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G11B 7/12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08월22일

10-0509493

2005년08월12일

(21) 출원번호 10-2003-0011955 (65) 공개번호 10-2004-0076648

(22) 출원일자 2003년02월26일 (43) 공개일자 2004년09월03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허태연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탄3동주공2단지아파트133동404호

박수한

경기도용인시구성면보정리1161번지진산마을삼성5차아파트511동901

호

(74) 대리인 리엔목특허법인

이해영

심사관 : 김세영

(54) 호환형 광픽업

요약

  서로 기록밀도 및 포맷이 상이한 제1 내지 제3기록매체를 호환 채용할 수 있도록 된 호환형 광픽업이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호환형 광픽업은, 제1기록매체에 적합한 파장의 제1광을 출사하는 단일 광원과, 제2 및 제3기록매체에 각각 적합

한 파장의 제2 및 제3광을 출사하는 트윈 광원과, 제1광을 집속시켜 제1기록매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위한 광스폿을 형

성하는 제1대물렌즈와, 트윈 광원에서 출사된 제2 및 제3광을 집속시켜 제2 및 제3기록매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위한

광스폿을 형성하는 제2대물렌즈와, 제1 및 제2대물렌즈를 구동하기 위한 액츄에이터와, 기록매체에서 반사된 제1광을 수

광하여 정보신호 및/또는 오차신호를 검출하는 제1광검출기와, 기록매체에서 반사된 제2 및 제3광을 수광하여 정보신호

및/또은 오차신호를 검출하는 제2광검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광픽업의 광학적 구성을 개략적으로 보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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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도 1의 제1 및 제2대물렌즈에 의해 집속된 광이 두께가 서로 다른 광디스크에 조사되는 경로를 개략적으로 보인

도면,

  도 3은 도 1의 제2광검출기의 일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보인 평면도,

  도 4는 도 1의 제2광검출기의 다른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보인 평면도,

  도 5는 도 1의 광픽업에서 제2대물렌즈가 제1대물렌즈에 대해 조립 에러에 의해 θ만큼 틸트져 있는 경우를 예시한 도면,

  도 6는 도 1의 제1 및 제2대물렌즈가 수학식 3을 만족하는 작동 거리로 배치되는 예를 보인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0...제1 및 제2광유니트 11...단일 광원

  11a,21a,21b...제1 내지 제3광 17,30...제1 및 제2광검출기

  21...트윈 광원 40...액츄에이터

  45,41...제1 및 제2대물렌즈 50...렌즈 홀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호환형 광픽업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서로 다른 파장의 광을 사용하여 세 가지의 기록매체를 호환

채용할 수 있도록 된 호환형 광픽업에 관한 것이다.

  대물렌즈에 의해 집속된 광스폿을 이용하여 광정보저장매체인 광디스크에 임의의 정보를 기록하거나 기록된 정보를 재

생하는 광기록재생기기에서, 기록용량은 광스폿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광스폿의 크기(S)는 사용하는 광의 파장(λ)과 대

물렌즈의 개구수(NA, Numerical Aperture)에 의해 수학식 1과 같이 결정된다.

  

수학식 1

S∝ λ/NA

  따라서, 광디스크의 고밀도화를 위해 광디스크에 맺히는 광스폿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자색 레이저와 같은 단파

장 광원과 개구수 0.6 이상의 대물렌즈의 채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광디스크의 틸트각을 θ, 광디스크의 굴절율을 n, 광디스크의 두께를 d, 대물렌즈의 개구수를 NA라 할 때, 광디스

크의 틸트에 의해 발생하는 코마수차 W31은, 수학식 2와 같은 관계식으로 나타내질 수 있다.

  

수학식 2

  여기서, 광디스크의 굴절율 및 두께는 각각 광입사면으로부터 기록면에 이르는 광학 매질의 굴절율 및 두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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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식 2를 고려할 때, 광디스크의 틸트에 의한 공차를 확보하려면, 고밀도화를 위해 대물렌즈의 개구수를 높임에 따라

광디스크의 두께를 줄일 필요가 있다. CD는 두께가 1.2mm인데, DVD의 경우에는 두께를 0.6mm로 줄였으며, 현재 규격

화와 개발이 진행중인 고선명급의 동영상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20GB 이상의 기록용량을 갖는 고밀도 광정보저장매체

인 차세대 DVD 일명, HD-DVD(High Definition Digital Versatile Disc)는 0.1mm 두께로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물

렌즈의 개구수는, CD의 경우 0.45에서 DVD의 경우 0.6으로 높아졌으며, 차세대 DVD의 경우에는 대물렌즈의 개구수가

0.6 이상 예컨대, 0.85로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차세대 DVD의 경우에는 기록용량을 고려할 때, 예컨대, 대략 405nm 파

장의 청자색 광을 출사하는 청자색 광원이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새로운 규격의 광정보저장매체를 개발함에 있

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광정보저장매체와의 호환성이다.

