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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동적 미러를 구비한 플라잉 광학 헤드, 데이터 정보를 저장 및 검색하기 위한 장치, 시스템 및 방법

요약

  광자기 플라잉 헤드는 자기광학 저장 디스크(180)상에 데이터를 기록 및 판독하기 위해 광원과 렌즈와 결합하여 조정식

미러(340)를 이용한다. 광원에서 광학 헤드로 전송된 레이저 광선은 조정식 정밀-기계가공된 폴딩 미러(340)상에 반사된

다. 폴딩 미러(340)로부터의 반사된 광은 매입형 마이크로 대물 GRIN 렌즈(420)를 통해 전달된다. 인접한 트랙에의 미동

트랙킹과 짧은 탐색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미러를 회전시킴으로써 수행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촛점은 저장 디스크의 방사

방향에 대략 평행한 방향으로 전후로 스캔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트랙, 미러, 광자기 헤드, 플라잉 헤드, 렌즈, 광원, 저장 디스크, 레이저 광, 광학 헤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광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더 상세하게는 광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사용되는 플라잉

광 헤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광자기(Magneto-Optical; MO) 저장 시스템에서, 회전식 디스크상에 저장된 광자기 기록 자료를 이용하여, 정보는 자기

영역(magnetic domain)의 공간 변화량(spatial variation)으로서 디스크상에 기록될 수 있다. 판독동안에, 자기 영역 패턴

은 광학 편광 작용을 조정하고, 검출 시스템은 광학 포맷에서 전자 포맷으로 최종 신호를 변환한다.

  한가지 유형의 광자기(magneto-optical) 저장 시스템에서, 광자기 헤드 어셈블리는 기록 및 판독동안에 데이터 트랙을

통해 광학 헤드 어셈블리를 위치시키기 위해 헤드를 디스크의 방사 방향을 따라 이동시키는 선형 액추에이터상에 위치되

어 있다. 자기 코일은 디스크 표면에 수직 방향으로 자기 성분을 가진 자계를 형성하기 위해 헤드 어셈블리의 개별 어셈블

리상에 위치되어 있다. 매개체의 주변 물질에 반대되는 분극의 수직 자화는 디스크상에 광학 스폿(spot)을 형성하는 레이

저 광선을 먼저 포커싱시킴으로써 0 또는 1를 지시하는 마크로서 기록된다. 광학 스폿은 퀴리점(즉, 자화가 인가된 자계로

쉽게 바뀔수 있는 온도)이상의 온도까지 광자기 물질을 가열하는데 사용된다. 자기 코일을 관통한 전류는 위 또는 아래로

자발 자화를 방향 설정한다. 이러한 배향 프로세스(orientation process)는 온도가 적당히 높은 스폿 영역에서만 일어난

다. 자화 마크의 방향 설정은 레이저 광선이 제거된 후에도 보존된다. 마크는, 자기 코일이 반대 방향으로 자계를 형성하는

동안에 레이저 광선에 의해 퀴리점(Curie point)으로 부분적으로 재가열되면 소거되거나 덮어 씌여진다(overwrite).

  관련 마크에서 자화에 의해 반사 광선상에 부가되는 광학 분극의 커르(Kerr) 회전을 검출하기 위해 자기 커르 효과

(magnetic Kerr effect)를 이용함으로써 디스크상의 특정 마크로부터 정보는 재생되고, 커르 회전의 크기는 재료의 특성

(커르 계수로 예시)에 의해 결정된다. 회전도는 관련 마크에서 동시 자화의 방향에 따라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이 되

는 설정된 차동 검출법에 의해 측정된다.

  현재 1 Gigabit/in2 의 영역 밀도를 가진 광자기 디스크에 액세스하는 종래의 광자기 헤드는 헤드의 물리적 크기를 크게

(선형 치수로 3-15mm) 만드는 상대적으로 큰 광학 어셈블리를 기초로 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종래의 광자기 헤드

가 광자기 저장 디스크상의 새로운 데이터 트랙에 액세스하도록 기계적으로 이동되는 속도는 느리다. 더욱이, 이러한 광학

어셈블리의 큰 사이즈로 인해, 가장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광자기 디스크 드라이브는 동시에 광자기 디스크의 한쪽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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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판독할 수 있는 하나의 광자기 헤드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현재 이용가능한 상업적인 광자기 저장 디바이스는

130mm 양면 2.6 ISO 기가바이트 광자기 디스크의 한 쪽면에의 액세스에 있어 40 ms 디스크 액세스 시간 및 4.6 MB/Sec

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한다.

