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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광학식 픽업 장치에 있어서,

광 플럭스를 방출하는 광원과,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 플럭스를 집중시키는 수렴 광 시스템과,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로부터의 반사광을 검출하는 광 검출기를 포함하고,

상기 수렴 광 시스템이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의 정보 기록면 상에 광 플럭스를 집중시키는 대물렌즈를 포함하고, 상기 대

물렌즈가 비구면을 포함하고, 1.1 ≤ d1/f ≤ 3 인 조건식을 만족하고,(여기서, d1은 대물 렌즈의 축방향 렌즈 두께, f는 대

물 렌즈의 집점 길이)

상기 수렴 광 시스템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 플럭스의 발산각을 변화시키는 커플링 렌즈를 포함하고, 이 커플링 렌즈가

대물렌즈의 색수차를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식 픽업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커플링 렌즈가 광원으로부터 방사된 광 플럭스를 평행 광 플럭스로 되게 하는 시준 렌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식 픽업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대물렌즈 및 커플링 렌즈로 된 복합 시스템의 색수차가 δfb·NA2 ≤ 0.25 ㎛ (δfb ＞ 0) 인 조건식을 만족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식 픽업 장치.

(여기서, δfb는 파장이 표준 파장에서 +1 nm 변화되었을 때 복합 시스템의 집점 위치의 변화(㎛), NA는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측에서의 대물렌즈의 개구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대물렌즈 및 커플링 렌즈로 된 복합 시스템의 색수차가 0.02 ㎛ ≤ δfb·NA2 ≤ 0.15 ㎛ (δfb ＞ 0) 인 조건

식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식 픽업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0.1 ≤ ｜m｜ ≤ 0.5 (m ＜ 0) 인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식 픽업 장치.

(여기서, m은 대물렌즈와 커플링 렌즈로 된 복합 시스템의 배율)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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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커플링 렌즈가 두개의 렌즈를 갖는 단일 렌즈군으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식 픽업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커플링 렌즈가 비구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식 픽업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커플링 렌즈가 회절 섹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식 픽업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 디스크 등의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거나 이로부터 재생하는 광학식 기록 장치에서의 픽업용 대물렌즈와,

이러한 대물렌즈를 채용한 광픽업 장치에 관한 것이다.

광 디스크 매체를 채용하는 광학식 기록/재생 장치의 광학 시스템에서, 비구면(aspherical) 단일 대물렌즈가 통상 사용된

다. 고밀도의 기록 정보 신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물렌즈에 의해 기록 매체 상에 형성되는 스폿(spot)의 크기가 작을 것

이 요구되어 왔으며, 대물렌즈의 높은 NA 및 단파장용 광원의 이용이 연구되어 왔다.

약 400nm의 진동 파장을 갖는 GaN 청색 반도체 레이저가 개발되었지만, 파장이 모드 도약(mode hop) 또는 레이저 출력

에 의해 변화되며, 고주파 중첩이 사용되므로 진동 파장의 단색성이 불량하다. 따라서, GaN 청색 반도체 레이저가 사용되

는 고밀도 광 디스크용 광 수렴 광학계(light-converging optical system)에서, 축방향 색수차(chromatic aberation)의

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광 디스크용 비구면 단일 대물렌즈에 있어서, 구면 수차 및 코마(coma)가 비구형 표면에 의해 보정된다. 그러나, 개구수가

클 때, 상높이(image height) 특성이 열화된다. 광 디스크가 더욱 고밀도로 제작될 때, 상높이 특성의 열화(deterioration)

는 열화 값이 작을지라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특히, 개구수가 0.65 이상인 때, 그 문제가 현저하게 된다. 더욱이, 개

구수가 클 때, 편심 감도(eccentricity sensitivity)의 열화가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즉, 광픽업 장치용 대물렌즈에 관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개구수가

크고 상높이 특성이 우수한 비구면 단일 대물렌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의 목적은 고밀도 기록/재생 장치

용으로 사용되기에 적당하고, 개구수가 0.65 이상, 양호하게는 0.7 이상, 더욱 양호하게는 0.75 이상이며, 광원의 파장이

약 500nm 정도로 짧은 레이저가 사용되는 대물렌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편심 감도가 우수하게 되는 대물렌즈를 제공하는 것도 본 발명의 목적이다. 더구나, 구면 수차 및 코마가 우수하게

되는 대물렌즈를 제공하는 것도 본 발명의 목적이다.

정보 기록 매체의 보호층(투명 기부판)의 두께가 0.2mm 이하가 되도록 작은 때, 또는 보호층이 없는 때, 작동 거리가 작아

질 수 있다. 이러한 작은 작동 거리를 갖는 기록/재생 장치에 사용되기에 적당한 대물렌즈의 제공은 본 발명의 목적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전술된 이러한 대물렌즈를 채용하는 광픽업 장치,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 기록/재생 장치 및 광

학식 정보 기록 매체 기록/재생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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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또 다른 목적은 고밀도 광학식 기록/재생 장치에서 축방향 색수차가 간단한 구조에 의해 보정되는 광학계를 갖는

광픽업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또 다른 목적은 정보 기록 매체의 일부 상의 개구수가 0.65 이상, 양호하게는

0.7 이상, 더욱 양호하게는 0.75 이상이고 사용되는 광원의 최단 파장이 500nm 이하 정도로 작은 광픽업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목적은 이하의 구조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1)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하도록 광픽업 장치에 사용되는 대물렌즈는 비구형 표면을 포함하며,

이하의 조건식이 만족된다.

1.1 ≤ d1/f ≤ 3

여기서, d1은 축방향 렌즈 두께를 나타내고, f는 집점 길이를 나타낸다.

(2) 상기 (1)의 대물렌즈에서, 대물렌즈의 개구수는 0.65 이상이다.

(3) 상기 (2)의 대물렌즈에서, 대물렌즈의 개구수는 0.75 이상이다.

(4) 상기 (1)의 대물렌즈에서, 이하의 조건식이 만족된다.

f/νd ≤ 0.060

여기서, νd는 아베수(Abbe's number)를 나타낸다.

(5) 상기 (1)의 대물렌즈에서, 이하의 조건식이 만족된다.

1.40 ≤ n

여기서, n은 사용된 파장에서의 굴절률이다.

(6) 상기 (5)의 대물렌즈에서, 이하의 조건식이 만족된다.

1.40 ≤ n ≤ 1.85

(7) 상기 (1)의 대물렌즈에서, 이하의 조건식이 만족된다.

1.40 ≤ r1/(n·f) ≤ 0.70

여기서, r1은 대물렌즈의 일 표면의 근축 곡률 반경(paraixal radius of curvature)을 나타낸다.

(8) 상기 (7)의 대물렌즈에서, r1은 광원측에서의 대물렌즈의 표면의 근축 곡률 반경을 나타낸다.

(9) 상기 (1)의 대물렌즈에서, 사용된 파장은 500nm 이하이다.

(10) 상기 (1)의 대물렌즈에서, 대물렌즈는 두께가 0.2mm 이하인 보호층을 갖는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에서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하도록 광픽업 장치에 사용되는 대물렌즈이다.

(11) 상기 (10)의 대물렌즈에서, 개구수는 0.7 이상이다.

(12) 상기 (7)의 대물렌즈에서, 1.50 ≤ n 인 조건식을 만족한다.

여기서, n은 사용된 파장에서의 굴절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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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기 (1)의 대물렌즈에서, 대물렌즈는 플라스틱 렌즈이다.

(14) 상기 (1) 의 대물렌즈에서, 대물렌즈는 유리 렌즈이다.

(15) 상기 (1)의 대물렌즈에서, 1.85 ≤ n 인 조건식을 만족한다.

여기서, n은 사용된 파장에서의 굴절률이다.

(16) 상기 (1)의 대물렌즈에서, 대물렌즈가 회절 섹션을 더 포함한다.

(17) 상기 (1)의 대물렌즈에서, 대물렌즈가 그 외주연 상에 플랜지 섹션을 포함한다.

(18) 상기 (17)의 대물렌즈에서, 플랜지 섹션이 광학축에 직각인 방향에서 연장된 표면을 포함한다.

(19) 상기 (1)의 대물렌즈에서, 양 렌즈 표면 각각이 비구면이다.

(20)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광학식 픽업 장치는 광 플럭스를 방출하는 광원과,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 플럭스를 집중시키는 수렴 광 시스템과,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로부터의 반사광을 검출하는 광 검출기를 포함하고,

상기 수렴 광 시스템이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의 정보 기록면 상에 광 플럭스를 집중시키는 대물렌즈를 포함하고, 상기 대

물렌즈가 비구면을 포함하고, 1.1 ≤ d1/f ≤ 3 인 조건식을 만족한다.

