입사한다.

광디스크(117)에서 반사된 레이저광은 검출 렌즈(106)를 통해 광 검출기(100) 상에 집광된다. 광 검출기(100)는 수광면

에서의 레이저광의 광 강도 분포에 따라 입사광을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이 전기 신호는, 광 검출기(100)에 마련된 프리

앰프(101)에 의해서 증폭된 후, 광디스크(117) 상의 주사 위치에서의 마크의 유무에 대응한 재생 신호(120)를 생성한다.

재생 신호(120)는, 파형 등화기(103)에 의해서 파형 등화 처리를 받고, 또한 2치화기(104)에서 2치화 재생 신호(121)로

변환된다. 복호기(105)는 이 2치화 재생 신호(121)에 대하여 부호기(113)의 역변환을 실시하여 재생 데이터(122)를 생성

한다.

광디스크(117)는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면이 단층인 단층 디스크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면이 2층인 2층 디스

크 중 어느 하나이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상 변화 기록 재료를 이용한 리라이트형의 광디스크 매체 외에, 1도만큼 추기(追

記)할 수 있는 라이트 온스(write once)형의 광디스크 매체 중 하나이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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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화 방식은 (1, 7) 변조의 이외에 17PP 변조, 8-16 변조라도 상관없다. 8-16 변조의 경우는, 최단의 부호 길이는 3T로

되지만, 이 경우, (1, 7) 변조를 이용한 본 실시예에 부호 길이를 1 더한 예로 해도 된다.

다음에, 도 2를 참조하면서, 도 1에 나타내는 기록 처리계의 구성예를 더 상세히 설명한다.

기록 데이터(127)는 부호기(113)에서 마크 길이, 스페이스 길이, 및 그들의 선두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기록 부호열(126)

로 변환된다. 기록 부호열(126)은 마크 길이 분류기(201)와 기록 파형 테이블(202)에 전달된다. 마크 길이 분류기(201)에

서는 기록 부호열(126)의 마크 길이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분류하고, 그 결과를 마크 길이 분류 신호(204)로서 기록 파형

테이블(202)에 입력한다.

카운터(200)는 기록 부호열(126)을 참조하여, 기준 시간 신호(128)를 단위로 해서 마크 선두 위치로부터의 시간을 계시하

여, 카운트 신호(205)를 생성한다. 기록 파형 테이블(202)은, 기록 부호열(126), 마크 길이 분류 신호(204) 및 카운트 신호

(205)에 근거하여, 소정의 기록 파형을 반영한 레벨 발생 신호(125)를 펄스 이동 회로(115)에 송출한다.

기록 보상기(118)의 기록 보상 테이프값에 따라 레벨 발생 신호(125)에 있어서의 펄스 형상의 파형이 시간축 상에서 보상

되어, 펄스 발생 신호(130)로서 레이저 구동 회로(111)에 송출된다. 펄스 발생 신호(130)는 기록 파형을 규정하는 파워 레

벨을 나타내는 Pc 발생 신호(206), Pb 발생 신호(207), Pe 발생 신호(208), 및 Pw 발생 신호(209)를 포함하고 있다. 레이

저 구동 회로(111)는 펄스 발생 신호(130)에 근거하여 레이저(110)를 구동한다.

다음에, 도 3(a)∼(h)를 참조하면서,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기록 부호열을 설명한다. 또, 어떠한 이유로 전후의 기록 패턴

이나 부호 길이 등을 참조하여 기록 파형의 일부의 기간의 길이 또는 레벨을 미세 조정(기록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이후

의 기록 파형의 설명에서는, 이러한 기록 보상을 실행하는 경우, 미세 조정 전의 기록 파형을 비교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

서, 이후의 기록 파형의 설명에 있어서는, 형성하는 마크의 전후에 충분히 긴 거리에 걸쳐 기록 패턴이 동일한 경우를 나타

내고 있다. 여기서, 「충분히 긴 거리」란, 검출창 폭 정도의 기간에 걸치는 기록 에너지의 주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매

체 상의 거리보다도 충분히 긴 거리를 의미한다.

도 3(a)는 기록 동작의 시간 기준으로 되는 기준 시간 신호(128)를 나타내고 있다. 「Tw」는 클럭의 1주기이다.

도 3(b)는 기록 데이터를 부호기(113)에서 NRZI 변환한 결과의 기록 부호열(126)을 나타내고 있다. 기록 부호열(126)을

나타내는 신호 파형은 "1"의 레벨과 "0"의 레벨 사이에서 천이하고 있다. 검출창 폭은 Tw와 동등하고, 기록 부호열(126)에

있어서의 마크 길이 및 스페이스 길이의 변화 전의 최소 단위이다.

도 3(c)는 광디스크 상에 실제로 기록되는 마크와 스페이스의 평면 형상을 모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데이터 기록을 위해

광디스크 상에 형성하는 레이저광의 빔 스포트는 그 파워 레벨을 변화시키면서, 도 3(c)을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이동하

여, 도 3(c)에 나타내는 마크의 열을 형성한다. 도 3(c)에 나타내는 마크(301)는 기록 부호열(126) 중의 "1"의 레벨에 대응

하여 형성된다. 마크(301)의 길이는 기록 부호열(126)의 레벨이 "1"인 기간에 비례하고 있다.

