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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개량된 광헤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조준렌즈를 이용한 이전기술의 공헤드의 다이어그램.

제2도는 조준렌즈가 없는 이전기술의 광헤드의 다이어그램.

제3도는 한쌍의 홀로그램렌즈를 이용한 이전기술의 광헤드의 다이어그램.

제4도는  서로  인접한  레이저  다이오드  및  광검출기를  갖는  본  발명에  따른  광헤드의  바람직한 실시
예의 다이어그램.

제5도는 제4도의 반도체 레이저 및 광검출기의 정면도.

제6도는 각 절반에 각각 다른 간격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램렌즈의 격자의 다이어그램.

제7도  및  7a도는  본  발명에  따라  4평행  광검출기에  사영된  제5도의  홀로그램렌즈로부터의  영상의 다
이어그램. 

제8도는 본 발명에 따른 평행인 직선줄무늬를 갖는 난시 홀로그램렌즈의 다이어그램.

제9a,  9b  및  9c도는  본  발명에  따른  4분면  광검출기에  가해진  제8도의  홀로그램렌즈로부터의 레이저
비임의 3촛점 상태의 다이어그램.

제10  및  11도는  각각  평행인  곡선  줄무늬  및  비평행인  곡선줄무늬를  갖는  난시  홀로그램렌즈의 교호
형태의 다이어그램.

제12a 내지 12b도는 제11도의 렌즈에 의하여 세개의 다른 촛점 평면에서 발생된 패턴.

제13도는 조준렌즈가 없는 제4도의 광헤드의 변형실시예의 다이어그램.

제14도는 각을 이루는 거울을 이용한 본 발명에 따른 광헤드의 다이어그램.

제15도의  소오스  레이저비임의  중간촛점에  광검출기를  이용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실시예의 다이
어그램.

제16도는 제15도의 광검출기 및 편광자의 정면도.

제17도는 조준렌즈가 없는 제15도의 실시예의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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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도는 제15도의 편광자를 발생하기 위한 장치의 다이어그램.

제19a 내지 19d도는 제18도의 장치에 대한 여러 제조단계중의 제15도의 편광자의 다이어그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데이타 기록 및 검색시스템에 이용되는 광헤드에 관한 것이다.

광헤드는  매체의  정보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매체에  빛의  촛점  비임(focused 
beam)을  발생하여  매체로부터  반사된  빛을  검출한다.  광헤드의  촛점  및  궤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
가  요구된다.  최근의  반도체  레이저에  대한  진보로  말미암아  데이타  검색  및  기입시스템에  대한  이 
레이저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콤팩트  오디오  디스크플레이어는  일종의  정보의  형태인  미리  녹음된  음악을  재생함에  있어서 레이저
가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일예이다.

콤팩트  오디오  디스크플레이어  혹은  롱(long)플레이  비디오  디스크플레이어의  개념은  대형컴퓨터 네
트워크, 소형컴퓨터 혹은 심지어 퍼스널 컴퓨터용 데이타의 기억에 응용되어질 수 있다.

레이저가  이러한  장치에  이용될  때,  레이저에  의하여  방사된  빛은  매체표면에  매우  작은  빛의 스폿
(spot)을  발생하기  위하여  적절한  광소자에  의하여  제어되어야  한다.  매체로부터  반사된  빛은 기입
된 정보와 촛점 및 궤도의 상태와 관련있는 기타신호가 유도될 수 있는 검출기에 다시 사영
(projected)된다.

이러한 응용에 대한 광시스템에 다루는 특허예는 미국특허 제4,486,791호, 제4,193,091호, 제
4,135,083호,  제4,034,403호,  제3,969,573호,  제4,057,833호,  제3,962,720호,  제4,198,657호  및 서
독특허 제2,501,124호이다.

어떤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에서는 광유닛은 2부(part)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는  거의  조준된  (평행)레이저비임을  발생하기  위하여  레이저  및  조준렌즈를  포함한다.  또한 매
체로부터 반사된 리턴빛을 기입된 정보를 판독하는 검출기로 향하게 하는 비임스플리터도 포함한다.

제2부는  촛점  대물렌즈  및  촛점스폿이  매체표면에  유지되도록  렌즈를  상하로  움직이기  위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  장치의  다른면에서는,  레이저  다이오드로부터의  레이저비임은  조준기(collimater)의  사용없이도 
대물렌즈에 의하여 매체에 직접 사영된다.

리턴경로(return path)에서, 빛은 비임스플리터에 의하여 검출기에 사용된다.

제1도는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용  이전기술의  광판독헤드의  한  실시예를  보여준다.  헤드는  레이저 펜
(10)  및  촛점화  궤도화작동기(focusing  and  tracking  actuator)로  구성된다.  레이저비임은 정보매체
(14)의  점(16)에  촛점을  맞춘다.  레이저비임(18)은  타원  원추형으로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20)로
부터 방사된다.

레이저비임(18)은  비임스플리터(22)(beam-splitter)를  통하여  조준렌즈(24)에  변하지  않은  상태로 
통과한다.  조준렌즈(24)는  대물렌즈(28)에  가해지는  본질적으로는  평행비임인  빛(26)을  발생한다. 

대물렌즈(28)는 비임(26)을 매체(14)의 점(16)에 촛점을 맞춘다.

대물렌즈(28)를  매체(14)에  대하여  상하로  움직이는  자기코일(30)일  사용함으로서  렌즈의  촛점을 맞
춘다.  부가하여  추적화작동기(12)는  통상적으로는  디스크인  매체(14)의  방향에  따라서 대물렌즈(2
8)를 방사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레이저비임이  매체(14)로부터  되돌아올  때  즉  반사될  때,  비임의  일부는  비임스플리터(22)에  의하여 
반사되어  복프리즘  혹은  원통형  렌즈(32)를  통하여  광검출기(34)에  도달한다.  렌즈(32)는 광검출기
(34)에 점(16)의 촉점에 따라 변하는 패턴을 발생한다.

따라서  검출기(34)가  이상적인  촛점으로부터의  어떤  변화량을  검출할  때  적절한  전기신호가 코일
(30)에  인가되어  대물렌즈(28)를  정확한  위치로  이동시킨다.  이  메카니즘은  조금  복잡하고  서로에 
대한 정확 및 적절하게 배열된 많은 수의 소자를 필요로 한다.

