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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응확산을 이용한 기록방법, 이 방법을 이용한 기록매체및 이 기록매체를 이용한 기록재생장치

요약

레이저 빔에 의해 유전체층과 기록층의 반응확산을 발생시켜 상변화 방법 및/또는 광자기 방법의 기록이 가능한 기록

방법, 이 방법을 이용한 기록매체 및 이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된 정보를 재생할 수 있는 기록재생장치를 

제공한다. 기록층과 유전체층의 반응확산에 의한 광상수(光常數)의 흡수계수 변화를 이용하여 상변화 방식에 의해 기

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는 기록방법, 기록층과 유전체층의 반응확산시, 자기 스핀 방향의 변화를 발생시켜 광자기 방

식에 의해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는 기록방법 및 기록층과 유전체층의 반응확산시, 반응확산 부분이 부풀어 올라 

볼록해지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에 의해 달성되며, 이 

방법을 이용한 기록매체 및 이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된 정보를 재생할 수 있는 기록재생장치에 의해 달

성된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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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반응확산을 이용한 기록방법, 이 방법을 이용한 기록매체 및 이 기록매체를 이용한 기록재생장치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레이저 빔에 의해 유전체층과 희토류 천이금속 또는 희토류 금속과 천이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기록층의 반응확산을 이용하여, 상변화 방법 및/또는 광자기 방법의 기록이 가능한 반응확산을 이용한 기록방법, 이 

방법을 이용한 기록매체, 및 이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이 기록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할 수 있는 기록재생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의 기록매체는 크게 광자기(光磁氣) 방식의 기록매체와 상변화(相變化) 방식의 기록매체로 나눌 수 있다. 광자기 

방식의 기록매체는 MD(Mini Disk)와 같이 자성체에 직선편광을 입사시키면, 정보가 자성체의 자화 크기 및 자화 방

향에 따라 그 반사광이 회전하는 현상인 자기의 커 효과(Kerr effect)를 이용한 재생을 고려한 기록매체이다. 상변화 

방식의 기록매체는 DVD(digital versatile disk)와 같이 기록매체의 기록된 부분과 기록되지 않는 부분의 비정질과 

결정질의 결정 상태에 따른 광상수의 흡수계수의 차에 의해 발생되는 반사율의 차를 이용한 재생을 고려한 기록매체

이다.

도 1은 종래의 광자기 방식의 기록매체와 기록원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록매체는 반사

층 역할의 알루미늄(Al)층(111)(은(Ag)층을 사용할 수도 있다), SiN과 같은 유전체의 유전체층(112), TbFeCo와 같

은 자성체의 기록층(113), SiN과 같은 유전체의 유전체층(114),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층(115)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를 갖는다. 이 기록매체에 약 5mW 정도의 출력을 갖는 레이저(118)로부터의 레이저 빔을 수

속 렌즈(119)로 수속(收束)하고, 기록매체에 조사하여 기록층을 200℃∼400℃로 가열함과 동시에 전류원(117)으로

부터 전류가 인가되는 자기 코일(116)에 의해 레이저 빔이 조사되는 부분에 자계를 발생시키고, 기록되지 않은 상태

에서의 자기 스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 스핀의 방향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광자기 방식으로 기록된 정보를 광

자기 방식으로 재생할 수 있다. 여기서, 기록되지 않는 부분의 자기 스핀 방향은 아랫방향으로, 그리고 기록된 부분의 

자기 스핀 방향은 윗방향으로 나타내었다.

도 2는 종래의 상변화 방식의 기록매체와 기록원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록매체는 반사

층 역할의 Al층(121)(Ag층을 사용할 수도 있음), ZnS- SiO 2 와 같은 유전체의 유전체층(122), GeSbTe와 같은 기

록층(123), ZnS- SiO 2 와 같은 유전체의 유전체층(124),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층(125)이 순차적 으로 적층된 구

조를 갖는다. 또한, 기록층(123)과 유전체층(122, 124) 간의 반응확산을 정지하기 위해 기록층(123)과 유전체층(122

, 124) 사이에 보호막을 형성해도 된다. 이 기록매체에 약 10∼15mW 정도의 출력을 갖는 레이저(128)로부터의 레이

저 빔을 수속 렌즈(129)로 수속하고, 기록매체에 조사하여 기록층(122)을 약 600℃로 가열시켜 레이저 빔이 조사된 

부분을 비정질로 변환함으로써 광상수(n, k)의 굴절율(n)의 변화에 관계없이 흡수계수(k)를 작게 한다. 따라서, 상변

화 방식으로 기록된 정보를 상변화 방식으로 재생할 수 있다. 여기서, 흡수계수(k)가 작아진다는 것은 정보의 기록을 

위하여 레이저 빔이 조사된 비정질 부분의 투명도가 커져 반사율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록되지 않

은 부분인 기록층의 결정질 부분의 흡수계수는 약 3.0 정도이지만, 레이저 빔이 조사되어 정보가 기록된 비정질 부분

의 흡수계수는 약 1.5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 광자기 방식의 기록매체와 상변화 방식의 기록매체는 서로 다르다. 이 때문에, 광자기 방식과 상변화 방

식은 각각 서로 다른 기록매체를 이용하고 있다.

