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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와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디스크 콤보 픽업 장치

요약

본 발명은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를 재생할 수 있는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장치와 기록층의 홀로그

래픽 롬 디스크 재생방법에 관한 것으로,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 재생을 위한 기준광을 발사시키는 광원부와, 광원부로부터

의 기준광을 소정 각도로 디스크면으로 입사시킨 후, 입사된 기준광에 의해 회절된 각 다중 데이터 기록층으로부터의 홀로

그램 재생광을 검출하는 제1광 경로와, 기준광에 의해 회절되어 디스크면으로부터 출력되는 홀로그램 재생광의 포커싱 에

러를 검출하는 제2광 경로와, 광원부를 수직으로 이동시켜 기준광의 각도를 변경시키며, 제1, 제2광 경로에서 검출되는 광

검출값을 이용하여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의 트래킹 및 포커싱을 제어하는 서보 제어부와,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 반대면에

위치되어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 포커싱 서보 제어를 수행하고, 검출된 포커싱 에러 신호를 서보 제어부로 인가하여 초기

포커싱 이후 홀로그래픽 롬 포커싱 동작이 연동되도록 제어하는 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픽업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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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 장치에 대한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 장치에 대한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 장치의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 장치에 사용되는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의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의 트랙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콤보 픽업 장치내 대물렌즈와 디스크 간의 초점 및 입사되는 기준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8a 및 도 8b는 본 발명에 따른 콤보 픽업 장치의 광 검출부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 부호에 대한 간략한 설명>

200 :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 픽업

250 : 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픽업

201 : 디스크

204 : 광원부

208 : 빔 스플리터

210 : 대물렌즈

230 : 서보 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홀로그래픽 롬(holographic ROM)/디지털 데이터 디스크(digital data disk) 콤보 픽업(combo pick-up)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와 디지털 데이터 디스크를 재생할 수 있는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장치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연결된 것을 콤비네이션시스템(combination

system) 또는 콤보 시스템(combo-system)이라 한다. 콤비네이션 시스템의 예로서 VCR의 기능과 TV를 일체화한 VCR/

TV 콤보 시스템 또는 VCR(Video Cassette Record) 데크(deck)와 DVD(Digital Video Disk) 등의 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의 플레이어를 하나로 일체화한 DVD/VCR 콤보 시스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콤보 시스템은 하나의 기기에서 DVD등의 디

스크와 VCR 테이프를 재생하거나 녹화하여 사용자에게 편이성을 제공한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각도 중첩, 파장 중첩, 위상 부호 중첩 등 기준광의 각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에 의해 물체광의 강도 및

방향까지도 기록함으로서, 물체의 3차원 상을 표시할 수 있으며, 또한 2진 데이터로 된 페이지 단위로 구성되는 수천개의

홀로그램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상기 CD, DVD의 저장용량을 훨씬 능가하는 홀로그래픽 디스크 및 CD,

DVD 디스크의 재생도 가능한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장치의 개발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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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위와 같은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장치 중 하나의 개략적인 블록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 상

기 도 1의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장치에 대해서는 본원 출원인에 의해 출원된 특허 2003-89681

호 상에 그 구조 및 동작에 대한 설명이 개시되어 있다.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콤보 픽업 장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 재생시 초점 서보를 하기 위하여 DVD에서 사용한 적색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는데, 종래 제안

된 디스크의 구조는 디스크의 중간에 반사층이 존재한다. 이 경우 대물렌즈의 서보위치는 반사층이 되고, 반면 재생된 홀

로그램의 결상 위치는 보통 디스크의 바로 윗면이 된다. 즉, 재생된 홀로그램의 원 상이 대물렌즈의 초점 위치에 있지 않게

된다. 이렇게 물체의 위치가 대물렌즈의 초점면에 있지 않을 경우 슬릿면에서 결상된 상은 초점면에 위치한 경우보다 흐려

지게 된다.

