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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픽업 및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

요약

대물 렌즈 구동장치(actuator)는, 이동 베이스에 고정적으로 장착되는 고정 블록과, 그 고정 블록에 대해서 디스크형상 기

록 매체의 기록면에 이접(離接)하는 방향인 포커싱 방향 및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대략 반경 방향인 트래킹 방향으로 동

작가능한 가동 블록을 가진다. 제1 대물 렌즈는 가동 블록에 장착되어, 디지털 버서타일(versatile) 디스크(DVD) 또는 컴

팩트 디스크(CD)의 기록면에 제1 레이저광을 집광시킨다. 제2 대물 렌즈는 가동 블록에 장착되어, 블루레이 디스크(BD)

의 기록면에 제1 레이저광보다도 짧은 파장의 제2 레이저광을 집광시킨다. 제1 대물 렌즈와 제2 대물 렌즈는 포커싱 방향

및 트래킹 방향과 직교하는 디스크의 기록 트랙의 접선 방향으로 서로 이격(離隔: 떨어져 있음)해서 배치되어 있다. 제1 또

는 제2 대물 렌즈의 중심은 디스크의 중심을 지나서 디스크의 반경 방향으로 연장하는 선분(line) 상(上)에 위치되어 있다.

제1 대물 렌즈의 중심은 제2 대물 렌즈의 중심을 지나서 접선 방향으로 연장하는 선분 상에 위치되어 있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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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 디스크 테이블, 광픽업, 이동 베이스, 대물 렌즈 구동장치, 고정 블록, 가동 블록, 대물 렌즈.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1실시 형태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의 개략 사시도,

도 2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대물 렌즈 구동장치의 확대 평면도,

도 3은 대물 렌즈 구동장치의 일부를 도시하는 확대 단면도,

도 4는 2개의 대물 렌즈와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 트랙과의 위치 관계를 도시하는 절단(fragmentary) 평면도,

도 5는 도 4에 도시한 위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확대 절단 평면도,

도 6은 2개의 대물 렌즈의 위치가 다른 대물 렌즈 구동장치를 도시하는 절단 평면도,

도 7은 종래의 광픽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절단 평면도,

도 8의 (a) 및 (b)는 본 발명에 따른 광픽업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그 전체 내용이 본 명세서에 참조 문헌으로 병합된, 2004년, 9월 13일에 일본특허청에 출원된 일본 특허 출원

JP 2004-265381 및 2004년 11월 5일에 일본특허청에 출원된 일본 특허 출원 JP 2004-322338에 관한 주제를 포함한

다.

본 발명은, 광픽업 및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2개의 대물 렌즈를 보존유지(保持: hold)

하는 대물 렌즈 구동장치를 가지는 광픽업 및, 이 광픽업을 구비하고 종류가 다른(異種) 복수의 디스크를 재생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에 관한 것이다.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는 광디스크나 광자기(magnetooptical) 디스크 등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에 대해서 정보 신호의 기

록이나 재생을 행한다. 이와 같은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는,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반경 방향으로 이동가능하고 또한 그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에 대해서 레이저광을 조사(照射: apply)하는 광픽업을 가지고 있다.

이 광픽업은 대물 렌즈를 구동하기 위한 대물 렌즈 구동장치(actuator)를 가지고 있으며, 그 대물 렌즈 구동장치에 의해서

가동 블록(movable block)에 보존유지된다. 대물 렌즈 구동장치는 대물 렌즈를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면에 이접(離

接)하는 방향인 포커싱 방향으로 동작시켜서, 포커싱 조정을 행한다. 또, 대물 렌즈 구동장치는 대물 렌즈를 디스크형상 기

록 매체의 반경 방향과 거의 동일한 트래킹 방향으로 동작시켜서, 트래킹 조정을 행한다. 이와 같이 대물 렌즈 구동장치에

의해 대물 렌즈를 제어(조정)할 때에는, 대물 렌즈를 거쳐서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에 조사되는 레이저광이 디스크형상 기

록 매체의 기록 트랙에 집광(focus) 및 추종(trace)되도록 하고 있다.

근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는 기록 밀도 및 커버 두께가 상이한 각종 타입이 개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종류가 다른 디스

크형상 기록 매체로서는, 예를 들면 레이저광의 사용 파장이 780㎚ 부근인 컴팩트 디스크(CD： Compact Disc), 사용 파

장이 660㎚ 부근인 디지털 버서타일 디스크(DVD： Digital Versatile Disc) 및, 사용 파장이 405㎚ 부근인 블루레이 디스

크(BD： Blu-ray Disc)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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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레이저광의 사용 파장이 다른 이종(異種)의 복수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에 대해서 정보 신호의 기록 및 재생을

행하는 광픽업의 하나로서, 예를 들면 일본 특허공개번호 평성(特開平)9-35304호 공보(이하, 특허 문헌 1이라고 한다)에

개시된 바와 같이, 이들 다른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에 사용하기 위한 2개의 대물 렌즈를 구비한 것이 있다.

특허 문헌 1에 기재된 광픽업은, 파장이 다른 레이저광을 2개의 대물 렌즈에 의해 각각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면

에 집광시켜서, 그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에 대한 정보 신호의 기록 및 재생을 한다.

2개의 대물 렌즈는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반경 방향, 즉 광픽업이 그 디스크형상 기록매체의 반경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

향과 직교하는 방향인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 트랙의 접선 방향으로 서로 이격(離隔)해서 배치되는 각각의 위치에서

가동 블록에 장착되어 있다. 이와 같이, 2개의 대물 렌즈를 접선 방향으로 서로 이격해서 배치하므로, 가동 블록이 디스크

형상 기록 매체의 반경 방향에 있어서 양호하게 균형잡혀져, 대물 렌즈 구동장치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임의의 종류(type)의 디스크형상 기록매체는 최내주(innermost) 기록 트랙(Tp)이 다른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그와 같이

다르게 위치결정된 최내주 기록 트랙(Tp)을 고려하여 광픽업의 설계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에, 일부 종래의 광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CD와 DVD와 같이 종류가 다른 2개의 광디스크에 대해서

기록 및 재생을 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것이 있다.

CD와 DVD 겸용(compatible)의 광디스크 드라이브에서는, 예를 들면 일본 특허공개 번호 2002－298869호(이하, 특허

문헌 2라 한다)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물 렌즈나 콜리메이터 렌즈 등으로 구성되는 광로를 CD용 레이저광과 DVD

용 레이저광이 공통사용(shared)하는 것에 의해, 소형화할 수가 있다.

근래, 파장이 405㎚인 청자색(靑紫色) 레이저광을 이용한 블루레이 디스크(등록상표)가 실용화되어 있다. 블루레이 디스

크(BD)는 종래의 광디스크를 플레이(play)시키기 위한 레이저광보다도 현격히 짧은 파장의 레이저광을 이용해서 플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BD는 동일한 지름(徑)으로 이루어지는 DVD보다도 수배(數倍)나 큰 기록 용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

고, CD나 DVD와 함께 이 블루레이 디스크(BD)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3파장 광디스크 드라이브도 근래 실용화

되어 있다.