여기서, d1은 렌즈의 축방향 두께이고, f는 집점 길이이다.

(21) 상기 (20)의 광학식 픽업 장치에서,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에서의 대물렌즈의 개구수는 0.65 이상이다.

(22) 상기 (20)의 광학식 픽업 장치에서,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에서의 대물렌즈의 개구수는 0.75 이상이다.

(23) 상기 (20)의 광학식 픽업 장치에서, f/νd ≤ 0.060 인 조건식을 만족한다.

여기서, ν는 대물렌즈 재료의 아베수이다.

(24) 상기 (20)의 광학식 픽업 장치에서, 1.40 ≤ n 인 조건식을 만족한다.

여기서, n은 사용된 파장에서의 대물렌즈 재료의 굴절률이다.

(25) 상기 (24)의 광학식 픽업 장치에서, 1.40 ≤ n ≤ 1.85 인 조건식을 만족한다.

(26) 상기 (20)의 광학식 픽업 장치에서, 0.40 ≤ r1/(n·f) ≤ 0.70 인 조건식을 만족한다.

여기서, r1은 광원측에서의 대물렌즈의 표면의 근축 곡률 반경이다.

(27) 상기 (20)의 광학식 픽업 장치에서, 광원이 500 nm 이하인 파장을 갖는 광 플럭스를 방출한다.

(28) 상기 (20)의 광학식 픽업 장치에서, 광학식 픽업 장치가 0.2 mm 이하인 두께를 갖는 보호층을 갖는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데 사용된다.

(29) 상기 (28)의 광학식 픽업 장치에서,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측에서의 대물렌즈의 개구수는 0.7 이상이다.

(30) 상기 (20)의 광학식 픽업 장치에서, 1.85 ≤ n 인 조건식을 만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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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광원으로부터 방사된 광 플럭스의 파장에서의 대물렌즈 재료의 굴절률이다.

(31) 상기 (20)의 광학식 픽업 장치에서, 수렴 광 시스템은 회절 섹션을 포함한다.

(32) 상기 (20)의 광학식 픽업 장치에서, 수렴 광 시스템이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 플럭스의 발산각을 변화시키는 커플링

렌즈를 포함하고, 이 커플링 렌즈는 대물렌즈의 색수차를 보정한다.

(33) 상기 (32)의 광학식 픽업 장치에서, 커플링 렌즈가 광원으로부터 방사된 광 플럭스를 평행 광 플럭스로 되게 하는 시

준 렌즈이다.

(34) 상기 (32)의 광학식 픽업 장치에서, 대물렌즈 및 커플링 렌즈로 된 복합 시스템의 색수차가 δfb·NA2 ≤ 0.25 ㎛ (δfb

＞ 0) 인 조건식을 만족한다.

여기서, δfb는 파장이 표준 파장에서 +1 nm 변화되었을 때 복합 시스템의 집점 위치의 변화(㎛)이고, NA는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측에서의 대물렌즈의 개구수이다.

(35) 상기 (34)의 광학식 픽업 장치에서, 대물렌즈 및 커플링 렌즈로 된 복합 시스템의 색수차가 0.02 ㎛ ≤ δfb·NA2 ≤

0.15 ㎛ (δfb ＞ 0) 인 조건식을 만족한다.

(36) 상기 (32)의 광학식 픽업 장치에서, 0.1 ≤ ｜m｜ ≤ 0.5 (m ＜ 0) 인 조건식을 만족한다.

여기서, m은 대물렌즈와 커플링 렌즈로 된 복합 시스템의 배율이다.

(37) 상기 (32)의 광학식 픽업 장치에서, 커플링 렌즈가 두개의 렌즈를 갖는 단일 렌즈군으로 된다.

(38) 상기 (32)의 광학식 픽업 장치에서, 커플링 렌즈는 비구면을 포함한다.

(39) 상기 (32)의 광학식 픽업 장치에서, 커플링 렌즈는 회절 섹션을 포함한다.

(40)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에서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장치는 광학식 픽업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픽업 장치가,

광 플럭스를 방출하는 광원과,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 플럭스를 집중시키는 수렴 광 시스템과,

광학 정보 기록 매체로부터의 반사광 또는 투과광을 검출하는 광 검출기를 포함하고,

상기 수렴 광 시스템이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의 정보 기록면 상에 광 플럭스를 집중시키는 대물렌즈를 포함하고, 상기 대

물렌즈가 비구면을 포함하고,

1.1 ≤ d1/f ≤ 3 인 조건식을 만족한다.

여기서, d1은 대물렌즈의 축방향 렌즈 두께이고, f는 대물렌즈의 집점 길이이다.

(41)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에서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방법은 광 플럭스를 방출하는 단계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 플럭스를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의 정보 기록면 상에 수렴시키는 단계와,

정보 기록면 상에 집중된 광의 반사광 또는 투과광을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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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광 플럭스가 대물렌즈에 의해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의 정보 기록면 상에 수렴되고,

상기 대물렌즈가 비구면을 포함하고, 1.1 ≤ d1/f ≤ 3 인 조건식을 만족한다.

여기서, d1은 대물렌즈의 축방향 렌즈 두께이고, f는 대물렌즈의 집점 길이이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

본 발명에 의한 비구면 단일 대물렌즈는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거나 이로부터 재생하기 위한 대물렌즈이고, 이하의 관계

식을 만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부수적으로, 본 발명의 대물렌즈는 적어도 하나의 비구면을 갖는다. 대물렌즈의 일 측면만이 비구면으로 제조되더라도 대

물렌즈의 양 측면이 비구면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대물렌즈는 복수의 부품의 렌즈로 구성되지 않고서 일부품의 렌즈로 구

성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1.1 ≤ d1/f ≤ 3 (1)

여기서, d1은 렌즈의 축방향 두께이고, f는 집점거리이다.

상기의 조건 관계식은 양호한 상높이 특성을 얻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며, 0.65 이상 또는 0.75 이상인 개구수를 얻고자 할

때, 양호하게는 특히 d1/f가 하한치 이상인 경우, 렌즈의 중앙 두께가 너무 작지 않고, 상높이 특성이 손상되지 않고, 또한

시프트 감도(shift sensitivity)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d1/f가 상한치 이하인 경우, 중앙 두께는 너무 크지 않고 상높

이 특성도 손상되지 않는다. 부수적으로, d1이 2 내지 4 ㎜의 범위인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편심 감도가 우수하게 된다. 또한, 구면 수차 및 코마(coma)는 만족스럽게 보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광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를 재생 및 기록하는 광픽업 장치는 그 내부에 광 플럭스를 발산하는 광원과, 광원으로부터 발산된 광 플럭스

를 수렴시키는 광 수렴 광학 시스템과, 광정보 기록 매체로부터 온 반사광 또는 투사광을 검출하는 광 검출 유닛을 갖는다.

광 수렴 광학 시스템은 광 플럭스를 기록 매체의 정보 기록 표면에 수렴시키는 대물렌즈를 갖는다. 이 대물렌즈는 전술한

본원 발명의 것이다. 또한, 광 수렴 광학 시스템은 대물렌즈에 추가하여 결합 렌즈를 갖는다. 본 발명의 와 기록 매체 기록

재생 장치는 전술한 본원 발명의 광픽업 장치를 갖는다. 이에 더하여, 와 기록 매체 기록 재생 장치는 와 기록 매체를 회전

시키는 스핀들 모터와 트랙킹 수단(tracking menas)을 또한 구비할 수도 있다. 부수적으로, 광픽업 장치 내의 개구수가 광

원의 파장, 개구의 직경 및 대물렌즈의 직경에 근거하여 얻어질 수 있다. 또한, 광픽업 장치에 있어서, 소정의 파장을 갖는

광 플럭스가 소정의 와 기록 매체에 판독/기록될 수 있게 하는 개구수는 광픽업 장치의 개구수로서 인정되거나, 또는 광픽

업 장치에 의해 판독/기록되는 와 기록 매체의 표준에 의해 얻어진 개구수는 광픽업 장치의 개구수로 인정된다. 더욱이, 단

지 하나의 렌즈로부터 개구수를 판단할 때, 렌즈가 렌즈 개구의 특정 반경 범위에 대해 수차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정되는

(예컨대, 렌즈 전방 수차가 0.07λ 이하로 보정되는) 경우, 개구수는 반경과 집점거리의 비율로서 정의된다.