둘째, 통상적으로 레이저를 사용하는 광학계는 보통 특정 파장에 대하여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종래처럼

하나의 광학계를 가지고 두 개 이상의 파장을 갖는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각 파장에 대하여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없고 모

든 파장에 대하여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광학계 설계가 까다롭게 된다.

셋째, 종래처럼 하나의 픽업을 가지고 여러 매체의 디스크를 읽을 때에는 각각 고유의 최적화된 전용 픽업의 광학계를 약

간씩 수정하여야 하며 더구나 여러 매체의 특성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각각 전용 재생기를 사

용할 때보다 기록 재생 특성이 나빠질 수 있으며 각 매체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광학계 설계가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디지털 데이터 디스크의 재생을 위한 픽업과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의 재생을 위한 픽업을 각각

전용으로 사용하는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 재생시 DVD에 의한 초점 서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여 전체 시스템을 단순

화시킨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의 콤보 픽업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재생 광이 투과되는 렌즈의 중앙 부위는 두껍고 기준광이 투과되는 렌즈 외곽 부위는 얇은 대물

렌즈를 구비하여 서로 다른 초점 거리를 갖게 함으로써, 디스크에 정확히 초점이 맞도록 기준광을 입사시켜 홀로그래픽 데

이터를 정확하게 재생할 수 있는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의 콤보 픽업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두 장의 기판 사이에 기록 매질을 채우고 하부에 광 저장 장치에서 나오는 파장의 빔만을 반사시

키는 반사층을 갖는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의 재생이 가능한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

보 픽업장치로서,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 재생을 위한 기준광을 발사시키는 광원부와, 상기 광원부로부터의 기준광을 소정

각도로 디스크면으로 입사시킨 후, 입사된 기준광에 의해 회절된 각 다중 데이터 기록층으로부터의 홀로그램 재생광을 검

출하는 제1광 경로와, 상기 기준광에 의해 회절되어 디스크면으로부터 출력되는 홀로그램 재생광의 포커싱 에러를 검출하

는 제2광 경로와, 상기 광원부를 수직으로 이동시켜 기준광의 각도를 변경시키며, 상기 제1, 제2광 경로에서 검출되는 광

검출값을 이용하여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의 트래킹 및 포커싱을 제어하는 서보 제어부와, 상기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 반대

면에 위치되어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 포커싱 서보 제어를 수행하고, 검출된 포커싱 에러 신호를 상기 서보 제어부로 인가

하여 초기 포커싱 이후 홀로그래픽 롬 포커싱 동작이 연동되도록 제어하는 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픽업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로서, 홀로그래픽 데이터가 기록되는 데이터 기록층과, 상기 각 데이터 기록층 상/하

부에 형성되는 보호층과, 상기 하부 보호층 하부에 형성되는 반사층을 포함하며, 상기 반사층은 적색 파장 광은 반사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의 동작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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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다중 데이터 기록층을 가지는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의 재생이 가능한 홀로그래픽 롬/디

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 장치 중 특히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와 DVD의 재생이 가능하도로 구현된 콤보 픽업장치의

블록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디스크(201)를 기준으로 윗쪽에 홀로그래픽 롬(holographic-rom) 디스크 재생을 위한 픽업(200)

이 있고, 아래쪽에 DVD를 재생하기 위한 픽업(250)이 장착되어 있다.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의 층구조를 보면 도 4에서 보

여지는 바와 같이 기판(302)(306)과 데이터 기록층(304)이 샌드위치처럼 다중으로 겹쳐놓고, 맨 아랫면에 적색 레이저광

만을 반사시키는 반사층(308)을 코팅한다. 디스크 각 데이터 기록층은 도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데이터 기록을 위한

영역(400)과 초기 픽업의 초점면을 찾기 위한 별도의 기준 트랙(402)으로 구성된다. 이때 각 데이터 기록층의 초점 서보를

위한 트랙은 동일한 각을 갖는 기준광에 의해 기록된다.