  예를 들어, 기존 광디스크 중 일회 기록용의 DVD-R 및 CD-R은 파장에 따라 반사율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650 nm

와 780nm 파장의 광원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DVD-R 및 CD-R과의 호환성을 고려할 때, 차세대 DVD용 광픽업

은 세 개의 파장이 서로 다른 광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 세 파장의 광을 사용하여, 서로 기록밀도 및 포맷이 상이한 세 종류

의 광정보저장매체를 호환 채용할 수 있도록 된 호환형 광픽업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서로 기록밀도 및 포맷이 상이한 제1 내지 제3기록매체를 호환 채용할 수 있도

록 된 호환형 광픽업에 있어서, 상기 제1기록매체에 적합한 파장의 제1광을 출사하는 단일 광원과; 상기 제2 및 제3기록매

체에 각각 적합한 파장의 제2 및 제3광을 출사하는 트윈 광원과; 상기 제1광을 집속시켜 제1기록매체의 기록 및/또는 재생

을 위한 광스폿을 형성하는 제1대물렌즈와; 상기 트윈 광원에서 출사된 제2 및 제3광을 집속시켜 상기 제2 및 제3기록매

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위한 광스폿을 형성하는 제2대물렌즈와;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를 구동하기 위한 액츄에이터

와; 기록매체에서 반사된 제1광을 수광하여 정보신호 및/또는 오차신호를 검출하는 제1광검출기와; 기록매체에서 반사된

제2 및 제3광을 수광하여 정보신호 및/또은 오차신호를 검출하는 제2광검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액츄에이터는,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형성된 단일 렌즈 홀더와; 상기 단일 렌즈 홀더

를 구동하기 위한 자기 회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상기 단일 렌즈 홀더는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를 서로 다른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 중 짧은 작동거리를 갖는 대물렌즈의 작동 거리를 WD1, 긴 작동거리를 갖는 대물렌즈의 작동

거리를 WD2라 할 때,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는 하기의 조건식을 만족하도록 설치되어, 기록매체의 장착 및/또는 작동

거리가 긴 대물렌즈 동작시 짧은 작동거리를 갖는 대물렌즈와 기록매체의 접촉을 방지하도록 된 것이 바람직하다.

  <식>

  WD2 ≥WD1

  짧은 작동거리를 갖는 대물렌즈의 기록매체에 대한 기본 이격 거리 = WD1 + α

  여기서, α = │WD2-WD1│ ×(0.1 ∼1.0)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대물렌즈의 기울어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파면수차와 대물렌즈에 입

사되는 광의 기울어짐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파면수차가 동일한 종류 즉, 코마수차가 되도록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내지 제3기록매체 중 어느 하나는, CD 계열의 광디스크, 다른 하나는 DVD 계열의 광디스크, 나머지 하나는

DVD보다 고밀도인 차세대 DVD 계열의 광디스크인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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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상기 차세대 DVD 계열의 광디스크는 0.1mm 정도의 두께를 가지며, 상기 차세대 DVD계열의 광디스크용 광은 청

자색 파장 영역의 광이고 및/또는 상기 차세대 DVD 계열의 광디스크용 대물렌즈는 0.85 이상의 개구수를 가지도록 된 것

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은, 서로 기록 밀도 및 포맷이 상이한, 단면이 20GB 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23GB 이상의 광정보 저장용량을 가지는 차세대 DVD 계열의 광디스크(이하, 차세대 DVD), DVD 계열의 광디스크(이하,

DVD) 및 CD 계열의 광디스크(이하, CD)를 호환 채용할 수 있도록 된 광학적 구성을 가진다. 여기서, 차세대 DVD는 통상

HD-DVD(high-definition digital versatile disc)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의 광학적 구성을 개략적으로 보인 도면이고, 도 2는 도 1의 제1 및 제

2대물렌즈(45)(41)에 의해 집속된 광이 두께가 서로 다른 차세대 DVD(1a), DVD(1b), CD(1c)에 조사되는 경로를 개략적

으로 보인 도면이다.

