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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투과성 기판, 제1 유전체층, 기록층, 제2 유전체층, 반사층 및 제3 유전체층으로 구성된 광학 정보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기판은 마크엣지 기록 동작을 수행하는 광 디스크로 구성된다. 제1 유전체층은 기판
상에 형성된다. 기록층은 제1 유전체층상에 형성되며 레이저 빔이 조사되어 결정상태와 비정질 상태 사이
에서 가역 상변화함으로써 정보를 기록 및 소거한다. 기록된 정보는 기록층의 상변화에 따른 광학 특성의 
변화를 검출함으로써 재생된다. 제2 유전체층은 기록층 상에 형성된다. 제1및 제2유전체층은 기록층을 보
호한다. 반사층은 제2 유전체층상에 형성되고, 소정의 투과율을 가진다. 제3 유전체층은 반사층상에 형성

되며 막두께는 결정상태의 기록층의 흡수율 Ac 와 비정질상태의 흡수율 Ac 사이의 관계를 Ac  Aa 에 따
라 제어할 수 있도록 설정된다. 유전체층은 굴절율 n이 1.5 보다 큰 값을 가지는 유전체 재료로 만들어진
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광학 정보 기록 매체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광학 정보 기록 매체의 광학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

제2도는 본 실시예에 따른 광학 정보 기록 매체의 구조를 나타낸 단면도.

제3도는 종래의 광학 정보 기록 매체의 광학 설계를 나타낸 그래프.

제4도는 종래의 상변화 광 디스크의 매체 구성을 나타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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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는 실시예 1의 중복 기록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

제6도는 제3 유전체층의 막 두께와 실시예 2의 지터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기판                                2 : 제1 유전체층

3 : 기록층                             4 : 제2 유전체층

5 : 반사층                             6 : 제3 유전체층

7 : 자외선 경화수지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열 이력의 차이에 의해 유도되는 상변화에 따르는 광학 정수의 변화를 이용하여 정보의 기록 
소거를 수행하는 광학 정보 기록 매체, 특히, 상변화 광 디스크에 관한 것이다.

레이저 빔의 조사에 의하여 정보가 기록/소거되는 광학 정보 기록 매체로서는, 광 자기 디스크나 상변화 
광 디스크등이 공지되어 있다. 예를들어 상변화 광 디스크에 있어서,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유
전체층(2), 기록층(3), 제2 유전체층(4) 및 반사층(5)이 기판(1)상에 순차로 형성되어 4층 구조를 구성한
다. 정보는 레이저 빔의 조사에 의한 승온·냉각의 열이력의 차이에 의하여 유도되는 기록층의 비정질과 
결정 사이의 상변화를 이용하여 기록 및 소거된다. 즉, 기록층이 응용 및 급냉되어 비정질 상태로 됨으로
써 정보를 기록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록층은 결정화 온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로 소정기간 유지함
으로써 결정 상태로 되어, 정보를 소거한다. 신호가 비정질과 결정 사이의 반사율 차이를 기용하여 재생
된다.  제1  유전체층(2),  기록층(3),  제2  유전체층(4)  및  반사층(5)  각각의  두께는,  감도,  C/N  비, 
소거율, 고쳐쓰기 가능 반복 회수등에 대해서 최적화된다. 제1 및 제2 유전체층(2, 4)으로서는 ZnS-SiO2, 

SiN, SiO2 등이 사용된다. 기록층(3)으로서는 SbTe, GeSbTe, AgInSbTe 등이 사용된다. 반사층(5)으로서는 

Al, Au 등이 사용된다.