이하 상기 본 발명의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 장치의 구성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콤보 픽업 장치

는, 다중 데이터 기록층을 가지는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 재생을 위한 기준광을 발사시키는 광원부(204)와, 상기 광원부

(204)로부터의 기준광을 소정 각도로 디스크(201)면으로 입사시킨 후, 입사된 기준광에 의해 회절된 각 다중 데이터 기록

층으로부터의 홀로그램 재생광을 검출하는 제1광 경로(S1)와, 상기 기준광에 의해 회절되어 디스크(201)면으로부터 출력

되는 홀로그램 재생광의 포커싱 에러를 검출하는 제2광 경로(S2)와, 상기 광원부(204)를 수직으로 이동시켜 기준광의 각

도를 변경시키며, 상기 제1, 제2광 경로(S1, S2)에서 검출되는 광검출값을 이용하여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의 트래킹

(tracking) 및 포커싱(focusing)을 제어하는 서보 제어부(230)와, 상기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201) 반대면에 위치되어 홀

로그래픽 롬 디스크 포커싱 서보 제어를 수행하고, 검출된 포커싱 에러 신호를 상기 서보 제어부(230)로 인가하여 초기 포

커싱 이후 홀로그래픽 롬 포커싱 동작이 연동되도록 제어하는 DVD 픽업(250)을 포함한다.

제1광 경로(S1)에는 상기 광원부(204)로부터의 기준광을 반사시켜 디스크(201)면으로 입사시키고, 디스크 면으로부터 상

기 기준광에 의해 회절된 홀로그램 재생광은 투과시키는 빔스플리터(PBS)(208)와, 상기 빔스플리터(208)와 광원부(204)

간 위치되어 상기 광원부(204)로부터 출사되는 기준광의 빔폭을 조절시키는 초점 렌즈(208)와, 상기 빔스플리터(208)로

부터 반사된 기준광을 서보 제어에 따라 다층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의 각 데이터 기록층으로 입사시키고, 기준광에 의해

회절되어 출사되는 홀로그램 재생광을 상기 빔스플리터(208)로 입사시키는 대물렌즈(objective lens)(212)와, 상기 빔스

플리터(208)와 대물렌즈(212)간 위치하여 상기 빔스플리터(208)로부터 반사된 기준광과 디스크면으로부터 회절된 홀로

그램 재생광을 λ/4로 변형시키는 제1 변형판(quarter wave plate)(210)과, 홀로그램 재생광을 3홀 슬릿(slit)(218)면에

결상시키는 렌즈2(216)와, 슬릿(218)을 통과한 재생광을 평형광화시키는 렌즈1(220)과, 상기 빔스플리터(208)를 투과한

홀로그램 재생광을 3홀 슬릿(218)을 통해 검출하고 검출 데이터를 트래킹 에러 신호(tracking error signal)로 서보 제어

부(230)에 인가시키는 트래킹을 위한 제1광검출부(PDIC1)(222)와, 상기 빔스플리터(208)와 3홀 슬릿(218)간 위치되어

빔스플리터(208)를 투과한 홀로그램 재생광을 λ/4로 변형시키는 제2변형판(214)를 포함한다.

제2광 경로(S2)에는 상기 3홀 슬릿(218)의 반사면에 의해 반사된 후, 제2변형판(214)을 통해 λ/4로 변형되는 홀로그램

재생광을 포커싱을 위한 제2광검출부(PDIC2)(226)으로 반사시키는 빔스플리터(208)와, 상기 빔스플리터(208)로부터 반

사되는 홀로그램 재생광을 비점수차법에 의해 초점 서보가 가능하도록 입사시키는 비점수차렌즈(224)와, 상기 비점수차

렌즈(224)로부터 입사되는 홀로그램 재생광을 검출하고 검출데이터를 포커싱 에러 신호로 서보 제어부(230)로 인가시키

는 제2 광검출부(PDIC2)(226)를 포함한다.

