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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직선편광의 코히어런트 광원에서 출사되는 광빔은 편광성 위상판에 입사하고, 서로 직교하는 편광성분을 
갖는 주빔과 중심위치 및 주요부 사이즈가 일치하는 쌍봉상의 부빔을 생성한다. 주빔 및 부빔은 광디스크
의 정보기억면에 집광되고, 반사후에 편광분리되어 별도로 제1~ 제3광검출기에 의해 검출된다. 제1~ 제3
광검출기에서의 출력신호는 차동연산기에 의해 연산되고 출력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초해상 광헤드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관한 초해상 광헤드장치의 개략 구성도. 

제2a, b도는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 공통인 부빔의 생성 및 초해상광학계의 구성원리를 1차원적 모델로 
나타낸 개략도. 

제3도는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 공통인 초해상 광학계의 원리를 간단한 1차원적 모델로 나타낸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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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관한 초해상 광헤드장치의 개략 구성도. 

제5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관한 초해상 광헤드장치의 개략 구성도. 

제6도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관한 초해상 광헤드장치의 개략 구성도. 

제7a, b도는 본 발명의 제1및 제2실시예에 대한 편광성 홀로그램 소자의 개략 구성도. 

제8도는 본 발명의 제1 및 제2실시예에 공통된 집적화된 광검출기의 구성예를 설명하는 도면. 

제9a, b, c도는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 공통인 부빔 생성을 위한 위상판의 구성예를 설명하는 도면. 

제10a, b, c, d도는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 공통인 부빔 생성을 위한 위상판의 다른 구성예를 설명하는 
도면. 

제11a, b, c, d, e도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대한 편광성 회절격자의 구성예를 설명하는 개략도. 

제12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대한 부빔 생성용 광원과 위상판의 다른 구성예를 설명하는 도면. 

제13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대한 부빔 생성용 광원과 위상판의 다른 구성예를 설명하는 도면. 

제14도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대한 위상변조기의 구성예를 설명하는 도면. 

제15a, b도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대한 위상변조기의 다른 구성예를 설명하는 도면. 

제16도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관한 초해상 광헤드장치의 개략 구성도. 

제17a도는 제5실시예에 대한 코히어런트 광원과 광검출기가 동일한 기판상에 형성된 상태를 나타내는 평
면도이고,

제17b도는 제5실시예에 대한 편광성 위상판과 편광성 회절격자가 동일한 기판에 형성된 상태를 나타내는 
평면도이고,

제17c도는 제5실시예에 대한 주빔 및 부빔의 광강도 분포를 나타내는 도면. 

제18a도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대한 홀로그램 소자 패턴의 일례를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고,

제18b도는 상기 홀로그램 소자 패턴의 다른 예를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도면. 

제19도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있어서, 홀로그램 소자의 패턴으로서 다른 예를 사용하는 경우의 광검출
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제20도는 종래의 고리띠형상 개구를 사용한 초해상광학계를 설명하는 개략구성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코히어런트 광원         101 : 콜리메이트 렌즈

102 : 개구부               103 : 집광렌즈

104 : 편광성 위상판          105 : 콜리메이트 렌즈

106 : 개구부                107 : 미러

108: 빔스플리터             109 : 대물렌즈

110 : 광디스크               110a : 정보기억면

111 : 편광성 홀로그램 소자      112 : 집광렌즈

113 : 광검출기               115, 116 : 증폭기

117 : 차동연산기             118 : 전자식 구동수단

119 : 연산수단               120 : 구동부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집광빔을 정보 기억면에 집광하여 광학적으로 정보판독을 행하는 초해상 광헤드장치에 관한 것
으로, 특히 광디스크용 헤드장치, 바코드 스캐너 또는 화상 스캐너 등에 적용가능한 초해상 광헤드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 초해상 광헤드장치는 코히어런트 빔(coherent beam)빔을 정보 기억면의 미소 스폿에 집광빔으로서 
집광하는 집광수단과, 정보 기억면에서 반사되어 오는 반사빔의 광강도를 검출하는 광전 변화수단을 갖추
고 있고, 회절한계 또는 회절한계 이하의 미소 스폿의 집광빔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안이 있다. 

제20도는 초해상 광학계로서 잘 알려진 고리띠형상의 개구부를 이용한 종래의 결상 광학계를 재회절 광학
계로서 나타낸 개략 구성도이다. 이와 같은 고리띠형상 개구방식의 초해상 광학계는 광헤드장치로서 적용
예로 이하의 문헌에 보고되고 있다. 

1) High density Optical Recording by Super resolution, Y. Yamada, Y. Hirose and K. kubota, Proc. 
Int. Symp. on Optical Memory, 1989. Jap. J. of appl. Phys. , Vol. 28(1989) supplement 28-3, pp. 
197-200. 

2)  Optical  Head  with  Annular  Phase-Shifting  Apotizer  ,   Hideo  Ando,  Tsuneshi  Yokota  and  Koki 
Tanoue, Jap. J. Appl. Phys. , Vol. 32(1993) pp. 5269-5276, pt. 1,No. 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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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코히어런트 광원(50)에서 발생시킨 코히어런트빔은 콜리메이트 렌즈(제1푸
리에변환  렌즈)(51)에  의해  평행광으로  된  후,  고리띠형상  개구부(52)의  개구(1차원적으로는 슬릿개
구)(52a,52b)를 통과하여 대물렌즈(제2푸리에변환렌즈)(53)에 의해 결상(結像)되고, 상기 고리띠형상 개
구부(투과율(52)의 파워스펙트럼으로서 제20도에 도시되어 있는 강도분포 I(x)를 갖는 초해상 스폿을 얻
을 수 있다. 

상기 문헌 1)은 이와 같은 초해상 스폿을 일차원적으로 구성하고, 메인 로브(main lobe)만을 슬릿형상의 
나이프 에지로 인출하여 이용하는 광헤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 상기 문헌 2)는 2차원적으로 초해
상 스폿을 실현하기 위해 고리띠형상 개구부로 복수개의 위상분포 및 소정의 진폭분포를 사용한다. 제20
도에서  생기는  메인  로브  외측의  사이드로브(side  lobe)의  억압을  도모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후자의  방식에서는  사이드  로브의  억압을  위해서  고리띠형상  개구부의  설계조건이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나, 고리띠형상 개구부에 의해 사이드 로브를 억압하는 방식에서는 집광빔의 강도가 저하하는 것은 
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집광빔의 피크치가 50%~15%정도로 저하하는 경우에 메인 로브의 
반치폭(半値幅)을 회절한계의 85%까지 좁히면 사이드 로브의 강도비가 메인 로브 피크치의 7% 정도로 된
다. 

상술한 바와 같이, 대물렌즈의 개구면에 상당하는 평면에 슬릿형상 또는 고리띠형상의 개구부를 설치하면 
사이드 로브가 어느 정도 억압된 회절한계를 초과하는 초해상을 얻을 수 있는 반면, ① 결상면에 이르는 
광량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메인 로브의 광량이 감소하는 문제, ② 사이드 로브의 차폐용의 개구부를 설치
함에 따라서 광학경로의 조정에 정밀도가 요구되는 동시에 광학계를 구성하는 부품의 시간에 따른 변화 
등에 의해 장치의 신뢰성이 저하하는 문제③ 빔의 반치폭은 기껏해야 90-80% 정도까지밖에 작게 할 수 없
다는 문제가 있다. 