제2도는  이전기술의  광헤드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다.  레이저  다이오드(36)는  비임스플리터(40)를 
통하여  대물렌즈(42)를  직접  통과하는  발산레이저비임(38)을  방사한다.  또다시  렌즈(42)는 코일(4
6)을  포함하는  촛점화  및  궤도화작동기(44)에  장치된다.  비임은  매체(48)에  도달하며,  일부  반사된 
비임은 비임스플리터(40)에 의하여 복프리즘(50)을 통하여 광검출기(52)에 도달한다.

이  실시예는  제1도의  조준렌즈(24)가  필요없다.  그러나  제1도의  레이저  펜  및  촛점화  및  궤도화 작
동기는  대물렌즈(42)  및  비임스플리터(40)를  정확히  배열해야하는  필요성으로  인하여  한  유닛으로 
조립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2도의  실시예는  제1도의  실시예와  같이  모듈로서  생산될  수  없다.  제1도의  실시예에서, 조
준렌즈(24)를  사용하면  촛점화  및  궤도화  작동기(12)  및  레이저  펜(10)을  정확히  배치할  필요는 없
다.  따라서  제2도의  실시예는  오기능이  있을시에,  전장치가  수리  혹은  대체되어야  한다는  불잇점이 
있다.

한쌍의 홀로그램렌즈를 사용하는 세번째 이전기술의 광헤드는 제3도에 도시되어 있다.

홀로그램렌즈는  홀로그래픽방법을  이용하여  생산된  회절격자이다.  회절격자는  그  위에  비춰진  빛을 
회절하도록  하는  일련의  슬릿을  갖는  격자이다.  회절격자에  도달한  빛은  일련의  회절된  비임을 도달
된  빛  비임의  중심축으로부터  다른각으로  발생할  것이다.  회절각은  빛파장  및  격자간격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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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회절격자는 기계적으로 제작될 수 있지만 그 간격의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홀로그램렌즈는  그  비임이  서로에  대하여  적정각도를  형성하여  결과의  간섭패턴에  대응하는 회절격
자가 형성되도록 두간섭 코히어런트(coherent) 레이저를 사용하여 제작된 회절격자이다.

이  간섭패턴은  감광성내식막(photoresist)으로  피복된  유리와  같은  기판위에  사영된다.  감광성 내식
막을  전개하면  비노출영역(음각광성내식막)  혹은  노출영역(양감광성내식막)은  수많은  평행홈을  남겨 
둔채로 제거된다.

홈에  적당한  금속을  진공증착(Vacuum  deposition)하면  수많은  등간격  평행선으로  이루어지는  반사형 
회절격자가  얻어진다.  기타  기술에  따른  홀로그래머제작에  관한  것이  미국특허  제4,560,249호에 기
술되었다.

제3도의  광헤드는  레이저  다이오드(54)를  이용하여  레이저비임(56)을  방사한다.  레이저비임(56)은 
홀로그램렌즈(58)에  도달하고  홀로그램렌즈(58)로부터의  회절된  비임의  일부는  홀로그램렌즈(60)에 

도달한다.

렌즈(58)로부터  렌즈(60)까지  회절된  비임은  빛의  평행비임이고  따라서  홀로그램렌즈(52)는  제1도의 
조준렌즈를 대체한다.

이  비임은  홀로그램렌즈(60)에  어떤  각도로  도달하여,  홀로그램렌즈(60)로  하여금  촉점이  맞추어진 
비임을  매체(62)에  방사하도록  한다.  따라서,  홀로그램렌즈(60)는  제1도  및  제2도의  대물렌즈를 대
체한다.

리턴경로(return  path)에서,  홀로그램렌즈(58)를  통과한  빛의  회절되지  않은  조준된  비임은 복프리
즘, 즉 쐐기 모양의 것(wedge)(66)을 통과한 후에 광검출기(64)에 도달한다.

리펀비임(return  beam)을  조준하면  광검출기(64)가  레이저(54)보다  매체(62)로부터  다른  간격에 위
치하게  할  수  있다.  광검출기(64)는  4격리  광검출기(68)를  포함한다.  복프리즘(66)은  레이저비임을 
스플리트(split)하여  여러검출기(68)에  도달하는  촛점이  맛추어진  빛의  비임을  발생한다.  촛점의 변
화는  이러한  빛의  비임이  어느하나의  검출기(68)로부터  기타  검출기로  이동하게  하여  촛점이  맞추어 
지지  않은  (out-of-focus)상태의  검출을  가능하게  한다.  제3도의  장치는  미국특허  제4,458,980호에 
기술되어 있다.

복프리즘의  대용품은  난시비임(astigmatic  beam)을  발생하기  위하여  두  격리  만곡(curvature)을 갖
는 폴리쉬(polish)된 원통형 렌즈이다.

난시  비임은  4분면  광검출기의  중앙에  촛점이  맞추어지며,  일종의  원의  형태이다.  한방향으로 촛점
이  벗어날때,  제1각에서는  타원비임일  것이며  따라서  두  광검출기는  다른  두  광검출기  보다  더  많은 
빛을  검출할  것이며  이는  촛점에러를  나타낸다.  다른  방향으로  촛점이  벗어날때  다른각에서 타원비
임이 발생되어 마찬가지로 검출될 수 있다.

촛점에러  즉  대물렌즈로부터  매체까지의  거리를  교정하는  외에도  광헤드는  데이타를  추적할  수 
있다.  데이타는  통상  디스크에  일련의  동심  혹은  나선홈으로  기입된다.  홈은  매우  좁고  대략 1.6미
크론  정도  간격이  있으므로  1미크론  정도의  크기를  갖는  피트를  위치시킬  수  있다.  데이타는  통상 
피트(pits)와  랜드(lands)의  조합형태로  기억되며  여기서  랜드는  리세스된(recessed)  피트간의 영역
이다.

피트는  랜드가  레이저비임을  반사하는  반면에  레이저비임을  산란시키는  역활을  한다.  반사된  빛의 
양의  변화는  피트로부터  랜드까지의  변이(transition)를  나타낸다.  혼히  이  변이는  피트  및  랜드  그 
자체보다는 데이터비트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피트  및  랜드가  집중되어  있는  얇은  홈은  레이저비임의  직경과  같은  정도의  크기의  거리만큼 기타홈
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검출기에 되반사된 비임에 회절효과가 발생된다.

이  회절효과는  부분적으로  중첩(overlap)되는  세비임을  생산한다.  만일  비임이  홈으로부터  홈사이의 
영역에 이동하면, 중첩비임의 간섭은 패턴의 우 및 좌반이 휘도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

다수의  광검출기를  사용함에  의하여,  휘도의  변화는  궤도  에러를  검출하기  위하여 탐지(monitored)
될 수 있고, 비임을 트랙에 반송하기 위하여 피이드백 신호를 발생할 수 있다.