도 3(d)는 카운트 신호(205)를 나타내고 있다. 마크(301) 및 스페이스(302)의 선두로부터의 시간이 Tw 단위로 계시된다.

도 3(e)는 비교를 위한 도면으로서, 종래의 장치에 있어서의 마크 길이 분류 신호(307)를 나타내고 있다. 이 종래의 장치에

서는, 마크 길이를 기수배 길이와 우수배 길이의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도 3(f)는 도 3(b)의 기록 부호열(126)에 대응한 종래의 장치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303)을 나타내고 있다. 기록 파형

(303)은 카운트 신호(205), 기록 부호열(126) 및 마크 길이 분류 신호(307)를 참조하여 생성된다.

도 3(g)는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마크 길이 분류 신호(204)를 나타내고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마크 길이를 가장 짧은 부

호 길이(2T), 2번째로 짧은 부호 길이(3T), 3번째로 짧은 부호 길이(4T), 4번째 이후의 부호 길이로 분리하고, 4번째 이행

의 부호 길이에 대해서는 기수배의 부호 길이 및 우수배의 부호 길이로 분류한다.

도 3(h)는 도 3(b)의 기록 부호열(126)에 대응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304)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기록 파형

(304)은 카운트 신호(205), 기록 부호열(126) 및 마크 길이 분류 신호(204)를 참조하여 생성된다. 이 기록 파형(304)에 있

어서의 최단 냉각 시간은 1Tw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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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도 2 및 도 4(a) 내지 (j)를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마크 형성을 위한 신호 파형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4(a) 내지

(j)는 각각 기록 파형(400∼407)을 나타내고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부호기(113)(도 2)에서의 부호화 방식이 (1, 7) 부호 변조 후에 NRZI 변조를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

에, 마크 길이, 스페이스 길이는 반드시 2Tw 이상 8Tw 이하로 된다. 단, 동기 신호로서 9Tw 등의 신호를 의도적으로 삽

입하는 경우에도 적응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부호기(113)의 부호화 규칙에 한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부호화

규칙(예컨대 8-16 변조 등)을 갖는 부호기(113)에 본 발명은 적용 가능하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마크 길이 분류기(201)는, 먼저, 형성해야 할 마크의 부호 길이 n을 2T, 3T, 4T, 또는 5T 이상의 4

개로 구별한다. 그리고, 부호 길이 n이 5T 이상인 경우는, (n-1)에 대하여 제수 2에 의한 제산(잉여의 연산)을 행하여 몫을

구한다. 마크 길이 분류기(201)는 이 몫을 마크 길이 분류 신호로서 출력한다. 예컨대 부호 길이 n이 5이면, (5-1)=4의 제

수 2에 의한 몫은 2로 된다. 또한, 부호 길이 n이 6이면, (6-1)=5의 제수 2의 몫도 2로 된다. 고로, 5Tw 길이 및 6Tw 길이

의 마크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마크 길이 분류 신호가 출력된다.

이러한 마크 길이 분류 신호에 의하면, 기록 부호열의 마크/스페이스를 검출창 폭 Tw의 우수배 길이의 경우와 기수배 길

이의 경우를 식별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간단화를 위해 제수를 2로 설정하고 있지만, 3 이상의 다른 제수를 이용하

여도 지장이 없다. 또한, 본 실시예의 마크 길이 분류기(201)는 잉여의 연산에 근거하여 동작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것

에 안정되지 않는다.

다음에, 도 4(a) 내지 (j)를 참조한다.

도 4(a)는 기준 시간 신호(128)의 파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 4(b)는 카운터(200)에 의해서 발생되는 카운트 신호(205)

를 나타내고 있다. 마크 선두로부터의 시간이 검출창 폭 Tw 단위로 계시된다. 카운트 신호가 0으로 이행하는 타이밍은 마

크 혹은 스페이스의 선두에 대응한다. 도 4(a) 내지 (j)는 2Tw 길이로부터 9Tw 길이의 마크를 형성하는 경우의 신호 파형

을 나타내고 있다.

또, 본 명세서에 있어서의 「마크 형성 기간」이란, 도 4(j)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선두 펄스의 상승 위치로부터 최종 펄스

의 하강 위치 사이의 기간으로 정의된다.

2Tw 길이 마크 형성 시의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은, 도 4(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길이 0.5Tw 이상 1Tw

이하, 레벨 Pw의 펄스로 구성된다.

3Tw 길이 마크 형성 시의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은, 도 4(d)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길이 1Tw 이상 2Tw

미만, 레벨 Pw의 펄스로 구성된다. 단, 마크 형성 기간은 2Tw 길이의 그것에 대하여 0.5Tw 이상 긴 것으로 한다.

4Tw 길이 마크 형성 시의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은, 도 4(e)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1.5Tw 이상 2.5Tw 미

만, 레벨 Pw의 펄스로 구성된다. 단, 마크 형성 기간은 3Tw 길이의 그것에 대하여 0.5Tw 이상 긴 것으로 한다.

