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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록 매체 및 그 재생 장치

요약

    
단순한 구성으로, 재생된 데이타가 우수한 특성을 갖는 광자기 기록 매체 및 그 재생기를 얻을 수 있다. 어드레스 정보
에 따라 측벽 (적어도 일측의 측벽)이 워블링(wobbling)된 복수의 제1 그루브(3)와, 제2 그루브 (제1 그루브에 접속
됨) 사이에 제공된 랜드의 폭 변화에 의해 표시되는 어드레스 마크(21)와, 양측의 측벽이 대칭이면서 주기적으로 워블
링되고 제2 그루브에 접속되도록, 데이타가 자기적으로 기록되는 데이타부에 형성되는 제3 그루브(3)를 갖는 광자기 
기록 매체 및 그 재생기가 제공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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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광자기 기록 매체, 재생 장치, 워블링법, 어드레스 정보, 그루브, 어드레스 마크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데이타의 기록 및 재생이 가능한 광자기 기록 매체(이하 단순히 「디스크」라고 함.)와 그 재생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미니·디스크에는, 회전을 위한 동기 신호가 되는 반송파를 어드레스 정보로 FM 변조한 신호의 파형 형상에 따른 그루
브가 형성되어 있고, 이 그루브는 회전 제어와 어드레스 정보의 검출에 이용된다. 그리고, 이 정보의 기록·재생 방법은, 
일반적으로 워블링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또한, 상기된 바와 같은 그루브가 형성되고, 그루브와 그루브 사이의 랜드에도 기록이 행해지는 디스크에서도, 워블링
법이 제안되고 있다.

도 84는, 종래의 디스크 재생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디스크 재생 장치는, 어드레스 정보를 판독하기 때문에, 광픽업(도시하지 않음.)의 레이
저 광원으로부터 발광된 레이저 빔을 회절 격자에 따라 메인 빔과 2개의 사이드 빔으로 분리하고, 메인 빔을 그루브의 
중심으로 트랙킹 제어하고 있을 때에는, 메인 빔으로부터의 푸시풀 신호에 의해 어드레스 정보를 판독하고, 메인 빔을 
랜드의 중심으로 트랙킹 제어하고 있을 때에는, 사이드 빔으로부터의 푸시풀 신호에 의해 그루브에 기록된 어드레스 정
보를 판독하는 것이다.
    

종래의 디스크는, 그루브와 랜드에 데이타를 기록하기 때문에, 트랙의 전체 길이는, 그루브에만 데이타를 기록하는 경
우에 비교하면 2배이다. 그러나, 그루브에만 어드레스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광픽업의 레이저 광원으로부터 발광된 
레이저 빔을, 상기된 바와 같이 메인 빔과 2개의 사이드 빔의 3빔으로 분리하기 위한 회절 격자등의 광학 부품이 필요
해진다.

이러한 종래의 소위 '3빔 방식'으로는 레이저 광원으로부터 발광된 레이저 빔의 파워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없다고 하
는 문제가 있다.

<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은, 그루브의 양측의 측벽을 워블링시킴에 따라 기록된 어드레스 정보를, 그루브뿐만 아니라 랜드에의 데이타의 
기록 재생시에도 하나의 레이저 빔으로 판독하는 것이 가능한 기록 매체 및 그 재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 목적은, 적어도 한쪽 폭이 변화하는 랜드 및 제1 그루브를 포함하는 어드레스 식별부와, 하나의 데이타에 대해 2개
의 어드레스 정보에 따라 워블링된 측벽을 구비하여 일정한 폭을 갖음과 동시에, 제1 그루브에 접속되는 제2 그루브를 
포함하는 어드레스부를 구비한 기록 매체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기록 매체를 재생하는 재생 장치로서, 상기 기록 매체에 빛을 조사하여 반사광을 검출하
는 검출 회로와, 상기 검출 회로에 의해 검출된 반사광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정보를 재생하는 어드레스 정보 재생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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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기 검출 회로에 의해 검출된 어드레스 식별부로부터의 반사광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식별 정보를 재생하는 어드레
스 식별 정보 재생 회로와, 어드레스 식별 정보 재생 회로에 의해 재생된 하나의 어드레스 식별 정보에 응답하여, 어드
레스 정보 재생 회로에서 재생된 두개의 어드레스 정보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선택 회로를 구비한 재생 장치를 제공
함으로써 달성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주된 이점은, 재생 장치에서 필요한 광학 부품의 수가 감소됨과 동시에, 데이타 재생을 위한 기록 매
체에 조사되는 레이저 빔의 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종래보다 간이한 구조를 구비한 재생 장치에 의해, 보다 확실
한 데이타 재생을 실현할 수 있는 것에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2의 (a) 내지 도 2의 (e)는 도 1에 도시된 디스크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어드레스 마크 부분의 디스크의 평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어드레스부의 평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에서 빔스폿이 그루브를 주사하는 경우의 도면,

도 5는 도 2에 도시된 어드레스부의 평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에 있어서 빔스폿이 랜드를 주사하는 경우의 도면,

도 6은 본 실시예 1에 따른 디스크의 외주부에 설치된 TOC 영역의 구조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7은 본 실시예 1에 따른 재생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8의 (a) 내지 도 8의 (d)는 도 7에 도시된 재생 장치에 포함되는 비교기로부터 출력되는 어드레스 식별 신호의 파
형을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디스크의 데이타부의 구조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10은 어드레스부 및 데이타부에서의 워블링용의 2치 신호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11과 도 12는 본 실시예 2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13의 (a) 내지 도 13의 (d)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디스크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

도 14의 (a)는 도 13의 (c)에 도시된 어드레스부의 디스크 상의 레이아웃을, 도 14의 (b)는 어드레스부의 재생에 의
해 얻어지는 워블 신호를, 도 14의 (c)는 어드레스 정보의 내용을 나타내는 도면,

도 15는 본 실시예 2에 따른 재생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6의 (a), 도 16의 (b)는 도 15에 도시된 재생 장치에 의해 생성되는 동기 신호를 나타내는 도면,

도 17, 도 18 및 도 19는 도 15에 도시된 재생 장치의 재생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20은 클록킹 워블이 형성된 부분에서의 데이타 재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1은 클록킹 워블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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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23의 (a) 내지 도 23의 (d)는 본 실시예 3에 따른 디스크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

도 24의 (a)는 도 23의 (c)에 도시된 어드레스부의 디스크 상의 레시아웃을, 도 24의 (b)는 어드레스부의 재생에 의
해 얻어지는 워블 신호를, 도 24의 (c)는 어드레스의 내용을 나타내는 도면,

도 25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26은 본 발명의 실시예 5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27은 본 발명의 실시예 6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28은 본 발명의 실시예 7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29의 (a) 내지 도 29의 (d)는 본 실시예 7에 따른 디스크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

도 30의 (a) 내지 도 30의 (c)는 본 실시예 7에 따른 디스크의 재생을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

도 31은 본 발명의 실시예 8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32의 (a) 내지 도 32의 (c)는 파인 클럭 마크의 검출에 의한 오프셋 보정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3은 본 실시예 8에 따른 재생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4는 본 발명의 실시예 9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35는 본 발명의 실시예 10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36은 본 발명의 실시예 11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37은 본 발명의 실시예 12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38은 본 실시예 12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39는 도 37 및 도 38에 도시된 워블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40의 (a) 내지 도 40의 (d)는 2상 변조 방식에 따른 어드레스 정보의 기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1은 본 실시예 12에 따른 디스크의 어드레스부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42는 본 실시예 12에 따른 디스크의 어드레스부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

도 43은 본 실시예 12에 따른 디스크를 제조하기 위한 커팅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44는 본 실시예 12에 따른 재생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45는 도 44에 도시된 재생 장치에서의 워블의 검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6의 (a), 도 46의 (b)는 도 45에 도시된 워블 검출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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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7은 본 실시예 12에 따른 디스크의 재생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48은 본 발명의 실시예 13에 따른 워블 검출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49는 본 발명의 실시예 14에 따른 커팅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50의 (a) 내지 도 50의 (c)는 도 49에 도시된 커팅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

도 5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5에 따른 커팅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52는 본 발명의 실시예 16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53은 본 발명의 실시예 17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54는 본 발명의 실시예 18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55는 본 발명의 실시예 19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56은 본 발명의 실시예 20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57의 (a) 내지 도 57의 (d)는 그루브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의 위치로 얻을 수 있는 데이타 재생 신호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8의 (a) 내지 도 58의 (f)는 누설량을 제거하기 위한 트랙킹 제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9는 본 발명의 실시예 21에 따른 재생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60은 도 59에 도시된 트랙킹 보정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61은 도 59에 도시된 트랙킹 보정 회로의 구성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62는 본 발명의 실시예 22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63은 본 실시예 22에 따른 누설 소거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64의 (a) 내지 도 64의 (c)는 도 63에 도시된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

도 65는 본 발명의 실시예 23에 따른 누설 소거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66은 도 65에 도시된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

도 67은 본 발명의 실시예 24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68은 본 발명의 실시예 25에 따른 누설 소거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69의 (a) 내지 도 69의 (c)는 도 68에 도시된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

도 70은 본 실시예 25에 따른 누설 소거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71은 도 70에 도시된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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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2의 (a) 내지 도 72의 (d)는 본 발명의 실시예 26에 따른 누설 소거 방법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

도 73은 본 발명의 실시예 27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74는 본 실시예 27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75는 본 실시예 27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76은 본 실시예 27에 따른 데이타 기록·재생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77은 본 실시예 27에 따른 디스크의 재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8의 (a) 내지 도 78의 (d)는 도 76에 도시된 데이타 기록·재생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

도 79는 도 76에 도시된 동기 신호 생성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80의 (a) 내지 도 80의 (c)는 본 실시예 27에 따른 디스크에 기록되는 어드레스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81의 (a), 도 81의 (b) 및 도 82는 워블로서 기록된 어드레스 정보의 검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83은 도 76에 도시된 어드레스 검출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84는 종래의 디스크와 그 재생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실시예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및 그 기록·재생 장치등을,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서술한다. 또, 도면 중 동일 부호
는 동일 또는 상당 부분을 나타낸다.

[실시예 1]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디스크의 표면에는, 홈(그루브: 3)이 디스크의 내주로부터 외주을 향해 소용돌이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디스크의 유리 원반에는, 마스터링 공정에서 1.1㎒의 반송파를 주파수 편위 ±50㎑에서 2상 신
호에 의해 FM 변조한 워블 신호에 따라 깎여짐에 따라, 그 그루브(3)가 형성된다.

또, 반송파의 주파수는, 디스크 전체에 할당하는 어드레스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200㎑로부터 10㎒의 범위
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형성되는 그루브(3)의 양측의 측벽에 설치된 워블의 진폭은, 디스크 반경(트랙킹) 방향으로 대략 30㎚로부
터 50㎚ 이다. 또한, 그루브(3)의 깊이는, 랜드(4)와 그루브(3)에 기록된 인접하는 트랙으로부터의 크로스토크가 적
어지도록, 레이저광 파장의 대략 1/6 ∼ 1/12이 된다.

또한, 랜드(4)와 그루브(3)의 피치는 0.55㎛이다. 여기서, 디스크 상의 랜드 또는 그루브의 각 트랙은, 도우넛형의 6
0개의 존으로 이루어지고, 그 재생에서는 존마다의 회전수가 일정해지는 소위 CAV(Constant Average Velocity) 제
어가 행해진다.

따라서, 이 제어에 의한 선속도가 각 존에서 거의 일정해지도록, 내주부의 존에서는 큰 회전수, 외주부의 존에서는 작은 
회전수로 디스크가 회전된다.

 - 7 -



등록특허 10-0324883

 
    
도 2의 (a) 내지 도 2의 (e)는, 도 1에 도시된 디스크의 포맷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1트
랙 내에 Nf개의 프레임을 포함하고, 구체적으로는 내주부의 존에서는 디스크 1회전의 트랙 내에 42개의 프레임, 외주
부의 존에서는 디스크 1회전의 트랙 내에 101개의 프레임을 포함한다. 그리고, 각 프레임은, 도 2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26개의 세그멘트를 포함하고, 그 중에서 선두에 위치하는 어드레스 세그멘트에만 어드레스 정보가 기록된다. 또, 
데이타는, 어드레스 세그멘트에 계속되는 연속한 25개의 데이타 세그멘트에 기록되고, 이 데이타 세그멘트의 부분에서
는 그루브의 측벽이 워블링되지 않는다.
    

또한, 도 2의 (c)와 도 2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세그멘트의 선두에는 파인 클럭 마크(20)가 기록되어 있고, 이
에 따라 디스크의 회전 제어가 행해진다. 이 파인 클럭 마크의 진폭도 어드레스 정보와 마찬가지로 디스크 반경 방향으
로 대략 30㎚로부터 50㎚가 된다. 또한, 이 파인 클럭 마크는, 데이타 판독용의 클럭 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클럭 성분을 갖지 않은 데이타의 변조 방식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도 2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세그멘트에는, 파인 클럭 마크(20)에 계속해서, 순서대로 예약 정보(
Rvd), 어드레스 마크(AM), 프리앰블(PA), 어드레스(1), 어드레스(2), 프리앰블(PA), 판독·기록(R/W) 테스트 정
보가 기록된다. 여기서, 어드레스(1) 및 어드레스(2)는, 각각 그루브에 기록된 데이타 또는 랜드에 기록된 데이타의 소
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각 어드레스(1, 2)에는, 도 2의 (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두로부터 순서대로, 4비트의 
동기 패턴(Sync), 24비트의 어드레스 데이타, 6비트의 예약 정보(Rvd), 14비트의 에러 검출 코드(CRC-Cyclic Red
undancy Code)가 기록된다.
    

또, 디스크의 용량이나 어드레스의 설정 방법에 따라, 이들 비트수는 가변이고, 어드레스 데이타에 계속되는 부분에 예
를 들면, 데이타의 기록 또는 재생시의 레이저 파워의 조건 설정이나 어드레스 마크의 기능을 대신하는 정보등의 디스
크에 관계되는 고유의 정보를 워블로서 기록할 수도 있다.

또한, 어드레스 정보의 부호화 방식에 대해서 도 2상의 부호에 한하지 않고, 맨체스터 부호나 NRZ, NRZI 부호등을 이
용할 수도 있다.

또한, 도 2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프레임 내의 데이타는 각 구분으로 분리된 25개의 데이타 세그멘트로 구성되
지만, 이것에 한하지 않고, 각 구분으로 분리되지 않은 데이타라도 좋다.

또, 도 2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데이타 세그멘트에는 파인 클럭 마크(20)에 계속해서, 전영역, 데이타 영역, 후
영역이 포함된다.

    
도 3은, 도 2의 (c)에 도시된 어드레스 마크(AM) 부분의 디스크의 평면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마크는, 홀수번째의 그루브(3O)와 짝수번째의 그루브(3E)가, 이들의 위상을 역상으로 하도록 형성됨
에 따라 기록된다. 즉, 그루브(3O)는, 그 폭은 일정하고, 중심이 구간 L0을 기준으로 하여 구간 L1에서는 아래로 0.1
㎛, 구간 L2에서는 위로 0.1㎛ 어긋나게 형성된다. 한편, 그루브(3E)는, 그 폭은 그루브(3O)와 동일하고, 중심이 구간 
L0을 기준으로 하여 구간 L1에서는 위로 0.1㎛, 구간 L2에서는 아래로 0.1㎛ 어긋나도록 형성된다. 또한, 이들 그루브
(3O, 3E)가 형성됨에 따라, 그루브(3O)와 그루브(3E)에 끼워진 랜드(4E)는, 그 폭이 구간 L1에서는 0.35㎛가 되고, 
구간 L2에서는 0.75㎛가 된다. 한편, 그루브(3E)와 그루브(3O)에 끼워진 랜드(4O)는, 그 폭이 구간 L1에서는 0.75
㎛가 되고, 구간 L2에서는 0.35㎛가 된다. 이들 어드레스 마크는, 그루브(3O, 3E) 및 랜드(4E, 4O)에 기록된 도 2의 
(c)에 도시된 어드레스(1), 어드레스(2) 중, 현재 기록 또는 재생하고 있는 데이타에 대응하는 어느 한쪽의 어드레스
를 식별하기 위해 기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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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및 도 5는, 도 2의 (c)에 도시되는 어드레스(1), 어드레스(2)를 기록한 디스크의 평면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루브(3O, 3E)는 일정한 폭을 갖음과 동시에, 어드레스 정보 l, m, n에 따라 워블
링된 측벽을 갖는다. 또한, 랜드(4E, 4O)에는, 그루브(3O, 3E)의 양측벽이 워블링됨에 따라, 어드레스 정보(n), (m)
가 기록된다.