  엔, 야마다(미국 특허 제 5,255,260 호)는 다수의 광학 디스크의 상부와 하부 표면에 액세스하는 저-프로파일 플라잉 광

학 헤드를 개시하고 있다. 야마다에 의해 개시된 플라잉 광학 헤드는 상 변화 광학 디스크로부터 광을 분산하고 수광하는

고정 미러 또는 프리즘을 이용한다. 야마다에 의해 개시된 고정 광학 기구는 고정 체적내에 포함된 다수의 상 변화 광학 디

스크의 양면에 액세스하는 반면에, 야마다에 의해 개시된 광학 기구는 얼마나 작은 광학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의

해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주어진 체적내에서 동작하도록 제조될 수 있는 광학 디스크의 수는 역시 제

한된다. 다른 단점은 고정 폴딩 미러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포커싱된 광학 스폿의 위치를 변화시키기 위

해 이동하는 전체 광학 헤드 어셈블리를 필요로 함으로써, 트랙 서보 대역을 제한한다. 이러한 동일 제한은 우라카미외 다

수 발명의 미국 특허 제 5,197,050 호에 기재된 플라잉 광자기 헤드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미동(fine) 트랙 서보잉

(servoing)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소자의 양을 크게 하면 할 수록, 서보 대역은 낮아지고, 판독 되거나 기록되는 트랙 밀

도는 적어진다.

  미동 트랙킹을 위해 소형 검류계 액추에이터를 가진 폴드 프리즘 또는 미러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시 왕(C Wang)의 미국

특허 제 5,243,241 호에 기재되었다. 검류계는 부피가 큰 와이어 코일과, 자체 슬라이더 몸체상에 장착된 것이 아니라, 플

라잉 광자기 헤드에 부착된 선형 작동 아암상에 장착된 회전식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설계에서, 크기와 중량은

트랙킹 서보 대역과 얻을 수 있는 트랙 밀도를 제한한다. 그 복잡성 또한 제조 비용을 증가시키고 제조를 어렵게 한다.

  종래와 비교하여, 압축되어 주어진 체적내에 놓을 수 있는 광자기 디스크의 수를 증가시키는 개량된 광자기 플라잉 헤드

가 요구된다. 개량된 플라잉 광학 헤드는 바람직하게 많은 수의 구경(aperture), 축소된 헤드 부피. 매우 높은 공진 주파수

미동 트랙 서보잉 디바이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매우 미세한 트랙 서보 대역을 만들고, 상대적으로 쉽게 제조할 수 있다.

추가로, 플라잉 광자기 헤드는 광자기 디스크 액세스 시간, 데이터 전송 속도, 및 이용가능한 광자기 디스크 트랙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삭제

  본 발명은 많은 수의 구경, 축소된 헤드 부피, 미동 트랙 서보 대역, 증가된 광자기 디스크 트랙 밀도, 축소된 데이터 액세

스 시간, 증가된 데이터 전송 속도, 주어진 체적에서 액세스가능한 광자기 디스크의 수의 증가, 및 사용될 각 디스크의 양

면에 기록 및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바람직하게 제공하는 플라잉 광자기(FMO) 헤드에 기초한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및

검색을 향샹시킨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광자기 저장 디바이스의 기계적인 구조는 윈체스터(Winchester)형 회전식 작동 아암, 서스펜션,

및 에어 베어링 기술을 이용하는 광자기 데이터 시스템으로 낮은-프로파일 헤드를 포함시킨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레

이저 광학 어셈블리는 디스크 저장 매체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 및 판독하는 광학 헤드를 각각 지지하는 하나 이상의 헤드

아암에 광학 광원을 결합시킨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기록동안에, 조명은 회전식 광자기(MO) 저장 매체의 표면을 부분

적으로 가열하여 "핫 스폿(hot spot)"을 형성하기 위해, 개별 단일 모드 편광 유지(Single Mode Polarization Maintaining;

SMPM) 광섬유를 통해 각각의 광자기 헤드에 분배된다. 광학 헤드에 구체화된 자기 코일은 수직 방위를 가진 핫 스폿내의

영역을 위 또는 아래로 교대로 저절로 자화하는 자계를 형성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MO 저장 매체가 회전함에 따라서,

인가된 자계는 "위 또는 아래" 자구 방위의 패턴으로서 디지털 데이터를 인코딩하기 위해 변조된다. 판독동안에, 포커싱된

광학 스폿으로 회전식 저장 매체를 조사하기 위해, 보다 낮은 밀도의 광이 개별 SMPM 광섬유에서 FMO 헤드로 분배된다.

포커싱된 광학 스폿의 위치에서의 매체의 자화 방향이 광자기 KERR 효과를 통해 광의 광학 편광을 바꾸는 방식으로 판독

이 프로그램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를 표현하는 위 또는 아래 자화 방위의 패턴은 MO 저장 매체로

부터 반사된 광의 편광을 변조시킨다. 저장 매체로부터의 반사된 광 신호는 디코딩하기 위해 FMO 헤드를 통해 차동 증폭

기에 역으로 전달된다.