그런데, BD를 플레이시키기 위한 레이저광은 파장이 405㎚로서, CD 및 DVD를 플레이시키기 위한 레이저광과는 그 파장

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들 3파장 공용의 대물 렌즈를 설계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때문에, 3파장 광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는, 블루레이 디스크용으로 1개의 대물 렌즈와 CD 및 DVD용으로 각각 1개씩 2개의 대물 렌즈를 광픽업에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여기서, BD를 플레이시키기 위한 레이저광용의 광로와 CD 및 DVD를 플레이시키기 위한 레이저광용의 광로를 서로 완전

히 분리하면, 3파장 광디스크 드라이브의 설계는 용이하게 된다. 그러나, 광픽업의 사이즈가 커져 버린다. 한가지 해결책

으로서, 3파장 광픽업에 있어서, BD용으로 1개의 대물 렌즈 및 CD 및 DVD용으로 각 1개씩 2개의 대물 렌즈를 1개의 2축

액추에이터 상에 지지하고, BD용 1개 및 CD 및 DVD용 1개씩 각각의 광로에서 공급되는 레이저광을, 각각의 대물 렌즈로

도입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3파장 광픽업에서도, 레이저광을 각각의 대물 렌즈로 도입하기 위해, BD용 1개와 CD 및 DVD용 1개씩

2개의 미러가 필요하다. 2축 액추에이터는 렌즈 지지 기구나 구동용 코일 등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광은 그 2축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한정된 범위에서 도입된다. 특히, 노트북 퍼스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박

형 구조의 광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소위 슬림 드라이브에서는 장치 전체의 두께가 제한되기 때문에, 2축 액추에이터에의

레이저광의 도입 범위도 더욱더 한정되고, 이것에 의해 광픽업 자체의 박형화가 곤란하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설계의 용이화 및 이동 효율의 향상이 가능하고 또 복수 파장에 겸용 가능하

고 박형 구조인 소형의 광픽업 및, 이것을 구비한 광디스크 드라이브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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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광픽업 및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는 각각 대물 렌즈 구동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 대물 렌즈 구동장치는, 이

동 베이스에 고정적으로 장착되는 고정 블록(fixed block)과, 그 고정 블록에 대해서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면에 이

접(離接)하는 방향인 포커싱 방향 및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대략 반경 방향인 트래킹 방향으로 동작가능한 가동 블록

(movable blcok)을 가진다. 제1 대물 렌즈는 가동 블록에 장착되어, 한쪽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면에 제1 레이저

광을 집광시킨다. 제2 대물 렌즈는 가동 블록에 장착되어, 한쪽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와는 종류가 다른 다른쪽의 디스크

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면에 제1 레이저광보다도 짧은 파장의 제2 레이저광을 집광시킨다. 제1 대물 렌즈와 제2 대물 렌즈

는 포커싱 방향 및 트래킹 방향과 직교하는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 트랙의 접선 방향으로 서로 이격(離隔)해서 배치

되어 있다. 제1 또는 제2 대물 렌즈의 중심은 디스크 테이블에 선택적으로 장착되는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중심을 지나

서 그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반경 방향으로 연장하는 선분(line) 상(上)에 위치되어 있다. 제1 대물 렌즈의 중심은 제2 대

물 렌즈의 중심을 지나서 그 접선 방향으로 연장하는 선분 상에 위치되어 있다.

상기한 구조로 하는 것에 의해, 디스크 테이블을 회전시키는 스핀들 모터로 향하는 광픽업의 이동이 최소화된다.

상기 광픽업은 제1 레이저광을 출사(出射: emit)하는 제1 레이저 광원, 제2 레이저광을 출사하는 제2 레이저 광원, 제1 레

이저광을 제1 레이저 광원에서 제1 대물 렌즈로 이끄는(안내하는) 제1 광로, 제2 레이저광을 제2 레이저 광원에서 제2 대

물 렌즈로 이끄는 제2 광로, 제1 광로와 제2 광로 부분을 합성하는 광로 합성기(combiner) 및, 광로 합성기에 의해서 합성

된 제1 광로와 제2 광로 부분을 제1 대물 렌즈와 제2 대물 렌즈의 전단(前段)에서 분리하는 광로 분리기(세퍼레이터)를 더

포함해서 이루어진다.

제1 대물 렌즈와 제2 대물 렌즈는 2축 액추에이터로서 기능하는 대물 렌즈 구동장치에 장착되어 있으며, 광로 합성기는 제

1 레이저광 및 제2 레이저광이 대물 렌즈 구동장치 내(內)로 도입되기 전에 제1 광로와 제2 광로 부분을 합성한다.

제1 광로와 제2 광로를 대물 렌즈 구동장치 앞(前)에서 서로 합성하고, 또 제1 및 제2 대물 렌즈의 전단(앞)에서 서로 분리

하도록 했으므로, 레이저광의 도입 범위가 한정되는 박형 구조의 대물 렌즈 구동장치를 이용하여, 복수 파장에 겸용가능한

박형 구조의 광픽업을 구성할 수가 있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광픽업은, 디스크 테이블에 선택적으로 장착되는 종류가 다른 적어도 2개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

중 한쪽에 대해서 각각의 파장을 가지는 적어도 2개의 레이저광을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광픽업으로서, 디스크 테이블에

선택적으로 장착되는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반경 방향으로 이동가능한 이동 베이스와, 그 이동 베이스에 장착되는 대물

렌즈 구동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대물 렌즈 구동장치는 상기 이동 베이스에 고정적으로 장착되는 고정 블록, 그 고정 블록

에 대해서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면에 이접하는 방향인 포커싱 방향 및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대략 반경 방향인

트래킹 방향으로 동작가능한 가동 블록, 그 가동 블록에 장착되어 한쪽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면에 제1 레이저광

을 집광시키는 제1 대물 렌즈 및, 그 가동 블록에 장착되어 상기 한쪽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와는 종류가 다른 다른쪽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면에 제1 레이저광보다도 짧은 파장의 제2 레이저광을 집광시키는 제2 대물 렌즈를 포함하

고, 상기 제1 대물 렌즈와 제2 대물 렌즈는 포커싱 방향 및 트래킹 방향과 직교하는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 트랙의

접선 방향으로 서로 이격(離隔)해서 배치되어 있고, 제1 또는 제2 대물 렌즈의 중심은 디스크 테이블에 선택적으로 장착되

는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중심을 지나서 그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반경 방향으로 연장하는 선분(line) 상(上)에 위치되

어 있고, 제1 대물 렌즈의 중심은 제2 대물 렌즈의 중심을 지나서 그 접선 방향으로 연장하는 선분 상에 위치되어 있도록

제공된다.

상기한 광픽업에서는, 광픽업의 디스크 테이블에 가까워지는 이동 행정(스트로크)에 있어서의 단부를 스핀들 모터로부터

최대한 이격(離隔)하는 위치에 설정할 수 있다. 상기 광픽업은 이동 베이스와 스핀들 모터와의 상호 접촉을 회피하는 설계

가 용이하다. 따라서, 상기 광픽업은 설계의 용이화 및 제조 코스트의 저감을 도모할 수가 있다.

또, 광픽업이 디스크 테이블로 향해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어, 광픽업의 이동에 관한 효율화를 도모할 수가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는, 종류가 다른 적어도 2개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를 선택적으로 플레이시키는 디

스크 드라이브 장치로서, 그 위에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를 선택적으로 장착하는 디스크 테이블과, 그 디스크 테이블에 선

택적으로 장착되는 한쪽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에 대해 각각의 파장을 가지는 적어도 2개의 레이저광을 선택적으로 조사

하는 광픽업을 구비하며, 상기 광픽업은 디스크 테이블에 선택적으로 장착되는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반경 방향으로 이

동가능한 이동 베이스와, 그 이동 베이스에 장착되는 대물 렌즈 구동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대물 렌즈 구동장치는 상기 이

동 베이스에 고정적으로 장착되는 고정 블록, 그 고정 블록에 대해서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면에 이접하는 방향인

포커싱 방향 및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대략 반경 방향인 트래킹 방향으로 동작가능한 가동 블록, 그 가동 블록에 장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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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한쪽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면에 제1 레이저광을 집광시키는 제1 대물 렌즈 및, 그 가동 블록에 장착되어 상기

한쪽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와는 종류가 다른 다른쪽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면에 제1 레이저광보다도 짧은 파장

의 제2 레이저광을 집광시키는 제2 대물 렌즈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대물 렌즈와 제2 대물 렌즈는 포커싱 방향 및 트래킹

방향과 직교하는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 트랙의 접선 방향으로 서로 이격(離隔)해서 배치되어 있고, 제1 또는 제2

대물 렌즈의 중심은 디스크 테이블에 선택적으로 장착되는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중심을 지나서 그 디스크형상 기록 매

체의 반경 방향으로 연장하는 선분(line) 상(上)에 위치되어 있고, 제1 대물 렌즈의 중심은 제2 대물 렌즈의 중심을 지나서

그 접선 방향으로 연장하는 선분 상에 위치되어 있다.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에서는, 광픽업의 디스크 테이블에 가까워지는 이동 행정(스트로크)에 있어서의 단부를 스핀들

모터로부터 최대한 이격(離隔)하는 위치에 설정할 수 있다.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는 이동 베이스와 스핀들 모터와의

상호 접촉을 회피하는 설계가 용이하다. 따라서,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는 설계의 용이화 및 제조 코스트의 저감을 도

모할 수가 있다.

