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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광학헤드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이 발명의 한 실시예에 의한 광학헤드장치의 구성도.

제2도는 이 발명에 의한 렌즈의 설정법 설명도.

제3도는 종래 광학헤드장치의 구성도.

제4도는 성형렌즈의 회전에 의한 비점수차(非點收差)변화의 실험데이터를 표시한 도면.

제5도는 평행평판에 의한 비점수차 발생의 상태를 표시하는 설명도.

제6도는 렌즈의 상고(像高)에 의한 비점수차 발생의 상태를 표시하는 설명도.

제7도는 반도체레이저의 비점수차를 표시하는 설명도.

제8도는 비점격차(隔差)와 비점수차의 대응관계를 표시하는 설명도

제9도는  트랙(Track)방향과  편광방향과  게이트방향의  3자를  고려한  경우의  3자의  상대관계를 표시하
는설명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0 : 반도체레이저(레이저광원장치)      12 : 집광렌즈

12 : 광디스크                                        4 : 빔스프리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발명은  광학헤드장치의  구성,  상세히  말하면  광학식  정보  기록매체인  광디스크(Disk)에서  신호를 
판독/기록하는  광학헤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디스크에  대하여  광속(光柬)을  집광시키는 집광
렌즈에  성형에  의하여  작성된  렌즈를  사용한  광학헤드에  있어서,  집광광학계의  비점수차를 최소로하
여 양호한 판독/기록 특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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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류의 종래 기술로서는 예컨데,

(a) 일본국 특개소 58-102342호

(b) "현대 광학기술(Modern optical Engineering)"(M.C Graw-Hill N. Y. 1966)

(c) "렌즈의 설계기법 p35-36"(일본 광학 공업기술협회)

(d) "옵틱스 p156(윌리뉴욕)"(Optics p156(wiley N,Y))

(e) 하라다 : "플라스틱렌즈의 현상"일본 텔레비젼 학회지 Vol.38 No 9(1984) p 810-914

(f) 일본국 특개소 57-50335호에 기재된 것이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이외에 종래 이 종류의 장치로서, 예컨데 제 3 도에 표시된 것이 있었다.

도면에  있어서,  40은  반도체레이저  등의  광원이며,  직선편광광을  사출한다.  2는  광원(40)에서 사출
된  광속,  3은  광속(2)을  3개의  광속으로  분리하는  회절격자(回折格子),4는  조사광속(5)과 반사광속
(6)을 분리시키는 빔스프리터, 7은 조사광속(5)을 평행광속(8)으로 하는 콜리에이메이터렌즈
(Collimator  lens),  9는  평행광속(8)을  거의  직교방향으로  반사시키는  반사프리즘,  10은 평행광속
(11)을 원판형 광디스크(12)의 정보트랙(13)위에 광스폿(14)로서 집광시키는 집광렌즈이다.

또  광디스크(12)는  집광렌즈(10)의  초점부근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광스폿(14)는  실제로  3개의 광
스폿(14a)(14b)(14c)로 이루어진다.

정보트랙(13)은 핏(pit)(15)와 랜드(Land)(16)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광디스크(12)는 
모터(도시생략)에 의하여 회전되고 있다.

상기  광디스크(12)에  의하여  반사된  광속은  다시  집광렌즈(10),  콜리메이터  렌즈(7)를  투과하고, 빔
스프리터(4)에  의하여  직교방향으로  굴곡되어  반사광속(6)이  된다.  17은  반사광속(6)의  수렴각을 작
게하고  반사광학계의  배율(倍率)을  확대시키는  오목렌즈,  18은  오목렌즈(17)를  투과하여  광속에 비
점수차를 생기게하는 원주형 오목렌즈, 19는 광검지기로서, 소자(19a)(19b)(19c)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반도체레이저(40)에서  사출한  광속(2)은  1PN  접합면에  평행인  방향으로  편광된  직선평광광이며, 회
절격자(3),  빔스프리터(4),  콜리메이터렌즈(7)를  투과하여,  반사프리즘(9)에  의하여  진행방향이 굴
곡된후 집광렌즈(10)에 의하여 3개의 빔(14a)(14b)(14c)로서, 광디스크(12)상에 집광된다.