또다른  궤도화  방법은  레이저  앞에  회절격자를  사용하여  레이저비임이  매체에  도달하기  전에  세 비
임으로 스플리트 하는 것이다.  중앙궤도비임은 좌  및  우측이 트랙의 좌  및  우측에 있도록 트랙에 촛
점이 맞춰진다.

이  세  비임은  두  약한  비임의  강도를  검출하는  광다오드의  격리세트에  되반사되고  비임스플리터에 
의하여  스플리트된다.  그것들이  다른  강도를  갖고  있을  때,  에러신호는  에러교정을  위하여  광헤드를 
움직이는 서보메카니즘(servo mechanism)을 활성화한다.

매체의 다른 형태로는 소거 및 재기입능력을 구비하는 열자기레코딩을 사용한다.

열자기레코딩의 원리는 어떤 강자성물질의 특성에 의존한다. 물질의 온도가 퀴리온도(Currie 
tempera-ture)  이상  상승할때  물질의  자기화는  작은  자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  원리는 열자
기  광학  데이타  기억에  사용되며  여기서  레이저비임은  매체의  온도를  퀴리온도  이상으로  상승시키기 
위하여  레코딩매체에  촛점이  맞추어진다.  작은  전자석이  매체의  기타  측에  위치되어  매체  근처의 자
계가 메체의 자성의 변화를 일으킨다.

매체로부터  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레이저비임은  다시  더  낮은  파워(power)로  매체에  촛점이 맞추
어진다. 매체의 자성에 따라 매체로부터 반사된 비임의 편광은 불변이거나 약 0.4도 정도 회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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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검출기  앞에  삽입된  편광자는  광검출기로  하여금  반송된  비임의  두  다른  평광상태를  감지하는 것
을  허여한다.  기억된  정도를  제거하는  한  방법은  먼저  전자석의  자성방향을  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촛점이  맞추어진  레이저비임을  공급하여  매체의  온도를  퀴리온도  이상까지  상승시켜  한방향으로 매
체를 균일하게 자화시킨다.

광데이타  기억시스템에  상기  원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광헤드는  촛점이  맞추어진  레이저비임을 열자
기매체에  발생하는데  필요하다.  더우기,  편광자는  검출기로  하여금  매체에  기억된  정보를  판독하는 
것을 허여하는데 필요하다.

열자기  광헤드에  필요한  편광자는  상업상  두  형태로  이용가능하다.  하나는  이색성  시트형 편광자인
데  이는  물질을  통하여  전송도중에,  기타  직각편광에  우선하여  어느한면의  편광을  선택적으로 흡수
한다. 시트편광자는 플라스틱 시트에 박힌 조직물질로부터 제작된다.

시트는 늘여지며 이에 의하여 분자를 어라인(aligned)하여 복굴절되게 하고 난뒤 안료로서 
염색된다.  염색된  분자는  어라인  된  폴리머(ploymer)분자에  선택적으로  부착하므로  흡수도가 한면에
는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기타면에서는 약한 결과를 낳는다. 전송된 빛은 선형적으로 편광된다.

시트형  편광자의  광양호도(optical  quality)는  비교적  낮다.  이들은  저전력용  및  시각응용에  주로 
사용된다.

기타형의  편광자는  두  직각편광을  위한  와이어  그리드  구조에  근거한다.  빛방사가  방사의  파장정도 
혹은  파장보다  작게  간격을  두고  있는  평행산사스트립의  배열에  입사될때,  전기벡터가  배열의 방향
에  직각인  방사는  반사된다.  결과적으로  전송된  방사는  대개  선형적으로  편광된다.  양  형태의 편광
자의  불잇점은  이들의  빛효율이  통상  30%  보다  적다는데  있다.  따라서  더  효율적인  평광자를  갖춘 
더 간단한 광헤드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발명은  비임스플리터  및  복프리즘렌즈와  필요성을  제거하기  위한  단일  회절격자를  사용한  개량 
광헤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단일  광축을  따라  이  광축에  인접하게  배치된  광검출기만  제외하고  모든  소자를  배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배치는  어라인(alignment)문제  및  진동에러를  감한다.  반도체  레이저가 제공
되어  가동  대물렌즈에  도달하는  레이저비임을  발생한다.  대물렌즈는,  레이저비임을  정보매체에 촛점
을 맞춘다. 홀로그래픽일 수 있는 회절격자는 레이저와 대물렌즈사이에 위치한다.

레이저로부터  대물렌즈까지의  전방경로에서  회절된  비임은  사용되지  않고  리턴경로에서  회절된 비임
의 하나가 광검출기에 촛점이 맞춰진다.

제1실시예에서, 광검출기는 본질적으로 동일면에서 반도체 레이저와 인접한다(2㎜ 내).

제2실시예에서,  부가렌즈는  레이저와  매체사이의  중간에  부가촛점을  발생하는데  이용되며  이 부가촛
점은  광검출기와  본질적으로  동일면에  있다.  홀로그램렌즈에  대해  적절한  패턴을  이용하여 리턴레이
저비임에 대한 촛점은 레이저 혹은 부가 촛점앞에 위치될 수 있다.

이 사실은 광검출기가 레이저 면과 동일면에서 쉽게 제작될 수 없으므로 그 구성을 간단하게 한다.

바람직하게는  광검출기는  반도체  레이저의  5밀리미터  내에  중심을  갖는  복수의  광검출기이다. 반도
체  레이저  및  광검출기는  동일  싱크(sink)에  장치될  수  있으며,  이는  광검출기가  어떤  진동의 결과
로서 레이저와 같은 정도 및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보장하며 따라서 광헤드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레이저  및  광검출기가  대물렌즈  및  홀로그램렌즈의  축에  대해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장치되는  것을 허
용하기  위하여  조준레즈가  포함되거나  거울이  이용될  수  있다.  촛점화는  홀로그램렌즈의  격자패턴에 
있어서의 진동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난시영상은  홀로그램렌즈의  한측에서  기타측까지의  간격을  증가함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다.  4분면  광검출기는  격리  4분면  검출기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비교함에  의하여  비임의  촛점  및 
궤도가  맞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교대로  홀로그램렌즈는  렌즈의  제1절반에  제1공간주파수(spacial 
frequency)(공간거리)  및  렌즈의  제2절반에  제2공간주파수를  갖는  격자를  가질  수  있다.  이는 4평행
광검출기에  비추어지는  각  측으로부터  하나씩  두  회절비임을  발생할  것이다.  4광검출기중  2비임의 
운동을 탐지함에 의하여 비임의 촛점 및 궤도가 탐지될 수 있다.