또한, 도면 중 “NG'는, 어드레스 정보를 기록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도 6은, 디스크의 외주부에 이용된 TOC(Table Of Content) 영역의 구조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TOC 영역에는 데이타 기록시의 레이저 파워, 데이타 재생시의 레이저 파워의 각각의 정보가, 
그루브(82)의 양측벽에 이용된 워블(83)로서 기록됨과 동시에, 디스크의 회전 속도 등의 다른 정보가 피트(84)로서 
그루브(82) 또는 랜드(81)의 평탄부에 기록된다. 여기서, 그루브(82)의 양측벽에 설치된 워블(83)은 주파수 200㎑ 
∼ 10㎒의 범위를 갖고, TOC 영역의 길이는 디스크의 외주로부터 160㎛ 정도이다.

이와 같이 워블과 피트열에서 기록된 TOC 정보는 레이저 빔을 조사함으로써 재생된다. 여기서, TOC 정보를 워블과 피
트열의 양방에서 기록함으로써 고밀도로 TOC 정보를 기록할 수 있음과 동시에, 고속으로 TOC 정보를 재생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재생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재생 장치는 수
광면이 4분할된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광검출기(113)와, 광검출기(113)에 접속되는 증폭기(241, 253)와, 증폭기(25
3)에 접속되는 비교기(254)와, 비교기(254)에 접속되는 어드레스 마크 검출기(100)와, 증폭기(241)에 접속되는 저
역 통과 필터(LPF : 242)와, LPF242에 접속되는 반전 증폭기(255) 및 트랙킹 극성을 전환하는 스위치 SW와, 증폭
기(241)에 접속되는 밴드 패스 필터(BPF : 256)와, BPF256에 접속되는 비교기(245)와, 비교기(245)에 접속되는 
어드레스 마크 검출기(110)를 구비한다.
    

광픽업의 레이저 광원으로부터는 발광된 레이저 빔은, 콜리메이터 렌즈를 통과 후, 빔분할기로부터 대물 렌즈에 입사하
고, 디스크 상에 집광되어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빔스폿(12)이 형성된다.

    
레이저 발진 파장 λ=635㎚ (허용 범위 : 620-650㎚, 이하 동일함．), 대물 렌즈 개구수 NA=0.6 (허용 범위 : 0.5
5-0.65, 이하 동일함．)으로 하면, 레이저 빔의 집광 스폿 사이즈는 약0.9㎛(허용 범위 : 0.80-1.0㎛, 이하 동일함．)
가 된다. 빔 스폿으로부터의 반사광은, 광검출기(113)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구체적으로는, 증폭기(241)로, 광검
출기(113)의 영역(113a, 113d)에서 검출된 빛의 강도에 대응하는 신호(A+D)와 영역(113b, 113c)에서 검출된 빛
의 강도에 대응하는 신호(B+C)의 차를 없애고, 푸시풀 신호가 생성되고, 또한 LPF242의 출력으로서 트랙킹 에러 신
호를 얻을 수 있다. 또, 영역(113a, 113c)에서 검출된 빛에 대응하는 신호(A+C)와 영역(113b, 113d)에서 검출된 빛
에 대응하는 신호(B+D)의 차를 없앰에 따라 비점 수차법에서의 포커스 에러 신호가 생성된다.
    

트랙킹 에러 신호와 그것을 반전 증폭기(255)로 반전한 신호가 스위치 SW의 단자에 입력되어 있고, 스위치 SW는 이 
어느 한쪽을 선택적으로 서보 회로(257)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빔스폿(12)이, 예를 들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루브(3E)의 중심에 트랙킹 제어된다.

또한, 이 상태에서 증폭기(241)로부터 출력되는 푸시풀 신호가 BPF256에 입력함으로써, 비교기(245)로부터 워블 신
호가 출력된다.

여기서, BPF256은, 대역 중심 주파수가 1.1㎒이고, 노이즈를 제거하여 신호를 비교기(245)에 출력한다. 비교기(245)
는 입력된 신호를 파형 정형하여 구형파로 이루어지는 워블 신호를 출력한다.

 - 9 -



등록특허 10-0324883

 
이 비교기(245)로부터 출력되는 구형파는, FM 복조기(258)에 입력되고, FM 복조기(258)는 2상 부호를 복조하여 N
RZ 복조기(259)에 출력한다. NRZ 복조기(259)는 2상 부호로부터 어드레스(ATIP)인 NRZ 신호를 복조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얻어진 어드레스는 시스템 컨트롤러(268)에 입력된다.

여기서, 예를 들면, 빔스폿(12)이 도 4에 도시된 그루브(3E)의 중심을 주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타에 대해 2개
의 어드레스 정보 m, n이, 시스템 컨트롤러(268)에 판독되게 된다.

이어서, 시스템 컨트롤러(268)에 판독된 하나의 데이타에 대한 2개의 어드레스에서의 어느 한쪽의 선택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검출기(113)가 그루브(3O)의 중심선 OGL 상을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주사하는 경
우에는, 비교기(245)로부터 도 8의 (c)에 도시되는 어드레스 식별 신호 AMG1이 출력되고, 어드레스 마크 검출기(1
10)는 어드레스(1)를 선택하는 신호를 시스템 컨트롤러(268)로 공급한다.

한편, 광검출기(113)가 그루브(3E)의 중심선 EGL 상을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주사하는 경우에는, 비교기(245)로부
터 도 8의 (d)에 도시된 어드레스 식별 신호 AMG2가 출력되고, 어드레스 마크 검출기(110)는 어드레스(2)를 선택하
는 신호를 시스템 컨트롤러(268)로 공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스템 컨트롤러(268)는 하나의 어드레스 정보를 선택하여 그루브(3O, 3E)에 기록된 하나의 데이타
에 대응하는 하나의 어드레스를 인식한다. 따라서, 도 4에 도시된 경우에는, 어드레스 정보 n이 시스템 컨트롤러(268)
에 인식되게 된다.

또, 상기 동작은 주로, 시스템 컨트롤러(268)가 그루브(3O, 3E)에서의 데이타의 기록 또는 재생을 지시하는 경우의 
설명이지만, 이하에 시스템 컨트롤러(268)가 랜드(4O, 4E)에서의 데이타의 기록 또는 재생을 지시하는 경우를 설명한
다.

예를 들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빔스폿(12)이 랜드(4E)의 중심을 조사하 도록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어드레스(1)로서는 어드레스 정보가 판독되지 않았지만(NG), 어드레스(2)로서 어드레스 정보(n)가 판독된
다.

    
한편, 증폭기(253)로 신호(A+D)와 신호(B+C)의 합을 취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비교기(254)로 입력되기 때문에, 랜
드의 폭의 변화가 디스크로부터의 반사광량의 변화로서 검출된다. 여기서, 도 3에 도시된 랜드(4E)의 중심선 ELL 상
을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광검출기(113)가 주사하는 경우, 도 7에 도시되는 비교기(254)로부터는 도 8의 (b)에 도
시된 어드레스 식별 신호 AML2가 출력되고, 어드레스 마크 검출기(100)는, 어드레스(2)를 선택하는 신호를 시스템 
컨트롤러(268)로 공급한다.
    

또한, 도 3에 도시된 랜드(4O)의 중심선 OLL 상을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광검출기(113)가 주사하는 경우, 도 7에 
도시된 비교기(254)로부터는 도 8의 (a)에 도시되는 어드레스 식별 신호 AML1이 출력되고, 어드레스 마크 검출기(
100)는, 어드레스(1)를 선택하는 신호를 시스템 컨트롤러(268)로 공급한다.

따라서, 도 5에 도시되는 경우에는, 랜드(4E)에 기록된 하나의 데이타에 대해 하나의 어드레스로서 어드레스 정보(n)
가 시스템 컨트롤러(268)에 인식된다.

또한, 빔스폿(12)이 랜드(4O, 4E)의 중심을 조사하도록 제어되는 경우에는, 스위치 SW는 반전된 트랙킹 에러 신호가 
서보 회로(257)로 공급되도록 시스템 컨트롤러(268)에 의해 전환된다.

    
또, 본 실시예에서의 디스크는, 상기된 바와 같이 구성되므로, 광자기 기록 매체 외에 CD-WO (추기형) 디스크나 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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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디스크, 또는 소위 미니 디스크에서도 동일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의 디스크를 제조하기 위한 
유리 원반은, 마스터링 공정에서, 1.1㎒의 반송파를 주파수 편위 ±50㎑에서 2상 신호에 의해 FM 변조한 워블 신호를 
이용함에 따라 형성되지만, FM 변조하지 않고 2상 신호를 그대로 워블 신호로서 이용함에 따라 그루브를 형성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된 설명에서는, 그루브(3O, 3E)에 설치된 워블의 진폭은 디스크의 반경 방향으로 30㎚로부터 50㎚로 했지
만, 이에 한하지 않고 10㎚로부터 50㎚의 범위라도 좋다.

[실시예 2]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디스크에서의 데이타 기록부(이하 단순히「데이타부」라고도 함.)의 구조를 나타
내는 사시도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는, 상기 실시예 1에 따른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랜드(4)와 그루브(3)의 양
방에서 자기적인 데이타의 기록·재생을 가능하게 하지만,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크의 데이타부에, 디스크의 회
전 제어시, 및 데이타의 기록·재생시에 필요해지는 동기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그루브(3)가 형성되는 점에서 차이나
는 것이다. 이 그루브(3)는, 일정한 폭을 갖고, 주기적으로 워블링된 측벽을 구비한다. 또, 이하에서 이 데이타부에 형
성된 워블(351)을 「클록킹 워블」이라고 한다.
    

여기서, 클록킹 워블(351)의 주파수는, 기록하는 데이타에 동기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데이타의 비트 클럭 주파수 1
6㎒의 1/8인 2㎒에 설정되지만, 그루브(3)를 형성하기 위한 설비나 재생계 회로에서의 주파수 특성을 고려하여, 대략 
200㎑로부터 10㎒의 범위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50㎑로부터 10㎒의 범위라도 좋다.

또한, 그루브(3)의 양측벽에 설치된 클록킹 워블(351)의 진폭은 디스크의 반경 방향으로 대략 10㎚ ∼ 50㎚이다.

디스크 상의 랜드(4) 또는 그루브(3)의 각 트랙은, 도우넛형의 60개의 존으로 이루어지고, 그 존마다 회전수 일정한 
소위 CAV 제어가 된다. 여기서, 이 회전수 일정한 존수가 많을수록 디스크 상에 데이타를 기록할 수 있는 면적의 유효
한 이용을 꾀할 수 있게 된다.

클록킹 워블(351)은,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크 상의 그루브(3) 및 랜드(4)의 각 트랙에 대해 그 전체에 걸쳐, 
랜드(4)를 끼워 형성되는 양이웃의 그루브(3)의 측벽이 동일한 파형 형상으로 워블링되므로, 회전수 일정한 60개의 
존 내에서는 방사형으로 위상을 동일하게 한 워블이 나열되게 된다.

    
도 10은, 어드레스 세그멘트(어드레스부) 및 데이타 세그멘트(데이타부)에서의 워블링용의 2치 신호의 일례를 나타내
는 것이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의 데이타 세그멘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2상 
데이타의 값으로서 모두 0(또는 1)이 기록되게 된다. 따라서, 어드레스 세그멘트의 부분에는 어드레스 정보의 데이타
를 2상 변조한 신호가, 또한 데이타 세그멘트의 부분에는, 값으로는 0(또는 1)이 되는 데이타를 2상 변조한 신호가 각
각 워블로서 기록되게 된다.
    

도 11은, 본 실시예 2에 따른 디스크의 평면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디스크는 일정한 
폭을 갖고, 또한 어드레스부에서 어드레스(1), PA1등에 따라 양측벽이 동위상으로 워블링되고, 또한 어드레스 식별 정
보에 따라 인접하는 그루브(3O, 3E)의 측벽이 역위상이 되도록 워블링되고, 스페이스 후 데이타부에서, 양측벽이 클록
킹 워블(351)을 형성하는 그루브(3O, 3E)를 구비하는 것이다.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어드레스부에 랜드용의 어드레스(1)에 따른 워블
(172)과, 그루브용의 어드레스(2)에 따른 워블(173)이 형성된 디스크의 평면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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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어드레스(1) 및 어드레스(2)는, 도 11에 도시된 어드레스 마크에 의해 식별된다. 그리고, 이 식별 방법은, 상기 
실시예 1에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하다.

도 13의 (a) 내지 도 13의 (d)는,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의 포맷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3의 (a)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디스크의 1트랙(1주)은 Nf개의 프레임으로 분리된다. 그리고, 각 프레임은 도 13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272
0바이트의 길이를 갖고, 96바이트의 길이를 갖는 어드레스부와, 2624바이트의 길이를 갖는 데이타부로 나누어진다. 
이 중, 광자기 신호(데이타)는, 주로 데이타부에 NRZI 변조나 (1-7) 변조를 사용하여 기록되고 재생된다.

이 경우, 기록되는 데이타의 비트 밀도를 0.22㎛/비트로 하면, 1프레임당 길이는 4.7872㎜, 0.20㎛/비트로 하면 4.35
2㎜가 된다. 따라서, 컴팩트 디스크(CD)와 동일한 12㎝ 사이즈의 디스크인 경우, 1트랙당 프레임수 Nf는 30 ∼ 87정
도가 된다.

이어서, 도 13의 (c)에 도시된 어드레스부는 96바이트의 길이를 갖고, 어드레스부의 최소의 1워블 주기를 「1바이트
」로 하면, 1워블 주기의 디스크 상의 길이는 1.60 ∼ 1.76㎛의 범위가 된다. 또한, 프리앰블(PA)1, 프리앰블(PA)2
에 각각 4바이트, 어드레스(1), 어드레스(2)에 각각 42바이트, 어드레스 마크(AM)에 2바이트, 프리앰블(PA)3과 스
페이스에 각각 1바이트의 디스크 상의 길이가 주어진다.

이 경우, 실제의 데이타 길이로서는, 프리앰블(PA)1, 프리앰블(PA)2는 각 4비트, 어드레스(1), 어드레스(2)는 각 4
2비트, 어드레스 마크(AM)는 2비트, 프리앰블(PA)3, 스페이스는 각 1비트를 갖게 된다.

또한, 도 13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타부는 2624바이트의 길이를 갖고, 그중에 프리앰블(PA)4가 24바이트, 
데이타 영역이 2592바이트, 프리앰블(PA)5가 8바이트의 길이를 갖는다. 여기서, 2592바이트의 길이를 갖는 데이타 
영역은, 2048바이트의 길이를 갖는 사용자가 기록 가능한 영역과, 32바이트의 길이를 갖는 기록 신호의 DC 성분 억압
용 데이타가 기록되는 영역과, 에러 정정을 위한 데이타가 기록되는 영역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데이타의 기록이나 재생을 행하기 위한 동기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클록킹 워블의 1주기에 16바이트의 길이를 
대응시키면, 디스크 상의 하나의 클록킹 워블의 길이는, 비트 밀도가 0.22㎛/비트의 경우에는 28.16㎛, 0.20㎛/비트의 
경우에는 25.6㎛가 된다. 그리고, 이 때 1프레임 중의 데이타부에는 164개의 클록킹 워블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1트랙 내에 60개의 프레임이 존재하고, 디스크가 1500rpm으로 회전했다고 하면, 클록킹 워블의 주파수는 25
5㎑가 된다. 이 클록킹 워블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데이타를 기록·재생하기 위한 데이타 동기 신호가 PLL 회로에 의해 
생성된다.