상기의 조건 관계식 (1)은 아래의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 d1/f ≤ 2.3

또한, 상기의 조건 관계식 (1)은 아래의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5 ≤ d1/f ≤ 1.8

또한, 전술한 대물렌즈는 하기의 조건 관계식 (2)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f/vd ≤ 0.060 (2)

여기서, vd는 아베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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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조건 관계식 (2)는 축방향 색상 수차를 작게 하는 조건이다. 이럼으로써, 집점용 서보기구에 이어지는 광원 내의 순

간 파장 변동에 대처하는 것과, 다중 모드 발진에 의한 광원 내의 파장 연장에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의 조건

관계식 (2)는 아래의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f/vd ≤ 0.050

또한, 상기의 조건 관계식 (2)는 아래의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f/vd ≤ 0.035

렌즈 재료에 관해서는, 아베수가 vd = 35의 관계보다는 vd = 50의 관계를 양호하게는 만족시키는 재료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물렌즈는 유리 렌즈 또는 플라스틱 렌즈일 수도 있으나, 플라스틱 렌즈가 더 바람직하다. 대물렌즈가 플라스틱 렌즈일

때, 렌즈 플라스틱의 포화 물 흡수율은 0.01%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파장이 350 내지 500 ㎚인 광에 대한 투과율은

8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의한 대물렌즈의 직경은 2.0 내지 4.0 ㎜인 것이 바람직하다. 플라스틱 렌즈의 재

료로서, 폴리올레핀 수지인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노보넨(Norbornene) 수지가 바람직하다.

더욱이, 전술한 대물렌즈는 하기의 조건 관계식 (3)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40 ≤ n (3)

여기서, n은 사용된 파장에서의 굴절율(광원의 파장에서의 대물렌즈 재료의 굴절율)이다.

상기의 조건 관계식(3)은 굴절율의 조건을 나타내고, 이 조건이 충족되고 굴절율이 작지 않게 될 때, 제1 표면상의 새그

(sag)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상높이 특성이 손상되지 않는다.

또한, 전술한 대물렌즈는 하기의 조건 관계식 (4)을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0 ≤ n ≤ 1.85 (4)

상기의 조건 관계식 (4)는 굴절율의 조건을 나타내고, 아주 중요하게는 축방향 관 동력뿐만 아니라 비축방향 광 동력이 부

착될 필요가 있는 광픽업의 경우에 축방향 두께는 발생된 비점수차(astigmatism)의 보정에 의해 더 크게 되려 한다. n이

상한치 이하일 때, 굴절율은 너무 크게 되지 않아서 렌즈의 중앙 두께는 크게 될 필요가 없고, 이는 경량화 및 작업 거리 보

장을 쉽게 할 수 있다. n이 하한치 이상일 때, 굴절율은 너무 작게 되지 않고, 제1 표면상의 새그는 더 증가하지 않고, 상높

이 특성은 손상되지 않는다.

상기의 조건 관계식 (4)이 아래의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50 ≤ n ≤ 1.85

더욱 바람직하게는, 아래의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1.70 ≤ n ≤ 1.85

또한, 전술한 대물렌즈는 하기의 조건 관계식 (5)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0.40 ≤ r1/(n·f) ≤ 0.70 (5)

여기서, r1은 전술한 대물렌즈의 일 표면의 근축 곡률 반경(양호하게는, 광원의 일부의 근축 곡률 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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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조건 관계식(5)은 주요하게는 코마의 보정에 관한 것이고, r1/(n·f)의 값이 하한치 이상일 때는 r1은 너무 작지 않

게 되고 내향 코마 및 외향 코마에 의한 플래어(flare)는 발생하기 어렵게 되는 반면에, r1/(n·f)의 값이 상한치 이하인 때에

는 r1은 너무 크지 않게 되고 외향 코마는 발생하기 어렵고 구면 수차의 언더 플래어(under flare of spherical

aberration)가 발생하기 어렵다.

*상기 상태 식(5)은 이하의 식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0.40 ≤ r1/(n·f) ≤ 0.65

대물렌즈에 의해 기록 매체 상에 수렴되는 광점의 직경은 일반적으로 kλ/NA에 의해 결정된다. λ는 광원의 파장을 표시하

며, NA는 대물렌즈의 개구수를 표시하며, k는 비례 상수를 표시한다. 따라서, 500 nm 이하의 짧은 파장을 갖는 레이저 광

원이 사용되면, 대물렌즈의 개구수는 0.65 이상으로 되며 광점의 직경이 수렴되어 작게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

명에 따른 렌즈의 사용에 의해 광 픽업 장치를 구성함으로써 기록된 정보 신호가 고밀도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기록

매체의 보호 층을 0.2 mm 이하로 얇게 제조함으로써 작은 작업 거리를 갖는 대물렌즈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경

량의 그리고 컴팩트한 광 픽업 장치를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본 발명의 대물렌즈, 광 픽업 장치 및 광 정보 기록 매체 기록/재생 장치는 사용된 파장(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속의 파

장)이 500 nm 이하인 경우, 또는 광 정보 기록 매체측 상의 대물렌즈의 개구수가 0.65 이상(양호하게는 0.7 이상, 보다 양

호하게는 0.75 이상)인 경우, 또는 그들이 0.2 mm 이하의 두께를 갖는 보호층을 갖는 광 정보 기록 매체에 사용될 때 특히

적절하다.

상술된 대물렌즈가 플라스틱 재질로 제조될 때, 경량의 광 픽업 장치를 얻는 것과 낮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을 실현하는 것

이 가능하다.

다른 양호한 비구형 단일 대물렌즈는 정보 기록 매체 상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재생하기 위한 대물렌즈이며, 상기

대물렌즈는 사용되는 파장이 500 nm 이하이고, 정보 기록 매체가 0.2 mm 이하의 두께를 갖는 보호 층을 가지며, 대물렌

즈의 개구수는 0.65 이상이며 양호하게는 0.75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된 대물렌즈는 우수한 상높이 특성을 얻기 위한 상태를 표시하는 이하의 상태 식(6)을 만족시킨다. 여기서, 그 작용이

상태 식(1)에서의 작용과 동일하다.

1.1 ≤ d1/f ≤3 (6)

*여기서, d1은 축방향 렌즈 두께를 표시하며, f는 집점 길이를 표시한다.

상술된 대물렌즈는 축방향 색수차를 이루기 위한 상태를 표시하는 이하의 상태 식(7)을 만족시키는 것이 좋다. 여기서, 그

작용은 상태 식(2)에서의 작용과 동일하다.

f/vd ≤ 0.060 (7)

여기서, vd는 아베수(Abbe's number)를 표시한다.

상술된 대물렌즈는 굴절율에 대한 상태를 표시하는 이하의 상태 식(8)을 만족시키는 것이 좋다. 여기서, 그 작용은 상태 식

(3)에서의 작용과 동일하다.

1.40 ≤ n (8)

여기서, n은 사용된 파장에서의 굴절율을 표시한다.

상술된 대물렌즈는 이하의 상태 식(9)을 만족시키는 것이 좋다. 상태 식(9)은 굴절율에 대한 상태를 표시한다. 그 작용은

상태 식(4)에서의 작용과 동일하다.

1.40 ≤ n ≤ 1.8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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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된 대물렌즈는 코마 보정에 주로 관계된 이하의 상태 식(10)을 만족시키는 것이 좋다. 여기서, 그 작용은 상태 식(5)에

서의 작용과 동일하다.

0.40 ≤ r1/(n·f) ≤ 0.70 (10)

여기서, r1은 과원의 부분 상의 근축 곡률 반경을 표시한다.

다른 양호한 비구면 단일 대물렌즈는 정보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재생되는 대물렌즈이며, 상기 대물렌

즈는 개구수가 0.75 이상이고 플라스틱 재질로 제조된 것에 특징이 있다.

상술된 대물렌즈는 우수한 상높이 특성을 얻기 위한 상태를 표시하는 이하의 상태 식(11)을 만족시키는 것이 좋다. 여기

서, 그 작용은 상태 식(1)에서의 작용과 동일하다.

1.1 ≤ d1/f ≤ 3 (11)

여기서, d1은 축방향 렌즈 두께를 표시하며, f는 집점 길이를 표시한다.

상술된 대물렌즈는 축방향 색수차가 작게되기 위한 상태를 표시하는 이하의 상태식(12)을 만족시키는 것이 좋다. 여기서,

그 작용은 상태 식(2)에서의 작용과 동일하다.

f/vd ≤ 0.060 (12)

여기서, vd는 아베수를 표시한다.

상술된 대물렌즈는 굴절율에 대한 상태를 표시하는 이하의 상태 식(13)을 만족시키는 것이 좋다. 여기서, 그 작용은 상태

식(3)에서의 작용과 동일하다.

1.40 ≤ n (13)

여기서, n은 사용된 파장에서의 굴절율을 표시한다.

*상술된 대물렌즈는 이하의 상태 식(14)을 만족시키는 것이 좋다. 상태 식(14)은 굴절율에 대한 상태를 표시한다. 그 작용

은 상태 식(4)에서의 작용과 동일하다.