  도면들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은 기록 밀도가 서로 상이하고 서로 다른 두께를 갖는 복

수의 광디스크를 호환 채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DVD(1a)를 위한 고밀도용 광학계와 DVD(1b) 및 CD(1c)를 위한 저밀도

용 광학계를 각각 사용하고, 액츄에이터(40)는 공용하는 구조를 가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은, 차세대 DVD(1a), DVD(1b) 및 CD(1c)에 각각 적합한 파장의 제1 내지 제

3광(11a)(21a)(21b)을 출사하여 광디스크(1)쪽으로 향하도록 하며 광디스크(1)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온 제1 내지 제3광

(11a)(21a)(21b)을 수광하여 정보신호 및/또는 오차신호를 검출하도록 마련된 광유니트와, 입사되는 광을 집속시켜 광디

스크(1)의 기록면 상에 광스폿으로 맺히도록 하는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와,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를 포

커싱 방향 및/또는 트랙킹 방향으로 구동하기 위한 액츄에이터(40)를 포함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이, 광유니트에서 출사된 광의 경로를 반사 미러(37)(35)로 꺽어주어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로 입사시키는 구조로 된 예를 보여주는데, 상기 반사 미러(37)(35)를 배제하고, 광유니트에

서 출사된 광을 곧바로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로 입사시키는 구조도 가능하다.

  상기 광유니트는 차세대 DVD(1a)에 적합한 파장의 제1광(11a)을 출사하며 광디스크(1)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온 제1광

(11a)을 수광하여 정보 재생신호 및/또는 오차신호를 검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1광유니트(10)와, DVD(1b) 및 CD(1c)

에 각각 적합한 파장의 제2 및 제3광(21a)(21b)을 출사하며 광디스크(1)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온 제2 및 제3광(21a)(21b)

을 수광하여 정보 재생신호 및/또는 오차신호를 검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2광유니트(20)와, 상기 제1광유니트(10)와 차

세대 DVD용 반사 미러(37) 사이에 배치된 제1콜리메이팅렌즈(18)와, 상기 제2광유니트(20)와 반사 미러(35) 사이에 배

치된 제2콜리메이팅렌즈(23)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을 가지는 경우,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은 차세대 DVD(1a), DVD(1b) 및 CD(1c)를 호

환 채용할 수 있다.

  상기 제1광유니트(10)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차세대 DVD(1a)에 적합하도록 청자색 파장 예컨대, 405 nm 파장의

제1광(11a)을 출사하는 청자색 광원(11)과, 입사되는 제1광(11a)을 편광 상태에 따라 투과 또는 반사시키는 편광빔스프리

터(13)와, 상기 제1광(11a)의 편광을 바꾸어주는 상기 제1광(11a)의 파장에 대한 1/4 파장판(15:quarter wave plate)과,

광디스크(1)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온 제1광(11a)을 수광하여 정보 재생신호 및/또는 오차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광검출기

(17)와, 편광빔스프리터(13)와 광검출기(17) 사이에 배치된 검출렌즈(16)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 검출렌즈(16)로는 입사되는 제1광(11a)에 비점수차를 발생시켜 비점수차법에 의한 포커스 에러신호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점수차렌즈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제1광유니트(10)는 도 1에 예시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3빔법(3-beam method) 또는 dpp(differential push-

pull)법에 의해 트랙킹 에러신호를 검출하도록 서브 빔을 생성하기 위해, 단일 광원(11)에서 출사된 제1광(11a)을 회절에

의해 3개 또는 그 이상의 빔으로 분기시키는 그레이팅(12)을 더 구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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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상기 제1광유니트(10)는 제1광원(11)의 광출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상기 제1광원(11)으로부터 출사되고 편광빔스

프리터(13)에 의해 일부 반사된 제1광(11a)을 검출하기 위한 모니터용 광검출기(미도시)를 더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광유니트(10)는 상기 편광빔스프리터(13)에 의해 반사된 제1광(11a)을 집속하여 모니터용 광검출기에 적당히 모아지

도록 하는 콘덴싱 렌즈(미도시)를 더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제1광유니트(10)는 입사되는 제1광(11a)의 진행 경로를 편광에 따라 바꾸어주기 위한 편광빔스프리터(13) 및 1/4

파장판(15)을 구비하는 대신에, 입사되는 제1광(11a)을 소정 비율로 투과 및 반사시키는 플레이트형 또는 큐빅형 빔스프

리터를 구비할 수도 있다.

  한편, 상기 제1광유니트(10)로는 차세대 DVD(1a)에 적합한 청자색 파장 예컨대, 405nm 파장용 홀로그램 광모듈을 구비

할 수도 있다.

  본 기술분야에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홀로그램 광모듈은 소정 파장의 광을 출사시키는 광원과, 광디스크에서 반사되

어 되돌아온 광을 수광하여 정보신호 및/또는 오차신호를 검출하도록 광원 일측에 배치된 광검출기와, 광원쪽에서 입사되

는 광은 대부분 직진 투과시키고 광디스크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온 광을 +1차 또는 -1차로 회절 투과시켜 광검출기로 향

하도록 하는 홀로그램소자를 구비한다. 이때, 그레이팅(12)은 홀로그램 광모듈에 일체로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3빔법 또는 DPP법에 의해 트랙킹 에러신호 검출에 필요한 광검출기의 구조는 본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으

므로, 상기 광검출기(17)의 구조의 실시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도시는 생략한다.