기록 밀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서, 기록된 마크의 양단에 정보를 갖게하는 마크 엣지 기록 방법이 효과
적이다. 그러나 비정질 상태와 결정 상태 사이의 반사율 차이를 이용하여 신호를 재생하는 상변화 광 디
스크에 있어서, 결정상태의 흡수율(Ac)과 비정질 상태의 흡수율(Aa)이 다른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비
정질상태의 흡수율이 결정상태의 흡수율보다 크게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형성되는 마크의 폭이나 길
이는, 중복 기록 동작전의 기록층의 상태가 결정 상태인가, 비정질인가에 의하여 영향받는다. 즉, 지터는 
중복 기록 동작에 의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상변화 광 디스크에 있어서 지터를 감소시키고 마크엣지 
기록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정질 상태와 결정 상태의 감도를 동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결정상태
가 비정질 상태에 비하여 열전도율이 높고 융해시 잠열량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정상태의 흡수율
(Ac)이 비정질상태의 흡수율(Aa) 보다 크게 되도록 디스크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매체
를 제공하는 유효한 수단으로서, 일본국 공개 특허 공보 평 1-149238 호에 개시되어 있는 투과성의 얇은 
금속막을 반사막으로서 사용한 흡수율 제어 방법 또는 일본국 공개 특허 공보 평 4-102243 호 개시되어 
있는 Si와 같은 고굴절율 재료를 반사막으로서 사용한 흡수율 제어 방법을 사용한다. 이들 방법에서는, 
비정질상태와 결정상태 사이의 투과율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본국 공개 특허 공보 평 6-4903 호에 개시된 방법은 금속 반사막을 사용한 흡수율 제어 방법으로
서 공지되어 있다.

현재 제품화되어 있는 광 디스크용 광 헤드 광원에는, 780nm 내지 830nm의 파장을 갖는 레이저 다이오드
가 사용되고 있다. 레이저 다이오드의 단파장화가 시도되어 왔고, 690nm 전후의 파장을 갖는 높은 파워의 
적색 레이저 다이오드가 실용화되고 있다. 상변화 광 디스크에 사용되고 있는 기록층의 상변화에 의한 광
학 정수의 변화, 즉, 비정질 상태와 결정 상태의 광학 정수의 차이는, 파장이 짧게됨에 따라 감소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투과 광을 사용하여 흡수율을 제어하는 종래 구성의 매체에서는, 결정상태의 흡수율
(Ac)를 비정질상태의 흡수율(Aa) 보다 높게 설정하면, 양 상태의 반사율 차이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C/N 
비가 감소한다. 상기 문제는, Ac/Aa를 가능한 한 크게하여야 하는 고선속 조건하에서는 특히 심각하다. 
상기한 종래기술(일본국 공개 특허 공보 평 1-149238, 4-102243, 6-4903 호)을 그대로 적용해도, 양호한 
중복 기록 특성을 얻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들면 Ge2Sb2Te5 에서, 파장 830nm의 경우의 광학 정수(굴절율 

n, 고유계수 k)는, 비정질 상태에서는 (n=4.6, k=1.06), 결정상태에서는 (n=5.89, k=3.47)이다. 이것에 
대하여, 파장 690nm의 경우, 비정질상태에서는 (n=4.36, k=1.72), 결정상태에서는 (n=4.46, k=4.0)이다. 
즉, 굴절율 n의 변화가 작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3도에 나타낸 것 같이, 파장 690nm 에서 결정상태와 
비정질 상태의 반사율 차이를 15% 정도로 설정하면 Ac/Aa는 최대 약 1.1 정도이다. 그러므로, 큰 값의 
Ac/Aa가 필요하게 되는 높은 고선속도(高線速度)에서는 중복 기록 동작에 의해 지터가 증가한다. 또한, 
실용화에는  이르고  있지  않지만,  고기록  밀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파장  532nm에서,  비정질  상태에서 
(n=3.53;  k=1.98),  결정상태에서는  (n=2.39,  k=3.86)  이다.  따라서,  광학  정수의  변화가  작게되기 
때문에, 높은 C/N의 비를 확보하면서 흡수율을 제어하는 것은 어렵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단파장 광원을 사용한 고선속하에서의 마크 엣지 기록 동작에서 양호한 중복기록 특성을 얻을 
수 있는 상변화 타입의 광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광학 정보 기록 매체는, 투과성 기판, 제1 유전체층, 기록층, 
제2 유전체층, 반사층, 제3 유전체층으로 구성된 광학 정보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기판은 마크 엣지 
기록 동작을 수행하는 광 디스크를 구성한다. 제1 유전체층은 기판상에 형성된다. 기록층은 제1 유전체층
상에 형성되며, 레이저 빔 조사로 결정상태와 비정질 상태 사이를 가역 상변화함으로써 정보가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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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거된다. 기록된 정보는 기록층의 상변화에 따른 광학 특성의 변화를 검출함으로써 재생된다. 제2 유전
체층은 기록층상에 형성된다. 제1및 제2 유전체층은 기록층을 보호한다. 반사층은 제2 유전체층상에 형성
되고 소정의 투과율을 가진다. 제3 유전체층은 반사층상에 형성되며 상기 막두께는 결정상태의 기록층의 