1.40 ≤ n ≤ 1.85 (14)

상술된 대물렌즈는 코마 보정에 주로 관계된 이하의 상태 식(15)을 만족시키는 것이 좋다. 여기서, 그 작용은 상태 식(5)에

서의 작용과 동일하다.

0.40 ≤ r1/(n·f) ≤ 0.70 (15)

여기서, r1은 과원의 부분 상의 근축 곡률 반경을 표시한다.

다른 양호한 비구면 단일 대물렌즈는 정보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재생하기 위한 대물렌즈이며, 상기

대물렌즈는 개구수가 0.65, 양호하게는 0.75 이상이고 이하의 식(16)을 만족시킨다.

n ≥ 1.85 (16)

여기서, n은 사용된 파장에서 굴절율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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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태 식(16)은 굴절율의 상태를 표시한다. 높은 굴절율의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제1 면 상의 곡률 반경을 크게하는 것

이 가능하며, 그 결과, 조망 각(prospective angle)이 작아지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몰딩에 의해 렌즈를 성형할 때 금속

몰드를 처리하는 것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축방향 광 분해능(axial optical power)에만 중점을 두는 광 픽업의 경우

에, 높은 굴절율을 갖는 재질의 사용은 높은 정도(high order)로 구면 수차를 보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상술된 대물렌즈는 우수한 상높이 특성을 얻기 위한 상태를 표시하는 이하의 상태 식(17)을 만족시킨다. 여기서, 그 작용

이 상태 식(1)에서의 작용과 동일하다.

1.1 ≤ d1/f ≤3 (17)

여기서, d1은 축방향 렌즈 두께를 표시하며, f는 집점 길이를 표시한다.

상술된 대물렌즈는 코마 보정에 주로 관계된 이하의 상태 식(18)을 만족시키는 것이 좋다. 여기서, 그 작용은 상태 식(5)에

서의 작용과 동일하다.

0.40 ≤ r1/(n·f) ≤ 0.70 (18)

여기서, r1은 광원의 부분 상의 근축 곡률 반경을 표시한다.

다른 양호한 비구면 단일 대물렌즈는 정보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재생되는 대물렌즈이며, 상기 대물렌

즈는 개구수가 0.65이고, 양호하게는 0.75 이상이고 이하의 식(19)을 만족시킨다.

1.40 ≤ n < 1.85 (19)

여기서, n은 사용된 파장에서 굴절율을 표시한다.

상술된 상태식은 굴절율의 상태를 표시한다. 그 작용에 대해서, 이들은 식(4)에서의 작용과 동일하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서 광 수렴 광학계 상에 회절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공 수렴 광학계의 대물렌즈 상에 회절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양호하지만, 광 수렴 광학계 내에 회절 부분만을 갖는 광학 요소를 장착하거나 또는 복합 렌즈와 같

은 광 수렴 광학계를 구성하는 다른 황학 요소 사에 회절 부분을 제공하는 것도 좋다. 또한, 하나의 커플링의 하나의 측면

상에만 회절 면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표면 편차에 의해 야기되는 파면 수차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구면 수차가 굴절계에서의 단일 대물렌즈에 대해 구면만에 의해 또는 비구면 만에 의해 표준 파장에 대해 보정되면, 표준

파장보다 짧은 파장에 대한 과소 축방향 색수차 및 표준 파장보다 긴 파장에 대한 과대 축방향 색수차가 통상 발생된다. 그

러나, 회절 면을 갖는 대물렌즈의 경우에, 구면 수차가 표준 파장에 대해 보정되면, 굴절계 내의 대물렌즈에 반대인 극성을

발생시키는 것, 즉 표준 파장보다 짧은 파장에 대한 과대 축방향 색수차 및 표준 파장보다 긴 파장에 대한 과소 축방향 색

수차를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술된 대물렌즈의 경우에, 예를 들어 비구면 렌즈로서 비구면 계수 및 회절 렌

즈로서 상 함수 계수 의 적절한 선택에 의해 회절능(diffraction power)을 결합함으로써 그리고 그에 의해 구면 수차에 대

한 색수차를 보정함으로써 모드 호프와 같은 순간적인 파장 변동에 대해서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대물렌즈를 실현하

는 것이 가능하다.

상술된 대물렌즈는 0.65 이상의 또는 양호하게는 0.75 이상의 개구수를 가지며, 사용된 파장이 500 nm이하인 경우, 그리

고 보호 층의 두께가 0.2 mm 이하인 정보 기록 매체가 사용된 경우, 500 nm 이하의 짧은 파장을 갖는 레이저 광원을 사용

하는 것과, 대물렌즈의 개구수를 0.65 이상으로 하는 것과, 수렴되는 광원의 점 직경을 작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렌즈로 광 픽업 장치를 구성함으로써 높은 밀도로 정보 신호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기록 매체의 보호

층을 0.2 mm 이하로 제조함으로써 짧은 작업 거리를 갖는 대물렌즈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가벼운 중량의 그리

고 컴팩트한 광 픽업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상술된 각 대물렌즈에서, 양호하게는 외주 상에 플랜지부가 제공되며, 보다 양호하게는 외주 상에 광 축에 수직한 방

향으로 연장된 면을 갖는 플랜지부가 제공된다. 외주 상에 제공된 플랜지부에 의해, 대물렌즈가 광 픽업 장치에 용이하게

부착될 수 있으며, 광 축에 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된 면을 플랜지부에 제공함으로써 대물렌즈를 보다 정확하게 부착하

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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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각 광 픽업 장치는 내부에 광원과, 정보 기록 매체의 정보 기록 면 상에 공원으로부터 광속을 수렴하는 대

물렌즈를 가지며, 비구면 단일 대물렌즈가 상술된 대물렌즈로서 제공된, 정보 기록 매체로부터 광원의 탐지에 의해 정보

기록 매체 상에 정보 기록 및/또는 그로부터 정보 재생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또한, 본 발명의 각 광 픽업 장치는 내부에 광원과,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발산 광의 발산 각을 변경시키는 복합 렌즈와, 정

보 기록 매체의 정보 기록 면 상에 복합 렌즈를 통해 광속을 수렴하는 대물렌즈를 포함하며, 정보 기록 매체로부터 광원의

탐지를 통해 정보 기록 매체 상에 정보 기록 및/또는 그로부터 정보의 재생을 수행하며, 복합 렌즈는 대물렌즈의 색수차를

보정하는 기능을 가지며 비구면 단일 대물렌즈가 상술된 대물렌즈로서 제공된 장치이다.

비구면 단일 대물렌즈가 대물렌즈로서 사용되면, 높은 밀도의 기록/재생 장치에 적절한 대물렌즈를 얻는 것이 가능하나,

굴절계에서의 단일 대물렌즈 때문에 짧은 파장의 부분에서 과소인 축방향 색수차가 야기된다. 그러나, 축방향 색수차는 상

술된 광 픽업 장치에서 복합 렌즈에 의해 보정될 수 있다. 즉, 복합 렌즈의 축방향 색수차가 짧은 파장의 부분에서 과대하

게 되면, 대물렌즈의 축방향 색수차는 감소된다. 이 때문에, 상술된 대물렌즈로는, 축방향 색수차가 간단한 구조에 의해 보

정되는 광학계를 갖는 광 픽업 장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복합 렌즈는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속을 대부분 조준된 광속으로 조준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픽업 광학계의

조립 및 조절을 간단하게 한다. 즉, 복합 렌즈는 또한 콜리메이터 렌즈일 수 있다.

대물렌즈와 커플링 렌즈의 합성 장치의 색상 수차가 다음의 식 (20)을 만족하도록 배치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δfb·NA2 ≤ 0.25㎛ (δfb > 0) (20)

여기에서, δfb는 파장이 표준 파장으로부터 +1nm 만큼 변화할 때 합성 장치의 집점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고, NA는

디스크 부분 상의 대물렌즈의 개구수를 나타낸다.