상변화 방식의 일종으로 미소(微小) 마크를 이용하여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회절 

한계 이하에서 재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를 

이용한 재생방식은 “Applied Physics Letters, Vol. 73, No.15, Oct.1998' 및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

s, Vol. 39, Part I, No.2B, 2000, pp. 980- 981'에 개시되어 있다.

도 3은 종래의 초해상도 근접장(super resolution near field) 구조를 이용한 기록매체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록매체는 ZnS- SiO 2 와 같은 유전체의 유전체층(132-2), GeSbTe와 같은 기록층(133), 보호

막의 역할을 하는 ZnS-SiO 2 또는 SiN과 같은 유전체의 유전체층(134-2), Sb 또는 AgOx의 마스크층(137-2), ZnS

- SiO 2 또는 SiN과 같은 유전체의 유전체층(134-1),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층(135)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를 

갖는다. 여기서, 마스크층(137-2)이 Sb인 경우, 마스크층(137-2)에 접하는 유전체층(134-1, 134-2)은 SiN이고, 마

스크층(137-2)이 AgOx인 경우, 마스크층(137-2)에 접하는 유전체층(134-1, 134-2)는 ZnS-SiO 2 이다. 이 기록

매체에 약 10∼15mW 정도의 출력을 갖는 레이저(138)로부터의 레이저 빔을 수속 렌즈(139)에 수속하고,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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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사하여 기록층(133)을 약 600℃로 가열시켜 레이저 빔이 조사되는 부분을 비정질로 변환함으로써 광상수(n, k)

에서의 굴절율(n)의 변화에 관계없이 흡수계수(k)를 작게 한다. 이 때, 레이저 빔이 조사된 Sb 또는 AgOx의 마스크층

(137-2)은 Sb 결정의 변화 또는 AgOx의 분해가 발생하여 기록층에 대하여 프로브(probe)의 역할을 하게 되어 근접

장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회절 한계 이하의 미소 마크의 재생이 가능하게 되어, 고기록 밀도의 기록매체로부터도 

정보를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로 재생할 수 있다.

그러나,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는 마스크층과 기록층의 천이온도가 유사하기 때문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할 때, 열안

전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마스크층의 천이온도를 낮추는 방법과 기록층의 천

이온도 를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마스크층과 기록층의 천이온도의 차를 내는 것은 재료의 특성상 용이하지 않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레이저 빔의 조사에 의해 유전체층과 기록층을 반응확산시켜 상변화 방법 및/또는 광자기 방법의 기록이 

가능한 반응확산을 이용한 기록방법, 이 방법을 이용한 기록매체, 및 이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여 기록매체에 기

록된 정보를 재생할 수 있는 기록재생장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하나의 기록매체로 광자기 기록 재생방식과

상변화 기록 재생방식의 모두에 적용하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로 재생시 마스크층과 기

록층의 천이온도의 유사성에 기인하여 나타난 열안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회절 한계 이하에서 재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서, 청구항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록층과 유전체층의 반응확산에 의한 광상수의 흡수계수를 변

화시켜 상변화 방식에 의해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이 제공된다.

청구항 1의 상변화방식 기록방법의 특정 구현예에 있어서, 청구항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기록층은 희토류 천이

금속으로 형성된다. 이 경우, 청구항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희토류 천이금속은 TbFeCo일 수 있다.

청구항 1의 상변화방식 기록방법의 다른 특정 구현예에 있어서, 청구항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기록층은 희토류 

금속과 천이금속의 합금으로 형성된다.

청구항 1 내지 4 중 어느 하나의 상변화방식 기록방법의 다른 특정 구현예에 있어서, 청구항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반응확산은 490℃-580℃의 온도에서 일어난다.

청구항 1 내지 5 중 어느 한 항의 상변화방식 기록방법의 다른 특정 구현예에 있어서, 청구항 6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유전체층을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 Sb의 마스크층 및 유전체층이 상기 기록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

조로 함으로써, 상기 반응확산시의 상기 기록층과 상기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의 반응확산과 상기 마스크층의 결정 

변화를 이용하여 기록된 정보를 회절 한계 이하에서 재생할 수 있다.