열자기  매체를  이용하는  응용에  있어서,  편광자는  각각의  광검출기의  앞에  위치되어  매체에 있어서
의  편광의  변화에  대한  검출을  가능하게  한다.  바람직하게  편광자는  판독  및  기입에  사용되는 레이
저비임의 파장보다 작은 선간격(line spacing)을 갖는 홀로그래픽 격자로부터 형성된다.

단일  홀로그래픽격자는  편광자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으며,  그  격자는  소오스비임의  통과를  허용하기 
위한  선없는  중심부  및  직각편광을  한쌍의  광검출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서로에  직각인  각  측에  있는 
선을 갖는다. 그런 편광자를 만드는 방법은 이미 기술되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전기술의  광헤드보다  진동으로  인한  에러에  덜  영향을  받는  이전기술보다  더 적
은  부품을  갖는  간단한  광헤드를  제공한다.  이전기술의  비임  스플리터  및  복프리즘렌즈는  단일 홀로
그램렌즈에  의하여  대체되어  단일광축을  따라서  광검출기를  제외한  광헤드의  모든  소자의  배치를 허
용한다.

본  발명의 특성 및  잇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한 도면과 관련하여 상세히 후술된
다.

본  발명에  따른  광헤드의  제1실시예는  제4도에  도시된다.  이러한  공헤드  배열은  기타  레코딩매체 가
령, 열자기매체 린드 및 피트를 이용한 매체에 대하여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

반도체  레이저  및  검출기(68)는  레이저  비임(70)을  조준렌즈(72)로  방사한다.  조준된  비임은 홀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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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렌즈(74)를  통하여  대물렌즈(76)에  도달한다.  홀로그램렌즈(74)는  반도체  레이저  및  검출기(68)와 
조준렌즈(72)  사이에도  놓일  수  있다.  대물렌즈(76)는  비임을  매체(78)에  촛점을  맞춘다. 대물렌즈
(76)는  촛점화  및  궤도화  작동기(82)내에서  코일(80)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다.  반도체  레이저  및 
검출기(68), 조준렌즈(72) 및 홀로그램렌즈(74)는 광헤드의 레이저 펜(84)부를 형성한다.

제5도는 반도체 레이저 및 광검출기(68)의 정면도이다. 반도체 레이저(86)는 열싱크(88)에 
장치된다.  4분면  광검출기(90)는  열싱크(88)의  면에  장치된다.  광검출기(92)는  반도체  레이저(86) 
뒤에  위치하여  반도체  레이저로부터  방사된  빛을  측정한다.  광검출기(92)는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
어서  빛을  반도체  레이저(86)로  되반사하지  않는다.  바람직하게는  4분면  검출기(90)는  반도체 레이
저(86)의 5밀리미터 내에 있고 레이저(86)와 동일면의 2㎜ 내에 있다.

통상적인  제조공정을  하면  0.25  내지  0.5㎜의  두께  및  따라서  광검출기  표면과  레이저  다이오드 표
면간에  이정도의  간격을  갖는  광검출기를  얻을  수  있다.  이  간격은  촛점에러  발생에  대한 난시파두
면(astigmatic  wavefront)  및  종래  렌즈와  유사한  구상파두면(spherical  wavefront)을  조합한 홀로
그램렌즈로서 보상될 수 있다.

이는  검출기를  광헤드의  촛점에러  범위내에  위치해야  한다.  반도체  레이저  및  광검출기(68)의 향상
된 실시예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1986년  5월  1일자에 출원된 계류중인 출원번호 858,  411호에 기
술되어 있다.

동작에서  반도체  레이저(86)로부터의  레이저  비임(70)은  조준렌즈(72)에  의하여  조준되거나 평행하
게  만들어진다.  이  조준된  비임은  홀로그램렌즈(74)를  통하여  통과하여  영차(zero  order)회절비임 
및  다수의  고차(higher  order)회절비임을  발생한다.  영차회절비임은  동일경로에서  계속진행하며, 어
떤  각을  이루지  않고,  광헤드의  전방  및  경로에  사용되는  비임이다.  이  비임은  코일(80)로  움직일 
수 있는 대물렌즈(76)에 의하여 매체(78)에 촛점이 맞추어진다.

리턴경로에서,  비임은  다시  영차  및  고차  회절비임을  발생하는  홀로그램렌즈(74)를  통과한다. 영차
비임은  레이저로  되돌아가며  검출에  이용되지  않는다(어떤  이전기술  시스템은  반사비임의  강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반사비임으로  인한  파워의  변화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이  방식으로  촛점화 
및  궤도화를  할  수  없다).  다만  경로에서  반사비임도  역시  홀로그램렌즈(74)로부터  고차회절비임을 
발생한다. 이 고차회절비임의 하나는 광검출기(90)에 사용된다.

바람직하게는  이는  약  10도  정도의  각만큼  회절된  1차회절비임이다.  이  구성은  반도체  레이저  및 광
검출기가  동일  기계적  구조상으로  장치되는  잇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기계유닛의  이동은  검출기가 
반도체  레이저의  이동으로  인하여  비임이  이동하는  동일  정도  및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므로 광헤드
에 의하여 수신된 신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도의  실시예는  레이저  펜(84)이  촛점화  및  궤도화  작동기(82)로부터  격리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
서  모듈적이다.  사실은  제4도의  촛점화  및  궤도화  작동기는  이전기술의  촛점화  및  궤도화  작동기와 
동일하다. 

광검출기에  도달하도록  비임을  약간  이동하기  위하여  빛의  비임을  회절하는  이외에도, 홀로그램렌즈
(74)는 역시 광검출기와 관련하여 궤도화 및 촛점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될 수 있다.

제6도는  제7도에  도시된  4평행광검출기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홀로그래픽렌즈(74)의  한 구성예
를  나타낸다.  제6도는  중심선(100)에  의해  분리된  첫절반(96)  및  두  번째  절반(98)을  갖는 홀로그램
렌즈(94)의  일부를  보여준다.  홀로그램렌즈(94)의  측(98)의  스트립(102)간의  간격은  측(96)의 선
(104)간의  간격보다  좁다.  측(98)은  공간주파수 fA =f+Δf를  갖는  격자를  갖는  반면,  측(96)은 공간

주파수 fB=f-Δf를 갖는 격자를 갖는다.