[발명의 개요]

상술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발명은 심플한 광학계에 의해 광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회절한
계의 빔폭을 약 70% 정도까지 작게 할 수 있는 아주 고성능의 초해상 광헤드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1초해상 광헤드장치는 서로 인코히어런트이고 동시에 주요부의 
사이즈는 서로 같으며, 빔중심에 강도의 피크를 갖는 주빔과 빔 중심의 적어도 양측에 강도의 피크를 갖
는 부빔을 정보 기억면에 중첩하여 집광하고, 정보 기억면에서 반사되어온 광빔을 분리하여 광강도를 차
동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초해상 광학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제1초해상 광헤드장치는 주빔인 제1코히어런트광을 발하는 제1코히어런트 광원과, 제1코히어런트광의 편
광면과 직교하는 편광면을 갖거나 또는 상기 제1코히어런트광의 파장과 다른 파장을 갖는 제2코히어런트
광을 발하는 제2코히어런트 광원과, 제2코히어런트과의 입사를 받고 광축에 수직인 면내에서 빔 중심의 
적어도 양측에 피크치를 가지며 빔 주요부의 사이즈가 주빔의 주요부의 사이즈와 실질적으로 같은 광강도 
분포를 갖는 부빔을 출사하는 위상판과, 제1코히어런트 광원에서 출사된 주빔과 위상판에서 출사된 부빔
을 중첩시켜서 정보 기억면으로 짐광하는 집광수단과, 상기 주빔과 상기 부빔이 중첩하여 되는 광빔이 정
보기억면에 설치된 광학적 정보기억 담체에 포커싱 및 트랙킹하도록 집광수단을 제어하는 제어수단과, 정
보 기억면에서 반사되어 오는 광빔의 입사를 받아 상기 광빔을 주빔과 부빔으로 편광분리 또는 파장분리
하여 출사하는 광분리수단과, 광분리수단에서 출사된 주빔 및 부빔의 광강도를 별도로 검출하여 광강도 
신호를 출력하는 광검출수단과, 광검출수단에서 출력된 광강도신호에 기초하여 초해상 주사신호를 연산하
여 출력하는 연산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제1초해상 광헤드장치에 의하면, 주빔은 통상의 에어리 디스크(Airy disc)형상 패턴 또는 광축중심으로 
광강도의 피크치를 갖는 빔으로 된다. 부빔의 주요부는 집광면에서 주빔의 반치폭(半値幅)과 같은 빔사이
즈를 갖는다. 부빔은 주요부의 사이즈가 주빔과 같고, 빔 중심의 적어도 양측에 피크치를 갖는 쌍봉형상
(雙峰形狀)의 강도분포를 갖고 있다. 쌍봉형상의 강도분포를 갖는 부빔의 생성은 투과광의 파장에 대하여 
상대위상차가 0에 π로 변이하는 단차를 갖는 위상판에 의해 간단히 실현할 수 있고, 주빔과 거의 동일한 
강도분포를 갖는 부빔을 상기 위상판에 조사함으로써 쌍봉형상 빔의 부변부에서는 주빔의 주변부와 실질
적으로 동일한 강도분포를 실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빔파형 정형은 주빔 또는 부빔이 통과하는 개구부
의 개구직경(開口直徑)을 최적화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정보 기억면에서 주빔 또는 부빔은 서로 인코히어런트로 중첩하여 집광된다. 정보기억면인 피주사면에서
는 서로 인코히어런트한 주빔 및 부빔이 중첩되어 주사되고, 주빔은 에어리 디스크 형상 패턴 또는 빔 중
심으로 강도의 피크를 갖는 빔프로파일(beam profile)을 형성한다. 주빔과 부빔이 정보 기억면에서 중첩
하여 되는 광빔은 정보 기억면에서 반사된 후, 주빔 및 부빔이 서로 직교하는 편광면 또는 서로 다른 파
장을 갖는 것을 이용하여 주빔과 부빔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광강도가 검출된다. 검출된 광강도가 차
동적으로 연산됨으로써 등가적으로 주빔의 강도분포와 부빔의 강도분포의 차분으로 주사된 출력신호를 얻
을 수 있으므로 초해상 광신호를 간단하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제1초해상 광헤드장치에 의하면, 광학계의 해상성능으로서는 사용하는 대물렌즈의 회절한계를 초
과하여 약 70%의 빔폭을 등가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초해상 광헤드장치는 제1초해상 광헤드장치의 위상판 대신에 홀로그램 소자를 이용함으로써 
초해상 광학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제2초해상 광헤드장치는 주빔인 코히어런트광을 발하는 제1코히어런트 광원과, 제1코히어런트광의 편광면
과 직교하는 편광면을 갖거나 또는 상기 제1코히어런트광의 파장과 다른 파장을 갖는 제2코히어런트광을 
발하는 제2 코히어런트 광원과, 제2코히어런트광의 입사를 받고 광축에 수직인 면내에서 빔 중심의 적어
도 양측에 피크치를 가지며 빔 주요부의 사이즈가 주빔의 주요부의 사이즈와 실질적으로 같은 광강도 분
포를 갖는 부빔을 출사하는 홀로그램 소자와, 제1코히어런트 광원에서 출사된 주빔과 홀로그램 소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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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된 부빔을 중첩시켜서 정보 기억면으로 집광하는 집광수단과, 주빔과 부빔이 중첩하여되는 광빔이 정
보 기억면에 설치돤 광학적 정보기억 담체에 포커싱 및 트랙킹하도록 집광수단을 제어하는 제어수단과, 
정보 기억면에서 반사되어 오는 광빔의 입사를 받아 이 광빔을 주빔과 부빔으로 편광분리 또는 파장분리
하여 출사하는 광분리수단과, 광분리수단에서 출사된 주빔 및 부빔의 광강도를 별도로 검출하여 광강도신
호를 출력하는 광검출수단과, 광검출수단에서 출력된 광강도신호에 기초하여 초해상주사신호를 연산하여 
출력하는 연산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제2초해상 광헤드장치에서는 주빔은 통상의 에어리 디스크 형상 패턴 또는 광축중심에 광강도의 피크치를 
갖는 빔으로 된다. 홀로그램 소자에서 재생되는 형으로 생성되는 부빔의 주요부는 정보 기억면에서 주빔
의 반치폭과 같은 빔사이즈를 갖는다. 부빔의 빔 중심의 적어도 양측에 광강도의 피크가 형성된다. 정보 
기억면에서 주빔과 부빔은 인코히어런트로 중첩하여 집광되고, 주빔과 부빔이 정보 기억면에서 중첩하여 
되는 광빔은 정보 기억면에서 반사된 후 편광분리 또는 파장분리되어 주빔 및 부빔으로 독립하여 광강도
가 검출된다. 검출된 광강도가 차동적으로 연산됨으로써 등가적으로 주빔의 강도분포와 부빔의 강도분포
와의 차분으로 연산된 출력신호를 얻을 수 있으므로 초해상 광신호를 간단하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 

제2초해상 광헤드장치에 의하면, 부빔의 생성이 위상판의 홀로그램 소자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으므로, 
예를 들면 위상판의 제작과정에 복잡한 처리를 요하더라도 위상판 자체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공업적으
로는 홀로그램 소자를 양산하여 사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위상판을 실제로 제작할 수 없고, 컴퓨터상으
로 설계하는 컴퓨터 생성에 의한 홀로그램(computer generated hologram)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설
계 및 제작의 자유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제1 또는 제2초해상 광헤드장치에서 위상판은 위상판 중심주위에 N개(N은 2 이상의 정수)로 분할되어 있
고 제2코히어런트 광원에서 발생시킨 제2코히어런트광에 대하여 상대적 위상차 0,2π/N,(2π/N)X2,(2π
/N)X3,. . . , 및(2π/N)·(2N-1)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N개의 영역을 갖고, 이 N개의 영역을 통과하는 
제2코히어런트광을 상기 부빔으로 출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위상판으로서 축대칭의 편광성 위상판을 이용하면 주빔과, 빔 중심을 축으로서 원환상으로 피
크를 갖고 주빔과 동축인 부빔이 중첩된 광빔이 정보 기억면에 집광된다. 정보 기억면에서 반사되어 오는 
광빔은 주빔과 부빔으로 편광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광강도를 검출할 수 있으므로 회절한계보다도 미세한 
원형빔을 이용한 경우와 등가인 초해상 광신호를 안정되게 실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초해상 광학계를 
축대칭의 초해상 빔광학계와 등가인 성능으로 간단하고 안정되게 실현할 수 있는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1또는 제2초해상 광헤드장치에서 위상판은 제2코히어런트 광원에 근접 또는 밀접하여 이 제2코히어런트 
광원과 일체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하면, 안정된 부빔을 간단한 구성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심플하고 콤팩트한 초해상 광신호를 안정하게 실현할 수 있다. 