흡수율 Ac와 비정질상태의 흡수율 Ac 사이의 관계를 Ac  Aa에 따라 제어할 수 있도록 설정된다. 유전체
층은 굴절율 n이 1.5 보다 큰 값을 가지는 유전체 재료로 만들어진다.

[양호한 실시예의 설명]

이하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광학 정보 기록 매체의 단면도이다. 기판(101) 위에는 제1 유전체층(102), 기록
층(103), 제2 유전체층(104), 반사층(105), 제3 유전체층(106) 및 자외선 경화수지층(107)이 순차로 적층
된다.

제1 및 제2 유전체층(102, 104)은 기록층(103)을 보호하기 위해 그 사이에 기록층(103)을 개재한다. 기록
층(103)은 레이저 빔 조사로 결정 상태와 비정질 상태 사이에서 가역적으로 상변화함으로써 정보를 기록 
및 소거한다. 기록층(103)상에 기록된 정보는 레이저 빔 조사에 의한 기록층(103)의 상변화에 따르는 광
학 특성의 변화를 검출함으로써 재생된다.  반사층(105)은  투과성의 유전체 재료로 만들어진다. 반사층
(105)의 두께는 기판(101)측으로 부터 입사되는 광에 대해 반사율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정된다. 제3 유
전체층(106)은 투과성의 유전체 재료로 만들어지고, 제3 유전체층(106)의 두께는 Ac/Aa를 제어할 수 있도
록 설정된다. 자외선 경화 수지층(107)은 자외선 조사시 경화되는 수지로 만들어진다. 자외선 경화 수지
층(107)은 상기 다층 구조를 가지는 광 디스크 표면의 손상을 방지한다.

[실시예 1]

투과성  기판(101)으로서  폴리카보네이트(PC)를  사용하고,  제1  유전체층(102)으로서 ZnS-SiO 2  층을 

250nm의, 기록층(103)으로서 Ge2Sb2Te5 층을 15nm의, 제2 유전체층(104)으로서 ZnS-SiO2층을 18nm, 반사층

(105)으로서 Si 층을 60nm의, 제3 유전체층으로서 ZnS-SiO2 층을 100nm의 막두께로 스퍼터링에 의해 순차 

적층했다. 이 구성에서는, Ac/Aa 는 1.22 였다.

상기 디스크를 선속도 20m/s 로 회전시켜서, 파장 690nm의 반도체 레이저를 사용하여 정보를 기록 및 소
거했다.  3.76MHz,  듀티(duty)=50%  의  신호에  6.00MHz,  duty=50%의  신호를  중복  기록하여,  C/N  비, 
소거율, 지터를 측정했다. 제5도에 나타난 것 같이, C/N 비는 57dB로 높고, 또한, 지터는 중복 기록 동작
후에도 1.2ns 로 양호한 값을 나타냈다.

[비교예 1]

제3 유전체층을 적층하고 있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과 거의 동일한 구성인 4 층 구조의 리스크를 
사용하여, 파장 690nm에 있어서의 중복기록 특성을 측정했다. 이 구성에 있어서는, Ac/Aa는 1.07 였다.