또, 광픽업이 디스크 테이블로 향해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어, 광픽업의 이동에 관한 효율화를 도모할 수가 있다.

제1 광로와 제2 광로를 대물 렌즈 구동장치 앞(前)에서 서로 합성하고, 또 제1 및 제2 대물 렌즈의 전단(앞)에서 서로 분리

하도록 했다. 이것에 의해, 레이저광의 도입 범위가 한정되는 박형 구조의 대물 렌즈 구동장치를 이용하여, 복수 파장에 겸

용가능한 박형 구조의 광픽업을 구성할 수가 있다. 따라서, 상기 광픽업 및 디스크 드라이브 구동장치에 의하면, 복수 파장

에 겸용 가능하게 되고, 또 박형 구조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또, 광픽업이 디스크 테이블로 향해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어, 광픽업의 이동에 관한 효율화를 도모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그밖의 목적과 특징 및 이점은 예를 들면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를 설명하

는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명확하게 될 것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이하에, 본 발명에 따른 광픽업 및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의 최량의 형태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1)는 내부에 각종 구성요소(부재) 및 기구를 수용하는

외부 하우징(外筐)(2)을 구비한다. 외부 하우징(2)의 측벽에는 디스크 삽입구(도시하지 않음)가 형성되어 있다.

외부 하우징(2) 내에는 섀시(도시하지 않음)가 배치되고, 그 섀시에 장착된 스핀들 모터의 모터 축에 디스크 테이블(3)이

고정되어 있다.

섀시에는 2개의 평행한 가이드축(4)이 장착된다. 또, 그 섀시에는 이송 모터(도시하지 않음)에 의해서 회전가능한 리드 스

크류(lead screw)(5)가 지지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광픽업(6)은, 이동 베이스(7)와, 그 이동 베이스(7) 상에 장착된 광학 부품과, 이동 베이스(7) 상에 장착된

대물 렌즈 구동장치(8)를 가지고 있다. 이동 베이스(7)의 양단부에 마련된 베어링(7a, 7b)은 각각 가이드축(4)에 의해서

슬라이드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다.

이동 베이스(7)에 장착된 너트(도시하지 않음)는 리드 스크류(5)에 나사결합(螺合)된다. 이송 모터에 의해서 리드 스크류

(5)가 자신의 축에 대해 회전되면, 너트가 리드 스크류(5)의 회전 방향에 따른 방향으로 리드 스크류(5)를 따라 보내져서,

광픽업(6)을 디스크 테이블(3)에 장착되는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반경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는 디지털 버서타일 디스크(DVD)(100a)나 컴팩트 디스크(CD)(100b) 또는 블루레이 디스크

(BD)(100c)의 어느 것이라도 좋다. DVD(100a)를 플레이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레이저광의 파장은 약 660㎚이다. CD

(100b)를 플레이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레이저광의 파장은 약 780㎚이다. BD(100c)를 플레이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레이

저광의 파장은 약 405㎚이다.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는 일반적으로, 화상, 음악, 문자 등을 나타내는 정보가 라이트(書入: write)되어 있는 정보 영

역(information area)이라고 칭해지는 제1 라이트 영역과,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종류나 그의 구성 등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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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매체 정보가 라이트되어 있는 버스트 컷팅 영역(burst cutting area) 또는 트랜지션 영역(transition area)이라고 칭

해지는 제2 라이트 영역을 가지고 있다. 제2 라이트 영역은 제1 라이트 영역의 반경방향 내주에 형성되고, 디스크형상 기

록 매체(100)의 반경 방향 최내주 영역에 위치되어 있다.

제2 라이트 영역의 최내주의 기록 트랙은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위치되어 있다. DVD(100a)

또는 CD(100b)의 제2 라이트 영역의 최내주의 기록 트랙이 디스크의 중심으로부터 약 22㎜에 위치되어 있고, BD(100c)

의 제2 라이트 영역의 최내주의 기록 트랙이 디스크의 중심으로부터 약 21㎜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1)에 있어서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에 대한 정보 신호의 기록 또는 재생이 행해질 때는, 광픽업

(6)은 처음에 제2 라이트 영역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讀出: read)하고, 그 다음에 제1 라이트 영역에의 정보의 라이트 또는

제1 라이트 영역에 기록된 정보의 판독을 행한다. 따라서, 디스크 드라이브(1)는 DVD(100a) 또는 CD(100b)에 대한 정보

신호의 기록 또는 재생이 행해질 때에는, 광픽업(6)이 처음에 디스크의 중심으로부터 약 22㎜에 위치되어 있는 기록 트랙

으로부터 정보를 판독하고,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10)가 BD(100c)에 대한 정보 신호의 기록 또는 재생을 행할 때에는, 광

픽업(6)은 처음에 디스크의 중심으로부터 약 21㎜에 위치되어 있는 기록 트랙으로부터 정보를 판독한다.

도 2 및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대물 렌즈 구동장치(8)는 베이스 부재(9), 고정 블록(10) 및, 그 고정 블록(10)에 대해

동작가능한 가동 블록(11)을 가지고 있다.

베이스 부재(9)는 자성 금속 재료로 이루어지고, 이동 베이스(7) 상에 고정적으로 장착된 베이스(9a)와 그 베이스(9a)로부

터 직각으로(90°) 위쪽으로 구부려진 한쌍의 요크(9b)를 포함한다. 요크(9b)는 대물 렌즈 구동장치(8)의 종 방향

(longitudinal direction: 길이 방향), 즉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기록 트랙의 접선 방향(TAN)으로 서로 이격해서 배

치되어 있다.

요크(9b)의 서로 대향하는 면에는 각각 자석(12)이 장착되어 있다.

고정 블록(10)은 이동 베이스(7)에 고정되어 있다. 회로 기판(도시하지 않음)의 일단부는 고정 블록(10)의 후면(後面)에 장

착되고, 전원 회로(도시하지 않음)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지지 스프링(13)의 후단부는 고정 블록(10)에 접속되고, 그 고정 블록(10)의 후면에 부착된 회로 기판에 접속되어 있다. 지

지 스프링(13)은 고정 블록(10)으로부터 전방을 향해 돌출되어 있다.

가동 블록(11)은 가동 홀더(14)와 구동(actuator) 코일(15)을 가지고 있다.

가동 홀더(14)는 렌즈 장착부(14a)와 그 렌즈 장착부(14a)의 뒤측(後側)에 마련된 코일 홀더(14b)를 가지고, 렌즈 장착부

(14a)와 코일 홀더(14)는 서로 일체로 되어 있다.