    
여기서, 예를 들면 데이타 변조 방식으로서 NRZI를 사용한 경우, 데이타 동기 신호의 주파수는 32.64㎒가 되고, PLL 
회로의 분주비는 1/128로 설정된다. 또, 1워블의 길이는, 16바이트에 한하지 않고, 예를 들면 4바이트, 8바이트 또는 
20바이트등의 길이에 대응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클록킹 워블의 주파수는 255㎑와 다른 것이 되지만, 데이타 동기 신
호를 생성하는 PLL 회로의 분주비가 적절한 값으로 설정되면 좋다.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에서는, 클록킹 워블의 1
주기의 길이는 5 ∼ 50㎛의 범위가 된다.
    

도 14의 (a)는, 도 13의 (d)에 도시된 어드레스부의 디스크 상의 레이아웃을, 도 14의 (b)는 어드레스부의 재생에 의
한 워블 신호를, 도 14의 (c)는 어드레스 정보의 내용을 각각 나타낸 도면이다.

    
어드레스(1), 어드레스(2)에는 각각 42비트의 정보가 기록되지만, 도 14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어드레스는, 트
랙 1주 내에서의 순서를 나타내는 8비트로 이루어지는 프레임 어드레스와, 디스크 전체의 트랙을 내주 또는 외주로부터 
카운트한 통과 번호를 나타내는 16비트로 이루어지는 트랙 어드레스와, 4비트로 이루어지는 동기 신호(Sync)와, 14비
트로 이루어지는 에러 검출 코드(CRC)를 포함한다. 따라서, 포맷 상에서는, 1트랙에 최대 256프레임을 포함할 수 있
고, 디스크 전체에서 최대 65536트랙을 갖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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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의 (a)에 도시되는 PA1, PA2 및 PA3은, 어드레스(1), 어드레스(2)나 어드레스마크(AM(O), AM(E))를 정확
히 검출하기 위한 프리앰블이나 포스트앰블로서 사용된다. 그리고, 이들 신호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워블의 진폭은, 
거의 동일한 크기가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루브(3O, 3E)와 랜드(4O, 4E)의 폭의 비율이 대략 1 대 1이고, 그루브(3O, 3E)의 피치가 1.0 
∼ 1.28㎛인 경우, 이 진폭은 15 ∼ 150㎚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워블 신호의 신호 대 잡음비를 일정한 범위로 
하고, 어드레스마크를 정확히 검출하기 위해서는 25 ∼ 70㎚의 값이 바람직하다.

또한, 어드레스 마크의 기록 방법이나, 어드레스 마크에 의한 어드레스의 식별 방법은 상기 실시예 1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지만, 이 식별을 확실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마크로서의 워블의 진폭은, 그루브(3O, 3E)와 랜드(4O, 
4E)의 폭의 비율이 대략 1 대 1이고, 그루브(3O, 3E)의 피치가 1.0 ∼ 1.28㎛인 경우, 30 ∼ 150 ㎚의 범위의 값, 특
히 60 ∼ 120㎚의 범위의 값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어드레스부의 비트 에러레이트나 마진은 1워블 주기가 1.2㎛ 이상으로 개선되고, 재생을 정밀도 좋게 행할 수 있다. 
한편, 이 주기를 길게 하면, 데이타의 포맷 효율이 저하하므로, 주기 길이로서 1.2 ∼ 5㎛의 범위의 길이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광자기 기록 매체에 한하지 않고, 상변화 디스크, 색소계 또는 금속계의 추기형의 광 디스크에서도 적합
한 것이다.

    
도 15는,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를 재생하는 재생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재
생 장치는 도 7에 도시된 재생 장치와 동일한 구성을 갖지만, 증폭기(241)에 접속되는 어드레스 복조용 밴드 패스 필
터(244)와, 어드레스 복조용 밴드 패스 필터(244)에 접속되는 FM 복조 회로(53)와, FM 복조 회로(53)에 접속되는 
2상 복조 회로(54)와, 2상 복조 회로(54)에 접속되는 어드레스 디코더(57)와, 비교기(245)에 접속되는 PLL 회로(2
46, 247)와, 클럭 분배 회로(56)를 구비하는 점에서 상이하다. 또, PLL 회로(247)는, 분주기(271)와, 위상 비교기(
272)와, 저역 통과 필터(LPF : 273)와, 전압 제어 발진기(VCO : 274)를 포함한다.
    

이어서, 이 재생 장치의 동작을 설명한다. 광검출기(113)의 영역(113a, 113d)에서 검출된 반사광에 의한 신호(A + 
D)와 영역(113b, 113c)에서 검출된 반사광에 의한 신호(B + C)는 증폭기(241)에 입력되고, 그 차를 나타내는 신호
[(A + D) - (B + C)]가 증폭기(241)로부터 LPF242, 워블 검출용의 좁은 휴대 지역 밴드 패스 필터(256), 어드레
스 복조용 밴드 패스 필터(244)로 공급된다.

    
여기서, 워블 검출용의 좁은 휴대 지역 밴드 패스 필터(256)에 공급된 신호[(A + D)-(B + C)]는, 그 고주파수 성분 
및 저주파수 성분이 컷트되고, 도 16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은 데이타부에 형성된 클록킹 워블(351)에 의한 파형(1
75)이 비교기(245)에 입력된다. 비교기(245)는, 입력된 파형(175)을 2치화하고, 도 16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축 BL을 하측으로부터 상측으로 절단하는 시점 T1, T2, Tn을 결정하는 2치화한 신호를 PLL 회로(246, 247)로 공
급한다. 그리고, PLL 회로(246, 247)는 각각 비교기(245)로부터 공급된 신호에 응답하여, 도 16의 (b)에 도시된 동
기 신호를 생성한다. PLL 회로(246)에서 생성된 동기 신호는, 디스크의 회전 제어를 위해 서보 회로(257)로 공급되고, 
또한 클럭 분배 회로(56)를 통해 FM 복조 회로(53), 2상 복조 회로(54), 및 어드레스 디코더(57)로 공급된다. 한편, 
PLL 회로(247)에서 생성된 동기 신호는, 데이타 동기 신호로서 신호 복조 회로로 공급된다.
    

또,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에서는, 클록킹 워블(351)의 1주기가 20 ∼ 30㎛의 범위의 길이가 된다.

    
도 17은, 클록킹 워블(351)의 1주기를 20㎛로 했을 때의 진폭의 변화에 대한 재생 신호의 C/N 비와 지타의 값의 변화
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또, 데이타 재생에서, 클록킹 워블(351)의 주파수를 중심으로 하여 변화시킨 주파수(밴드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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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 이다.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진폭이 커짐에 따라 재생 신호의 C/N 비가 향상하고, 지타가 감소한다. 또한, 
이 그래프는 클록킹 워블(351)의 1주기를 20㎛로 했을 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25㎛, 30㎛로 한 경우에도 동
일한 관계를 얻을 수 있다.
    

도 17은, 클록킹 워블(351)의 진폭이 클수록 데이타 재생 특성이 되는 것을 나타내지만, 한편으로는 광자기 기록 매체
의 경우, 클록킹 워블(351)의 진폭이 크면 재생된 데이타에 워블 신호가 누설하여, 악영향을 끼친다.

도 18은, 워블 신호의 크로스토크와 재생 데이타 신호의 비트 에러레이트의 관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또, '크로스토크'란, 예를 들면 랜드(4)에 기록한 데이타를 재생하는 경우, 그 재생 신호의 강도에 대한 그루브(3)로부
터의 반사광의 재생 신호의 강도의 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양호한 비트 에러레이트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크로스토크를 -25㏈이하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19는, 클록킹 워블(351)의 진폭이나 1주기의 길이(워블 길이)의 변화에 대한 크로스토크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
프이다. 여기서, 그루브와 랜드의 폭의 비율이 대략 1 대 1이고, 그루브의 피치가 1.0 ∼ 1.28㎛인 경우, 디스크에 기록
된 데이타를 정밀도 좋게 재생하기 위해서는, 클록킹 워블(351)의 진폭을 10 ∼ 60㎚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비
트 밀도가 0.15 ∼ 0.24㎛/비트이고, 워블 길이가 10 ∼ 32㎛인 경우에는, 진폭은 10 ∼ 4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변화 디스크, 색소계 또는 금속계의 추기형의 디스크에서는, 워블 길이가 5 ∼ 50㎛, 진폭이 10 ∼ 60㎚ 범위
의 값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클록킹 워블(351)은, 디스크의 회전을 제어하고, 또한 데이타의 기록·재생용의 동기 신호를 생성하는 기
준으로서 유효하고, 클럭 성분을 갖지 않은 데이타 변조 방식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데이타를 기록하는 경우
에는, 그 데이타에 동기한 클럭 신호와 디스크 상의 클록킹 워블(351)로부터 재생되는 클럭 신호의 동기를 얻을 수 있
도록 디스크의 회전 제어를 행하고, 데이타를 재생하는 경우에는, 디스크 상의 클록킹 워블(351)로부터 재생되는 클럭 
신호에 동기시키고, 또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클럭 신호에 동기시켜 재생 데이타를 판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실시예 2에 따른 디스크에 따르면, 빔스폿(12)이, 그루브(3)의 중심에 제어될 때와 마찬가지로, 랜드(4)의 
중심으로 제어될 때에도, 빔스폿(12)의 조사에 의해 얻어지는 푸시풀 신호는 그루브(3)의 양측벽에 형성된 파형에 따
른 워블 신호를 재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 결과, 하나의 레이저 빔을 조사함으로써, 디스크의 회전 제어와 어드레
스 정보의 검출의 양방을, 그루브(3)와 랜드(4) 각각에서 행할 수 있다.

또, 상기 클록킹 워블(351)을 디스크 상에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데이타 재생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데이타 재생을 위해 조사된 레이저 빔의 반사광의 편광 방향이 클록킹 워블(351)의 영향을 받고, 자기적으로 기록된 
데이타의 재생을 정확히 행할 수 없게 된다.

    
도 20은, 클록킹 워블(351)의 형성된 부분에서의 데이타 재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루브(3)의 양측벽에 형성된 클록킹 워블(351)은, 동일한 위상이기 때문에, 빔스폿(12)이 그루브(3)에 조사된 경우, 
그 반사광은, 원래의 데이타의 자화에 의한 편광파가 아니라, 그루브(3)의 양측벽에 형성된 클록킹 워블(351)에 의해 
결정되는 그루브(3)의 방향, 즉 화살표(353)와 동일한 방향의 편광파 성분을 갖게 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빔스폿(13)
의 조사에 의한 반사광은, 그 위치에서의 그루브(3)의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355)와 동일한 방향의 편광파 성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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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 20에 도시되는 클록킹 워블(351)이 디스크 상에 형성됨에 따라, 원래 기록한 데이타의 재생 신호에 클록킹 
워블(351)의 영향에 따른 편광파 성분이 중첩하기 때문에, 데이타 재생 특성이 저하하고, 그 결과 기록한 데이타를 정
확히 재생할 수 없게 된다.

이 문제는, 그루브(3) 중 어느 한쪽 측벽에 클록킹 워블(351)을 형성한 경우에도 생기는 것이지만, 이하 데이타 재생 
신호에 대한 클록킹 워블(351)의 영향에 따른 편광파 성분의 비율을 「누설량」이라고 정의한다.

도 21은, 그루브(3)의 양측벽에 형성된 클록킹 워블(351)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록킹 워블(351)은, 동위상으로, 또한 파장 W, 진폭 h/2 (이하 'h'를 워블 진폭이라고도 함.)의 파형을 갖는다.

여기서, 누설량이 -25㏈이하, 비트 에러레이트가 1×10-4 이하가 되도록, 클록킹 워블(351)의 파장 W와 진폭 h/2가 
결정된다.

이하의 표 1은, 파장 W를 0.5 ∼ 10㎛의 범위, 워블 진폭 h를 3 ∼ 50㎚의 범위에서 변화시켰을 때의 누설량을 나타낸
다.

표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테두리 안에서 누설량이 -25㏈ 이하가 된다. 즉, 파장 W는 0.5 ∼ 10㎛이고, 또한 워블 진
폭 h가 3 ∼ 20㎚, 또는 파장 W가 0.5 ∼ 0.8㎛, 5 ∼ 10㎛이고, 또한 워블 진폭 h가 25㎚, 또는 파장 W가 10㎛이고, 
또한 워블 진폭 h가 35㎚로 둘러싸인 범위에서, 누설량이 -25㏈ 이하가 된다.

이어서, 이하의 표 2에서, 파장 W를 0.5 ∼ 10㎛의 범위, 워블 진폭 h를 3 ∼ 50㎚의 범위에서 변화시켰을 때의 비트 
에러 레이트를 나타낸다. 또, 이 경우 PLL 회로(246)의 분주비는 1/3 ∼ 1/64로 설정하고, 동기 신호 길이는 0.15 ∼ 
0.26㎛이다.

 - 15 -



등록특허 10-0324883

 

표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테두리 안에서 비트 에러레이트가 1×10 -4 이하가 된다. 즉, 파장 W가 0.8 ∼ 10㎛이고, 또
한 워블 진폭 h가 5 ∼ 20㎚, 또는 파장 W가 0.8㎛이고, 또한 워블 진폭 h가 25㎚, 또는 파장 W가 5 ∼ 10㎛이고, 또
한 워블 진폭 h가 25㎚, 또는 파장 W가 10㎛이고, 또한 워블 진폭 h가 35㎚일 때, 비트 레이트가 1×10 -4 이하가 된
다.

표 1, 표 2로부터, 워블 진폭 h가 25㎚ 이상에서는 누설량이 크고 비트 에러레이트가 열화하여, 5㎚ 이하에서는 재생 
신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동기 신호의 특성이 열화하기 때문에 비트 에러레이트가 악화한다. 따라서, 파장 W는 바람직
하게는 1.2 ∼ 5.0㎛의 범위, 더 바람직하게는 1.6 ∼ 3.0㎛의 범위 내의 값을 취하면 된다.

또한, 표 1, 표 2로부터, 누설량이 -25㏈이하이고, 또한 비트 에러레이트가 1×10 -4 이하를 실현할 수 있는 클록킹 워
블(351)의 사이즈는, 파장 W가 0.8 ∼ 10㎛의 범위이고 또한, 워블 진폭 h가 5 ∼ 20㎚의 범위, 또는 파장 W가 0.8
㎛, 5 ∼ 10㎛에서 워블 진폭 h가 25㎚, 또는 파장 W가 10㎛이고 워블 진폭 h가 35㎚ 이다. 또, 이 파장 W와 워블 진
폭 h의 값은, 그루브(3) 중 어느 한쪽 측벽에 클록킹 워블(351)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값이다.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90㎜ 광자기 기록 매체등에서는, 디스크 상에 어드레스 신호가 피트
로서 기록되지만, 피트 길이가 매우 짧은 것 때문에 고속 억세스시등에서 트랙의 미스카운트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었
다. 그러나, 본 실시예 2에 따른 디스크에 따르면, 어드레스 정보는 원래부터 데이타의 동기 신호 생성을 위한 정보가, 
피트가 아니라, 전부 워블로서 기록되기 때문에, 고속 억세스시등에도 데이타 재생을 확실하게 행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미니 디스크 중에는, 어드레스 신호를 2상 변조한 후, 주파수 변조된 신호로 워블을 형성한 것도 있다. 그
러나, 이 경우 캐리어 신호의 C/N 비가 저하하는 것과, 어드레스 신호를 주파수 변조된 신호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대역 폭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타의 기록·재생을 행하기 위한 동기 신호를 캐리어 신호로부터 생성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편, 본 실시예 2에 따른 디스크를 재생하는 재생 장치에서는, 워블 신호를 얻기 위한 밴드 패스 필터(256)의 대역은 
PLL 회로(246, 247)에 입력하는데 필요한 것이면 좋고, 좁은 휴대 지역의 밴드 패스 필터(256)이면 좋다. 이 때문에, 
클록킹 워블(351)의 진폭은 작고 C/N 비가 조금 나쁘더라도, 실제의 신호 대 잡음비는 좋아진다. 따라서, 지타가 적은 
신호를 PLL 회로(246, 247)에 입력할 수가 있고, 데이타의 기록, 재생을 행하기 위한 동기 신호를 정밀도 좋게 생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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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다. 또한, 디스크 상에서, 어드레스 정보와 데이타를 다른 장소에 기록하기 때문에, 어드레스 정보의 재생 데이
타나 억세스 성능에의 악영향을 피할 수가 있다.
    

