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G11B 7/135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05월03일
10-0486807
2005년04월22일

(21) 출원번호 10-2002-0018518 (65) 공개번호 10-2002-0079482
(22) 출원일자 2002년04월04일 (43) 공개일자 2002년10월19일

(30) 우선권주장 JP-P-2001-00109326 2001년04월06일 일본(JP)

(73) 특허권자 샤프 가부시키가이샤
일본 오사까후 오사까시 아베노꾸 나가이께쪼 22방 22고

(72) 발명자 기따무라가즈야
일본나라껭덴리시아라마끼쪼78-3

구라따유끼오
일본나라껭덴리시기도노쪼148-1

야마구찌다께시
일본오오사까후사까이시후꾸다988

이와끼데쯔오
일본나라껭야마또꼬리야마시만간지쪼814-31

(74) 대리인 장수길
안국찬

심사관 : 이백수

(54) 대물 렌즈, 그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 및 그 대물 렌즈를이용한 광 픽업 장치

요약

대물 렌즈는, 양면이 비구면인 단옥 대물 렌즈이다. 대물 렌즈의 개구수는 0.75 이상이며, 사용파장의 적어도 1개에 있어
서의 상기 유리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하고, d선에 있어서의 아베수를 v라고 하면, 1.75 < n, 또한, 35 < v를 만족한다. 이에
따라, 소형화를 꾀할 수 있고, 또, 빛의 이용효율의 저하를 수반하지 않고서, 수차가 적으면서도 그 수차를 간단히 보정할
수 있는 대물 렌즈 및 그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 및 상기 대물 렌즈를 이용한 광 픽업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대물 렌즈, 굴절률, 초점 거리, 기록매체, 광 픽업 장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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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광 픽업 장치의 개략의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2는 디스크의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3은 상기 광 픽업 장치에 이용되어 있는 대물 렌즈 및 조리개의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4는 도3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의 구면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5는 도3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의 비점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6a는 도3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5도인 경우의 Y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이
고, 도6b는 도3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5도인 경우의 X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
프.

도7a는 도3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도인 경우의 Y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도7b는, 도3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도인 경우의 X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8은 대물 렌즈의 제1면에 있어서의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mm)와 근축곡률로부터의 어긋남을 도시하는 그래프.

도9는 대물 렌즈의 제2면에 있어서의,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와 근축곡률로부터의 어긋남을 도시하는 그래프.

도10은 설계치에 대한 대물 렌즈 양면의 기울기 오차가 -10분 내지 10분인 경우의 코마 수차(comatic aberration)를 도시
하는 그래프.

도11은 설계치에 대한 대물 렌즈 양면의 중심 어긋남 오차가 -20㎛ 내지 20㎛인 경우의 코마 수차를 도시하는 그래프.

도12는 대물 렌즈의 다른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13은 도1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의 구면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14는 도1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의 비점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15a는 도1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5도인 경우의 Y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이고, 도15b는 도1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5도인 경우의 X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16a는 도1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도인 경우의 Y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이
고, 도16b는 도1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도인 경우의 X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
프.

도17은 대물 렌즈의 또 다른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18은 도17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의 구면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19는 도17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의 비점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20a는 도17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5도인 경우의 Y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이고, 도20b는 도17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5도인 경우의 X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21a는 도17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도인 경우의 Y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이
고, 도21b는 도17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도인 경우의 X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
프.

도22는 대물 렌즈의 또 다른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23은 도2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의 구면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24는 도2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의 비점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25a는 도2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5도인 경우의 Y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이고, 도25b는 도2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5도인 경우의 X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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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6a는 도2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도인 경우의 Y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이
고, 도26b는 도2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도인 경우의 X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
프.

도27은 대물 렌즈의 또 다른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28은 도27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의 구면수차를 도시하는 그래프.

도29는 도27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의 비점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30a는 도27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5도인 경우의 Y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이고, 도30b는 도27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5도인 경우의 X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31a는 도27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도인 경우의 Y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이
고, 도31b는 도27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도인 경우의 X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
프.

도32는 대물 렌즈의 또 다른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33은 도3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의 구면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34는 도3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의 비점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35a는 도3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5도인 경우의 Y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이고, 도35b는 도3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5도인 경우의 X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36a는 도3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도인 경우의 Y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이
고, 도36b는 도3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도인 경우의 X축 방향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
프.

도37은, 종래의 광 픽업 장치의 요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반도체 레이저

2 : 콜리메이터 렌즈

3 : 정형 프리즘

4 : 편광 빔 스플리터

5 : 1/4 파장판

6 : 대물 렌즈

7 : 디스크

8 : 검출계 집광렌즈

9 : 광 검출기

10 : 렌즈 홀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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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광학적 정보 기록매체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하는 대물 렌즈에 관한 것으로, 특히, 수차가 적은 대물 렌즈 및 그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 및 상기 대물 렌즈를 이용한 광 픽업 장치에 관한 것이다.

빛을 이용한 기술은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고속이고, 공간 정보 처리를 할 수 있고, 위상 처리를 할 수 있는 등의 많은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통신, 계측, 가공 등의 다방면에 걸친 분야에서 연구·개발되어, 실용화되어 있다.

그 기술들 중에서 광원으로부터 출사되어 기록매체에 조사되는 광 빔을 좁히기 위해서, 고정밀도의 대물 렌즈가 이용되고
있다. 최근, 특히 빛을 이용한 화상기록장치 등에의 요구는 크고, 대용량화를 향한 기술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

광정보기록의 대용량화를 위해서는, 기록 매체의 고기록 밀도화에도 더하여, 빔 스폿(beam spot)의 소직경화, 즉, 대물 렌
즈에 의한 빔 스폿의 충분한 좁힘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빔 스폿을 작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또한, 빔 스폿 직경은 사용하는 광원의 파장에 비례하는 한편, 대물 렌즈에 있어서의 개구수NA(Numerica1 Aperture)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빔 스폿의 소직경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광원의 파장을 짧게 하거나, 또는 대물 렌즈에 있어
서의 개구수NA를 크게 하여, 고개구수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빛의 파장에 대해서는, 최근, 청색 레이저 다이오드나 청색 혹은 녹색 SHG 레이저가 개발 중에 있고, 단파장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물 렌즈의 개구수NA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CD(Compact Disc)는 NA = 0.45이고, DVD(Digita1 Versati1e
Disc)는 NA = O.6이다. 이와 같이, DVD는 CD에 비해서 고개구수이고, 기록할 수 있는 정보의 고밀도화를 달성해 왔다.

또한, 2군 2매의 렌즈를 이용해서, 대물 렌즈의 더 한층의 고개구수화를 목표로 한 광 픽업 장치가, 특개평10-123410호
공보(1998년 5월 15일 공개)에 기재되어 있다. 이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는 경통 등을 통해 일체화된 2군 2매의 렌즈로 대
물 렌즈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대물 렌즈의 개구수를 NA = O.85로 하고, 고개구수화를 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광 픽업 장치는 대물 렌즈가 경통 등을 통해 일체화된 2군 2매의 렌즈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렌
즈를 일체화할 때, 각각의 렌즈의 간격, 광축에 대한 기울기나 중심 어긋남 등을 고려하여, 정밀도 높게 위치 결정하지 않
으면 안된다. 이 때문에, 위치 결정 시, 실제로 레이저 빔을 출사해서 빔 스폿의 좁힘 상태나, 발생하는 수차를 보면서 위치
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들 위치 결정 공정은 번잡해진다.