광디스크(12)에서  반사된  광속은  집광렌즈(10)를  투과하고  반사프리즘(9)에서  재차  반사되어, 빔스
프리터(4)에서  반사된후,  오목렌즈(17),  원주형오목렌즈(18)를  투과한후  광검지기(19)를  구성하는 3
개의 엘리먼트(19a)(19b)(19c)위에 3개의 빔으로서 입사한다.

이때,  중앙검지기(19a)는  광디스크(12)의  회전에  의하여  핏(15),  랜드(16)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광
스폿(14a)가  반사될때의  반사광량의  차이에  의하여  광디스크(12)에  기록된  정보를  전기신호로 반환
시키고,  그후  여기에는  특히  도시하지  않은  회로에  의하여  예컨데  오디오신호,  비데오신호, 디지털
데이터 등으로서 이용된다.

또  광디스크(12)는  회전에  따라  표면진동등에  의하여  집광렌즈(10)의  촛점위치에서  광축방향으로 변
위한다.  이  촛점변위량은  공지의  방법(문현(a))에  의하여  중앙의  광검지기(19a)상의  광속의 형상변
학에  의하여  검출되며  특히  도시하지  않은  서보(Servo)회로에  의하여  보정되어  항상  디스크상의 광
속은 촛점에 맞추어 유지된다.

또한  광디스크(12)가  회전할때에  트랙(13)의  갈짓자행,  진동에  의하여  중앙빔(14a)이  트랙(13)상에 
정확히 위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트랙변위량을, 양측의 광검지기
(19b)(19c)의  출력차에  의하여  트랙과  스폿(14a)의  변위량으로서,  검지하여  보정하는  수단이 채용되
고 있다(문헌(a) 참조).

이와  같은  광학헤드장치에  있어서는,  광디스크(12)상에  저장되는  정보밀도를  가능한  높혀 대용량정
보매체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핏길이  및  트랙간격은  반도체레이저에서  집광렌즈에  이르는  광학헤드의 
집광계가  회절한계의  이상적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계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정도로  작은  치수로 
되어 있다.

즉  전형적으로는  레이저파장  λ=780nm  집광렌즈의  디스크측의  개구수(開口數)NA=0.5  정도의 경우에
는회절한계로  집광된  스폿경은  약  λ/NA=1.6미크론,  최소핏길이는  0.8미크론,  즉  최소  스폿경의  약 
반정도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광학헤드장치의  집광게가  회절한계의  집광특성이  되기  위하여는,  (1) 반도체레이
저(40)에서  사출한  빛이  집광렌즈(10)를  통과하여  스폿(14)에  이르는  전광로(全光路)에  있어서, 무
수차에  가까운  상태로  유도될  것,  (2)  반도체레이저  자신이  수차를  갖지  말것,  등  2개의  조건이 필
요하다.

근래,  플라스틱의  정밀성형기술의  진보에  따라  상술한  바와  같이  광학헤드장치의  집광렌즈로 성형플
라스틱렌즈가  사용되가고  있다.  플라스틱렌즈는  금형을  초정밀  NC  선반에  의하여  가공하기만하면 종
래  유리연마에  의하여  만들고  있던  구면(球面)렌즈와  같은  면형상에  대한  제약없으며  비구면 성형렌
즈가 실현된다.

이때문에  종래  3-5매의  구면유리렌즈를  조합시켜  구성되어  있던  집광렌즈를,  1매의 비구면플라스틱
렌즈로 대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①  플라스틱  성형이라는  양산에  적합한  방법으로  랜즈를  만들수  있다는것,  ②  렌즈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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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는  것  등  두가지  이유에  의하여  광학헤드의  저렴화,  조립공정수의  감소에 
기여하기 때문에 금후 개발되는 광학헤드에는 점점 더 플라스틱렌즈가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종래의  유리조합렌즈로  되는  집광렌즈에서는  렌즈의  광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방향에  대하여  어느  방향에  설치하여도  원리적으로  수차성능에  차이가  없었는데  대하여  성형에 의하
여  제작된  플라스틱렌즈에  있어서는  광축을중심으로  하는  회전에  의하여  집광되는  직선편광에 발생
하는 비점수차가 변화한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분명해졌다.

다음에 플라스틱 집광렌즈가 발생하는 비점수차에 관하여 제4도에 의거 상세히 설명한다.