제1또는 제2초해상 광헤드장치에서 제1및 제2코히어런트 광원은 각각의 편광면이 서로 직교하도록 위치된 
한쌍의 직선편향 레이저인 것이 바람직하다. 편광면이 서로 직교하는 한쌍의 직선 편광레이저는 서로 인
코히어런트이고, 한쌍의 직선 편광레이저 발광면을 단지 소정의 위치관계로 설정할 뿐이고 주빔 및 부빔
이 서로 직교한 편광면의 생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초해상 광헤드장치를 간단하게 실현할 수 있다. 

제1또는 제2초해상 광헤드장치에서, 광분리수단은 굴절률 일축이방성을 가진 기판과, 이 기판상에 형성된 
편광성 홀로그램 소자 또는 편광성 회절격자로 구성되고, 광빔을 주빔과 부빔으로 편광분리하는 편광분리
수단인 것이 바람직하다. 

편광성 홀로그램 소자 또는 편광성 회절소자는 주빔 및 부빔중 한쪽 편광빔 대부분의 에너지 성분은 ±1
차 회절광으로 되고, 다른 쪽의 편광빔은 0 차회절광으로 투과시키기 때문에 주빔 및 부빔을 공간적으로 
확실하게 분리하여 광강도를 검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편광성 빔스플리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콤
팩트하고 저가의 초해상 주사광학계를 실현할 수가 있다. 

제1또는 제2초해상 광헤드장치에서 광분리수단은 다층막 유전체 필터로 구성되고, 광빔을 주빔과 부빔으
로 파장분리하는 파장분리 수단인 것이 바람직하다. 다층막 유전체 필터는 협대역 밴드패스필터로서 작용
하기 때문에 필터의 협대역 밴드패스 투과율 특성 및 그 반대특성을 갖는 반사율 특성에 따라서 파장차가 
작은 2파장을 효율적으로 분리하여 검출할 수 있으므로 파장이 서로 다른 주빔 및 부빔을 확실하게 파장
분리하여 광강도를 검출할 수 있다. 

본 발명에 관한 제3초해상 광헤드장치는 단일의 코히어런트 광원에서 발한 코히어런트광을 편광성 위상판
에 의해 서로 직교하는 편광면을 갖는 빔 중심에 피크치를 갖는 주빔과, 이 주빔 중심의 적어도 양측에 
피크치를 갖는 부빔으로 분리하고, 주빔과 부빔을 정보 기억면에 집광하고, 정보 기억면에서 반사되어온 
광빔을 편광분리하여 광강도를 차동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초해상 광학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제3초해상 광헤드장치는 코히어런트광을 발하는 코히어런트 광원과, 코히어런트 광원에서 발생된 코히어
런트광의 입사를 받아 이 코히어런트광을 주빔과 이 주빔의 편광면과 직교하는 편광면을 갖고 주빔 중심
의 적어도 양측에 피크를 갖고 빔주요부의 사이즈가 주빔 주요부의 사이즈와 실질적으로 같은 광강도 분
포를 갖는 부빔으로 분리하여 출사하는 편광성 위상만과, 편광성 위상판에서 출사된 주빔과 부빔을 중첩
시켜 정보 기억면에 집광하는 집광수단과, 주빔과 부빔이 중첩하여 되는 광빔이 정보 기억면에 설치된 광
학적 정보기억 담체에 포커싱 및 트랙킹하도록 집광수단을 제어하는 제어수단과, 정보 기억면에서 반사되
어 오는 광빔의 입사를 받아 이 광빔을 주빔과 부빔으로 편광분리하여 출사하는 편광분리수단과, 편광분
리 수단에서 출사된 주빔 및 부빔의 광강도를 별도로 검출하여 광강도신호를 출력하는 광검출수단과, 광
검출수단에서 출력된 광강도신호에 기초하여 초해상 주사신호를 연산하여 출력하는 연산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제3초해상 광헤드장치에 의하면 단일의 코히어런트 광원에서 출사된 코히어런트광으로부터 편광면이 서로 
직교하는 주빔 및 부빔을 얻을 수 있다. 주빔 및 부빔 주요부의 사이즈는 같다. 주빔은 광축중심이 광강
도의 피크를 갖는 빔으로 되고, 부빔은 빔 중심의 적어도 양측에 광강도의 피크를 갖는 빔으로 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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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과 부빔은 피주사면인 정보 기억면에서 서로 인코히어런트로 중첩하여 집광되고, 서로 광축이 완전하게 
엇갈리지 않게 주사된다. 중첩된 광빔으로서 정보 기억면에서 반사된 주빔 및 부빔은 편광분리되어 주빔 
및 부빔으로 독립하여 광강도가 검출된다. 검출된 광강도는 차동적으로 연산됨으로써 등가적으로 주빔의 
강도분포와 부빔의 강도분포의 차분으로서 주사된 출력신호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매우 안전되고도 
양질인 초해상 주사광학계를 극히 심플한 구성으로 실현할 수 있다. 

제3초해상 광헤드장치에서, 편광분리수단은 굴절률 일축이방성을 갖는 기판과 이 기관상에 형성된 편광성 
홀로그램 소자 또는 편광성 회절격자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하면, 콤팩트하고도 저가의 
초해상 주사광학계를 실현할 수가 있다. 

제3초해상 광헤드장치에서, 편광성 위상판은 코히어런트 광원에서 발생시킨 코히어런트광을 한 방향의 편
광면을 갖는 광성분과, 한 방향과 직교하는 다른 방향의 편광면을 갖는 광성분으로 편광분리하고, 한 방
향의 편광면을 갖는 광성분을 주빔으로서 출사하고, 다른 방향의 편광면을 갖는 광성분에 대하여 상대 위
상차를 부여하지 않는 제1영여과 π의 상대 위상차를 부여하는 제2영역을 가지고, 제1및 제2영역을 통과
하는 광성분을 부빔으로서 출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하면, 단일의 코히어런트 광원에서 출사한 코히어런트광을 편광성 위상판으로 인도함으로써 주
빔 및 부빔은 편광분리와 동시에 생성되기 때문에 주빔 및 부빔 주변부의 강도분포는 동일형상으로 가지
런하게 되어 있으므로 빔주사를 행하여도 광축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적어도 1차원 방향으
로는 초해상으로 되는 광신호를 매우 안전하게 얻을 수가 있다. 

이 경우, 제1및 제2영역을 편광성 위상판에서 중심 주변에 분할된 4 영역에 교대로 2영역씩 형성되어 있
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하면, 주빔과 빔 중심의 4 방향에 걸쳐 피크를 갖는 부빔이 중첩된 
광빔이 정보 기억면에 집광된다. 정보 기억면에서 반사된 광빔을 주빔과 부빔으로 편광분리하여 독립적으
로 광강도를 검출하므로, 회절한계보다도 가느다란 장방형 빔을 사용한 경우와 등가인 초해상 광헤드장치
를 안전하게 실현할 수가 있다. 

제3초해상 광헤드장치에서 편광성 위상판은 코히어런트 광원에서 발생된 코히어런트광을 한 방향의 편광
면을 갖는 광성분과 한 방향과 직교하는 다른 방향의 편광면을 갖는 광성분으로 편광분리하고, 한 방향의 
편광면을  갖는  광성분은  상대적  위상차를  부여하지  않고  출사하고,  위상판  주변에  N개(N은  2  이상의 
정수)로 분할되어 있는 다른 방향 편광면을 갖는 광성분에 대하여 상대위상차 0,2π/N,(2π/N)×2,(2π
/N)×3…, 및(2π/N)·(N-1)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N개의 영역을 가지고, 이 N개의 영역을 통과하는 광
성분을 부빔으로서 출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하면, 회절한계보다도 가느다란 원형 빔을 사용
한 경우와 등가인 초해상 광헤드를 안저하게 실현할 수가 있다. 