또, 2군 2매의 렌즈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수지가 필요시 된다. 이 수지(resin)는 내열성·내습성이 충분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 이와 같이, 수지는 특성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신뢰성이 부족하다.

또한, 2군 2매의 렌즈는 경통 등을 포함하면, 중량이 커진다. 일반적으로, 포커스 제어나 트래킹 제어는, 액튜에이터(구동
장치)에 의해, 대물 렌즈를 광축에 대하여 평행 방향이나 수직방향으로 이동시켜서 행하여진다. 이 때, 대물 렌즈의 중량이
크면, 대물 렌즈를 고속으로 구동시킬 수 없고, 정보의 기록·재생 속도의 지연을 초래한다.

한편, 대물 렌즈에 단옥 렌즈(single lens)를 이용해서 고개구수화를 꾀하는 광 픽업 장치가 특개평9-311271호 공보
(1997년 12월 2일 공개)에 기재되어 있다. 이 광 픽업 장치는, 도3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회절형 렌즈(103)와 비구면 렌
즈(102)가 일체화된 대물 렌즈, 볼록형 스큐플레이트(104), 및, 오목형 스큐플레이트(105)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광 픽업 장치에서는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레이저 빔을 대물 렌즈를 통해 디스크(101)에 조사함으로써, 정보가 디스
크(101)에 기록·재생된다.

대물 렌즈로서, 회절형 렌즈(103)와 비구면 렌즈(102)가 일체화된 것을 이용함으로써, 색수차를 보정할 수 있다. 또, 볼록
형 스큐플레이트(104) 및 오목형 스큐플레이트(105)를 서로 역방향에 이동시킴으로써, 코마 수차를 보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37에 도시하는 광 픽업 장치의 대물 렌즈에는, 단옥 렌즈가 이용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결정 공정이나, 렌즈
를 고정하기 위한 수지 등은 필요없다.

그렇지만, 도37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는 회절형 렌즈(103)와 비구면 렌즈(102)를 조합시켜서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물 렌즈 제조 공정시의 오차에 의해 회절 효율이 저하한 경우, 레이저 빔(빛)의 렌즈 투과율이 작아지고, 빛의 이용 효율
의 저하를 초래한다.

또한, 회절형 렌즈(103)의 회절 격자의 간격은 대단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제조가 곤란하다. 이러한 회절형 렌즈(103)를
이용함으로써, 제조 비용은 증대하고, 또, 편광 방향에 따른 특성변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회절형 렌즈(103)를 구비한 대
물 렌즈는 더 한층의 소형화가 곤란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주된 목적은 소형화를 꾀할 수 있고, 또한 빛의 이용 효율의 저하를 수반하지 않고서, 수차가 적으면서도 그 수
차를 간단히 보정할 수 있는 대물 렌즈 및 그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 및 그 대물 렌즈를 이용한 광 픽업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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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대물 렌즈는 상기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구수가 O.75 이상인 대물 렌즈로서, 이 대물 렌즈는 양면이 비구
면인 단옥 대물 렌즈이고, 사용 파장의 적어도 1개에 있어서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하고, d선(d-lay)에 있어서의 아베수
(Abbe number)를 v라고 하면, 1.75 < n, 또한, 35 < v 를 만족하는 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대물 렌즈로서 단옥 대물 렌즈를 이용하고 있어, 예를 들면, 회절소자 등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물 렌즈를 투과하는 빛(레이저 빔)의 이용효율을 높게 할 수 있다. 또한, 대물 렌즈의 제조를 용이하게 할 수 있
고, 더욱이 대물 렌즈의 소형화를 꾀할 수 있다.

또, 대물 렌즈의 개구수가 O.75 이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록 매체에 조사하는 빔 스폿을 작게 할 수 있고, 기록 매체
에 있어서의 고기록 밀도화를 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빛의 파장에 따라, 대물 렌즈의 재료에 있어서의 굴절률이 다른 것에 의해 색수차가 생기고, 이것에 의해 상의
위치나 크기는 파장에 따라 다른 것이 된다.

그렇지만, 35 < v로 함으로써, 색수차를 작게 할 수 있고, 약간의 파장 변동에 의해, 상점이 이동하고 빔 스폿이 흐릿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1.75 < n으로 함으로써, 대물 렌즈의 제1면의 곡률을 작게 할 수 있고, 용이하게 대물 렌즈를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는, 광원과, 개구수는 O.75 이상이며, 사용 파장의 적어도 1개에 있어서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하고,
d선에 있어서의 아베수를 v라고 하면, 1.75 < n, 또한, 35 < v를 만족하는 재료로 이루어지고, 양면이 비구면인 단옥 대물
렌즈인 대물 렌즈를 구비하고, 그 대물 렌즈를 이용하여,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빛을 기록매체에 조사함으로써, 그 기록매
체에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대물 렌즈를 투과하는 빛(레이저 빔)의 이용효율 저하를 수반하지 않고, 색수차나 구면 수차 등이
작고, 레이저 빔을 기록매체에 정밀도 높게 집광할 수 있는 광 픽업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대물 렌즈의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은, 개구수는 O.75 이상이며, 사용파장의 적어도 1개에 있어서의 굴절률을 n
이라고 하고, d선에 있어서의 아베수를 v라고 하면, 1.75 < n, 또한, 35 < v를 만족하는 재료로 이루어지고, 양면이 비구면
인 단옥 대물 렌즈인 대물 렌즈를 제조할 때에 발생하는 제조 오차를, 광원과 상기 대물 렌즈를 구비하고 있고, 그 대물 렌
즈를 이용하여,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빛을 기록매체에 조사함으로써, 그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광 픽업
장치에 대한 상기 대물 렌즈의 기울기를 조정함으로써 보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물 렌즈를 제조할 때, 몰드 시의 금형의 위치맞춤 정밀도, 대물 렌즈의 재료인 프리폼의 중량이나 체적의 정
밀도, 금형의 가공 정밀도 등을 고려하면, 대물 렌즈의 양면의 기울기나 대물 렌즈의 양면의 중심 어긋남이라고 하는 제조
오차가 발생한다. 이 제조 오차에 의해, 코마 수차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이 제조 오차에 의한 코마 수차를 광 픽업장치에 대한 대물 렌즈의 기울기를 조정함으로
써 보정하므로, 수차를 작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수차는 용이하게 보정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대물 렌즈의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은 개구수는 O.75 이상이며, 사용파장의 적어도 1개에 있어서의 굴절률
을 n이라고 하고, d선에 있어서의 아베수를 v라고 하면, 1.75 < n, 또한, 35 < v를 만족하는 재료로 이루어지고, 양면이 비
구면인 단옥 대물 렌즈인 대물 렌즈를 제조할 때에 발생하는 제조 오차를, 광원과 상기 대물 렌즈를 구비하고 있고, 그 대
물 렌즈를 이용하여,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빛을 기록매체에 조사함으로써, 그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광
픽업 장치에 대한 상기 기록매체의 기울기를 조정함으로써 보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제조 오차에 의한 코마 수차를 광 픽업 장치에 대한 기록매체의 기울기를 조정함으로써 보정하므
로, 수차를 작게 할 수 있고, 또, 그 수차는 용이하게 보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 특징, 및 뛰어난 점은, 이하에 나타내는 기재에 의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이
점은, 첨부도면을 참조한 다음 의 설명으로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일 실시 형태에 대해서 도1 내지 도36b에 근거해서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도1은 광 픽업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이다. 본 실시 형태에 따른 광 픽업 장치는, 도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반도
체 레이저(1), 콜리메이터 렌즈(2), 정형 프리즘(3), 편광 빔 스플리터(4), 1/4 파장판(5), 조리개(14)(도3 참조), 대물 렌즈
(6), 검출계 집광 렌즈(8), 광 검출기(9) 및 렌즈 홀더(10)를 구비하고 있고, 디스크(7)에 정보를 기록·재생한다.