청구항 1 내지 5 중 어느 한 항의 상변화방식 기록방법의 다른 구현예에 있어서, 청구항 7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유전체층을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 AgOx의 마스크층 및 유전체층이 상기 기록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

로 함으로써, 상기 반응확산시의 상기 기록층과 상기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의 반응확산 및 상기 마스크층의 분해를

이용하여 기록된 정보를 회절 한계 이하에서 재생할 수 있다.

청구항 1 내지 5 중 어느 한 항의 상변화방식 기록방법의 다른 구현예에 있어서, 청구항 8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기록층과 상기 유전체층은 동시성막에 의해 형성됨으로써, 재료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구조를 갖는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있어서, 청구항 9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록층과 유전체층의 반응확산시, 자기 스핀 방향의 변

화를 발생시켜 광자기 방식에 의해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응확산을 이용한 기록방법이 

제공된 다.

청구항 9의 광자기 방식 기록방법의 특정 구현예에 있어서, 청구항 10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기록층과 상기 유전

체층은 동시성막에 의해 형성됨으로써, 상기 기록층 재료 및 상기 유전체층 재료를 포함하는 혼합구조를 갖는다.

청구항 9 또는 10의 광자기 방식 기록방법의 다른 특정 구현예에 있어서, 청구항 1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기록

층은 희토류 천이금속으로 형성된다. 이 경우, 청구항 1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희토류 천이금속은 TbFeCo일 수 

있다.

청구항 9 또는 10의 광자기 방식 기록방법의 다른 특정 구현예에 있어서, 청구항 1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기록

층은 희토류 금속과 천이금속의 합금으로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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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내지 13 중 어느 한 항의 광자기 방식 기록방법의 다른 특정 구현예에 있어서, 청구항 14에 기재된 바와 같

이, 상기 반응확산은 400℃-490℃의 온도에서 일어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있어서, 청구항 15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록층과 유전체층의 반응확산시 반응확산 부분이 부

풀어 올라 볼록해지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응확산을 이용한 

기록방법이 제공된다.

청구항 15의 기록방법의 특정 구현예에 있어서, 청구항 16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기록층은 희토류 천이금속으로 

형성된다. 이 경우, 청구항 17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희토류 천이금속은 TbFeCo일 수 있다.

청구항 15의 기록방법의 다른 특정 구현예에 있어서, 청구항 18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기록층은 희토류 금속과 

천이금속의 합금으로 형성된다.

청구항 15 내지 18 중 어느 한 항의 기록방법의 다른 특정 구현예에 있어서, 청구항 19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반

응확산은 400℃-490℃의 온도에서 일어난다.

청구항 15 내지 19 중 어느 한 항의 기록방법의 다른 특정 구현예에 있어서, 청구항 20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유

전체층을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 Sb의 마스크층 및 유전체층이 상기 기록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로 함

으로써, 상기 반응확산시의 상기 기록층과 상기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의 반응확산과 상기 마스크층의 결정 변화를 

이용하여 기록된 정보를 회절 한계 이하에서 재생할 수 있다.

청구항 15 내지 19 중 어느 한 항의 기록방법의 다른 특정 구현예에 있어서, 청구항 2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유

전체층을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 AgOx의 마스크층 및 유전체층이 상기 기록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로

함으로써, 상기 반응확산시의 상기 기록층과 상기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의 반응확산 및 상기 마스크층의 분해를 이

용하여 기록된 정보를 회절 한계 이하에서 재생할 수 있다.

청구항 15 내지 19 중 어느 한 항의 기록방법의 다른 특정 구현예에 있어서, 청구항 2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기

록층과 상기 유전체층은 동시성막에 의해 형성됨으로써, 상기 기록층 재료 및 상기 유전체층 재료를 포함하는 혼합구

조를 갖 는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있어서, 청구항 23 내지 4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항 1 내지 22 중 어느 하나의 기록방법을

이용하여 기록된 기록매체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있어서, 청구항 45 내지 66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항 23 내지 44의 기록매체용의 

기록재생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기록재생장치는 상변화 기록재생장치이거나 또는 광자기 기록재생장치이

다.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는 상변화 방식에 의해 기록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상변화 기록 재생 방법 또는 광자기 기

록 재생 방법을 이용하여 재생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기록재생장치는 기록층과 유전체층의 반응확산시 반응확산

부분이 부풀어 올라 볼록해지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할 수도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광자기 방식의 기록매체와 기록원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종래의 상변화 방식의 기록매체와 기록원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종래의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를 이용한 기록매체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매체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기록층과 유전체층의 반응확산에 의한 기록층과 유전체층의 구조변화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a) 및 도 6(b)는 각각 온도에 따른 기록층의 황의 확산농도 및 산소의 확산 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기록매체에 의한 성능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도 7(a)는 기록 전력에 따른 변조(modulation) 특성,