본 발명에 관한 제4초해상 광헤드장치는 단일의 코히어런트 광원에서 교대로 발생하는 한쌍의 펄스열을 
사용하고, 한쪽의 펄스열은 빔 중심에 피크를 갖는 주빔으로 하고, 다른 쪽은 펄스열에는 위상변조를 가
함으로써 상기 주빔 중심의 적어도 양측에 피크치를 갖는 부빔으로 하고, 주빔 및 부빔을 정보 기억면에 
집광하고, 정보 기억면에서 반사되어온 주비 및 부빔의 펄스열을 시간분리하여 그 광강도를 별도로 검출
하고, 선택적으로 지연시간을 부여받은 주빔 및 부빔에 대응하는 광강도를 차동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초해
상 광학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제4초해상 광헤드장치는 제1펄스열과 이 제1펄스열의 각 펄스에 대하여 시계열적(時係列的)으로 교대로 
발생하는 제2펄스열을 갖는 코히어런트광을 발생하는 코히어런트 광원과, 코히어런트광의 입사를 받고 이 
코히어런트광의 파면에 제1및 제2펄스열에 동기하여 선택적으로 위상변이를 부여함으로써, 코히어런트광
을, 제1펄스열로 된 주빔과, 제2펄스열로 되고 주빔의 광축에 수직인 면내에서 빔 중심의 적어도 양측에 
피크치를 가지며 빔 주요부의 사이즈가 주빔 주요부의 사이즈와 실질적으로 같은 광강도 분포를 갖는 부
빔으로 출사하는 위상변조수단과, 위상변조수단에서 출사된 주빔 및 부빔을 정보 기억면에 집광하는 집광
수단과, 주빔 및 부빔이 정보 기억면에 설치된 광학적 정보기억 담체에 포커싱 및 트랙킹하도록 집광수단
을 제어하는 제어수단과, 정보 기억면에서 반사하여온 주빔 및 부빔의 광강도를 별도로 검출하여 광강도 
신호를 출력하는 광검출수단과, 광검출수단에서 출력된 광강도 신호에 대하여 제1펄스열과 제2펄스열 사
이의 펄스열 간격에 상당하는 지연시간을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자연수단과, 광검출수단에서 출력된 광강
도 신호와 지연수단에 의해 지연시간을 부여받은 광강도 신호에 기초하여 초해상 주사신호를 연산하여 출
력하는 연산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제4초해상 광헤드장치에 의하면, 주빔 및 부빔을 단일의 코히어런트 광원에서 출사되어 시간적으로 분리
된 한쌍의 펄스열로서 얻어진다. 주빔 및 부빔 주요부의 사이즈는 같다. 주빔은 광축 중심이 광강도의 피
크치를 갖는 빔으로 되고, 부빔은 빔 중심의 적어도 양측에 광강도의 피크치를 갖는 빔으로 된다. 주빔과 
부빔은 정보 기억면에서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동시에 등가적으로 코히어런트로 중첩하여 집광된 후, 정보 
기억면에서 포커싱 및 트랙킹 제어된 광빔으로서 정보 기억면에서 반사되고, 그 후,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주빔 및 부빔으로서 독립적으로 광강도가 검출된다. 검출된 광강도에 대응하는 광강도신호는 선택적으로 
지연되어 차동적으로 연산됨으로써 등가적으로 빔의 강도분포와 부빔의 강도분포와의 차분으로서 연산된 
출력신호가 얻어진다. 이와 같이, 단일의 코히어런트 광원을 사용하는 동시에, 집적화된 단일의 광검출기 
및 지연소자를 사용하여 시간분리된 주빔과 부빔의 신호처리를 행함으로써 심플한 광학계에서 초해상 광
헤드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관한 제5초해상 광헤드장치는 단일의 코히어런트 광원에서 발생한 코히어런트광을, 편광성 위
상판에 의해 서로 직교하는 편광면을 갖고 빔 중심에 피크치를 갖는 주빔과 이 주빔 중심의 적어도 양측
에 피크치를 가진 부빔으로 분리하고, 입사로 광학계에서 주빔과 부빔을 정보 기억면에 집광하고, 반사로
에서 정보 기억면으로부터 반사되어온 주빔을 홀로그램 소자에 의해 회절하는 동시에, 주빔과 부빔을 편
광분리하여 광강도를 차동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초해상 광학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제5초해상 광헤드장치는 코히어런트광을 발생하는 코히어런트 광원과, 코히어런트 광원에서 발생된 코히
어런트광을 주빔과 이 주빔의 편광면과 직교하는 편광면을 갖고 주빔 중심의 적어도 양측에 피크를 가지
며 빔 주요부의 사이즈가 주빔 주요부의 사이즈와 실질적으로 같은 광강도 분포를 갖는 부빔으로 분리하
여 출사하는 편광성 위상판과, 편광성 위상판에서 출사된 주빔과 부빔을 중첩시켜 정보 기억면에 집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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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광수단과, 주빔과 부빔이 중첩하여 되는 광빔이 정보 기억면에 설치된 광학적 정보기억 담체에 포커
싱 및 트랙킹하도록 집광수단을 제어하는 제어수단과, 집광수단과 일체로 설치되고, 정보 기억면에서 반
사하여온 반사로의 광빔을 회절시켜 코히어런트 광원의 발광면과 거의 동일한 평면상에 인도하는 홀로그
램 소자와, 홀로그램 소자에 의해 회절된 반사로(反射路)의 광빔의 입사를 받아, 반사로의 광빔을 주빔과 
부빔으로 편광분리하여 출사하는 편광분리수단과, 코히어런트 광원의 발광면과 거의 동일한 평면상에 설
치되고, 편광분리수단에서 출사된 주빔 및 부빔의 광강도를 별도로 검출하여 광강도신호를 출력하는 광검
출수단과, 광검출수단에서 출력된 광강도신호에 기초하여 초해상 주사신호를 연산하여 출력하는 연산 수
단을 구비하고 있다. 

제5초해상 광헤드장치에 의하면, 단일의 코히어런트 광원에서 출사된 코히어런트광으로부터 편광면이 서
로 직교하는 주빔 및 부빔이 얻어진다. 주빔 및 부빔의 각 주요부의 사이즈는 거의 같다. 주빔은 광축 중
심이 광강도의 피크를 갖는 빔으로 되고, 부빔은 빔 중심의 적어도 양측에 광강도의 피크를 갖는 빔으로 
된다. 

입사로에서 주빔과 부빔은 서로 인코히어런트로 중첩하여 정보 기억면에 집광된다. 주빔 및 부빔이 정보 
기억면에서 중첩하여 되는 광빔은 정보 기억면에서 반사된 후, 반사로에서 홀로그램 소자에 의해 광축 밖
으로 회절된 후, 편광분리수단에 의해 편광분리되고, 주빔 및 부빔으로서 별도로 광강도가 검출된다. 검
출된 각 광강도가 차동적으로 연산됨으로써, 등가적으로 주빔의 강도분포와 부빔의 강도분포의 차분으로
서 주사된 출력신호가 얻어지므로, 초해상 신호를 심플하고도 확실하게 얻을 수가 있다. 

