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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소형이고, 고 기록밀도를 가능하게 하며, 데이터 전송 속도의 향상을 도모한 광 헤드 및 광 디스크 장치를 제공

한다.

  반도체 레이저(2)로부터 광빔(3)을 출사하면, 그 광빔(3)은 시준 렌즈(4)에 의해 평행 빔(5)으로 정형되고, 투명 집광용

매체(6)의 제 1 면(6a)에 입사한다. 제 1 면(6a)에 입사한 광빔(5)은 제 2 면(6b)의 외측에 형성된 반사체(7)에서 반사하여

제 3 면(6c) 상에 집속하여 제 3 면(6c) 상에 광 스폿(9)을 형성한다. 광 스폿(9)에 집속한 광이 근접장 광으로서 누출하여

기록 매체(8)에 전달되어 광 기록 또는 광재생이 행해진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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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 형태에 따른 광 헤드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 형태에 따른 광 헤드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 형태에 따른 광 헤드를 나타낸 도면.

  도 4a는 본 발명의 제 1실시 형태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를 나타내는 도면.

  도 4b는 도 4a의 A-A 단면도.

  도 5는 도 4에 나타낸 광 디스크 장치에서 사용한 광 디스크의 단면도.

  도 6a는 도 4에 나타낸 광 디스크 장치에서 사용한 광 헤드의 측면도.

  도 6b는 도 4에 나타낸 광 디스크 장치에서 사용한 광 헤드의 평면도.

  도 7은 도 4에 나타낸 광 디스크 장치에서 사용한 부상 슬라이더의 이면도.

  도 8은 도 4에 나타낸 광 디스크 장치에서 사용한 반도체 레이저 주사부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도 4에 나타낸 광 디스크 장치에서의 트래킹 제어 특성을 나타낸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 형태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를 나타낸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 형태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를 나타낸 도면.

  도 12a는 도 11에 나타낸 광 디스크 장치에서 사용한 반도체 레이저를 나타낸 평면도.

  도 12b는 도 11에 나타낸 광 디스크 장치에서 사용한 반도체 레이저를 나타낸 단면도.

  도 13은 종래의 제 1 형태의 광 헤드를 나타낸 도면.

  도 14는 종래의 제 2 형태의 광 헤드를 나타낸 도면.

  도 15는 종래의 굴절률 n과 NA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16은 종래의 광 디스크 장치를 나타낸 도면.

  도 17은 도 16에 나타낸 광 디스크 장치의 SIL 및 부상 슬라이더를 나타낸 도면.

  도 18은 도 16에 나타낸 광 디스크 장치의 검출 광학계부를 나타낸 도면.

  도 19는 종래의 광 헤드를 나타낸 도면.

  도 20은 종래의 다른 광 디스크 장치를 나타낸 도면.

  (부호의 설명)

  1 광 헤드

  2 반도체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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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광빔

  4 시준 렌즈

  5 평행 빔

  6 투명 집광용 매체

  6a 제 1 면

  6b 제 2 면

  6c 제 3 면

  7 반사체

  8 기록 매체

  9 광 스폿

  10 광 디스크 장치

  11 회전축

  12 광 디스크

  12a 홈부

  12b 랜드부

  13 트래킹 방향

  14 리니어 모터

  14A 고정부

  14B 가동 코일

  15 서스펜션

  16 광 헤드 구동계

  17 신호 처리계

  18 부상 슬라이더

  18b 홈

  19 단면 발광형 반도체 레이저

  20 압전 소자

  21 용융 석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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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편광빔 스플리터

  23 1/4 파장판

  24 광 검출기

  25 헤드 케이스

  40 광 디스크

  41 플라스틱 기판

  42 기록 매체

  43 회동축

  44 서스펜션

  45 회전형 리니어 모터

  45a 가동편

  45b 요크

  45c 전자석

  121 GeSbTe 기록층

  122 Al 반사체층

  123 SiO2 층

  124 SiN 층

  190 활성층

  200 전극 단자

  201 전극막

  202 다층 PZT 박막

  460 기판

  461 상부 전극

  461a 주부 전극

  461b 선단부 전극

  462 하부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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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활성층

  464a 발진 협착부의 주부

  464b 발진 협착부의 선단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 헤드 및 광 디스크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광 스폿(spot)의 미소화를 도모한 광 헤드 및 광 디스크 장치에

관한 것이다.

  광 디스크 장치에서, 광 디스크는 콤팩트 디스크(CD)로부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로의 고밀도·대용량화가 진척되

고 있지만, 컴퓨터의 고성능화나 디스플레이 장치의 고정밀화에 수반하여 더 한층 대용량화가 요구되고 있다.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는 기본적으로는 기록 매체상에 형성되는 광 스폿의 크기로 제한된다. 대물렌즈로 집광하는 경우,

광 스폿의 광 강도가 1/2이 되는 곳의 직경(광 스폿 직경) D1/2는 다음 식 (1)로 구해지고, 트랙 폭은 거의 이것과 같아진

다.

  D1/2 = kλ/(n·NA) ···(1)

  여기서,

  k : 광빔의 강도 분포에 의존하는 비례 정수(통상 0.5 정도)

  λ : 파장

  n : 광 스폿 위치의 매체의 굴절률(통상 공기이고, 대략 1 이다)

  NA : 대물렌즈의 개구 수

  이다.

  종래의 광 디스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물렌즈의 NA는 0.5 정도이기 때문에, D1/2는 파장 정도이었다. 또한, 상기 식 (1)

로부터 분명하듯이, 미소한 광 스폿을 얻기 위해서는 단파장화나 대물렌즈의 고 NA화가 유효하여, 각각의 개발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다. DVD에서는 파장을 0.65 μm로 단파장화하고, 또한 대물렌즈의 NA는 CD의 경우의 0.45에서 0.6으로 높

임으로써 DVD에서는 CD에 비해 약 4 배의 고밀도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파장에 대해서는, 그 외에 녹색 및 청색 발광의

레이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NA에 대해서는, 0.6 이상으로 하면 광 디스크의 경사에 의한 신호 강도

변동의 영향이 커져서, 플라스틱 기판을 통해 행하는 종래의 광기록 방식에서는 그 이상으로 NA를 높이는 것은 곤란하다.

이 때문에, 플라스틱 기판을 통하지 않고 이것과 역 방향으로부터 플라스틱 기판 상에 형성된 기록층에 집광하는 방향으로

이행해가고 있다.

  상기 기록층에 플라스틱 기판을 통하지 않고 집광하는 광기록 방식에서는, 광 스폿 직경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수단으로

서, 최근, 근접장 광을 사용하는 이하의 2 가지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현미경의 고해상도화 기술로 광기록에

응용된 것이다.

  제 1 방식은 선단을 테이퍼(taper) 형상으로 가늘게(즉, 수십 nm 이하로) 연마한 광 프로브(probe)의 선단으로부터 누출

하는 근접장 광을 기록에 사용한 것이다. 이 방식에서는, 프로브의 가공이 어려워 안정하지 않고, 프로브가 기계적 충격에

약하고, 수명이 짧으며, 광이용 효율이 1/1000 이하로 낮은 등의 문제가 많아, 실용화에는 많은 개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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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방식은 대물렌즈의 초점 부근에 고 굴절률 투명 매체로 된 반구형의 렌즈(Solid Immersion Lens(이하, "SIL"이라

약칭한다))를 설치함으로써, 그 SIL의 저부의 중심부에 미소한 광 스폿을 형성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광 기록을 행하는 것

으로서, 제 1 방식에 비해 비교적 실현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SIL의 내부에서는 광의 파장이 SIL의 굴절률

에 역비례하여 짧아지기 때문에, 광 스폿도 그것에 비례하여 적어진다. 이 광 스폿에 집광된 광의 대부분은 SIL의 반구면

을 향하여 전반사되지만, 그 일부는 SIL 외부의 광 스폿 근방에 근접장 광으로서 누출한다. 그 근방에(즉, 광의 파장보다도

충분히 작은 거리에) SIL과 같은 정도의 굴절률을 갖는 기록 매체를 배치하면, 근접장 광이 이 매체와 연관하여 매체 내를

전파하는 전파광으로 된다. 이 광을 사용하여 매체에 기록함으로써, 고밀도 기록이 가능하게 된다. 단, 대물렌즈의 수차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대물렌즈의 수차는 충분히 낮게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 SIL에 의한 집광 방식에는 다음에 설명하는 2

가지 형태가 있다.