다음의 식 (20)'를 만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0.02㎛ ≤ δfb·NA2 ≤ 0.15㎛ (δfb > 0) (20)'

전술된 각각의 구성은 커플링 렌즈에 의해 수행된 색상 수차의 보정에 관한 것이다. 약 400nm의 발진 파장으로 단파장 레

이저 반도체를 취급할 때, 파장의 미세 이동에 의해 대물렌즈 상에 야기된 축방향 색상 수차는 허용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

점이다. 문제점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단파장을 취급할 때, 보통 렌즈 재료의 굴절률의 변화는 파장의 미세 변동에 대해

커지게 된다. 그 결과, 집점의 흐려짐 양은 커지게 된다. 그러나, 대물렌즈의 집점 깊이에 관하여, kλ/NA2(k는 비례 상수

임)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용되는 파장(λ)이 더 짧아지게 되면 될수록 집점 깊이는 더 작아지며, 매우 소량의 집점

흐려짐도 허용되지 않는다. ISOM/ODS'99 포스트데드라인 포스터 페이퍼(Postdeadline Poster Paper)의 세션 WD26에

서, 0.7nm의 스펙트럼 폭(FWMH)을 갖는 고주파 중첩은 GaN 청색 반도체 레이저를 위해 도시되어 있다. 고주파 중첩에

대해 픽업 광학 장치의 전방 파동 수차를 약 0.02λrms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색상의 구면 수차가 보정되었다고 가

정하게 되면 앞서 논의된 것에 필요한 축방향 색상 수차의 보정 수준을 얻게 된다. 표준 파장이 400nm이고 NA가 디스크

의 부분 상의 개구수를 나타낼 때, 0.7nm의 스펙트럼 폭(FWMH)을 갖는 고주파 중첩의 경우에 전방 파동 수차를

0.02λrms로 제어하기 위해 1nm의 파장 변동을 위해 합성 장치의 축방향 색상 수차를 약 0.15㎛/NA2 내로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합성 장치의 축방향 색상 수차는 항상 완전히 보정될 필요는 없고, 전방 파동 수차는 허용 범위 내에 있게

될 수 있다. 대물렌즈가 본 발명에서와 같이 굴절 장치에서의 단일 렌즈일 때, 축방향 색상 수차가 대물렌즈의 장파장의 경

우에 양의 값으로 되기 때문에 합성 장치에서도 장파장의 경우에 축방향 색상 수차를 양의 값으로 되게 함으로써 커플링

렌즈를 간단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예로, 커플링 렌즈가 일 그룹 및 2 개의 요소의 접합 렌즈로 구성될 때,

커플링 렌즈의 각각의 렌즈 요소의 힘은 합성 장치의 완전한 색상 보정과 비교하여 약해질 수 있고, 수차 면에서 탁월하고

제작이 용이한 커플링 렌즈를 생성하게 된다. 회절 렌즈로서 커플링 렌즈에 대한 색상 보정의 경우에, 회절 표면의 힘은 약

해질 수 있어, 띠 모양의 회절 링의 간격은 커지고, 높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 렌즈가 쉽게 제작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술된 조건식의 하한치가 정해진다.

또한, 합성 장치의 배율 m에 관한 이하의 식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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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m｜ ≤ 0.5 (m < 0)

여기에서, m은 대물렌즈와 커플링 렌즈의 합성 장치의 배율을 나타낸다.

배율이 위의 조건식의 하한치 이상일 때, 합성 장치는 소형이고, 반면에 배율이 상한치 이하일 때, 커플링 렌즈는 수차면에

서 양호하다.

커플링 렌즈는 하나의 조각 또는 다수의 조각으로 구성될 수 있고, 커플링 렌즈는 일 그룹 및 2 개의 요소의 구조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된 커플링 렌즈의 일 그룹 및 2 개의 요소의 구조물로 인해, 커플링 렌즈의 구조물은 간단하고 커플

링 렌즈의 제조를 용이하게 한다. 일 그룹 및 2 개의 요소의 커플링 렌즈를 이용할 때, 축방향 힘을 유지하면서 일부 단파장

이상 및 일부 장파장 이하인 축방향 색상 수차를 선명하게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 결과, 모드 도약과 같은 순간 파

장 변동에 유익한 합성 장치 상의 축방향 힘을 유지하면서 일부 단파장 이하 및 일부 장파장 이상인 대물렌즈 상의 축방향

색상 수차를 유리하게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축방향 색상 수차가 일부 단파장 이상 및 일부 장파장 이하로 이루

어질 때, 발산 작용을 갖는 커플링 렌즈의 접합면 상의 곡률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표준 파장에서의 구면 수차가

조절되게 되면, 일부 단파장 이상 및 일부 장파장 이하인 구면 수차가 크게 발생된다. 그 결과, 대물렌즈 상에 발생된 일부

단파장 상에 및 일부 장파장 상의 구면 수차는 삭제되고, 파장 변동 캡(cab)의 경우에 합성 장치의 구면 수차는 작아지도록

조절된다.

부수적으로, 커플링 렌즈가 비구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구면은 일측면 또는 양 측면 상에 마련될 수 있다.

전술된 커플링 렌즈가 비구면을 갖는 일 그룹 및 2 개의 요소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비구면의 수차 보정 기능에 의해 커지

도록 그리고 그 총 길이가 짧은 소형 합성 장치를 얻도록 커플링 렌즈의 개구수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술된 커플링 렌즈가 회절면을 갖기 때문에, 특히 회절면을 플라스틱 비구면 렌즈에 추가함으로써 단일 렌즈의 간단한

구성을 갖는 매우 효율적인 커플링 렌즈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부수적으로, 커플링 렌즈를 광축 방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광학 장치의 각각의 광학면 상에 야기된 구면 수차의 변동을 보정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일예로, 커플링 렌즈는 재생 신

호의 RF 진폭을 조정하면서 이동될 수 있어, 광학 장치 내에 야기된 구면 수차가 최적 방식으로 보정될 수 있다. 광학 장치

의 각각의 광학면 상에 야기된 구면 수차의 변동으로서, 일예로서 광원의 발진 파장의 미세 변경을 기초로 한 변동, 온도

변화를 기초로 한 변동, 습도 변화를 기초로 한 변동, 정보 기록 매체의 보호층의 두께의 미세 변화를 기초로 한 변동 및 위

의 조합에 기초로 한 변동이 있다. 커플링 렌즈는 광학 장치의 구면 수차가 더 크게 변동할 때 대물렌즈로부터의 거리가 증

가될 수 있도록 광축 방향으로 이동되고 커플링 렌즈가 광학 장치의 구면 수차가 더 작게 변동할 때 대물렌즈로부터의 거

리가 감소될 수 있도록 광축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수적으로, 광축 방향으로의 커플링 렌즈의 이동에 관

하여, 광 픽업 장치가 커플링 렌즈를 이동시키는 이동 유닛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 유닛으로서, 음성-오일형

액츄에이터 및 압전기 액츄에이터가 이용될 수 있다.

부수적으로, 전술된 각각의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원으로부터 대물렌즈를 거쳐 방사된 광속을 정보 기록 매체의 정보

기록면 상에 수렴시키고, 정보 기록 매체 상의 정보 및 정보 기록 매체로부터의 정보 재생을 수행할 수 있다.

전술된 광 정보 기록 매체는 일예로 CD, CD-R, CD-RW, CD-Video 및 CD-ROM과 같은 다양한 CD와, DVD, DVD-

ROM, DVD-RAM, DVD-R 및 DVD-RW와 같은 다양한 DVD와, MD와 같은 디스크형 정보 기록 매체를 포함하고, 또한

기록 밀도 면에서 향상된 새로운 고밀도 정보 기록 매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도면을 참고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광 픽업

장치 구조의 개략 다이어그램이다.

도8의 광 픽업 장치는 대물렌즈로서 본 발명의 이중 비구면 단일 대물렌즈를 채용한 것이고, 광원을 나타내는 반도체 레이

저(3)와, 광원(3)으로부터 방사된 발산광의 발산각을 변경하는 커플링 렌즈(2)와, 커플링 렌즈(2)로부터 나오는 광속을 정

보 기록 매체의 정보 기록면(5) 상에 수렴시키는 대물렌즈(1)와, 정보 기록 매체의 정보 기록면(5)으로부터 반사광을 수용

하는 광 검출기(4)가 마련된다.

도8에서의 광 픽업 장치는 정보 기록면(5)으로부터 광 검출기(4)를 향해 반사광을 분리시키는 비임 분할기(6)와, 커플링

렌즈(2)와 대물렌즈(1) 사이에 배치된 1/4 파장 판(7)과, 대물렌즈(8)의 전방에 배치된 격판(8)과, 원통형 렌즈(9) 및 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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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킹을 위한 액츄에이터(10)를 더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 본 실시예에서, 광 수렴 광학 장치는 비임 분할기와, 커플링

렌즈와, 1/4 파장 판과, 대물렌즈 및 격판을 내부에 구비한다. 부수적으로, 본 실시예에서, 비임 분할기는 광 수렴 광학 장

치 내에 포함되지 않는 하나의 분할기로서 생각될 수 있다.

대물렌즈(1)는 그 외주부 상에 광축에 직각 방향으로 연장하는 표면을 구비한 플랜지부(1a)를 더 구비한다. 이러한 플랜지

부(1a)로 인해, 대물렌즈(1)는 광 픽업 장치 상에 정밀 부착될 수 있다.