도 3은 이러한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의 콤보 픽업 장치의 사시도이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지털 데이터 디스크용 픽업(250')이 디스크(201)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디스크(201)의

위쪽으로 또 하나의 레일(200')을 만들어 홀로그래픽 디스크용 픽업(200)을 장착한다. 디스크(201)가 삽입되어 디지털 디

스크로 판별되면 아래쪽의 디지털 디스크용 픽업(250)이 구동되어 디지털 데이터를 읽게 된다. 기존의 DVD 전용 픽업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생시 아무런 문제없이 읽을 수 있다.

그 다음 삽입된 디스크가 홀로그래픽 디스크로 판별되면 두 개의 픽업(200)(250)이 동시에 작동하게 된다.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로부터 나오는 신호의 검출과 트래킹 서보는 위쪽의 홀로그래픽 전용 픽업(200)을 사용하여 수행하고 아래의 디지

털 데이터 디스크용 픽업(250)은 포커싱 서보를 하는데 이용된다.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DVD가 삽입된 경우에는 아래쪽의 DVD용 픽업(250)이 작동되게 되고

그 구조가 기존에 사용하던 DVD 재생기와 완전히 같으므로 아무 문제없이 DVD를 읽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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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가 삽입된 경우, 먼저 기본적으로 단일 데이터 기록층의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로부터 데이

터를 어떻게 읽어 내는지 설명한다.

상기 도 2에 도시된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 재생을 위한 픽업 구조의 광원부(204)에서 S편광을 갖는 적색 레이저광(green

laser)이 기준광으로 발진된다. 발진된 기준광은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201) 면에서 일정한 빔 크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광학계를 먼저 통과한다. 이를 통과한 기준광은 빔스플리터(PBS)(208)로 입사되는데 PBS(208)는 S편광은 반사시키고 P

편광은 그대로 투과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S편광을 가진 기준광은 PBS(208)에 의해 반사되어 제1변형판

(QWP : Quarter Wave Plate)(210)로 향한다. QWP(210)는 S편광이 입사되면 원편광으로 만들고 이 원 편광이 다시한번

QWP(210)를 통과하게 되면 P편광이 되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QWP(210)를 지난 기준광은 원편광이 되어 대

물렌즈(212)로 입사된다. 이 대물렌즈(212)는 도 7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201)로 부터 나오는 홀

로그램 재생광의 신호 검출과 기준광을 입사시키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부터 출사되

는 홀로그램 재생광의 신호가 지나는 렌즈의 중간 부분과 기준광이 지나는 가장자리 부분의 초점길이가 달라, 중간 부분은

재생된 홀로그램의 데이터 상의 위치에 초점이 있으며 가장자리 부분은 기록매질의 중간 부분에 초점의 위치가 있다. 따라

서 대물렌즈(700)로 입사된 기준광은 데이터가 기록된 각 데이터 기록층으로 특정한 각을 가지고 입사되게 된다.

위와 같이 입사된 기준광에 의해 홀로그램 데이터의 재생광은 기준광과 같은 원편광을 갖고 대물렌즈(212) 쪽으로 재생된

다. 대물렌즈(212)를 통과한 재생광은 다시 QWP(210)를 지나면서 P편광으로 바뀌어 PBS(208)로 향하고 이번에는 P편

광이므로 그대로 통과하여 렌즈2(216)로 입사된다. 렌즈2(216)는 디스크(201)로부터 재생된 여러 트랙의 홀로그램 데이

터를 3-HOLE를 포함한 슬릿(218)면에 다시 결상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슬릿(218)은 도 8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홀로그

래픽 롬 디스크의 신호 검출 및 트래킹 서보를 위해 사용되며 이에 대해서는 본원 출원인에 의해 특허 출원된 출원번호

10-2003-0073730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상기 슬릿(218)을 3-HOLE이 뚤려있는 부분을 제외

하고 반사 코팅하여 미러(mirror)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슬릿(218)으로부터 반사된 재생광이 제2광 경로(S2)를 통해

포커싱을 위한 광검출에 이용되도록 한다.

