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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보표면을광학적으로스캐닝하기위한광학유닛및상기광학유닛을포함하는광학스캐닝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프레임과, 발광원 유닛과, 회전거울 유닛과, 표면에 스캐닝 점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1>
을 포함하는, 표면을 광학적으로 스캐닝하기 위한 광학 유닛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매체, 특히 정보 또는 기록 매체의 표면을 광학적으로 스캐닝하기 위한 광학 유<2>
닛을 포함하는 광학 스캐닝 장치에 관한 것이며, 이 유닛은 프레임과, 발광원 유닛과, 회전 거울 유닛과, 
표면에 스캐닝 점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배경기술

광학 유닛과 이러한 유닛을 포함하는 장치는 US 4,901,297호에 공지되어 있다. 이 공지된 장치는 <3>
테이프  형상의  기록  매체로의  정보  기록  또는  이  매체로부터의  정보  판독을  위한  광자기  장치를 
포함한다. 스캐닝 점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 공지된 장치는 특히 레이저 발진기(oscillator)와, 접속 렌즈
(focusing lens)와, 프레임에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다각형 거울과, 보정 렌즈(correction lens)를 포
함한다. 이 공지된 장치는 정보를 기록하는 동안 자기장을 생성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한다. 기록하는 
동안 상기 기록매체는 광학 유닛에 대하여 이동되고, 매체의 이동 방향에 대해 거의 횡방향으로 향하는 
기록 트랙이 테이프 형상의 기록매체 상에 형성된다. 상기 레이저 발진기는 방출되는 레이저 빔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압전 구동 유닛 상에 장착되어 스캐닝되는 트랙에 스캐닝 점을 유지시키며, 이는 일반적으
로 트래킹(tracking)이라고 불린다. 광학적 관점에서, 상기 집속 렌즈는 레이저 발진기와 다각형 거울 사
이에 위치하고, 스캐닝 점이 상기 매체의 기록 또는 정보층에 위치되도록 상기 레이저 빔의 초점을 조정
하기 위하여 구동 유닛에 커플링된다. 광학적으로 보정 렌즈는 다각형 거울과 기록매체 사이에 배치된다.

공지된 장치를 사용하는 동안 레이저 발진기는 트래킹을 위해 선회되며, 이 선회는 방출되는 광<4>
선빔의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지된 구조의 단점은 사용되는 광학 시스템의 제한된 
필드 사이즈 때문에 선회 범위가 비교적 작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래킹은 단지 작은 범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따라서 기록매체의 비교적 작은 속도 편차만이 보정될 수 있다. 제한된 트래킹 범위를 보상하
기 위하여 상기 공지된 장치는 기록매체의 정밀한 속도 제어를 요구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캡스턴
(capstan)의 사용이 공지되어 있다.