DVD 플레이어나 리코더 등의 종래의 데이터 기록 장치에서는, 4Tw 길이의 마크는, 도 13(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하나

의 마크 형성 기간에 2개의 기록 펄스(Pw)를 포함하는 기록 파형에 따라 형성된다. 기록 펄스의 파장은, DVD에서는 650

㎚ 정도이다. 이러한 장치에 있어서는, 도 13(b)에 나타내는 하나의 기록 펄스(Pw)로 4Tw 길이 마크를 형성하고자 하면,

도 13(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마크의 폭이 종단부에서 확대한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는, 도

13(b)에 나타내는 하나의 기록 펄스라도, 도 13(d)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적절한 형상의 마크를 양호한 재현성으로 형성

할 수 있다.

또, 차세대의 광디스크로서, Blu-ray Disc(BD)가 개발되고 있다. BD에서는, 기록/재생에 이용하는 레이저광의 파장이

400㎚ 정도이다. 또한, BD에서의 기록층의 재료 및 조성도 DVD에서의 기록층의 재료 및 조성도 상이하다. 그 외, BD와

DVD 사이에는, 물리적인 구성에 다른 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BD에서는, 기록 펄스의 폭이나 간격을 DVD에 비해서 좁

게 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레이트가 높아지면, 특히 도 13(a)에 나타내는 파형의 기록 펄스를 이용하여도, 4Tw 길

이 마크의 형상이 비뚤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하여, 도 13(b)에 나타내는 하나의 기록 펄스로 4Tw 길이 마크를 형성하

는 경우는, BD에서도 바람직한 형상의 마크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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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w 길이 마크 형성 시의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은, 도 4(f)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길이 1TTw, 레벨 Pw의

펄스에 계속해서, 길이 1Tw, 레벨 Pe의 기간, 길이 1Tw, 레벨 Pw의 기간이 계속된다.

6Tw 길이 마크 형성 시의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은, 도 4(g)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길이 1TTw, 레벨 Pw

의 펄스에 계속해서, 길이 2Tw, 레벨 Pe의 기간, 길이 1Tw, 레벨 Pw의 기간이 계속된다.

7Tw 길이 마크 및 9 Tw 길이 마크(부호 길이가 5Tw 이상이고, 또한 검출창 폭 Tw의 기수 길이 마크) 형성 시의 마크 형

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은, 도 4(h) 및 (j)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각각 마크 길이 2Tw당 길이 1Tw, 레벨 Pe의 기간,

길이 1Tw, 레벨 Pw의 기간이 마크 형성부의 중간에 도면과 같이 부가된다.

8Tw 길이 마크 형성 시(부호 길이가 5Tw 이상이고, 또한 검출창 폭 Tw의 우수배 길이 마크)의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

의 기록 파형은, 도 4(i)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마크 길이 2Tw당 길이 1Tw, 레벨 Pe의 기간, 길이 1Tw, 레벨 Pw의 기간

이 마크 형성부의 중간에 도면과 같이 부가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또, 마크 비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신호 파형은, 스페이스 길이에 상관없이, 다음 마크 형성 기간까지 Pe 레벨이 유지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마크 형성 기간(305)에 있어서의 최단의 Pe 레벨(최단 냉각 기간)을 1Tw로 설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라이트 스트라테지를 채용하는 본 실시예에 의하면,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광 출력의 상승 속도/하강 속도의

영향을 받는 일없이, 적절한 마크를 양호한 재현성으로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얻어진다. 예컨대 데이터 전송 레이

트가 72Mbps인 경우, Tw는 7.6㎱로 된다. 이 때, 0.5Tw=3.8㎱이기 때문에,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광 출력의 상승 및 하

강 속도가 2㎱ 정도이면, 피크 파워 및 보텀 파워의 레벨에 도달할 수 없어, 소망하는 마크 형상을 형성할 수 없게 된다. 이

에 반하여, 본 실시예의 라이트 스트라테지를 채용하면,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광 출력의 상승 및 하강 속도를 지금의 레벨

이상으로 높이지 않더라도, 기록 파형에 충실한 레이저 파워의 변조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Pw)의 수가 동등한 부호 길이 m

및 부호 길이 m+1의 부호에 대하여, 부호 길이 m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임의의 제 K 번째의 기록 펄스의 기

간을 「부호 길이 m의 기록 펄스 폭」이라고 하고, 부호 길이 m+1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제 K 번째의 기록

펄스의 기간을 「부호 길이 m+1의 기록 펄스 폭」이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 (부호 길이 m의 기록 펄스 폭)≤(부호 길이

m+1의 기록 펄스 폭)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기록 파형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크 형상을 적절한 것으로 하기 쉽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각 부호 길이 x가 n+3 이상인 부호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의 소거

파워 레벨(Pe)의 기간은 1Tw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광 출력의 상승 및 하강 속도가 2

㎱ 정도이더라도, 소망하는 기록 파워로 레이저의 변조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양호한 재현성으로 마크를 형성할 수 있다

고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시예 2)

다음에, 도 6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기록 방법의 실시예 2를 설명한다.

본 실시예의 데이터 기록 방법은, 실시예 1에 있어서의 데이터 기록 장치에서의 동작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실행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기록 장치의 구성은, 도 1 및 도 2에 나타내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으며, 그 상세한 설명은 반복하지 않는다.

도 6(a) 내지 (j)를 참조하면서,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600∼607)을 나타낸다.