이제 포커싱 서보 부분을 설명하면,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가 들어오면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 아래쪽의 DVD용 픽업(250)

도 같이 작동되는데 DVD용 픽업에서 발사된 적색 레이저(red laser)광이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201)의 반사층(308)에서

반사되어 DVD 대물렌즈는 DVD의 포커싱 서보에 의해 그 초점이 반사층의 위치에 오게 된다.

이때 만일 홀로그래픽 롬용 대물렌즈(212)의 초점 위치가 재생된 홀로그램 데이터의 면에 있다고 가정하면 도 6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서보 제어부(230)는 DVD에서 생성된 포커싱 에러 신호를 그대로 홀로그래픽 롬용 대물렌즈(212)로 동시

에 보내어 디스크가 와블에 의해 밑으로 내려오면 DVD용 대물렌즈는 포커싱 에러 신호에 따라 같이 밑으로 내려오고 홀

로그래픽 롬용 대물렌즈(212)도 그 만큼 내려오도록 한다. 본 발명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포커싱용 제2광검출부(226)

에서의 초기 포커싱 제어가 수행된 이후에는 홀로그래픽 롬의 포커싱 서보를 DVD의 포커싱 에러 검출 방법 및 장치와 연

동하여 같이 동작될 수 있도록 제어하게 된다.

이제 DVD 대물렌즈가 포커싱 서보에 걸렸을 때 어떻게 홀로그래픽 롬용 대물렌즈(212)의 초기 초점 위치도 홀로그램 데

이터 상의 위치에 오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로부터 재생된 홀로그램 데

이터는 여러 개의 트랙을 동시에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광 저장장치에서 쓰는 비점수차법을 쓰기가 어렵다. 만일 홀

로그램 데이터가 한 트랙만 재생되어 나온다면 비점수차법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도 5와 같은

데이터 구조를 제안하였다. 즉, 디스크의 데이터 기록을 위한 데이터 영역(400)을 두고 그 데이터 기록 영역(400)의 안쪽

에 기준광의 크기 이상 떨어진 하나의 기준 트랙(402)만을 기록한다. 따라서 상기 기준 트랙(402)에 기준광이 입사되면 하

나의 트랙만이 재생되어, 이와 같이 재생된 하나의 트랙을 이용하여 초점 서보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가 삽입되면 홀로그래픽 롬 픽업(200) 및 DVD 픽업(250)은 정해진 포커싱용 기준 트랙(402)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기준광을 조사하면 한 트랙의 홀로그램 데이터가 재생되어 나오고 재생된 홀로

그램 트랙은 앞에서 설명한 제1광 경로(S1)를 따라 슬릿(218) 면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이 트랙은 슬릿(218) 면에서 반사

되어 나온다. 반사되어 나온 재생광은 제2변형판(QWP)(214)에 의해 편광이 바뀌어 PBS(208)면에서 반사되게 된다. 반사

된 홀로그램 재생광은 DVD에서와 같은 비점 수차를 일으키는 렌즈(224)를 통해 포커싱을 위한 제2광검출부(PDIC2)

(226)로 들어가고 앞에서 설명한 비점 수차법에 의해 홀로그래픽 롬 대물렌즈의 초기 위치를 재생된 홀로그램 데이터 면

에 위치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도 8b에 도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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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

지 않고 실시될 수 있다. 따라서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하여져

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장치에서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 및 CD, DVD

등과 같은 디지털 데이터 디스크외에 콤보픽업장치의 별다른 추가 구성없이도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의 재생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데이터 디스크의 재생을 지원하여 사용상 편리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광 부품을 서로 다른 파장의 빔과 공유하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광학계 성능저하를 방지하며, 포커스 서

보면과 홀로그램 데이터면이 같은 면에 존재하지 않아 검출된 데이터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의 재생이 가능한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장치로서,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 재생을 위한 기준광을 발사시키는 광원부와,