커플링 렌즈(2)는 또한 입사 발산 광속이 광축에 거의 평행한 광속이 되도록 하는 시준기 렌즈로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광

원(3) 또는 시준기 렌즈(2)는 시준기 렌즈(2)로부터 나오는 광속이 거의 평행하게 되도록 조정을 위해 시준기 렌즈의 광축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된 대로,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는 광원으로부터 대개 평행한 광으로 발산 광속을 전환하기 위한 시준기 렌즈 및 평행

광을 정보 기록면 상에 수렴시키기 위한 대물렌즈로 구성될 수 있거나, 또는 광원으로부터의 발산 광속의 각을 변경하고

발산 광속 또는 수렴 광속으로 전환하는 전환 렌즈를 나타내는 커플링 렌즈 및 커플링 렌즈로부터 나오는 광속을 정보 기

록면 상에 수렴시키는 대물렌즈로 구성될 수 있다. 광 픽업 장치는 또한 광원로부터의 발산 광속을 정보 기록면 상에 수렴

시키는 대물렌즈(한정된 결합 대물렌즈)만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후, 앞서의 광 픽업 장치에 대한 본 발명의 비구면 단일 대물렌즈를 이용함으로써 광 디스크의 고밀도 기록 및 재생을 수

행할 수 있는 광 픽업 장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각각이 본 발명의 대물렌즈 및 광 픽업 장치 모두에 대한 예 1 내지 15와, 각각이 커플링 렌즈및 광 픽업 장치에

대한 예 16 내지 27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부수적으로, 광 픽업 장치의 개략 구성의 예는 일실시예에서 설명된 도8에 도

시된 것과 유사하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는 반도체 레이저의 표준 파장의 선택(광원의 설정)과, 커플링 렌즈의 사용 또

는 제거 또는 커플링 렌즈로서의 시준기 렌즈의 사용의 수립, 격판(8) 개구의 수립 및 다양한 부품을 배치하기 위한 위치의

수립을 수행하고 각각의 예의 대물렌즈와 커플링 렌즈를 장착함으로써 얻어지게 되어, 아래의 각각의 예에 기재된 구성 및

상태가 만족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대물렌즈의 예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예 1 내지 15의 데이터의 목록은 아래의 표1에 도시되어 있다. 부수적

으로, 예 1 내지 15에서, 예6, 9 및 15는 플라스틱 렌즈에 대한 것이고, 다른 것들은 유리 렌즈에 대한 것이다. 예5의 광 정

보 기록 매체는 투명 기판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다른 예들에서의 각각의 광 정보 기록 매체는 0.1mm 두께의 투명 기판을

구비한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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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4 및 실시예 6 및 7의 대물렌즈들은 400 nm 표준 파장의 무한 대물렌즈이고, 실시예 8-15 및 실시예 6 및 7의

대물렌즈는 405 nm의 표준 파장의 무한 대물렌즈이다. 실시예 6 및 9의 각각에서, 0.1 mm 두께를 갖는 정보 기록 매체의

보호층이 위치한 것으로 가정하고, 정보 기록 매체의 상 면과 대물렌즈 사이에 0.1 mm 이하의 조작 거리가 제공되고, 대물

렌즈용으로 플라스틱 재료가 사용된다. 실시예 5에서 대물렌즈는 660 nm의 표준 파장의 무한 대물렌즈이다.

실시예 15는 회절면이 제공된 실시예이다. 또, 표 1에서 "파 전방 수차"의 "편축 상"으로 기재된 용어는 상 높이 특성을 나

타낸다. 표1 은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15의 상 높이 특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시예 8에서, 1 μm로 분산된 제1

면에 의해 야기된 파 전방 수차는 0.021 λ로서 이는 0.035 λ보다 작아서 우수한 편심 민감도를 나타낸다. 다른 실시예들

에서도 우수한 편심 민감도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실시예의 비구면에 대해, x-축이 광학축의 방향, 광학축에 수직인 방향으로의 높이가 h, 표면의 곡률 반경이 r을 나타

내고, K가 원추의 상수이고 A2i가 비구면 계수라고 가정할 때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예 1)

렌즈 데이터는 표 2에 도시되고, 비구면 계수는 표 3에 도시되어 있다. 실시예 1의 렌즈는 도1(a)의 단면도 및 도1(b)의 수

차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진 도1에 도시되어 있다.

λ (파장) = 400 nm

f = 1.76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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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 0.85

배율 = 0

[표 2]

* : 비구면

[표 3]

(예 2)

렌즈 데이터는 표 4에 도시되고, 비구면 계수는 표 5에 도시되어 있다. 실시예 2의 렌즈는 도2(a)의 단면도 및 도2(b)의 수

차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진 도2에 도시되어 있다.

λ (파장) = 400 nm

f = 1.765 mm

NA = 0.75

배율 = 0

[표 4]

* : 비구면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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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

렌즈 데이터는 표 6에 도시되고, 비구면 계수는 표 7에 도시되어 있다. 실시예 3의 렌즈는 도3(a)의 단면도 및 도3(b)의 수

차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진 도3에 도시되어 있다.

λ (파장) = 400 nm

f = 1.765 mm

NA = 0.85

배율 = 0

[표 6]

* : 비구면

[표 7]

(예 4)

렌즈 데이터는 표 8에 도시되고, 비구면 계수는 표 9에 도시되어 있다. 실시예 4의 렌즈는 도4(a)의 단면도 및 도4(b)의 수

차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진 도4에 도시되어 있다.

λ (파장) = 400 nm

f = 1.765 mm

NA = 0.75

배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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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 비구면

[표 9]

(예 5)

렌즈 데이터는 표 10에 도시되고, 비구면 계수는 표 11에 도시되어 있다. 실시예 5의 렌즈는 도5(a)의 단면도 및 도5(b)의

수차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진 도5에 도시되어 있다.

λ (파장) = 660 nm

f = 0.131 mm

NA = 0.83

배율 = -0.1456

[표 10]

* : 비구면

[표 11]

(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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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데이터는 표 12에 도시되고, 비구면 계수는 표 13에 도시되어 있다. 실시예 6의 렌즈는 도6(a)의 단면도 및 도6(b)의

수차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진 도6에 도시되어 있다.

λ (파장) = 400 nm

f = 2.647 mm

NA = 0.85

배율 = 0

[표 12]

* : 비구면

[표 13]

(예 7)

렌즈 데이터는 표 14에 도시되고, 비구면 계수는 표 15에 도시되어 있다. 실시예 7의 렌즈는 도7(a)의 단면도 및 도7(b)의

수차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진 도7에 도시되어 있다.

λ (파장) = 400 nm

f = 1.765 mm

NA = 0.85

배율 = 0

[표 14]

* : 비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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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예 8)

렌즈 데이터 및 비구면 계수는 표 16에 도시되어 있다. 실시예 8의 대물렌즈의 단면도는 도9에 도시되고 그 수차 다이어그

램은 도10에 도시되어 있다.

[표 16]

실시예 8

λ = 405 [nm]

f = 1.765 [mm]

NA = 0.85

배율 = 0

* : 비구면

(예 9)

렌즈 데이터 및 비구면 계수는 표 17에 도시되어 있다. 실시예 9의 대물렌즈의 단면도는 도11에 도시되고 그 수차 다이어

그램은 도12에 도시되어 있다.

[표 17]

실시예 9

λ = 40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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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1.765 [mm]

NA = 0.85

배율 = 0

* : 비구면

(예 10)

렌즈 데이터 및 비구면 계수는 표 18에 도시되어 있다. 실시예 10의 대물렌즈의 단면도는 도13에 도시되고 그 수차 다이어

그램은 도14에 도시되어 있다.

[표 18]

예 10

λ = 405[㎚]

f = 1.765[㎜]

NA = 0.85

배율 = 0

* : 비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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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1)

렌즈 데이터 및 비구면 계수는 표 19에 도시되어 있다. 예 11의 대물렌즈의 단면도는 도15에 도시되어 있고, 그 수차 다이

어그램은 도16에 도시되어 있다.

[표 19]

예 11

λ = 405[㎚]

f = 1.765[㎜]

NA = 0.85

배율 = 0

* : 비구면

(예 12)

렌즈 데이터 및 비구면 계수는 표 20에 도시되어 있다. 예 12의 대물렌즈의 단면도는 도17에 도시되어 있고, 그 수차 다이

어그램은 도18에 도시되어 있다.

[표 20]

예 12

λ = 405[㎚]

f = 1.765[㎜]

NA = 0.85

배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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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구면

(예 13)

렌즈 데이터 및 비구면 계수는 표 21에 도시되어 있다. 예 13의 대물렌즈의 단면도는 도19에 도시되어 있고, 그 수차 다이

어그램은 도20에 도시되어 있다.