[실시예 3]

도 22는,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의 평면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디스크는, 랜드(4)용
과 그루브(3)용의 어드레스부에 워블(210)이 형성되고, 어드레스부에 인접하는 데이타부에는, 그루브(3)의 양측벽에 
클록킹 워블(351)이 형성된다. 여기서, 워블(210)은 하나의 어드레스 정보에 의해 변조된 것으로, 그 파장은 클록킹 
워블(351)의 파장보다 짧아, 그루브(3)의 한쪽 측벽에만 형성된다.

또한, 워블(210)은 랜드(4)용의 어드레스와 그루브(3)용의 어드레스를 겸하는 것이다.

또, 어드레스부에서는, 그루브(3)의 양측벽에는 클록킹 워블(351)은 형성되지 않는다.

이러한 디스크는, 상기 도 15에 도시된 재생 장치에 의해 재생되고, 재생시에는 레이저 빔이 워블(210)을 재생하여 랜
드(4) 또는 그루브(3)의 어드레스가 검출된다. 그 후, 레이저 빔에 의해 데이타부에서 데이타와 함께 클록킹 워블(35
1)이 재생되고, 검출된 워블 파형으로부터 데이타의 동기 신호가 생성된다.

도 23의 (a) 내지 도 23의 (d)는,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의 포맷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3의 (a) 내지 도 23의 (d)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포맷은 도 13의 (a) 내지 도 13의 (d)에 도시된 포맷과 같은 것이지만, 1프레임은 2688바이
트의 길이를 갖고, 64바이트의 길이를 갖는 어드레스부와, 2624바이트의 길이를 갖는 데이타부를 포함한다.

여기서, 데이타는, 광자기 신호로서, 주로 데이타부에 NRZI 변조나 (1-7)변조를 사용하여 기록·재생된다. 이 경우, 
기록되는 데이타의 비트 밀도가 0.22㎛/비트일 때, 1프레임당 길이는 4.73088㎜, 0.20㎛/비트일 때 4.3008㎜가 된다. 
따라서, 컴팩트 디스크(CD)와 동일한 12㎝ 사이즈의 디스크인 경우, 1트랙당 프레임수 Nf는 30 ∼ 87정도가 된다.

    
또한, 도 23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부는 64바이트의 길이를 갖고, 어드레스부의 최소의 1워블 주기를 1바
이트로 하면, 1워블 주기의 디스크 상의 길이는, 1.60 ∼ 1.76㎛의 범위가 된다. 또한, 어드레스부는 PA1에서 8바이트, 
어드레스에서 48바이트, 어드레스 마크(AM)에서 2바이트, PA2로서 4바이트, 스페이스에서 2바이트의 디스크 상의 
길이를 갖는다． 이 경우, 실제의 데이타 길이로는, PA1은 8비트, PA2는 4비트, 어드레스는 48비트, 어드레스 마크는 
2비트, 스페이스는 2비트를 갖는다.
    

또한, 도 23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타부는 2624바이트의 길이를 갖고, 24바이트의 길이를 갖는 PA3과, 259
2바이트의 길이를 갖는 데이타 영역과, 8바이트의 길이를 갖는 PA4를 포함한다.

    
여기서, 데이타 영역의 2592바이트는, 사용자가 기록 가능한 영역에서의 2048바이트와, 기록 신호의 DC 성분 억압용 
데이타로서의 32바이트, 에러 정정을 위한 데이타등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데이타의 기록·재생을 행하기 위한 동기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클록킹 워블의 1주기에 16바이트의 길이를 부여하면, 디스크 상의 1워블의 길이는, 비트 밀도가 
0.22㎛/비트인 경우에는 28.16㎛, 0.20㎛/비트인 경우에는 25.6㎛가 된다. 그리고, 1프레임 내의 데이타부에는 164
개의 워블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1트랙 내에 60개의 프레임이 존재하고, 디스크가 1500rpm에서 회전한다고 하면, 
워블의 주파수는, 252㎑가 된다. 이 워블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데이타를 기록·재생하기 위한 데이타 동기 신호를 PL
L 회로에 의해 생성한다. 여기서, 데이타 변조 방식으로 NRZI 변조를 사용한 경우, 데이타 동기 신호는 32.256㎒가 되
고, PLL 회로에서의 분주비는 1/128가 된다. 또한, 1워블의 길이는, 16바이트에 한하지 않고, 예를 들면 4바이트, 8바
이트 또는 20바이트의 길이에 대응시킬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워블의 주파수가 앞의 252㎑와 다른 것이 되고, PLL 
회로에 설정되는 분주비도 다른 값이 된다.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에서는, 클록킹 워블의 주기 길이가 5 ∼ 50㎛의 
범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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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클록킹 워블의 진폭은, 재생되는 워블 신호의 신호 대 잡음비를 고려하면 큰 쪽이 좋지만, 광자기 기록 매체의 경
우, 도 18,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재생된 데이타에 워블 신호가 누설하여, 악영향을 끼친다. 즉, 그루브와 랜드의 
폭의 비가 대략 1 대 1이고, 그루브의 피치가 1.0 ∼ 1.28㎛인 경우, 정밀도가 좋은 데이타 재생을 행하기 위해서는, 
클록킹 워블의 진폭을 10 ∼ 60㎚로 하고, 특히 비트 밀도가 0.15 ∼ 0.24㎛/비트이고, 1워블 길이가 10 ∼ 32㎛인 
경우에는, 워블의 진폭을 10 ∼ 40㎚로 하는 것이 좋다.
    

한편, 상변화 디스크, 색소계 또는 금속계의 추기형의 광디스크에서는, 1워블 길이가 5 ∼ 50㎛, 진폭이 10 ∼ 60㎚의 
범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4의 (a)는,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의 어드레스부에서의 레이아웃을, 도 24의 (b)는 어드레스부의 재생에 의해 
얻어지는 워블 신호를, 도 24의 (c)는 어드레스의 내용을 각각 나타낸 도면이다. 도 24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
드레스는 48비트로 이루어지는 정보이고, 트랙 1주 내의 순서를 나타내는 프레임 어드레스나 디스크 전체의 트랙의 내
주 또는 외주로부터의 순서를 나타내는 트랙 어드레스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프레임 어드레스는 10비트의 정보가 되므로, 포맷 상에서는 1트랙에 최대 1024개의 프레임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트랙 어드레스는 20비트의 정보가 되므로, 포맷 상에서는 디스크 전체에서 최대 1048576개의 트랙
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어드레스 정보의 부호화 방식에서는, 2상 부호나 맨체스터 부호, NRZ, NRZI 부호등이 이용된다.

또, 그루브(3O, 3E)의 한 쪽의 측벽만이 하나의 어드레스 정보에 의해 워블링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어드레스는 예를 
들면 그루브(3E)와 랜드(4E)라고 하는 인접하는 2개의 트랙의 데이타 재생에서 공용된다.

또한, PA1, PA2는 어드레스나 어드레스 마크(AM)를 정확히 검출하기 위한 프리앰블이나 포스트앰블로서 사용된다.

여기서, 이들 신호를 기록하기 위해 형성되는 워블의 진폭은 거의 동일한 크기가 된다. 그루브(3O, 3E)와 랜드(4E, 4
O)의 폭의 비율이 대략 1 대 1이고, 그루브(3O, 3E)의 피치가 1.0 ∼ 1.28㎛인 경우, 워블의 진폭은 15 ∼ 150㎚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워블 신호의 신호 대 잡음비를 확보함과 동시에, 어드레스 마크를 정확히 검출하기 위해서는, 
25 ∼ 90㎚의 값이 바람직하다.

어드레스 마크(AM)는, 재생된 어드레스가 랜드(4E, 4O)에 기록된 데이타에 대응하는 것인지 그루브(3O, 3E)에 대응
하는 것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나, 데이타의 기록·재생의 개시를 나타내기 위해 이용된다. 그리고, 상기 식별을 확실
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그루브(3O, 3E)와 랜드(4E, 4O)의 폭의 비율이 대략 1 대 1이고, 그루브(3O, 3E)의 피치가 
1.0 ∼ 1.28㎛인 경우, 워블의 진폭은 30 ∼ 200㎚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60 ∼ 150㎚의 범위 내의 값이 바람직하
다.

또, 1워블 주기가 1.2㎛ 이상이고 어드레스부의 비트 에러레이트나 마진이 개선되고, 재생을 정밀도 좋게 행할 수 있다. 
한편, 이 주기를 길게 하면, 데이타의 포맷 효율이 저하하므로, 주기 길이로서 1.2 ∼ 5㎛의 길이로 할 필요가 있다. 이
것은, 광자기 기록 매체에 한하지 않고, 상변화 디스크, 색소계 또는 금속계의 추기형의 광 디스크에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부터,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에 따르면, 그루브(3O, 3E)의 한 쪽의 측벽만을 하나의 어드레스 정보에 의해 
워블링시키기 때문에, 포맷의 한층더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실시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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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는,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의 평면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디스크는 어드레스
부에서, 그루브(3)의 한 쪽의 측벽이 클록킹 워블(351)에 하나의 어드레스 정보에 따라 변조된 워블(200)이 중첩되도
록 워블링된 것이다.

이러한 디스크에서도, 레이저 빔으로 워블(200)이 재생되고, 검출된 어드레스가 그 양측의 랜드(4) 및 그루브(3)용의 
어드레스로서 이용된다. 또한, 이러한 디스크에서도, 재생되는 데이타의 동기 신호는, 데이타부에 형성된 클록킹 워블
(351)에 의해, 상기 실시예 2에서 설명한 도 15에 도시된 재생 장치에 의해 생성된다.

[실시예 5]

도 26은, 본 발명의 실시예 5에 따른 디스크의 평면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디스크는 
데이타부에서 한 쪽의 측벽에만 클록킹 워블(351)이 형성됨과 동시에, 어드레스부에서는 하나의 어드레스 정보에 의해
서만 워블(210)이 클록킹 워블(351)에 연속하여 형성되는 그루브(3)를 구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루브(3)의 한쪽 
측벽(350)은, 어드레스부와 데이타부의 양방에 걸쳐 워블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러한 디스크도, 도 15에 도시된 재생 장치에 의해 데이타 재생되고, 데이타부에 형성된 클록킹 워블(351)에 의해 데
이타 동기 신호가 생성된다.

[실시예 6]

도 27은, 본 발명의 실시예 6에 따른 디스크의 평면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디스크는, 
한쪽의 측벽에 어드레스부와 데이타부의 양방에 걸쳐 클록킹 워블(351)이 형성됨과 동시에, 다른쪽의 측벽에는 어드레
스부에 만 하나의 어드레스 정보에 따른 워블(210)이 형성되는 그루브(3)를 구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드레스 정보에 따른 워블(210)이 형성된 측벽은, 데이타부에서 워블링되지 않는다.

이러한 디스크도, 도 15에 도시된 재생 장치에 의해 데이타 재생되고, 데이타부에 형성된 클록킹 워블(351)에 의해 데
이타 동기 신호가 생성된다.

[실시예 7]

도 28은, 본 발명의 실시예 7에 따른 디스크의 평면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디스크는 
한쪽 측벽에 어드레스 정보의 주파수 변조에 따른 워블(50)이 형성되고, 다른쪽의 측벽에는 클록킹 워블(351)이 형성
된 그루브(3O, 3E)를 구비하는 것이다.

여기서, 재생 데이타 레이트를 24㎒로 했을 때, 클록킹 워블(351)의 주파수는 3㎒이고, 워블(50)의 주파수는 281.25 
∼ 375㎑ 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에서는, 워블(50)과 클록킹 워블(351)이, 전영역에 걸쳐, 각각 그루브(3O, 3E)의 양측벽에 
형성된다.

도 29의 (a) 내지 도 29의 (d)는,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9의 (b)에 도시된 바와 같
이, 1섹터당 어드레스 정보는, 동기 패턴(Sync) 4비트, 프레임 어드레스 24비트, 예약 영역(Rvd) 4비트, 에러 정정 부
호(ECC-Error Correction Code) 12비트의 정보를 포함한다. 여기서, 1섹터에는 2kB의 길이의 데이타 영역이 포함
되기 때문에, 상기된 44비트로 이루어지는 어드레스 정보는 2kB의 데이타에 대한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또한, 클록킹 워블(351)은 데이타 1바이트에 대해 하나, 즉 도 29의 (c), 도 29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1섹터당 2
816개 형성된다. 그리고, 클록킹 워블(351)은, 데이타의 기록·재생할 때 이용되는 데이타 동기 신호를 생성하는 기준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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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의 재생에 대해, 도 30의 (a) 내지 도 30의 (c)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이 디스크는, 
도 15에 도시된 재생 장치에 의해 재생된다. 여기서, 도 28에 도시된 그루브(3O)를 레이저 빔으로 주사하는 경우, 도 
30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은 파형을 갖는 푸시풀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그루브(3O)의 한쪽 측벽에는 워블(5
0)이 형성되고, 다른쪽 측벽에는 클록킹 워블(351)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워블에 의한 신호가 중첩되기 때문이다.

또한, 도 28에 도시된 랜드(4O)를 레이저 빔으로 주사하는 경우도, 도 30의 (a)에 도시된 푸시풀 신호를 얻을 수 있다. 
또, 도 28에 도시되는 그루브(3E), 랜드(4E)를 레이저 빔으로 주사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그리고, 도 30의 (a)에 도시되는 신호는, 도 15에 도시되는 워블 검출용 좁은 휴대 지역 밴드 패스 필터(256)와, 어드
레스 복조용 밴드 패스 필터(244)로 공급된다. 여기서, 워블 검출용 좁은 휴대 지역 밴드 패스 필터(256)로 공급된 푸
시풀 신호는, 클록킹 워블(351)에 대응하는 고주파수 성분만이 추출되고, 도 30의 (c)에 도시된 신호가 비교기(245)
에 입력된다. 비교기(245)는, 공급된 신호를 2치화하고, 2치화한 신호를 PLL 회로(246, 247)로 공급한다.

PLL 회로(246)는, 입력된 2치화 신호의 상승 타이밍에 대응하여 클럭 신호를 생성하고, 디스크의 회전 제어등을 행하
는 서보 회로(257)와 클럭 분배 회로(56)로 공급한다.

또한, PLL 회로(247)는, 입력된 2치화 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타 동기 신호를 생성하고, 신호 복조 회로로 공급한다.

    
한편, 어드레스 복조용 밴드 패스 필터(244)는, 입력된 푸시풀 신호로부터 저주파수 성분만을 추출하고, 도 30의 (b)
에 도시된 워블(50)에 대응한 신호를 FM 복조 회로(53)로 공급한다. FM 복조 회로(53)는, 클럭 분배 회로(56)로부
터 공급되는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입력된 도 30의 (b)에 도시된 신호를 FM 복조하고, 2상 복조 회로(54)에 FM 복조
한 신호를 공급한다. 그리고, 2상 복조 회로(54)는, 클럭 분배 회로(56)로부터 공급되는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입력된 
신호를 2상 복조하고, 어드레스 디코더(57)로 2상 복조한 신호를 공급한다. 어드레스 디코더(57)는, 클럭 분배 회로(
56)로부터 공급된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어드레스를 시스템 컨트롤러(268)로 출력한다.
    

이상으로부터,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에 따르면, 그루브(3O, 3E)의 한 쪽 측벽에 형성된 클록킹 워블(351)로부터 
데이타 동기 신호를 정밀도 좋게 생성할 수 있음과 동시에, 워블에 의한 누설이 적은 데이타 재생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실시예 8]

    
일반적으로, 실제의 디스크에는 다소의 휘어짐이 있고, 이러한 디스크를 재생하려고 한 경우, 반도체 레이저로부터 발
해진 레이저 빔의 데이타 기록면으로부터의 반사광은, 다소 어긋난 위치에서 광검출기(113)에 집광하게 된다. 그 결과, 
데이타 재생 신호에는 오프셋이 생긴다. 그래서, 본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오프셋을 보정할 수 있는 재생 장치에 대해 설
명한다. 또, 이 오프셋은, 조사되는 레이저 빔이 랜드(4) 또는 그루브(3)의 중심에 조사되지 않는 것에 기인하여 생기
는 것이다.
    