도 6(a) 내지 (j)를 도 4(a) 내지 (j)와 비교하는 것에 의해, 명백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 채용하는 신호 파형

(600∼607)은 도 4의 신호 파형(400∼407)과 유사하다. 특히, 도 6(c) 내지 (e)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신호 파형

(600∼602)은 신호 파형(400∼402)과 동일하다. 실시예 1과 실시예 2의 상위점은 부호 길이 n이 5Tw 이상에서의 신호

파형에 형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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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f)를 참조한다. 5Tw 길이 마크 형성 시의 기록 파형은 1TTw, 레벨 Pw의 펄스에 계속해서, 길이 1Tw, 레벨 Pb의 기

간, 및, 길이 1Tw, 레벨 Pw의 기간이 계속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2개의 펄스에 삽입된 기간에서의 레벨 Pb가 레

벨 Pe보다도 낮은 점이다.

6Tw 길이 마크 형성 시의 기록 파형은, 도 6(g)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마크 형성 기간(305)은 길이 1Tw, 레벨 Pw의 펄스

에 계속해서, 길이 2Tw, 레벨 Pb의 기간, 길이 1Tw, 레벨 Pw의 기간이 계속된다.

부호 길이가 5Tw 이상이고, 또한 검출창 폭 Tw의 기수배 길이 마크인 경우에서의 기록 파형은, 도 6(h) 및 (j)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마크 길이 2Tw당 길이 1Tw, 레벨 Pb의 기간, 길이 1Tw, 레벨 Pw의 기간이 마크 형성부의 중간에 도면과 같

이 부가된다.

부호 길이가 5Tw 이상이고, 또한 검출창 폭 Tw의 우수배 길이 마크의 경우에는, 도 6(i)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마크 길이

2Tw당 길이 1Tw, 레벨 Pb의 기간, 길이 1Tw, 레벨 Pw의 기간이 마크 형성부의 중간에 도면과 같이 부가된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Pw)의 수, 및 2개의 기록 펄스(Pw)에 삽

입된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의 수가 서로 동등한 부호 길이 m 및 부호 길이 m+1의 부호에 대하여(m은 1 이상의 정

수), 부호 길이 m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임의의 제 K 번째의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을 「부호 길이 m의

펄스 폭」이라고 하고, 부호 길이 m+1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제 K 번째의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을 「부

호 길이 m+1의 펄스 폭」이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 (부호 길이 m의 펄스 폭)≤(부호 길이 m+1의 펄스 폭)의 관계가 성립

하도록 기록 파형을 결정하고 있다. 부호 길이가 짧을수록, 마크의 종단부에는 열의 축적이 발생하기 쉽지만, (부호 길이 m

의 펄스 폭)≤(부호 길이 m+1의 펄스 폭)의 관계에 의해, 열의 축적을 완화하여, 마크의 형상을 정돈한다고 하는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각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의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을 1Tw 이상으로 설정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광 출력의 상승 및 하강 속도가 2㎱ 정도이더라도, 소망하는 기록 파워로 레이

저의 변조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양호한 재현성으로 마크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시예 3)

다음에, 도 7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기록 방법의 실시예 3을 설명한다.

본 실시예의 데이터 기록 방법은, 실시예 1에 있어서의 데이터 기록 장치에서의 동작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실행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기록 장치의 구성은 도 1 및 도 2에 나타내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으며, 그 상세한 설명은 반복하지 않는다.

도 7(a) 내지 (j)를 참조하면서,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700∼707)을 나타낸다.

도 7(a) 내지 (j)를 도 6(a) 내지 (j)와 비교하면 명백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 채용하는 신호 파형(700∼707)은 도 6의

신호 파형(600∼607)과 유사하다. 실시예 2와 실시예 3의 상위점은, 마크 비형성 기간의 선두에 길이 1Tw 이상 1.5Tw

이하, 레벨 Pc의 기간을 두고, 그 후, 다음 마크 형성 기간까지 Pe 레벨을 유지하는 점에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 레벨

Pc과 레벨 Pb를 각각의 파워 레벨로 설정하고 있지만, 레벨 Pc과 레벨 Pb가 동등하게 설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실시예 4)

다음에, 도 11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기록 방법의 실시예 4를 설명한다.

본 실시예의 데이터 기록 방법은 실시예 1에 있어서의 데이터 기록 장치에서의 동작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실행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기록 장치의 구성은 도 1 및 도 2에 나타내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으며, 그 상세한 설명은 반복하지 않는다.

도 11(a) 내지 (j)를 참조하면서,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1100∼1107)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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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c) 내지 (j)를 도 4(c) 내지 (j)와 비교하면 명백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 채용하는 신호 파형(1100, 1101,

1103∼1107)은 도 4의 신호 파형(400, 401, 403∼407)과 동일하다. 본 실시예에서 특징적인 점은, 도 11(e)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4Tw 길이 마크 형성 시에서의 기록 파형에 있어서, 길이 0.5Tw, 레벨 Pw의 펄스에 계속해서, 길이 1Tw, 레벨

Pe의 기간, 길이 0.5Tw, 레벨 Pw의 기간이 계속되는 점에 있다. 그 후, 다음 마크 형성 기간까지 Pe 레벨이 유지된다.