공지 장치의 다른 단점은 기록 매체를 스캐닝하는 동안 레이저원과 집속 렌즈 둘다 트랙킹과 초<5>
점 조정(focusing)을 허용하기 위하여 이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다수의 
지지부재와 구동기는 복잡한 배열을 초래한다. 더욱이, 레이저원과 포커싱 렌즈의 이동이 요구되면 부가
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고, 이는 장치를 더 크게 한다. 또한 이동 가능하게 배치된 레이저원은 차폐, 열발
산, 전기적 접속에 관련된 특유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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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표면을 광학적으로 스캐닝하기 위한 광학 유닛을 제공하는 것이며, 상기 유닛<6>
은 그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상당한 거리에 걸쳐 스캐닝 점을 이동시킨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발명에 관련된 광학 유닛은, 상기 스캐닝 점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은 <7>
입사동(entrance pupil)과 광축을 갖는 대물렌즈 시스템과, 광학적 관점(optical point of view)에서 발
광원 유닛과 대물렌즈 시스템 사이에 위치하는 회전 거울 유닛과, 프레임에 대하여 대물렌즈 시스템을 이
동 가능하게 지지하도록 제공되며, 광축에 따른 대물렌즈 시스템의 종방향 이동과, 적어도 광축과 입사동
의 교차점과 거의 일치하는 피벗(pivot) 주위로 대물렌즈 시스템의 선회 운동을 허용하는 현가 수단, 및 
상기 운동들에 따라 대물렌즈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 제공되는 구동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입사동과 광축의 정의는 예를 들어 "The optical industry & systems directory", 1972-1973, 10<8>
판;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Optical, Electro - optical and Laser Technology, p. 6-27 and 
6-7 (본 명세서에서 참고문헌으로 통합되었다)을 참조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광학 유닛에 있어서 스캐닝 빔이 스캐닝 점을 형성하기 위하여 초점이 맞추어질 <9>
수 있고, 이 스캐닝 점은 대물렌즈 시스템이 지지 수단에 의하여 이동할 수 있으므로 표면에 걸쳐 이동될 
수 있다. 상기 레이저원 유닛은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프레임에 단순히 고정될 
수 있다. 상기 구동 수단은 대물렌즈 시스템이 초점을 맞추기 위해 스캐닝되는 표면을 가로지르는 방향으
로 이동되고, 상기 표면에 걸쳐 스캐닝 점을 이동하기 위하여 선회운동을 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앞에서 
정의한 선회축 주위의 선회는 빛의 손실과 상(image)의 장해를 방지한다.

상기 대물렌즈 시스템은 한 개 이상의 렌즈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광학 유닛의 하나<10>
의 중요한 장점은 렌즈나 렌즈들의 단지 필드의 중심의 적은 부분만이 사용되므로, 스캐닝되는 매체의 상
(image)의 영역에서 뒤틀림 (distortion)이 거의 없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잘 규정된 스캐닝 경로를 얻
을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광학 유닛에 사용되는 구성 방법(constructional measures)은 간단하게 수행될 <11>
수 있으며 제한된 공간만을 요구한다. 그 결과 컴팩트한 구조가 가능하다.

본 발명에 따른 광학 유닛에서 사용되는 거울 유닛은 공지된 바와 같은 거울 유닛일 수 있다. 적<12>
절한 거울 유닛은 EP 0,459,585호(PHN 13,343; 본 명세서에서 참고문헌으로 통합됨)에 개시되어 있으며 
전자기적으로 현가되어 있는 다각형 거울로 구성되며 전자기 구동력에 의하여 회전축 주위로 구동될 수 
있다. 이 다각형 거울로 회전축에 평행하게 연장하거나 또는 이 축에 대하여 45°의 각도로 연장하는 다
수의 예를 들어 여섯 개의 거울면을 갖는다. 광학적 관점에서, 본 발명에 따른 유닛의 상기 다각형 거울
은 발광원과 대물렌즈 시스템 사이에 위치한다. 이 다각형 거울이 회전함에 따라, 거울면은 대물렌즈 시
스템으로 편향하도록 레이저원으로부터 방출되는 광선 빔을 반사한다.