상기 디스크의 중복 기록 특성은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한 바, C/N 비는 57dB로 높은 것이지만 
지터는 2.3ns 이고, 초기기록 동작시의 지터 1ns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2]

다음의 구조를 갖는 디스크의 특성을 측정했다. 기판(101)으로 폴리카보네이트(PC)를 사용하고, 제1 유전
체층(102)으로 ZnS-SiO 2  층을 240nm의,  기록층(103)으로 Ge2Sb2Te 5  층을 15nm의,  제2  유전체층(104)으로 

ZnS-SiO2 층을 18nm의, 반사층(105)으로 Si 층을 60nm의 두께를 가지게 한다. 제3 유전체층(106)으로 TiO2 

및 AlN을 사용한다. TiO2의 막두께는 30nm, 40nm, 60nm, 80nm, 90nm, AlN의 막두께는 50nm, 60nm, 90nm, 

110nm, 130nm 로 설정한다. TiO2 의 막두께와 중복 기록 특성의 관계 및 AlN의 막두께와 중복 기록 특성의 

관계를 조사했다.

상기 디스크를 일정한 선속도(25m/s)로 회전시켜, 파장 690nm의 반도체 레이저를 사용하여 정보를 기록 
및 소거 하였다. 3.76MHz, duty=50%의 신호에 6.00MHz, duty=50%의 신호를 중복 기록하여, 지터를 측정했
다. 제6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제3 유전체층(106)으로서 TiO2 층이 사용된 경우에는, 40nm 내지 80nm의 

막두께 범위에서 중복 기록동작에 의한 지터의 증가가 작았다. 또한, 제3 유전체층(106)으로서 AlN 층이 
사용된 경우에는, 60nm 내지 110nm의 막두께 범위에서 지터의 증가가 작았다. 이들 유전체층의 막 두께의 

범위는 /6n 내지 /3n 에 대응한다.

[실시예 3]

반사층(105)으로서 10nm의 Au 층을, 제1 유전체 및 제2 유전체층(102, 104)으로서 ZnS-SiO2 층을, 제3 유

전체층(106)으로서 AlN 층을 사용한 디스크를 작성했다. 상기 디스크에 있어서 Ac/Aa는 1.2 이었다. 상기 
디스크의 중복 기록 특성을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한 바, 56dB의 C/N 비가 얻어졌고, 지터도 
1.3ns로 양호한 값이었다.

[실시예 4]

투과성의  기판(101)으로서  직경  200mm의  유리기판을  사용하고,  제1  유전체층(102)으로 ZnS-SiO 2  층을 

240nm의, 기록층(103)으로서 Ge2Sb2Te5 층으로 13nm의, 제2 유전체층(104)으로서 ZnS-SiO2 층을 18nm의, 반

사층(105)으로 Si 층을 60nm의 두께로 하고, 제3 유전체층(106)의 ZnS-SiO2 충의 막두께를 디스크의 내주

부(반경 30mm)에서 140nm, 외주부(반경 90mm)에서 90nm로 한 디스크를 작성했다. 이 구성에서는, Ac/Aa는 
디스크의 내주부에서는 1.1, 디스크의 외주부에서는 1.33 였다.

상기 디스크를 3,000r.p.m. 으로 회전시켜, 디스크의 내주부와 외주부에서 중복 기록동작시의 C/N 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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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터를 측정했다. 선속도 약 10m/s 인 내주부에 있어서는, 1.88MHz 신호상에 3MHz의 신호를 중복 기록할 
때 측정된 C/N 비는 55dB 이었고, 지터는 2ns 로 양호한 값이었다. 또한, 선속도 약 30m/s 인 외주부에서
도, 5.64MHz 신호상에 9MHz의 신호를 중복 기록할 때 측정된 C/N 비는 58dB 이었고, 지터는 0.8ns의 양호
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비정질 상태와 결정 상태 사이의 반사율 변화를 크게 한 채, Ac/Aa를 크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고선속도하에서 소거율이 높고, 동시에 중복 기록 동작에 의한 지터 증가가 작은 
광학 정보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디스크의 내주부와 외주부에서 제3 유전체층의 막
두께를 변화시킴으로썬, Ac/Aa의 값을 디스크의 내주부와 외주부에서 변화시키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회전 속도에서 중복 기록 동작이 수행 가능하다.