제4도(a)에  표시한  것은  제4도(b)에  표시한  바와  같이  사출성형에  의하여  제작한 플라스틱렌즈(10)
에  직선편광의  평행광속(11)이  입사하고,  디스크(12)의  기판을  통과하여  집광된  경우의  비점수차의 
측정결과이다.  또  플라스틱렌즈(10)에는  사출성형시  재료인  플라스틱(여기에서는  PMMA)이 성형금형
으로  주입된  혼적인  게이트(100)가  있으며,  이것과  렌즈중심을  연결하는  방향  G가  입사광의 편광방
향 E와 이루는 각을 θ로 한다. 측정결과를 제4도(a)에 표시한다.

도면에  있어서  횡축은  상기  각도  θ이며,  종축  WAS은  비점수차의  표준편차치(이후  rms치라함)를 광
속의 파장 λ의 단위로 표시한 값이다.

또  이  측정은  광학헤드의  광학부품의  수차측정에서는  대단히  일단적인  피저(fizeau)간섭계에  의하여 
수행하였다.

도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편광과  게이트의  각  방향이  일치하였을때  즉  0。,180。의  경우에 
WAS는  최소(이  경우  약  0.01λrms)로  되며  이것과  직교하는  방향에서  최대(약  0.045λrms)로  된다. 
이와같은 측정을 10개의 시료에 관하여 행한결과 여기에서 표시한 결과와 거의 같은 결과를 얻었다.

문헌(e)에  의하면  성형에  의하여  얻어진  플라스틱렌즈는  내부의  잔유응력에  기인하는  왜곡에  의해 
생기는 복굴절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회전에 대한 비점수차 변화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상술한  플라스틱렌즈가  발생하는  비점수차  이외에도  종래의  광학헤드장치에  있어서  전술한  집광계가 
비점수차를 생기게하여 무수차게로부터 벗어나는 3가지 요인이 존재하였다.

첫째는,  회절격자(3)  및  빔스프리터(4)라고  하는  평행평면  광학부품의  광속투과면이  사출광속(2)의 
광축에  대하여  기울어져서  수직이  아닌경우에  비점수차가  발생하는  경우,  둘째는,  반도체레이저의 
발광점이  콜리메이터랜즈의  광축으로부터  편심하므로써  상고가  생기며  콜리메이터광(8)에 비점수차
가  발생하는  동시에  콜리메이터광이  반도체레이저의  편심에  의하여  집광렌스(10)에  비스듬히 입사하
여  상고가  비점수차를  생기게  하는  경우,  셋째,  반도체레이저(40)의  사출광속자체에  비점수차가 있
는 경우이다.

이하 상기 3가지의 비점수차가 생기는 원인에 관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i) 회절격자 또는 하프프리즘의 경사

반도체레이저에서  사출하는  광속(2)는  발산광속(發散光柬)이며,  이와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예
컨대  제5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수렴상인  광속의  광로(개구수  NA=sin  u)중에  평행편판유리(30)을 광
축(31)에대하여 UP'만큼 경사배치한 것으로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점격차량(비점수차)은 문헌(b)에 의하면 (1)식과 같이 나타낸다.

또 l t'는  유리판(30)의  평행평면의  법선  및  광축을  포함하는  면(meridional  면)내에서의 수렴점까지
의거리, ls'는 이것과 직교하는 면(sagittal 면)에서의 수렴점까지의 거리이다.

지금,  종래예를  표시한  제3도에  있어서,  평행평면부품인  회절격자  (3)  또는  빔스프리터(4)가  경사한 
경우에는  (1)식에  따라서  비점수차가  발생한다.  그  양의  구체적예로써  굴절율  N=1.5에서  t'=1.5mm의 
회절격자  및  t'=5mm의  하프프리즘이  1.0。경사진  경우의  발생비점격차는  각각  0.17μm,0.56μm로 된
다.

(ii) 반도체레이저의 편심에 의한 상고

일반적으로  렌즈계에  있어서  물점(物點,  본예에서는  반도체레이저의  사출점)이  광축에서  벗어나서 
상고를 갖게되면 비점수차가 발생한다. 제6도에 문헌(c)에 의한 비점수차 발생의 계산예를 
표시한다.

도면의  우측에  표시한  그래프와  같이  입사각  즉  상고에  대하여  자오광선과  세지탈(sagittal)광선의 
겯상위치(結像位置)가  분리되어  비점수차가  증가하는  상태를  알수  있다.  광학헤드장치용  렌즈로서 
입사각  1。에  해당하는  상고에  대하여  콜리메이터에서는  예컨데  10μm,  집광렌즈에서는  5μm의 비점
수차를 생기는 것이있다.