도 7(b)는 변조 측정 샘플의 AFM(Atomic Force Microscope)사진, 및 7(c)는 마크 길이에 따른 CNR(Carrier to No

ise Rati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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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본 발명의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에 의한 기록매체의 성능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도 8(a)는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의 기록매체의 마크 길이에 따른 CNR, 도 8(b)는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의 기록매체의 재생 회수에 따른 CNR, 도

8(c)는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의 기록매체의 재생시 레이저 빔 전력에 따른 CNR, 및 도 8d는 본 발명에 의한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의 기록매체의 기록 마크 상태이다.

도 9(a)는 본 발명에 따른 반응확산에 의한 기록을 상변화 방식으로 기록하고, 상변화 방식 및 광자기 방식의 재생에 

따른 CNR이며, 도 9(b)는 본 발명에 따른 반응확산에 의한 기록을 상변화 방식 및 광자기 방식으로 기록하고, 상변화

방식 및 광자기 방식의 재생에 따른 CNR이다.

실시예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여 종래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과제를 실행하는 본 발명 구성과 그 작용을 첨부 도면에 의

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매체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록매체는 반사층의 역할의 Al층(221)(Ag층을 사용할 수도 있음), ZnS-SiO 2 와 같은 유

전체의 유전체층(222), 산소와 황에 대하여 친 화력과 반응력이 큰 TbFeCo와 같은 자성체의 기록층(223), ZnS- SiO

2 와 같은 유전체의 유전체층(224),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층(225)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를 갖는다. 기록층의 

재료는, 희토류 천이금속 또는 희토류 금속과 천이금속의 합금과 같이, 유전체층과 반응확산하여 황화물이나 산화물

을 형성할 수 있는 재료이다. 이들 재료는 광자기 재료, Ag-Zn, Ag-Zn, W, W-Fe, W-Se, Fe 등이 있다.

도 4와 같은 구성의 기록매체에 상변화 방식으로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10~15mW 정도의 출력을 갖는 파장 635n

m의 적색 또는 파장 405nm의 청색 레이저(128)로부터의 레이저 빔을 수속 렌즈(129)로 수속하여 기록매체에 조사

함으로써, 기록층을 490℃∼540℃로 가열하여 기록층(223)과 유전체층(222, 224)을 반응확산시킨다. 이 때, 반응과

확산은 모두 발생한다. 반응확산된 기록층에서는 광상수(n, k)의 흡수계수 k는 거의 0으로 낮아지고, 레이저 빔이 조

사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광상수(n, k)의 흡수계수 k는 약 4이기 때문에, 상변화 방식에 의해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기록매체의 다른 구현예는 도 3에 도시된 것과 같은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반사층 역할의 Al층(221)을 도 4이 기록매체로부터 제거하고, 유전체층(224) 대신에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 Sb 또

는 AgOx의 마스크층 및 유전체층이 기록층(223)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레이저 빔 

조사시의 기록층(223)과 이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의 반응확산과, 이 마스크층이 Sb인 경우에 발생하는 결정 변화 

또는 AgOx인 경우에 발생하는 분해를 이용하여, 기록된 정보를 회절 한계 이하에서 재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마스크

층의 Sb 또는 AgOx와 기록층의 TbFeCo의 천이온도의 차가 크기 때문에, 종래의 열안전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

록매체로부터 정보를 재생할 수 있다. 마스크층의 결정 변화에 의한 부분은 재생시, 프로브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마

스크층이 Sb인 경우는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 및 마스크층과 접하는 유전체층은 SiN이고, 마스크층이 AgOx인 경

우는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 및 마스크층과 접하는 유전체층은 ZnS- SiO 2 이다.

도 4와 같은 구성의 기록매체에 광자기 방식으로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10∼15mW 정도의 출력을 갖는 파장 635

nm의 적색 또는 파장 405nm의 레이저(118)로부터의 레이저 빔을 수속 렌즈(119)로 수속하여 기록매체에 조사함으

로써, 기록층을 400℃∼490℃로 가열하여 기록층(223)과 유전체층(222, 224)을 반응확산시킴과 동시에 전류원(117

)으로부터 전류가 인가된 자기 코일(116)에 의해 레이저 빔이 조사되는 부분에 자계를 발생시키고, 기록되지 않은 상

태에서의 자기 스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 스핀의 방향을 변화시킨다. 이 때, 반응은 일어나지만 확산은 거의 일

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반응확산이 이루어져 자기 스핀 방향이 변화된 기록층과 레이저 빔이 조사되지 않는 부분의