상기 도 2의 (c), 도 2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세그멘트, 데이타 세그멘트 각각의 선두에는 파인 클럭 마
크(20)가 기록되기 때문에, 이 파인 클럭 마크(20)를 검출함으로써, 데이타 재생 신호의 오프셋을 보정한다. 또, 도 2
D에 도시된 파인 클럭 마크(20)는 데이타 세그멘트의 선두마다 기록되어 있지만, 데이타 영역 내에 기록되어도 좋다.

도 31은 자기적으로 데이타가 기록된 데이타부에, 양 측벽에 소정 간격 W 1 을 두고 파인 클럭 마크(20)가 형성된 그루
브(3)를 구비한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의 평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여기서, 도 31에 도시되는 소정 간격 W 1

은 50 ∼ 300㎛에서 파인 클럭 마크(20)가 형성되는 영역의 길이 W 2 는 W2 /W1 =1/300 ∼ 1/50을 만족하는 길이이
다.

또, 이 파인 클럭 마크(20)는 디스크의 원반 성형의 공정에서 형성된다.

 - 20 -



등록특허 10-0324883

 
도 32의 (a) 내지 도 32의 (c)는 파인 클럭 마크(20)의 검출에 의한 오프셋 보정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파인 클럭 마크(20)는 레이저 빔이 랜드(4) 또는 그루브(3)에 조사되는 경우에 검출되며, 레이저 빔이 랜드(4) 또는 
그루브(3)의 중심에 조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 32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진폭(강도) I A 와 진폭(강도) IB가 같은 
검출 파형(121)이 얻어진다. 그러나, 레이저 빔이 랜드(4) 또는 그루브(3)의 중심으로부터 어느 한쪽으로 어긋나서 
디스크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도 32의 (b) 또는 도 32의 (c)에 도시되는 것과 같은 I A IB또는 IA < IB의 검출 파형(12
2, 123)이 행해지게 된다. 따라서, 검출된 강도 I A 와 강도 IB와의 차를 없앰으로써 레이저 빔이 조사하는 스폿의 랜드
(4) 또는 그루브(3)의 중심으로부터의 어긋남 즉, 데이타 재생 신호에 발생하는 오프셋을 검출할 수 있다.

도 33은 본 실시예에 따른 재생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재생 장치는 도 15에 
도시되는 재생 장치와 마찬가지인 구성을 갖지만, 오프셋 보정 회로(132)를 구비하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오프셋 보정 회로(132)는 제1 피크 검출 회로(133)와, 제2 피크 검출 회로(134)와, 제1 피크 검출 회로(133) 및 
제2 피크 검출 회로(134)에 접속되는 증폭기(135)와, 증폭기(251) 및 증폭기(135)에 접속되는 증폭기(137)를 포함
한다.

다음에, 이 재생 장치의 오프셋 보정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수광면이 4분할된 광 검출기(113)에서 검출된 파인 클
럭 마크(20)로부터의 반사광 중 영역(113b, 113c)으로 검출된 반사광에 의한 신호 (B+C)와, 영역(113a, 113d)으
로 검출된 반사광에 의한 신호 (A+D)가 광 검출기(113)로부터 출력된다. 그리고, 신호 (B+C)는 제1 피크 검출 회로
(113)에 의해서 그 강도 I A 가 검출되며, 신호 (A+D)는 제2 피크 검출 회로(134)에 의해서 그 강도 I B가 검출된다. 
검출된 강도 IA 와 강도 IB는 증폭기(135)에서 이들의 차 (I A -IB)가 없어진다.

한편, 신호 (A+D)와 신호 (B+C)는 증폭기(241)에 입력되며 이들의 차 [(A+D)-(B+C)]가 없어진다.

그리고, 증폭기(137)에서 차 [(A+D)-(B+C)]와 차 (I A -IB)가 가산되고 LPF(242)에 출력된다. 이러한 동작에 의
해, 트랙킹 에러 신호의 오프셋이 보정된다.

이상에 의해, 본 실시예에 따른 재생 장치에 따르면 레이저 빔을 항상 랜드(4)또는 그루브(3)의 중심에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데이타 재생을 실현할 수 있다.

또, 상기 설명은 데이타 재생에서의 오프셋의 보정에 관한 것이지만 데이타를 기록하는 경우에서도 이 오프셋 보정은 
유용하다.

즉, 데이타 기록 시에서 파인 클럭 마크(20)를 검출하고 오프셋 보정 회로(132)에 의해서 트랙킹 에러 신호의 오프셋
을 보정함으로써 레이저 빔을 랜드(4) 또는 그루브(3)의 중심에 조사하고 데이타를 정규 위치에 기록할 수 있다. 또, 
이 경우에 이용되는 기록 장치의 구성은 도 33에 도시되는 재생 장치와 마찬가지가 된다.

[실시예 9]

도 31에 도시되는 디스크는 그루브(3)의 양 측벽(190, 191)이 워블링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만, 도 3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루브(3)의 양 측벽(190, 191)이 동위상 또한 일정 주기 W O 에서 워블링되어 있는 트랙에 파인 클럭 마크(20)
를 형성한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이상의 측벽(190, 191)의 워블은 데이타부에서의 클록킹 워블(351)이다.

또, 파인 클럭 마크(20)는 클록킹 워블(351)에서 고주파수의 워블이며 파인 클럭 마크(20)의 간격 W 1 은 50 ∼ 300
㎛의 범위 내에서 일정하며, 파인 클럭 마크(20)가 형성되는 영역의 길이 W 2 와 간격 W1 과의 비 W2 /W1 은 1/300 ∼ 
1/50을 만족하게 된다.

[실시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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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는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에서의 데이타부의 평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
시예에 따른 디스크에서의 데이타부는 한쪽 측벽(190)에만 클록킹 워블(351)이 형성되며 또한 양 측벽(190, 191)에 
파인 클럭 마크(20)가 형성된 그루브(3)를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서, 파인 클럭 마크(20)의 간격 W1 은 50 ∼ 300㎛의 범위에서 일정하며, 파인 클럭 마크(20)가 형성되는 영역의 
길이 W2 와 간격 W1 과의 비 W2 /W1 은 1/300 ∼ 1/50을 만족하는 것이다.

[실시예 11]

도 36은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의 평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디스크는 양 측벽(
190, 191)에 소정 간격 W 1 마다 파인 클럭 마크(20)가 형성되며 더욱 어드레스 정보 m, n, l을 기록하는 어드레스부
에서 한쪽 측벽(191)만이 어드레스 정보 n에 따라서 워블링되는 그루브(3)를 구비하는 것이다. 여기서, 파인 클럭 마
크(20)의 간격 W1이나 파인 클럭 마크(20)가 형성되는 영역의 길이 W 2 는 상기 실시예 10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그
루브(3)의 한쪽 측벽(191)에 워블로서 기록된 어드레스 정보 n은 그 워블의 양측의 랜드(4)와 그루브(3)용 어드레스 
정보로서 이용된다.

[실시예 12]

상기 실시예 2에서 도 20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클록킹 워블(351)을 그루브(3)의 양 측벽에 동위상으로 형성
한 경우에는 디스크로부터의 반사광 중에 자화의 방향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본래의 데이타에 기인하는 편광파 성분
뿐만아니라, 그루브(3)의 방향에 따른 편광파 성분을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데이타를 정확하게 재생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데이타부에 형성한 워블에 의해서 데이타 재생을 위한 
동기 신호를 생성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도 37은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10)의 구조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3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크(10)는 폴리
카르보네이트, 유리 등으로 이루어지는 투명성 기판(1) 상에 자성막(2)이 형성되는 구조를 갖는다. 여기서, 자성막(2)
은 GdFeCo 등으로 이루어지는 재생층과 TbFeCo 등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층을 포함한다.

디스크(10)는 더욱 그루브(3)와 랜드(4)를 구비하고, 그루브(3)의 양 측벽에는 서로 위상이 180° 다른 워블(5)이 
형성된다. 즉, 워블(5)은 그루브(3) 또는 랜드(4)의 폭이 레이저 빔의 주사 방향에 대해서 소정의 주기로 변화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도 38은 디스크(10)의 평면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크(10)는 어드레스부(700)와 데이타부(701)를 포함하고, 어드레스부(700)와 데이타
부(701)의 그루브(3)의 양 측벽에는 워블(5)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도 39를 참조하여 워블(5)의 파장 및 진폭에 
대해서 설명한다.

워블(5)의 파장 W는 0.8 ∼ 20㎛의 범위이며 바람직하게는 1.2 ∼ 5㎛의 범위이다. 또한, 워블(5)의 진폭 h/2는 5 ∼ 
100㎚의 범위이며 바람직하게는 10 ∼ 30㎚의 범위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10)에서는, 데이타부(701)에 형성
되는 워블(5)에 의해서 데이타의 기록·재생에 이용하는 데이타 동기 신호가 생성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10)에 포함되는 그루브(3)는 도 3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부(700)에서는 어드
레스 정보에 따라서 양측의 측벽이 그루브(3)의 중심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워블링된다.

여기서, 어드레스 정보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2상 변조 방식에 의해서 기록되지만, 도 40의 (a) 내지 도 40의 (d)
를 참조하여 이 방식에 의한 어드레스 정보의 기록에 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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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치화된 어드레스 정보 중 '0'을 도 40의 (a)에 도시되는 파형(41)으로 나타내고 '1'을 도 40의 (b)에 도시되는 파형
(42)에 의해 나타내는 것으로 하면, 어드레스 정보(10110)를 2상 변조에 의해 기록할 때의 파형은 도 40의 (c)에 도
시되는 파형(43)이 된다.

따라서, 어드레스부에서 그루브(3)의 한쪽 측벽에 형성된 워블 파형은 도 40의 (d)에 도시되는 파형(44)이 되며, 그
루브(3)의 다른쪽의 측벽에 형성되는 워블 파형은 도 40의 (d)에 도시되는 파형(45)이 된다. 여기서, 파형(44)과 파
형(45)은 그루브(3)의 중심선(48)에 대해 대칭을 이루는 것이다.

도 41은 어드레스 G0 ∼ G3, L1, L2가 기록되는 어드레스부의 평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부에 포함되는 그루브(31)의 한쪽 측벽에는 워블(61, 62)이 형성되고 있으며, 그
루브(31)의 다른쪽 측벽에는 그루브(31)의 중심선에 대해서 워블(61)과 대칭으로 워블(63)이, 워블(62)과 대칭으로 
워블(64)이 형성된다.

또한, 그루브(32)의 한쪽 측벽에는 워블(61, 65)이 형성되며, 다른쪽 측벽에 그루브(32)의 중심선에 대해서 워블(6
1, 65)과 대칭으로 워블(63, 66)이 형성된다.

게다가, 그루브(33)의 한쪽 측벽에는 워블(67, 65)이 형성되고 있으며, 그루브(33)의 다른쪽 측벽에는 그루브(33)의 
중심선에 대해서 워블(67, 65)과 대칭으로 워블(68, 66)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그루브(31, 32, 33)의 양측의 측벽에 워블(61 ∼ 68)을 형성하면, 그루브(31)의 어드레스부에는 양 측벽
에 형성된 워블(61, 63)에 대응하여 어드레스 G1, 워블(62, 64)에 대응하여 어드레스 G0이 각각 기록된다. 또한 마찬
가지로, 그루브(32)의 어드레스부에는 어드레스 G1과 어드레스 G2가, 그루브(33)의 어드레스부에는 어드레스 G3과 
어드레스 G2가 기록된다. 게다가, 그루브(31, 32, 33)의 양 측벽에 상기한 바와 같은 워블(61 ∼ 68)이 기록됨으로써, 
랜드(46)에는 워블(63, 61)에 의해서 어드레스 L1이, 랜드(47)에는 워블(65, 66)에 의해서 어드레스 L2가 기록되게 
된다.
    

여기서, 그루브(31, 32, 33) 또는 랜드(46, 47)의 어드레스 정보는 그 양 측벽에 형성되는 워블(61 ∼ 68)의 파형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드레스 G1과 어드레스 L1, 어드레스 G2와 어드레스 L2는 동일한 정보이다.

이상에 의해, 그루브(31)를 레이저 빔이 주사하는 경우는 어드레스 G1, G0, 랜드(46)를 주사하는 경우는 어드레스 L
1, 그루브(32)를 주사하는 경우는 어드레스 G1, G2, 랜드(47)를 주사하는 경우는 어드레스 L2, 그루브(33)를 주사하
는 경우는 어드레스 G3, G2가 각각 검출된다.

또, 어드레스로서 검출되지 않은 정보 NG도 일종의 어드레스라고 생각하면 각 그루브(31, 32, 33) 및 각 랜드(46, 4
7)로서는 각각 상기한 바와 같이 2개씩 어드레스가 검출되지만, 상기 실시예 1에서 설명한 어드레스 마크가 디스크에 
형성되며, 이것이 재생됨으로써 각 그루브(31, 32, 33) 및 각 랜드(46, 47)에 기록된 데이타의 어드레스로서 어느 한
쪽 어드레스가 식별된다.

    
이상과 같은 어드레스 정보의 기록 방식을 이하에서 「스태거 방식」이라고 한다. 도 42는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의 
어드레스부에 기록하는 어드레스 정보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부는 96 데이
타 바이트 길이의 영역을 갖으며, 어드레스부의 데이타량은 96비트이다. 즉, 어드레스부에서의 1비트에 대응하는 길이
는 기록하는 비트의 8배이며, 예를 들면 기록하는 1비트의 비트 길이가 0.22㎛일 때 어드레스부의 데이타 비트의 길이
는 1.76㎛에 상당한다.
    

또한, 어드레스부는 6데이타 바이트 길이의 프리 앰블(PA), 42데이타 바이트 길이의 어드레스(1), 동일한 42데이타 
바이트 길이의 어드레스(2), 2데이타 바이트 길이의 A패턴, 2데이타 바이트 길이의 어드레스 마크(AM)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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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어드레스(1)는 4비트의 제1 동기 신호 (SYNC1 ; 92)와, 8비트의 프레임어드레스(93)와, 16비트의 트랙 어
드레스(94)와, 14비트의 에러 검출 코드(CRC ; 95)를 포함한다.

또한, 어드레스(2)는 4비트의 제2 동기 신호(SYNC2 ; 97)와, 8비트의 프레임 어드레스(98)와, 16비트의 트랙 어드
레스(99)와, 14비트의 CRC(103)를 포함한다.

또한, 프리앰블(PA ; 91)에는 (101010101010)의 신호가, 제1 동기 신호(92)에는 (11100010)의 신호가, 예약 영
역(Rev ; 96)에는 (1010)의 신호가, 제2 동기 신호(97)에는 (10001110)의 신호가, A 패턴(101)에는 (10)의 신호
가, 어드레스 마크(AM ; 102)에는 (1100)의 신호가, 각각 '0'을 도 40의 (a)에 도시되는 파형(41), '1'을 도 40의 (
b)에 도시되는 파형(42)으로 나타냄으로써 기록된다.

    
도 43은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를 생성하기 위한 커팅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커팅 장치는 포커스 서보용 파장 633㎚의 레이저 빔을 생성하는 헬륨·네온 레이저(166)와, 458㎚의 레이저 빔을 
생성하는 아르곤 레이저(160)와, 아르곤 레이저(160)에 접속되어 레이저 빔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레이저 노이즈 저감 
회로(161)와, 레이저 노이즈 저감 회로(161)에 접속되며, 레이저 빔의 파워를 입력되는 제어 신호에 따라 변화시키는 
EO(Electro-Optical) 변조기(162)와, 458㎚의 레이저 빔을 반사하고, 헬륨·네온 레이저(166)로부터 출력된 레이
저 빔을 투과하는 반사 미러(164)와, 레이저 빔을 유리 원반(168)에 집광하는 대물 렌즈(165)와, 헬륨·네온 레이저
(166)로부터 출력되는 레이저 빔을 반사하는 반사 미러(167)를 구비한다.
    