디스크(7)는 도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기판(13) 상에, 정보 기록면(12)과, 정보 기록면(12)을 보호하기 위한 광 투과층
(11)이 순서대로 형성되어 있다. 광 투과층(11)은 유리로 이루어지고, 그 두께는 O.1 mm이다.

또한, 디스크(7)는 예를 들면, 광 디스크나 광자기 디스크 등의 광학 디스크이면 바람직하나, 그 종류는 한정되는 것이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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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광 투과층(11)은 유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지 재료에 의해 형성되어도 상관없다.

반도체 레이저(1)는 광원이며, 예를 들면, 파장 405 nm의 레이저 빔을 출사한다. 또한, 반도체 레이저로부터 출사되는 레
이저 빔의 파장은 특별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콜리메이터 렌즈(2)는 반도체 레이저(1)로부터 출사된 레이저 빔을 평행광으로 변환한다.

정형 프리즘(3)은 레이저 빔의 강도 분포를 타원형에서 거의 원형으로 정형한다.

편광 빔 스플리터(4)는 2개의 직각 프리즘 중 어느 한 쪽의 사면에 편광막을 설치하고, 접착해서 입방체로 한 것이다. 편광
빔 스플리터(4)에서는 입사한 레이저 빔 중 입사면에 평행한 편광 방향을 가지는 광파를 투과시키고, 입사면에 수직인 편
광 방향을 가지는 광파를 반사시킨다.

1/4 파장판(5)은 직선 편광을 원 편광으로, 또, 원 편광을 직선 편광으로 변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부를 투과하는 레
이저 빔에 있어서의 상광선과 이상광선의 사이에, 1/4 파장분의 광로차를 생성한다.

조리개(14)는 대물 렌즈(6)에 입사하는 레이저 빔의 광량을 제한한다.

대물 렌즈(6)는 렌즈 홀더(10)에 고착되어 있다. 또한, 렌즈 홀더(10)는 도시하지 않은 4개의 와이어로 광 픽업 장치의 액
튜에이터에 고정되어 있다. 액튜에이터에 의해 대물 렌즈(6)는 구동된다. 대물 렌즈(6)의 구성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검출계 집광 렌즈(8)는 편광 빔 스플리터(4)에서 반사된 디스크(7)로부터의 반사광을 집광하고, 광 검출기(9)에 조사한다.

광 검출기(9)는 복수의 수광 소자를 가지고, 포커스 제어를 행하기 위해서, 각 수광 소자에 있어서 입사광(레이저 빔)을 전
기 신호로 변환한다.

반도체 레이저(1)로부터 출사되어, 콜리메이터 렌즈(2)에서 평행광으로 변환된 레이저 빔은, 그 후, 정형 프리즘(3)에 의
해, 빔 형상이 타원에서 원형으로 정형되어, 편광 빔 스플리터(4)에 유도된다.

이 레이저 빔은 편광 빔 스플리터(4)를 투과하여, 1/4 파장판(5)에 입사한다. 1/4 파장판(5)을 통과한 레이저 빔의 편광 방
향은 직선 편광에서 원 편광이 된다. 이 레이저 빔은 조리개(14)에 의해 그 광량이 제한된 후, 대물 렌즈(6)에 의해, 디스크
(7)의 광 투과층(11)을 투과하여 정보 기록면(12)상에 집광된다.

디스크(7)의 정보 기록면(12)상에 집광된 레이저 빔은 정보 기록면(12)상에서 반사되고, 다시 대물 렌즈(6)를 투과하여,
1/4 파장판(5)에 입사한다. 1/4 파장판(5)에 있어서, 레이저 빔의 편광 방향은, 원 편광에서 직선 편광으로 변환되지만, 그
편광 방향은 상술한 경로의 것과는 90°다른 직선 편광이 되고, 편광 빔 스플리터(4)에서 반사된다.

이와 같이, 편광 빔 스플리터(4)에서는 디스크(7)에 입사하는 레이저 빔과, 디스크(7)로부터 반사해 오는 레이저 빔을 분리
하고 있다.

편광 빔 스플리터(4)에서 반사된 레이저 빔은, 검출계 집광 렌즈(8)에 의해 집광되어, 광 검출기(9)에 있어서의 복수의 수
광 소자 영역에서 수광된다. 각 수광 소자 영역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도시하지 않은 연산회로에 의해 처리되어 포커스 에
러 신호나 재생 신호 등이 된다.

이하, 대물 렌즈(6)에 대해서 설명한다.

대물 렌즈(6)는 도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유리로 이루어지는 양면 비구면의 단 렌즈(단옥 대물 렌즈)이며, 개구수NA는
O.85 이다. 여기서, 비구면 형상은,

[수학식 1]

Z = (1/r) y2 / [ 1 + { 1 -( 1 + K ) ( 1 / r )2 y2}1/2 ] + Ay4+ By6+ Cy8+ Dy10+ Ey12+ Fy14+ Gy16+ Hy18+ Jy
20 …(1)

로 표시된다.

여기에서, Z는 면 정점의 접평면으로부터의 거리, y는 광축으로부터의 거리, 1/r은 비구면 정점의 곡률(r은 곡률반경), K
는 원추정수, A는 y4항의 비구면 계수, B는 y6항의 비구면 계수, C는 y8항의 비구면 계수, D는 y10항의 비구면 계수, E는
y12항의 비구면 계수, F는 y14항의 비구면 계수, G는 y16항의 비구면 계수, H는 y18항의 비구면 계수, J는 y20항의 비구면
계수이다.

이 대물 렌즈(6)는, 광원인 반도체 레이저(1)가 무한 원방에 위치하게 되는, 이른바 무한계 렌즈가 되어 있다. 여기에서, 조
리개(14) 중, 통과하는 레이저 빔의 양을 제한하는 면을 ST0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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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도체 레이저(1)로부터 발해진 레이저 빔은, 평행 광선으로 되어, 도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조리개(14)(ST0)를 거
쳐 제1면(S1)(대물 렌즈(6)에 있어서의 레이저 빔의 입사면)에 입사된다. 이 레이저 빔은 제2면(S2)(대물 렌즈(6)에 있어
서의 레이저 빔의 출사면)에서 출사되어, 제3면(S3)(광 투과층(11))에 입사되어, 광 투과층(11)의 출사면인 정보기록면
(12)상의 상점(IMAGE)에 결상된다.

도3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6) 및 광 투과층(11)의 면 간격(mm), 대물 렌즈(6)를 구성하는 유리의 굴절률(유리 굴절률), d
선에 있어서의 아베수(유리 아베수)등에 대해서 표1에 나타낸다. 또한, 대물 렌즈(6)의 제1면(S1) 및 제2면(S2)의 비구면
형상은 12차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 제1면(S1)의 면 간격이란, 광축상의 제1면(S1)으로부터 제2면(S2)까지의 거리, 즉,
대물 렌즈(6)의 중심두께이며, 제2면(S2)의 면 간격이란, 제2면(S2)으로부터 제3면(S3)까지의 거리이고, 제3면(S3)의 면
간격이란, 광 투과층(11)의 두께이다.