레이저  비임이  중심선(100)을  향하고  있을때  광검출기(106)의  빛패턴은  제7도에  도시되어  있다. 빛
패턴은  제1점(108)  및  제2점(110)으로  구성된다.  점(108  및  110)은  각각  측(96  및  98)으로부터의 일
차회절비임을 나타낸다. 영차비임은 제7도의 광검출기(106)의 우측에 있다.

이  회절패턴은  제7a도에서  더  명확히  보여질  수  있다. 공간주파수(fA )를  갖는  격자(98)의  좌측  및 

공간 주파수(fB )를  갖는  격자(96)의  우측으로부터의  영차비임은  레이저(114)에서  점(112)으로서 보

여진다.

fB 는 fA 보다  더  낮은  공간주파수(더  큰간격  혹은  주기)이므로,  일차회절비임은  점(116,  118)으로서 

중앙에 더 근접한 거리에서 각각 영차비임의 어느측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점(116)은  광검출기(106)에  촛점이  맞추어진다.  유사하게, 주파수(fA )에서  측(98)에  대한 일차회절

비임은  점(120,  122)으로서  나타난다.  이차회절비임은  홀로그램렌즈(94)의  우측  및  자측으로부터 각
각 점(124, 126)을 발생한다. 영차비임, 우측 일차비임 및 모든 고차비임은 사용되지 않는다.

제7도의  광검출기(106)는  4격리광검출기(A,  B,  C,  D)를  포함한다.  촛점  및  궤도는  광검출기(A,  B, 
C,  D)에  의하여  검출되는  신호를  비교함에  의하여  검사될  수  있다.  매체(78)와  대물렌즈간의  거리가 
촛점거리  이상으로  증가할  때,  점(108)은  검출기(B)로부터  검출기(A)로  이동할  것이며  스폿(110)은 
검출기(C)에서 검출기(D)로 이동할 것이다.

유사하게,  매체(78)가  대물렌즈에  촛점거리  보다  더  가깝게  이동할때,  스폿(108)은  검출기(A)로부터 
검출기(B)로  이동할  것이며  스폿(110)은  검출기(D)로부터  검출기(C)로  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촛점
에러신호는 (A-B)+(D-C)로 선출된다.

궤도홈으로부터  벗어난  매체에  대하여  대물렌즈의  옆으로의  이동은  반사비임의  변조에  의하여 지적
될 것이다.  이  변조는 기타 스폿(108  혹은 110)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스폿(108  혹은 110)의 어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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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영향을 미칠 휘도에 있어서의 변화이다.

따라서  궤도  에러신호는  (A+B)-(C+D)로  산출된다.  이  신호는  두  스폿의  휘도의  어떤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데이타의  검출은  스폿(108,  110)  혹은  A+B+C+D의  총  휘도를  피트와  랜드간의  차이를 지적하
는 기준 드레시호울드와 비교함에 의하여 행해진다.

제8도는 공간주파수가 x가 함수로써 증가하는 선형 공간 주파수 격자를 도시한다.

줄무늬의 위치는 

여기서, n=N1, N1+1,N1+2,…, N2

A=상수로 주어진다.

줄무늬의  비균일간격은  회절비임에서의  난시수차(asigmatic  aberration)를  발생한다.  이  격자에 의
하여  발생된  비임은  제9a  내지  9c도에  도시되며  제9b도는  비임이  최적  촛점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내
며,  제9a도는  매체가  렌즈에  너무  근접하여  비임이  촛점에서  벗어난  상태를  나타내며,  제9c도는 매
체가 렌즈로부터 너무 멀어서 비임이 촛점에서 벗어난 상태를 나타낸다.

제9b도의  최적촛점은  가장  덜  혼동을  일으키는  원으로도  불리운다.  제9b도  매체의  홈구조의 격자영
향으로  인하여  발생된  간섭비임(132,  134)을  보여준다.  비임은  비임(132,  134)이  동일  휘도일때 궤
도에  있을  것이며  따라서  궤도  에러신호는  A-C로  주어진다.  촛점에러신호는  검출기(B,  C)가 제9a도
의  촛점이  벗어난  상태에서는  검출기(A,  C)보다  더많은  빛을  수신하는  반면에,  검출기(A,  C)는 제9c
도의  촛점이  벗어난  상태에서는  더많은  빛을  수신함을  주목하여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촛점에러신
호는 (A+C)-(B+D)로 주어진다.

제10도는  제8도의  격자와  빛의  비임에  동일한  영향을  갖는  난시격자를  보여준다.  제10도의  줄무늬의 
위치는, 

x=n*T+B*y
2

여기서 n=0,1,2…N; T는 선간의 간격; B는 상수; 및 y는 x에 대한 직각좌표로 주어진다.

제11도는  격자의  축에  대하여  45°향한  난시촛점선을  갖는  난시격자의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줄무
늬의 위치는 다음의 방정식으로 주어진다 :

x=n*T/(1+C*y)

여기서 n=-N,-N+1,…N-1, N;

C는 상수; 및

T는 격자주기(선간격)

제11도의  회절격자에  의하여  발생된  빛  패턴은  제12a  내지  12c도에  도시되며,  제12b도에  최적인 촛
점이  나타난다.  보여지는  바와  같이  난시촛점선은  제9a  내지  9c도에  도시된  패턴에  대하여 45°회전
된다.  이  방위(orientation)는  비임(136,  138)의  궤도신호패턴을  광검출기에  대하여  더  바람직한 위
치에  둔다.  제9b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임(132)은  부분적으로  검출기(A,  B,  D)내에  있으며 
비임(134)은 부분적으로 검출기(D, B, C)내에 있다.

제12b도에서,  비임(136)은  완전히  검출기(B,  C)내에  포함되며  비임(138)은  검출기(A,  B)내에  완전히 
포함되어 이것에 의하여 검출기에서의 중첩을 제거한다. 따라서 궤도신호는 (A+D)-(B+C)로 
주어진다. 촛점에러신호는 (A+C)-(B+D)로 주어진다.

홀로그램렌즈의  기능은  상기  기술된  것들에  제한되지  않는다.  홀로그램렌즈는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
의 렌즈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특히,  홀로그램렌즈는  (a)비임스플리팅  (b)촛점에러신호발생  (c)비임의  촛점변경  및  (d)(조준렌즈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난시  혹은  코마(coma)와  같은  오프-축(off-axis)  수차(혹은  발생)에  대한 보상
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러터비임의  촛점을  변경함으로서  레이저원  앞에  있는  광검출기에  촛점이 
맞추어질 수 있다.