렌즈 장착부(14a)는 가동 홀더(14)의 전후 방향으로 서로 이격해서 배치된 2개의 투과구멍(14c, 14d)(도 3 참조)을 가지

고 있다. 그 투과구멍(14c, 14d)을 각각 상측으로부터 덮도록 해서 렌즈 장착부(14a) 상에 제1 대물 렌즈(16)와 제2 대물

렌즈(17)가 장착되어 있다.

제1 대물 렌즈(16)는 각각의 파장이 약 660㎚ 및 약 780㎚인 레이저광을 투과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레이저광의

개구수는 약 0.5 및 0.65이다. 제1 대물 렌즈(16)는 DVD(100a) 및 CD(100b)의 기록면에 각각의 레이저광을 각각 집광하

는 역할을 한다.

제2 대물 렌즈(17)는 파장이 약 405㎚인 레이저광을 투과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그 레이저광의 개구구는 약 0.85 정도이

다. 제2 대물 렌즈(17)는 BD(100c)의 기록면에 레이저광을 집광하는 역할을 한다.

제2 대물 렌즈(17)는 제1 대물 렌즈(16)보다도 고정 블록(10)에 더 가깝게 배치되어 있다. 제2 대물 렌즈(17)의 중심(S2)

은 도 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광픽업(6)의 이동 방향, 즉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반경 방향(RAD)으로 연장하고 디

스크 테이블(3)의 중심, 즉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중심(P)을 통과하는 선분(Lr) 상에 위치되어 있다.

제1 대물 렌즈(16)는 제2 대물 렌즈(17)에 대해서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기록 트랙의 접선 방향으로 이격해서 배

치되어 있다. 제1 대물 렌즈(16)의 렌즈 중심(S1)은 제2 대물 렌즈(17)의 렌즈 중심(S2)을 지나서 상기 접선 방향으로 연

장하는 선분(Lt) 상에 위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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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중심(P)에서 제1 대물 렌즈(16)의 중심(S1)까지의 거리

(H1)는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중심(P)에서 제2 대물 렌즈(17)의 중심(S2)까지의 거리(H2)보다도 크게 되어 있다.

도 2 및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가동 블록(11)의 코일 홀더(14b)는 상하로 관통된 대략 직사각형의 프레임 형상으로

형성되고, 코일 홀더(14b)의 내측에는 구동 코일(15)이 보존유지되어 있다.

구동 코일(15)은 가동 블록(11)을 포커싱 방향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포커싱 코일(18)과, 가동 블록(11)을 트래킹 방향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한쌍의 트래킹 코일(19)을 포함하고 있다. 포커싱 방향은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에 이접하는 방향,

즉 도 3에서 화살표 F로 나타내는 방향, 또는 상하 방향이다. 트랙킹 방향은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반경 방향, 즉

도 2에서 화살표 T로 나타내는 방향, 또는 대물 렌즈 구동장치(8)의 횡단(좌우) 방향이다.

포커싱 코일(18) 및 트래킹 코일(19)은 각각 대략 직사각형 중공 형상(rectangular tubular shape)인 권선부(winding)를

포함하고 있다. 포커싱 코일(18)의 권선축(winding axis)은 상하 방향, 즉 포커싱 방향으로 연장하고, 트래킹 코일(19)의

권선축은 대물 렌즈 구동장치(8)의 전후 방향, 즉 접선 방향으로 연장하고 있다. 트래킹 코일(19)은 포커싱 코일(18)의 전

면(前面)에 장착되어 있으며, 대물 렌즈 구동장치(8)의 횡단(좌우) 방향으로 서로 이격해서 배치된다.

포커싱 코일(18) 및 트래킹 코일(19)의 각각의 일단부(一端部)는 각각, 가동 홀더(14)의 양측면에 장착된 접속 단자(14e)

에 접속되어 있다. 접속 단자부(14e)에는 각각 지지 스프링(13)의 각 전단부가 접속되어 있다. 따라서, 가동 블록(11)은 지

지 스프링(13)에 의해서 고정 블록(10)과 연결되어, 공중(空中)에 유지된다.

지지 스프링(13)에는 전원 회로로부터 고정 블록(10)의 후면에 부착된 회로 기판을 거쳐서 포커싱 조정용 또는 트래킹 조

정용의 구동 전류가 공급된다. 따라서, 지지 스프링(13)의 쌍(2개씩)이 포커싱 코일(18)과 트래킹 코일(19)로 전류를 공급

하는 급전(전류 공급) 부재(feeder member)로서 기능한다.

트래킹 코일(19)을 사이에 둔 전후 양측의 위치에는, 각각의 요크(9b)에 장착된 자석(12)이 배치된다.

포커싱 코일(18) 또는 트래킹 코일(19)에 전원 회로로부터 회로 기판 및 지지 스프링(13)을 거쳐서 구동 전류가 공급되면,

그 구동 전류의 방향과 자석(12) 및 요크(9b)에 의해 발생되는 자속의 방향에 따라, 가동 블록(11)이 포커싱 방향 또는 트

래킹 방향으로 이동한다.

가동 블록(11)이 포커싱 방향 또는 트래킹 방향으로 동작(이동)할 때에는, 지지 스프링(13)이 탄성 변형된다.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가동 홀더(14)에 장착된 제1 대물 렌즈(16)와 제2 대물 렌즈(17)의 아래쪽에는 빔 스플리터

(20)와 상승 미러(upwardly reflecting mirror)(21)가 각각 배치되어 있다. 빔 스플리터(20)와 상승 미러(21)는 각각, 분

리면(20a)과 반사면(21a)이 동일 방향으로 향해 있다. 빔 스플리터(20)와 상승 미러(21)는 이동 베이스(7) 상에 장착되어

있다.　빔 스플리터(20)의 분리면(20a)은 투과하는 광의 파장에 따라서 투과율이 다른(변화하는) 파장 의존성을 가지는

투과막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1)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디스크 테이블(3)이 스핀들 모터에 의해 회전되면, 그 디스크 테이블(3)에 장착된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가 회전된다.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가 DVD(100a) 또는 CD(100b)인 경우에는, 발광 소자(도시하지 않음)에서 발광되어 빔 스플

리터(20)에 입사된 레이저광이, 그 빔 스플리터(20)의 분리면(20a)에 의해 반사되고, 제1 대물 렌즈(16)를 거쳐서 DVD

(100a) 또는 CD(100b)의 기록면에 조사된다. DVD(100a) 또는 CD(100b)의 기록면에 조사된 레이저광은 반사되어, 귀환

광(return beam)으로서 제1 대물 렌즈(16) 및 빔 스플리터(20)를 거쳐서 도시하지 않은 광검출 소자(도시하지 않음)에 입

사된다. 광검출 소자에 귀환광이 입사되면, 광검출 소자에 의해 RF 신호를 포함한 신호가 검출되고 DVD(100a) 또는 CD

(100b)에 대한 정보 신호의 기록 또는 재생이 행해진다.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가 BD(100c)인 경우에는, 발광 소자(도시하지 않음)에서 발광된 레이저광은 그 빔 스플리터

(20)의 분리면(20a)을 투과해서, 상승 미러(21)의 반사면(21a)에 의해 반사된 후, 제2 대물 렌즈(17)를 거쳐서 BD(1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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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록면에 조사된다. BD(100c)의 기록면에 조사된 레이저광은 반사되어, 귀환광으로서 다시 제2 대물 렌즈(17), 상승

미러(21) 및 빔 스플리터(20)를 거쳐서 광검출 소자에 입사된다. 광검출 소자에 귀환광이 입사되면, 광검출 소자에 의해

RF 신호를 포함한 신호가 검출되고 BD(100c)에 대한 정보 신호의 기록 또는 재생이 행해진다.