표 1.

또, 대물 렌즈(6)는 디스크(7)의 광 투과층(11)의 두께가 O.1 mm일 때에 거의 무수차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물 렌즈
(6)를 구성하는 유리의 굴절률n은, 입사하는 레이저 빔의 파장이 405 nm인 경우, 표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n=1.81691
이다. 또한, 대물 렌즈(6)는 개구수NA = O.85, 초점거리f = 1.763 mm, 제1면(S1)의 초점거리f1 = 3.18 mm, d선에서의
아베수v = 47.3, 중심두께t = 2.3, 유효직경D = 3 mm이다.

여기에서, d선(파장 587.6nm)의 스펙트럼선에 대한 굴절률을 nd라고 하고, F선(파장486.1nm)의 스펙트럼선에 대한 굴절
률을 nF라고 하고, C선(파장 656.3nm)의 스펙트럼선에 대한 굴절률을 nC라고 했을 때, d선에서의 아베수v는,

[수학식 2]

v = (nd - 1)/(nF - nC) …(2)

로 표시된다. 또한, 대물 렌즈(6)의 유효 직경이란, 대물 렌즈(6)에 있어서, 레이저 빔이 입사할 수 있는 범위의 직경이다.

또한, 대물 렌즈(6)는 그 초점거리를 f라고 하고, 제1면(S1)의 초점 거리를 f1이라고 하면,

[수학식 3]

O.5 < f / f1 < O.6 …(3)

으로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대물 렌즈에 있어서는, 그 비구면 정점의 곡률이나 형상 등의 대물 렌즈의 구성에 의해 구면수차가 생긴다.
또, 디스크 등의 기록매체가 기울었을 때에는, 레이저 빔에는 코마 수차가 발생한다. 또한, 레이저 빔은, X축 방향과 Y축
방향에서 다른 위치에 결상하고, 이 현상을 비점수차라고 한다. 이들 수차의 발생에 의해, 레이저 빔을 디스크에 정밀도 높
게 집광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그렇지만, 상기 식(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0.5 < f/f1로 함으로써, 제1면(S1)의 초점거리를 작게, 즉, 곡률을 크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2면(S2)에 의한 레이저 빔의 굴절은 작아서 좋고, 제2면(S2)의 곡률을 작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2면
(S2)에 의한 구면수차를 작게 할 수 있다.

또한, f/f1 < 0.6으로 함으로써, 제1면(S1)의 초점거리를 크게, 즉, 곡률을 작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작동 거리
WD(working distance)를 길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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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렌즈(6)는, 도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1면(S1), 즉, 레이저 빔이 입사하는 쪽 면이 볼록면인 메니스커스형 렌즈이
다. 따라서, 양호한 축외특성을 얻을 수 있고, 코마 수차 및 구면 수차를 작게 할 수 있다.

대물 렌즈(6)는 그 개구수를 NA라고 하고, 유효 직경을 D라고 하고, 중심에 있어서의 두께를 t라고 하면,

[수학식 4]

O.8 < t / (NA·D) < 1.O … (4)

를 만족한다. 0.8 < t / (NA·D)로 함으로써, 양호한 축외특성을 얻을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대물 렌즈(6)의 개구수NA와 유효 직경D이 결정되면, 대물 렌즈(6)에 있어서의 제1면(S1)과 제2면(S2)의
곡률의 관계가 거의 결정된다. 이에 따라, 대물 렌즈(6)의 중량(체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인자는 대물 렌즈(6)의 두께가 된
다. 다시 말해, 대물 렌즈(6)가 두꺼운 경우는 중량이 커지고, 대물 렌즈(6)가 얇은 경우는 중량이 작아진다.

따라서, t / (NA·D) < 1.0으로 함으로써, 대물 렌즈(6)의 체적이나 중량을 작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 픽업 장치에 있어
서의 대물 렌즈(6)의 고속 구동을 꾀할 수 있다.

또, t / (NA·D) 가 1.0 이상인 경우, 대물 렌즈(6)를 제조할 때, 큰 체적의 프리폼(몰드성형 전단계의 구형의 유리재)이 필
요시 된다. 이 때, 통상의 크기의 프리폼을 이용했다고 하면, 프리폼의 곡률 반경이, 대물 렌즈(6)의 제1면(S1)의 곡률 반
경과 비교해서 커지기 때문에, 금형의 제1면의 중앙부와 대물 렌즈(6)가 되는 유리의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 따라서, 이 공
간의 가스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형성된 대물 렌즈(6)는, 형상 불량을 일으키기 쉽다.

그렇지만 t / (NA·D) < 1.O 으로 함으로써, 형상불량을 일으키지 않고서, 대물 렌즈(6)를 제조할 수 있다.

대물 렌즈(6)의 제1면(S1) 및 제2면(S2)은, 함께, 중심, 즉, 면 정점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근축 곡률 반경으로 표시되는 구
면에 비해서, 대물 렌즈(6)가 단조롭게 두꺼워지는 형상이 되어 있다. 제1면(S1)에 있어서의, 근축 곡률 반경으로 표시되
는 구면으로부터의 어긋남을 도8에 도시하고, 제2면(S2)에 있어서의, 근축곡률반경으로 표시되는 구면으로부터의 어긋남
을 도9에 도시한다.

이에 따라, 대물 렌즈(6)의 개구수NA가 높은 것에 따른 대물 렌즈(6)의 급격한 면의 기울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용이하게 금형을 제조할 수 있다. 또, 구면 수차를 작게 할 수 있다.

또한, 대물 렌즈(6)의 개구수를 NA라고 하고, 제1면(S1)(대물 렌즈(6)의 빛이 입사하는 쪽 면)의 유효 직경 중 입사높이가
가장 높은 빛의 입사 위치에 있어서의 대물 렌즈면의 접선과, 입사하는 빛의 광축의 수선이 이루는 각도를 θ(도)라고 하면,
대물 렌즈(6)는,

[수학식 5]

60·NA < θ … (5)

를 만족한다. 상기 각도θ는, 다시 말해, 도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조리개(14)에 의해 제한되어서 대물 렌즈(6)에 조사되
는 레이저 빔의 광속 중, 그 외주상의 한점에 있어서의 대물 렌즈(6)의 면에 대한 접선과, 광축의 수선이 이루는 각도이다.

일반적으로, 코마 수차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기 각도θ를 크게 하거나, 혹은, 대물 렌즈(6)를 두껍게 할 필요가 있다. 상
기 각도θ를 크게 함으로써, 대물 렌즈(6)의 제1면(S1)의 커브가 급해진다. 이에 따라, 대물 렌즈(6)에 대해서 비스듬히 레
이저 빔이 입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코마 수차를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식(5)를 만족함으로써, 각도θ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얇은 대물 렌즈에 있어서도, 양호한 축외 특성을 얻
을 수 있다.

대물 렌즈(6)의 개구수를 NA라고 하고, 유효 직경을 D라고 하고, 작동 거리를 WD라고 하면, 대물 렌즈(6)는,

[수학식 6]

D / (20·NA5) < WD …(6)

를 만족한다.