  도 13은 제 1 형태의 광 헤드를 나타낸다. 이 광 헤드(50)는 평행광(51)을 집광하는 대물렌즈(52)와, 이 대물렌즈(52)로

부터의 수속광(收束光)(53)에 대해 저면(54a)이 직교하도록 배치된 반구형의 SIL(54)을 갖는다. 평행광(51)이 대물렌즈

(52)에 입사하면, 평행광(51)은 대물렌즈(52)에 의해 집광되고, 그 대물렌즈(52)로부터의 수속광(53)은 SIL(54)의 반구면

(54b)에 입사하여 SIL(54)의 저면(54a)의 중심에 집광해서 광 스폿(55)이 형성된다. 이 광 헤드(50)에서의 광 스폿(55)의

직경은 SIL(54)의 굴절률에 역비례하여 축소된다. 이 광 스폿(55)에 기록 매체(56)를 가까이 하면, 광 스폿(55) 근방의 근

접장 광은 전파광이 되어 기록 매체(56)에 입사된다.

  도 14는 제 2 형태의 광 헤드를 나타낸다. 이 광 스폿(50)은 평행광(51)을 집광하는 대물렌즈(52)와, 이 대물렌즈(52)로

부터의 수속광(53)에 대해 저면(54a)이 직교하도록 배치된 밑이 절단된 구형 SIL(54)를 갖는다. SIL(54)은 대물렌즈(52)

로부터의 수속광(53)을 굴절시켜 더 집광시키도록 배치되어 있다. SIL(54)을 평행광(51)이 반구면(54b)의 중심(54c)으로

부터 r/n(여기서, r은 SIL의 반경임)의 위치에 집광하도록 구성함으로써(이하, Super SIL 구조라 양칭함), SIL(54)에 의한

구면 수차가 적어지고, 또한 SIL(54) 내부에서의 개구 수를 도 13에 나타낸 대물렌즈(52)의 개구 수의 n 배로 높일 수 있

고, 또한 광 스폿(55)의 미소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즉, 광 스폿은 다음 식(2)과 같이 미소화된다.

  D1/2=kλ/(n·NAi)=kλ/(n2·NAo) ···(2)

  여기서,

  NAi : SIL(54) 내부에서의 개구 수

  NAo : SIL(54)로의 입사광의 NA

  이다.

  그러나, 이 Super SIL(54)로의 입사광의 NA, 즉 입사각 θ의 최대치 θmax와 SIL(54)의 굴절률 n에는 상반 관계가 있으

며, 양자를 독자적으로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 15는 스즈끼씨가 Asia-Pacific Data Storage Conference(Taiwan, '97.7 )의 #OC-1에서 해석한 것으로, Super

SIL(54)의 굴절률 n과 NAo의 관계를 나타낸다(이하 "종래예 1" 이라 한다). 도 15로부터 알 수 있듯이, SIL의 굴절률 n을

높여 가면 입사광의 NAo가 취할 수 있는 최대치 NAomax는 점차 적어진다. 이것은 최대치 NAomax 이상으로 NAo가 증가

하여 입사각이 더 커지면, 이 광은 SIL(54)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기록 매체(56)에 입사하기 때문에, 기록 매체(56)의 위치에

서의 광 스폿(55)이 오히려 넓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굴절률 n=2일 때, NAomax는 0.44 이고, 양자의 곱 n·NAomax는 양

자를 어떻게 조합하든 0.8∼0.9 까지이다. 이것은 이론적 한계이고,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더 적은 값(0.7∼0.8)으로 된다.

  이 Super SIL에 의한 집광 실험에 대해서, B.D.Terris 등이 Appl. Phys. Lett., Vol. 68, ('96), P. 141에서 보고하고 있다

(이하, "종래예 2" 라 한다). 이 보고에 의하면, 굴절률 n=1.83의 Super SIL을 대물렌즈와 기록 매체간에 설치하고, 파장

0.83μm의 레이저 광을 집광함으로써 0.317μm의 광 스폿 직경을 얻는다. 즉, D1/2 = λ/2.3 상당의 집광을 달성하고 있지

만, 이 경우의 NA는 0.4, n·NAmax는 0.73 정도이다. 또한, 이 계를 사용하여 종래의 수 배의 기록 밀도(3.8 ×108 비트/

cm2)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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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6은 미국 특허 5,497,359호 공보에 기재된 광 디스크 장치(이하, "종래예 3" 이라 한다)를 나타낸다. 이 광 디스크 장

치(500)는 플라스틱 기판(501a)에 기록층(501b)을 형성한 광 디스크(501)와, 기부(502) 상에 설치되어 광 디스크(501)를

축(503)에 의해 회전 구동하는 모터(504)와, 광 디스크(501)의 기록층(501b) 상을 부상 주행하는 투명 매체로 된 부상 슬

라이더(505)와, 부상 슬라이더(505)에 부착된 반구형 SIL(54)과, 반도체 레이저의 광빔을 정형하여 집광하는 광학계 및

광 디스크(501)로부터의 반사광으로부터 자동 초점 제어나 트래킹 제어용 신호나 데이터 신호를 생성하는 검출 광학계부

(510)와, 검출 광학계부(510)를 지지하는 암(506A)과, 암(506A)에 부착되어 부상 슬라이더(505)를 지지하는 암(506B)

과, 기부(502) 상에 설치되어 암(506A)을 구동하여 SIL(54)와 검출 광학계부(510)를 동시에 엑세스나 트래킹시키는 음성

코일 모터 VCM(507)를 갖는다.

  도 17은 종래예 3의 SIL(54) 및 부상 슬라이더(505)를 상세히 나타낸 도면이다. 부상 슬라이더(505)는 SIL(54)과 같은

정도의 굴절률을 갖는 투명 매체로 형성되어 있다. 부상 슬라이더(505)를 반구형 SIL(54)과 접착하여 레이저 광을 부상 슬

라이더(505)의 하면에 집광해서 광 스폿(55)을 형성하는 구조로 함으로써, 부상 슬라이더(505)와 SIL(54)로 된 Super

SIL이 구성된다.

  도 18은 종래예 3의 검출 광학계부(510)를 상세히 나타낸 도면이다. 이 검출 광학계부(510)에서는 종래의 가장 일반적인

광학계가 채택되어 있고, 특히 SIL(54)에 맞추어서 개량된 것은 아니다. 즉, 이 검출 광학계부(510)는 레이저 광(511a)을

출사하는 반도체 레이저(511)와, 반도체 레이저(511)로부터의 출력광(511a)을 평행광(511b)으로 하는 시준 렌즈(512)

와, 반도체 레이저(511)로부터의 출력광(511b)과 광 디스크(501)로부터의 반사광을 분리하는 빔 스플리터(513)와, 미러

(514)와, 액츄에이터(515)로 구동되는 동시에 반도체 레이저(511)로부터의 평행광(511c)을 광 디스크(501) 상에 집광하

는 대물렌즈(516A)와, 광 디스크(501)로부터의 반사광을 빔 스플리터(513)로 입사광과 분리한 후 렌즈(516B)를 통해서

입력하는 광 검출기(517)와, 광 검출기(517)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 신호(DAT)나 제어용 신호(FES, TES)를 증폭하여

출력하는 앰프(518)를 갖는다. SIL(54)은 직경 2 mm의 것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제조상은 타당한 크기이지만, 이 경

우 대물렌즈(516A)의 위치에서의 빔 직경은 약 4 mm로 된다. 따라서, 검출 광학계부(510)의 각 광학계 부품(512, 513,

514, 516A, 516B)의 유효 개구는 빔 직경과 같은 정도의 4 mm 이상의 것이 필요해진다.