  광섬유에서 광학 헤드로 전송되는 레이저 광선은 조정가능한 정밀-기계가공된 폴딩 미러(steerable micro-machined

folding mirror)로 반사된다. 폴딩 미러로부터의 반사된 광은 GRIN 렌즈와 같은 구체화된 마이크로 대물 렌즈를 통해 전달

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정밀-기계가공된 미러를 회전시킴으로써, 인접한 트랙으로 미동 트랙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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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탐색이 수행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포커싱된 광학 스폿은 저장 디스크의 방사 방향에 대략 평행한 전후 방향으로 스

캔된다. 조정가능한 정밀-기계가공된 미러를 사용하여, 매우 높은 데이터 밀도를 가진 MO 저장 매체를 가진 경량의 저가

FMO 헤드를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광원은 광학 커플러에 의해 정밀-기계가공된 반사기에 결합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바람직한 광자기 저장 디바이스의 도면;

  도 2는 도 1의 광자기 저장 디바이스의 레이저/광학 기구 어셈블리를 도시하는 개략도;

  도 3은 도 1의 플라잉 광자기 헤드의 상부도;

  도 4는 도 3의 플라잉 광자기 헤드의 측면도;

  도 5는 도 3의 플라잉 광자기 헤드의 정면도;

  도 6은 도 4의 광자기 헤드를 관통하는 광을 도시하는 측면도;

  도 7은 도 4의 광자기 헤드를 상세히 도시한 측면 개략도;

  도 8은 도 1의 어셈블리의 바람직한 정밀-기계가공된 미러를 도시하는 사시도;

  도 9는 바람직한 실시예의 광자기 헤드를 도시하는 사시도; 및

  도 10은 바람직한 실시예의 광자기 헤드를 도시하는 사시도.

실시예

  도 1를 참조하면, 광자기 저장 디바이스의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 광자기 저장 디바이스(100)의 기계적인

구조는 광자기(MO) 데이터 저장 시스템내에 윈체스터형 회전식 작동 아암, 서스펜션, 및 에어 베어링 기술과 함께 플라잉

광자기(FMO) 헤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광자기 저장 디바이스(100)는 레이저 광학 어셈블리

(110), 단일 모드 편광 유지(SMPM) 광섬유(130), 위상 보상기(120), 광섬유 스위치(150), 액추에이터 자석 및 코일(145),

다수의 SMPM 광섬유(140), 다수의 헤드 아암(160), 다수의 서스펜션(165), 다수의 MO 저장 매체(180), 및 다수의 FMO

헤드(170)를 포함한다. 다수의 MO 저장 매체(180) 각각은 바람직하게 일정한 각속도로 연속 회전하기 위해 스핀들(185)

상에 장착되어 있고, 다수의 FMO 헤드(170) 각각은 바람직하게 각각의 유연한 서스펜션(165)와 헤드 아암(160)을 매개

로 전자 액추에이터 자석 및 코일(145)에 부착되어 있다. 당업자는 MO 저장 디바이스(100)는 다수의 MO 저장 매체(180)

당 상부 및 하부 FMO 헤드(180) 또는 하나의 FMO 헤드(170)과 하나의 MO 저장 매체(180)만큼 적게 포함하고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레이저/광학 어셈블리(110)는 바람직하게 개별 서브 어셈블리(110)로서 또는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집

적 회로 부품으로서 레이저 광원, 차동 광다이오드 검출 시스템 및 관련 광학 부품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레이

저 광학 어셈블리(110)는 가시광 또는 자외선 영역(바람직하게 대략 635nm)에서 동작하는 30-40 mw 레이저 다이오드

또는 다이오드 펌프형 마이크로칩 레이저인 편광된 광원으로서의 레이저 다이오드(255), 누설 빔 스플리터(245), 레이저

다이오드(255)에서 누설 빔 스플리터(245)로 레이저 광선이 통과하기 전에 사용되는 조준(collimating) 광학 기구(250),

및 누설 빔 스플리터(245)에서 단일 모드 편광 유지(SMPM) 광섬유(130)로 출력 광을 포커싱하는 경사도 굴절 인덱스

(GRIN) 렌즈인 결합 렌즈(240)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위상 보상기(120)는 편광 유지 광섬유(130,140) 각각의 고유 이중 편광 모드사이에서 일어나는 상

대적인 위상 변동을 보상하는데 사용된다. 광섬유(130,140)의 편광 모드 각각은 섬유의 고유 복굴절로 인해 차동 굴절 인

덱스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광섬유(130,140) 각각의 기계적인 운동, 압력, 및 온도의 변화로 발생되는 두개의 굴절 인덱

스사이의 약간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인 위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은 레이저 광학 어셈블리(110)에 의해 감

지될 수 있고,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피드백 서보(도시 생략)는 그 변동을 없애기 위해 위상 보상기를 조정한다. 이

러한 방식으로, 플라잉 광자기 헤드(155)에서 광섬유(130,140)에 의해 형성된 광 경로는 편광 특성면에서 자유 공간 광 경

로와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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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위상 보상기(120)는, 위상 변조기를 형성하기 위해 바람직하게 납 지르콘 티탄과 같은 압전 물질로

구성되고, 고속 동작용 축소형 전기 커패시턴스를 가진 압축 광자기 저장 시스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저 프로파일 형태

를 가진 직경보다 적은 높이를 바람직하게 가지고 있는 압전 실린더 셀(shell)을 포함한다. 광섬유(130)는 자외선 건조 에

폭시 또는 유사한 접착제로 위상 보상기(203)의 주변에 부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금속 전극이 커패시턴스를