(iii) 반도체레이저의 비점수차

반도체레이저의  발광점의  면적은  통상적으로  2μm×0.1μm  정도이고,  거의  점광원으로  보아도 무방
한  미소면적에서  광이  사술된다.  제7도에  더블  헤테로(double  hetero)  접합반도체레이저의  구조의 
한예를 표시한다.

이와같은  반도체레이저에  있어서는  제7도(a)(b)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레이저칩(40)의 사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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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빔웨이스트(beam  waist)는  반도체  접합면(X-Y축면)내와  이것이  수직된  면(X-Z축면)내에서는 상
이할때가  있으며,  특히  이  도면에  표시한  바와  같은  게인가이딩(gain  guiding)형  반도체레이저에 있
어서  이  차이가  큰것이  알려져  있다.  수직면(X-Z축면)내에서는  경면(41)에  일치하는  A점이 모드웨이
스트(modewaist)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접합면(X-Y축면)내에서는  약간  반도체레이저빔(40)의 활성층
(42), 즉 경면(41)보다 안쪽의 공진기내로 들어간 B점이 모드웨이스트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차이는 광학상 비점수차로 되며,  상기 게인가이딩형의 것은 특히 이  차이가 크며,  약  25μm도 존
재하는  것이있다.  그런데,  회절한계광학계로서  허용되는  광학계의  허용으로서  종래로부터 Marecha1
의 규범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파면수차(波面收差)의  RMS치(Wrms)는  Wrms≤0.07λ가  아니면  않되는(λ:광파장) 상기3
가지의  경우에  관해  분류하여  논한  비점격차량과  파면수차의  관계를  제8도에  의하여  설명한다. 도면

중  E는  반경  a의  사출퓨필(pupil)을  표시하며  퓨필좌표를 로  표시한다.  세지탈상면  Ps에서의 
X방향횡수차 X'는 파면수차 W를 사용하여 (2)식으로 표현한다(문헌(d)참조).

또 도면에서 R＞＞△ 즉 비점격차가 대단히 작은 경우에는 (3)식이 성립된다.

(2)(3)식에서 X'를 소거하여 파면수차를 구하면 (4)식이 얻어진다. 단, 공기중에서 n'=1이라 한다.

(4)식은  세이델(seidel)형식의  비점수차계수를  나타대며  이것을  최량  집광점인  최소  착란원점에서의 
파면수차의 표준편차 Wrms로 환산하면 (5)식과 같이된다.

단, (5)식에 있어서

이며,  a는  제8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사출퓨필의  반경이다.  따라서  계(系)의  개구수  Na를 
부여하면 (5)식에서 Wrms≤0.07λ를 만족시키는 비점격차 △를 알수 있다.

예컨데  광학식  비데오디스크용  광학헤드에서는  콜리메이터렌즈의  Na로서  0.2,  반도체레이저의  파장 
8.8μm 정도를 사용하지만 이때 Wrms≤0.07λ에 의하여 비점격차의 허용량은 △≤13.7μm가 된다.

따라서  이  비점격차  허용에  대하여  특히  상기  (i)(ii)(iii)항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생기는 비점수차
가  전집광계의  회절한계광학계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OTF의  열화를  통해  기록/판독  특성을 열화시
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또  제7도에  있어서,  R＞＞△의  관계에  있다.  또  먼저  설명한  바와  같이  광학헤드장치에 집광렌즈로
서  클라스틱롄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라스틱롄즈  자체의  성형왜곡에  의하여  비점수차를  갖게되며 
그 값이 실형에 의하면 0.045λ에 미친다.

따라서  이것만으로서도  수차허용  0.07λ의  60%  이상  달할  경우가  있게되며  이것도  광학헤드의 양호
한 기록/판독 특성을 확보하는데 커다란 문제로 되어 있었다.