상기한 기록 동작 또는 재생 동작 시에는, 포커싱 코일(18)에 구동 전류가 공급되면, 대물 렌즈 구동장치(8)의 가동 블록

(11)이 고정 블록(10)에 대해서 포커싱 방향으로 이동되고, 발광 소자에서 발광되어 제1 대물 렌즈(16) 또는 제2 대물 렌

즈(17)를 거쳐서 조사되는 레이저광의 스폿을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기록 트랙에 집광하기 위해서 포커싱 조정을

실행한다.

트래킹 코일(19)에 구동 전류가 공급되면, 대물 렌즈 구동장치(8)의 가동 블록(11)이 고정 블록(10)에 대해서 트래킹 방향

으로 이동되고, 발광 소자에서 발광되어 제1 대물 렌즈(16) 또는 제2 대물 렌즈(17)를 거쳐서 조사되는 레이저광의 스폿을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기록 트랙에 추종(trace)하도록 하기 위해서 트래킹 조정이 실행된다.

상기한 기록 동작 또는 재생 동작 시에, 광픽업(6)은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반경방향 내주 영역(inner area)에서

반경방향 외주 영역(outer area)을 향해 반경방향 내측으로 연속해서 이동된다. 이 때,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가 DVD

(100a) 또는 CD(100b)인 경우, 광픽업(6)은 처음에 디스크의 중심으로부터 약 22㎜에 위치되어 있는 기록 트랙(Tdc)(도

4 참조)으로부터 기록된 정보를 제1 대물 렌즈(16)를 거쳐서 판독한다.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가 BD(100c)인 경우,

광픽업(6)은 처음에 디스크의 중심으로부터 약 21㎜에 위치되어 있는 기록 트랙(Tb)(도 4 참조)으로부터 기록된 정보를

제2 대물 렌즈(17)를 거쳐서 판독한다.

광픽업(6)에 있어서는, BD(100c)를 플레이시키기 위한 제2 대물 렌즈(17)의 중심(S2)은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반

경 방향으로 연장하고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중심(P)을 지나는 선분(Lr) 상에 위치되어 있다. DVD(100a) 또는

CD(100b)를 플레이시키기 위한 제1 대물 렌즈(16)의 중심(S1)은 제2 대물 렌즈(17)의 중심(S2)을 지나서 디스크형상 기

록 매체(100)의 기록 트랙의 접선 방향으로 연장하는 선분(Lt) 상에 위치되어 있다.

제2 대물 렌즈(17)의 중심(S2)이 BD(100c)의 최내주(innermost)에 존재하는 기록 트랙(Tb)과 위치맞춤(대응조정)해서

위치되었을 때에는, 제1 대물 렌즈(16)의 중심(S1)은 기록 트랙(Tb)의 반경방향 외측(外側)에 위치된다. 이때 광픽업(6)의

이 위치를 디스크 테이블(3)에 가까워지는 그의 반경방향 이동 행정에 있어서의 단부에 설정해도, DVD(100a) 또는 CD

(100b)의 최내주에 존재하는 기록 트랙(Tdc)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선분(Lr) 상에 있는 한쪽의 대물 렌즈를 DVD(100a) 또는 CD(100b)를 플레이시키는데 사용하고, 다른쪽의 대물

렌즈를 BD(100c)를 플레이시키는데 사용하며, 또 DVD(100a) 또는 CD(100b)의 최내주에 존재하는 기록 트랙(Tdc)과 위

치맞춤되어 있는 선분(Lr) 상의 대물 렌즈의 중심이 디스크 테이블(3)에 가까워지는 그의 반경방향 이동 행정에 있어서의

단부에 설정한 경우에는, 그 행정의 단부에 있어서, 다른쪽의 대물 렌즈의 중심이 BD(100c)의 최내주에 존재하는 기록 트

랙(Tb)보다도 반경방향 외측에 위치되어 버리기 때문에, 광픽업(6)은 BD(100c)의 최내주에 존재하는 기록 트랙(Tb)에 기

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다른쪽 대물 렌즈의 중심의 반경방향 내주(inward)에 있는 위치를 광픽업(6)을 디

스크 테이블(3)로 반경방향으로 이동하는 행정에 있어서의 단부에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광픽업(6)이 많은(大)

거리를 이동하지 않으면 안됨과 동시에, 선분(Lr) 상에 있는 대물 렌즈는 필요 이상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상으로 기재한 바와 같이, DVD(100a) 및 CD(100b)를 플레이시키기 위한 제1 대물 렌즈(16)와 BD(100c)를 플레이시

키기 위한 제2 대물 렌즈(17)가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기록 트랙의 접선 방향으로 서로 이격해서 배치되고, 제2 대

물 렌즈(17)의 중심(S2)이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중심(P)을 지나서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반경 방향으로

연장하는 선분(Lr) 상에 위치되어 있다. 따라서, 광픽업(6)의 디스크 테이블(3)에 가까워지는 반경방향 이동 행정에 있어

서의 단부를 스핀들 모터로부터 최대한 이격하는 위치에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광픽업(6)은 이동 베이스(7)와 스핀들

모터와의 상호 접촉을 회피하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1)의 설계의 용이화 및 제조 코스트의 저감을

도모할 수가 있다.

광픽업(6)이 디스크 테이블(3)을 향해 이동하는 거리(이동량)를 최소화할 수 있어, 광픽업(6)의 이동에 관한 효율화를 도

모할 수가 있다.

또한, 광픽업(6)이 트래킹 오차 신호를 차동 푸시풀법(differential push-pull method)을 이용하여 검출하는 경우에는, 레

이저광의 기록면 상의 3개의 스폿과 그의 기록 트랙과의 위치 관계가 변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광픽업(6)

이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반경방향 내주 영역과 외주 영역으로 이동되었을 때에 기록 트랙의 곡률이 상이(相異)하

기 때문에, 레이저광의 3개의 스폿과 기록 트랙과의 위치 관계가 변화한다. 이 위치 관계의 변화율은 중심(S2)이 디스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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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기록 매체(100)의 중심(P)을 지나서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반경 방향으로 연장하는 선분(Lr) 상에 위치되어 있

는 제2 대물 렌즈(17)를 거쳐서 조사되는 레이저광보다도, 중심(S1)이 선분(Lr) 상에 위치되어 있지 않은 제1 대물 렌즈

(16)를 거쳐서 조사되는 레이저광보다도 커진다.

또, 트랙 간(間)의 거리, 즉 트랙 피치가 작은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인 경우에는, 상기 위치 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기

쉽다. 따라서, 트랙 피치가 작은 BD(100c)는 트랙 피치가 큰 DVD(100a) 및 CD(100b)보다 이 위치 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기 쉽다.

그래서, 본 발명에 의하면, BD(100c)를 플레이시키기 위한 제2 대물 렌즈(17)의 중심(S2)을 선분(Lr) 상에 위치시키는 것

에 의해, 트래킹 오차 신호를 차동 푸시풀법을 이용하여 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트래킹 오차 신호의 검출 정밀도의 향상

을 도모할 수가 있다.

상기한 광픽업(6)은 트랙 피치가 작은 BD(100c)으로부터 트래킹 오차 신호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주광속(主光束)과 부광

속(副光束)을 이용하여 외란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소위 3스폿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3스폿법을 이용했을 때에, BD(100c)를 플레이시키기 위한 제2 대물 렌즈(17)의 중심(S2)을 선분(Lr) 상에 위

치시키는 것에 의해, BD(100c)의 반경방향 내주 영역과 외주 영역 사이에서 생겨 버리는 오프셋(offset)의 영향을 받기 어

렵게 된다.