줄이기 위해 실린더의 평탄한 단부상에 증착되어, 전극에 걸쳐 인가된 전압이 방사 방향으로 셀의 팽창을 유도하여 광섬유

(130)를 연장시킨다. 스트레칭 동작은 위상 변조시킨다. 광섬유(130)의 기계적인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상 보상기

(120)의 직경은 바람직하게 광섬유(130)의 몇 백배의 섬유 피복 직경보다 바람직하게 크다. 예를 들어, 대략 80㎛의 섬유

피복 직경은 대략 10-40mm의 위상 보상기(120) 직경에 대응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광섬유 스위치(150)는 입력 포트로 단일 모드 PM 광섬유(130)를 받아들이고, 이 섬유에서 단일

모드 PM 광섬유(140)중 하나로 발산하는 광을 출력 포트로 전달한다. 광섬유 스위치(150)의 스위칭 특성은 양방향이어

서, SMPM 광섬유(140)중 하나를 따라 역으로 스위치(150)에 출력 포트로 전달되는 광은 또한 입력 포트로 광섬유(130)

로 전달될 수 있다. 광섬유 스위치(150)로부터의 SMPM 광섬유(140)는 바람직하게 각각의 헤드 아암(160)과 서스펜션

(165)를 따라 각각의 플라잉 광자기 헤드(170)로 전달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FMO 헤드(170)당 하나의 SMPM 광섬

유(140)가 있고, 광섬유 스위치(150)는 어느 광자기 헤드(170)가 MO 저장 매체(180)의 각각의 표면를 판독하거나 기록하

는데 동작하는지를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기록동안에, 회전식 광자기 매체(180)의 각각의 표면을 부분 가열하여, "핫 스폿"을 형성하기 위

해, 개별 광섬유(140)를 통해 각각의 FMO 헤드(170)에 광이 분산된다. FMO 헤드(170)상에 구체화된 자기 코일(차후에

더 상세히 설명)은 수직 방위를 가진 핫 스폿내의 영역을 위 또는 아래로 교대로 자발 자화되는 자계를 형성하는데 사용된

다. 따라서, MO 저장 매체(180)가 회전함에 따라, 인가된 자계는 "위 또는 아래" 자구 방위의 패턴으로서 디지털 데이터를

인코딩하기 위해 변조된다. 판독동안에, 보다 낮은 밀도의 편광 광은 포커싱된 광 스폿으로 회전식 저장 매체(180)를 조사

하기 위해, SMPM 광섬유(140)를 통해 각각의 FMO 헤드(170)에 전달된다. 포커싱된 스폿의 위치에서의 MO 저장 매체

(180)의 자화 방향은 광자기 커르 효과를 통해 광의 광학 편광을 바꾸는 방식으로 판독이 행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장

된 디지털 데이터를 표현하는 위 또는 아래 자화 방위의 패턴은 MO 저장 매체(180)으로부터 반사된 광의 편광을 변조시킨

다. MO 저장 매체(180)으로부터의 반사된 광 신호는 FMO 헤드(170), 다수의 SMPM 광섬유(140)중 하나, 및 광섬유 스위

치(150)를 통해 다시 결합되고, 최종적으로 차동 증폭기(210)에 의해 전자 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해 두 개의 광다이오드 검

출기(215)에 도달한다.

  여기서 도 3를 참조하면, 플라잉 광자기 헤드(170)의 상부도를 묘사하는 도면이 도시되어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

각의 플라잉 광자기 헤드(170)는 소형 슬라이더 몸체(330)를 포함하고 있다. FMO 헤드(170)는 SMPM 섬유(350)를 접는

V형 홈(360), 조정가능한 정밀-기계가공된 폴딩 미러(340), 및 자기 코일(310)을 더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도 4를 참조하면, 도 3의 플라잉 광자기 헤드(170)의 측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5는 동일 FMO 헤드(170)의 정

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헤드(170)는 MO 저장 매체(180)의 코팅된 상부 표면 위 또는 아래에서 비행

하는 에어 베어링 표면(510)를 활용한다. 레이저 광선의 편광 빔은 SMPM 광섬유(350)를 통해 조정가능한 정밀-기계가공

된 폴딩 미러(340)에 전송된다. V형 홈의 축, V형 홈에 있는 광섬유(350)의 축은 매체(180) 표면에 대략 평행하다. 광섬유

(350)에서 나오는 광은 광섬유(350)의 축에 대략 90도의 평균 각도로 정밀-기계가공된 폴딩 미러(340)에 의해 반사된다.

반사된 광은 GRIN 렌즈(420)과 같은 구체화된 마이크로 대물 렌즈를 통해 전달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회전축

(410)(도 4에 도시됨)을 중심으로 미러를 회전시킴으로써, 인접한 트랙들에 대한 미동 트랙킹과 짧은 탐색이 수행된다. 상

기 회전축은 상기 저장 매체의 인접한 표면에 대하여 대각선방향으로 배향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포커싱된 광 스폿(440)

은 매체(180)의 방사 방향에 대략 평행한 방향(520)으로 전후로 스캔된다. 작동 아암(160)이 매체(180)에 대해 전후로 슬

라이더 몸체(330)를 이동시킴에 따라, 슬라이더 몸체의 위치는 방향(520)이 MO 저장 매체(180)의 방사 방향에 정확하게

평행하지 않을 정도로 약간 비틀릴 수 있다. 정확하게 평행하지 않지만, 스캐닝 방향(520)의 다음 성분이 저장 매체(180)

의 방사 방향을 따라 있을 정도로 경사각은 충분히 작다.