본 발명에 따른 광학 유닛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현가 수단은 입사동 가까이에 위치하는 제 1 <13>
현가 유닛과, 광축을 따라서 보았을 때, 입사동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제 2 현가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현가 유닛들은 상기 대물렌즈 시스템을 프레임에 연결하고 상기 대물렌즈 시스템의 종방향 이동과 광축에 
횡방향으로 및 적어도 실질적으로 입사동 내에 배치되는 선회축 주위로의 대물렌즈 시스템의 선회운동을 
허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현가 수단은 적합하게는 대물렌즈 시스템과 프레임 사이로 연장하는 
블레이드 스프링, 탄성 와이어 또는 일체식 힌지 유닛과 같은 힌지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와 같은 요소들
을 포함하는 현가 수단은 단순한 구조를 가지며 신뢰성과 정확성을 갖는다. 대안적으로, 입사동 가까이에 
배치된 현가 유닛은 슬라이딩/선회 현가 요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유닛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구동수단은 전기 코일 유닛과 영구 자석 유닛을 <14>
포함하는 전자기 수단이며, 상기 유닛들 중 하나는 대물렌즈 시스템에 고정되고 다른 하나는 프레임에 고
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동되는 질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구자석을 프레임에 고정하고 코일을 
대물렌즈 시스템에 고정하는 것이 적합하며, 작동 중인 상기 코일은 상기 영구자석과 협동하여 대물렌즈 
시스템이 잘 규정된 운동을 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규정한 종류의 장치를 단순화하고 보다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다.<15>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르는 광학 장치에 있어서, 스캐닝될 표면상에 스캐닝 점을 형<16>
성하기 위한 수단은 입사동과 광축을 갖는 대물렌즈 시스템과, 광학적 관점에서 발광원 유닛과 대물렌즈 
시스템 사이에 위치하는 회전 거울 유닛과, 프레임에 대하여 대물렌즈 시스템을 이동 가능하게 지지하도
록 제공되며, 광축에 따른 대물렌즈 시스템의 종방향 이동과, 적어도 광축과 입사동의 교차점과 거의 일
치하는 피벗 주위로 대물렌즈 시스템의 선회 운동을 허용하는 현가 수단과, 상기 운동들에 따라 대물렌즈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 제공되는 구동 수단, 및 스캐닝될 표면과 광학 유닛을 서로에 대해 이동시키기 
위해 제공되는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는  장치는  본  발명에  따른  광학  유닛에  대하여  언급한  것과  동일한  장점을 <17>
갖는다.

본 발명은 상기 규정한 종류의 스캐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기 장치는 <18>
스캐닝되는 매체의 이동 속도에 상당한 편차에 있는 경우에도 트래킹이 만족스럽게 수행되는 것을 보장한
다.

본 발명에 따른 광학 스캐닝 장치에 있어서, 상기 스캐닝 점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은 입사동과 <19>
광축을 갖는 대물렌즈 시스템과, 광학적 관점에서 발광원 유닛과 대물렌즈 시스템 사이에 위치하는 회전 
거울 유닛과, 프레임에 대하여 대물렌즈 시스템을 이동 가능하게 지지하도록 제공되며, 광축에 따른 대물
렌즈 시스템의 종방향 이동과, 적어도 광축과 입사동의 교차점과 거의 일치하는 피벗 주위로 대물렌즈 시
스템의 선회 운동을 허용하는 현가 수단, 및 상기 운동들에 따라 대물렌즈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 제공
되는 구동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현가 수단은 입사동 가까이에 위치하는 제 1 현가 유닛과, 광축을 따라
서 보았을 때, 입사동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제 2 현가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현가 유닛들은 상기 대물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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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시스템을 프레임에 연결하고 상기 대물렌즈 시스템의 종방향 이동과 광축에 횡방향으로 및 적어도 실
질적으로 입사동 내에 배치되는 선회축 주위로의 대물렌즈 시스템의 선회 운동을 허용하며, 정보 표면을 
포함하는 광학 테이프를 상기 대물렌즈 시스템을 통해 이동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테이프 구동 수단을 추
가로 포함하며, 상기 광학 테이프의 일부는 대물렌즈 시스템의 선회축에 대해 적어도 거의 수직으로 연장
하는 테이프 이송 방향을 갖는 대물렌즈 시스템과 대면(face)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는 스캐닝 장치는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는 광학 유닛과 관련하여 제시된 것과 동<20>
일한 장점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상기 스캐닝 장치는 테이프 방향에서 보았을 때, 스캐닝 점과 광학 테
이프 사이에서 일정한 속도 차이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스캐닝 점의 실질적인 왕복운동에 의하여 일
어날 수 있다. 다른 중요한 장점은 광학 테이프에 대해 캡스턴이 없는 구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적인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우기, 본 실시예는 광학 테이프의 스캐닝 표면 상에 스캐닝 점
의 잘 규정된 선형 왕복운동을 허용하며, 이 왕복운동은 테이프의 이동 방향에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향하
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상기 광학 스캐닝 장치는 가령 카세트 테이프와 같은 광학 기록 테이프로/테이프<21>
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기록 및/또는 판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 또는 유사 테이프 매체는 그 구조가 기록되는 동안 레이저 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결정화된 비
정질 재료(상천이 물질)의 얇은 피막을 구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보는 표면(정보 또는 기록 표면)에 
저장된다. EF 0,459,585호에 공지된 다각형 거울은 이러한 목적에 매우 적합하다. 그와 같은 전자기적 현
가에 의하여, 다수의 거울면을 갖는 다각형 거울은 예를 들어 초당 수천회로 매우 빠르게 회전할 수 있으
며, 따라서 매회 상기 거울은 다른 각으로 레이저원으로부터의 방사빔을 반사한다. 상기 스캐닝 장치는 
저장 매체의 이동방향에 횡방향으로 예를 들어 1mm의 길이를 갖는 정보 트랙을 기록할 수 있다. 본 발명
에 따르는 스캐닝 장치에서, 기록되는 동안 광학 테이프와 광학 유닛은 상대이동하므로 테이프에 횡방향
으로 향해진 평행한 정보 트랙의 열을 형성할 수 있으며, 상기 열은 테이프의 길이 방향으로 연장한다. 
유사한 방법으로 판독이 수행되며, 공지된 바와 같이 테이프에 의하여 반사된 방사광이 검출 수단에 의하
여 검출 및 처리된다.