  상기 제2광유니트(20)는 DVD(1b)에 적합한 적색 파장 예컨대, 650nm 파장의 제2광(21a)과 CD(1c)에 적합한 적외선

파장 예컨대, 780nm 파장의 제3광(21b)을 출사하는 트윈 광원(21)과, 상기 제2 및 제3광(21b)(21c)을 소정 비율로 투과

및 반사시키는 플레이트형 빔스프리터(25)와, 광디스크(1)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온 제2 및 제3광(21a)(21b)을 수광하여

정보신호 및/또는 오차신호를 검출하는 광검출기(3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제2광유니트(20)는 상기 트윈 광원(21)쪽에서 입사되는 제2 및/또는 제3광(21a)(21b)을 회절에 의해 분기시

켜 예를 들어, 3빔법(3-beam method) 또는 dpp(differential push-pull)법에 의해 트랙킹 에러신호를 검출하도록 서브

빔을 생성하기 위한 그레이팅(22)을 더 구비할 수도 있다. 상기 그레이팅(22)은 트윈 광원(21)과 빔스프리터(25) 사이에

배치된다.

  또한, 상기 제2광유니트(20)는 플레이트형 빔스프리터(25)와 광검출기(30) 사이에 상기 제1광유니트(10)에서의 검출렌

즈(16)와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검출렌즈(미도시)를 더 구비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제2광유니트(20)는 제2 및/

또는 제3광(21a)(21b)의 광출력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니터용 광검출기(미도시)를 더 구비할 수도 있다.

  상기 트윈 광원(21)으로는 서로 다른 파장의 광을 출사하는 2개의 반도체 레이저가 모듈화된 트윈 레이저(twin-LD)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제2광유니트(20)는 광로변환 디바이스로 상기 플레이트형 빔스프리터(25)를 구비하는 대신에, 제1광유니트(10)에

서의 편광빔스프리터(13) 및 1/4 파장판(15)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 광검출기(30)는 예를 들어, 상기 트윈 광원(21)으로부터 제2 및 제3광(21a)(21b)이 그 중심축이 서로 이격된 상태

로 상태로 출사되는 점 및 그레이팅(22)에 의해 분기된 3빔 검출을 고려하여,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성을 가

질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광검출기(30)는 제2광(21a)을 검출하기 위한 4분할 메인 광검출기(31) 및 이 메인 광검출기(31)

의 양쪽에 배치된 한쌍의 서브 광검출기(32a)(32b)와, 제3광(21b)을 검출하기 위한 4분할 메인 광검출기(33) 및 이 메인

광검출기(33)의 양쪽에 배치된 한쌍의 서브 광검출기(34a)(34b)를 포함하는 구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4분할 메인 광검출기(31)(33)는 광디스크(1)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 재생신호 및 포커스 에러신호 검출을 위해 사

용된다. 또한, 서브 광검출기(32a)(32b)(34a)(34b)는 3빔법에 의한 트랙킹 에러신호 검출을 위해 사용된다. 물론, DPP법

에 의한 트랙킹 에러신호 검출시에는 서브 광검출기 뿐만 아니라, 4분할 메인 광검출기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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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에서는 DVD(1b) 및 CD(1c) 채용시에 제2 및 제3광(21a)(21b)을 모두 3개의 빔으로 분할하여 오차신호 검출에 이

용하는 경우에 적합한 광검출기(30)의 구조를 보인 것으로, 광검출기(30)의 구조는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광검출기(30)는 도 3의 구조 대신에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4분할 메인 광검출기(31)(33)의 양쪽에 한

쌍의 서브 광검출기(35)(36)를 구비하는 구성을 가질 수도 있다. 도 4에 도시된 광검출기(30)는 DVD(1b) 및 CD(1c) 채용

시에 제2 및 제3광(21a)(21b)을 모두 3개의 빔으로 분할하여 오차신호 검출에 이용하거나, 제2 및 제3광(21a)(21b) 중 어

느 한 광에 대해서는 3개의 빔으로 분할하여 오차신호 검출에 이용하고, 나머지 한 광에 대해서는 4분할 메인 광검출기만

을 오차 신호 검출에 이용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2 및 제3광(21a)(21b)을 모두 3개의 빔으로 분할하여 오차신호 검출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도 4에서와 같이 서브 광검

출기(35)(36)를 구비할 수 있는 이유는, 광디스크(1)로 DVD(1b)를 채용하여 기록 및/또는 재생시에는 제2광(21a)만을 사

용하고, 광디스크(1)로 CD(1c)를 채용하여 기록 및/또는 재생시에는 제3광(21b)만을 사용하도록 본 발명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이 동작되기 때문이다. 상기 서브 광검출기(35)는 도 3의 서브 광검출기(32a)(32b)를 단일화한 것에 해당하며, 상

기 서브 광검출기(36)는 도 3의 서브 광검출기(34a)(34b)를 단일화한 것에 해당한다.