  여기서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렌즈(420)의 측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폴딩 미러로부터 반사된 광은 반사된

광을 MO 저장 매체(180)의 표면에 포커싱되도록 하는 대물 GRIN 렌즈(420)로 구성된 포커싱 광학 기구에 의해 포커싱된

다. V형 홈(360)내의 광섬유(350)의 위치는 조절될 수 있고, SMPM 광섬유(350)의 말단에서 미러(340)까지의 거리를 변

화시킬 수 있다. V형 홈(360)내의 SMPM 광섬유(350)의 위치를 재위치시키면, 렌즈(420)에서 나오는 광(630)의 촛점 위

치를 효과적으로 조정한다. 광섬유(350)가 적당한 촛점에 대하여 매체(180)의 표면상에 위치되면, 광섬유는 자외선(UV)

건조 에폭시 또는 유사한 접착제에 의해 적소에 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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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N 렌즈(420)의 사용으로 간단한 접촉 실린더 형태를 제공하고, 렌즈는 슬라이더 몸체(330)에 쉽게 삽입될 수 있다.

구형 수차(aberration)를 최소화하고 제한된 회절 포커싱을 얻기 위해, 렌즈(420)는 볼록면(650)이 간단한 구형인 평철

(plano-convex) 형상을 갖도록 연마된다. 렌즈(420)의 굴곡 반경 및 두께(640)는 회절 인덱스 기울기, 광의 파장, SMPM

섬유(350)의 수치 구경, 및 렌즈(420)의 효과적인 수치 구경에 의해 결정되는 원하는 포커싱 광 스폿(440) 사이즈를 포함

하는 다수의 요인에 의존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렌즈(420) 두께(640)는 대략 170-500㎛이고, 굴곡의 반경은 대략

150-400㎛이고, 렌즈 직경(620)는 대략 200-500㎛이다.

  도 3-도 6에 예시된 바람직한 실시예가 GRIN 렌즈를 포함하는 단일 요소 대물 렌즈를 설명하지만, 추가 대물 광학 기구

는 렌즈(420)의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또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알 것이다. 예를 들어, 포커싱 대물 광학 기구

는 GRIN 렌즈(420)와 결합하여 구면 수차를 제거한 렌즈 또는 고체 계침 렌즈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렌즈 엘리먼트를 이용하여, 보다 큰 수치 구경 및 보다 적은 포커싱 광학 스폿(440) 사이즈를 얻을 수 있다. 보다 적은 스폿

(440) 사이즈에 의해 보다 높은 면적의 데이터 밀도가 MO 저장 매체(180)로부터 판독 및 기록될 수 있다.

  유리 또는 플라스틱을 몰딩하여 만들어진 마이크로 광학 렌즈는 또한 GRIN 렌즈(420)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두 개의 몰딩된 평철 비구면 렌즈는 두 개의 볼록면을 서로 향하게 위치시켜 결합될 수 있고, 미러(340)가 회전됨에 따

라 좋은 축 이탈 성능과 높은 수치 구경을 소형 렌즈 시스템에 제공한다. 이중 비구면 광학 설계로, 두 개의 광학 엘리먼트

들 사이에서 광이 대략적으로 콜리메이션될 수 있고, 추가 렌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두 개의 요소사이에 1/4 파(quarter

wave) 플레이트가 위치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낮은 수치 구경(0.2-0.4)을 가진 단일 구면 렌즈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 구경(0.6보다 높은)을 가진 광학 포커싱 시스템을 생산하기 위해, 구면 수차를 제거한 렌즈 또는 고체 계침 렌즈와 결

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제조면에서, 몰딩된 렌즈는 저가로 큰 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대량 생산용

으로 여기서 설명된 한 가지 방법은 렌즈 어레이를 몰딩하는 방법과 개별 렌즈를 얻기 위해 다이아몬드 톱 커팅 또는 레이

저 커팅에 의해 그 어레이를 다음에 분할하는 단계에 관련되어 있다. 전술한 두 개의 렌즈 설계에 관하여, 두 개의 몰딩된

평철 렌즈 어레이는 렌즈 배열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분할전에 테이퍼된 피팅(tapered fitting)에 의해 맞추어질 수 있다.