본 발명에 따르는 스캐닝 장치는 영상과 음향을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22>
다. 상기 스캐닝 장치는 또한 데이터 저장 또는 예를 들어 의학 정보를 저장하기에 적합하다. 거울 유닛
의 고속 회전에서 특히 상기 다각형 거울에 있어서, 정보 매체의 이동방향의 힁방향으로 향해진 기록 트
랙에 고밀도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광학 유닛은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른 스캐닝 장치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23>
라, 예를 들어 주사 현미경(scanning microscope)과 같은 다른 광학 장치에도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도면을 참조하여 실시예를 통해 더욱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24>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관련된 광학 유닛을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개략적 사시도.<25>

실시예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스캐닝 장치는 본 발명에 따른 광학 유닛(1)과 테이프 구동 <26>
유닛(3)을 포함한다. 이 테이프 구동 유닛(3)은 구동 릴(5)과 다른 구동 릴(7)로 구성되며, 테이프 구동 
유닛(3)은 광학 테이프(9)가 릴(7)로부터 릴(5)로 이동하도록 작용한다. 상기 테이프(9)는 그 위치에서 

테이프 이동방향이  인 테이프 가이드(11)를 지나서 이동한다. 본 실시예에서 릴(5) 및 릴(7) 모두는 
가능한 한 일정한 테이프 장력을 보장하도록 구동된다.

상기 광학 유닛(1)은 광학 테이프(9)를 광학적으로 스캐닝하기 위하여 제공되며 특히 테이프(9) <27>
상에 위치하는 정보 표면을 스캐닝한다. 상기 광학 유닛(1)은 프레임(13)과, 이 프레임(13)에 고정되고 
특히 레이저원을 포함하는 발광원 유닛 (15), 특히 다각형 거울이며 축(17a)에 대하여 회전 가능하며 거
울면(17b)을 갖는 거울 유닛(17)과, 대물렌즈 시스템(19)을 포함한다. 상기 축(17a)은 프레임(13)에 지지
된다. 상기 대물렌즈 시스템(19)은 적어도 하나의 대물렌즈를 포함하고 특히 발광원 유닛과 의하여 생성
된 방사빔이 테이프(9)의 정보 표면 상에 스캐닝 점(23)을 형성하도록 포커싱하도록 작용된다. 상기 대물
렌즈 시스템(19)은 광축(19a)과 거울 유닛(17)의 거울면(17b) 상에 위치하는 입사동(19b)을 갖는다.