여기서, EO 변조기(162)에 입력되는 제어 신호는 레이저 빔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제어 신호에 의해 아르곤 
레이저의 강도를 주기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도 37에 도시되는 워블(5)을 그루브(3)의 양 측벽에 형성한다. 즉, EO 
변조기(162)로부터는 소정의 주기로 강도가 변화하는 레이저 빔이 출력되며, 그 후 반사 미러(164)로 반사되어 대물 
렌즈(165)로 집광되며 유리 원반(168) 상에 조사된다.

그 결과, 유리 원반(168) 상에 조사되는 레이저 빔의 강도가 변하면 스폿의 직경이 변하기 때문에, 도 37에 도시되는 
워블(5)이 그루브(3)의 양 측벽에 형성된다.

    
도 44는 본 실시예에 따른 상기 디스크를 재생하는 재생 장치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재생 장치는 광학 헤드(112)와, 광학 헤드(112)에 접속되는 재생 신호 증폭 회로(114)와, 재생 신호 증폭 회
로(114)에 접속되는 신호 복조 회로(118)와, 재생 신호 증폭 회로(114)에 접속되는 워블 검출 회로(115)와, 동일한 
재생 신호 증폭 회로(114)에 접속되는 어드레스 검출 회로(116)와, 워블 검출 회로(115)에 접속되는 PLL 회로(117)
와, PLL 회로(117)에 접속되는 레이저 구동 회로(119)와, 재생 신호 증폭 회로(114)에 접속되는 서보 회로(111)와, 
서보 회로(111)에 접속되는 스핀들 모터(120)를 구비한다.
    

다음에, 상기 재생 장치의 동작을 설명한다.

    
광학 헤드(112)는 레이저 빔을 디스크(10)로 집광하여 조사함과 동시에 광학 헤드(112)에 포함되는 광 검출기(113)
에서 디스크(10)로부터의 반사광을 검출한다. 그리고, 재생 신호 증폭 회로(114)는 광 검출기(113)로부터의 재생 신
호를 증폭하고, 포커스 에러 신호, 트랙킹 에러 신호 등을 서보 회로(111)로, 데이타 재생 신호를 신호 복조 회로(118)
로, 데이타부의 재생에 의한 워블 신호를 워블 검출 회로(115)로, 어드레스부의 재생에 의한 워블 신호를 어드레스 검
출 회로(116)로 각각 공급한다.
    

    
여기서, 서보 회로(111)는 수취한 포커스 에러 신호, 트랙킹 에러 신호 등에 기초하여 광학 헤드(112) 및 스핀들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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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를 제어한다. 또한, 신호 복조 회로(118)는 소정의 변조 방식으로 변조된 재생 신호를, PLL 회로(117)로부터 
수취한 동기 신호에 기초하여 복조하여 재생 데이타로서 출력 장치(도시하지 않고 있다.)로 공급한다. 워블 검출 회로
(115)는 수취한 워블 신호를 비교기에 의해 2치화하고 그 2치화한 신호를 PLL 회로(117)로 공급한다. 또한, 어드레
스 검출 회로(116)는 수취한 워블 신호를 비교기에 의해 2치화하고, 그 2치화한 신호를 복조하여 어드레스 정보를 검
출하고, 마이크로 컴퓨터(도시않고 있다.)로 공급한다. PLL 회로(117)는 수취한 2치화 신호에 기초하여 동기 신호를 
생성하고, 신호 복조 회로(118) 및 레이저 구동 회로(119)로 공급한다. 또한, 레이저 구동 회로(119)는 수취한 동기 
신호에 응답하여 광학 헤드(112)에 포함되는 반도체 레이저(도시않고 있다.)를 구동하고, 디스크(10)에 기록된 신호
를 재생한다.
    

    
도 45는 도 44에 도시되는 워블 검출 회로(115)에 의한 데이타부에 형성된 워블(5)의 검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 검출기(113)은 그 수광면이 4개의 영역(113a, 113b, 113c, 113d)으로 분할되며, 영
역(113a, 113d), 영역(113b, 113c)이 레이저 빔의 진행 방향(140)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란하도록 배치되고 있다. 
이 경우 영역(113a, 113d)으로 검출되는 광강도 신호 (A+D)와, 영역(113b, 113c)으로 검출되는 광강도 신호 (B+
C)가, 재생 신호 증폭 회로(114)를 통해 워블 검출 회로(115)에 포함되는 가산기(1151)에 입력된다. 가산기(1151)
에서 가산된 광강도 신호는 밴드 패스필터(1152)로 노이즈가 제거된 후, 비교기(1153)로 0 레벨을 기준으로 2치화되
며, 그 2치화되는 신호가 PLL 회로(117)로 공급된다.
    

    
도 46의 (a)는 비교기(1153)에 공급되는 신호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신호가 비교기(1153)에서 
2치화되며, 도 46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은 2치화 신호가 PLL 회로(117)로 공급된다. 그리고, PLL 회로(117)는 도 
46의 (b)에 도시되는 2치화 신호의 상승 타이밍(150) 및 하강 타이밍(151)에 응답하여, 1주기에 2개의 비율로 동기 
신호를 생성하게 된다. 또한, 데이타부에 설치된 워블(5)의 파장 W는 일정하며, 0.8 ∼ 20㎛의 범위이므로 비교적 짧
은 간격으로 동기 신호를 생성할 수 있어 데이타 신호를 정확하게 재생할 수 있다.
    

또, 어드레스부에 기록되는 어드레스 정보도 상기 도 45에 도시된 회로와 마찬가지의 구성을 갖는 어드레스 검출 회로
(116)에 의해 검출된다.

도 47은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의 워블 길이와 크로스토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여기서, 이 디스크에 형
성되는 그루브(3)의 폭은 0.6㎛이며 진폭은 60㎚이다.

이 경우, 도 4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워블 길이를 짧게 하여도 크로스토크는 커지지 않는다. 또, 현재 시점에서 워블 길
이가 0.8㎛인 경우까지 크로스토크가 커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워블 길이를 짧게 한 워블(5)로부터 동
기 신호를 생성함으로써 특성이 좋은 데이타 재생이 가능해진다.

이상에 의해,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에 따르면 디스크에 조사된 레이저 빔의 편광 방향이 그루브(3)의 형상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록한 광자기 기록 신호(데이타)를 정확하게 재생할 수 있다. 또한, 데이타부에 형성된 워블
의 파장은 20㎛ 이하로 짧으므로, 고주파수의 동기 신호를 생성할 수 있으며, 고밀도로 기록된 데이타의 재생도 확실하
게 행할 수 있다.

[실시예 13]

도 48은 상기 도 44 및 도 45에 도시한 광 검출기(113)과 워블 검출기(115)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광면이 4개의 영역(113a, 113b, 113c, 113d)으로 분할된 광 검출기(113)에서 레이저 
빔의 진행 방향(140)과 수직인 방향(141)으로 나란한 영역(113c, 113d)으로 검출되는 광강도 신호 (C+D)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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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a, 113b)에서 검출된 광강도 신호 (A+B)가 가산기(1151)에 입력되는 점에서, 도 45에 도시되는 광 검출기(11
3) 및 워블 검출기(115)와 다른 것이다. 이러한 광 검출기(113)와 워블 검출기(115)에 의해서도 상기 실시예 12에 
따른 재생 장치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휘한다.
    

[실시예 14]

도 49는 상기 실시예 12에서 도시된 커팅 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9에 도시되는 커팅 장치는 도 43에 도시된 커팅 장치와 마찬가지의 구성을 갖지만, 진폭 변조기(181)와, 진폭 변
조기(181) 및 레이저 노이즈 저감 회로(161)에 접속되는 EO 디플렉터(180)를 구비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여기서, 진폭 변조기(181)는 도 50의 (a)에 도시되는 캐리어 신호 CS와 도 50의 (b)에 도시되는 클럭 신호 CLK를 
입력하고, 도 50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은 포락선이 워블(5)의 파형에 상당하는 제어 신호 MS를 EO 디플렉터(180)
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유리 원반(168) 상에서는 레이저 빔은 트랙킹 방향으로 고주파수로 왕복 운동을 반복하고 워
블(5)를 그루브(3)의 양 측벽에 형성한다.

[실시예 15]

도 51은 상기 실시예 12, 실시예 14에서 도시된 커팅 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커팅 장치는 도 49에 도시되는 커팅 장치와 마찬가지의 구성을 갖지만, 레이저 노이즈 
저감 회로(161A)와, EO 디플렉터(180A) 외에 레이저 노이즈 저감 회로(161B)와, 레이저 노이즈 저감 회로(161B)
에 접속되는 EO 디플렉터(180B)와, 반사 미러(183)와, 입력되는 클럭 신호를 반전시키는 반전 회로(182)를 구비하
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상기 커팅 장치는 아르곤 레이저(160)로 생성된 레이저 빔을 2개로 분리하고, 한쪽을 그루브(3)의 한쪽 측벽에 형성
하는 워블용, 다른쪽을 그루브(3)의 다른쪽 측벽에 형성하는 워블용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다.

한쪽의 EO 디플렉터(180B)에는 레이저 빔의 트랙킹 방향의 이동을 제어하는 클럭 신호가 입력되며, 다른쪽 EO 디플
렉터(180A)에는 클럭 신호를 반전 회로(182)로 반전하는 신호가 입력된다. 따라서, EO 디플렉터(180A)로부터 출력
된 레이저 빔과 EO 디플렉터(180B)로부터 출력된 레이저 빔과는 그루브(3)의 중심을 축으로서 좌우대칭으로 이동하
게 되며, 도 37에 도시하는 워블(5)이 그루브(3)의 양 측벽에 형성된다.

[실시예 16]

도 52는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의 평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디스크는 상기 실시예 12에서 도 38에 도시된 디스크와 동일한 평면 구조를 갖지만, 어
드레스부에서 그루브(3)의 양 측벽에 동위상의 워블(6)이 형성되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드레스부에는 동위상의 워블(6)에 의해 2상 변조 방식으로 스태거 방식에 따라 어드레스가 기록된다.

[실시예 17]

도 53은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의 평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디스크는 상기 실시예 12에서 도 38에 도시된 디스크와 마찬가지의 평면 구조를 갖지만, 
어드레스부에서 그루브(3)의 한쪽 측벽(7)은 워블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러한 디스크는 어드
레스부의 그루브(3)의 다른쪽 측벽(6)에 형성된 워블에 의해서 랜드(4)와 그루브(3)의 어드레스를 기록하게 되므로, 
그 만큼 어드레스 정보의 기록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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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8]

도 54는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의 평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디스크도 상기 실시예 12에서 도 38에 도시된 디스크와 마찬가지의 평면 구조를 갖지만, 
어드레스부에서의 그루브(3)의 양 측벽에 그루브(3)의 중심선을 대칭축으로서 FM 변조된 워블(8)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실시예 19]

도 55는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의 평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디스크는 어드레스부 및 데이타부의 그루브(3)의 양 측벽에 FM 변조된 어드레스에 의
한 워블(9)이 그루브(3)의 중심선을 대칭축으로서 대칭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디스크에 따르면, 데이타부에 기록된 데이타에 대응하는 어드레스의 기록이 워블(9)에 의해서 이
루어지게 된다.

[실시예 20]

도 56은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의 평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디스크는 도 52에 도시하는 디스크와 마찬가지의 구조를 갖지만, 어드레스부의 그루브
(3)의 한쪽 측벽에는 워블(5)과 동위상의 파선으로 나타나는 워블(6)에 역위상이 되는 워블을 중첩한 워블(220)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디스크에 의해서도, 상기 실시예 12에 따른 디스크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시예 21]

데이타부에서의 그루브(3)의 양 측벽에 서로 역위상이 되는 워블(5)을 형성함으로써, 워블(5)의 재생에 의한 광자기 
신호(데이타)의 재생 특성으로의 누설량을 저감할 수 있지만, 이것은 트랙킹이 그루브(3)의 중심에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트랙킹이 기판의 기울기(틸트) 등에 의해서 그루브(3)의 중심에서부터 어긋나고, 빔스폿이 그루브(3)의 측벽
에 형성된 워블(5)에 근접할 때는 워블(5)의 영향에 의해 재생 특성에 누설이 생긴다.

그래서, 데이타부에 서로 역위상 워블(5)을 설치한 디스크에서 재생 특성의 누설량을 제거하는 재생 장치가 필요해진
다.

도 57의 (a) 내지 도 57의 (d)는 그루브(3)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의 위치와 얻어지는 데이타 재생 신호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7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저 광이 그루브(3)의 중심선 상 즉 빔스폿(230)에 조사되고 있을 때는 도 57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은 데이타 재생 신호가 얻어진다. 또, 이 데이타 재생 신호는 고주파수를 갖는 신호이지만 도 57
의 (b) 내지 도 57의 (d)는 그 데이타 재생 신호의 포락선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 레이저 광이 빔 스폿(231)에 도시되는 위치 즉, 그루브(3)의 중심선보다 도면의 상측에 어긋난 위치를 조사할 
때, 데이타 재생 신호의 포락선은 도 57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아진다. 한편, 레이저광이 빔 스폿(232)으로 나타나는 
위치를 조사할 때는 도 57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은 포락선을 갖는 데이타 재생 신호가 얻어진다. 여기서, 이 도 57의 
(d)에 도시되는 포락선의 파형은 도 57의 (b)에 도시되는 포락선의 파형과 반 주기 어긋난 파형이 된다. 또, 도 5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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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도 57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은 포락선을 갖는 데이타 재생 신호가 얻어진 경우, 재생 특성으로의 누설량은 포락
선의 폭을 H, 진폭을 h/2로 하면 (h/2)/H로서 검출된다. 이상에 의해, 누설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조사하는 레이저광
을 그루브(3)의 중심에 트랙킹하면 좋아진다.
    

도 58의 (a) - 도 58의 (f)는 누설량을 제거하기 위한 트랙킹 제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8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저광이 스폿(240)에 도시되는 위치를 조사할 때는 도 58의 (d)에 도시되는 포
락선을 갖는 데이타 재생 신호 Sd가 얻어진다. 또한, 그루브(3)의 양 측벽에 형성된 워블(5)의 재생 신호 Sb는 도 58
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은 파형을 갖는다. 또한, 도 58의 (b)에 도시되는 워블 파형을 비교기에 의해 2치화하면 도 5
8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형파 Sc가 얻어진다.

여기서, 도 58의 (e)에 도시된 바와 같은 상기 구형파 Sc의 상승의 타이밍(251)과, 도 58의 (f)에 도시된 바와 같은 
상기 구형파 Sc의 하강의 타이밍(252)에서의 도 58의 (d)에 도시된 포락선을 갖는 데이타 재생 신호 Sd의 크기의 차
를 없애고, 트랙킹 신호로부터 이 차에 상당하는 신호를 감산한 것을 새로운 트랙킹 신호로서 이용함으로써 레이저광을 
그루브(3)의 중심에 트랙킹한다.

또, 상기 포락선을 갖는 데이타 재생 신호 Sd의 크기의 차의 값은 그루브(3)에 조사되는 레이저광의 위치의 그루브(3)
의 중심선으로부터의 편차량에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에, 그 편차량으로 트랙킹 신호를 보정하면 그루브(3)의 중심선 
상에 트랙킹할 수 있게 된다.

도 59는 상기한 방법에 의해 누설량을 제거하는 재생 장치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5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재생 장치는 도 44에 도시되는 재생 장치와 마찬가지의 구성을 갖지만, 재생 신호 증폭 
회로(114)에 접속되며 서보 회로(111)로 트랙킹 신호를 공급하는 트랙킹 보정 회로(250)를 더욱 구비한 점에서 차이
가 난다.