제5초해상 광헤드장치에서는 단일의 코히어런트 광원 및 광검출기를 동일의 평면상에 설치함으로써 조립 
밍 조정이 용이함과 동시에 경년(經年)변화, 온도변화 및 기계적 변형에 대하여 상당히 안정성이 좋다. 
또한, 집광수단과 홀로그램 소자를 일체화하였으므로 콤팩트하고 심플한 광학계로 초해상 광헤드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제1실시예]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관한 초해상 광헤드장치의 개략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도체 레이저로 된 코히어런트 광원(100)에서 출사된 광빔은 콜리메이트 렌
즈(101), 개구부(102) 및 집광렌즈(103)를 통과하여 편광성 위상판(104)을 조사한다. 광빔은 편광성 위상
판(104)에 의해 편광면이 서로 직교하는 주빔과 부빔으로 분리된 후, 콜리메이트 렌즈(105), 개구부(10
6)를 통하여 미러(107)에 의해 반사되고, 그후, 빔스플리터(108)에 의해 방향이 변경되어 대물렌즈(109)
에 의해 피트(pit) 형상으로 정보가 기억된 광디스크(110)의 정보 기억면(110a)에 집광된다. 이 정보 기
억면(110a)에서 반사된 주빔 및 부빔은 다시 대물렌즈(109)에 의해 평행광으로 된 후, 빔스플리티(108)를 
직진한다. 그 후, 주빔(130)은 후술하는 편광성 홀로그램 소자(111)에 의해 회절된 후, 집광렌즈(112)로 
집광되어  제1광검출기(113a)  및  제3광검출기(113c)에  도달하고,  부빔(131)  또한  마찬가지로 집광렌즈
(112)에 의해 집광되어 제2광검출기(113b)에 도달한다. 또, 제1~ 제3광검출기(113a)~(113c)로 집적형 광
검출기(113)가 구성되어 있고, 이 집적형 광검출기(113)의 상세한 구조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제1및 제3광검출기(113a,113c)에서 출력된 전기신호는 합성된 후, 제1증폭기(115)에서 증폭되고, 제2광검
출기(113b)에서 출력된 전기신호는 제2증폭기(116)에서 증폭된다. 제1증폭기(115) 및 제2증폭기(116)로부
터 출력되는 출력신호는 차동연산기(117)에 의해 연산된다. 

또한, 제1도에 있어서, 118은 전자식 구동수단(보이스 코일식 액튜에이터), 119는 포커싱 오차신호 및 트
랙킹  오차신호를  연산하는  연산수단,  120은  연산수단(119)로부터의  출력신호에  의해  전자식 구동수단
(118)을 구동하는 구동부이다. 

제1실시예의 특징은 주빔과 주요부의 사이즈가 일치하고, 중앙부를 제외한 주변부의 광강도가 주빔과 실
질적으로 같은 부빔을 간단하고 안정하게 형성할 수 있는 빔정형 광학계부(121)의 구성에 있다. 

제1실시예 특유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즉, 주빔 및 부빔이 단일의 코히어런트 광원(100)에서 출사되는 
광빔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주빔 및 부빔을 별도의 반도체 레이저, 광학계를 통하여 정형화하는 경우에 
비하여 메인 로브 주변부의 광강도가 주빔과 부빔 사이에서 똑같고 광축 어긋남도 없는 안정한 주사광학
계를 얻을 수가 있다. 

코히어런트 광원(100)을 구성하는 반도체 레이저는 통상의 시판품으로서 얻어지는 직선 편광의 횡모드 단
일빔을 출사하는 광원이고, 제1실시예에서는 지면(紙面)에 거의 45°방향으로 편광면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지면에 평행한 방향 및 수직인 방향의 편광성분으로서 직선편광의 진폭으로 각각 
sin45°를 곱한 성분이 존재한다. 한편, 편광성 위상판(104)의 결정축(제11e도를 참조)을 그 Z-Y면이 지
면과 일치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주빔(정상광)(130) 및 부빔(이상광)(131)이 형성된다. 제1실시예에서는 편
광성 위상판(104)으로서 제9도 및 제10도에 기초하여 후술하는 위상영역을 갖는 것을 사용할 수 있고, 제
1실시예는 일반적으로 극히 안정된 2차원적인 초해상 광헤드장치를 제공한다. 

더욱이, 제1실시예에서, 개구부(102)의 개구 사이즈를 약간 좁혀서 편광성 위상판(104)상의 빔사이즈를 
대물렌즈(109)의 회절한계 빔사이즈의 1. 5배 보다 크게 하여도 제1실시예의 효과를 특별히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본 발명의 원리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듯이, 주빔 및 부빔의 메인 로브가 중심부 
이외에서는 서로 같게 프로파일을 갖는 차동검출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이다. 

제2a, b도는 제1실시예에서 주빔(130) 및 부빔(131)의 광강도 분포가 정보 기억면에서 어떤 모양으로 되
어 있는가를 모식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제2a도에서는 본 발명의 초해상 원리를 알기 쉽게 1차
원 모델로 설명하기 위해 편광성 위상판(104)상에 Xs축을 잡고, 주빔(130)도 Xs축에 입사하여 부빔(131)과 

동일한 빔 웨이스트(beam waist) 지름 W1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제1도의 대물렌즈(109)는 제2a도의 제1

볼록렌즈(150)에 대응하고, 제1도의 대물렌즈(109)는 제2a도의 제2볼록렌즈(151)에 대응하고, 제1도의 개
구부(106)는 제2a도의 개구부(152)에 대응한다, 다만 파장λ의 광빔 지름 W1은 개구부(152)의 직경 D에 대

하여  회절한계의  빔지름 WR(WR 은/(N.  A =λ/sinα1 과  거의  같음)보다도  약  1.  5배정도  크게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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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제1및 제2의 렌즈(150,151)는 모두 푸리에변환 렌즈이고, f1 sina1= f2 sina2 = D/2. . . (1) 

로 되는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다. 이 때 결상면xo축상에서는 주빔(130)의 강도분포(160)의 주요부 사이즈

와 부빔(131)의 강도분포(161)의 주요부 사이즈는 서로 같고, W2(W2는(f2/f1). W1와 거의 같다)로 된다. 

편광성 위상판(104)은 특정의 편광성분에 대하여 광축상에 위상차 π를 일으키는 단차 d1의 위상경계를 갖

고, 파장 π의 광에 대한 굴절률이 n인 기판이고,(n-1)·d=入 /2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xo축상에

서 서로 역위상의 진폭 분포를 갖는 2개의 파면(162,163)이 중첩한 결과로서 상술한 부빔(131)의 강도분
포(161)를 얻을 수 있다. 부빔(131)의 강도분포(161)와 주빔(130)의 강도분포(160)와의 차분 Id(xo)로서는 

제2b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부빔(131)이 광축근방에서 쑥 들어간 부분만 남고, 반치전폭(full  width 
half masimun)go는 회절 한계의 반치전폭 gR에 대하여 약 70%의 사이즈로 된다. 

상기의 초해상 원리는, 실제로는 제1도에 주빔(130) 및 부빔(131)의 광강도를 검출하는 제1~ 제3의 광검
출기(113a,113b,113c)로 된 집적형 광검출기(113) 및 신호연산 처리부(114)로 실현되는 것은 이전에 설명
한 바와 같다. 

제3도는 제2도와 같은 광학계이나, 해석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알기 쉬운 변형예를 모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제2도 나타내는 광학계와 다른 점은 부빔(131)이 거리 δ=(λ,f1)/D만큼 떨어진 2 개의 점(170,17

1)으로 부여되어 있고, xo축의 2개의 점(170,171)에 대응하는 회절상은 장방형의 개구부(152)를 통하여 회

절한계의 진폭분포(173,174)를 형성하고, 서로 위상이 π만큼 다르다. 또한 진폭분포(173,174)의 중심은 
δ1=δ×(f2/f1)만큼 떨어져 있고, 각각의 진폭 피크위치에서 상대의 진폭이 0으로 되도록 δ및 δ1을 설정

하고 있으므로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강도분포(175)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해석적으로 표시하면, xo

축상에서 부빔(131)으로서 얻어지는 쌍봉형상 빔의 복소 진폭분포u1(Xo) 은

으로 되고, 강도분포 I(xo)은 I(Xo)= │u1(xo)│
2
 . . . (3)으로된다. (2) 식에서

는 개구수 sina2룰 갖는 광헤드의 분해능에 해당하고, Rayleigh 의 criterion(통상, 접근한 2점을 분해할 

수 있는 최소간격)에 해당한다. 2차원적으로의 확장에 대해서는 후술하나, 그 경우에는 sin c 함수 대신
에 제1종 벳셀(bessel) 함수 J1(r)을 사용함으로써 점상(点像 )(Airy pattern)의 진폭 및 강도분포를 나타

낼  수  있다.  광축상에  원형개구를  통하여  결상되는  점상의  진폭분포는  광축중심에서의  거리  r을 

사용하여,

로 표시된다. 다만,  로 주어진다. 