홀로그램의  이러한  기능은  홀로그램렌즈의  선  혹은  줄무늬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줄무늬에  대한 일
반적인 식은 다음 방정식과 같이 주어진다.

2πx/T+θ(x,y)=2Nπ

여기서  N은  일련의  음  및  양정수(통상,  -800  내지  +800);  T는  격자의  주기;  및  θ(x,  y)는  x,  y의 
위상함수

주기(T)는 1차회절비임이 방정식에 따라 광검출기에 도달하도록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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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λ는  레이저  비임의  파장;  Fc는  홀로그램렌즈로부터  레이저까지의  거리  혹은  홀로그램이 조
준렌즈 뒤에 위치될때 조준렌즈의 촛점길이; 및 ds는 레이저와 광검출기간의 거리

일련의  정수(N)가  방정식에  대입될때  홀로그램렌즈의  줄무늬를  정의하는  x  및  y  좌표값이  얻어질 것
이다.

위상함수는  어떤수의  함수  혹은  함수의  조합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  방정식에  따른  위상함수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

θ(x, y)=π(x
2
+y

2
)/λF+πx

2
/λf

여기서 Fa는 조준렌즈의 비점수차(astigmatism), F는 1/(fc-d)-1/Fc=1/F 방정식에 의해 정의된다.

여기서  Fc는  조준렌즈의  촛점길이,  혹은  조준렌즈가  사용되지  않을  때  레이저원과  홀로그램렌즈 사
이의 물리학적 거리; 및 d는 광축을 따라 레이저원과 광검출기 사이의 거리

f는 Fo
2
/S 여기서 Fo는 촛점화(대물)렌즈의 촛점거리이며 S는 촛점에러 범위이다.

상기  위상함수예의  제1항은  리턴레이저  비임을  레이저원  앞의  광검출기에  촛점을  맞추기  위해 사용
된다. 제2항은 조준렌즈의 비점수차를 고정하기 위한 것이며 제3항은 촛점에러신호를 발생한다.

제13도는  조준레즈가  제거된  본  발명에  따른  광헤드의  기타  실시예를  보여준다.  레이저  다이오드  및 
검출기(140)는  홀로그램렌즈(144)  및  대물렌즈(146)를  통과하는  레이저  비임(142)을  발생한다. 비임
은  대물렌즈(146)에  의하여  매체(148)에  사영된다.  리턴경로에서,  반사  비임은  레이저  다이오드  및 
검출기(140)의  검출기부에  사영된  일차회절비임의  하나이다.  작동기(150)는  촛점  및  궤도 에러신호
에  응하여  대물렌즈(146)를  움직이는데  이용된다.  이  실시예는  제4도의  실시예의  모듈성과 조준렌즈
에 대한 필요성에 제거 사이의 교환을 나타낸다.

제14도는  본  발명에  따른  광헤드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준다.  레이저  다이오드  및  검출기(152)는 가
동장치(154)에  장치된다.  레이저  비임(156)은  레이저  다이오드  및  검출기(152)에  대하여  45°각으로 
거울(158)에서  반사된다.  그  비임은  홀로그램렌즈(162)를  통하여  그  비임을  매체(164)에  촛점을 맞
추는  대물렌즈(162)에  도달한다.  리턴경로에서,  홀로그램렌즈(160)는  거울(158)로부터  반사되고 레
이저 다이오드 및 검출기(152)의 검출기부에 도달하는 일차회절비임을 발생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대물렌즈를  매체(164)에  더  가깝게  혹은  멀게  이동하여  촛점이  맞춰질  수  있다. 궤
도에  러는  레이저  다이오드  및  검출기(152)를  옆으로  움직여서  교정할  수  있다.  교대로  장치(154)는 
촛점을  교정하기  위하여  레이저  다이오드  및  검출기(152)를  거울(158)  쪽으로  혹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반면, 대물렌즈(162)는 궤도에러를 교정하기 위하여 옆으로 움직일 수 있다.

제4도  및  제13도에  도시된  실시예는  편광자를  포함하는  반도체  레이저/검출기  장치와  함께  구성될때 
자기광헤드로서 사용될 수 있다(계류중인 출원번호 858,411의 제4도 참조).

제15도는  열자기매체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기타  열자기  광헤드를  보여준다.  반도체  레이저(17)는 
렌즈(174)에  의하여  촛점(176)에  사영되는  레이저  비임(172)을  방생한다.  촛점(176)에  집중된  후에, 
레이저  비임을  다시  발산하여  홀로그램렌즈(178)를  통하여  조준렌즈(180)에  도달한다. 조준렌즈
(180)는  대물렌즈(182)에  의하여  매체(184)에  사영되는  빛의  평행비임을  발생한다.  광헤드의  모든 
소자는 단일 광축(186)에 따라 배열된다.

리턴경로에서,  매체(184)로부터의  반사  비임은  대물렌즈(182)  및  조준렌즈(180)를  통하여 회절격자
(178),  바람직하게는  홀로그램렌즈에  도달한다.  한쌍의  영차회절비임(188,  190)은  각각  한쌍의 광검
출기(192,  194)에  촛점이  맞추어진다.  회절격자(178)  및  광검출기(192,  194)는  레이저  비임의  촛점 
및 궤도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전 실시예와 관한 전술한 어느 방법으로 구성된다.

편광렌즈(196)는  광검출기(192,  194)  바로  앞에  장치된다.  렌즈(196)는  후술되는  것처럼  구성되어 
비임의  기타  편광이  각각  광검출기(192,  194)에  도달하도록  한다.  광검출기(192,  194)는  제16도에 
자세히 기판(198)위에 장치된다.

제16도는  제15도의  광검출기  패키지(package)의  일실시예를  보여준다.  두  4분면  광검출기(200, 20
2)는  바람직하게는  세라믹  물질  혹은  인쇄회로판  재료로  만들어지는  지지기판(198)  위에  장치된다. 
광검출기는  광검출기에  외부와  접속할  수  있는  전도경로(204)에  전선접속된다.  두  4분면 검출기
(200, 202)의 중심은 바람직하게는 검출기 패키지의 중심으로부터 5㎜ 이하정도 거리이다.