또, 3스폿법에 있어서 3스폿이 아니라 1개의 스폿(주광속)만을 이용하여 트래킹 오차 신호를 검출하는 1스폿법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1스폿법은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기록면의 흠(상처)이나 먼지에 의한 영향을 받기 쉽다. 3스폿법

은 이러한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의 기록면의 흠이나 먼지의 영향을 받기 어렵게 된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가동 블록(11)의 선단부에 가깝게 DVD(100a) 및 CD(100b)를 플레이시키기 위한 제1 대물 렌즈(16)

를 배치하고, 가동 블록(11)의 기단부에 가깝게, 즉 고정 블록(10)에 가까운 측에 BD(100c)를 플레이시키기 위한 제2 대

물 렌즈(17)를 배치하고 있다. 반대로 도 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가동 블록(11)의 선단부에 가깝게 BD(100c)를 플레이

시키기 위한 제2 대물 렌즈(17)를 배치하고, 가동 블록(11)에 있어서의 기단부, 즉 고정 블록(10)에 가까운 측에 DVD

(100a) 및 CD(100b)를 플레이시키기 위한 제1 대물 렌즈(16)를 배치해도 좋다.

제1 대물 렌즈(16)와 제2 대물 렌즈(17)에 대해, 도 4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의 배치 구성, 또는 도 6에 도시하는 대물 렌즈

의 배치 구성 중의 어느 배치 구성을 채용할 것인지는, 빔 스플리터(20)의 분리면(20a)의 투과막을 형성하는데 용이함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좋다. 예를 들면, 각각 약 660㎚ 및 약 780㎚의 파장을 가지는 레이저광을 반사하고 약 405㎚의 파장

을 가지는 레이저광을 투과하는 투과막을 분리면(20a)으로서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동 블록(11)의 선단부

로부터 순차적으로 제1 대물 렌즈(16)와 제2 대물 렌즈(17)가 연속해서 위치(배치)되어 있도록 하면 좋다. 반대로, 약 405

㎚의 파장을 가지는 레이저광을 반사하고 각각 약 660㎚ 및 약 780㎚의 파장을 가지는 레이저광을 투과하는 투과막을 분

리면(20a)으로서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동 블록(11)의 선단부로부터 순차적으로 제2 대물 렌즈(17)와 제1

대물 렌즈(16)가 연속해서 위치(배치)되어 있도록 하면 좋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DVD(100a), CD(100b) 및 BD(100c)의 3종류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를 플레이시키는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1)를 예로서 기술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원리는 예를 들면 DVD(100a)와 BD(100c)의 2종류의 디스크형

상 기록 매체(100), 또는 예를 들면 CD(100b)와 BD(100c)의 2종류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100)를 플레이시키는 디스

크 드라이브 장치에도 적용가능하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포커싱 방향을 상하 방향, 트래킹 방향을 좌우(횡단) 방향으로서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포커싱 및 트

래킹 방향은 설명의 편의상 예로서 기재한 것일뿐, 특별히 그 상하 및 좌우 방향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도 8의 (a)는 3파장 광픽업(110)을 도시한 것으로서, 베이스(111) 상에 각종 광학 소자(부품)가 탑재되어 있다. 이 광픽업

(110)은 CD 및 DVD에 대한 정보의 기록 및 재생을 행하기 위한 CD/DVD 광학계(120)와, BD에 대한 정보의 기록 및 재

생을 행하기 위한 BD 광학계(140)와, CD, DVD 및 BD에 대해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 광학계(160)를 가지고 있다.

CD/DVD 광학계(120)에 있어서, 제1 레이저 광원으로서의 CD/DVD용 레이저 다이오드(121)에서 출사된 레이저광은,

CD/DVD용 출사광으로서, 커플링 렌즈(122), 미러(123), 회절격자(그레이팅)(124) 및 빔스플리터(125)를 순차 거쳐서,

콜리메이터 렌즈(126)에 입사된다. 콜리메이터 렌즈(126)는 CD/DVD용 출사광을 평행광으로 변환하고, 이 평행광을 공

통 광학계(160)에 입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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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광학계(160)는 CD/DVD용 출사광의 일부를 직각으로 반사시켜 그의 레이저 파워를 검출하는 프런트 포토다이오드

(127)에 입사시키는 광로 합성용 빔 스플리터(161)를 가지고 있다. 자세하게는 후술하겠지만, CD/DVD용 출사광의 나머

지는 광로 합성용 빔 스플리터(161)로부터 CD/DVD용 대물 렌즈(162)를 거쳐서 광디스크(100){도 8의 (b) 참조}의 기록

면에 조사한다. 광디스크(100)로부터의 반사광은 CD/DVD용 입사광으로서, CD/DVD용 대물 렌즈(162)를 거쳐서 CD/

DVD 광학계(120)로 입사한다.

CD/DVD 광학계(120)에 있어서는, CD/DVD용 입사광은 콜리메이터 렌즈(126)를 거쳐서 빔 스플리터(125)에 입사한다.

빔 스플리터(125)는 CD/DVD용 입사광을 직각으로 반사시킨다. 반사된 CD/DVD용 입사광은 원통형 렌즈(128) 및 홀로

그램(129)을 거쳐서 PDIC(Photo Detector IC)(130)에 입사한다. PDIC(130)는 CD/DVD용 입사광을 전기(電氣) 신호로

변환(광전 변환)하고, 재생 신호, 트래킹 에러 신호 및 포커스 에러 신호를 포함한 각종 신호를 출력한다.

BD 광학계(140)에 있어서, 제2 레이저 광원으로서의 BD용 레이저 다이오드(141)에서 출사된 레이저광은, BD용 출사광

으로서, 파장판(wavelength plate), 회절격자 혹은 이들의 복합 소자를 포함하는 편광기(polarizer)(142)에 입사한다. 그

편광기(142)는 BD용 출사광의 편광면을 회전시키고, 그 후 해당 BD 출사광을 빔 스플리터(143)에 입사시킨다.

빔 스플리터(143)는 BD용 출사광의 일부를 투과시킨다. 그 후, BD용 출사광은 콜리메이터 렌즈(144)를 거쳐서 레이저 파

워를 검출하는 프런트 포토다이오드(145)로 입사한다. 빔스플리터(143)는 BD용 출사광의 나머지를 반사시키고, 이 반사

된 빔은 빔 스플리터(146) 및 미러(147)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콜리메이터 렌즈(148)에 입사한다. 콜리메이터 렌즈(148)

는 BD용 출사광을 평행광으로 변환하고, 이 변환 광은 공통 광학계(160)에 입사한다.

공통 광학계(160)에 있어서, 광로 합성용 빔 스플리터(161)는 BD용 출사광의 일부를 직각으로 반사시킨다. 반사된 BD용

출사광은 BD용 대물 렌즈(163)를 거쳐서 광디스크(100)의 기록면에 조사된다. 광디스크(100)로부터의 반사광은 BD용

입사광으로서, BD용 대물 렌즈(163)를 거쳐서 BD 광학계(140)로 입사한다.

BD 광학계(140)에 있어서, BD용 입사광은 콜리메이터 렌즈(148) 및 미러(147)를 거쳐서 빔 스플리터(146)에 입사한다.

빔 스플리터(146)는 BD용 입사광을 투과시킨다. 그 BD용 입사광은 홀로그램(149) 및 커플링 렌즈(150)를 거쳐서 PDIC

(151)에 입사한다. PDIC(151)는 BD용 입사광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재생 신호, 트래킹 에러 신호 및 포커스 에러 신호

를 포함하는 각종 신호를 출력한다.

이하, 본원 발명에 따른 공통 광학계(160)의 상세(詳細)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공통 광학계(160)에 있어서, CD/DVD용

대물 렌즈(162) 및 BD용 대물 렌즈(163)는 공통 2축 액추에이터(168)에 탑재되어 있다. 해당 CD/DVD용 대물 렌즈(162)

및 BD용 대물 렌즈(163)의 아래쪽(下方)에는, CD/DVD용 상승 미러(166) 및 BD용 상승 미러(167)를 포함하는 미러 어셈

블리(165)가 마련되어 있다.