이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명한  것으로,  집광롄즈로서  성형에  의하여 
만들어진  플라스틱렌즈를  사용한  광학헤드장치에  있어서,  플라스틱의  왜곡에  의한  비점수차  및  기타 
광학계의  불비에  의한  비점수차를  최소상태로  하고  레이저에서  디스크에  이르는  집광광학계가 회절
한계광학계로서 최적작용할 수 있는 광학헤드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광학헤드장치는  집광렌즈의  광축에  직교하는  면(面)내에서  그  게이트방향에서의  회전각에 
의하여  변화하는  집광렌즈  자체가  발생하는  비점수차와  기타  집광광학계가  갖고  있는  비점수차가 서
로  상쇄되도록  하여  전체로서,  레이저에서  디스크에  이르는  집광광학계가  가지는  비점수차를  최소로 
하도록 한 것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디스크조사광(照射光)의  편광방향과  집광롄즈의  게이트방향이  이루는  각의 설
정에의하여  집광광학계  전체의  비점수차가  최소로  되도록  하고  이로써  광학헤드의 회절한계광학계로
서의 성능을 가장 좋게 발휘시키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한실시예를 도면에 의해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한실시예를  나타내며  이  제1도에서는  제3도의  종래예의  구성에서  본  발명의 설명
에  불필요한  빔스프리터(4)에  의해  반사되어  광검지기(19)로  향하는  광로를  편의상  생략한  것이다. 
또,  본  발명에  있어서는  집광렌즈(10)로서  성형에  의해  제작된  플라스틱  렌즈를  사용하고  있다. 100
은 플라스틱렌즈(10)성형시에 게이트위치(이하 게이트라함)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 본 발명의 동작을 설명한다.

우선,  반도체레이저(40)에서  집광렌즈(10)직전에  이르는  광로에  있어서,  문제점의 항(i)(ii)(ii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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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명한  바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비점수차가  비교적  작고  또  집광렌즈(10)에 입사
하는  광선이  집광렌즈(10)의  광축에  대하어  그다지  경사지지  않으며  랜즈의  유효시야에  비하여 층분
히 작은 상고에서 집광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명한다.

이와같은  조건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비점수차가  집광렌즈(10)자체의  내부왜곡에  의하여  발생하는 
최소비점수차와  같은  정도  이하인  경우,  즉  제4도에  예로써  표시한  렌즈에서는  0.01λrms이하인 경
우에는  게이트  방향과  LD  사출광의  직선편광방향을  일치시켜  놓으므로써  거의  최소의  비점수차를 얻
을 수 있다.

이 상태를 제2도(a)에 표시한다

도면중  E의  화살표는  편광방향을  나타내며  G의  화살표는  게이트방향을  나타낸다.  다음에  위에서 설
명한것보다도  (i)(ii)(iii)의  요인,  혹은  집광렌즈(10)의  상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점수차가  큰 경
우,  즉  이  비점수차가  E와  G를  평행으로  한  경우(제4도(a)에  있어서  0。또는  180。의  경우)의 비점
수차보다도  큰  경우에는  제2도(b)와  같이  E와  G의  각도  θ를  조정하고  집광렌즈의  내부왜곡에 기인
하여  직선편광입사시에  발생하는  비점수차와,  이것이외의  요인에  의한  비점수차가  상쇄되도록  θ를 
결정하므로써 집광계가 가지는 비점수차를 최소로 할수 있다.

또  이상에서는  집광렌즈의  내부왜곡  이외의  요인에  의한  비점수차  작은  경우는  E와  G를  평행하게 하
면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사적으로  θ   0°(또는  180°)  부근에  전집광계로서의 
비점수차  최소점이  있다는  의미이며  엄밀하게  말하면  이와같은  경우에도  θ를  적당하게 설정하므로
써 최소의 비점수차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실시예에서는  편광방향  E와  정보트랙의  주행방향의  상대위치관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문헌(f)에  의하면  직선편광의  방향  E(이것은  반도체레이저의  경우에는 접합면
(42)에  평행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가  트랙(13)의  방향과  직교하고  있는  경우가  양호한  재생특성을 
가진  광헤드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접합면에  수직된  방향의  광속사출  각이  평행한  방향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본  발명에  적용시키면,  E,G와  트랙(13)의  방향의  상호관계는  제9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된다.

즉,  편광방향  E를  트랙(13)과  직각의  방향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집광렌즈의  내부왜곡에  기인하는 
수차이외의  비점수차량이  적은  경우(전형적으로는  먼저의  실시예와  같이  0.01λrms이하)에는 게이트
방향 G를제9도(a)에 표시한 바와 같이 E와 평행하게 설정하므로써 가장 좋은 집광 특성을 얻게된다.