이것에 의해, 작동 거리WD를 길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물 렌즈(6)와 디스크(7) 사이의 거리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고,
안정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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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대물 렌즈로서, 상기 표1 및 도3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6)를 이용한 경우의 구면 수차(LONGITUDINAL
SPHERICAL ABER)를 도4에, 비점수차(ASTIGMATIC FIELD CURVES)를 도5에 도시한다. 또, X축 방향이란, 광 투과
층(11)과 평행한 면에 있어서, 편광 빔 스플리터(4)와 검출계 집광렌즈(8)를 연결하는 방향에 평행한 방향이다. Y방향이
란, 광 투과층(11)과 평행한 면에 있어서, X방향과 수직을 이루는 방향이다.

도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대물 렌즈(6)를 이용함으로써, 구면수차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도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대물 렌즈(6)를 이용함으로써, 비점수차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물 렌즈(6)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0.5도인 경우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도6a 및 도6b에, 대물 렌즈
(6)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도인 경우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도7a 및 도7b에 도시한다.

도6a 내지 도7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대물 렌즈(6)를 이용함으로써,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수차가 적고, 코마 수차도
억제할 수 있다.

다음에, 대물 렌즈(6)의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대물 렌즈(6)를 제조할 때, 몰드 시의 금형의 위치맞춤 정밀도, 대물 렌즈(6)의 재료인 프리폼의 중량이나 체적의 정밀도,
금형의 가공 정밀도 등을 고려하면, 대물 렌즈(6)의 양면의 기울기는 ±1 내지 2분 흐트러진다. 또, 대물 렌즈(6)의 양면의
중심 어긋남은, ±5 ㎛정도이다. 이 대물 렌즈(6)의 양면의 기울기나 중심 어긋남에 의해, 코마 수차가 발생한다.

한편,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는, 디스크(7)에 있어서의 정보 기록면(12)상에서의 빔 스폿의 수차가, 파면의 r.m.s값으로,
0.07λ이하(Marecha1 Criteria)이면, 충분히 좁힌 양호한 빔이 된다. 이 허용 수차를 광학 부품에 배분하면, 대물 렌즈(6)
에 있어서는, 0.03 λ정도의 수차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λ는 파장이다.

대물 렌즈(6)의 양면, 즉, 제1면(S1)과 제2면(S2)의 기울기나 중심 어긋남에 의해 발생한 코마 수차는, 예를 들면, 대물 렌
즈(6)의 기울기(대물 렌즈 틸트)나 디스크(7)의 기울기(디스크 틸트)를 조정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물 렌즈(6)에 있어서의 설계치에 대한 양면의 기울기 오차가 -10분 내지 10분인 경우의 코마 수차를, 보정이
없는 경우, 디스크(7)의 기울기를 조정함으로써 보정한 경우, 및, 대물 렌즈(6)의 기울기와 디스크(7)의 기울기를 함께 조
정함으로써 보정한 경우에 대해서 도10에 도시한다.

도10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대물 렌즈(6)에 있어서의 설계치에 대한 양면의 기울기 오차가 ±2분 정도 발생한 경우라도,
상기와 같은 보정을 함으로써, 코마 수차를 O.03 λ정도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용이하게 코마 수차를 보정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대물 렌즈(6)는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대물 렌즈(6)에 있어서의 설계치에 대한 양면의 중심 어긋남 오차가 -20 ㎛ 내지 20㎛인 경우의 코마 수차를, 보정
이 없는 경우, 대물 렌즈(6)의 기울기를 조정함으로써 보정한 경우, 및, 대물 렌즈(6)의 기울기와 디스크(7)의 기울기를 함
께 조정함으로써 보정한 경우에 대해서 도11에 도시한다.

도1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대물 렌즈(6)에 있어서의 설계치에 대한 양면의 중심 어긋남 오차가 ±5 ㎛ 정도 발생한 경우
라도, 상기한 바와 같이 보정을 함으로써, 코마 수차를 O.03 λ정도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용이하게 코마 수차를 보정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대물 렌즈(6)는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물 렌즈(6)의 제조 오차가 크고, 코마 수차가 발생해도, 대물 렌즈(6)의 기울기나 디스크(7)의 기울기를 조정
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고, 코마 수차를 작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은 대물 렌즈(6)를 광 픽업 장치에 탑재할 때, 혹은, 광
픽업 장치를 기록재생장치에 탑재할 때에 행하면 좋다.

이 때, 재생 신호의 지터, 엔벨로프, 별도수차를 검출하는 수단, 또는, 대물 렌즈(6)에 의해, 좁혀진 레이저 빔의 형상이나
수차를 관찰·검출하면서, 최적의 대물 렌즈(6)의 기울기나 디스크(7)의 기울기로 조정해서 고정해도 상관없다.

또, 대물 렌즈(6)에 있어서, 그 두께가 편차가 있으면, 구면 수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구면 수차는, 반도체 레이저(1)과 콜
리메이터 렌즈(2) 사이의 거리를 도시하지 않은 보정 수단에 의해 조절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또한, 구면 수차에 대해서는, 볼록 렌즈를 2매, 혹은,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조합시킨, 이른바 빔 익스팬더(beam
expander) 등의 광학계를 별도 탑재함으로써 보정해도 상관없다.

또, 대물 렌즈의 구성은 상기 표1 및 도3에 도시한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하에 나타내는 표2 및 도12에 도시되는
대물 렌즈(20)로 해도 상관없다. 대물 렌즈(20)의 개구수NA나 초점거리 등, 표2에 나타내는 조건 이외에는, 표1 및 도3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6)와 동일하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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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대물 렌즈로서, 상기 표2 및 도1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20)를 이용한 경우의 구면수차를 도13에, 비점수차를
도14에 도시한다.

도1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대물 렌즈(20)를 이용함으로써, 구면 수차를 억제할 수 있다. 또, 도1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대물 렌즈(20)를 이용함으로써, 비점수차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대물 렌즈(20)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5도인 경우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도15a 및 도15b에, 대물
렌즈(20)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도인 경우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도16a 및 도16b에 도시한다.

도15a 내지 도16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대물 렌즈(20)를 이용함으로써,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수차가 적고, 코마 수차
도 억제할 수 있다.

대물 렌즈의 구성은, 이하에 나타내는 표3 및 도17에 도시되는 대물 렌즈(30)로 해도 상관없다. 대물 렌즈(30)의 개구수
NA나 초점거리 등, 표3에 나타내는 조건이외에는, 표1 및 도3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6)와 동일하다.

표 3.

여기에서, 대물 렌즈로서, 상기 표3 및 도17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30)를 이용한 경우의 구면수차를 도18에, 비점수차를
도19에 도시한다.

도1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대물 렌즈(30)를 이용함으로써, 구면 수차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도19에 도시하는 바와 같
이, 대물 렌즈(30)를 이용함으로써, 비점수차를 억제할 수 있다.

또, 대물 렌즈(30)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0.5도인 경우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도20a 및 도20b에, 대물 렌
즈(30)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도인 경우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도21a 및 도21b에 도시한다.

도20a 내지 도21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대물 렌즈(30)를 이용함으로써,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수차가 적고, 코마 수차
도 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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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렌즈의 구성은, 이하에 나타내는 표4 및 도22에 도시되는 대물 렌즈(40)로 해도 상관없다. 대물 렌즈(40)의 개구수
NA나 초점거리 등, 표4에 나타내는 조건 이외에는, 표1 및 도3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6)와 동일하다.

표 4.

여기에서, 대물 렌즈로서, 상기 표4 및 도2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40)를 이용한 경우의 구면수차를 도23에, 비점수차를
도24에 도시한다.