자기 스핀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광자기 방식에 의해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도 4와 같은 구성의 기록매체에 상변화 방식으로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10∼15mW 정도의 출력을 갖는 

파장 635nm의 적색 또는 파장 405nm의 청색 레이저(128)로부터의 레이저 빔을 수속 렌즈(129)에 수속하여 기록매

체에 조사함으로써, 기록층을 400℃∼490℃로 가열하여 기록층(223)과 유전체층(222, 224)을 반응확산시킨다. 이 

때, 반응은 일어나지만 확산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레이저 빔이 조사된 기록층(223)과 유전체층(222, 224)은 기록

층(223)과 유전체층(222, 224)의 반응확산에 의해 도 5와 같은 형태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레이저 빔이 조사되어 반

응이 일어난 부분이 부풀어 올라 볼록해지는 물리적 특성의 변화는, 재생시 레이저 빔의 입사각에 따른 반사각은 광

자기 재생 장치에서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에 따른 반사각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레이저 빔이 조사되어 

반응이 일어난 부분이 부풀어 올라 볼록해지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상변화 방식에 의해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광자기 기록재생장치에서 기록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할 수도 있다. 이 성능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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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한 기록매체의 TbFeCo 기록층(223)과 ZnS-SiO 2 유전체층(222, 224)을 반응확산시키면, 황화 반응에

의해 Tb 2 S 3 , FeS, CoS, CoS 2 ,  Co 2 S 3 등이 생성되고, 산화 반응에 의해 TbO 2 , Tb 2 O 3 , FeO, Fe 2 O 

3 , Fe 3 O 4 , CoO 등이 생성되고, 결정화에 의해 α—Fe, α—Co, α—Tb 및 α—Fe-Tb 등이 생성되고, Si, Fe 및

Co가 기록층(223)과 유전체층(222, 224)의 사이에 상호 확산되고, 황과 산소가 기록층(223)으로 확산된다.

도 6(a) 및 도 6(b)는 각각 온도에 따른 기록층의 황의 확산농도 및 산소의 확산 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6(a)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록층의 황 농도는 490℃ 및 510℃에서 포화 상태이고, 도 6(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

록층의 산소 농도는 490℃에서는 포화 상태는 아니지만 510℃에서는 포화 상태이다. 따라서,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

은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의 본 발명의 기록층을 희토류 천이금속, 또는 희토류 금속과 천이금속의 합금으로 구성함으

로써, 기록층은 Sb 또는 AgOx로 구성된 마스크층과 천이온도의 차가 커지기 때문에, 열안전성의 문제 없이 기록매체

에 기록된 정보를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로 회절 한계 이하에서 재생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기록매체에 의한 성능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도 7(a)는 기록 전력에 따른 변조(modulation) 특성,

도 7(b)는 변조 측정 샘플의 AFM(Atomic Force Microscope)사진, 및 7(c)는 마크 길이에 따른 CNR(Carrier to No

ise Ratio)이다. 또한, 도 7(a)의 변조 특성은 조사영역과 비조사영역에서의 흡수계수 k에 의한 반사율의 차를 전기 신

호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이고, 도 7(c)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매체를 15mW의 전력을 갖는 레이저 빔으로 기록한 후, 

일반적인 상변화 방식의 재생 장치에 의한 정보 재생시의 CNR이다.

도 7(a)에 도시한 바와 같이 TbFeCo으로 형성된 기록층이 ZnSiO 2 로 형성된 유전체층의 사이에 삽입된 본 발명에 

따른 기록매체는, GeSbTe로 형성된 기록층이 ZnSiO 2 로 형성된 유전체층의 사이에 삽입된 종래의 상변화 방식의 

기록매체 및 TbFeCo로 형성된 유전체층이 SiN 유전체층 사이에 삽입된 종래의 광자기 방식의 기록매체 보다,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의 재생시, 약 10mW의 기록 전력 이상에서 변 조 특성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도 7(b)에 도시

한 바와 같이 기록 전력이 커짐에 따라 기록층의 반응 정도가 크게 나타나 더 큰 기록마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도 7(c)에 도시한 바와 같이 500nm의 마크 길이에서 CNR이 45dB 이상인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레이저 빔의 조사에 의해 기록된 부분의 투명화에 의해 반사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정보 재생 특성이 우수하게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에 의한 기록매체의 성능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도 8(a)는 기록매체의 마크 

길이에 따른 CNR, 도 8(b)는 기록매체의 재생 회수에 따른 CNR, 도 8(c)는 기록매체의 재생시 레이저 빔 전력에 따

른 CNR, 및 도 8d는 기록매체의 기록 마크 상태이다.