  또한, 이 광 디스크 장치(500)는 VCM(507)만의 1 단 제어로 트래킹 제어를 행하고, 대물렌즈(516A)를 액츄에이터(515)

로 구동하는 자동 초점 제어를 행하고 있다. 초점 심도(深度)는 NA의 2승, n의 3승에 역비례하여 감소하므로, SIL(54)을

사용한 집광의 경우의 초점 심도는 0.2μm 이하로 작아진다. 한편, 대물렌즈(516A)와 SIL(54)간은 수속 빔이 되므로, 온도

변동에 의한 이 간격의 신축이 생기기 때문에, 초점이 빗나가게 된다. 또한, 온도에 의해 레이저의 발진 파장이 변동하기

때문에, 대물렌즈(516A)의 색수차에 의해 역시 초점이 빗나가게 된다, 이 때문에, 고정밀도의 자동 초점 제어를 행함으로

써, 상기 초점이 빗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런데, 광학계에 SIL을 사용한 광 디스크 장치에서는, 광 헤드가 기록 매체상을 근접 부상하여 주행하기 때문에, 광 디스

크를 고정하고 교환하는 일이 없이 사용하는 용도에 적합하지만, 이 경우 자기 하드디스크가 경합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기

록 용량이나 데이터 전송 속도뿐 아니라, 디스크를 적층하여 멀티 헤드·멀티 디스크로 한 경우의 체적 기록 밀도가 높아야

만 한다. 최신의 하드디스크의 경우, 디스크 간격은 3 mm 이하이기 때문에, 광 헤드의 높이를 하드디스크의 헤드 정도(즉,

2 mm정도 이하)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도 19는 이러한 광 헤드의 소형화의 요구에 대응하여 된 것으로, 상기 미국 특허 5,497,359호 공보에 기재된 광 헤드(이

하, "종래예 4" 라 한다)를 나타낸다. 이 광 헤드(50)는 SIL(54), 대물렌즈(516A) 및 반도체 레이저나 검출 광학계를 부상

슬라이더(505) 상에 일체화하여 부상 주행시킨 것이다. 도 19에서는, 반도체 레이저나 검출 광학계를 일괄해서 단일 블록

(520)으로서 도시하고, 블록(520)은 부착 부재(521)에 의해 부상 슬라이더(505)에 부착되어 있다. 대물렌즈(516A)와 블

록(520)과의 거리를 짧게 하여 온도 변화의 영향을 적게 하고 있으므로, 자동 초점 제어 기구가 불필요하게 되어 소형화가

도모된다.

  한편, 경량화된 종래의 광 헤드로서, 문헌 "Digest of Optical Data Storage( '93) P. 93." 에 제시된 것이 있다(이하 "종래

예 5" 라 한다). 이 광 헤드는 반도체 레이저와 검출부를 대물렌즈부로부터 분리하여 고정하고, 대물렌즈부만을 VCM으로

주행시키는 분리형 광학계를 채택한 것으로, VCM을 저주파역의 트래킹에 사용하고, 갈바노 미러를 고주파역의 트래킹에

사용한 2 단 제어에 의해 트래킹을 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물렌즈를 포함한 가동부의 중량은 VCM을 포함하여 7 g까지

경량화 할 수 있다. 또한, 2 단 제어에 의한 트래킹으로 주파수 대역을 약 30 kHz(이득은 약 80 dB이다)까지 확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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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0은 문헌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지(No. 699, P. 13, '97.9.22)" 에 기재된 종래의 광 디스크 장치(이하, "종래예 6" 이

라 한다)를 나타낸다. 이 광 디스크 장치(500)는 갈바노 미러를 트래킹에 채택한 분리 광학계를 갖고 있으며, 광 디스크

(501) 상을 부상 주행하는 부상 슬라이더(505)와, 부상 슬라이더(505)에 탑재된 SIL(도시하지 않음)과 대물렌즈(530) 및

상승 미러(531)와, 부상 슬라이더(505)를 지지하는 암(532)과, 암(532)을 구동하는 VCM(533)과, 고정 강학계(534)과,

고정 광학계(534)로부터의 광을 대물렌즈(530)에 인도하는 미러(535)를 갖는다. 분리 광학계를 채택함으로써, 종래예 5

와 마찬가지로 가동부의 경량화가 도모되고, 트래킹의 주파수 대역을 확대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종래예 1 및 종래예 2에 의하면, SIL의 굴절률 n과 최대 NAmax 사이에 상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곱

n·NAmax의 이론 한계는 0.8∼0.9 이고, 실제로는 0.7∼0.8 로 제한되어, 광 스폿 직경이 커져서, 고밀도화를 도모할 수 없

는 문제가 있다.

  또한, 종래예 3의 광 디스크 장치(500)에 의하면, SIL(54)은 직경이 2 mm인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빔 직경이 약 4

mm가 필요하게 되고, 또한 대물렌즈(516A)는 저수차·저색수차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렌즈 크기(직경 내지 높이)가 커

지므로, 광학계가 대형화된다. 또한, SIL(54)에 입사하는 빔에 수속 빔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 변동에 의해 수속점

이 변화하므로 자동 초점 제어 기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광 헤드의 중량이 10 g 이상으로 무겁고, 높이가 10 mm 정도

로 높아져서, 광 디스크(501)를 포갠 경우에 간격이 커지므로 대용량화가 곤란해서, 자기 하드디스크에 비해 체적 용량을

높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즉, SIL(54)의 직경을 작게 함으로써 광학계 전체를 축소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부상 슬라이더(505)의 두께를 얇

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도가 있다. 즉, 부상 슬라이더(505)의 두께는 중심으로부터 집광점까지의 거리 r/n와 거의 같아

지지만, 굴절률이 2인 매체를 사용하면 반경이 0.5 mm일 때, 부상 슬라이더(505)의 두께는 250μm로서 기계적 강도를 유

지하는 거의 한계의 두께가 되어, 그 이상으로 SIL(54)의 반경을 작게 하기는 어렵다.

  또한, 광 헤드의 중량이 10 g 이상과 같이 무거워지면, 고속의 트래킹을 할 수 없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없는 문

제가 있다.

  또한, 종래예 4의 광 헤드(50)에 의하면, 실제로는 광 헤드(50)의 소형화가 어렵고, 자동 초점 제어 기구가 필요해지기 때

문에, 종래예 3과 마찬가지로 광 헤드(50)의 높이가 커져서 대용량화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즉, 실제로는 트래킹 제어용 신호나 데이터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광학계가 필요하다. 더욱이, 세로 방향으로 광학계를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부착 부재(521)의 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광학계가 커지고,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광 헤드

(50)에서는 실제로는 그 다지 소형화할 수 없고, 10 mm 정도의 높이가 필요하게 된다.

  더욱이, 이 광 헤드(50)에서는 광학계가 유한계이기 때문에, 반도체 레이저로부터 대물렌즈(516A)까지의 거리를 대물렌

즈(516A)와 초점까지의 거리와 같은 정도로 하여도 평행 빔을 집광하는 경우의 거의 2 배, 즉, 상(像)면측의 NA를 0.5 정

도로 하면, NA가 1에 가까운 대물렌즈(516A)가 필요하게 되어 비현실적이다. 이 NA의 문제를 경감하고자 하면, 반도체

레이저로부터 대물렌즈(516A)까지의 거리를 길게 하지 않을 수 없어 광 헤드의 크기는 커진다.

  또한, 자동 초점 제어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광학계가 유한계이기 때문에 광학계 지지 부재의 온도 변동에 의한 신축의

영향을 받기 쉽고 또한 레이저의 파장 변동에 의한 초점 빗나감에 대한 보정도 필요하여, 실제로 자동 초점 제어 기구를 없

애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종래예 5의 광 헤드에 의하면, 갈바노 미러에서는 고주파역에 한계가 있어서,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도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즉, 광 스폿이 미세화 되는데 비례하여 트럭 폭은 좁아지고, 그에 수반하여 고속·고성능 트래킹 제어가 더 필요하게 된다.

트랙 폭은 DVD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상 광 스폿 직경 D1/2의 7 할 정도의 크기로 된다. 따라서 D1/2가 포트(pot) 크기

0.31μm의 경우에 트랙 폭은 0.2μm로 되고, 더욱이 청색 레이저(410 nm)를 사용한 경우에 트랙 폭은 0.1μm 이하로 된다.

한편, 트래킹 정밀도는 통상 트랙 폭의 1/10 정도로 행할 필요가 있고, 환언하면 ±0.01μm의 정밀도의 트래킹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광 디스크에서는 미리 트랙을 스탬핑(stamping)에 의해 형성하고 있으므로, 프로세스 도중에 ±수십 마이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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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트랙 편심(偏心)이 생긴다. 이 트랙을 ±0.01μm의 정밀도로 트래킹하기 위해서는, ±0.01μm의 트래킹 오차를 검지하여

±수십 마이크론의 추종을 행하고, 제어계로서는 80 dB의 이득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트래킹의 제어계는 2 차계이며 -

40 dB/자리수로 대역이 신장하므로, 회전수를 통상의 3600 rpm으로 하고, 이 회전 디스크에 대해 0.01μm의 트래킹을 행

하기 위해서는, 200 kHz 정도의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게 된다. 즉, 상기에 예시한 바와 같이 갈바노 미러를 사용하여도 대

역은 30 kHz이어서, 1 단 제어로 트래킹을 행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회전 속도를 1 자리수 이상 낮추거나, 갈바노 미러 보

다도 경량·고성능의 구동 기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고 밀도화와 함께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지

만, 회전 속도를 낮추는 것은 그것에 비례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를 낮추는 것이 되어 문제가 된다.