도2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대물 렌즈(40)를 이용함으로써, 구면수차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도24에 도시하는 바와 같
이, 대물 렌즈(40)를 이용함으로써, 비점수차를 억제할 수 있다.

또, 대물 렌즈(40)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5도인 경우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도25a 및 도25b에, 대물 렌
즈(40)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도인 경우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도26a 및 도26b에 도시한다.

도25a 내지 도26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대물 렌즈(40)를 이용함으로써,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수차가 적고, 코마 수차
도 억제할 수 있다.

대물 렌즈의 구성은, 이하에 나타내는 표5 및 도27에 도시되는 대물 렌즈(50)로 해도 상관없다. 대물 렌즈(50)의 개구수
NA나 초점거리 등, 표5에 나타내는 조건 이외에는, 표1 및 도3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6)와 동일하다.

표 5.

여기에서, 대물 렌즈로서, 상기 표5 및 도27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50)를 이용한 경우의 구면 수차를 도28에, 비점수차를
도29에 도시한다.

도2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대물 렌즈(50)를 이용함으로써, 구면 수차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도29에 도시하는 바와 같
이, 대물 렌즈(50)를 이용함으로써, 비점수차를 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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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물 렌즈(50)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5도인 경우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도30a 및 도30b에, 대물 렌
즈(50)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도인 경우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도31a 및 도31b에 도시한다.

도3Oa 내지 도31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대물 렌즈(50)를 이용함으로써,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수차가 적고, 코마 수차
도 억제할 수 있다.

대물 렌즈의 구성은, 이하에 나타내는 표6 및 도32에 도시되는 대물 렌즈(60)로 해도 상관없다. 대물 렌즈(60)의 개구수
NA나 초점거리 등, 표6에 나타내는 조건이외에는, 표1 및 도3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6)와 동일하다.

표 6.

여기에서, 대물 렌즈로서, 상기 표6 및 도32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60)를 이용한 경우의 구면수차를 도33에, 비점수차를
도34에 도시한다.

도3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대물 렌즈(60)를 이용함으로써, 구면 수차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도34에 도시하는 바와 같
이, 대물 렌즈(60)를 이용함으로써, 비점수차를 억제할 수 있다.

또, 대물 렌즈(60)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0.5도인 경우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도35a 및 도35b에, 대물 렌
즈(40)에의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O도인 경우의 가로수차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도36a 및 도36b에 도시한다.

도35a 내지 도36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대물 렌즈(60)를 이용함으로써,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수차가 적고, 코마 수차
도 억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물 렌즈(6·20·30·40·50·60)는, 단 렌즈를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2군 렌즈와 같이 번잡한 렌즈 조정을 필
요로 하지 않고, 또, 수지 등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 또한, 경통 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경량으로
고속기록·재생이 가능한 대물 렌즈를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회절 소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빛의 이용 효율이 높고,
제조가 용이한 동시에 소형화를 꾀할 수 있다.

또, 대물 렌즈(6·20·30·40·50·60)는, 개구수NA가 O.75 이상이기 때문에, 빔 스폿를 작게 할 수 있고, 디스크(7)에 있어서
의 고기록 밀도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대물 렌즈(6·20·30·40·50·60)의 재료가 되는 유리의, 사용 파장 중 적어도 1개에 있어서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하고, d
선에 있어서의 아베수를 v라고 하면, n 및 v는,

[수학식 7]

1.75 < n, 또한, 35 < v …(7)

로 표시된다.

빛의 파장에 따라 유리의 굴절률이 다른 것에 의해, 색수차가 생긴다. 이 색수차에 의해, 상의 위치나 크기가 파장에 따라
다른 것이 된다.

그렇지만, 35 < v로 함으로써, 색수차를 작게 할 수 있고, 약간의 반도체 레이저(1)의 파장변동에 의해 상점이 이동해서 빔
스폿이 흐릿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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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75 < n으로 함으로써, 제1면(S1)의 곡률을 작게 할 수 있고, 용이하게 대물 렌즈를 제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대물 렌즈는, 개구수가 O.75 이상인 대물 렌즈로서, 그 대물 렌즈는 양면이 비구면인 단옥 대물 렌
즈이며, 사용 파장의 적어도 1개에 있어서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하고, d선에 있어서의 아베수를 v라고 하면

1.75 < n, 또한, 35 < v

를 만족하는 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대물 렌즈로서 단옥 대물 렌즈를 이용하고 있고, 예를 들면, 회절 소자 등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물 렌즈를 투과하는 빛(레이저 빔)의 이용효율을 높게 할 수 있다. 또, 대물 렌즈의 제조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한 대물 렌즈의 소형화를 꾀할 수 있다.

또, 대물 렌즈의 개구수가, 개구수가 0.75 이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록매체에 조사하는 빔 스폿을 작게 할 수 있고,
기록매체에 있어서의 고기록 밀도화를 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빛의 파장에 따라, 대물 렌즈의 재료에 있어서의 굴절률이 다른 것에 의해 색수차가 생기고, 이것에 의해, 상
의 위치나 크기는 파장에 따라 다른 것이 된다.

그렇지만, 35 < v로 함으로써, 색수차를 작게 할 수 있고, 약간의 파장 변동에 의해, 상점이 이동하여, 빔 스폿이 흐릿해지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1.7 < n으로 함으로써, 대물 렌즈의 제1면의 곡률을 작게 할 수 있고, 용이하게 대물 렌즈를 제조할 수 있다.

상기의 대물 렌즈는,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를 f라고 하고, 대물 렌즈의 제1면의 초점거리를 f1이라고 하면,

O.5 < f/f1 < O.6

을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대물 렌즈에 있어서는, 그 비구면 정점의 곡률, 형상 등, 대물 렌즈의 구성에 따라 구면 수차가 생긴다. 이 구면
수차의 발생에 의해, 레이저 빔을 기록매체에 정밀도 높게 집광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그렇지만,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0.5 < f/f1으로 함으로써 제1면의 초점거리를 작게 할 수, 다시 말해, 곡률을 크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2면에 의한 레이저 빔의 굴절은 작아서 좋고, 제2면의 곡률을 작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2면에 의한
구면 수차를 작게 할 수 있다.

또, f/f1 < O.6으로 함으로써, 제1면의 초점거리를 크게 할 수, 다시 말해, 곡률을 작게 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작동 거리
(WD)를 길게 할 수 있다.

상기의 대물 렌즈는, 빛이 입사하는 쪽 면이 볼록면인 메니스커스형 렌즈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코마 수차 및 구면 수차를 작게 할 수 있다.

상기의 대물 렌즈는, 대물 렌즈의 개구수를 NA라고 하고, 대물 렌즈의 유효 직경을 D라고 하고, 대물 렌즈의 중심 두께를 t
라고 하면,

O.8 < t / (NA·D) < 1.O

을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O.8 < t / (NA·D)로 함으로써, 양호한 축외특성을 얻을 수 있다.

t / (NA·D) < 1.O으로 함으로써, 대물 렌즈의 체적이나 중량을 작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의 대물
렌즈의 고속구동을 꾀할 수 있다.