여기서, 종래의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는 도 3에 도시된 것이고, 본 발명에 의한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는 도 3에 도시

된 기록층을 희토류 천이금속의 TbFeCo로 한 것이다. 기록매체에 대한 레이저 빔의 기록 전력은, 종래의 경우는 10

mW이고, 본 발명에 의한 경우는 15mW이다. 또한, 기록매체의 기록은 파장 635nm의 적색 레이저에 의해 행하여 졌

다.

도 8(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의 정보 재생 특성은, 종래의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

의 정보 재생 특성에 비해, 전체적으로 5∼10dB 정도의 높은 CNR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초해상도 근

접장 구조의 기록매체에 의한 정보 재생 특성이 종래의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의 기록매체에 의한 정보 재생 특성 보

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도 8(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의 정보 재생 특성은 재생 

회수와는 거의 관계없이 일정한 CNR을 유지하고 있지만, 종래의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의 정보 재생 특성은 소정의 

재생회수 이상(再生回收 以上)이 되면 CNR이 급격히 저하된다. 또한, 도 8(c)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초

해상도 근접장 구조의 정보 재생 특성은 정보 재생시 레이저 빔 전력이 3.3mW 이상이 되면 일정한 CNR을 유지하지

만, 종래의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의 정보 재생 특성은 정보 재생시 레이저 빔 전력의 마진폭이 거의 없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초해상도 근접장 구조의 기록매체는 소정의 재생 출력 이상에서는 제조사(製造社)에 의한 기록매체의 특

성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도 8d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약 200nm의 기록 마크에서도 기록

마크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파장 405nm의 청색 레이저를 사용하면 100nm 이하의 마크 길이로 정보 기록이 

가능하다고 예측됨을 알 수 있다.

도 9(a)는 본 발명에 따른 반응확산에 의한 기록을 상변화 방식으로 기록하고, 상변화 방식 및 광자기 방식의 재생에 

따른 CNR이며, 도 9(b)는 본 발명에 따른 반응확산에 의한 기록을 상변화 방식 및 광자기 방식으로 기록하고, 상변화

방식 및 광자기 방식의 재생에 따른 CNR이다. 도 9(a)의 CNR 측정을 위하여, 상변화 방식의 재생 장치와 광자기 방

식의 재생 장치는 일본 펄스 테크(Pulse Tec)사의 측정용 재생 장치를 이용하였다. 도 9(b)의 CNR 측정을 위하여, 상

변화 방식의 재생 장치로서는 630nm의 파장과 0.60의 개구율(NA)을 갖는 일반적인 상변화 방식의 재생 장치를 이용

하였고, 광자기 방식의 재생 장치로서는 780nm의 파장과 0.53의 개 구율(NA)을 갖는 일반적인 광자기 방식의 재생 

장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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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마크 길이 250nm 이상에서는 상변화 방식의 재생 장치와 광자기 방식의 재생 장치가 모

두 약 40dB 이상의 CNR을 나타낸다. 따라서, 하나의 기록매체로 상변화 방식의 재생 장치와 광자기 방식의 재생 장

치에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광자기 재생은 반응확산 부분이 부풀어 올라 볼록해지는 물리적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레이저 빔의 입사각에 따른 반사각의 특성이 커 효과(Kerr effect)와 유사하게 일어나는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기

록매체에 반응확산에 의해 기록할 때, 종래의 광자기 방식과 동일한 자계 발생 코일에 의하여 자기 스핀 방향을 변화

시키면, 더욱 높은 CNR로 정보가 재생될 수 있다.

도 9(b)의 측정을 위하여 광자기 방식의 기록재생장치는 780nm의 파장과 0.53 NA의 레이저를 이용하지만, 이를 상

변화 방식의 재생 장치와 동일한 630nm의 파장과 0.60의 NA로 하면, 거의 같은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마크 길이 400nm에서, 상변화 방식의 재생 장치와 광자기 방식의 재생 장치는 모두 약 40dB 이상의 CNR을 나타낸

다. 따라서, 하나의 기록매체로 상변화 방식의 재생 장치와 광자기 방식의 재생 장치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설명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기록방법에서, 레이저 빔 조사에 의해 유전체층과 기록층의 반응확산을 발생시켜

상변화 방법 및/또는 광자기 방법의 기록이 가능하다. 상기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상기

본 발명의 기록재생장치를 이용하여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면, 종래와 비교하여 정보 재생 특성이 우수하다. 또한, 하

나의 기록매체로 광자기 기록 및 재생방식과 상변 화 기록 및 재생방식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초해상도 근접장 구

조에서 마스크층과 기록층의 천이온도의 유사성에 기인하는 종래의 열안전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본 발명에 따른 