  또한, 종래예 6의 광 디스크 장치(500)에 의하면, 광 헤드의 이동에 수반하는 빔 위치 빗나감을 저감하기 위해서 빔 직경

을 4∼5 mm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예 3과 마찬가지로 광 헤드의 높이는 10 mm 가까이 되어, 광 디스크(501)를 포갠

경우 간격을 크게 취할 수 밖에 없어 대용량화가 곤란하다. 또한, 파장은 68 nm로 상기 예에 비하여 약 2 할로 단파장화 되

어 있어도 관계없고, 트랙 피치는 0.34μm와 같이 이 계에서의 스폿 직경의 이론치 0.2μm에 비하여 크게 설계되어 있어서

SIL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고 있지 않다.

  상술한 여러 가지 문제는 SIL 단독으로는 충분히 집광할 수 없어서, 대물렌즈와 조합하여 2 단계의 집광이 필요해지는 데

서 오는 것으로, SIL을 사용한 광 헤드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소형이며, 고 기록밀도를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전송 속도의 향상을 도모한 광 헤드 및 광 디스

크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빔을 출사하는 광 출사 수단과,

  상기 광 출사 수단으로부터의 상기 광빔이 입사하는 제 1 면, 외측에 반사체가 형성되어 상기 제 1 면에 입사한 상기 광빔

을 상기 반사체로 반사하는 제 2 면, 및 상기 제 2 면에서 반사한 상기 광빔이 집광하여 광 스폿이 형성되는 제 3 면을 갖는

투명 집광용 매체를 구비하고,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의 제 3 면은 기록 매체와 대향하여 배치되고, 이 제 3 면으로부터 누출하는 근접장광에 의해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의 기록 및 재생을 행하고, 상기 기록 매체는 회전 디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전하는 광 디스크와, 상기 광 디스크 상에 광빔을 조사하여 정보의 기록

또는 재생을 행하는 광 헤드를 갖는 광 디스크 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 헤드는,

  상기 광빔을 출사하는 광 출사 수단과,

  상기 광 출사 수단으로부터의 상기 광빔이 입사하는 제 1 면, 외측에 반사체가 형성되어 상기 제 1 면에 입사한 상기 광빔

을 상기 반사체로 반사하는 제 2 면, 및 상기 제 2 면에서 반사한 상기 광빔이 집광하여 광 스폿이 형성되는 제 3 면을 갖는

투명 집광용 매체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축 상에 소정의 간격을 갖고 배치된 회전하는 복수의 광 디스크와, 상기

복수의 광 디스크 상에 광빔을 조사하여, 정보의 기록 또는 재생을 행하는 복수의 광 헤드를 갖는 광 디스크 장치에 있어

서,

  상기 각 광 헤드는,

  상기 광빔을 출사하는 광 출사 수단과,

  상기 광 출사 수단으로부터의 상기 광빔이 입사하는 제 1 면, 외측에 반사체가 형성되어 상기 제 1 면에 입사한 상기 광빔

을 상기 반사체로 반사하는 제 2 면, 및 상기 제 2 면에서 반사한 상기 광빔이 집광하여 광 스폿이 형성되는 제 3 면을 갖는

투명 집광용 매체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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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전하는 광 디스크와, 상기 광 디스크 상에 레이저 광을 조사하여, 정보의

기록 또는 재생을 행하는 광 헤드를 갖는 광 디스크 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 헤드를 소정의 트래킹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광 헤드 이동 수단과,

  상기 레이저 광을 출사하는 반도체 레이저와,

  상기 반도체 레이저를 이동시켜 광 스폿이 형성되는 위치를 상기 소정의 트래킹 방향으로 변위시키는 압전 소자와,

  저 주파역의 오차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광 헤드 이동 수단을 구동하며, 고주파역의 오차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압전 소

자를 구동하는 구동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 디스크 상에 광빔을 조사하여, 정보의 기록 또는 재생을 행하는 광 디스

크 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 디스크의 기록면에 평행하게 시준된 상기 광빔을 조사하는 조사 수단과,

  상기 광빔을 반사하여 상기 광 디스크 상에 광 스폿을 형성하는 반사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

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빔을 출사하는 광 출사 수단과,

  상기 광빔이 입사하는 투명 집광용 매체와,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에 입사한 상기 광빔을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의 표면에 집광하여 광 스폿을 형성하는 반사체를 구

비하고,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의 표면은 기록 매체와 대향하여 배치되고, 이 표면으로부터 누출하는 근접장광에 의해 기록 매체

에 기록된 정보의 기록 및 재생을 행하고, 상기 기록 매체는 회전 디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를 제공한다.

  (발명의 실시 형태)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 형태에 따른 광 헤드를 나타낸다. 이 광 헤드(1)는 광빔(3)을 출사하는 반도체 레이저(2)와,

반도체 레이저(2)의 출력광(3)을 평행 빔(5)으로 정형하는 시준 렌즈(4)와, 평행 빔(5)을 집광하는 투명 집광용 매체(6)와,

투명 집광용 매체(6)의 후술하는 제 2 면(6b)의 표면에 피착 형성된 반사체(7)와, 투명 집광용 매체(6)의 후술하는 제 3 면

(6c) 근방에 배치된 기록 매체(8)를 갖는다.

  투명 집광용 매체(6)는 평행 빔(5)이 입사하는 제 1 면(6a), 제 1 면(6a)에 입사한 광빔(5)을 반사하는 제 2 면(6b), 및 제

2 면(6b)에서 반사한 광빔이 집광하는 제 3 면(6c)으로 된다. 제 2 면(6b)의 표면에 피착 형성된 반사체(7)는 제 1 면(6a)

에 입사한 광빔(5)을 반사하여 제 3 면(6c) 상에 광 스폿(9)을 형성한다.

  제 2 면(6b)은 투명 집광용 매체(6) 내부에서의 NA를 크게 하는 동시에, 제 3 면(6c)에 미소한 광 스폿(9)을 형성하기 위

해 회전포물면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회전포물면의 단면(6b)의 주축을 x 축으로 수직축을 y축으로 채택하고, 초점 위

치를 (p, 0)으로 하면, 단면(6b)은

  y2 = 4px ···(3)

  로 표시된다. 또한, 회전포물면을 사용하여 투명 집광용 매체(6)의 내부에서 집광하는 경우에는 원리적으로 무수차의 집

광이 가능하고( "광학 : 구보다히로시 이와나미 서점, P. 283" 참조), 단일 집광면에 의해 미소 스폿(9)에 집광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의 광 스폿 직경 D1/2은 SI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 식(4)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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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2= kλ/(n·NAi) ···(4)

  여기서, NAi는 투명 집광용 매체(6) 내부에서의 개구수이다.

  다음에, 상기 광 헤드(1)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반도체 레이저(2)로부터 광빔(3)을 출사하면, 이 광빔(3)은 시준 렌즈

(4)에 의해 평행 빔(5)으로 정형되어 투명 집광용 매체(6)의 제 1 면(6a)에 입사한다. 제 1 면(6a)에 입사한 광빔(5)은 제 2

면(6b)의 외측에 형성된 반사체(7)에서 반사하여 제 3 면(6c) 상에 집속하여, 제 3 면(6c) 상에 광 스폿(9)을 형성한다. 광

스폿(9)에 집속한 광이 근접장 광으로서 누출되고 기록 매체(8)에 전달되어 광 기록 또는 광 재생이 행해진다.

  상기 구성의 광 헤드(1)에 의하면, 이하의 효과가 얻어진다.

  (가) 회전포물면의 초점 위치의 p를 p = 0.125 mm로 하고, 회전포물면의 상단을 (x, y) = (2 mm, 1 mm)로 하면, 이 상

단으로부터의 수속 각은 60 도 이상이 얻어져서, 이 제 3 면(6c)의 NA는 0.98로 되어, 종래의 DVD에서의 NA = 0.6의

1.6 배 이상으로 크게 할 수 있었다.

  (나) 고 NA가 얻어지므로, 광 스폿(9)의 미소화가 가능하게 된다.

  (다) 반사형의 집광 때문에, 색수차가 생기지 않는다.

  (라) 본 실시 형태의 광학계는 소위 무한계, 즉 시준 렌즈(4)와 투명 집광용 매체(6)간의 광빔(5)은 평행으로 되어 있기 때

문에, 온도 변동에 대한 초점 위치 빗나감이 적다.