  여기서 도 7를 참조하면, 도 4의 헤드(170)의 측면 개략도가 도시되어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자기 코일(310)은

FMO 헤드(170)의 일부로서 GRIN 렌즈(420)아래에 삽입되어 있다. 자기 코일(310)은 MO 저장 매체(180)에 법선(즉, 수

직) 방향으로 큰 성분을 가진 자계를 형성한다. 렌즈(420)가 삽입되어 있는 에치(etch) 홀(740) 또는 홈은 상부로부터 에

칭되고 소정 깊이에서 중단된다. 에치 홀(740)이 만들어지기 전에, 작은 직경의 광 통로(720) 개구는 슬라이더 몸체(330)

의 하부에 형성된다. 제조동안에, 광 통로(720)의 깊이 또는 직경은 포커싱된 광선에 투명 광 경로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다. 광 통로(720)는 편광 광의 포커싱된 콘의 각도(대략 0.6의 수치 구경에 대하여 반각에서 37도)와 대략 같은 콘 각도를

가진 형태로 바람직하게 원뿔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렌즈(420)를 지지하기 위해 선반 모양(730) 영역이 형성되고, 평면

의 자기 코일(310)이 선반의 하부측상에 에칭되는 오목부내에 위치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광 통로(720)의 직경

은 축 이탈을 조정하는 편광 광을 수용하기에 충분히 크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평면 코일(310)은 MO 저장 매체(180)의 자기 저장층에서 대략 170 Oe의 크기의 극성중 하나를

가진 MO 저장 매체(180)에 수직인 자계를 만들고, 층당 5-10의 도금 도체가 회전하는 2-3개의 층을 포함하고 있다. 층의

수와 층당 회전수는 코일(310)과 자기 재생층(전형적으로 5-20㎛)사이의 이격거리의 함수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층

격리 거리는 대략 6㎛이고, 도금 도체 코일(310) 루프는 대략 5㎛의 방사 피치를 가지고, 대략 170 Oe의 자계를 발생하는

데 필요한 코일 전류는 대략 50-70 mA(0에서 피크치)이다. 코일 스위칭 시간은 코일 인덕턴스(대략 200 nH이하)와 구동

전자 장비에 의해 표시되는 대략 10nsec 이하이고, 코일(310) 직경은 가장 안쪽 영역의 약 10 ㎛에서 주변의 약 80 ㎛까지

의 범위를 가지며, 이는 코일과 자기 기록층 사이의 전술한 갭에 의존한다. 전기 코일 리드(710)는 홀(740)의 벽을 따라 또

는 슬라이더 몸체(도시 생략)내의 개별 홀을 관통하여 바람직하게 전달된다.

  여기서 도 8를 참조하면, 정밀-기계가공된 미러(340)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사시도가 도시되어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서, 미러(340)는 실리콘 기판(810), 구동 전극(825,830), 본딩 패드(815,820), 본딩 실리콘 플레이트(850), 및 이산화 실

리콘, 질화 실리콘, 또는 실리콘과 같은 물질로 구성된 박막 굴곡층(845)을 포함하는 비틀림 미러(torsional mirror)이다.

미러(340)는 반사적인 내부 비틀림 반사 영역(835)를 만드는 정밀 기계가공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될 수 있고, 상부에 굴곡

층(845)을, 그리고 기계적으로 고정된 하부에 실리콘 플레이트층(855)을 포함하고, 굴곡층 힌지(840)에 의해 지지된다.

반사 영역(835)은 광 반사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고 미러의 정전기 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 또는 유사 물질로 금속

화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미러(340)는 미러의 특정 기하학 그리고 물질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대략 50-200

kHz의 공진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미러(340)는 대략 100-170㎛ 범위의 외부 선형 면적과 대략 2-

50㎛의 두께를 가진 사각형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내부 반사 영역(835)은 대략 25-200㎛의 외부 선형 면적과 대략

1-20㎛의 두께를 가진다. 바람직하게, 미러(340)는 과도한 횡 운동없이 비틀리게 구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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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실시예에서, 반사 영역(835)은 바람직하게 측면상에서 대략 100㎛이고, 공진 주파수는 바람직하게 100kHz이상이고,

최대 물리적 편각은 바람직하게 2도이다. 더욱이, 미러(340)는 바람직하게 변동상 정적 또는 동적으로 뒤틀리지 않고, 정

전기 편각(electstatic deflection)상의 최대 응력은 바람직하게 미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물질(예: 실리콘, 이산화 실리

콘, 질화 실리콘, 및 알루미늄)의 예상되는 항복 응력(yield stress) 아래에 있을 수 있다.

  미러(340)는 구동 전극(825,830)에 차동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동작된다. 전극(825,830)상의 차동 전압은 반사 영역

(835)상에 정전기력을 발생시킨다. 반사 영역(835)는, 반사광이 매체(180)의 표면을 중심으로 전후로 스캔되고 향하게 하

는 힌지(840)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미러(340)의 동작은 아래에서 도 10을 참조하여 추가로 설명된다.