초해상도 근접장 기록매체로부터 정보를 회절 한계 이하에서 재생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기한 것과 같이 본 발명은 반응확산을 이용한 기록방법, 이 방법을 이 용한 기록매체 및 이 기록매체를 이용한 기록

재생장치에 관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록층과 유전체층의 반응확산에 의한 광상수의 흡수계수를 변화시켜 상변화 방식에 의해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은 희토류 천이금속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희토류 천이금속은 TbFeC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은 희토류 금속과 천이금속의 합금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확산은 490℃-580℃의 온도에서 일어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의 유전체층을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 Sb의 마스크층 및 

유전체층이 상기 기록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로 함으로써, 상기 반응확산시의 상기 기록층과 상기 보호막

역할 의 유전체층의 반응확산과 상기 마스크층의 결정 변화를 이용하여 기록된 정보를 회절 한계 이하에서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의 유전체층을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 AgOx의 마스크층 

및 유전체층이 상기 기록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로 함으로써, 상기 반응확산시의 상기 기록층과 상기 보

호막 역할의 유전체층의 반응확산 및 상기 마스크층의 분해를 이용하여 기록된 정보를 회절 한계 이하에서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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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과 상기 유전체층은 동시성막에 의해 형성됨으로써, 상기 기록

층 재료 및 상기 유전체층 재료를 포함하는 혼합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9.
기록층과 유전체층의 반응확산시, 자기 스핀 방향의 변화를 발생시켜 광자기 방식에 의해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과 상기 유전체층은 동시성막에 의해 형성됨으로써, 상기 기록층 재료 및 상기 유전체층 

재료를 포함하는 혼합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11.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은 희토류 천이금속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희토류 천이금속은 TbFeC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13.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은 희토류 금속과 천이금속의 합금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

법.

청구항 14.
제9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확산은 400℃-490℃의 온도에서 일어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기록방법.

청구항 15.
기록층과 유전체층의 반응확산시 반응확산 부분이 부풀어 올라 볼록하게 되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은 희토류 천이금속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희토류 천이금속은 TbFeC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 록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은 희토류 금속과 천이금속의 합금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19.
제15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확산은 400℃-490℃의 온도에서 일어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기록방법.

청구항 20.
제15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층을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 Sb의 마스크층 및 유전체층

이 상기 기록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로 함으로써, 상기 반응확산시의 상기 기록층과 상기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의 반응확산과 상기 마스크층의 결정 변화를 이용하여 기록된 정보를 회절 한계 이하에서 재생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21.
제15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층을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 AgOx의 마스크층 및 유전체

층이 상기 기록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로 함으로써, 상기 반응확산시의 상기 기록층과 상기 보호막 역할

의 유전체층의 반응확산 및 상기 마스크층의 분해를 이용하여 기록된 정보를 회절 한계 이하에서 재생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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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과 상기 유전체층은 동시성막에 의해 형성됨으로써, 상기 

기록층 재료 및 상기 유전체층 재료를 포함하는 혼합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23.
기록층과 유전체층의 반응확산에 의한 광상수의 흡수계수 변화를 이용하여 상변화 방식에 의해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은 희토류 천이금속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희토류 천이금속은 TbFeC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은 희토류 금속과 천이금속의 합금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27.
제23항 내지 제2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확산은 490℃-580℃의 온도에서 일어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기록매체.

청구항 28.
제23항 내지 제2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층을 보호막 역할 의 유전체층, Sb의 마스크층 및 유전체층

이 상기 기록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로 함으로써, 상기 반응확산시의 상기 기록층과 상기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의 반응확산과 상기 마스크층의 결정 변화를 이용하여 기록된 정보를 회절 한계 이하에서 재생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29.
제23항 내지 제2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층을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 AgOx의 마스크층 및 유전체

층이 상기 기록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로 함으로써, 상기 반응확산시의 상기 기록층과 상기 보호막 역할

의 유전체층의 반응확산 및 상기 마스크층의 분해를 이용하여 기록된 정보를 회절 한계 이하에서 재생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30.
제23항 내지 제2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과 상기 유전체층은 동시성막에 의해 형성됨으로써, 상기 

기록층 재료 및 상기 유전체층 재료를 포함하는 혼합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31.
기록층과 유전체층의 반응확산시, 자기 스핀 방향의 변화를 발생시켜 광자기 방식에 의해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과 상기 유전체층은 동시성막에 의해 형성됨으로써, 상기 기록층 재료 및 상기 유전체

층 재료를 포함하는 혼합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33.
제31항 또는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은 희토류 천이금속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희토류 천이금속은 TbFeC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35.
제31항 또는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은 희토류 금속과 천이금속의 합금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36.
제31항 내지 제3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확산은 400℃-490℃의 온도에서 일어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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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7.
기록층과 유전체층의 반응확산시 반응확산 부분이 부풀어 올라 볼록하게 되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은 희토류 천이금속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희토류 천이금속은 TbFeC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40.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은 희토류 금속과 천이금속의 합금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41.
제37항 내지 제4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확산은 400℃-490℃의 온도에서 일어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기록매체.