호울(206)은  검출기  패키지의  중심에  제공되어  제15도에  도시된  촛점(176)에서의  소오스  레이저 비
임의  통과를  허용한다.  이  촛점  혹은  레이징접속에서의  레이저  비임의  영상은  직경  3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며, 이는 호울(206)의 최소직경을 정의한다.

편광자(208)는  광검출기  패키지  앞에  부분  분해되어  도시되었다.  광검출기(200)  앞에  있는 편광자
(208)의  제1측(210)은  광검출기(202)  앞에  있는  편광자의  제2부(212)의  일련의  선에  직각인  일련의 
선을 갖는다.

편광자(208)의  중심부(214)는  전혀  선을  갖고  있지  않아서  편광자  없이도  소오스  레이저  비임의 통
과를 허용한다.

제15도의  레이저  다이오드(170)의  레이징접속은  부(210,  212)의  편광방향에  대해  45°각을  이루고 
배열된다.  45°방위는  비임의  편광의  작은  변화(0.4도)를  코사인  함수의  선형영역에  둠으로써 변화
를 검출할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것은 두 광검출기에 도달하는 비임의 강도의 검출가능한 차
(difference)라는 결과를 낳는다.

제17도는  조준렌즈(180)가  제거된  열자기  광헤드에  대한  제15도의  실시예에  대한  교체실시예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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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이  실시예에서  모든  소자는  제15도에서  조준렌즈(180)와  대물렌즈(182)  사이에서  허용되었던 
에러에 대한 마진(margin)이 없이 정밀하게 배치된다.

제18도는  제16도의  편광자(208)를  홀로그램렌즈로서  발생하기  위한  장치를  보여준다.  빛  회전효율이 
입사광의 편광에 민감하다는 것은 이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헤르위그  코게니크는  이  효과를  그의  저서  The  Bell  System  Technical  Journal,  volume  48,  number 
9,  pp.2909-2946,  November  1969의  "Coupled  Wave  Theory  for  Thick  Hologram  Gratings"에서 논하였
다.

유사한 토픽에 대한 최근 연구는 E.G. 로에웬, M. 네비에르 및 D.메이스트로에 의한 Applied 
Optics,  volume  16,  number  10,  pp.2711-2721,  October  1977  "Grating  Efficiency  Theory  as  it 
Applies to Blazed and Holographic Grating"이다.

이 편광효과는 격자주기가 빛파장보다 작을 때 매우 강력하다.

제18도는  제16도의  편광차(208)를  발생하기  위한  배치를  보여준다.  바람직하게는  레이저원(216)은 
520nm이하의  파장을  갖는다.  이  파장을  갖는  레이저는  0.78  마이크로미터와  0.85  마이크로미터 사이
의  파장을  갖는  광헤드  레이저용  편광자를  발생하는데  이용된다.  파장은  회절격자가  상업상 이용가
능한 감광성 내식막 물질에 기억될 수 있도록 선택된다.

더  짧은  파장으로서  회절격자에  형성된  격자주기는  반도체  레이저의  적외선  파장보다  더  작게 만들
어질  수  있다.  레이저원(216)으로부터의  레이저  비임은  조준기(218)를  통하여  한쌍의  조준된 비임
(224,  226)을  각각  발생하기  위하여  비임스플리터(222)를  통과하는  조준된  비임(220)을  발생한다. 
바람직하게는  확산되고  조준된  비임은  약  15㎜의  직경을  갖는다.  비임(224,  226)은  레코딩 물질
(232)을 향하여 거울(228, 230)로부터 반사된다.

확장레이저  비임의  각각은  매체(232)의  레코딩  면에  직각인  백터에  대하여  각도  θ로  매체(232)에 
도달한다.  두  교차레이저  비임의  간섭패턴은  홀로그램렌즈의  줄무늬를  형성하는  일련의  선을 발생한
다.  더  향상된  처리방법은  아무런  금속이  증착되지  않으므로  이전기술에서  서술된  처리방법과 다르
다.

대신에,  유리는  그위에  일련의  양각(relief)패턴의  홈을  발생하기  위하여  에칭된다.  따라서 홀로그
램렌즈의  모든  부는  투명하므로  효율은  빛의  일부를  차단하는  일련의  금속선을  이용한  렌즈보다 훨
씬 크다.

선간의  거리,  즉  격자주기는  d=λ/2  sinθ이며  여기서  λ는  레이저원(216)의  파장이다.  488㎚의 파
장 및 20°의 각 θ 레이저원에 대한 격자주기는 대략 0.71 마이크로미터일 것이다.

제19a도는  그러한  처리방법에  의해  형성된  격자선을  보여준다.  제19a도의  평행선은  제18도에  도시된 
레이저  비임의  간섭에  의해  형성된  줄무늬이다.  제16도에  도시된  편광자(208)를  제작하기  위하여 편
광자 매체의 절반이상이 제19b도에 도시된 마스크(234)에 의하여 덮혀 있다.

이  마스크는  그  경계(236)가  레이저  비임의  간섭패턴에  의하여  발생된  줄무늬(238)에  대해  45°각을 
이루도록  배열된다.  줄무늬의  제1세트가  형성된  후,  마스크(234)는  제거되고  마스크(240)는 제19c도
에  도시된  줄무늬(238)위에  위치한다.  이  마스크는  레코딩  매체의  절반이상을  덮도록 줄무늬(238)위
로 연장된다.

레코딩매체는  90°정도  회전하며  줄무늬(242)의  격리세트는  매체의  두번째  절반에  형성된다. 결과적
인  편광자는  제19d도에  도시되며  이는  제2측에  있는  제2세트의  줄무늬(242)에  직각인  제1측에  있는 
일련의  줄무뉘를  가지며  편광자의  중심부(244)는  전혀  줄무늬를  갖지  않는다.  편광자의  중심부는 소
오스 레이저 비임이 편광없이 통과하도록 한다.

레코딩매체에  있는  감광성  내식막에  형성된  양각  패턴은  양각세공처리(embossing  process)에  의해 
사본을  뜰수  있다.  이는  본  발명에  따른  열자기  광헤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편광소
자를  대량  생산함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한  위상회절격자는  전편광자는  상기  설명한  것처럼 투명하
므로 와이어 그리드 편광자에 대한 빛회절 효율면에서 잇점이 있다.