도 11(b1)은 카운터(200)에 의해서 발생되는 카운트 신호(205)로서, 마크 선두로부터의 시간을 검출창 폭 Tw 단위로 계

시한다. 카운트 신호가 0으로 이행하는 타이밍은 마크 혹은 스페이스의 선두에 대응한다.

도 11(b2)는 카운터(200)에 의해서 발생되는 서브 카운트 신호(210)로서, 기준 신호에 대하여 위상이 180°로 되어 있다.

카운트 신호가 0으로 이행하는 타이밍은 마크 혹은 스페이스의 선두로부터 180° 위상이 지연되어 있다.

도 11(e)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Pw의 펄스 폭은 0.5Tw 이지만, 0.5Tw 이상의 폭이면 된다. 여기서, 각 펄스의 시단·종단

중 어느 쪽인지는 혹은 양쪽은 서브 카운트 신호와 동기하고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4Tw 길이의 신호 파형(1102)에서의 제 1 펄스의 하강 부분과 제 2 펄스의 상승 부분은 서브 카운트 신

호(210)와 동기하고 있다.

(실시예 5)

다음에, 도 12를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기록 방법의 실시예 5를 설명한다.

본 실시예의 데이터 기록 방법은 실시예 1에 있어서의 데이터 기록 장치에서의 동작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실행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기록 장치의 구성은 도 1 및 도 2에 나타내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으며, 그 상세한 설명은 반복하지 않는다.

도 12(a) 내지 (j)를 참조하면서,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기록 파형(1200∼1207)을 나타낸다.

도 12(a)는 기준 시간 신호(128)의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도 12(b1)는 카운터(200)에 의해서 발생되는 카운트 신호(205)

로서, 마크 선두로부터의 시간을 검출창 폭 Tw 단위로 계시한다. 카운트 신호가 0으로 이행하는 타이밍은 마크 또는 스페

이스의 선두에 대응한다. 도 12(b2)는 카운터(200)에 의해서 발생되는 서브 카운트 신호(210)로서, 기준 신호에 대하여

위상이 180°로 되어 있다. 카운트 신호가 0으로 이행하는 타이밍은 마크 혹은 스페이스의 선두로부터 180° 위상이 지연되

어 있다.

2Tw 길이 마크 형성 시의 기록 파형은, 도 12(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길이 1Tw, 레벨 Pw의 펄스로 구성된다. 마크 비형

성 기간은 선두에 길이 1Tw, 레벨 Pc의 기간을 두고, 그 후 다음 마크 형성 기간까지 Pe 레벨을 유지한다.

3Tw 길이 마크 형성 시의 기록 파형은, 도 12(d)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길이 2Tw, 레벨 Pw의 펄스로 구성된다. 마크 비

형성 기간은 선두에 길이 1Tw, 레벨 Pc의 기간을 두고, 그 후 다음 마크 형성 기간까지 Pe 레벨을 유지한다. 단, 마크 형성

기간은 2Tw 길이가 그것에 대해 0.5Tw 이상 긴 것으로 한다.

4Tw 길이 마크 형성 시의 기록 파형은, 도 12(e)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길이 1Tw, 레벨 Pw의 펄스에 계속해서, 길이

1Tw, 레벨 Pb의 기간, 길이 1Tw, 레벨 pw의 기간이 계속된다. 마크 비형성 기간은 선두에 길이 1Tw, 레벨 Pc의 기간을

두고, 그 후 다음 마크 형성 기간까지 Pe 레벨을 유지한다.

검출창 폭 Tw의 우수배 길이 마크의 경우는, 도 12(g), (i)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마크 길이 2Tw당 길이 1Tw, 레벨 Pb의

기간, 길이 1Tw, 레벨 Pw의 기간이 마크 형성부의 중간에 도면과 같이 부가된다. 마크 비형성 기간은 선두에 길이 1Tw,

레벨 Pc의 기간을 두고, 그 후 다음 마크 형성 기간까지 Pe 레벨을 유지한다.

5Tw 길이 마크 형성 시의 기록 파형은, 도 12(f)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길이 1Tw, 레벨 Pw의 펄스에 계속해서, 길이

2Tw, 레벨 Pb의 기간, 길이 1Tw, 레벨 Pw의 기간이 계속된다. 마크 비형성 기간은 선두에 길이 1Tw, 레벨 Pc의 기간을

두고, 그 후 다음 마크 형성 기간까지 Pe 레벨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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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w 길이 마크 형성 시의 기록 파형은, 도 12(h)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길이 1Tw, 레벨 Pw의 펄스에 계속해서, 길이

1.5Tw, 레벨 Pb의 기간, 길이 1Tw, 레벨 Pw의 기간, 길이 1.5Tw, 레벨 Pb의 기간이 계속된다. 마크 비형성 기간은 선두

에 길이 1Tw, 레벨 Pc의 기간을 두고, 그 후 다음 마크 형성 기간까지 Pe 레벨을 유지한다.

여기서, 중간 펄스의 시단·종단의 어느 쪽인지, 혹은 양쪽은 서브 카운트 신호와 동기하고 있다. 도면에서는 제 2 펄스의 상

승 부분과 하강 부분은 서브 카운트 신호와 동기하고 있다.