    
다음에, 이 재생 장치의 동작을 설명한다. 광학 헤드(112)에 포함되는 광 검출기(113)에 의해 검출된 재생 신호는 재
생 신호 증폭 회로(114)에 공급된다. 그리고, 이 재생 신호 중 광자기 신호의 재생 신호는 신호 복조 회로(118)와 트
랙킹 보정 회로(250)에 공급되며, 더욱 트랙킹 에러 신호가 트랙킹 보정 회로(250)에 공급된다. 또한, 재생 신호 중 
포커스 에러 신호는 서보 회로(111)로 공급되며, 광학 헤드(112)에 포함되는 대물 렌즈(도시하지 않는다.)의 포커스 
인입에 이용된다. 또한, 재생 신호 중 그루브(3)의 양 측벽에 형성된 워블(5)의 재생 신호는 워블 검출 회로(115)에 
공급된다. 워블 검출 회로(115)에서는 도 58의 (b)에 도시되는 워블(5)의 재생 신호 Sb가 검출되며, 워블(5)의 재생 
신호 Sb는 트랙킹 보정 회로(250)로 공급된다. 트랙킹 보정 회로(250)는 공급된 광자기 신호의 재생 신호와 워블(5)
의 재생 신호 Sb에 의해 트랙킹의 편차량을 검출하고, 검출한 편차량에 따라 트랙킹 에러 신호를 보정한다.
    

그리고, 보정된 트랙킹 에러 신호는 서보 회로(111)로 공급되며, 광학 헤드(112)에 포함되는 대물 렌즈의 트랙킹에 이
용된다.

도 60은 트랙킹 보정 회로(250)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트랙킹 보정 회로(250)는 
동기 검파 회로(260)와, 동기 검파 회로(260)에 접속되는 적분 회로(264, 265)와, 적분 회로(264, 265)에 접속되는 
감산기(266)와, 감산기(266)에 접속되는 감산기(267)를 포함한다.

또한, 동기 검파 회로(260)는 샘플 홀드 회로(261, 262)와 워블 동기 신호 발생 회로(263)를 포함한다.

이하에, 이 트랙킹 보정 회로(250)의 동작을 설명한다. 도 58의 (d)에 도시되는 데이타 재생 신호 Sd는 동기 검파 회
로(260)에 포함되는 샘플 홀드 회로(261, 262)에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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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워블 동기 신호 발생 회로(263)에서는 입력되는 도 58의 (b)에 도시되는 워블(5)의 재생 신호 Sb를 비교하고, 
도 58의 (c)에 도시되는 구형파 Sc를 생성한다. 그리고, 이 구형파 Sc에서 상승한 타이밍에 동기한 도 58의 (e)에 도
시되는 제1 타이밍 신호 Se와, 하강의 타이밍에 동기한 도 58의 (f)에 도시되는 제2 타이밍 신호 Sf를 생성하고, 제1 
타이밍 신호 Se를 샘플 홀드 회로(262)로, 제2 타이밍 신호 Sf를 샘플 홀드 회로(261)로 공급한다. 샘플링 회로(26
1)는 워블 동기 신호 발생 회로(263)로부터 공급된 제2 타이밍 신호 Sf에 동기하여 재생 신호 증폭 회로(114)로부터 
입력된 데이타 재생 신호 Sd의 크기를 검출하고, 그 값을 홀드하여 적분 회로(264)에 공급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샘
플 홀드 회로(262)는 워블 동기 신호 발생 회로(263)로부터 공급되는 제1 타이밍 신호 Se에 동기하여, 재생 신호 증
폭 회로(114)로부터 입력된 데이타 재생 신호 Sd의 크기를 검출하고, 그 값을 홀드하여 적분 회로(265)에 공급한다.
    

    
적분 회로(264, 265)는 공급된 값을 적분하고, 적분 결과를 나타내는 신호를 감산기(266)로 공급한다. 감산기(266)
는 각 적분 회로(264, 265)의 적분치의 차를 없애고 그 결과를 감산기(267)의 마이너스(-) 단자에 입력한다. 여기서, 
감산기(267)의 플러스(+) 단자에는 트랙킹에 이용되는 트랙킹 신호가 입력되며 감산기(267)는 트랙킹 신호로부터 
상기 적분치의 차 즉, 데이타 재생 신호 Sd의 유격폭을 감산하고, 그 결과를 보정된 트랙킹 신호로서 서보 회로(111)
에 출력한다. 이에 따라, 트랙킹의 어긋남을 보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데이타 재생 신호 Sd로의 누설을 제거할 수 있
다.
    

또, 트랙킹 보정 회로(250)는 도 61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성을 갖는 것이어도 좋다. 즉, 이 트랙킹 보정 회로(250)는 
승산기(280)와 감산기(267)를 포함한다.

그리고, 승산기(280)에는 도 58의 (b)에 도시되는 워블(5)의 재생 신호 Sb와 도 58의 (d)에 도시되는 데이타 재생 
신호 Sd가 공급되며, 이들의 신호의 승산 결과가 감산기(267)의 마이너스 단자에 출력된다.

감산기(267)는 플러스 단자에 입력된 트랙킹 신호로부터 상기 감산 결과를 감하고, 그 결과를 보정된 트랙킹 신호로서 
서보 회로(111)에 출력한다.

이상의 트랙킹 보정 회로(250)에 따르면, 검출된 데이타 재생 신호에 의해, 항상 트랙킹 신호를 보정하고, 보정된 트랙
킹 신호에 기초하여 트랙킹 제어를 행하므로, 검출되는 데이타 재생 신호에는 누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시예 22]

본 실시예에서는 그루브(3)의 측벽에 형성된 워블에 기인하여 광자기 신호의 재생 특성에 생기는 누설을 소거하기 위
한 디스크나 회로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39)는 내주부(392)와 외주부(391)에 TOC 영역이 설치되고 있다. 여기서, 내주부(392)와 
외주부(391)에 설치된 TOC 영역 양쪽 혹은 어느 한쪽에 누설량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두고, 이 정보를 재생 시에 검출
함으로써 재생 신호로부터 누설을 소거한다.

도 63은 누설을 소거하는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단자(70)에 입력된 재생 신호는 밴드 패스필터(BPF ; 7
1)로 노이즈가 제거된 후, PLL 회로(72)와 보정 신호 발생 회로(74)에 공급된다. 여기서, PLL 회로(72)에는 도 64
의 (a)에 도시되는 워블 신호가 입력되어 동기 신호가 생성된다.

이 동기 신호는 단자(73)를 통해 레이저 구동 회로, 복호기(도시하지 않고 있다.)에 공급되며 동기 신호에 동기하여 광
자기 신호가 재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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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정 신호 발생 회로(74)는 단자(75)로부터 입력되는 디스크(39)의 TOC 영역에 기록되어 있던 누설량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도 64의 (a)에 도시되는 워블 신호의 위상과 진폭이 도 64의 (b)에 도시되는 광자기 신호의 워블 파
형의 위상과 진폭에 동일해지도록 보정하고, 감산기(77)의 마이너스 단자로 보정된 워블 신호를 공급한다. 또한, 단자
(76)로부터, 도 64의 (b)에 도시되는 워블 파형이 중첩한 광자기 신호가 감산기(77)의 플러스 단자에 입력된다.

감산기(77)는 도 64의 (b)에 도시되는 광자기 신호로부터 보정되는 워블 신호를 감산하여 도 64의 (c)에 도시되는 신
호를 생성한다. 이 생성된 신호는 복호기에 공급되며, 소정의 복조가 된 후, 데이타 재생 신호로서 추출된다.

이와 같이 하여, 그루브(3)의 측벽에 형성된 워블에 의한 재생 신호로의 누설이 소거된다.

[실시예 23]

본 실시예에서는 디스크(39)의 TOC 영역에 기록된 보정량에 기초하여 변화시키는 보정량을 결정하고, 변화시킨 각 보
정량에 대한 재생 신호의 에러레이트를 검출한다. 그리고, 에러레이트가 최소가 되는 보정량을 결정하고 결정한 보정량
에 대한 신호를 재생 신호로서 얻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도 65는 본 실시예에 따른 누설 소거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보정량 발생 회로(420)에는 TOC 영역으로부
터 재생되는 정보에 의한 보정량이 입력되며, 이 보정량에 기초하여 변화시키는 보정량의 범위가 결정된다. 한편, 단자
(421)로부터 감산기(422)에 재생 신호가 입력되며 감산기(422)는 재생 신호로부터, 보정량 발생 회로(420)로 정해
진 각 보정량을 감한다.

그 결과는, 에러레이트 검출 회로(423)에 공급되어 각 보정량에 대한 에러레이트가 검출된다. 여기서, 각 보정량에 대
한 에러레이트는 도 6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극소점을 갖는 관계를 갖으므로, 에러레이트 검출 회로(423)는 에러레이트
가 최소가 되는 보정량을 결정하고, 결정한 보정량에 대한 재생 신호를 단자(424)로부터 출력한다. 이 경우, 변화시키
는 보정량의 범위는 보정량의 0.3 ∼ 3배이다.

[실시예 24]

도 67은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440)의 평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크(440)는 
내주부(392)와 외주부(391)에 TOC 영역을 갖으며, 신호 기록 영역(445)에는 재생 신호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영
역(이하, 「특정 영역」이라고 말한다. ; 441, 443)과 신호 영역(442, 444)이 조가 되어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특정 영역(441, 443)에는 [11111 …], [00000 …], [1010101 …] 중 어느 하나의 신호가 기록되고 있으며, 
데이타 신호의 재생에 앞서서 이들의 신호가 재생된다. 이들의 신호의 기록은 자구의 방향이 규칙적으로 되도록 나란히 
되는 것에 따르므로, 데이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재생 신호와 동등한 신호가 얻어지게 된다. 즉, 그루브(3)의 
측벽에 형성되는 워블에 기초하는 성분만을 갖는 재생 신호가 행해진다. 따라서, 이 신호를 재생 신호로부터 감함으로
써 누설량을 소거할 수 있다.
    

도 68은 본 실시예에 따른 누설 소거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단자(450)로부터는 [11111 …], [00000 …], [1010101 …」 중 어느 하나의 신호를 재생한 도 69의 (a)에 도시되
는 재생 신호 Sg가 입력되며 파형 메모리(451)에 기억된다.

    
한편, 단자(452)로부터는 도 69의 (b)에 도시되는 재생 신호 Sh가 감산기(453)의 플러스 단자에 입력되며, 이에 동
기하여 감산기(453)의 마이너스 단자에 파형 메모리(451)로부터 도 69의 (a)에 도시되는 재생 신호 Sg가 입력된다. 
감산기(453)는 입력된 도 69의 (b)에 도시되는 재생 신호 Sh로부터 도 69의 (a)에 도시되는 재생 신호 Sg를 감산하
고, 누설이 없는 도 69의 (c)에 도시되는 신호 Si를 단자(454)로 출력한다. 이 신호는 복호기로 공급되며 데이타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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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행해진다.
    

또,이 경우는 [11111 …], [00000 …], [1010101…]이라는 신호를 기록함으로써 누설량을 검출하지만, 자기 헤드 
등의 외부 자계를 인가하는 수단에 의해 디스크의 재생층의 자화를 1방향으로 가지런히 함으로써도 마찬가지로 누설량
을 검출할 수 있다.

[실시예 25]

도 70은 본 실시예에 따른 누설 소거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단자(470)에 입력된 재생 신호는 A/D 변환기(471)에서 A/D 변환된 후, 감산기(475)와 동기 검파 회로(472)에 조합
된다. 동기 검파 회로(472)로서는 공급된 재생 신호로부터 도 71에 도시하는 워블 파형의 재생 신호를 검출하고, 가산
기(473)로 공급한다. 가산기(473)는 1파장분의 재생 신호를 100 ∼ 10000회의 범위에서 가산하고 평균화한다. 그리
고, 그 결과를 파형 메모리(474)로 공급한다. 한편, 상기한 바와 같이 A/D 변환 후의 재생 신호는 감산기(475)의 플러
스 단자에 입력되며, 이와 동기하여 마이너스 단자에는 파형 메모리(474)로부터 평균화된 신호가 입력된다. 감산기(4
75)는 입력된 재생 신호로부터 평균화된 신호를 감함으로써 누설을 소거한다.
    

[실시예 26]

도 72의 (a), 도 72의 (d)는 본 실시예에 따른 누설 소거 방법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이다.

도 72의 (a)에 도시되는 파형 B0는 4바이트분의 신호를 나타내며, 도 72의 (b)에 도시되는 파형 C0는 다음 4바이트
분의 신호를 나타낸다. 또한, 도 72의 (a), 도 72의 (b)에 도시되는 파형 A0은 그루브(3)의 측벽에 형성된 워블에 기
인하는 워블 파형을 나타낸다. 여기서, 도 72의 (a)에 도시되는 파형 B0으로부터 파형 A0을 감산하여 도 72의 (c)에 
도시되는 파형을 얻는다.

    
또한, 도 72의 (b)에 도시되는 파형 C0에 파형 A0을 가산하여 도 72의 (d)에 도시되는 파형을 얻는다. 여기서, 파형 
A0의 진폭의 2배(이하, 진폭의 2배를 「전진폭」이라고 한다.)를 A1, 파형 B0의 전 진폭을 B1, 파형 C0의 전 진폭을 
C1, 도 72의 (c)에 도시되는 파형의 전 진폭을 Bh, 도 72의 (d)에 도시되는 파형의 전 진폭을 Ch로 하면, (Ch-Bh) 
/2= [(C1+A1)-(B1-A1)]/2=A1(다만, C1=B1)에서 워블 파형의 전 진폭 A1이 정확하게 얻어지므로, 도 72의 (
a) 또는 도 72의 (b)에 도시되는 파형 B0, C0으로부터 얻어지는 전 진폭 B1, C1과의 차를 없앰으로써 누설량을 소거
한 재생 신호의 전 진폭을 얻을 수 있다.
    

[실시예 27]

도 73은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의 평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3에 도시된 바와 같이,이 디스크(540)는 내
주로부터 외주로 향하여 n개의 존(541, …, 54n)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내주부의 존(541)은 m개의 섹터(5411, 541
2, 5413, …, 541m)를 포함하고, 외주부의 존(54n)은 p개의 섹터(54n1, 54n2, 54n3, …, 54np)를 포함한다.

여기서, 각 존에 포함되는 섹터의 수는 동일 수라고는 한정되지 않고, 정보의 기록 밀도가 최대가 되도록 결정된다.

도 74는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540)의 구조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7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크(540)는 한
쪽 측벽에 워블(553)이 형성된 그루브(551)과, 그루브(551)에 인접하는 그루브(551, 555)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영
역(554)과, 양 측벽이 워블링되어 있지 않은 그루브(555)와, 랜드(552)를 포함한다. 여기서, 영역(554)와 그루브(5
55)는 그루브(551)에 계속하여 교대로 반복 형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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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랜드(552)에 대해서는 한쪽 측벽에 워블(553)이 형성된 후, 양 측벽이 워블링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게 된다.

도 75는 도 74에 도시되는 디스크(540)의 평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크(540)
는 평면적으로는 그루브(551)와 랜드(552)는 어느 한쪽의 측벽에 워블(553)이 형성되며, 그것에 계속해서 그루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영역(554)이 일정 간격(561)마다 반복 형성된 것이다.

또, 구체적으로는 영역(554)은 1섹터에 43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도 73에 도시되는 각 섹터(5411, 5412, 5413, 
…)는 선두에 워블(553)을 수반하는 그루브(551)이 형성되며, 그에 계속해서 영역(554)이 43개 형성된 구조를 갖는
다.

여기서, 그루브(555)의 길이(561)는 50 ∼ 150㎛의 범위이며, 영역(554)의 길이(562)는 0.5 ∼ 4㎛의 범위이다. 
또한, 그루브(551)의 길이(563)는 그루브(555)의 길이(561)과 동일하다. 또한, 워블(553)의 전 진폭은 60 ∼ 150
㎚의 범위이다.

이상에 의해,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540)는 워블(553)로서 2상 변조에 의해 그루브용과 랜드용 어드레스 정보가 
기록되며, 영역(554)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된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워블(553)은 그 양측에 위치하는 랜드(552)와 그루브(551)에 공통된 어드레스 정보로서의 의미를 갖으며, 
영역(554)은 데이타 재생 신호의 기록 또는 재생에 이용하는 동기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이용된다.