  여기서, 상기 제2광유니트(20)는 트윈 광원(21)에서 서로 이격된 상태로 출사된 제2 및 제3광(21a)(21b)의 진행 광축을

일치시키기 위한 광학소자 예컨대, 홀로그램 커플러(미도시)를 더 구비할 수도 있다. 홀로그램 커플러는 서로 이격된 상태

로 입사되는 서로 다른 파장의 두 광 중 어느 한 광을 그대로 투과시키고, 나머지 광은 그 진행 경로를 꺽여주어, 두 광의 진

행 광축을 일치시키는데 사용되는 광학소자이다. 이 홀로그램 커플러는 트윈 광원(21)과 플레이트형 빔스프리터(25) 사이

또는 플레이트형 빔스프리터(25)와 광검출기(30) 사이에 배치된다. 이와 같이 제2 및 제3광(21a)(21b)의 진행 광축을 일

치시키기 위한 광학소자를 구비하는 경우에는, 상기 광검출기(30)는 제1광유니트(10)의 광검출기(17)에 대응하는 구조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제1콜리메이팅렌즈(18)는, 상기 제1광유니트(10)와 제1대물렌즈(45)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제1광유니트(10)쪽에

서 발산광 형태로 입사되는 제1광(11a)을 평행광으로 바꾸어 제1대물렌즈(45)로 입사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제1광(11a)을 평행광으로 바꾸어주는 제1콜리메이팅렌즈(18)를 구비하는 경우, 상기 제1대물렌즈(45)는 평

행광인 제1광(11a)에 대해 최적화되도록 설계된다.

  상기 제2콜리메이팅렌즈(23)는, 상기 제2광유니트(20)와 제1대물렌즈(41) 사이에 배치된다. 이 제2콜리메이팅렌즈(23)

는 상기 제2광유니트(20)쪽에서 발산광 형태로 입사되는 제2 및 제3광(21a)(21b)을 평행광 또는 평행광에 가까운 광으로

바꾸어준다.

  도 1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이 제1 및 제2콜리메이팅렌즈(18)(23)를 구비하여 제1 및 제2대물렌즈

(45)(41)로 평행광 또는 평행광에 가까운 광을 입사시키도록 된 예를 보여주는데, 본 발명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은 제1 및

또는 제2콜리메이팅렌즈(18)(23)를 구비하지 않거나, 약간 수렴 또는 발산되는 광을 제1 및/또는 제2대물렌즈(45)(41)에

입사시키도록 마련되어, 차세대 DVD, DVD, CD(1a)(1b)(1c)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위한 광학계가 유한 광학계가 되도록

구성될 수 도 있다.

  여기서,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의 광유니트의 광학적 구성의 일 실시예를 보인 것일 뿐, 본 발명에 따른 호

환형 광픽업의 광유니트는 도 1의 광학적 구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은 2개의 대물렌

즈(41)(45), 단일 광원(11) 및 트윈 광원(21)을 구비하며, 나머지 광학적 구성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내에서 다양

하게 변형될 수 있다.

  상기 제1대물렌즈(45)는 차세대 DVD, DVD, CD(1a)(1b)(1c) 중 가장 고밀도 광디스크인 차세대 DVD(1a)의 기록 및/또

는 재생을 위한 최적의 광스폿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기 제1광원(11)이 청자색 파장 에컨대, 405nm 파장의 제1광(11a)을 출사하며, 차세대 DVD(1a)가 0.1 mm

정도의 두께를 가질 때, 상기 제1대물렌즈(45)는 0.85 이상의 고개구수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대물렌즈(45)는 저밀도 광디스크 즉, DVD(1b) 및 CD(1c)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위한 광스폿을 형성할 수 있도

록 마련된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기 제2대물렌즈(41)는 DVD(1b)에 대해 최적화되고, CD(1c)도 호환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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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2대물렌즈(41)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DVD 및 CD 각각에 대해 최적의 광학적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두 렌