  (마) 광학계가 기록 매체(8)를 따라 배치되어 있으므로 광 헤드(1)의 높이를 낮게 할 수 있고, 광 디스크를 복수개 포개서

사용할 경우에 대용량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반사층(7)에 볼륨 홀로그램(volume hologram)이나 요철(凹凸)의 바이너리 홀로그램(binary hologram) 등의 반사

형 홀로그램을 사용하여도 좋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 형태에 따른 광 헤드를 나타낸다. 이 광 헤드(1)는 투명 집광용 매체(6)의 제 2 면(6b)을 평면

으로 하고, 반사층(7)에 볼륨 홀로그램이나 요철의 바이너리 홀로그램 등의 반사형 홀로그램을 사용한 것이며, 이외의 것

은 제 1 실시 형태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투명 집광용 매체(6)의 제 2 면(6a)을 평면으로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 형태에 따른 광 디스크를 나타낸다. 이 광 헤드(1)는 투명 집광용 매체(6)의 제 2 면(6b)에 구

면의 일부를 사용하고, 반사층(7)에 볼륨 홀로그램이나 요철의 바이너리 홀로그램 등의 반사형 홀로그램을 사용한 것이며,

이외의 것은 제 1 실시 형태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제 2 면(6b)에 구면을 사용한 경우는 약간 집광성은 떨어지지만,

반사층(7)에 반사형 홀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집광 성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반사층(7)으로서 Al 등의 금속을 투명

집광용 매체(6)의 제 2 면(6b)에 증착하여도 좋다. 즉, 제 1 및 제 3 면(6a, 6c)은 수직인 평면일 필요는 없고 비평면일 수

도 있으며, 광 파워(power)를 받는 등으로 인하여 서로 가로지르거나 수직일 수도 있다.

  도 4a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 형태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를 나타내고, 도 4b는 도 4a의 A-A 단면도이다. 이 광 디스크

장치(10)는 원반 형상의 플라스틱 판(120)의 한쪽 면에 GeSbTe 상변화 재료로 된 기록층(121)이 형성되고, 도시하지 않

은 모터에 의해 회전축(11)을 통해서 회전하는 광 디스크(12)와, 광 디스크(12)의 기록층(121)에 대하여 광기록/광재생을

행하는 광 헤드(1)와, 광 헤드(1)를 트래킹방향(13)으로 이동시키는 리니어(linear) 모터(14)와, 리니어 모터(14)측으로부

터 광 헤드(1)를 지지하는 서스펜션(15)과, 광 헤드(1)를 구동하는 광 헤드 구동계(16)와, 광 헤드(1)로부터 얻어진 신호를

처리함과 동시에 광 헤드 구동계(16)를 제어하는 신호 처리계(17)를 갖는다.

  리니어 모터(14)는 트래킹 방향(13)을 따라 설치된 한 쌍의 고정부(14A, 14A)와, 한 쌍의 고정부(14A, 14A) 상을 이동

하는 가동 코일(14B)을 구비한다. 이가동 코일(14B)로부터 상기 서스펜션(15)에 의해 광 헤드(14)를 지지하고 있다.

  도 5는 광 디스크(12)의 상세를 나타낸다. 이 광 디스크(12)는 광 헤드(1)에 의해 형성되는 광 스폿(9)의 미소화에 대응하

여 고 기록 밀도화를 도로한 것이다. 플라스틱 판(120)은 예컨대 폴리카보네이트 기판 등이 사용되고, 그 한쪽 면에 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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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a)가 형성된다. 이 광 디스크(12)는 플라스틱 판(120)의 홈부(12a)가 형성된 측의 면에 Al 반사체층(100 nm 두

께)(122), SiO2 층(100 nm 두께)(123), GeSbTe 기록층(15 nm 두께)(121), SiN 보호층(50 nm 두께)(124)을 적층한 것이

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랜드부(12b)에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트랙의 피치는 0.25μm, 홈부(12b)의 깊이는 약 0.1μm로 하

고 있다. 마크 길이는 0.13μm, 기록 밀도는 19Gbits/inch2이고, 12cm 디스크에서는 27GB의 기록 용량에 상당하여 종래

의 7.6 배로 고 기록 밀도화 할 수 있었다.

  도 6은 광 헤드(1)를 나타내고, 도 6a는 그 측면도, 도 6b는 그 평면도이다. 광 헤드(1)는 광 디스크(12) 상을 부상하는 부

상 슬라이더(18)를 갖고, 이 부상 슬라이더(18) 상에 광빔(3)을 출사하는 단면 발광형 반도체 레이저(19)와, 단면 발광형

반도체 레이저(19)를 상하 방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광 스폿(9)을 도 6a의 9 '로 나타낸 바와 같이 트래킹 방향(13)으로

변위시키는 압전 소자(20)와, 반도체 레이저(19)로부터 출사된 광빔(3)을 팽행 광빔(5)으로 정형하는 시준 렌즈(4)와, 압

전 소자(20) 및 시준 렌즈(4)를 부상 슬라이더(18) 상에 고정하는 용융 석영판(21)과, 반도체 레이저(19)로부터의 팽행 광

빔(5)과 광 디스크(12)로부터의 반사광을 분리하는 편광빔 스플리터(22)와, 반도체 레이저(19)로부터의 팽행 광빔(5)의

직선 편광을 원편광으로 하는 1/4 파장판(23)과, 반도체 레이저(19)로부터의 팽행 광빔(5)을 집광하는 투명 집광용 매체

(6)와, 투명 집광용 매체(6)의 제 2 면(6b)의 외측에 Al 등의 금속으로 증착 형성된 반사층(7)과, 광 디스크(12)로부터의

반사광을 빔 스플리터(22)를 통하여 입력하는 광 검출기(24)를 각각 배치하고 있다. 또한 전체는 헤드 케이스(25) 내에 수

납되고, 헤드 케이스(25)는 서스펜션(15)의 선단에 고정되어 있다.

  투명 집광용 매체(6)는 예컨대 굴절률 n = 1.91을 갖는 중(重) 플린트(flint) 유리로 되고, 높이 1 mm, 깊이 2 mm를 갖는

다. 이 투명 집광용 매체(6)는 도 1, 도 2 및 도 3에 나타낸 투명 집광용 매체(6)와 마찬가지로 제 1 면(6a) 및 제 2 면(6b)

을 갖지만, 부상 슬라이더(18)를 투명 집광용 매체(6)와 동일한 굴절률을 갖는 투명 매체로 구성하고, 부상 슬라이더(18)

의 하면(16a)이 제 3 면(6b)에 상당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부상 슬라이더(18)의 하면(16a)에 광 스폿(9)이 형성된다.

  도 7은 부상 슬라이더(18)의 이면을 나타낸다. 부상 슬라이더(18)는 하면(18a)에 형성되는 광 스폿(9) 주변부 이외의 부

분에 부압(負壓)을 생기게 하도록 홈(18b)을 형성하고 있다. 이 홈(18b)에 의한 부압과 서스펜션(15)의 탄성력의 작용에

의하여 광 스폿(9)과 광 디스크(12)의 간격이 부상량으로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부상량은 약 0.1μm이

다. 또한 하면(18a)이 접동면(情動面)으로 된다.

  도 8은 단면 발광형 반도체 레이저(19) 및 압전 소자(20)를 나타낸다. 단면 발광형 반도체 레이저(19)는 예컨대 AlGaInP

로 되고, 파장 630 nm의 광빔(3)을 출사하는 것이다. 반도체 레이저(19)의 활성층(190)은 광 디스크(12)의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배치하고 있다. 단면 발광형 반도체 레이저(19)에서는 활성층(190)의 면에 평행한 면에서의 빔 확산각 θh(도 6b

참조)는 8∼10 도로서 활성층(190)의 면에 직교하는 면에서의 법 확산각 θv(도 6a 참조)의 25∼30 도에 비하여 1/2 이하

로 작다. 한편, 회전 포물면을 갖는 투명 집광용 매체(6)의 개구는 상하 방향이 좌우방향의 1/2 이고, 반도체 레이저(19)를

상기와 같이 배치함으로써 거의 광손실 없이 레이저 광을 투명 집광용 매체(6)에 입사할 수 있게 된다. 단면 발광형 반도체

레이저(19)를 사용함으로써 소형(예컨대 0.3 ×0.4 ×0.4 mm)이고 경량(예컨대 0.5 mg 이하)인 레이저 광원으로 되어, 광

헤드(1)의 소형·경량화를 도모할 수 있다.

  압전 소자(20)는 전극 단자(200, 200)에 접속된 복수의 전극막(201)과, 전극막(201)간에 형성된 다층 PZT 박막(두께 약

20μm)(202)으로 된다. 이 압전 소자(20)는 상기 용융 석영판(21)에 피착하고, 또한 그 위에 반도체 레이저(19)를 포개고

있다. 반도체 레이저(19)의 중량은 0.5 mg 이하로 가볍기 때문에, 반도체 레이저(19)를 지지하는 계의 공진 주파수를 300

kHz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전극 단자(200, 200)간으로의 인가 전압 5 V로 0.5μm 이상의 변위가 얻어졌다. 이 압전 소자

(20)에 의한 반도체 레이저(19)의 상하 주사에 의해 제 3 면(6c) 상에서의 광 스폿(9)을 트래킹 방향(13)으로 주사할 수 있

다.