  여기서 도 9를 참조하면, 슬라이더 몸체(330)와 미러 지지부(mirror support; 910)로 구성된 플라잉 광자기 헤드(170)

의 사시도가 도시되어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미러 지지부(910)는 미러(340)상에 위치한 대응 본딩 패드(815,820)에

상이한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전기 접점을 제공하는 전극 패드(915,920)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미러

지지부(910)는 SMPM 광섬유(350)에서 미러 반사 영역(835)으로, 다음에 렌즈(420)로의 투명 광 경로를 제공하는 액세

스 홀(925,930)을 포함하고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미러 지지부(910)는 45도의 지지면을 가진 미러(340)를 제공한

다. 미러 지지부(910)는 슬라이더 몸체(330)에 부착될 수 있고, 슬라이더 몸체(330)와 미러 지지부(910)를 별개로 정밀 기

계가공하여 두 개의 피스를 함께 접착하는 방법과 같은 다수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알 것이

다. 다른 실시예에서, 적당한 면적화 단계(940,945)를 가진 적당한 면적의 슬라이더에 미러 어셈블리를 기대는 방법과 같

은 다른 기술을 이용하여 45도의 각이 형성될 수 있다.

  여기서 도 10을 참조하면, 미러 지지부(910)에 장착된 조정식 미러(340)이 도시되어 있다. 전극 패드(915,920)에 상이한

전압을 인가하여, SMPM 광섬유(350)에 의해 공급되는 레이저 광선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식 정밀-기계가공된 미러

(340)는 대물 렌즈(420)로의 전송전에 편광 레이저 광선의 전파 각도를 변화시키는데 사용된다. 저장 매체(180)의 방사

방향을 따라 광(630)의 최종 촛점을 이동하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 트랙에서 다른 데이터 트랙으로 짧은 탐색뿐만 아니라

트랙 추적용으로 사용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트랙 추적은 결합된 조동(coarse) 트랙킹 서보 기술과 미동(fine) 트랙

킹 서보 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샘플 섹터 서보 포맷은 트랙을 미세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서보 마

크는 데이터 마크와 유사하게 판독한 매체 또는 자기 마크로 스탬핑된 엠보스 피트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엠보스 피트

의 경우에, 레이저 광학 어셈블리(110)의 차동 증폭기(210) 출력은 추가 회로로 보충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알 것이

다. 조동 트랙킹은 헤드 아암 서스펜션(165)의 위치를 제어하기 위한 작동 코일(도 1에 도시된 작동 자석 및 코일(145)부

분)에서의 전류를 연속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고, 미동 트랙킹은 조정식 미러(340)의 편각을 연속적으로 조정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광선의 고속 조작에 대한 방법이 제공되기 때문에, 조정식 정밀-기계가공된 미러를 사용하면 이롭다. 이러한 접근법은

매우 향상된 데이터 액세스 시간동안에 고속 트랙 추적 및 짧은 탐색을 용이하게 한다. 종래의 헤드 기술에 비해 이러한 항

상점들은 매우 좁은 트랙 피치를 사용할 수 있어 고밀도를 가능하게 한다. FMO 헤드(170) 디자인은 본래 촛점이 같다. 판

독동안에, MO 저장 매체(180)로부터의 반사된 광은 공촛점(confocal) 시스템내의 구경으로서 작용하는 SMPM 광섬유

(140)로 역으로 연결된다. 공촛점 광학 기구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한가지 이득은 개량된 대각 해상도뿐만 아니라 광축에

따른 매우 높은 깊이 해상도를 포함한다. 공촛점 시스템의 다른 장점은 대물 광학면으로부터 반사된 광은 반사-방지 코팅

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포커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면 수차 렌즈와 일부 비제로(non-zero) 작동 거리를 이용

하는 설계에서 특히 이롭다. 높은 깊이 해상도는 층간의 낮은 혼선이 있는 다층 매체(도시 생략)내의 층간 거리를 매우 가

깝게 할 수 있고, 개량된 대각 해상도는 촛점이 같지 않은 시스템의 경우에 될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저장 매체 마크와 보다

샤프한 저장 매체 마크 에지의 검출을 제공한다.

  도 1-10에서 설명된 저장 디바이스(100)구조와 FMO 헤드 디자인은 고밀도 MO 저장 매체상에 정보를 저장하는 한가지

접근법을 표현하고 있다. 본 발명의 여러 수정은 동일 목적을 실질적으로 얻도록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알 것이

다. 예를 들어, 광섬유 스위치의 여러 형태(예, 마이크로 기계식, 전자 광학, 열광학)가 활용될 수 있다. 더욱이, 플라잉 광

자기 헤드 디자인은 자유 공간 광학 입력 광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정될 수 있고, 광섬유(140)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포

커싱 대물 렌즈는 다른 마이크로 대물 렌즈(몰딩된 비구면, 홀로그램 렌즈, 바이너리 또는 다른 회절 광학 렌즈)가 또한 이

용될 수 있기 때문에 GRIN 렌즈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본 발명은 또한 판독 전용 또는 판독 플라잉 광학 헤드, 또는 대안

으로 플라잉 광학 헤드로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콤펙트 디스크(CD) 와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에서 이용가능

한 것으로 당업자에게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모든 광학 저장 시스템에 이용가능한 것으로 또한 인식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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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업자는 전술한 설명을 읽어 본 후, 본 발명이 의심없이 여러 다른 수정과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이고, 설명을 위

해 도시되고 설명된 특정 실시예에 결코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기 위한 장치로서,

  광선(light beam)을 생성하기 위한 광원(light source);

  회전식 저장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상기 회전식 저장 매체로부터 정보를 판독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콤팩트 플라잉