에러리 디스크(Airy disc)로 칭하는 메인 로브의 치수는,  로되

고 장방형 개구의 경우 메인 로브의 치수  에 비하여 1. 22배만큼 커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부빔(131)이 정보 기억면에서 집광되어 형성하는 쌍봉형상 빔의 중심부의 패인 부분은, 컴퓨터 
시물레이션에 의하면 제2볼록렌즈(151)(제1도에서 대물렌즈(109))의 회절한계의 빔지름의 약 70%로 된다. 
주빔(130)의 주요부의 치수를 부빔(131)의 주요부 치수와 일치시켜 주빔(130) 및 부빔(131)을 별도로 검
출하고, 차동연산기(117)로 연산함으로써 이 차동연산기(117)에서의 출력신호는 등가적으로는 회절한계의 
약 70%의 빔사이즈로 주사되는 신호에 해당한다. 게다가, 주빔(130) 및 부빔(131)의 사이즈 조정은 제1도
의 개구부(102)로 가능하다. 

편광성 위상판(104)(또는 통상의 위상판)의 위상영역구성은 제9a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준 두께를 갖
는 제1영역(10)과 이 제1영역(10)보다 d1만큼 두께가 다른 제2영역(11)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하면 집

광면에서 제9a도의 Xs 방향으로 쌍봉형상의 광강도 분포가 얻어지는 것은 이전에 설명하였다. 따라서, Xs 

방향으로 1차원의 초해상 효과가 실현되는 것이다. 제5도에 기초하여 후술하는 독립한 광학계로 주빔과 
부빔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무편광성 위상판으로도 효과는 변하지 않는다. 

제9b도는 편광성 위상판(104)(또는 통상의 위상판)의 다른 구성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예에 있어서는 편
광성 위상판(104)을 4 개의 영역(12, 13, 14, 15)으로 구성하고, 제9c도에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것과 같
이 부빔(131)의 중앙부에 광강도가 약한 2 차원적 구덩이(16)를 실현하고 있다. 

제10a도는 편광성 위상판(104)(또는 통상의 위상판)의 위상영역의 보다 바람직한 다른 구성예를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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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광축의 둘레에 0,π/2,π,(3/2)π의 순으로 4개의 영역(20,21,22,23)을 형성하고, 1개 걸러서 인접
영역간의 위상차를 π로 한다. 이와 같이하면, 제10b도에 모식적으로 나타낸 상면의 중앙부(24)는 제9b도
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구덩이가 깊은 강도분포로 된다. 

제10c도는 편광성 위상판(104)(또는 통상의 위상판)의 위상영역의 다른 구성예를 나타내고 있고, 이와 같
은 생각을 일층 확장하여, 원주방향으로 8등분한 8개의 영역(30, 31,32, 33, 34, 35, 36, 37)으로 0에서 
차례로 2π/8씩의 스텝으로 위상차를 두고, 서로 마주 대하는(다시 말하면, 180°각을 이루는 쌍극의) 2
개 영역간의 위상차를 π로 한다. 이와 같이 원주를 N 분할하여 각각 2π/N씩 위상차를 생기도록 편광성 
위상판(104)의 위상영역을 구성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이상에 가까운 광축대칭형의 부빔(131)을 형성하
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실용적으로는, N=8 로 하고 제10d도에 나타내는 정보 기억면(X0,Yo)의 부빔(131)

의 중심부(38)는 거의 광축대칭의 분포를 실현하고 있다. 

제11a도~d도는 편광성 위상판(104)의 제작프로세스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제11a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두께가 500um의 니오브산리튬(LiNbO3)의 결정으로 구성되고 굴절률

이 일축이방성의 기판(180)(X판) 의 표면에 스퍼터법으로 Ta막(1810을 230 옹스트롬 막두계로 형성한다. 

다음으로, 제11b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포토리소그래픽 및 드라이에칭으로 Ta막(181)에 대하여 패터닝
하여 반평면상의 프로톤 교환 마스크(182)를 형성한다. 

다음으로, 제11c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프로톤 교환 마스크(182)를 마스크로서 온도 260℃의 피롤린산
(H4P2O7)으로 열처리를 행하여 깊이 2. 38um의 프로톤 교환영역(183)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불산(HF)에 의한 에칭으로 제11d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프로톤 교환영역(183)에 위상보상홈
(깊이 d2)을 형성하면 제11e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편광성 위상판(104)을 얻을 수 있다. Ta막(181)은 불산

으로 빠르게 제거되고, 그 후, 프로톤 교환영역(183)이 선택적으로 에칭된다. 

이와 같이 하면, 편광성 위상판(104)은 Y 방향의 편광면을 갖는 편광성분(정상광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상단차를 갖는 위상판으로 되고, Z방향의 편광면을 갖는 편광성분(이상광이라 한다)에 대하여 똑같은 투
명기판으로 된다. 게다가, 상기 위상보상흡의 형성방법에 대해서는 후에 상술한다. 

정상광에 대하여 위상차 π를 부여하고, 이상광에 대하여 똑같은 투명기판으로 되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프로톤  교환영역(183)의  두께  d3  및  위상보상홈의  깊이  d2가

을 만족함으로써 실현된다. 여기서 λ는 입사광의 파장, n0,ne는 각각 기판(비프로톤 교환역)(180)에 대한 

정상광, 이상광의 굴절률, 는 정광에 대한 프로톤 교환에 의한 굴절률 감소분,  이상광에 

대한 프로톤 교환에 인한 굴절률의 증가분이다. 

표 1은 니오브산리튬으로 된 기판(180)의 굴절률과, 프로톤 교환에 의한 굴절률 변화의 데이터 예를 나타
내고 있다

[표 1]

제11도에서는(0,π)가 단지 1차원적인 2영역으로서 형성된 편광성 위상판(104)을 표시하지만, 똑같은 공
정을 사용하여 제9도, 제10도에 나타내는 영역을 갖는 편광성 위상판(104)을 제작하고, 2차원적인 초해상 
주사광학계를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π가 아닌 다른 위상차ψ를 정상광에 부여하는 영역
에서는(9)식의 우변은-ψ 로 한다

제7a도는 제11도에 설명한 니오브산리튬기판을 사용한 편광성 위상판(104)과 똑같은 프로세스로 제작되는 
편광성 홀로그램 소자(111)의 개략구성을 나타내고, 제7b도는 제7a도의 b-b선의 단면구조를 나타내고 있
다. 제7a도는 포커스, 검출용의 축의 프레넬 존 플레이트(off-axis Fresnel zone plate)패턴으로서의 프
로톤 교환영역(111a) 및 비프로톤 교환영역(111b) 과 트랙킹 오차 신호 검출용의 푸시풀 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회절격자패턴(111c,111d)을 나타내고 있다. 

편광성 홀로그램 소자(111)는 프로톤 교환영역(111a) 및 비프로톤 교환영역(111b)으로 되고, 위상보상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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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깊이 d 및 프로톤 교환층의 두께 d는 상기의(9),(10)식을 만족하고 있다. 

제8도는 상술한 집적형 광검출기(113)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7도에 나타내는 편광성 홀로그램 소자
(111)의 프레넬 존 플레이트 영역에 의해 회절된 +1차 및 -1차의 회절광(정상광)의 빔(32a) 및(32b)은 한
쌍의 3 분할형 광검출기(113a,113a,113a)(제1도의 제1광검출기(113a)에 대응한다) 및(113c,113c,113c)(제
1도의 제3광검출기(113c)에 대응한다)에 각각 입사하고, 스폿사이즈 검출(SSD법)의 포커스 오차신호를 부
여한다. 또한, 편광성 홀로그램 소자(111)를 투과한 0차 회절광(이상광)(33)은 제2광검출기(113b)에 입사
한다. 트랙킹 오차신호는 광검출기(113,113)에 각각 입사하는 빔(32c,32d)의 광강도의 차동검출로 실현된
다. 