  광 헤드 구동계(16)는 기록시에 반도체 레이저(19)의 출력광을 기록 신호에 의해 변조함으로써, 기록층(121)에 결정/비

결정(amorphous)간의 상변화를 일으켜 그 사이의 반사율의 차이로서 기록하고, 재생시에는 반도체 레이저(19)의 출력광

을 변조하지 않고 연속하여 조사하여 기록층(121)에서의 상기 반사율의 차이를 반사광의 변동으로서 광 검출기(24)에 의

해 검출하도록 되어 있다.

  신호 처리계(17)는 광 검출기(24)가 검출한 광 디스크(12)로부터의 반사광에 기초하여 트래킹 제어용 오차 신호 및 데이

터 신호를 생성하고, 오차 신호를 하이패스 필터와 로우 패스 필터에 의해 고주파역의 오차 신호와 저주파역의 오차 산호

를 형성하고, 이들의 오차 신호에 기초하여 광 헤드 구동계(16)에 대하여 트래킹 제어를 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트래

킹용의 오차 신호를 샘플 서보 방식(광 디스크 기술, 라디오 기술사, 95쪽)에 의해 생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샘플 서보 방

식은 갈짓자 마크(wobbled track)를 간헐적으로 트랙 상에 설치하고, 이것으로부터의 반사 강도의 변동으로부터 오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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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트래킹 제어는 저주파역의 오차 신호에 기초하여 리니어 모터(14)를 제어하고, 고주파역의

오차 신호에 기초하여 압전 소자(20)를 제어하는 2단 제어에 의해 행하도록 되어 있다. 샘플 서보 방식의 경우에는 기록 신

호와 트래킹 오차 신호 사이는 시분할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의 분리는 재생 회로에서의 게이트 회로에 의해

행한다. 또한, 홈부(12a)로부터의 반사광과의 간섭을 이용하는 푸시 풀(push-pull) 방식으로 오차 신호를 생성하여도 좋

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샘플 서보 방식의 채용에 의해 기록 신호와 트래킹 오차 신호 사이는 시분할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광 검출기(24)로서는 분할형의 것은 필요하지 않고, 예컨대 1 mm 각의 PIN 포토다이오드를 사용할 수 있다. 광 검출기

(24)로서 분할형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검출계를 대폭 간소·경량화할 수 있다.

  다음에, 이 광 디스크 장치(10)의 동작을 설명한다. 광 디스크(12)는 도시하지 않은 모터에 의해 소정의 회전 속도로 회전

하고, 부상 슬라이더(18)는 광 디스크(12)의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부압과 서스펜션(15)의 탄성력의 작용에 의해 광 디스

크(12) 상을 부상 주행한다. 광 헤드 구동계(16)에 의한 구동에 의해 단면 발광형 반도체 레이저(19)로부터 광빔(3)이 출사

되면, 반도체 레이저(19)의 출력광(3)은 시준 렌즈(4)에 의해 팽행광빔(5)으로 정형된 후, 편광빔 스플리터(22) 및 1/4 파

장판(23)을 통하여, 투명 집광용 매체(6)의 제 1 면(6a)에 입사한다. 팽행광빔(5)은 1/4 파장판(23)을 통과할 때에 1/4 파

장판(23)에 의해 직선 편광으로부터 원편광으로 변한다. 투명 집광용 매체(6)의 제 1 면(6a)에 입사한 원편광의 팽행 광빔

(5)은 제 2 면(6b)에 피착 형성된 반사층(7)으로 반사하여 부상 슬라이더(18)의 하면(18a)에 집광한다. 부상 슬라이더(18)

의 하면(18a)에 미소한 광 스폿(9)이 형성된다. 이 광 스폿(9)으로부터는 부상 슬라이더(18)의 하면(18a)의 외측으로 근접

장 광이 누출되고, 이 근접장 광이 광 디스크(12)의 기록층(121)에 전달하여 광기록 또는 광재생이 행해진다. 광 디스크

(12)에서 반사한 반사광은 입사광의 경로를 거꾸로 밟아서, 투명 집광용 매체(6)의 제 2 면(6b)에 피착 형성된 반사층(7)

에서 반사하여 편광빔 스플리터(22)로 90 도 방향으로 반사하여 광 검출기(24)로 입사한다. 신호 처리계(17)는 광 검출기

(24)로 입사한 광 디스크(12)로부터의 반사광에 기초하여 트래킹 제어용 오차 신호 및 데이터 신호를 생성하고, 오차 신호

에 기초하여 광 헤드 구동계(16)에 대하여 트래킹 제어를 행한다.

  상기 구성의 광 디스크 장치(10)에 의하면, 이하의 효과가 얻어진다.

  (가) 투명 집광용 매체(6)의 제 2 면(6b)에서의 최대 반사각이 60 도로 되어 NA는 0.86이 얻어지고, 그 결과 스폿 직경

D1/2 약 0.2μm의 미소한 광 스폿(9)이 얻어져서 초고밀도(19Gbits/inch2)의 광기록/광재생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 자동 초점 제어를 행하지 않고 기록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 초점 제어 기구가 불필요하게 되어, 광 헤드(1)의

중량을 대폭 줄일 수 있어서 소형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즉, 광 헤드(1)의 크기는 높이 2 mm, 폭 3 mm, 길이 6 mm, 중량은 0.2 g과 같이 경량으로 되었다. 이 때문에, 리니어 모

터(14)의 가동 코일(14B)과 서스펜션(15)을 포함하여 가동부의 중량을 1.0 g 이하로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리니어 모터

(14) 만으로 대역 30 kHz 이상, 이득 60 이상이 얻어졌다.

  (다) 온도 변동에 대한 초점 위치 빗나감이 적다.

  즉, 초점 빗나감의 주원인은 온도 변동이지만, 본 실시 형태에서는 광학계의 대부분에서 광빔은 평행광이고, 이 부분에서

는 열팽창에 의한 초점 빗나감은 생기지 않는다. 초점 빗나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곳은 반도체 레이저(19)로부터 시준

렌즈(4)까지의 부분과, 플린트 유리로 된 투명 집광용 매체(6)에 의한 집광 부분이다. 플린트 유리의 선팽창 계수는 9

×10-6 정도 이하이고, 광 디스크 장치(10)의 사용 온도빔위(10∼50℃)에서의 집광부의 길이 변화는 최대 0.4μm이다. 또

한, 이 팽창은 등방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초점 위치 빗나감은 선평창보다 1 자리수 작아서 이것에 의한 초점

빗나감은 무시할 수 있었다. 전자의 시준부에 대해서는 시준 렌즈(4)에 색수차 보정을 행하는 것과, 시준 렌즈(4)와 반도체

레이저(19)를 저 선팽창 계수의 용융 석영판(선팽창 계수는 5 ×10-7)(21)에 의해 접속하여 그 사이의 거리 변동을 억제하

였다. 이 부분에 의한 초점 위치 빗나감은 온도 변동 40 도의 빔위에서 0.02μm 이하로서, 초점 심도 0.2μm에 비하여 충분

히 무시할 수 있는 빔위였다.

  도 9는 트래킹 제어 특성을 나타낸다. 이 리니어 모터(14)와 압전 소자(20)에 의한 2단 제어에 의해 도 9의 "26" 에 나타

낸 바와 같이 200 kHz의 대역이 얻어지고, 고속 회전시(3600 rpm)하에서 0.01μm의 정밀도로 트래킹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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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은 리니어 모터(14)의 응답 특성이고, 양자를 합성하여 2단 제어함으로써, 80 dB의 이득(28)이 얻어진다. 또한,

12cm의 디스크에서 10 ms 이하의 평균 시크(seek) 속도를 달성한다. 이것에 의해 3600 rpm 회전시의 액세스 시간은 20

ms 이하로 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 형태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를 나타낸다. 제 1 실시 형태에서는 시크 동작에 리니어 모터

(14)를 사용하였지만, 이 제 2 실시 형태에서는 하드디스크에 사용하는 회전형 리니어 모터(30)를 사용한 것이다. 광 헤드

(1)는 회동축(31)에 회동 가능하게 지지된 서스펜션(31)에 의해서 회전형 리니어 모터(30)에 접속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

성으로 함으로써 회전형 리니어 모터(30)는 광 디스크(12)의 외측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광 헤드(1)를 더욱 박형으로