상기 대물렌즈 시스템(19)은 프레임(13)에 대하여 광축(19a)과 입사동(19b)상에 위치하는 원점 0 <28>
를 가지며 광학축(19a)과 일치하는 X 축을 갖는 직교 좌표축 XYZ의 계로 보았을 때, Z 축을 중심으로 선
회운동과 X 축을 따라 종방향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이동은 금지된다. 본 장치에서 상기 테이프 이동 방

향  는 Y 축에 평행하다. 허용되는 선회와 종방향 이동은 광학 테이프의 작고 큰 속도 편차와 위치 편
차를 각각 효과적으로 보정할 수 있다.

허용되는 운동 즉 선회운동과 종방향 이동은 입사동(19b) 가까이에 위치하는 제 1 현가 유닛과 <29>
입사동보다 테이프 가이드(11)에 더 가깝게 위치된 제 2 현가 유닛에 의해 수행된다. 본 실시예에서 두 
개의 현가 유닛은 두 개의 봉형 힌지 부재 (25a, 25b, 27a, 27b; rod-shaped hinge element)를 포함하며 
각각 프레임(13) 및 대물렌즈 시스템(19)에 고정된다. 상기 힌지 부재(25a, 27a, 27b)는 Z 축에 평행하게 
연장하고 힌지 부재(25b)는 Y 축에 평행하게 연장한다. 가늘고 긴 힌지 부재는 횡방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유연성을 갖지만 종방향 방향에 대해서는 강성이다. 이러한 결과로, 사용된 상기 현가 수단은 대물렌즈 
시스템(19)의 허용될 수 없는 운동을 효과적으로 구속할 수 있다.

트래킹 및 포커싱하기 위하여 대물렌즈 시스템(19)을 구동하도록, 본 발명에 따른 광학 유닛(1)<30>
은 전자기 구동 수단을 포함한다. 이들 구동 수단은 대물렌즈 시스템(19)에 고정되고 두 개의 편평한 전
기 코일(29a, 29b)을 포함하는 하나의 코일 유닛과, 프레임(13)에 고정되는 하나의 영구자석 유닛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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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영구자석 유닛은 코일(29a, 29b)과 각각 자기적인 협동을 위하여 두 개의 요크부(31a, 31b)로 
구성된다. 각각의 요크부(31a, 31b)는 각각 영구자석(31a1, 31b1)을 포함한다. 코일(29a)이 여자되면 대
물렌즈 시스템(19)은 광축(19a)과 동일한 X 축에 평행하며 초점 조정을 위해 시스템(19)을 병진시키는 구
동력을 받는다. 코일(29b)이 여자되었을 때 대물렌즈 시스템(19)은 Y 축에 평행하게 향해지고 트래킹을 
위하여 시스템 (19)을 Z 축에 대하여 선회시키는 구동력을 받는다. 테이프 속도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대물렌즈와 테이프 사이의 거리는 저속에서만 변화하므로, 초점 조정 제어를 위한 대역폭(bandwidth)을 
작게 할 수 있다. 트래킹을 위해서는 약간 큰 대역폭이 필요하다.

레이저원에 부가하여, 상술한 유닛(15)은 광학 테이프(9)로부터 반사되는 방사빔에 존재하는 정<31>
보 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신호 검출기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검출기는 전기 코일(29a, 29b)을 구동하기 
위한 에러 신호의 검출 위하여 구비될 수도 있다. 상기 유닛(15)은 또한 시준 렌즈(collimator lens), 분
할 거울 (dividing mirror)이나 회절 격자(grating)와 같은 광학 부재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광학 유닛(1)은 다각형 거울(17)의 위치 및/또는 방향을 검지하기 위한 검출 시스템을 포함<32>
한다.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그와 같은 검출 시스템은 양호하게는 EF 0,459,586호(PHN 13.344, 본 명세서
에서 참고문헌으로서 통합된다)에 공개된 광학 검출 시스템이다. 이 검출 시스템은 방사선 점(radiation 
spot)을 다각형 거울의 위치와 기울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방사선-감지 검출 
부재(radiation-sensitive detection element)를 포함한다. 처리 유닛이 이러한 정보를 해석하고, 그 후
에 보정을 위한 출력 신호가 다각형 거울(17)의 전자기적 현가장치에 적용된다.