[표 21]

예 13

λ = 405[㎚]

f = 1.765[㎜]

NA = 0.85

배율 = 0

* : 비구면

(예 14)

렌즈 데이터 및 비구면 계수는 표 22에 도시되어 있다. 예 14의 대물렌즈의 단면도는 도21에 도시되어 있고, 그 수차 다이

어그램은 도22에 도시되어 있다.

등록특허 10-0722884

- 23 -



[표 22]

예 14

λ = 405[㎚]

f = 1.765[㎜]

NA = 0.85

배율 = 0

* : 비구면

(예 15)

렌즈 데이터 및 비구면 계수는 표 23에 도시되어 있다. 예 15의 대물렌즈의 단면도는 도22에 도시되어 있고, 그 수차 다이

어그램은 도24에 도시되어 있다.

[표 23]

예 15

λ = 405[㎚]

f = 1.765[㎜]

NA = 0.85

배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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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으로, 회절면은 나중에 설명된 예 26에도 적용되지만 광학 경로차 함수 Φb로서의 다음의 식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상기 경우에, h는 광축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높이를 나타내고, b는 광학 경로차 함수의 계수를 나타낸다.

상기된 바와 같이, 예 1 내지 예 15에서, 광학 픽업 장치를 위한 대물렌즈로서 개구수가 크며 우수한 화상 높이 특성을 갖

는 비구면 단일 대물렌즈를 얻는 것이 가능하였다. 예컨대, 개구수가 400 ㎚의 파장에 대해 0.85이며 웨이브 전방 수차의

rms가 1°의 관찰 각도에서의 화상 높이에 대해 0.07 λ(λ는 파장) 이하인 단일 대물렌즈를 얻는 것이 가능하였다. 즉, 0.65

이상으로 개구수가 크고 우수한 화상 높이 특성을 갖고 고밀도 기록 및 재생 장치에 적절한 광학 픽업 장치를 위한 비구면

단일 대물렌즈를 얻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예 1 내지 예 15에서, 편심 감도가 우수하게 제조될 수 있고, 코마가 만족스럽게 수정될 수 있다.

다음에, 커플링 렌즈의 예가 설명될 것이다. 이하의 표 24는 예 16 내지 예 27을 위한 데이터 목록을 나타낸다. 부수적으

로, 예 16, 예 17, 예 20, 예 21 및 예 22의 대물렌즈는 예 8의 대물렌즈와 동일하고, 예 18, 예 19, 예 23, 예 24, 예 25 및

예 26의 대물렌즈는 예 9의 대물렌즈와 동일하고, 예 27의 대물렌즈는 예 13의 대물렌즈와 동일하다.

[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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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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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데이터 및 비구면 계수는 표 25에 도시되어 있다. 예 16의 하나의 그룹 및 2개의 요소 구조로 된 커플링 렌즈와 대물

렌즈의 단면도는 도25에 도시되어 있고, 그 구면 수차의 다이어그램은 도26에 도시되어 있다.

[표 25]

(예 17)

렌즈 데이터 및 비구면 계수는 표 26에 도시되어 있다. 예 17의 하나의 그룹 및 2개의 요소 구조로 된 커플링 렌즈와 대물

렌즈의 단면도는 도27에 도시되어 있고, 그 구면 수차의 다이어그램은 도28에 도시되어 있다.

[표 26]

(예 18)

렌즈 데이터와 비구면 계수는 표27에 표시되어 있다. 예 18에서 1-군 및 2-요소 구조의 커플링 렌즈와 대물렌즈의 단면도

는 도29에 도시되어 있고, 구면 수차 도표는 도30에 도시되어 있다.

[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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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9)

렌즈 데이터와 비구면 계수는 표28에 표시되어 있다. 예 19에서 1-군 및 2-요소 구조의 커플링 렌즈와 대물렌즈의 단면도

는 도31에 도시되어 있고, 구면 수차 도표는 도32에 도시되어 있다.

[표 28]

(예 20)

렌즈 데이터와 비구면 계수는 표29에 표시되어 있다. 예 20에서 1-군 및 2-요소 구조의 커플링 렌즈와 대물렌즈의 단면도

는 도33에 도시되어 있고, 구면 수차 도표는 도34에 도시되어 있다.

[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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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1)

렌즈 데이터와 비구면 계수는 표30에 표시되어 있다. 예 21에서 1-군 및 2-요소 구조의 커플링 렌즈와 대물렌즈의 단면도

는 도35에 도시되어 있고, 구면 수차 도표는 도36에 도시되어 있다.

[표 30]

(예 22)

렌즈 데이터와 비구면 계수는 표31에 표시되어 있다. 예 22에서 1-군 및 2-요소 구조의 커플링 렌즈와 대물렌즈의 단면도

는 도37에 도시되어 있고, 구면 수차 도표는 도38에 도시되어 있다.

[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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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3)

렌즈 데이터와 비구면 계수는 표32에 표시되어 있다. 예 23에서 1-군 및 2-요소 구조의 커플링 렌즈와 대물렌즈의 단면도

는 도39에 도시되어 있고, 구면 수차 도표는 도40에 도시되어 있다.

[표 32]

(예 24)

렌즈 데이터와 비구면 계수는 표33에 표시되어 있다. 예 24에서 1-군 및 2-요소 구조의 커플링 렌즈와 대물렌즈의 단면도

는 도41에 도시되어 있고, 구면 수차 도표는 도42에 도시되어 있다.

[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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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5)

렌즈 데이터와 비구면 계수는 표34에 표시되어 있다. 예 25에서 1-군 및 2-요소 구조의 커플링 렌즈와 대물렌즈의 단면도

는 도43에 도시되어 있고, 구면 수차 도표는 도44에 도시되어 있다.

[표 34]

(예 26)

렌즈 데이터와 비구면 계수는 표35에 표시되어 있다. 예 26에서 1-군 및 2-요소 구조의 커플링 렌즈와 대물렌즈의 단면도

는 도45에 도시되어 있고, 구면 수차 도표는 도46에 도시되어 있다.

[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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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7)

렌즈 데이터와 비구면 계수는 표36에 표시되어 있다. 예 27에서 1-군 및 2-요소 구조의 커플링 렌즈와 대물렌즈의 단면도

는 도47에 도시되어 있고, 구면 수차 도표는 도48에 도시되어 있다.

[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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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대물렌즈는 상술한 바와 같이 굴절 장치의 단일 대물렌즈이기 때문에, 단파장의 부분 아래에 있는 축방향의 색

수차를 발생한다. 그러나, 예 16 내지 예 27에서, 대물렌즈와 커플링 렌즈의 복합 장치에서 커플링 렌즈에 의해 축방향의

색 수차를 보정할 수 있다. 커플링 렌즈의 축방향 색 수차가 단파장의 부분 위에 있게 함으로써 대물렌즈의 축방향의 색 수

차를 감소할 수 있다.

더욱이, 예 16 내지 예 27에서, 화상 높이 특성이 우수하다. 더욱이, 편심 감지가 우수하게 행해질 수 있고 구면 수차 및 코

마가 만족스럽게 보정될 수 있다.

(예 28)

대물렌즈의 다른 예는 다음에 도시하기로 한다. 렌즈 데이터와 비구면 계수는 표37에 표시되어 있다. 예 28에서의 대물렌

즈의 단면도는 도49에 도시되어 있고, 수차 도표는 도50에 도시되어 있다.

[표 37]

γ=405 (nm)

f=1.765 mm

NA=0.85

배율 = 0

* 비구면

비구면 계수

*

표38을 다양한 값을 보여준다.

[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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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8에서, 1 ㎛만큼 중심에서 벗어난 제1 면에 의해 야기된 파전방 수차는 0.026 λ(양호하게는 0.035 λ 이하)이기

때문에, 편심 감도는 뛰어나게 되도록 보정된다.

다음 실시예 29 내지 32에서는 구면 수차가 변이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실시예 29 내지 32에서 사용된 광픽업 장치는

도57에 도시된 단축상 액츄에이터(11)를 가지며 광축 방향으로 커플링 렌즈를 이동시킨다. 실시예 29 내지 32에서의 대물

렌즈는 실시예 28에서의 대물렌즈와 같다.

(예 29)

표39에는 렌즈 데이터와 비구면 계수가 나타나 있다. 광학 시스템의 단면이 도51에 도시되어 있고 수차 다이어그램이 도

52에 도시되어 있다.

[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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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본 실시예에서, 대물렌즈 및 커플링 렌즈는 플라스틱 렌즈로 제조된다. 또한, 커플링 렌즈는 단일 회절 렌즈가 되도록 제조

되며, 축방향 색수차는 단순한 구조에 의해 뛰어나게 보정된다.