또,  상기  비점수차가  이것보다  큰  경우에는  제9도(b)와  같이  E와G가  이루는  각  θ를  적당하게 설정
하여 전집광계가 갖는 비점수차를 최소로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장 좋은 집광특성을 얻을 수 있다.

또  이상의  실시예는  집광렌즈(10)로서  무한공역형(無限共役形)(평행입사형)의  렌즈를  사용한  경우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제l0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LD(40)의  사출광을  집광렌즈(10)에서  직접 집광하
는  유한공역형의  성형플라스틱렌즈를  사용한  광학헤드장치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설명한 게이트방향
과 편광방향의 상대위치 관계를 적당하게 설정하므로서 집광계의 비점수차를 최소로 할 수 있다.

또  근래  유리의  정밀프레스  기술의  진보에  의하여  광학헤드장치용  집광렌즈가  발표되고  있지만, 이
것에  관하여서도  플라스틱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내부잔류응력에  의한  복굴절이  있다는  것이 알려
져 있다.

따라서,  이들의  프레스성형유리  몰드렌즈에  있어서도  렌즈의  광축에  수직된  면내에서의  회전위치를 
적당하게  설정하고  집광계의  비점수차를  최소상태로  한  경우에  가장  좋은  집광성능을  가진 광학헤드
장치가 실현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집광렌즈로써  성형에  의하여  제작된  렌즈를  사용한  광학헤드장치에 
있어서,  직선편광의  편광방향과  렌즈광축에  수직인  면내에서의  집광렌즈의  회전위치를  광원에서 디
스크에  이르는  집광계가  가지는  비점수차가  최소화되도록  설정하였으므로  최량의  집광성능을  얻을 
수  있고,  그러므로  성형집광렌즈를  사용한  광학헤드장치의  기록/판독재생성능을  종래  헤드의 제조방
법에 의한 경우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직선편광광을  발사하는  레이저  광원장치(40)와,  상기  레이저광원장치(40)의  출사광속을 광디스크
(12)의  정보기록트랙(13)에  조사하는  집광렌즈(10)와,  상기  광디스크(12)에  집광된후  반사되어온 광
속을  상기레이저광원장치(40)의  출사광속에서  분리시켜  광전변환기(19)측으로  향하게  하는 빔스프리
터수단(4)으로  이루어진  광학계를  구비한  광학헤드장치에  있어서,  상기  집광렌즈(10)가  성형에 의하
여  제조된  렌즈이며  이  집광렌즈(10)의  광축에  직교하는  면내에서의  회전위치가  상기 레이저광원장
치(40)에서  상기  광디스크(12)에이르는  광학계의  비점수차를  최소가  되도록  설정하여서  되는  것올 
특징으로 하는 광학헤드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집광렌즈(10)가  플라스틱의  사출성형에  의하여  제조된  것이며  이 집광렌즈
(10)의  성형시의  게이트(100)방향이  상기  레이저광원장치(40)의  편광방향과  동일방향이  되도록 설정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헤드장치.

청구항 3 

10-5

90-00695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집광렌즈(10)가  플라스틱의  사출성형에  의하여  제조된  것이며  이 집광렌즈
(l0)의  성형시의  게이트(100)방향이  상기  레이저광원장치(40)에서  플라스틱렌즈직전까지의  광학계가 
가진  비점수차  및  집광렌즈(10)에서  집광되는  광속이  상고를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비점수차를 상쇄
시키는 회전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헤드장치.

청구항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플라스틱재료가 PMMA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헤드장치.

청구항 5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집망렌즈(10)가  무한공역계의  비구면렌즈인  것올  특징으로  하는 광학헤
드장치.

청구항 6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집광렌즈(10)가  유한공역계의  비구면렌즈이며,  상기 레이저광원장치
(40)가  반도체레이저로  이루어지며  이  반도체레이저에서  사출하는  광속을  직접  상기  광디스크(12)에 
집광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헤드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집광렌즈(10)가 유리성형에 의하여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헤드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집광렌즈(10)가 무한공역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헤드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집광렌즈(10)가  유한공역계의  것이며,  상기  레이저광원장치(40)가  반도체레이저로 
이루어지고,  이  반도체레이저에서  사출하는  광속을  직접  상기  광디스크(12)에  집광하도록  구성된 것
을 특정으로 하는 광학헤드장치.

청구항 10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광원장치(40)의  편광방향이  상기  트랙(13)과  직교하는 방향
이 되도록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헤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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