즈면 중 어느 한 렌즈면 바람직하게는, 광유니트를 향하는 쪽의 렌즈면의 일부 또는 전체에 홀로그램 패턴을 형성한 구조

로 된 렌즈를 구비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는 하나의 액츄에이터(40)

에 의해 구동되도록 단일 렌즈 홀더(50)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를 단일 렌즈 홀더(50)에 설치하는 경우, 조립 과정에서 제1 및 제2대물렌즈

(45)(41) 사이에는 상대적인 틸트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 중 적어도 어느 한 대물렌즈는 렌즈의 기울어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파면수

차와 렌즈에 입사되는 광의 기울어짐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파면수차가 동일한 종류의 파면수차가 되도록 형성된 렌즈인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대물렌즈의 기울어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파면수

차와 대물렌즈에 입사되는 광의 기울어짐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파면수차가 모두 코마수차가 되도록 형성된 것이 바람직

하다.

  여기서, 광학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렌즈의 틸트에 의해서는 주로 코마수차가 발생하며, 광이 렌즈에 소정

각도로 입사됨에 의해서는 주로 비점수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렌즈의 경우에는, 그 렌즈에 입사되는 광의 입사

각을 조정한다해도 렌즈의 틸트에 의한 코마수차를 상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 중 적어도 어느 한 대물렌즈로, 렌즈의 기울어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파면수

차와 렌즈에 입사각 즉, 화각(field angle)을 가지고 광이 입사될 때 주로 발생하는 파면수차가 동일한 종류가 되도록 된 렌

즈를 구비하면, 광이 렌즈에 입사되는 각도를 조정함에 의해 렌즈 틸트에 의한 파면수차를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저밀도 광디스크용인 제2대물렌즈(41)로 상기와 같이 렌즈의 틸트에 기인한 수차를 보정할 수 있도록

된 렌즈를 구비하고, 고밀도 광디스크인 차세대 DVD(1a)에 맞게 제1대물렌즈(45) 또는 이를 포함한 본 발명의 제1실시예

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 전체의 스큐(skew)를 조정하면, 도 5에 예시한 바와 같이, 제2대물렌즈(41)가 제1대물렌즈(45)에

대해 조립 에러에 의해 틸트져 있다해도, 제2대물렌즈(41)의 틸트에 기인한 파면수차를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제

2대물렌즈(41)의 틸트에 기인한 파면수차의 보정은, 파면수차 량이 최소화될 때까지, 제2광유니트(20) 또는 그 트윈 광원

(21)을 제2 및 제3광(21a)(21b)의 진행 광축에 대해 수직한 평면내에서 움직여주어, 제2 및 제3광(21a)(21b)이 제2대물

렌즈(41)에 입사되는 각도를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제1대물렌즈(45)로 렌즈 틸트에 의한 파면수차 보정이 가능한 렌즈를 구비하고, 제2대물렌즈(41)에 맞게

제2대물렌즈(41) 또는 이를 포함한 호환형 광픽업 전체의 스큐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제1 및 제2대물렌즈

(45)(41)로 모두 렌즈 틸트에 의한 파면수차 보정이 가능한 렌즈를 구비하여,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 중 어느 한 대

물렌즈에 맞게 스큐를 조정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와 같이 하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에 있어서,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 사이의 상대적인

틸트에 기인한 파면수차를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개의 대물렌즈(45)(41)가 그들 사이가 틸트지게 액츄에이터(40)에

장착되는 경우에도, 광디스크(1)와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대물렌즈 사이에 틸트가 없는 경우와 유사하게, 양호한 재

생신호를 얻을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는 작동 거리의 차이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높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액츄에이터(40)의 렌즈 홀더(50)는 상기와 같이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를

서로 다른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는, 광디스크(1)의 장착 및/또는 작동 거리가 큰 저밀도 광디스크용

제2대물렌즈(41) 동작시 짧은 작동거리를 갖는 고밀도 광디스크용 제1대물렌즈(45)와 광디스크(1)가 접촉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수학식 3을 만족하도록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제1대물렌즈(41)와 광디스

크(1) 사이의 기본 이격 거리는 제1대물렌즈(41)의 작동거리보다 크도록 된 것이 바람직하다. 수학식 3에서, WD1은 상기

제1대물렌즈(45)의 작동 거리, WD2는 제2대물렌즈(41)의 작동 거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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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

  한편,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는 광디스크(1)의 반경 방향에 대응되는 방향(R 방향)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는 호환형 광픽업이 광 기록 및/또는 재생기기내에서 광디스크(1)의 반경 방향으로 이동되면서, 정보신호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를 광디스크(1)의 반경 방향을 따라 나란히 배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록형 DVD용

카트리지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고밀도 광디스크용 제1대물렌즈(45)가 저밀도 광디스크용 제2대물렌즈(41)보다 광디