표40은 레이저의 파장 변이, 온도 변이, 투명기판의 두께 오차에 의해 발생된 구면 수차가 뛰어나게 보정됨을 나타낸다.

(예 30)

표41에는 렌즈 데이터와 비구면 계수가 나타나 있다. 광학 시스템의 단면이 도53에 도시되어 있고 수차 다이어그램이 도

54에 도시되어 있다.

[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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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본 실시예에서, 대물렌즈 및 커플링 렌즈는 플라스틱 렌즈로 제조된다. 또한, 커플링 렌즈는 단일 양면 회절 렌즈가 되도록

제조되며, 모드 호프(mode hp)에 의해 야기된 파전방 수차의 열악화가 방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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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는 레이저의 파장 변이, 온도 변이, 투명 기판의 두께 오차에 의해 발생된 구면 수차가 뛰어나게 보정됨을 나타낸다.

(예 31)

표43에는 렌즈 데이터와 비구면 계수가 나타나 있다. 광학 시스템의 단면이 도55에 도시되어 있고 수차 다이어그램이 도

56에 도시되어 있다.

[표 43]

[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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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렌즈가 대물렌즈로서 사용된다. 커플링 렌즈는 일 그룹 또는 두 요소 방식의 더블릿 렌즈가 되도록 제조된다. 또

한, 광학 정보 판독 매체에 가깝운 렌즈의 표면은 비구면이 되도록 제조된다. 이것 때문에, 콤팩트한 성질과 높은 NA가 달

성된다.

표44는 레이저의 파장장 변이, 온도 변이, 투명기판의 두께 오차에 의해 발생된 구면 수차가 뛰어나게 보정됨을 나타낸다.

실시예 27 내지 31의 다양한 계수들이 표45에 표시되어 있다.

[표 45]

(예 32)

회절면이 단일 커플링 렌즈의 일면 상에만 마련된 실시예가 다음에 설명되고 있다. 렌즈 데이터와 비구면 계수가 표46에

나타나 있다.

[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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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본 실시예에서, 플라스틱 렌즈가 대물렌즈 및 커플링 렌즈로서 사용된다. 파장 변이에 의해 야기된 최적 기록 위치의 변이

가 작게 되도록 제어될 수 있으며 모드 호프에 의해 발생하는 파전방 수차의 열악화가 방지된다. 또한, 커플링 렌즈의 표면

편심에 의해 야기된 파전방 수차의 열악화가 커플링 렌즈의 일면 상에만 회절면을 제공함으로써 방지된다. 또한, 광원에

근접한 커플링 렌즈의 표면 상에 회절면을 제공하고 어떤 위치에서 발생하는 굴절력이 그 위치가 광축으로부터 멀어질 때

약화되는 비구면을 대물렌즈에 가까운 커플링 렌즈의 표면 상에 제공함으로써, 커플링 렌즈의 편심과 트래킹 오차에 의해

야기된 파전방 수차가 방지된다. 표47은 레이저의 파장 변이와 투명 기판의 두께 오차에 의해 야기된 구면 수차가 뛰어나

게 보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축방향 색수차는 단순한 구조에 의해 뛰어나게 보정된다. 실시예 32의 다양한 계수가 표48

에 나타나 있다.

[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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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광 픽업 장치의 대물렌즈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형의 수치 개구와 뛰어난 상 높이 특성을 갖는 비구면 단일 대

물렌즈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0.75 이상의 대형 수치 개구를 갖고 광원의 파장이 약 400 nm만큼 짧은 레이저를

사용하는 고밀도 기록 및 재생 장치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이 가능한 대물렌즈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편심 감도는 뛰어나게 될 수 있고, 구면 수차 및 코마(coma)가 만족스럽게 보정될 수 있다.

화상 기록 매체의 보호층의 두께가 약 0.1 mm정도로 얇고 작동 거리가 짧은 조건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록 및 재생 장치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대물렌즈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상술한 대물렌즈를 사용하는 광픽업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고밀도와 광 기록 및 재생 장치에서, 축방향 색수차가 단순 구조에 의해 보정될 수 있는 광학 시스템을 갖는 광 픽업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정보 기록 매체 부분 상의 수치 개구가 0.65 이상으로 크고 사용되는 광원의 최단 파장이

500 nm 이하인 광 픽업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시된 실시예는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 내에서 벗어남이 없이 당업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개구수가 크고 상높이 특성 및 편심 감도가 우수하고 기록/재생 장치에 사용되기에 적당한 작은 작동 거리를 갖

는 단일 대물렌즈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물렌즈를 채용하는 광픽업 장치,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 기록/재생 장

치 및 광학식 정보 기록 매체 기록/재생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는 대물렌즈의 단면도이고, 도1b는 예 1의 대물렌즈의 수차 선도.

도2a는 대물렌즈의 단면도이고, 도2b는 예 2의 대물렌즈의 수차 선도.

도3a는 대물렌즈의 단면도이고, 도3b는 예 3의 대물렌즈의 수차 선도.

도4a는 대물렌즈의 단면도이고, 도4b는 예 4의 대물렌즈의 수차 선도.

도5a는 대물렌즈의 단면도이고, 도5b는 예 5의 대물렌즈의 수차 선도.

도6a는 대물렌즈의 단면도이고, 도6b는 예 6의 대물렌즈의 수차 선도.

도7a는 대물렌즈의 단면도이고, 도7b는 예 7의 대물렌즈의 수차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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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은 본 발명의 대물렌즈를 사용하는 광픽업 장치의 일 실시예를 도시하는 선도.

도9는 예 8의 대물렌즈의 단면도.

도10은 예 8의 대물렌즈의 수차 선도.

도11은 예 9의 대물렌즈의 단면도.

도12는 예 9의 대물렌즈의 수차 선도.

도13은 예 10의 대물렌즈의 단면도.

도14는 예 10의 대물렌즈의 수차 선도.

도15는 예 11의 대물렌즈의 단면도.

도16은 예 11의 대물렌즈의 수차 선도.

도17은 예 12의 대물렌즈의 단면도.

도18은 예 12의 대물렌즈의 수차 선도.

도19는 예 13의 대물렌즈의 단면도.

도20은 예 13의 대물렌즈의 수차 선도.

도21은 예 14의 대물렌즈의 단면도.

도22는 예 14의 대물렌즈의 수차 선도.

*도23은 예 15의 대물렌즈의 단면도.

도24는 예 15의 대물렌즈의 수차 선도.

도25는 예 16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단면도.

도26은 예 16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구면 수차 선도.

도27은 예 17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단면도.

도28은 예 17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구면 수차 선도.

도29는 예 18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단면도.

도30은 예 18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구면 수차 선도.

도31은 예 19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단면도.

도32는 예 19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구면 수차 선도.

도33은 예 20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단면도.

도34는 예 20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구면 수차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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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5는 예 21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단면도.

도36은 예 21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구면 수차 선도.

도37은 예 22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단면도.

도38은 예 22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구면 수차 선도.

도39는 예 23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단면도.

도40은 예 23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구면 수차 선도.

도41은 예 24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단면도.

도42는 예 24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구면 수차 선도.

도43은 예 25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단면도.

도44는 예 25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구면 수차 선도.

도45는 예 26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단면도.

도46은 예 26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구면 수차 선도.

도47은 예 27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단면도.

도48은 예 27의 대물렌즈 및 커플링렌즈의 구면 수차 선도.

도49는 예 28의 대물렌즈의 단면도.

도50은 예 28의 대물렌즈의 수차 선도.

도51은 예 29의 광학 시스템의 단면도.

도52는 예 29의 광학 시스템의 수차 선도.

도53은 예 30의 광학 시스템의 단면도.

도54는 예 30의 광학 시스템의 수차 선도.

도55는 예 31의 광학 시스템의 단면도.

도56은 예 31의 광학 시스템의 수차 선도.

도57은 본 발명의 대물렌즈를 사용하는 광픽업 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선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대물렌즈

2 : 커플링 렌즈

3 : 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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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광검출기

5 : 정보 기록면

6 : 비임 분할기

7 : 1/4 파장 판

8 : 격판

9 : 원통형 렌즈

10 : 액츄에이터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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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a

도면3b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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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a

도면5b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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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7a

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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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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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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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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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9

도면20

도면21

도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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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3

도면24

도면25

도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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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7

도면28

도면29

도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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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1

도면32

도면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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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4

도면35

도면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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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7

도면38

도면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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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0

도면41

도면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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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3

도면44

도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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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6

도면47

도면48

도면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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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0

도면51

도면52

도면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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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4

도면55

도면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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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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