청구항 42.
제37항 내지 제4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층을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 Sb의 마스크층 및 유전체층

이 상기 기록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로 함으로써, 상기 반응확산시의 상기 기록층과 상기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의 반응확산과 상기 마스크층의 결정 변화를 이용하여 기록된 정보를 회절 한계 이하에서 재생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43.
제37항 내지 제4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층을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 AgOx의 마스크층 및 유전체

층이 상기 기록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로 함으로써, 상기 반응확산시의 상기 기록층과 상기 보호막 역할

의 유전체층의 반응확산 및 상기 마스크층의 분해를 이용하여 기록된 정보를 회절 한계 이 하에서 재생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44.
제37항 내지 제4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과 상기 유전체층은 동시성막에 의해 형성됨으로써, 상기 

기록층 재료 및 상기 유전체층 재료를 포함하는 혼합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45.
기록층과 유전체층의 반응확산에 의한 광상수의 흡수계수 변화를 이용하여 상변화 방식에 의해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이 기록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의 기록층은 희토류 천이금속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희토류 천이금속은 TbFeC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48.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의 기록층은 희토류 금속과 천이금속의 합금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

생장치.

청구항 49.
제45항 내지 제4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에서의 반응확산 은 490℃-580℃의 온도에서 일어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50.
제45항 내지 제4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의 유전체층을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 Sb의 마스크층 

및 유전체층이 상기 기록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로 함으로써, 상기 반응확산시의 상기 기록층과 상기 보

호막 역할의 유전체층의 반응확산과 상기 마스크층의 결정 변화를 이용하여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이 기록매

체에 기록된 회절 한계 이하의 정보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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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1.
제45항 내지 제4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의 유전체층을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 AgOx의 마스크

층 및 유전체층이 상기 기록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로 함으로써, 상기 반응확산시의 상기 기록층과 상기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의 반응확산 및 상기 마스크층의 분해를 이용하여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이 기록매체

에 기록된 회절 한계 이하의 정보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52.
제45항 내지 제4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과 상기 유전체층은 동시성막에 의해 형성됨으로써, 상기 

기록층 재료 및 상기 유전체층 재료를 포함하는 혼합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53.
기록층과 유전체층의 반응확산시, 자기 스핀 방향의 변화를 발생시켜 광자기 방식에 의해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

고, 이 기록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54.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의 기록층과 상기 유전체층은 동시성막에 의해 형성됨으로써, 상기 기록층 재료 및 

상기 유전체층 재료를 포함하는 혼합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55.
제53항 또는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의 기록층은 희토류 천이금속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56.
제55항에 있어서, 상기 희토류 천이금속은 TbFeC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57.
제53항 또는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의 기록층은 희토류 금속과 천이금속의 합금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58.
제53항 내지 제5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에서의 반응확산은 400℃-490℃의 온도에서 일어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59.
기록층과 유전체층의 반응확산시 반응확산 부분이 부풀어 올라 볼록하게 되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이 기록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60.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의 기록층은 희토류 천이금속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희토류 천이금속은 TbFeC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62.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의 기록층은 희토류 금속과 천이금속의 합금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

생장치.

청구항 63.
제59항 내지 제6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에서의 반응확산은 400℃-490℃의 온도에서 일어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64.
제59항 내지 제6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의 유전체층을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 Sb의 마스크층 

및 유전체층이 상기 기록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로 함으로써, 상기 반응확산시의 상기 기록층과 상기 보

호막 역할의 유전체층의 반응확산과 상기 마스크층의 결정 변화를 이용하여 기록매체에 정 보를 기록하고, 이 기록매

체에 기록된 정보를 회절 한계 이하에서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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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5.
제59항 내지 제6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의 유전체층을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 AgOx의 마스크

층 및 유전체층이 상기 기록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로 함으로써, 상기 반응확산시의 상기 기록층과 상기 

보호막 역할의 유전체층의 반응확산 및 상기 마스크층의 분해를 이용하여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이 기록매체

에 기록된 정보를 회절 한계 이하에서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66.
제59항 내지 제6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층과 상기 유전체층은 동시성막에 의해 형성됨으로써, 상기 

기록층 재료 및 상기 유전체층 재료를 포함하는 혼합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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