즉, 레이저 빔이 디스크(540)의 외주부로부터 내주부로 순서대로 주사하고, 섹터(5411, 5412, 5413, …)가 형성된 
영역에 레이저 빔이 도달하기까지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영역(554)을 검출하고, 영역(554)의 검출에 의한 신호로부
터 동기 신호를 생성한다.

또, 워블(553)은 그루브(551)의 한쪽 측벽에 형성되어 있지만, 양 측벽에 형성되어 있어도 좋고, 이 경우에는 1개의 
워블(553)은 랜드(552) 혹은 그루브(551) 중 어느 한쪽의 어드레스 정보로서 형성된다.

또한, 디스크(540)는 광자기 기록 매체에 한하지 않고 동일한 구조를 갖는 기록 매체이면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도 76은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540)에 데이타를 기록하거나 또는 재생하는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7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데이타 기록·재생 장치는 도 44에 도시되는 재생 장치와 동일한 구성을 갖지만, 자기 헤드
(570)와, 자기 헤드 구동 회로(571)와, 신호 포맷 회로(586) 등을 구비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이 장치의 데이타 기록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광학 헤드(112)에 의해 650(허용 오차±15, 이하 동일함)㎚의 
파장을 갖는 레이저 빔이 디스크(540)에 조사되며, 영역(554)의 광 재생에 의해서 얻어지는 재생 신호와 에러 신호는 
재생 신호 증폭 회로(114)로 공급된다. 그리고, 재생 신호 증폭 회로(114)로 이들의 신호가 증폭된 후, 에러 신호는 
서보 회로(111)로, 재생 신호는 동기 신호 생성 회로(577)로, 각각 공급된다.

    
도 77은 광학 헤드(112)에 포함되는 광 검출기(113)에 의한 영역(554)의 광 재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7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 검출기(113)는 그 수광면이 4개의 영역(113a, 113b, 113c, 113d)으로 분할되며, 디스크(5
40)의 반경 방향이 화살표(589), 접선 방향이 화살표(590)에 도시되도록 배치된다. 디스크(540)로부터의 반사광은 
4개의 각 영역(113a, 113b, 113c, 113d)에서 검지되며, 영역(113a, 113d)에서 검지됨으로써 생성되는 신호 (A+D)
와, 영역(113b, 113c)에서 검출됨으로써 생성되는 신호 (B+C)와 가산기(587)에 입력된다. 가산기(587)는 신호 (A
+D)와 신호 (B+C)를 가산하고, 그 결과를 영역(554)의 재생 신호로서 단자(588)를 통해 재생 신호 증폭 회로(114)
로 공급한다. 또, 영역(554)의 재생 신호를 신호 (A+D)로부터 신호 (B+C)를 감산한 신호로서 얻더라도 좋다.
    

도 78의 (a)는 영역(554)의 재생 신호 S1을 도시하는 파형도이다. 도 78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역(554)를 레
이저 빔이 조사하는 시간 T1 ∼ T2에서는 반사광의 강도가 커지기 때문에, 재생 신호가 이 기간에 극대가 되며, 이 극
대는 소정 간격을 두고 얻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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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디스크(540)에 조사되는 레이저 빔의 스폿 및 광 검출기(113)의 수광면의 직경은 랜드(552)의 폭보다 크기 때문
에, 도 78의 (a)에 도시되는 파형을 갖는 재생 신호 S1은 그루브(551, 555) 뿐만아니라 랜드(552)를 광 재생하는 경
우에도 얻어진다.

한편, 에러 신호 중 포커스 에러 신호는 영역(113a, 113c)에서의 반사광의 검지에 의해서 얻어지는 신호 (A+C)로부
터 영역(113b, 113d)에서의 반사광의 검지에 의해서 얻어지는 신호 (B+D)를, 트랙킹 에러 신호는 신호 (A+D)로부
터 신호 (B+C)를, 각각 감산기(도시하지 않는다.)에 의해서 감산함으로써 얻어지며 재생 신호 증폭 회로(114)로 공급
된다.

그리고, 재생 신호 증폭 회로(114)는 공급되는 영역(554)의 재생 신호, 트랙킹 에러 신호 및 포커스 에러 신호 중 재
생 신호를 분리하여 동기 신호 생성 회로(577)에 공급하고, 트랙킹 에러 신호와 포커스 에러 신호를 서보 회로(111)
로 공급한다.

또한, 동기 신호 생성 회로(577)는 공급된 영역(554)의 재생 신호로부터 동기 신호를 생성한다.

    
도 79는 동기 신호 생성 회로(577)에서의 동기 신호의 생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
기 신호 생성 회로(577)는 비교기(601)와, PLL 회로(602)와, 클럭 생성 회로(603)를 포함한다. 단자(600)를 통해 
비교기(601)에 입력되는 도 78의 (a)에 도시되는 영역(554)의 재생 신호 S1은 비교기(601)에서 기준 전압과 비교되
며, 도 78의 (b)에 도시되는 신호 S2가 비교기(601)로부터 PLL 회로(602)에 공급된다. 그리고 PLL 회로(602)는 입
력되는 도 78의 (b)에 도시되는 신호 S2의 상승에 동기한 도 78의 (c)에 도시되는 타이밍 신호 TS를 클럭 생성 회로
(603)에 공급한다. 클럭 생성 회로(603)는 입력된 타이밍 신호 TS에 응답하여 도 78의 (d)에 도시되는 소정의 주파
수의 동기 신호 CLK를 생성하고, 단자(604)를 통해 서보 회로(111), 제어 회로(581), 및 신호 포맷 회로(586)로 공
급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영역(554, 554) 간에는 68바이트의 데이타가 기록되므로, 544비트에 대응하고 있
는 동기 신호 CLK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 78의 (d)에 도시되는 동기 신호 CLK는 도 78의 (c)에 도시되는 
타이밍 신호 TS 간에 544개의 클럭이 존재하는 신호가 된다.

이와 같이 하여, 동기 신호 CLK가 생성된 후 레이저 빔은 디스크(540)의 섹터(5411, 5412, 5413 …)에 도달하고, 
각 섹터의 선두에 워블(553)로서 기록된 어드레스 정보를 검출한다. 여기서, 어드레스 정보는 도 80의 (a)에 도시되는 
파형(610)을 '1', 도 80의 (b)에 도시되는 파형(611)을 '0'으로서 2상 변조에 의해 기록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10
11010]의 어드레스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워블 파형은 도 80의 (c)에 도시되는 파형(612)이 된다.

도 81의 (a), 도 81의 (b), 도 82는 워블(553)로서 기록되는 어드레스 정보의 검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8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학 헤드(112)에 포함되는 광 검출기(113)는 도 77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것이며, 신호 
(A+D)와 신호 (B+C)가 감산기(630)에 입력된다. 감산기(630)는 신호 (A+D)로부터 신호 (B+C)를 감산하고, 그 
결과를 워블(553)의 재생 신호로서 단자(631)를 통해 재생 신호 증폭 회로(114)에 공급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도 
80의 (c)에 도시되는 워블의 파형(612)에 대해서는 도 81의 (a)에 도시되는 재생 신호 SA1이 재생 신호 증폭 회로(
114)에 공급된다.
    

재생 신호 증폭 회로(114)는 공급되는 재생 신호를 어드레스 검출 회로(578)에 출력한다.

    
도 83은 어드레스 검출 회로(578)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8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검출 회로(578)는 
비교기(641)와 어드레스 디코더(642)를 포함하고, 예를 들면 단자(640)를 통해 입력된 도 81의 (a)에 도시되는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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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SA1은 비교기(641)에서 기준 전압과 비교되며, 도 81의 (b)에 도시되는 2치화 신호 SA2로 변환된다. 이 2치화 
신호 SA2는 어드레스 디코더(642)에 입력되며, 어드레스 디코더(642)는 이 2치화된 신호로부터 [101l010]의 어드
레스 정보를 판독한다. 이와 같이 하여 검출된 어드레스 정보는 단자(643)를 통해 제어 회로(581)로 공급된다.
    

한편, 서보 회로(111)는 입력되는 도 78의 (d)에 도시되는 동기 신호 CLK에 동기하여 스핀들 모터(120)를 소정의 회
전수로 회전시킴과 동시에, 트랙킹 에러 신호, 포커스 에러 신호에 의해 광학 헤드(112)에 포함되는 대물 렌즈를 트랙
킹 서보 제어 및 포커스 서보 제어한다.

또한, 제어 회로(581)는 어드레스 검출 회로(578)로부터 입력된 어드레스 정보에 기초하여, 도 78의 (d)에 도시되는 
동기 신호 CLK를 타이밍 설정 회로(583)에 공급한다.

    
타이밍 설정 회로(583)는 광학 헤드(112)에 포함되는 반도체 레이저에 의해 생성되는 레이저 빔을 펄스화하여 디스크
(540)에 조사하는 타이밍을 취하기 위한 제1 타이밍 펄스와, 자기 헤드(570)에 의해 디스크(540)에 펄스 자계를 인
가함과 동시에, 그 S/N극을 전환하기 위한 듀티비와 인가 타이밍을 결정하는 제2 타이밍 펄스를 제어 회로(581)로부
터 공급된 동기 신호 CLK에 응답하여 생성한다. 그리고, 제1 타이밍 펄스는 듀티(duty) 보정 회로(582)에, 제2 타이
밍 펄스는 자기 헤드 구동 회로(571)에 각각 공급된다. 여기서, 제1 타이밍 펄스는 제2 타이밍 펄스의 S/N극 전환 시
에는 레이저가 점등하지 않은 위상 관계가 되고 있다. 이것은 자계를 S극에서부터 N극으로 전환할 때에 어느 일정한 천
이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으로 레이저를 디스크에 조사하면 데이타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호 포맷 회로(586)는 동기 신호 생성 회로(577)로부터 공급된 동기 신호에 동기하여 기록하는 데이타를 포맷
하고 자기 헤드 구동 회로(571)로 공급한다.

또한, 자기 헤드 구동 회로(571)는 타이밍 설정 회로(583)로부터 공급된 제2 타이밍 펄스와 신호 포맷 회로(586)로
부터 공급된 데이타 신호와의 논리합을 연산하고, 그 연산 결과에 기초하여 자기 헤드(570)를 구동하고 데이타를 기록
한다.

또한, duty 보정 회로(582)는 타이밍 설정 회로(583)로부터 공급되는 제1 타이밍 펄스를 레이저 빔을 온 또는 오프하
는 소정의 듀티를 부가하여 레이저 구동 회로(119)에 공급하고, 레이저 구동 회로(119)는 공급된 제1 타이밍 펄스에 
응답하여 광학 헤드(112)에 포함되는 반도체 레이저를 구동한다. 이와 같이 하여, 펄스화된 레이저 빔이 디스크(540)
에 조사된다.

    
다음에, 데이타의 재생 동작을 도 7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광학 헤드(112)에 의해 650㎚의 파장을 갖는 레이저 빔이 
디스크(540)에 조사되며, 데이타 신호의 기록 시와 동일하도록 영역(554) 및 데이타 신호가 재생되며, 광 재생된 영역
(554) 및 워블(553)의 재생 신호, 에러 신호, 데이타 재생 신호가 모두 재생 신호 증폭 회로(114)로 공급된다. 이들의 
신호는 재생 신호 증폭 회로(114)에서 증폭된 후, 에러 신호는 서보 회로(111)로, 데이타 재생 신호는 저역 통과 회로
(579)로, 영역(554)의 재생 신호는 동기 신호 생성 회로(577)로, 워블(553)에 의한 재생 신호는 어드레스 검출 회로
(578)로 각각 공급된다.
    

제어 회로(581)는 어드레스 검출 회로(578)로부터 공급된 어드레스 정보에 기초하여, 도 78의 (d)에 도시되는 동기 
신호 CLK를 타이밍 설정 회로(583)와 A/D 변환기(580)에 공급한다.

그리고, 타이밍 설정 회로(583)는 광학 헤드(112)에 포함되는 반도체 레이저에 의해서 생성되는 레이저 빔을 디스크
(540)에 조사하는 타이밍을 결정하는 제1 타이밍 펄스를 제어 회로(581)로부터 입력되는 동기 신호 CLK에 따라 생성
하고 duty 보정 회로(582)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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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y 보정 회로(582)는 입력된 제1 타이밍 펄스를 레이저 빔을 온 또는 오프하는 소정의 듀티를 부가한 후에 레이저 
구동 회로(119)에 공급한다. 레이저 구동 회로(119)는 이 제1 타이밍 펄스에 따라서 광학 헤드(112)에 포함되는 반
도체 레이저를 구동하고, 펄스화된 레이저 빔이 디스크(540)에 조사된다. 또, 데이타 재생 시에는 디스크(540)에는 자
계는 인가되지 않는다.

한편, 저역 통과 회로(579)는 재생 신호 증폭 회로(114)로부터 공급되는 데이타 재생 신호의 고주파수 성분의 노이즈
를 제거하고, A/D 변환기(580)에 노이즈가 제거된 데이타 재생 신호를 공급한다.

A/D 변환기(580)는 이 데이타 재생 신호를 제어 회로(581)로부터 입력되는 동기 신호 CLK에 동기하여 A/D 변환하
고, 고역 통과 필터(584)로 디지탈 재생 신호를 공급한다.

고역 통과 필터(584)는 이 디지탈 재생 신호로부터 디스크(540)에서의 복굴절 등에 기인하는 저주파의 노이즈를 제거
하고, PRML(Partial Response Maximum Likely hood) 회로(585)에 디지탈 재생 신호를 공급한다.

그리고, PRML 회로(585)는 디지탈 재생 신호를 3치(3레벨) 판별하고 보다 정확하게 재생 데이타를 복조한다.

또, 상기한 데이타 재생 동작에서 동기 신호 생성 회로(577), 어드레스 검출 회로(578) 및 서보 회로(111)의 동작은 
데이타의 기록 시의 동작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상에 의해,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에 따르면 데이타 신호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영역의 그루브(555)의 양 측벽에
는 워블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루브(555)에서의 반사광의 편광 방향이 워블에 의해 영향을 받아 데이타 재
생 특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누설은 발생하지 않고 양호한 재생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동기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서 이용되는 그루브(551, 555)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영역(554)은 68바이트마다 설치되기 때문에 동기 신호를 확실
하게 생성할 수 있으며 데이타 신호의 기록 또는 재생에서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540)에서는 동기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그루브(551, 555) 간에 영역(55
4)이 형성되지만, 이러한 구조에 한하지 않고, 레이저 빔의 반사광의 강도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갖
는 기록 매체가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청구항1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2.

청구항2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3.

청구항3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4.

청구항4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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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5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6.

청구항6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7.

청구항7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8.

청구항8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9.

청구항9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10.

청구항10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11.

청구항11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12.

청구항12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13.

청구항13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14.

청구항14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15.

청구항15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16.

청구항16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17.

청구항17는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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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청구항18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19.

청구항19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20.

청구항20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21.

랜드와 그루브로 이루어진 기록, 재생 가능한 광디스크에 기록, 재생을 행하는 광디스크 장치에 있어서,

1개의 레이저 빔을 광디스크에 가이드하는 광학 수단과,

상기 랜드 또는 상기 그루브의 양측에 설치된 파인 클럭 마크를 검출하는 검출 수단과,

검출된 2개의 파인 클럭 마크의 피크를 검출하고, 검출된 2개의 피크 강도의 차를 연산하고, 연산된 결과를 트래킹 에
러 신호에 가산하는 오프셋 보정 회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장치.

청구항 22.

기록 매체에 있어서,

적어도 한쪽의 폭이 변화하는 랜드 및 제1 그루브를 포함한 어드레스 식별부와,

일정한 폭을 갖는 제2 그루브를 포함한 어드레스부와,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설치된 제3 그루브를 포함한 데이터 영역을 구비하고, 상기 데이터 영역은 2개의 어드레스 정
보에 의해 선택적으로 식별되고,

상기 제1, 제2, 및 제3 그루브는, 서로에 접속되고 또한 트래킹 방향으로 원주 상에 배열되고,

상기 제2 그루브는, 상기 데이터 영역에 대응하는 상기 2개의 어드레스 정보에 따라 워블링된 측벽을 가지며,

상기 어드레스 식별부는, 선택되어야 하는 상기 2개의 어드레스 정보 중의 하나를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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