상기와 같은 홀로그램 소자(holographic optical element)를 사용하여 서보신호 검출을 행하는 기술에 대
해서는 일본국 특개소 50-78341호, 특개소 62-251025호, 특개소 62-251026호, 특개소 63-229640호 및 미
국특허 제USP 4,929,823호에 개시되어 있다. 또한, 편광성 홀로그램 소자를 사용한 광헤드에 대해서는 미
국특허 USP 5,062,098호에 개시되어 있다. 

제1실시에에 의해 광디스크(111)의 정보 기억면(110a)(제1도참조)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의 초해상 판독이 
가능한 것은 이전에 제1도 ~ 제3도에 기초하여 행한 설명으로 밝힌바 있다. 요약하면, 주빔이 검출되는 
각 신호(s~s 및 ss  )의 총합과, 부빔이 검출되는 신호 s를 차동적으로 연산처리함으로써 Rf신호로서 대
물렌즈(109)의 회절한계의 약 70%의 빔사이즈로 주사한 것과 등가인 초해상 판독이 실현된다. 

이라, 제1실시예의 제1변형에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1실시예에서는 주빔(정상광)을 사용하여 포커스 오차신호 및 트렉킹 오차신호를 얻을 수 있으나, 역으
로 부빔(이상광)을 사용하여 홀로그램 소자에 의해 회절되어 서보신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제7도에 나타낸 홀로그램패턴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홀로그램 소자의 기판 결정축의 방향만
을 90°회전시킨 상태에서 홀로그램 소자를 형성하면 된다. 이와 같이 하면, 부빔은 광축근방의 광강도가 
0에 가깝고, 렌즈 외주근방의 광강도가 커지므로 푸시풀 신호에 대응하는 변조도가 큰 트랙킹 오차신호를 
얻을 수 있다. 

이하, 제1실시예의 제2병형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1실시예의 제2변형예로서는 트랙킹신호를 얻은 제3의 구성이 가능하다. 즉, 제7도에 나타낸 회절격자패
턴(111c,111d)을 설치하지 않고, 모든 홀로그램 소자면을 프레넬 존 플레이트(111a,111b)로 구성한다. 이 
경우에는 제8도에 나타낸 부빔검출용의 제2광검출기(113b)를 제8도의 Y방향으로 중앙부에서 2분할된 2개
의 광검출기(제8도에서는 도시하지 않음)로 구성하고, 이 2개의 광검출기의 차동출력을 사용하여 트랙킹
신호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하면, 주빔에 의한 포커싱 오차신호의 영향을 받지 않고 트랙킹 오차신호가 얻어지고, 안정한 
트랙킹 서보가 가능하게 된다. 트랙킹 오차신호의 안정검출은 트랙간 거리가 좁아짐에 따라 곤란하게 되
지만 제2변형예에서는 부빔에 의한 트랙킹 제어에 쌍봉형상 또는 4봉형상 등의 빔패턴의 특성을 이용함으
로써 협트랙화 된 광디스크의 안정된 판독이 가능하게 된다. 

[제2실시예]

제4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관한 초해상 광헤드장치의 개략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4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반도체 레이저로 되는 코히어런트 광원(200)은 서로 직교하는 편광면을 갖
는 3개의 광원(100a,200b)으로 구성되고, 이 2개의 광원(200a,200b)에서 출사된 각 광빔은 콜리메이트 렌
즈(201), 홀로그램 소자(202)에 이르고, 이 홀로그램 소자(202)에 의해 편광면이 서로 직교하고, 광축이 
일치하는 주빔과 부빔으로 합성된 후, 빔스플리터(204)에 의해 방향을 바꾸며, 그 후, 대물렌즈(205)에 
의해 피트형상의 정보가 기억된 광디스크(213)의 정보 기억면(213a)에 집광된다. 이 정보 기억면(213a)에 
의해 반사된 주빔 및 부빔은 다시 대물렌즈(205)의 의해 평행광으로 된 후 빔스플리터(204)를 통과한다. 
그 후, 주빔은 편광성 홀로그램 소자(206)에 의해 회절된 후 집광렌즈(207)에 의해 집광되어 제1광검출기
(208a) 및 제3광검출기(208c)에 이르고, 부빔은 마찬가지로 집광렌즈(207)에 의해 집광되어 제2광검출기
(208b)에 이른다. 

제1및 제3의 광검출기(208a,208c)에서 출력된 전기신호는 합성된 후, 제1증폭기(209)에 의해 증폭되고, 
제2광검출기(208b)에서 출력된 전기신호는 제2증폭기(210)에 의해 증폭된다. 제1증폭기(109) 및 제2증폭
기(210)에서 출력된 출력신호는 차동연산기(211)에 의해 연산된다. 

또한, 제4도에서 212 는 전자식(電磁式) 구동수단(보이스코일식 액튜에이터), 214는 연산처리부(215) 및 
전자식 구동수단(212)을 구동하는 구동부를 갖는 제어부, 216 은 주빔과 부빔을 간단하고 안전되게 형성
하는 빔정형 광학계부이다. 

홀로그램 소자(202)는 제9도 및 제10도에 의거 설명한 편광성 위상판(104)(또는 통상의 위상판)중 어느 
하나를 소정 사이즈의 코히어런트광에 의해 조명하고, 투과광을 콜리메이트한 후, 상기 코히어런트광과, 
이 코히어런트광과 간섭할 수 있는 다른 참조광을 중첩하여 얻을 수 있는 홀로그램소자이다. 홀로그램소
자(202)의 제작과정에서는 상기의 무편광성 위상판(104)을 사용해도 효과는 변하지 않는다. 

이하, 상기 홀로그램 소자(202)에 대해서 제3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편광성 위상판(104) 및 2 개의 점(170,171)(실제로는 미소개구를 갖는 슬릿)을 파장λ의 평행 코히어런트
광에 의해 조사하고, 푸리에 변환렌즈(볼록렌즈)(150)의 초점면(축)에 참조광(176)을 도입하여 감광재료
에 간섭무늬를 기록한다. 이와 같은 임의의 물체로부터의 회절파면을 독립 참조광과 중첩하여 만드는 홀
로그램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므로 그 이상의 상세한 설명은 불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파장, λ참조광의 입사각θ 및 렌즈 초점거리f을 이용하여 홀로그램을 기록했으나, 다른 파장및 렌즈 초
점거리 f을 이용해도 좋다. 이때의 참조광의 입사각θ는 Sinθ/Sinθ=λ/λ가 되도록 설정하고, 제4도는 
나타내는 콜리메이트 렌즈(201)의 촛점거리를 f=f·λ/λ로 하면 좋다. 이밖에서도 등가적으로 동일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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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을 수 있는 홀로그램 기록/재생광학계의 파라미터 설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편광성 위상판(104)과 등가인 홀로그램 소자(202)에 의해 빔스플리터를 겸한 구성으로 함으로
써 제4도에 나타내는 주빔 및 부빔은 동축상으로 형성되었지만, 별도의 방법으로서 편광성 위상판(104)의 
홀로그램을 컴퓨터 합성에 의한 수법으로 설계, 제작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이 경우의 특별한 이점은 
제10도에 의거 설명한 N분할의 편광성 위상판(104)을 컴퓨터상에서는 N→∞로 이상화한 모델에서 계산 가
능한 것이다. 계산 결과에 의거, 리소그래픽에 이용할 수 있는 마스크 패텅으로서 생성하거나, 전자빔 묘
화(描畵) 또는 레이저빔 묘화 등의 수단에 의해 복제가 가능한 릴리프형 홀로그램을 얻을 수 있다. 

제2실시예에서의 편광성 홀로그램 소자(206)는 제1실시예의 편광성 홀로그램(111)과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동종이 편광성 홀로그램 소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미국특허 제USP 5,062,098 호 등에서 응용예가 개시
되어 있는 동시에, 다른 기판재료, 예를들어 액정 디바이스가 있는 편광 이방성도 이용가능하다. 