도 8의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CD/DVD용 대물 렌즈(162) 아래쪽에는 CD/DVD용 상승 미러(166)가 마련되어 있음과

동시에, BD용 대물 렌즈(163)의 아래쪽에는 BD용 상승 미러(167)가 마련되어 있다. 광로 합성용 빔 스플리터(161), BD

용 상승 미러(167) 및 CD/DVD용 상승 미러(166)는 일직선 상에 위치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공통 광학계(160)에 있어서, CD/DVD용 출사광 및 BD용 출사광은 광로 합성기로서 기능하는 광로 합

성용 빔 스플리터(161)에 입사한다. 광로 합성용 빔 스플리터(161)를 투과한 CD/DVD용 출사광 및 BD용 출사광은, 구면

수차 보정용의 액정 소자(164)를 거쳐서, 광로 분리기로서 기능하는 BD용 상승 미러(167)에 입사한다.

이 BD용 상승 미러(167)는 파장 선택성 빔 스플리터를 포함하며, 파장 405㎚의 청자색 레이저광만을 직각으로 반사시킨

다. BD용 상승 미러(167)에 입사된 레이저광이 BD용 출사광인 경우, BD용 상승 미러(167)는 그 BD용 출사광을 위쪽으

로 반사시키고, 그 반사된 BD용 출사광은 BD용 대물 렌즈(163)를 거쳐서 BD 등의 광디스크(100)에 조사된다. BD로부터

의 반사광은 BD용 대물 렌즈(163)를 투과하여, 액정 소자(164) 및 광로 합성용 빔 스플리터(161)를 거쳐서 BD 광학계

(140)에 입사한다.

BD용 상승 미러(167)에 입사된 레이저광이 CD/DVD용 출사광인 경우, BD용 상승 미러(167)는 그 CD/DVD용 출사광을

CD/DVD용 상승 미러(166)에 전달한다. CD/DVD용 상승 미러(166)는 CD/DVD용 출사광을 위쪽으로 반사시키고, 그 반

사된 CD/DVD용 출사광은 CD/DVD용 대물 렌즈(162)를 거쳐서 CD 또는 DVD 등의 광디스크(100)에 조사된다. CD 또는

DVD로부터의 반사광은 CD/DVD용 대물 렌즈(162)를 통과하고, BD용 상승 미러(167), 액정 소자(164) 및 광로 합성용

빔 스플리터(161)를 거쳐서 CD/DVD 광학계(120)에 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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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DVD용 대물 렌즈(162) 및 BD용 대물 렌즈(163)는 공통 2축 액추에이터(168)에 탑재된다. CD/DVD 광학계(120)에

서 출사되는 CD/DVD용 출사광 및 BD 광학계(140)에서 출사되는 BD용 출사광은 공통 광학계(160)의 광로 합성용 빔 스

플리터(161)를 거쳐서 상승 미러 어셈블리(165)에 입사한다. 파장 선택성 빔 스플리터를 포함하는 BD용 상승 미러(167)

는 CD/DVD용 출사광과 BD용 출사광을 서로 분리하고, 그 CD/DVD용 출사광과 BD용 출사광은 대응하는 대물 렌즈

(162, 163)를 거쳐서 각각 광디스크(100)에 입사한다.

이와 같이, 상승 미러 어셈블리(165)에 입사할 CD/DVD용 출사광 및 BD용 출사광의 광로 부분을 광로 합성용 빔 스플리

터(161)에 의해서 서로 합성하고 있으므로, 대물 렌즈(162, 163)를 보존유지하는 2축 액추에이터(168)는 CD/DVD용 출

사광 및 BD 출사광 양자의 공통 광로를 가진다. 이것에 의해, 레이저광의 도입 범위가 한정되고 또 박형 구조인 2축 액추

에이터(168)를 3파장 광픽업(110)에 내설(內設)할 수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CD/DVD용 출사광 및 BD용 출사광의 광로 부분을 광로 합성용 빔 스플리터(161)에 의해 서로 합성하

고, 또 상승 미러 어셈블리(165)는 CD/DVD용 출사광과 BD용 출사광을 분리하여, 이 출사광을 대응하는 대물 렌즈(162,

163)에 각각 입사하도록 했다. 이것에 의해, 레이저광의 도입 범위가 한정되고 또 박형 구조인 2축 액추에이터(168)를 3

파장 광 픽업(110)에 병합하여, 박형 구조의 3파장 광픽업(110)을 구성할 수 있다. 그 결과, 복수 파장에 대해 겸용 가능한

광디스크 드라이브(1)는 박형의 구조로 된다.

상술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CD/DVD용 출사광 및 BD용 출사광의 2개의 광로를 광로 합성용 빔 스플리터(161)에 의해

서로 합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CD용, DVD용 및 BD용 출사광의 광로를 서로 별개로 마

련해서, 광로 합성용 빔 스플리터(161)에 의해 합성하여 상승 미러 어셈블리(165)로 도입하도록 해도 좋다. 광디스크 드라

이브(1)에 의해 플레이될 수 있는 광디스크도 CD, DVD 및 BD에 한정되지 않고, 각종 광디스크를 포함할 수가 있다.

도 8의 (b)에 도시한 공통 광학계(160)에서는, CD/DVD용 대물 렌즈(162) 및 BD용 대물 렌즈(163)는 CD/DVD용 대물

렌즈(162) 아래쪽에 배치된 CD/DVD용 상승 미러(166) 및 BD용 대물 렌즈(163)의 아래쪽에 있는 BD용 상승 미러(167)

와 그 위치를 바꾸어도 좋다. 이 변형예에 있어서는, 광로 합성용 빔 스플리터(161), BD용 상승 미러(167) 및 CD/DVD용

상승 미러(166)를 일직선상에 배치해도 좋다.

구체적으로, CD/DVD용 대물 렌즈 및 BD용 대물 렌즈는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치되어 있어, 광로 합성용 빔

스플리터(161)를 통과한 CD/DVD용 출사광 및 BD용 출사광이 광로 분리기로서 기능하는 CD/DVD용 상승 미러(166)에

입사하게 된다.

이 변형예에 따르면, CD/DVD용 상승 미러(166)는 파장이 405㎚인 청자색(靑紫色) 레이저광을 투과시키는 파장 선택성

빔 스플리터를 포함한다. CD/DVD용 상승 미러(166)에 입사한 레이저광이 BD용 출사광이면, CD/DVD용 상승 미러(166)

는 그 BD용 출사광을 BD용 상승 미러(167)로 전달한다. BD용 상승 미러(167)는 그 BD용 출사광을 위쪽으로 반사시키

고, 그 반사된 BD용 출사광은 BD용 대물 렌즈(163)를 거쳐서 BD 등의 광 디스크(100)에 입사한다. BD로부터의 반사광

은 BD용 대물 렌즈(163)를 투과하고, BD용 상승 미러(167), 액정 소자(164) 및 광로 합성용 빔 스플리터(161)를 거쳐서

BD 광학계(140)에 조사된다.

CD/DVD용 상승 미러(166)에 입사한 레이저광이 CD/DVD용 출사광이면, CD/DVD용 상승 미러(166)는 그 CD/VDV용

출사광을 직각으로 위쪽으로 반사시킨다. 그 반사된 CD/DVD용 출사광은 CD/DVD용 대물 렌즈(162)를 거쳐서 CD용 또

는 DVD용 등의 광디스크(100)에 입사한다. CD 또는 DVD로부터의 반사광은 CD/DVD용 대물 렌즈(162)를 투과하고,

CD/DVD용 상승 미러(166), BD용 상승 미러(167), 액정 소자(164) 및 광로 합성용 빔 스플리터(161)를 거쳐서 CD/DVD

광학계(120)에 조사된다.