이후, 도 12(j)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검출창 폭 Tw의 기수배 길이 마크의 경우에는, 마크 길이 2Tw당 길이 1Tw, 레벨

Pb의 기간, 길이 1Tw, 레벨 Pw의 기간이 마크 형성부의 중간에 도면과 같이 부가된다. 마크 비형성 기간은 선두에 길이

1Tw, 레벨 Pc의 기간을 두고, 그 후 다음 마크 형성 기간까지 Pe 레벨을 유지한다.

본 실시예의 몇 개에 있어서, Pe 레벨과 Pb, Pc 레벨을 동일한 파워 레벨인 것으로 했지만, Pe 레벨과 Pb, Pc 레벨을 서로

다르게 하더라도 상관없다.

다음에 적응형 마크 보상의 예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고밀도 광 기록에서는, 기록 조건에 따라 마크 에지

가 이동하는 기록 간섭이 발생한다. 이것에 의한 기록 신호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법형 마크 보상을 하는 것이 가능

하다.

적응형 마크 보상이란, 도 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2T 마크(2Tm), 3T 마크(3Tm), 4T 마크(4Tm), 5T 이상의 마크

(≥5Tm)마다 레이저의 조사 개시 위치나 펄스 폭을 변화시키는 보상 동작인 것이다.

도 8은 기록 파워가 2치(値)인 경우의 적응형 마크 보상의 일례를 나타낸다. 기록 마크의 부호 길이에 따라서, 상기의 파라

미터 중 마크 시단 위치는 dTtop과 Ttop를 시프트시킴으로써, 기록 마크 종단 위치는 Tlp 혹은 dTlp을 시프트시킴으로

써, 마크의 시단과 종단의 에지 시프트를 억제하여 양호한 신호 품질을 얻을 수 있다.

도 9는 기록 파워가 4치인 경우의 적응형 마크 보상의 일례를 나타낸다. 기록 마크의 부호 길이에 따라서, 상기의 파라미터

중 마크 시단 위치는 dTtop과 Ttop를 시프트시킴으로써, 기록 마크 종단 위치는 dTe를 시프트시킴으로써, 마크의 시단과

종단의 에지 시프트를 억제하여 양호한 신호 품질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기록 파워를 4치로 했지만, Pb=Pc로 하여 3치

로 한 경우도 동일한 마크 보상을 적용할 수 있다.

또 기록 보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프트량은 딜레이 라인 등을 사용하여, 기준 시간 신호로부터 미소한 시프트량, 예

컨대 Tw/16를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기록 보상을 할 때, 기본 파형에 따라 카운트 신호에 동기한 위치로부터 보상을 개시하는 경우와, 서브 카운트 신호

에 동기한 위치로부터 보상을 개시하여도 된다.

여기서, 기본 파형에 있어서, 각 펄스 폭, 및 마크 형성 구간에서의 보텀 파워 레벨의 폭 및 크링크 파워 레벨의 폭은 1T 이

상인 것으로 했지만, 상기 기록 보상을 한 후에 각 마크 길이의 각 펄스 폭은 적어도 0.5Tw 이상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레

이저의 응답 속도의 영향을 받기 어려워, 기록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교예)

다음에, 도 5(a)∼(i) 및 도 10을 참조하면서, 비교예의 장치에서의 기록 파형(500∼506)의 패턴을 설명한다.

도 10을 참조한다. 도 10은 이 장치에 있어서의 기록 처리계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0중의 부호기(1013)는 기록 데이터(1027)를 수취하여, 기록 부호열(1026)로 변환한다. 마크 길이 분류기(1001)는 기

록 부호열(1025)에 근거하여, 부호 길이 n에 대한 제수 2에 의한 제산(잉여의 연산)을 실행한다. 이 마크 길이 분류 신호

(1001)는 기록 부호열의 마크/스페이스를 검출창 폭 Tw의 우수배 길이의 경우와 기수배 길이의 경우로 식별한다.

카운터(1000)는 마크 선두로부터의 시간을 검출창 폭 Tw 단위로 계시하여, 카운트 신호(1005)를 발생한다. 도 5(b)는 카

운트 신호(1005)를 나타내고 있다. 카운트 신호(1005)가 0으로 이행하는 타이밍은 마크 또는 스페이스의 선두에 대응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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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1000) 및 부호기(1013)에는 기준 시간 신호(1028)가 입력된다. 카운트 신호(1005)는 기록 파형 테이블(1002)에

입력된다. 기록 파형 테이블(1002)은 레벨 발생 신호(1025)를 레이저 구동 회로(1011)에 송출하고, 레이저 구동 회로

(1011)는 레이저 구동 전류(1024)를 출력한다.

도 5(c)는 2Tw 길이 마크 형성 시의 기록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마크 형성 기간(305)은 길이 1Tw, 레벨 Pw1의 펄스로

구성된다. 마크 비형성 기간은 선두에 길이 1Tw, 레벨 Pb의 기간을 두고, 그 후, 다음 마크 형성 기간까지 Pa 레벨을 유지

한다.