할 수 있어서 광 디스크 장치(10) 전체를 소형화할 수 있다. 또한, 이것에 의해 디스크를 고속(3600 rpm)으로 회전할 수 있

고, 평균 50 Mbps 이상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 장치에서 트래킹 방향은 반도체 레이저의 광출력

방향과 수직이 되기 때문에, 트래킹을 위해서는 반도체 레이저 또는 그 출력 빔을 도체 레이저의 광출력 방향과 수직인 방

향으로 주사해야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 형태에 따른 광 디스크 장치를 나타낸다. 이 광 디스크 장치는 제 1 실시 형태의 투명 집광용

매체(6)를 사용한 광 헤드(1)를 5개 포갠 디스크 스택형 광 디스크 장치에 적용한 것으로서, 플라스틱 기판(41)의 상하면

에 기록 매체(42, 42)가 각각 피착된 5 개의 광 디스크(40)와, 각 광 디스크(40)의 기록 매체(42) 상을 부상 주행하는 10 개

의 광 헤드(1)와, 회동축(43)에 의해 광 헤드(1)를 회동 가능하게 지지하는 서스펜션(44)과, 서스펜션(44)을 구동하는 회

전형 리니어 모터(45)를 갖는다. 기록 매체(42)로서는 상변화형의 매체이거나 광자기형의 매체이어도 좋다. 회전형 리니

어 모터(45)는 서스펜션(44)이 직결된 가동편(45a)과, 요크(45b)에 의해 연결되고, 가동편(45a)을 구동하는 전자석(45c,

45c)으로 구성된다. 이 광 헤드(1)의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제 1 실시 형태와 동일하고, 회전 포물면을 갖는 투명 집광용 매

체(6)와 AlGaInN 계의 레이저(410 nm)를 사용하고 있고, 스폿 직경은 0.2μm이다. 디스크 직경은 12cm, 트랙 피치와 마

크 길이는 각각 0.16μm, 0.19μm이고, 한 면의 용량은 60GB, 전체로는 1.2TB이다.

  도 12a, 도 12b는 이 제 3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레이저를 나타낸다. 이 반도체 레이저(46)는 빔 주사형 반도체 레이저

이고, 기판(460)을 갖고, 그 상면에 상부 전극(461), 하면에 하부 전극(462), 중앙에 활성층(463)을 각각 형성한 것이다.

활성층(463)의 발진 협착부의 주부(464a)와 선단부(464b)의 폭은 각각 3μm, 5μm이고, 길이는 각각 300μm, 50μm이다.

상부 전극(461)은 주부(主部) 전극(461a)과, 좌우 한 쌍의 선단부 전극(461b, 461b)으로 구성된다. 활성층(463)의 발진부

는 발진 협착부(464a, 464b)에 의해 협착되어 선단부 전극(461b, 461b)으로 분할하거나 또는 교호로 전류를 흘림으로써,

출력 광빔이 좌우로 주사된다. 이 주사폭은 1μm, 주사 주파수는 30 MHz까지 가능하다. 이 광빔 주사와 리니어 모터(45)에

의해 2단 제어의 트래킹을 행한다. 또한, 트래킹 제어용 오차 신호의 생성은 광빔의 워블링(wobbling)법에 의해 행한다.

즉, 광빔을 고속(10 MHz)으로 0.03μm 좌우 주사함으로써, 기록면상에서의 광 스폿은 시준 렌즈와 투명 집광용 매체의

NA 비에 비례하여, 약 0.01μm 워블링된다. 이에 따라 기록 트래킹으로부터의 반사 신호가 변조되고, 그 변조 신호를 주사

주파수에 동기하여 검파함으로써 오차 신호가 생성된다.

  상기 구성에 의하면, 광빔을 고속 좌우 주사함으로써, 기계적인 가동부 없이 고속 트래킹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회전

형 리니어 모터(45)를 사용함으로써 평균 시크 시간은 제 1 실시 형태와 마찬가지로 10 ms 이하를 실현할 수 있다. 더욱

이, 투명 집광용 매체(6)를 사용함으로써 소형이고 1TB 이상의 초대용량이며 고속인 광 디스크 장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실시 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각종 변형이 가능하다. 예컨대, 트래킹 제어용 오차 신호의 생성에는,

상기 실시 형태에서는 샘플 서보 방식을 사용하였지만 주위적으로 기록 트랙을 지그재그(zigzag)시켜 이것에 의한 반사광

의 변조를 지그재그 주파수에 동기시켜서 검출하여, 오차 신호를 생성하는 워블 트랙 방식을 사용하여도 좋다.

  또한, 예컨대 재생시와 같이 빔 파워가 적어도 좋을 경우에는 투명 집광용 매체에 입사시킨 레이저 광을 시준 렌즈에 의

해 시준하지 않아도 좋다.

  또한, 재생 전용 디스크의 트래킹에는 CD로 행해지도록 3 스폿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시준 렌즈와 편광빔

스플리터의 사이에 회절 격자를 삽입하고, 또한 ± 1차광 각각의 디스크로부터의 반사광을 검출하는 광검출 소자를 주 빔

검출용 소자의 양측에 배치하고, 그 출력의 차분을 취함으로써, 오차 신호의 생성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기록 트랙 측면부로부터의 회절광 좌우의 불균형을 검출하여 오차 신호를 생성하는 푸시풀형의 제어를 행하는 것

도 가능하다. 이 경우는 그 회절광을 2 분할형의 광 검출 소자에 입사하고, 그 차동 출력 오차 신호를 생성한다. 그러나, 본

실시 형태에서는 반도체 레이저를 주사하고 있기 때문에, 광 검출 소자의 광 스폿도 이것에 맞추어서 좌우로 움직인다. 이

것에 의한 오신호는 반도체 레이저의 주사에 동기하여 광 검출 소자를 좌우로 주사함으로써 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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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실시 형태의 광 헤드를 그대로 추기형(追記型) 광 디스크로의 기록 및 재생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투명 집광용 매체의 제 3 면(부상 슬라이더의 하면)의 광 스폿 집광부 주변에 박막 코일을 장착하고 자계 변조를 행

함으로써, 광 자기 매체를 사용한 광 자기 기록도 가능하게 된다. 단, 재생의 경우에는 광의 편파면의 회전을 편광 해석에

의해 검출하여 신호를 생성하기 때문에, 편광빔 스플리터를 비편광의 스플리터로 바꾸어, 광 검출 소자의 바로 앞에 검광

자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레이저 원으로서 본 실시 형태에서는 단면 발광형 레이저를 사용하였으나, 면 발광형 레이저(VCSEL)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면 발광형 레이저의 경우, 기본 모터(TEM00)의 최대 출력은 2 mW 정도로 단면 발광형 레이저의 1/10 이

하이지만, 본 실시 형태에서는 종래의 광 디스크 장치에서 사용되고 있는 광 스폿 직경의 몇 분의 1로 좁혀져 있기 때문에,

광 밀도를 1 자리수 이상 높일 수 있으므로, 면 발광형 반도체 레이저로도 기록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면 발광형 반도체

레이저의 경우에는 온도에 의한 파장 변동이 적어서, 색수차 보정이 불필요하게 된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서 반도체 레이저는 시중에서 최단파장(630 nm)의 반도체 레이저를 사용하였지만, 현재 개발 중인

AlGaInN 계의 청색 레이저(410 nm)도 완전히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광 스폿 직경은 0.15μm 이하로 할 수 있

어서, 더욱이 2 배 이상의 고밀도화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투명 집광용 매체는 본 실시 형태에서는 굴절률 1.91의 중 플린트 유리를 사용하였지만, 굴절률이 1 보다 크면 상

한은 없고, 더욱이 고 굴절률의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황화 카드뮴 CdS(굴절률 2.5)나 섬아연광 ZnS(굴절률

2.37) 등의 결정성 재료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에 따라 광 스폿 직경을 더욱 2할 이상 축소할 수 있어서, 기록 밀도를 5 할

정도 증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광 기록 매체로서는 요철 피트(pit)를 갖는 재생 전용 디스크나 광자기 기록 재료나 상변화 재료를 사용한 기록·재

생용 매체, 색소 등의 광 흡수에 의해 요철 피트를 형성하여 기록을 행하는 추기형 매체 등의 각종 기록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반도체 레이저로서 단면 발광형 반도체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 활성층이 투명 집광용 매체의 제 3 면(부상 슬라

이더의 하면)에 대하여 평행이 되도록 배치하여도 좋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투명 집광용 매체의 제 1 면에 입사한 레이저 광을 제 2 면의 외측에 형성된 반

사체로 반사하여 제 3 면에 광 스폿을 형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제 3 면에 형성된 광 스폿으로부터 제 3 면의 외측으로 누출