본 발명은 본 명세서에 개시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현가 수단과 구<33>
동 수단은 도시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실시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레임, 발광원 유닛, 회전 거울 유닛, 및 표면 상에 스캐닝 점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
되는, 표면을 광학적으로 스캐닝하기 위한 광학 유닛에 있어서,

상기 스캐닝 점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은 입사동과 광축을 갖는 대물렌즈 시스템과; 광학적 관점
에서 발광원 유닛과 대물렌즈 시스템 사이에 위치하는 회전 거울 유닛과; 프레임에 대하여 대물렌즈 시스
템을 이동 가능하게 지지하도록 제공되며, 광축에 따른 대물렌즈 시스템의 종방향 이동과, 적어도 광축과 
입사동의 교차점과 거의 일치하는 피벗 주위로 대물렌즈 시스템의 선회 운동을 허용하는 현가 수단; 및 
상기 운동들에 따라 대물렌즈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 제공되는 구동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광학 유닛.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현가 수단은 입사동 가까이에 위치하는 제 1 현가 유닛과, 광축을 따라서 
보았을 때, 입사동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제 2 현가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현가 유닛들은 상기 대물렌즈 
시스템을 프레임에 연결하고 상기 대물렌즈 시스템의 종방향 이동과 광축에 횡방향으로 및 적어도 실질적
으로 입사동 내에 배치되는 선회축 주위로의 대물렌즈 시스템의 선회 운동을 허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광학 유닛.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수단은 전기 코일 유닛과 영구 자석 유닛을 포함하는 
전자기 수단이며, 상기 유닛들 중 하나는 대물렌즈 시스템에 고정되고 다른 하나는 프레임에 고정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유닛.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 수단은 입사동으로부터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유닛.

청구항 5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광학 유닛을 포함하며, 스캐닝될 표면과 광학 유닛을 서로에 대해 이
동시키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장치.

청구항 6 

제 2항에 따른 광학 유닛을 포함하고, 광학 테이프를 광학 유닛의 대물렌즈 시스템을 통해 이동
시키기 위한 테이프 구동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며, 광학 테이프는 스캐닝될 표면을 형성하는 정보 표면을 
포함하며, 광학 테이프의 일부는 대물렌즈 시스템의 선회축에 대해 적어도 거의 수직으로 연장하는 테이
프 이송 방향을 갖는 대물렌즈 시스템과 대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스캐닝 장치.

요약

본 발명은 표면, 특히 기록 매체(9)의 정보 표면을 광학적으로 스캐닝하기 위한 광학 유닛(1)에 
대한 것이다. 상기 유닛은 프레임(13)과, 발광원 유닛(15)과, 회전 거울 유닛(17)과, 그리고 정보 표면에 
스캐닝 점을 형성하기 위한 대물렌즈 시스템(19)으로 구성되며, 상기 대물렌즈 시스템은 입사동(19b)과 
광축(19a)을 갖는다. 광학적 관점에서 상기 회전 거울 유닛은 발광원 유닛과 대물렌즈 시스템 사이에 위
치하며, 현가 수단은 대물렌즈 시스템을 프레임에 대해 이동 가능하게 지지하도록 제공된다. 이 현가 수
단은 광축에 따른 대물렌즈 시스템의 종방향 이동과, 광축과 입사동의 교차점에 적어도 거의 일치하는 피
벗 주위로 대물렌즈 시스템의 선회 운동을 허용한다. 구동 수단은 상기 운동들에 따라 대물렌즈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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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한다.

대표도

도1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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