도 5(d)는 3Tw 길이 마크 형성 시의 기록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마크 형성 기간(305)은, 도 5(c)와 동일한 길이 1Tw, 레

벨 Pw1의 펄스에 계속해서, 길이 1Tw, 레벨 Pw2의 기간이 계속된다. 마크 비형성 기간은, 도 5(c)에 나타내는 기록 파형

과 마찬가지로, 선두에 길이 1Tw, 레벨 Pb의 기간을 두고, 그 후, 다음 마크 형성 기간까지 Pa 레벨을 유지한다. 마크 비형

성 기간의 파형에 대해서는, 이후의 도 5(e)∼(f)에 나타내는 파형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마크 비형성 기간은 스페이스

길이에 상관없이, 선두에 길이 1Tw 레벨 Pb의 기간을 두고, 그 후 다음 마크 형성 기간까지 Pa 레벨을 유지한다. 이와 같

이 마크 형성 기간(305)에서의 최단 냉각 기간은 1Tw로 되어 있다.

도 5(e)는 4Tw 길이 마크 형성 시의 기록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마크 형성 기간(305)은, 도 5(c)와 동일한 길이 1Tw, 레

벨 Pw1의 펄스에 계속해서, 길이 1Tw, 레벨 Pa의 기간, 길이 1Tw, 레벨 Pw3의 기간이 계속된다.

도 5(f) 및 (h)은 각각, 5Tw 마크 길이 및 7Tw 마크 길이 형성 시의 기록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검출창 폭 Tw

의 기수배 길이 마크의 경우에는, 마크 길이 2Tw당 길이 1Tw, 레벨 Pa의 기간, 길이 1Tw, 레벨 Pw3의 기간이 마크 형성

부의 후단에 부가된다. 마크 비형성 기간은, 스페이스 길이에 상관없이, 선두에 길이 1Tw 레벨 Pb의 기간을 두고, 그 후

다음 마크 형성 기간까지 Pa 레벨을 유지한다.

도 5(g) 및 (i)은 각각, 6Tw 마크 길이 및 8Tw 마크 길이 형성 시의 기록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검출창 폭 Tw

의 우수배 길이 마크의 경우에는, 마크 길이 2Tw당 길이 1Tw, 레벨 Pa의 기간, 길이 1Tw, 레벨 Pw3의 기간이 마크 형성

부의 후단에 부가된다.

비교예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비해서 기록 펄스예의 기록 파워가 스텝 형상으로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파워

제어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부호 길이 4Tw의 마크를 기록하는 경우, 적더라도 3Tw 길이 사이, 평균 파워 레벨보다도 높

은 파워 레벨로 반도체 레이저 소자를 발광시킬 필요가 있다. 광디스크의 기록 밀도가 상승하여, 미소한 마크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비교예에서는, 조사 시간이 길게 되기 때문에, 소망하는 마크 형상이 얻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결점이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의하면, 기록 매체에 에너지를 주입하여 미기록부와는 물리적 성질이 다른 마크를 형성하고, 그것에 의해서 데

이터를 기록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에 있어서, 고속으로 양호한 정밀도로 마크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

록 방식으로서 높은 기록 선밀도화에 유리한 마크 에지 기록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상에 의해 기록/재생 동작의 고속화, 고신뢰화가 도모되고, 동시에 정보 기록 장치 및 기록 매체의 소형화가 실현되기 때

문에, 비용의 관점에서 유리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펄스 형상의 에너지 빔으로 기록 매체를 조사함으로써, 데이터를 복수의 길이의 마크 및 스페이스의 에지 위치 정보로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데이터 기록 방법으로서,

기록해야 할 데이터에 근거하여 기록 부호열을 생성하는 단계(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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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부호열에 포함되는 각 부호의 부호 길이에 따라서,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 변조를 규정하는 기록 파형을 결정하는 단

계(B)와,

상기 기록 파형에 근거하여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를 변조하는 단계(C)

를 포함하되,

상기 단계(B)는, 상기 기록 부호열의 최단 부호 길이가 n(n은 1 이상의 정수)인 경우에, 부호 길이 x가 n, n+1, 또는 n+2

인 부호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대해서는 기록 펄스가 1개인 기록 파형을 할당하고, 부호 길이 x가 n+3 이상인

부호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대해서는 기록 펄스(Pw)가 복수개인 기록 파형을 할당하는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B)는, 상기 기록 부호열의 최단 부호 길이가 n(n은 1 이상의 정수)인 경우에, 부호 길이 x가 n, n+1, n+2, n+3

이상인 적어도 4개로 구분되고,

상기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Pw)의 수가 동등한 부호 길이 m 및 부호 길이 m+1의

부호에 대하여,

부호 길이 m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임의의 제 K 번째의 기록 펄스의 기간을 「부호 길이 m의 기록 펄스 폭」

이라고 하고, 부호 길이 m+1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제 K 번째의 기록 펄스의 기간을 「부호 길이 m+1의 기

록 펄스 폭」이라고 한 경우에,

(부호 길이 m의 기록 펄스 폭)≤(부호 길이 m+1의 기록 펄스 폭)

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기록 파형을 결정하는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3.