또, 예를 들면, t / (NA·D)가 1.O 이상인 경우, 예를 들면, 대물 렌즈가 유리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물 렌즈를 제조할 때,
큰 체적의 프리폼(몰드 성형 전단계의 구형의 유리재)이 필요시 된다. 이 때, 통상의 크기의 프리폼을 이용했다고 하면, 프
리폼의 곡률 반경이, 대물 렌즈의 제1면의 곡률반경과 비교해서 커지기 때문에, 금형의 제1면의 중앙부와 대물 렌즈가 되
는 유리의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 이 공간의 가스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형성된 대물 렌즈는, 형상불량을 일으키기 쉽다.

그렇지만 t / (NA·D) < 1.O으로 함으로써, 형상 불량을 일으키지 않고서, 대물 렌즈를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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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대물 렌즈는 대물 렌즈의 양면 사이의 거리와, 양면이 각각의 근축곡률반경으로 표시되는 구면으로 한 경우의 양면
사이의 거리의 차가, 양면 중 어느 면 정점에서 멀어짐에 따라, 단조롭게 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대물 렌즈의 제1면 및 제2면은, 함께, 중심, 즉, 면 정점에서 멀어짐에 따라, 근축곡률반경으로 표시
되는 구면에 비해서, 대물 렌즈가 단조롭게 두꺼워지는 형상이 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대물 렌즈의 개구수가 높은 것에 따른 대물 렌즈의 급격한 면의 기울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용이하
게 금형을 제조할 수 있다. 또한, 구면수차를 작게 할 수 있다.

상기의 대물 렌즈는 대물 렌즈의 개구수를 NA라고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빛이 입사하는 쪽 면의 유효 직경 중 입사높이
가 가장 높은 빛의 입사 위치에 있어서의 대물 렌즈면의 접선과, 입사하는 빛의 광축의 수선이 이루는 각도를 θ라고 하면,

60·NA < θ

를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코마 수차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기 각도θ를 크게 하거나, 혹은, 대물 렌즈를 두껍게 할 필요가 있다. 상기
각도θ를 크게 함으로써, 대물 렌즈의 커브가 급해진다. 이것에 의해, 대물 렌즈에 대해서 비스듬히 빛이 입사했다고 하더
라도 코마 수차를 억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각도θ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얇은 대물 렌즈에 있어서도, 양호한 축외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상기의 대물 렌즈는, 대물 렌즈의 개구수를 NA라고 하고, 그 대물 렌즈의 유효 직경을 D라고 하고, 그 대물 렌즈의 작동거
리를 WD라고 하면,

D / (20·NA5) < WD

를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작동거리WD를 길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물 렌즈와 기록매체 사이의 거리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고, 안정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는, 광원과 상기 기재의 대물 렌즈를 구비하고, 상기 대물 렌즈를 이용해서 광원으로부터 출
사된 빛을 기록매체에 조사함으로써, 그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항에 있어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실시 태양 또는 실시예는, 어디까지나, 본 발명의 기술내용을 명확
히 하는 것으로, 그러한 구체예에만 한정해서 협의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정신과 다음에 기재하는 특허
청구사항의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변경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대물 렌즈를 투과하는 빛(레이저 빔)의 이용효율저하를 수반하지 않고, 색수차나 구면수차 등이 작
고, 레이저 빔을 기록매체에 정밀도 높게 집광할 수 있는 광 픽업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의 광 픽업 장치는, 광원과 상기 대물 렌즈의 사이에서 광원으로부터의 빛을 평행광속으로 하는 콜리메이터 렌즈와,
구면수차를 상기 콜리메이터 렌즈와 광원의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보정하는 보정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색수차나 구면수차 등이 작고, 또한, 그들 수차를 용이하게 보정할 수 있는 광 픽업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대물 렌즈의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은, 상기 기재의 광 픽업 장치에 이용되는 대물 렌즈를 제조할 때에 발
생하는 제조 오차를, 광 픽업 장치에 대한 대물 렌즈의 기울기를 조정함으로써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물 렌즈를 제조할 때, 몰드 시의 금형의 위치맞춤 정밀도, 대물 렌즈의 재료인 프리폼의 중량이나 체적의 정
밀도, 금형의 가공 정밀도 등을 고려하면, 대물 렌즈의 양면의 기울기나 대물 렌즈의 양면의 중심 어긋남이라고 하는 제조
오차가 발생한다. 이 제조 오차에 의해, 코마 수차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이 제조 오차에 의한 코마 수차를 광 픽업 장치에 대한 대물 렌즈의 기울기를 조정함으로
써 보정하므로, 수차를 작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수차는 용이하게 보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대물 렌즈의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은, 상기 기재의 광 픽업 장치에 이용되는 대물 렌즈를 제조할 때에 발생하는
제조 오차를, 광 픽업 장치에 대한 기록매체의 기울기를 조정함으로써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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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이 제조 오차에 의한 코마 수차를 광 픽업 장치에 대한 기록매체의 기울기를 조정함으로써 보정하
므로, 수차를 작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수차는 용이하게 보정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개구수가 O.75 이상인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는 양면이 비구면인 단옥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를 f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제1면의 초점 거리를 f1이라 하면

0.5 < f/f1 < 0.6을 만족하고,

또한 빛이 입사하는 측의 면이 볼록면인 메니스커스형 렌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물 렌즈.

청구항 2.

개구수가 0.75 이상인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는 양면이 비구면인 단옥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를 f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제1면의 초점 거리를 f1이라 하면,

0.5 < f/f1 < 0.6을 만족하고,

또한, 상기 대물 렌즈의 개구수를 NA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유효 직경을 D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중심 두께를 t라
하면,

0.8 < t/(NAㆍD) < 1.0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물 렌즈.

청구항 3.

개구수가 0.75 이상인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는 양면이 비구면인 단옥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를 f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제1면의 초점 거리를 f1이라 하면,

0.5 < f/f1 < 0.6을 만족하고,

또한, 상기 대물 렌즈의 양면 사이의 거리와, 양면이 각각의 근축 곡선 반경으로 나타내는 구면으로 한 경우의 양면 사이의
거리와의 차는 양면 중 어느 하나의 면 정상점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단조롭게 커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물 렌즈.

청구항 4.

개구수가 0.75 이상인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는 양면이 비구면인 단옥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를 f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제1면의 초점 거리를 f1이라 하면,

0.5 < f/f1 < 0.6을 만족하고,

또한, 상기 대물 렌즈의 개구수를 NA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빛이 입사하는 측의 면의 유효 직경 중 입사 높이가 가장
높은 빛의 입사 위치에 있어서의 대물 렌즈면의 접선과, 입사하는 빛의 광축의 수선이 이루는 각도를 θ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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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ㆍNA < θ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물 렌즈.

청구항 5.

개구수가 0.75 이상인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는 양면이 비구면인 단옥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를 f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제1면의 초점 거리를 f1이라 하면,

0.5 < f/f1 < 0.6을 만족하고,

또한, 상기 대물 렌즈의 개구수를 NA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유효 직경을 D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작동 거리를 WD
라 하면

D/(20ㆍNA5) < WD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물 렌즈.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광원과,

개구수가 O.75 이상인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는 양면이 비구면인 단옥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를 f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제1면의 초점 거리를 f1이라 하면,

0.5 < f/f1 < 0.6을 만족하고,

또한, 빛이 입사하는 측의 면이 볼록면인 메니스커스형 렌즈인 대물 렌즈를 구비하고,

상기 대물 렌즈를 이용하여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빛을 기록 매체에 조사함으로써, 그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
하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9.