스크(1)의 내경측에 위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를 광디스크(1)의 반경 방향을 따라 나란히 배치하는 경우에는, 본 발명에 따

른 호환형 광픽업을 적용하는 광 기록 및/또는 재생기기는 광디스크(1)를 회전시키기 위해 기존의 스핀들 모터보다 작은

크기의 스핀들 모터(19)를 구비하여, 제1대물렌즈(45)보다 광디스크(1)의 외경측에 위치되는 제2대물렌즈(41)를 이용하

여 DVD(1b) 및/또는 CD(1c) 재생시 광디스크 최내주의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된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와 같이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를 광디스크(1)의 반경 방향을 따라 나란히 배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와 스핀들 모터(19) 모두를 일직선으로 배치하여, 호환형 광픽업의 내외주에서의 트랙킹 신호

의 위상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된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의 배치는 광디스크(1)의 반경 방향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본 발명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에 축섭동 액츄에이터를 구비하여,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를 절환 방식에

의해 적정 위치에 위치시키도록 구조로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절환 방식의 축섭동 액츄에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도,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와 광디스크(1) 사이의 기본 이격 거리는 수학식 3을 만족하도록 된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액츄에이터(40)로는 서로 상이한 작동 거리를 갖는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를 탑재하여, 가동부를 광축

방향 및 광디스크(1)의 반경 방향 즉, 포커스 및 트랙킹 방향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2축 구동 장치 또는 틸트 제

어까지 가능한 3축 이상의 구동 장치를 구비한다.

  본 발명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에 있어서, 상기 액츄에이터(40)는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를 단일 렌즈 홀더

(50)에 탑재하는 단일 액츄에이터 구조인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기 액츄에이터(40)는, 서로 상이한 작동거리를 갖는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형성된 단일

렌즈 홀더(50)와, 단일 렌즈 홀더(50)에 탑재된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를 포커스 방향, 트랙킹 방향 및/또는 틸트 방

향으로 구동하기 위한 자기 회로(55)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때, 상기 단일 렌즈 홀더(50)는, 광디스크(1)의 초기 장착 및 작동 거리가 큰 제2대물렌즈(41) 동작시 작은 작동거리를

갖는 제1대물렌즈(45)와 광디스크(1) 사이의 접촉(간섭)이 방지되도록, 전술한 수학식 3을 만족하는 상태로 제1 및 제2대

물렌즈(45)(41)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렌즈 홀더(50)는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를 광디스크(1)의 반경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는 호환형 광픽업이 광디스크 드라이브내에서 광디스크(1) 반경 방향으로 이동되면서, 정보신호를 기록

및/또는 재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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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기 렌즈 홀더(50)는 고밀도 광디스크용 제1대물렌즈(45)를 저밀도 광디스크용 제2대물렌즈(41)보다 광디스크

(1)의 내경측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은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를 각각 탑재하여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2개

의 액츄에이터를 구비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이 차세대 DVD(1a)용 제1대물렌즈(45)에 대해서는 스큐 조정에 의해 제1대물

렌즈(45)와 광디스크(1) 사이에 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DVD(1b)/CD(1c)용 제2대물렌즈(41)로는 렌즈의 틸트에

의한 파면수차를 보정할 수 있도록 된 렌즈를 적용하여, 제1 및 제2대물렌즈(45)(41) 사이에 상대적인 틸트가 있는 경우,

DVD용 제2광(21a) 및 CD용 제3광(21b)이 제2대물렌즈(41)로 입사되는 각도를 조절하여 이러한 상대적인 틸트에 기인

한 호환형 광픽업의 광학적 성능 열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본 발명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은 차세대 DVD(1a)용 제1대물렌즈(45)도 제2대물렌즈(41)와 마찬가지로 틸트에 의한 파

면수차 보정이 가능하며 차세대 DVD의 규격에 맞게 설계된 렌즈를 적용하여, 원하는 바에 따라 스큐 조정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광학적 구성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은 전술한 바와 반대로, DVD(1b)/CD(1c)용 제2대물렌즈(41)에 대해서는 스큐 조정

에 의해 광축이 맞춰지도록 하고, 차세대 DVD(1a)용 제1대물렌즈(41)로 틸트에 의한 파면수차 보정이 가능하도록 된 렌

즈를 적용한 광학적 구성을 가질 수도 있다.