상기 단계(B)는,

상기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Pw)의 수, 및 2개의 기록 펄스(Pw)에 삽입된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의 수가 서로 동등한 부호 길이 m 및 부호 길이 m+1의 부호에 대하여,

부호 길이 m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임의의 제 K 번째의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을 「부호 길이 m의 펄스

폭」이라고 하고, 부호 길이 m+1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제 K 번째의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을 「부호 길

이 m+1의 펄스 폭」이라고 한 경우에,

(부호 길이 m의 펄스 폭)≤(부호 길이 m+1의 펄스 폭)

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기록 파형을 결정하는

데이터 기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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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부호 길이 x가 n+3 이상인 부호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서의 기록 파형은 (x-1)을 2로 나눈 몫과 동등한 기록

펄스를 포함하는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각 부호 길이 x가 n+3 이상인 부호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서의 기록 파형의 소거 파워 레벨(Pe)의 기간은

1Tw 이상으로 설정되는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각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서의 기록 파형의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은 1Tw 이상으로 설정되는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각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서의 기록 파형의 냉각 파워 레벨(Pc)의 기간은 1Tw 이상으로 설정되는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부호 길이 x에 따라서,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선두 펄스의 개시 위치 및 냉각 펄스의

종단 위치의 시프트를 실행하는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시프트는 부호 길이 x가 n, n+1, n+2, n+3 이상인 적어도 4개의 구분에 따라 서로 다른 크기로 설정되는 데이터 기

록 방법.

청구항 10.

펄스 형상의 에너지 빔으로 기록 매체를 조사함으로써, 데이터를 복수의 길이의 마크 및 스페이스의 에지 위치 정보로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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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 변조를 실행하는 레이저 구동 수단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해야 할 데이터를 기록 부호열로 변환하는 부호화 수단과,

전기(前期) 기록 부호열에 포함되는 각 부호의 부호 길이 x에 따라서, 상기 에너지 빔의 파워 변조를 규정하는 기록 파형을

결정하는 마크 길이 분류 수단

을 구비하되,

상기 마크 길이 분류 수단은,

상기 기록 부호열의 최단 부호 길이가 n(n은 1 이상의 정수)인 경우에, 부호 길이 x가 n, n+1, 또는 n+2인 부호에 대응하

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대해서는 기록 펄스(Pw)가 1개인 기록 파형을 할당하고, 부호 길이 x가 n+3 이상인 부호에 대

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대해서는 기록 펄스(Pw)가 복수개인 기록 파형을 할당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Pw)의 수, 및 2개의 기록 펄스(Pw)의 사이에 삽입된 보

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의 수가 동등한 부호 길이 m 및 부호 길이 m+1의 부호에 대하여,

부호 길이 m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임의의 제 K 번째의 보텀 파워 레벨의 기간을 「부호 길이 m의 펄스 폭」

이라고 하고, 부호 길이 m+1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제 K 번째의 보텀 파워 레벨의 기간을 「부호 길이 m+1

의 펄스 폭」이라고 한 경우에,

(부호 길이 m의 펄스 폭)≤(부호 길이 m+1의 펄스 폭)

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기록 파형을 결정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부호열의 최단 부호 길이가 n(n은 1 이상의 정수)인 경우에, 부호 길이 x가 n, n+1, n+2, n+3 이상인 적어도 4

개로 구분되고,

상기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Pw)의 수가 동등한 부호 길이 m 및 부호 길이 m+1의

부호에 대하여,

부호 길이 m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임의의 제 K 번째의 기록 펄스의 기간을 「부호 길이 m의 기록 펄스 폭」

이라고 하고, 부호 길이 m+1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제 K 번째의 기록 펄스의 기간을 「부호 길이 m+1의 기

록 펄스 폭」이라고 한 경우에,

(부호 길이 m의 기록 펄스 폭)≤(부호 길이 m+1의 기록 펄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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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기록 파형을 결정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기록 펄스(Pw)의 수, 및 2개의 기록 펄스(Pw)에 삽입된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의 수가 서로 동등한 부호 길이 m 및 부호 길이 m+1의 부호에 대해서,

부호 길이 m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임의의 제 K 번째의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을 「부호 길이 m의 펄스

폭」이라고 하고, 부호 길이 m+1의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 포함되는 제 K 번째의 보텀 파워 레벨(Pb)의 기간을 「부호 길

이 m+1의 펄스 폭」이라고 한 경우에,

(부호 길이 m의 펄스 폭)≤(부호 길이 m+1의 펄스 폭)

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기록 파형을 결정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부호 길이 x가 n+3 이상인 부호에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서의 기록 파형은 (x-1)을 2로 나눈 몫과 동등한 기록

펄스를 포함하도록 결정되는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마크 형성 기간에서의 레이저 펄스의 기본 파형의 하강으로부터 상승의 전(全) 간격이 검출창 폭(Tw) 이상으로 되도록 상

기 기록 파형을 결정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16.

제 11 항에 있어서,

부호 길이 x에 따라서, 대응하는 기록 마크 형성 기간에서의 기록 파형에 포함되는 선두 펄스의 개시 위치 및 냉각 펄스의

종단 위치의 시프트를 실행하는 펄스 이동 수단을 구비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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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길이 x가 n, n+1, n+2, n+3 이상인 적어도 4개의 구분에 따라 서로 다른 크기로 상기 시프트를 설정하는 기록 보상

수단을 갖는 데이터 기록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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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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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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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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