광원과,

개구수가 O.75 이상인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는 양면이 비구면인 단옥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를 f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제1면의 초점 거리를 f1이라 하면,

0.5 < f/f1 < 0.6을 만족하고,

또한, 상기 대물 렌즈의 개구수를 NA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유효 직경을 D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중심 두께를 t라
하면,

0.8 < t/(NAㆍD) < 1.0을 만족하는 대물 렌즈를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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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물 렌즈를 이용하여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빛을 기록 매체에 조사함으로써, 상기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 또는 재
생하는 광픽업 장치.

청구항 10.

광원과,

개구수가 O.75 이상인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는 양면이 비구면인 단옥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를 f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제1면의 초점 거리를 f1이라 하면,

0.5 < f/f1 < 0.6을 만족하고,

또한, 상기 대물 렌즈의 양면 사이의 거리와, 양면이 각각의 근축 곡선 반경으로 나타내는 구면으로 한 경우의 양면 사이의
거리와의 차는 양면 중 어느 하나의 면 정상점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단조롭게 커지는 대물 렌즈를 구비하고,

상기 대물 렌즈를 이용하여,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빛을 기록 매체에 조사함으로써 상기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 또는 재
생하는 광픽업 장치.

청구항 11.

광원과,

개구수가 O.75 이상인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는 양면이 비구면인 단옥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를 f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제1면의 초점 거리를 f1이라 하면,

0.5 < f/f1 < 0.6을 만족하고,

또한, 상기 대물 렌즈의 개구수를 NA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빛이 입사하는 측의 면의 유효 직경 중 입사 높이가 가장
높은 빛의 입사 위치에 있어서의 대물 렌즈면의 접선과, 입사하는 빛의 광축의 수선이 이루는 각도를 θ라 하면,

60ㆍNA < θ를 만족하는 대물 렌즈를 구비하고,

상기 대물 렌즈를 이용하여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빛을 기록 매체에 조사함으로써, 상기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 또는 재
생하는 광픽업 장치.

청구항 12.

광원과,

개구수가 O.75 이상인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는 양면이 비구면인 단옥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를 f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제1면의 초점 거리를 f1이라 하면,

0.5 < f/f1 < 0.6을 만족하고,

또한, 상기 대물 렌즈의 개구수를 NA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유효 직경을 D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작동 거리를 WD
라 하면,

D/20ㆍNA) < WD를 만족하는 대물 렌즈를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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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물 렌즈를 이용하여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빛을 기록 매체에 조사함으로써 상기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
하는 광픽업 장치.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개구수가 O.75 이상인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는 양면이 비구면인 단옥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를 f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제1면의 초점 거리를 f1이라 하면

0.5 < f/f1 < 0.6을 만족하고,

또한 빛이 입사하는 측의 면이 볼록면인 메니스커스형 렌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물 렌즈를 제조할 때에 발생하는 제조
오차를, 광원과 상기 대물 렌즈를 구비하고 있고, 그 대물 렌즈를 이용하여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빛을 기록 매체에 조사함
으로써, 그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광 픽업 장치에 대한 상기 대물 렌즈의 기울기를 조정함으로써 보정하
는 것을 포함하는 대물 렌즈의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대물 렌즈는, 그 대물 렌즈의 개구수를 NA라고 하고, 그 대물 렌즈의 유효 직경을 D라고 하고, 그
대물 렌즈의 중심 두께를 t라고 하면, O.8 < t / (NA·D) < 1.O을 만족하는 대물 렌즈의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대물 렌즈의 양면 사이의 거리와, 양면이 각각의 근축 곡률 반경으로 표시되는 구면으로 한 경우의
양면 사이의 거리의 차는, 양면 중 어느 면 정점에서 멀어짐에 따라, 단조롭게 커지는 대물 렌즈의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대물 렌즈는, 그 대물 렌즈의 개구수를 NA라고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빛이 입사하는 쪽 면의 유
효 직경 중 입사 높이가 가장 높은 빛의 입사 위치에 있어서의 대물 렌즈면의 접선과, 입사하는 빛의 광축의 수선이 이루는
각도를 θ라고 하면, 60·NA < θ를 만족하는 대물 렌즈의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

청구항 23.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대물 렌즈는, 그 대물 렌즈의 개구수를 NA라고 하고, 그 대물 렌즈의 유효 직경을 D라고 하고, 그
대물 렌즈의 작동 거리를 WD라고 하면, D / (20·NA5) < WD를 만족하는 대물 렌즈의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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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광 픽업 장치는, 상기 광원과 상기 대물 렌즈의 사이에서 광원으로부터의 빛을 평행광속으로 하는
콜리메이터 렌즈와, 구면 수차를 상기 콜리메이터 렌즈와 광원의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보정하는 보정 수단을 구비하는 대
물 렌즈의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

청구항 25.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광 픽업 장치에 대한 상기 대물 렌즈의 기울기의 조정은 상기 대물 렌즈를 상기 광 픽업 장치에 탑
재할 때에 행하는 대물 렌즈의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

청구항 26.

개구수가 O.75 이상인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는 양면이 비구면인 단옥 대물 렌즈이며,

상기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를 f라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제1면의 초점 거리를 f1이라 하면

0.5 < f/f1 < 0.6을 만족하고,

또한 빛이 입사하는 측의 면이 볼록면인 메니스커스형 렌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물 렌즈를 제조할 때에 발생하는 제조
오차를, 광원과 상기 대물 렌즈를 구비하고 있고, 그 대물 렌즈를 이용하여,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빛을 기록 매체에 조사함
으로써, 그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광 픽업 장치에 대한 상기 기록 매체의 기울기를 조정함으로써 보정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대물 렌즈의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대물 렌즈는, 그 대물 렌즈의 개구수를 NA라고 하고, 그 대물 렌즈의 유효 직경을 D라고 하고, 그
대물 렌즈의 중심두께를 t라고 하면, O.8 < t / (NA·D) < 1.0을 만족하는 대물 렌즈의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

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대물 렌즈의 양면 사이의 거리와, 양면이 각각의 근축 곡률 반경으로 표시되는 구면으로 한 경우의
양면 사이의 거리의 차는, 양면 중 어느 면 정점에서 멀어짐에 따라, 단조롭게 커지는 대물 렌즈의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

청구항 31.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대물 렌즈는, 그 대물 렌즈의 개구수를 NA라고 하고, 상기 대물 렌즈의 빛이 입사하는 쪽 면의 유
효 직경 중 입사높이가 가장 높은 빛의 입사위치에 있어서의 대물 렌즈면의 접선과, 입사하는 빛의 광축의 수선이 이루는
각도를 θ라고 하면, 60·NA < θ를 만족하는 대물 렌즈의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

청구항 32.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대물 렌즈는, 그 대물 렌즈의 개구수를 NA라고 하고, 그 대물 렌즈의 유효 직경을 D라고 하고, 그
대물 렌즈의 작동 거리를 WD라고 하면, D / (20·NA5) < WD를 만족하는 대물 렌즈의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

등록특허 10-0486807

- 19 -



청구항 33.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광 픽업 장치는 상기 광원과 상기 대물 렌즈의 사이에서 광원으로부터의 빛을 평행광속으로 하는
콜리메이터 렌즈와, 구면 수차를 상기 콜리메이터 렌즈와 광원의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보정하는 보정 수단을 구비하고 있
는 대물 렌즈의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

청구항 34.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광 픽업 장치에 대한 상기 기록 매체의 기울기의 조정은 상기 대물 렌즈를 상기 광 픽업 장치에 탑
재할 때에 행하는 대물 렌즈의 제조 오차의 보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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