  한편,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이 차세대 DVD(1a)용 단일 광원(11) 및 이에 적합한 제1대

물렌즈(45), DVD(1b) 및 CD(1c)용 트윈 광원(21) 및 이에 적합한 제2대물렌즈(41)를 구비하여, 3종의 기록 밀도가 상이

한 광디스크 예컨대, 차세대 DVD, DVD 및 CD를 호환 채용하여 기록 및/또는 재생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설명 및 도시하

였는데, 본 발명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 발명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은 차세대 DVD(1a) 및 DVD(1b)용 트윈 광원 및 이에 적합한 대물렌즈와,

CD(1c)용 단일 광원 및 이에 적합한 대물렌즈를 구비하는 광학적 구성을 가질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호환형 광픽업은 2개의 대물렌즈 및 서로 다른 파장의 세 가지 광을 이용하여 세 종류의

기록매체를 호환 채용할 수 있다.

  이때, 서로 상이한 기록밀도 및 포맷을 갖는 복수 종류의 광정보저장매체에 대해 요구되는 작동 거리 차이를 고려하여, 2

개의 대물렌즈를 설치하면, 짧은 작동 거리를 갖는 대물렌즈와 광디스크 사이의 부딪힘을 방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로 기록밀도 및 포맷이 상이한 제1 내지 제3기록매체를 호환 채용할 수 있도록 된 호환형 광픽업에 있어서,

  상기 제1기록매체에 적합한 파장의 제1광을 출사하는 단일 광원과;

  상기 제2 및 제3기록매체에 각각 적합한 파장의 제2 및 제3광을 출사하는 트윈 광원과;

  상기 제1광을 집속시켜 제1기록매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위한 광스폿을 형성하는 제1대물렌즈와;

  상기 트윈 광원에서 출사된 제2 및 제3광을 집속시켜 상기 제2 및 제3기록매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위한 광스폿을 형

성하는 제2대물렌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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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를 구동하기 위하여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형성된 단일 렌즈 홀더와, 상

기 단일 렌즈 홀더를 구동하기 위한 자기 회로를 포함하는 액츄에이터와;

  기록매체에서 반사된 제1광을 수광하여 정보신호 및/또는 오차신호를 검출하는 제1광검출기와;

  기록매체에서 반사된 제2 및 제3광을 수광하여 정보신호 및/또은 오차신호를 검출하는 제2광검출기;를 포함하며,

  상기 단일 렌즈 홀더는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를 서로 다른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 중 짧은 작동거리를 갖는 대물렌즈의 작동 거리를 WD1, 긴 작동거리를 갖는 대물렌즈의 작동

거리를 WD2라 할 때,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는 하기의 조건식을 만족하도록 설치되어, 기록매체의 장착 및/또는 작동

거리가 긴 대물렌즈 동작시 짧은 작동거리를 갖는 대물렌즈와 기록매체의 접촉을 방지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환

형 광픽업.

  <식>

  WD2 ≥WD1

  짧은 작동거리를 갖는 대물렌즈의 기록매체에 대한 기본 이격 거리 = WD1 + α

  여기서, α = │WD2-WD1│ ×(0.1 ∼1.0)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대물렌즈의 기울어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파면수차

와 대물렌즈에 입사되는 광의 기울어짐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파면수차가 동일한 종류가 되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호환형 광픽업.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3기록매체 중 어느 하나는, CD 계열의 광디스크, 다른 하나는 DVD 계열의 광디스크,

나머지 하나는 DVD보다 고밀도인 차세대 DVD 계열의 광디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환형 광픽업.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광검출기는 제2 및 제3광을 각각 수광하기 위한 제1 및 제2메인 광검출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호환형 광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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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트윈 광원에서 출사된 제2 및/또는 제3광을 회절에 의해 적어도 3개의 광으로 분기시키는 그레이

팅;을 더 구비하며,

  상기 제2광검출기는 상기 그레이팅에 의해 분기된 서브 광들을 수광하기 위한 복수의 서브 광검출기;를 더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호환형 광픽업.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대물렌즈의 기울어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파면수차

와 대물렌즈에 입사되는 광의 기울어짐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파면수차가 동일한 종류가 되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호환형 광픽업.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대물렌즈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대물렌즈의 기울어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파면수차

와 대물렌즈에 입사되는 광의 기울어짐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파면수차가 모두 코마수차가 되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환형 광픽업.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3기록매체 중 어느 하나는, CD 계열의 광디스크, 다른 하나는 DVD 계열의 광디스크,

나머지 하나는 DVD보다 고밀도인 차세대 DVD 계열의 광디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환형 광픽업.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차세대 DVD 계열의 광디스크는 0.1mm 정도의 두께를 가지며, 상기 차세대 DVD계열의 광디스

크용 광은 청자색 파장 영역의 광이고 및/또는 상기 차세대 DVD 계열의 광디스크용 대물렌즈는 0.85 이상의 개구수를 가

지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환형 광픽업.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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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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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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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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