상기 광원부로부터의 기준광을 소정 각도로 디스크면으로 입사시킨 후, 입사된 기준광에 의해 회절된 각 다중 데이터 기록

층으로부터의 홀로그램 재생광을 검출하는 제1광 경로와,

상기 기준광에 의해 회절되어 디스크면으로부터 출력되는 홀로그램 재생광의 포커싱 에러를 검출하는 제2광 경로와,

상기 광원부를 수직으로 이동시켜 기준광의 각도를 변경시키며, 상기 제1, 제2광 경로에서 검출되는 광검출값을 이용하여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의 트래킹 및 포커싱을 제어하는 서보 제어부와,

상기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 반대면에 위치되어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 포커싱 서보 제어를 수행하고, 검출된 포커싱 에러

신호를 상기 서보 제어부로 인가하여 초기 포커싱 이후 홀로그래픽 롬 포커싱 동작이 연동되도록 제어하는 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픽업부

를 포함하는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광 경로는, 상기 광원부로부터의 기준광을 반사시켜 디스크면으로 입사시키고, 디스크 면으로부터 상기 기준광에

의해 회절된 홀로그램 재생광은 투과시키는 빔스플리터와,

상기 빔스플리터로부터 반사된 기준광을 서보 제어에 따라 다층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의 각 데이터 기록층으로 입사시키

고, 기준광에 의해 회절되어 출사되는 홀로그램 재생광을 상기 빔스플리터로 입사시키는 대물렌즈와,

상기 빔스플리터와 대물렌즈간 위치하여 상기 빔스플리터로부터 반사된 기준광과 디스크면으로부터 회절된 홀로그램 재

생광을 λ/4로 변형시키는 제1 변형판과,

상기 빔스플리터를 투과한 홀로그램 재생광을 3홀 슬릿을 통해 검출하고 검출 데이터를 트래킹 에러 신호로 서보 제어부

에 인가시키는 트래킹 광검출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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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빔스플리터와 3홀 슬릿간 위치되어 빔스플리터를 투과한 홀로그램 재생광을 λ/4로 변형시키는 제2변형판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광 경로는, 상기 빔스플리터와 광원부간 위치되어 상기 광원부로부터 출사되는 기준광의 빔폭을 조절시키는 초점

렌즈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장치.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3홀 슬릿은, 홀을 제외한 슬릿 전면이 반사 코팅되어 빔스플리터를 투과하여 입사된 홀로그램 재생광을 반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2광 경로는, 상기 3홀 슬릿의 반사면에 의해 반사된 후, 제2변형판을 통해 λ/4로 변형되는 홀로그램 재생광을 반사

시키는 빔스플리터와,

상기 빔스플리터로부터 반사되는 홀로그램 재생광을 비점수차법에 의해 초점 서보가 가능하도록 입사시키는 비점수차렌

즈와,

상기 비점수차렌즈로부터 입사되는 홀로그램빔을 검출하고 검출데이터를 포커싱 에러 신호로 서보 제어부로 인가시키는

포커싱 광검출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장치.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서보 제어부는, 상기 트래킹 광검출부로부터 검출된 데이터에 따라 상기 대물렌즈 위치를 수평 이동시켜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의 트래킹 제어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서보 제어부는, 상기 포커싱 광검출부로부터 검출된 데이터에 따라 상기 대물렌즈 위치를 수평 또는 수직 이동시켜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의 포커싱 제어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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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보 제어부는, 초기 홀로그래픽 롬 디스크 로딩 시 디스크상 초점 서보 트랙으로 이동하여 디스크내 데이터 기록면

으로 기준광을 입사시키고 디스크내 데이터 기록층의 수를 스캔한 후, 상기 광원부로부터의 발사되는 기준광을 각 데이터

기록층에 맺히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부의 기준광은, S 편광의 녹색 레이저 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픽업부의 포커싱 기준광은, 적색 레이저 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

터 디스크 콤보 픽업장치.

청구항 11.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대물렌즈는 재생광이 투과되는 부위의 두께가 두껍고 상기 기준광이 투과되는 부위의 두께가 얇게 형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홀로그래픽 롬/디지털 데이터 디스크 콤보 픽업장치.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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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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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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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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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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