이 분야에 숙달된 이들은 잘 이해할 것이지만 본 발명은 취지 혹은 본질적 특성을 벗어남이 없이 다
른  특정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패턴이  촛점  및  궤도에러  검출용  영상을  발생하기 
위하여  홀로그램렌즈에  실시될  수  있다.  제15도의  실시예에서,  편광자는  회절격자(178)의  기타측에 
위치할 수 있거나, 조준렌즈(80) 및 회절격자(178)가 교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향상된  실시예의  기술은  어떤  제한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후술하는  특허청구 범
위에서 기재된 본 발명의 취지에 대한 예증적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오스  레이저  비임을  방사하기  위한  반도체  레이저수단;  상기  소오스  비임과  더불어  단일  광축을 
따라  어라인(aligned)되는  상기  레이저가  매체로부터  반사된  비임으로부터  상기  소오스  비임  및 상
기  반사비임의  상기  광축에  대하여  각을  이루는  광축을  갖는  회절비임을  발생하기  위하여  상기 레이
저수단과  상기  매체사이에  위치하는  회절격자;  및  상기  회절  비임을  인터셉트하도록  위치되고,  상기 
회절비임을 검출하기 위한 광검출기 수단으로 구성되는 반사매체에 기억된 판독하기 위한 광헤드.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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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회절격자는 홀로그램렌즈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헤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홀로그램렌즈는 본질적으로 투명한 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검출기  수단은  본질적으로  상기  소오스  비임  광축에  직각인,  상기 레이저수
단과 동일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는  열자기  매체이며  상기  레이저수단으로부터  상기  광검출기  수단의 반대
측에 위치한 편광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헤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편광자는  상기  레이저  비임의  파장보다  더  작은  선간  간격을  회절격자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헤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편광자 회절격자는 홀로그래픽격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헤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홀로그래픽  격자  편광자는  본질적으로  투명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헤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검출기수단은  상기  반도체  레이저수단의  반대측에  위치한  제1  및 제2광검출
기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및  제2  광검출기  사이에  각각  위치하며,  상기  레이저  비임의  편광에  대해 
약  +45°의 각을 이루는 제1홀로그래픽 격자 편광자 및  상기 레이저 비임의 편광에 대해 약  -45°의 
각을 이루는 제2홀로그래픽 격자 편광자, 및 상기 매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헤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격자의  다수의  선은  상기  회절비임으로부터  난시영상을  발생하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헤드.

청구항 11 

소오스  레이저  비임을  방사하기  위한  반도체  레이저수단;  상기  소오스  비임과  더불어  단일광축을 따
라  어라인되는  상기  소오스  레이저가  매체로부터  반사된  비임으로부터  상기  소오스  비임  및  반사 비
임의  광축에  대하여  각을  이루는  광축을  갖는  제1  및  제2회절비임을  발생하기  위하여  상기 레이저수
단과  상기  매체사이에  위치한  홀로그램렌즈;  상기  회절비임을  인터셉트하도록  위치되는  한쌍의 광검
출기;  및  상기  광검출기와  상기  홀로그램렌즈  사이에서  상기  광검출기에  바로  인접하게  위치하며, 
상기  제1회절비임을  인터셉트하도록  위치된  제1세트의  선온  상기  제2회절비임을  인터셉트하도록 위
치된  제2세트의  선에  직각인  상기  레이저  비임의  파장보다  작은  선간격을  갖는  홀로그램렌즈인 편광
자로 구성되는 열자기 매체에 기억된 정보를 판독 및 기입하기 위한 광헤드.

청구항 12 

소오스  레이저  비임을  방사하기  위한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매체에  상기  레이저  비임을 촛점맞추
기  위한  가동대물렌즈;  상기  소오스  비임과  더불어  단일  광축을  따라  어라인되는  상기  레이저 비임
이 상기 매체로부터 반사된 비임으로부터,  상기 소오스 비임 및  상기 반사 비임의 상기 광축에 대하
여  각을  이루는  광축을  갖는  회절비임을  발생하기  위하여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와  상기  대물렌즈 사
이에  위치하며  상기  회절비임으로서  난시영상을  발생하도록  배치된  다수의  선을  갖는  홀로그램렌즈; 
및  각각이  격리  4분면에  위치하며,  상기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와  함께  공통  열싱크에  장치되며 상
기  회절비임을  검출하기  위한  4광검출기로  구성되는  반사매체에  기억된  정보를  판독하기  위한 광헤
드.

청구항 13 

레이저  비임을  방사하기  위한  반도체  레이저수단;  촛점에  상기  레이저  비임의  촛점을  발생하도록 위
치한  제1렌즈;  상기  레이저가  메체로부터  반사된  비임으로부터  상기  반사  비임의  광축에  대하여 각
을  이루는  광축을  갖는  제1  및  제2회절비임을  발생하도록  상기  촛점으로부터  상기  레이저수단의 반
대편에  위치한  홀로그램렌즈;  상기  레이저  비임에  대해  수직으로  위치하며  상기  레이저  비임이 통과
하는 호울을 한정하는 평기판,  및  상기 호울의 반대측에서 상기 기판에 장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회
절비임을  각각  인터셉트  하도록  위치된  한쌍의  반도체  광검출기를  포함하며  상기  촛점에  위치하는 
광검출기  장치;  및  제1세트의  선은  상기  제1회절비임을  인터셉트하도록  배열되며  제2세트의  선은 제
1세트의  선에  직각이고  상기  제2회절비임을  인터셉트하도록  위치되는  상기  레이저  비임의  파장보다 
작은  선간격을  갖는  홀로그램렌즈이며,  중심위치는  상기  레이저  비임을  편광없이  통과하는  것을 허
여하기  위하여  선이  없고,  상기  홀로그램렌즈와  상기  광검출기장치  사이에  위치한  편광자로 구성되
는 열자기 매체에 기억된 정보를 판독 및 기입하기 위한 광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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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2파장 λ2 를  갖는  레이저  비임을  발생하는  단계;  확산조준된  비임을  발생하기  위하여  상기  레이저 

비임을  확산하는  단계;  상기  확산비임을  두  비임으로  스폴리팅하는  단계;  상기  두  비임이  매체에 직
각인  선에  대하여  어떤  각도  θ로  상기  매체의  면위에서  교차하도록  레코딩  매체에  상기  두  비임을 
반사하는  단계;  및  상기  두  비임의  간섭으로부터  상기  매체에  방정식 d=λ2 /2sinθ에  따라서  상기 

제1파장(λ1 )보다  작은  격자주기(d)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각도(θ)  및 파장(λ2 )을  선택하는 단계

로 구성되는 제1파장(λ1)을 갖는 레이저에 대하여 편광홀로그램렌즈를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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