제1도는 Si 층을 반사층(105)으로 사용하고 제3 유전체층(106)을 포함하는 파장 690nm에 있어서의 상변화 
광 디스크의 광학 특성을 나타낸다. 제1도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제3 유전체층(106)의 막두께를 변화
시킴으로써, Ac/Aa의 값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효과는, 반사층(105)으로 투과성의 얇은 
금속막 또는, 고굴절율의 투과성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얻어지며 일본국 공개 특허 공보 평 4-
4903 호에 개시된 Al계 금속 반사층을 사용한 경우에는 투과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3 유전체층을 부가
하여도 광학적 특성은 변화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광 디스크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외선 경화 수지층(107)이 형성된다. 이 수지층
의 굴절율은 1.5 정도이기 때문에, 제3 유전체 층을 적층함으로써 광학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3 
유전체층(106)의  굴절율을 1.5  보다 크게 하여야만 한다.  굴절율 n이  1.5  보다 큰 재료로서 ZnS-SiO 2 

(n=2.1), Al2O3(n=1.7), AlN(n=2.0) 또는 TiO2(n=2.8)을 사용할 수 있다.

제1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제3 유전체층(106)의 막두께 D를 /4n 근방( 는 광의 파장)에 설정함으로

써, Ac/Aa를 1.3 정도의 큰 값으로 설정가능하게 된다. 화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고선

속도하에서 디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 유전체층의 두께 D를 /6n  D  /3n의 범위로 설정

함으로써 양호한 중복기록 특성을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최적인 Ac/Aa의 값은 선속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문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회
전 속도에서 디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디스크의 내주부와 외주부에서의 최적인 Ac/Aa의 값이 다르다. 
제1도에서 알수 있는 것 같이, 제3 유전체층(106)의 막두께에 의해 Ac/Aa의 값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
기 때문에, 디스크의 내주부와 외주부에서 제3 유전체층(106)의 막두께를 변화시킴으로서 일정한 회전 속
도에서 디스크를 사용가능하게 된다. 큰 Ac/Aa 값이 필요한 외주부에서, 제3 유전체층(106)의 막두께 Do

를 /6n  Do  /3n의 범위로 설정하고, Ac/Aa가 비교적 작아도 좋은 내주부에서는, 제3 유전체층

(106)의 막두께 Di를 /6n  Di 또는 /3n  Di로 설정하는 것이 양호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마크 엣지 기록 동작을 수행하는 광 디스크를 구성하는 투과성 기판(101)과, 상기 투과성 기판상에 형성
된 제1 유전체층(102)과, 상기 제1 유전체층상에 형성되고, 레이저 빔 조사로 결정 상태와 비정질 상태 
사이에서 가역 상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정보가 기록 및 소거되고, 상기 기록된 정보는 기록층의 상변화에 
따른 광학 특성의 변화를 검출함으로써 재생되는 기록층(103)과, 상기 기록층상에 형성되며, 상기 제1 유
전체층(102)과 함께 기록층을 보호하는 제2 유전체층(104)과, 상기 제2 유전층상에 형성되며 미리 정해진 
투과율을 가지는 반사층(105) 및 상기 반사층상에 형성되고, 결정상태에서의 상기 기록층의 흡수율(Ac)과 

비정질  상태에서의  흡수율(Aa)  사이의  관계를 Ac Aa  에  따라  제어할  수  있도록  설정된  막  두께를 
가지며, 1.5 이상의 굴절율(n)을 가진 유전체물질로 만들어지는 제3 유전체층(106)을 포함하고, 상기 제3 

유전층의 두께(D)는 /6n  D  /3n의 관계를 만족하도록 설정되며, 여기서 는 정보의 기록 및 

재생에 사용하는 광의 파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 디스크 내주부의 제3 유전체층의 두께 (Di)는 /3n  Di 및 /6n  Di 중 

하나의 관계를 만족하도록 설정되며, 여기서 A는 정보 기록 및 재생에 사용되는 광의 파장이고, 상기 광 

디스크 외주부의 상기 제3 유전체층의 두께(D0)는 /6n  D0  /3n의 관계를 만족하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유전체층은 ZnS-SiO2, Al2O3, AlN 및 TiO3 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재료

로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유전체층상에 형성되며, 약 1.5의 굴절율을 가지며, 상기 광 디스크의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수지층(107)을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층은 투과성의 얇은 금속막 및 투과성의 고굴절율 재료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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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선택된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정보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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