하는 근접장 광을 광기록/광재생에 이용할 수 있고, 더욱이 투명 집광용 매체 내부에서의 개구 수를 크게 할 수 있으므로

광 스폿의 미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 결과 고기록밀도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물렌즈를 이용하지 않고 광을 집광할 수 있으므로 광 헤드의 소형화가 도모되며, 데이터 전송 속도의 향상이 도

모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빔을 출사하는 광 출사 수단과,

  상기 광 출사 수단으로부터의 상기 광빔이 입사하는 제 1 면, 외측에 반사체가 형성되어 상기 제 1 면에 입사한 상기 광빔

을 상기 반사체로 반사하는 제 2 면, 및 상기 제 2 면에서 반사한 상기 광빔이 집광하여 광 스폿이 형성되는 제 3 면을 갖는

투명 집광용 매체를 구비하고,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의 제 3 면은 기록 매체와 대향하여 배치되고, 이 제 3 면으로부터 누출하는 근접장광에 의해 기록

매체에 정보의 기록 및 재생을 행하고, 상기 기록 매체는 회전 디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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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는 1 이상의 굴절률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는 굴절률을 n,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 내의 개구 수를 NA로 했을 때, n·NA가 0.85 이상이 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의 상기 제 1 면은 평면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의 상기 제 3 면은 평면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의 상기 제 2 면은 적어도 회전포물면의 일부로 구성되고,

  상기 반사체는 상기 제 2 면에 피착 형성된 금속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의 상기 제 2 면은 적어도 구면의 일부로 구성되고,

  상기 반사체는 상기 제 2 면에 피착 형성된 금속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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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의 상기 제 2 면은 적어도 회전포물면의 일부로 구성되고,

  상기 반사체는 회전포물면의 일부를 이루도록 형성된 반사형 홀로그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의 상기 제 2 면은 적어도 구면의 일부로 구성되고,

  상기 반사체는 구면의 일부를 이루도록 형성된 반사형 홀로그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의 상기 제 2 면은 적어도 그 일부가 평면으로 구성되고,

  상기 반사체는 적어도 그 일부가 평면 형상으로 형성된 반사형 홀로그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11.

  제 8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형 홀로그램은 볼륨 홀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12.

  제 8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형 홀로그램은 요철형 바이너리 홀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는, 서로 밀착되고 거의 동일한 굴절률을 갖는 제 1 투명 매체와 제 2 투명 매체로 구성되고,

  상기 제 1 투명 매체는 상기 제 1 면 및 상기 제 2 면을 갖고,

  상기 제 2 투명 매체는 광 디스크의 회전에 수반하여 상기 광 디스크 위를 부상 주사하는 부상 슬라이더로서, 상기 부상

슬라이더가 상기 제 3 면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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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 출사 수단은 레이저 광을 출사하는 반도체 레이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는 단면 발광형 반도체 레이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단면 발광형 반도체 레이저는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의 상기 제 3 면에 거의 수직이 되도록 배치된 활성층을 갖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단면 발광형 반도체 레이저는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의 상기 제 3 면에 거의 평행이 되도록 배치된 활성층을 갖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는 면 발광형 반도체 레이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 출사 수단은 레이저 광을 출사하는 레이저 광원과, 상기 레이저 광원으로부터의 상기 레이저 광을 평행 광으로

정형하여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의 상기 제 1 면에 입사시키는 시준 렌즈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20.

  제 1 항 또는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의 상기 제 1 면 및 제 3 면은 각각 평면으로 구성되며, 서로 직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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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 출사 수단은 레이저 광을 출사하는 레이저 광원과, 상기 레이저 광원을 이동시켜서 상기 광 스폿이 형성되는 위

치를 소정 방향으로 변위시키는 압전 소자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22.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는 상기 레이저 광을 출사하는 선단 부근에 설치되어 전류가 분할되거나 또는 교호로 인가됨으로써,

상기 광 스폿이 형성되는 위치를 소정 방향으로 변위시키는 한 쌍의 전극 단자를 구비한 빔 주사형 반도체 레이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23.

  회전하는 광 디스크와, 상기 광 디스크 상에 광빔을 조사하여 정보의 기록 또는 재생을 행하는 광 헤드를 갖는 광 디스크

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 헤드는

  상기 광빔을 출사하는 광 출사 수단과,

  상기 광 출사 수단으로부터의 상기 광빔이 입사하는 제 1 면, 외측에 반사체가 형성되어 상기 제 1 면에 입사한 상기 광빔

을 상기 반사체로 반사하는 제 2 면, 및 상기 제 2 면에서 반사한 상기 광빔이 집광하여 광 스폿이 형성되는 제 3 면을 갖는

투명 집광용 매체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는 서로 밀착되고, 거의 동일한 굴절률을 갖는 제 1 투명 매체와 제 2 투명 매체로 구성되고,

  상기 제 1 투명 매체는 상기 제 1 면 및 상기 제 2 면을 갖고,

  상기 제 2 투명 매체는 상기 광 디스크의 회전에 수반하여 상기 광 디스크 위를 부상 주사하는 부상 슬라이더로서, 상기

부상 슬라이더가 상기 제 3 면을 갖고,

  상기 광 출사 수단, 및 상기 광 기록 또는 상기 광 재생에 필요한 광학계를 상기 부상 슬라이더 상에 배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광 디스크는 요철 형상의 피트 열에 의해 정보가 기록된 재생 전용 매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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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광 디스크는 광 자기 기록 매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광 디스크는 광 상 변화 기록 매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

청구항 28.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광 디스크는 추기형(追記型) 기록 매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

청구항 29.

  동축 상에 소정의 간격을 갖고 배치된 회전하는 복수의 광 디스크와, 상기 복수의 광 디스크 상에 광빔을 조사하여 정보

의 기록 또는 재생을 행하는 복수의 광 헤드를 갖는 광 디스크 장치에 있어서,

  상기 각 광 헤드는

  상기 광빔을 출사하는 광 출사 수단과,

  상기 광 출사 수단으로부터의 상기 광빔이 입사하는 제 1 면, 외측에 반사체가 형성되어 상기 제 1 면에 입사한 상기 광빔

을 상기 반사체로 반사하는 제 2 면, 및 상기 제 2 면에서 반사한 상기 광빔이 집광하여 광 스폿이 형성되는 제 3 면을 갖는

투명 집광용 매체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

청구항 30.

  회전하는 광 디스크와, 상기 광 디스크 상에 레이저 광을 조사하여 정보의 기록 또는 재생을 행하는 광 헤드를 갖고, 근접

장을 이용하는 광 디스크 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 헤드를 소정의 트래킹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광 헤드 이동 수단과,

  상기 레이저 광을 출사하는 반도체 레이저와,

  상기 반도체 레이저를 이동시켜 광 스폿이 형성되는 위치를 상기 소정의 트래킹 방향으로 변위시키는 압전 소자와,

  저주파역의 오차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광 헤드 이동 수단을 구동하며, 고주파역의 오차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압전 소자

를 구동하는 구동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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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는 상기 레이저 광을 출사하는 선단 부근에 설치되어 전류가 분할되거나 또는 교호로 인가됨으로써,

상기 광 스폿이 형성되는 위치를 소정 트래킹 방향으로 변위시키는 한 쌍의 전극 단자를 구비한 빔 주사형 반도체 레이저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

청구항 32.

  광 디스크 상에 광빔을 조사하여 정보의 기록 또는 재생을 행하며, 근접장을 이용하는 광 디스크 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 디스크의 기록면에 평행하게 시준된 상기 광빔을 조사하는 조사 수단과,

  상기 광빔을 반사하여 상기 광 디스크 상에 광 스폿을 형성하는 반사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반사 수단은 상기 조사 수단으로부터의 상기 광빔이 입사하는 제 1 면, 외측에 반사체가 형성되어 상기 제 1 면에 입

사한 상기 광빔을 상기 반사체로 반사하는 제 2 면, 및 상기 제 2 면에서 반사한 상기 광빔이 집광하여 상기 광 스폿이 형성

되는 제 3 면을 갖는 투명 집광용 매체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

청구항 33.

  광빔을 출사하는 광 출사 수단과,

  상기 광빔이 입사하는 투명 집광용 매체와,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에 입사한 상기 광빔을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의 표면에 집광하여 광 스폿을 형성하는 반사체를 구

비하고,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의 표면은 기록 매체와 대향하여 배치되고, 이 표면으로부터 누출하는 근접장광에 의해 기록 매체

에 정보의 기록 및 재생을 행하고, 상기 기록 매체는 회전 디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헤드.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체는 상기 투명 집광용 매체의 표면 상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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