헤드(compact flying head)

  -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플라잉 헤드는,

  상기 광선을 상기 저장 매체로 편향시키기 위한 정밀-기계가공된 반사기(micro-machined reflector), 및

  상기 광선의 편향 경로를 조정하기 위해 회전축을 중심으로 상기 정밀-기계가공된 반사기를 회전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

함함 -; 및

  상기 광선을 상기 플라잉 헤드로 전송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광섬유

  를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은 레이저 다이오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은 다이오드 펌프식 마이크로칩 레이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밀-기계가공된 반사기는 정밀-기계가공된 미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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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는 다수의 플라잉 헤드들, 및 대응하는 다수의 회전식 저장 매체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은 광학 커플러(optical coupler)에 의해 상기 정밀-기계가공된 반사기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는 광자기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섬유는 상기 정밀-기계가공된 반사기로 상기 광선을 유도하기 위한 단일-모드 편광-유지(SMPM) 광섬유 케이블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섬유를 수용하기 위한 V형-홈 내에서 상기 광섬유의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상기 광원과 상기 저장 매체 사이의

커플링 거리가 조정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는 상기 플라잉 헤드가 그 말단부에 장착된 지지 아암을 더 포함하고,

  상기 지지 아암은 상기 광섬유를 수용하고 유지하기 위한 종방향의 홈에 적응되는(adpated)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는 지지 아암을 더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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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지지 아암은 상기 지지 아암을 중심으로 상기 플라잉 헤드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는 슬라이더 몸체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잉 헤드는 상기 저장 매체의 표면상으로 상기 광선을 포커싱하기 위한 렌즈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렌즈는 상기 반사기와 상기 저장 매체 사이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렌즈는 GRIN 렌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렌즈는 공촛점(confocal) 광학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렌즈는 평철(plano-convex) GRIN 렌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잉 헤드는 상기 저장 매체의 인접한 표면에 평행하게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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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회전축은 상기 저장 매체의 인접한 표면에 대하여 대각선방향으로 배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검

색 장치.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매체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상기 광원과 연동되는 자기 코일 엘리먼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코일은 상기 플라잉 헤드내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장치.

청구항 21.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콤팩트 플라잉 헤드로서,

  광선을 저장 매체로 편향시키기 위한 정밀-기계가공된 반사기;

  상기 광선의 편향 경로를 조정하기 위해 회전축을 중심으로 상기 정밀-기계가공된 반사기를 회전시키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정밀-기계가공된 반사기에 정렬되는 광섬유

  를 포함하는 콤팩트 플라잉 헤드.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밀-기계가공된 반사기는 정밀-기계가공된 미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콤팩트 플라잉 헤드.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선은 레이저 다이오드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콤팩트 플라잉 헤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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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매체에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저장 매체로부터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광선을 생성하는 단계;

  정밀-기계가공된 반사기에 정렬되는 광섬유를 이용하여 플라잉 헤드상에 배치된 상기 정밀-기계가공된 반사기로 상기

광선을 전달하는 단계; 및

  회전축을 중심으로 상기 정밀-기계가공된 반사기를 회전시켜서 상기 광선의 편향 경로를 조정함으로써, 상기 저장 매체

상의 특정 위치로 상기 광선을 유도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정보 저장 및 검색 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GRIN 렌즈를 통해 상기 광선을 유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및 검색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렌즈는 상기 정밀-기계가공된 반사기와 상기 저장 매체 사이에서 연장되는 광학 축을 따라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및 검색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렌즈는 공촛점 광학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및 검색 방법.

청구항 29.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잉 헤드는 상기 저장 매체의 표면에 평행하게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및 검색 방법.

청구항 30.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매체는 광자기 디스크 매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및 검색 방법.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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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매체는 양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및 검색 방법.

청구항 32.

  저장 매체에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저장 매체로부터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광선을 생성하기 위한 수단;

  정밀-기계가공된 반사기에 정렬되는 광섬유를 이용하여 상기 정밀-기계가공된 반사기로 상기 광선을 전달하기 위한 수

단; 및

  회전축을 중심으로 상기 정밀-기계가공된 반사기를 회전시켜서 상기 광선의 편향 경로를 조정함으로써, 상기 저장 매체

상의 특정 위치로 상기 광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정보 저장 및 검색 시스템.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광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은 정밀-기계가공된 미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및 검색 시스템.

청구항 34.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저장 및 검색 시스템은 공촛점 광학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및 검색 시스템.

청구항 35.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축은 상기 저장 매체의 반경 축(radial axis)에 실질적으로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및 검색 시스

템.

청구항 36.

  광을 생성하기 위한 광원;

  정밀-기계가공된 조정식(steerage) 미러를 포함하는 플라잉 헤드;

  회전식 광자기 매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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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플라잉 헤드와 결합되며, 상기 광원으로부터 상기 회전식 광자기 저장 매체로 상기 광을 전달하기 위해 상기 정밀-

기계가공된 조정식 미러에 정렬되는 편광-유지 광섬유

  를 포함하는 광학 시스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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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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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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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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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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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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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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