본 발명의 임의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도시 및 설명해 왔지만, 본 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

적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종 변경 및 변형이 가능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광픽업에 의하면, 광픽업의 디스크 테이블에 가까워지는 이동 행정(스트로크)에 있

어서의 단부를 스핀들 모터로부터 최대한 이격(離隔)하는 위치에 설정할 수 있다. 상기 광픽업은 이동 베이스와 스핀들 모

터와의 상호 접촉을 회피하는 설계가 용이하다. 따라서, 상기 광픽업은 설계의 용이화 및 제조 코스트의 저감을 도모할 수

가 있다. 또, 광픽업이 디스크 테이블로 향하는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어, 광픽업의 이동에 관한 효율화를 도모할 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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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에서는, 광픽업의 디스크 테이블에에 가까워지는 이동 행정(스트로크)에 있어서의 단부를

스핀들 모터로부터 최대한 이격(離隔)하는 위치에 설정할 수 있다.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는 이동 베이스와 스핀들 모

터와의 상호 접촉을 회피하는 설계가 용이하다. 따라서,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는 설계의 용이화 및 제조 코스트의 저

감을 도모할 수가 있다. 또, 광픽업이 디스크 테이블로 향하는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어, 광픽업의 이동에 관한 효율화를

도모할 수가 있다. 제1 광로와 제2 광로를 대물 렌즈 구동장치 앞(前)에서 서로 합성(공통화)하고, 또 제1 및 제2 대물 렌

즈의 전단(앞)에서 서로 분리하도록 했다. 이것에 의해, 레이저광의 도입 범위가 한정되는 박형 구조의 대물 렌즈 구동장치

를 이용하여, 복수 파장에 겸용가능한 박형 구조의 광픽업을 구성할 수가 있다. 따라서, 상기 광픽업 및 디스크 드라이브

구동장치에 의하면, 복수 파장에 겸용 가능하게 되고, 또 박형 구조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또, 광픽업이 디스크 테이블로

향하는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어, 광픽업의 이동에 관한 효율화를 도모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스크 테이블에 선택적으로 장착되는 종류가 다른 적어도 2개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한쪽에 대해서 각각의 파장을

가지는 적어도 2개의 레이저광을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광픽업으로서,

상기 디스크 테이블에 선택적으로 장착되는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반경 방향으로 이동가능한 이동 베이스와,

상기 이동 베이스에 장착되는 대물 렌즈 구동장치와,

상기 대물 렌즈 구동장치는,

상기 이동 베이스에 고정적으로 장착되는 고정 블록과;

상기 고정 블록에 대해서,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면에 이접(離接)하는 방향인 포커싱 방향 및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

의 대략 반경 방향인 트래킹 방향으로 동작가능한 가동 블록과;

상기 가동 블록에 장착되어, 한쪽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면에 제1 레이저광을 집광시키는 제1 대물 렌즈와;

상기 가동 블록에 장착되어, 상기 한쪽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와는 종류가 다른 다른쪽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면

에, 상기 제1 레이저광보다도 짧은 파장의 제2 레이저광을 집광시키는 제2 대물 렌즈

를 포함해서 이루어지고,

상기 제1 대물 렌즈와 상기 제2 대물 렌즈는 상기 포커싱 방향 및 상기 트래킹 방향과 직교하는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

록 트랙의 접선 방향으로 서로 이격(離隔)해서 배치되어 있고,

상기 제1 또는 제2 대물 렌즈의 중심은 디스크 테이블에 선택적으로 장착되는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중심을 지나서, 상

기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반경 방향으로 연장하는 선분 상(上)에 위치되어 있고,

상기 제1 대물 렌즈의 중심은 상기 제2 대물 렌즈의 중심을 지나서, 상기 접선 방향으로 연장하는 선분 상에 위치되어 있

는,

광픽업.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이저광을 출사(出射: emit)하는 제1 레이저 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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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레이저광을 출사하는 제2 레이저 광원과;

상기 제1 레이저광을 상기 제1 레이저 광원에서 상기 제1 대물 렌즈로 이끄는 제1 광로와;

상기 제2 레이저광을 상기 제2 레이저 광원에서 상기 제2 대물 렌즈로 이끄는 제2 광로와;

상기 제1 광로와 상기 제2 광로 부분을 합성하는 광로 합성기(combiner)와;

상기 광로 합성기에 의해서 합성된 상기 제1 광로와 상기 제2 광로 부분을, 상기 제1 대물 렌즈와 상기 제2 대물 렌즈의 전

단(前段)에서 분리하는 광로 분리기

를 더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광픽업.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광로 합성기는 상기 제1 레이저광 및 상기 제2 레이저광이 상기 대물 렌즈 구동장치 내(內)로 도입되기 전에, 상기 제

1 광로와 상기 제2 광로 부분을 합성하는, 광픽업.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광로 분리기는 파장 선택성을 가지며, 상기 제1 레이저광과 상기 제2 레이저광의 파장에 따라서 각기 상기 제1 레이

저광과 상기 제2 레이저광으로 분리함으로써, 상기 광로 합성기에 의해서 합성된 상기 제1 광로와 상기 제2 광로 부분을

분리하는, 광픽업.

청구항 5.

종류가 다른 적어도 2개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를 선택적으로 플레이시키는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로서,

그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 상에 선택적으로 장착하는 디스크 테이블과,

그 디스크 테이블에 선택적으로 장착되는 한쪽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에 대해 각각의 파장을 가지는 적어도 2개의 레이

저광을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광픽업

을 구비하며,

상기 광픽업은,

상기 디스크 테이블에 선택적으로 장착되는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반경 방향으로 이동가능한 이동 베이스와;

상기 이동 베이스에 장착되는 대물 렌즈 구동장치

를 구비하고,

상기 대물 렌즈 구동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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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 베이스에 고정적으로 장착되는 고정 블록과;

상기 고정 블록에 대해서,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면에 이접하는 방향인 포커싱 방향 및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대

략 반경 방향인 트래킹 방향으로 동작가능한 가동 블록과;

상기 가동 블록에 장착되어, 상기 한쪽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면에 제1 레이저광을 집광시키는 제1 대물 렌즈와;

상기 가동 블록에 장착되어, 상기 한쪽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와는 종류가 다른 다른쪽의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록면

에, 상기 제1 레이저광보다도 짧은 파장의 제2 레이저광을 집광시키는 제2 대물 렌즈

를 포함해서 이루어지고,

상기 제1 대물 렌즈와 상기 제2 대물 렌즈는 상기 포커싱 방향 및 상기 트래킹 방향과 직교하는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기

록 트랙의 접선 방향으로 서로 이격(離隔)해서 배치되어 있고,

상기 제1 또는 제2 대물 렌즈의 중심은 상기 디스크 테이블에 선택적으로 장착되는 상기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중심을

지나서, 상기 디스크형상 기록 매체의 반경 방향으로 연장하는 선분 상에 위치되어 있고,

상기 제1 대물 렌즈의 중심은 상기 제2 대물 렌즈의 중심을 지나서, 상기 접선 방향으로 연장하는 선분 상에 위치되어 있

는,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광픽업은,

상기 제1 레이저광을 출사하는 제1 레이저 광원과;

상기 제2 레이저광을 출사하는 제2 레이저 광원과;

상기 제1 레이저광을 상기 제1 레이저 광원에서 상기 제1 대물 렌즈로 이끄는 제1 광로와;

상기 제2 레이저광을 상기 제2 레이저 광원에서 상기 제2 대물 렌즈로 이끄는 제2 광로와;

상기 제1 광로와 상기 제2 광로 부분을 합성하는 광로 합성기와;

상기 광로 합성기에 의해서 합성된 상기 제1 광로와 상기 제2 광로 부분을, 상기 제1 대물 렌즈와 상기 제2 대물 렌즈의 전

단(前段)에서 분리하는 광로 분리기

를 더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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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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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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