그런데, 상기 제1및 제2실시예에 관한 편광성 홀로그램 소자(111,206)를 제작하는데 이용되는 방법은 이
하에 설명하는 것처럼 제작정밀도 및 가격에서 일단 뛰어나다. 즉, 니오브산리튬을 프로톤 교환한 소자는 
상기의 표 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프로톤 교환한 영역에서 이상광의 큰 굴절률변화(Δne )가 생기기 때
문에 이상광에 대해서는 회절효과가 큰 위상형 회절격자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프로톤 교환한 영역에서는 보통 광에 대해서도 약간의 굴절률차(Δne)가 생긴다. 이와 같이 니오
브산리튬을 프로톤 교환한 회절격자는 이상광의 굴절률과 보통광의 굴절률 변화가 동시에 생기고, 상기 
편광분리 기능을 완전하게는 실현할 수 없으므로 어떤 위상보상을 가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방법(A, 
Ohba et al. ,Jap. J. Appl. Phys. , 28(1989)359)에서는 프로톤 교환영역에 유전체막을 형성하여 정상광
의 위상차를 보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절격자의 제작에 유전체의 퇴적공정 및 패터닝 공정을 필요로 
하는 외에 위치맞춤의 정밀도의 문제도 남아있다. 

제7도에서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편광성 홀로그램 소자(편광분리소자)(111)는 기관(x판)의 표면에 프로톤 
교환영역(111a)의 격자상으로 형성되고, 편광이방성의 홀로그램 소자로 형성되어 있으나, 위상보상 방법
으로서는 종래와는 반대로 프로톤 교환영역(111a)만을 에칭(이하, 이를 위상보상홈이라 함)하고, 에칭후
의 프로톤 교환영역(111a)을 통과하는 이상광에 대해서 프로톤 비교환영역(111b)과의 위상차를 상쇄하고 
있다. 즉, 위상보상홈은 굴절률 1(=공기의 굴절률)이고 기관에 비해서 작아진다(정상광 : 1-n, 이상광 : 
1-n), 따라서, 이상광의 프로톤 교환에 의한 증가분(Δne)을 상쇄하고, 위상차를 없앨 때에는 정상광에 
대해서는 프로톤 교환에 의한 굴절률 감소분(Δne)에 위상보상홈에 의한 감소분이 더해져 위상차가 역으
로 증대한다. 정상광을 최대 효율로 회절하고, 이상광을 회절하지 않는 조건은 상술한(9),(10) 식으로 주
어지고 있다. 

이하, 편광성 홀로그램 소자(111)의 제작방법에 대해서 재차 설명한다. 

편광성 홀로그램 소자(111)는 제11도에 나타낸 편광성 위상판(104)과 마찬가지로 포토리소그래픽 및 프로
톤  교환이라는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제작  가능하다.  즉,  일축이방성  재료인 니오브산리튬
(LiNbO)의 결정으로되는 기판상에 Ta 막을 형성한 후, 포토리소그래픽 및 드라이에칭에 의해 Ta 막에 대
하여 패터닝하고 격자상의 프로톤 교환 마스크를 형성한다. 다음으로, 프로톤 교환마스크를 마스크로서 
온도 260℃의 피톨린산에 의해 열처리를 행하고, 제11c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깊이 2.38㎛의 프로톤 교
환영역을 형성한다. 여기서 불산에칭은 프로톤 교환영역에 대해서는 에칭하는 한편, 기판에 대해서는 에
칭하지  않는  선택성을  갖고  있고,  이  선택성을  이용함으로써  위치맞춤을  하지  않고  프로톤 교환영역
(111a)(제7도를 참조)으로 되는 위상보상홈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위상보상홈의 깊이가 증가함
에 따라 정상광에서는 위상차가 증대하고, 정상광의 1차 회절광의 효율no1은 증가하고, 투과율no0(0차 회
절광의 효율)은 감소한다. 한편, 이상광에서는 위상보상홈에 의해 프로톤 교환영역(111a)의 굴절률 증가
가 상쇄되고, 1차 회절광의 회절효율 ne1이 감소하며, 투과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광의 투과율ne0은 에
칭깊이 0.13㎛시에 최소로 된다. 이때, 소광비(消光比)는 투과광(이상광)이 24dB, 회절광(정상광)이 17db
로 양호한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편광홀로그램 소자(206)에 의해 주빔 및 부빔은 양호한 소광비를 갖고 제4도에 나타내는 
제1검출기(208a) 및 제3광검출기(208c)와, 제2광검축기(208b)에 의해 각각 검출된다. 제1실시예와 마찬가
지로 제1광검출기(208a)와 제3광검출기(208c)는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wjs기신호가 가산된다. 제1~ 제3광
검출기(208a~208c)로부터의 출력신호는 연산처리부 및 액튜에이터 구동부를 구비한 제어부(214)에 전달되
고 전자식 구동수단(212)이 제어된다. 

[제3실시예]

제5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관한 초해상 광헤드장치의 개략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3실시예에는 제1및 제2실시예와 달리, 광원으로서 파장이 서로 약간 다른 코히어런트광을 출사하는 제1
코히어런트 광원(301) 및 제2코히어런트 광원(302)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빔과 부빔의 분리수단
으로서는 파장분리 광학계인다층막 간섭필터(309)를 이용하고 있다. 

제5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1코히어런트 광원(300)에서 출사된 파장λ의 제1코히어런트광인 주빔은 
개구부(도시하지 않음)를 갖는 제1콜리메이트렌즈(302) 및 제1빔스플리터(303)를 통하여 대물렌즈(305)에 
입사되어 광디스크(306)의 정보 기억면(306a)에 집광된다. 한편, 위상판이 일체로 집적화된 제2코히어런
트 광원(301)에서는 제1코히어런트광의 파장λ과는 Δλ만큼 다른 파장 λ=λ+Δλ의 제2코히어런트광인 
부빔이 출사된다. 부빔은 제2콜리메이트렌즈(304)에 의해 평행광으로 된 후, 제2빔스플리터(307)에 의해 
반사되고,  그  후,  제1빔스플리터(303)를  투과하여  대물렌즈(305)에  의해  광디스크(306)의 정보기억면
(306a)에 집광된다. 주빔과 부빔은 광디스크(306)의 정보 기억면(306a)에서 중첩된 후, 정보 기억면(30
6)에 의해 반사되고, 그 후, 포커싱 오차신호 및 트랙킹 오차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홀로그램 소자(30
8)에 의해 회절된 후, 파장분리를 위한 다층막간섭필터(309)에 입사된다. 그 후, 다층막 간성필터(309)의 
밴드패스 특성에 따라 주빔은 다층막 간섭필터(309)에 의해 반사되어 집광렌즈(310)를 통하여 제1광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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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311)에 입사하고, 부빔은 다층막 간섭필터(309) 및 집광렌즈(312)를 투과하여 제2광검출기(313)에 입
사된다. 제1광검출기(311)로부터 출력된 전기신호는 제1증폭기(314)에 의해 증폭되고, 제2광검출기(313)
에서 출력된 전기신호는 제2증폭기(315)에 의해 증폭된다. 제1증폭기(314)로부터의 출력신호 및 제2증폭
기(315)로부터의 출력신호는 차동연산기(316)에 의해 연산되고, 이 차동연산기(316)로부터 초해상 주사신
호로서 출력된다. 또한, 전자식 구동수단(317)으로의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구성에 대하여는 도시하지 않
으나 제1및 제2실시예와 마찬가지이다. 

제2코히어런트 광원(301)으로서는 제12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반도체 레이저(320)의 빔 출사단면인 활
성층 출력단(320a)에 근접하여 위상판(321)(4개의 위상영역(321a ~ 321d)를 가짐)을 일체로 집적화한 것, 
또는 , 제1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 레이저(320)에 위상판(322)을 밀착하여 일체화한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실시예의 변형예로서, 파장분리가 아니라 편광분리의 원리에 의해 광학계를 구성하여도 된다. 즉, 제1
코히어런트 광원(300)과 제2코히어런트 광원(301)으로서, 서로 직교하는 편광면을 갖는 것을 이용하여, 
다층막 간섭필터(309)대신에 편광 빔스플리터를 사용하고 홀로그램 소자(308)로서 제1실시예 또는 제2실
시예와 마찬가지로 편광성 홀로그램 소자(111,206)를 이용할 수 있다.

[실시예 4]

제6도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관한 초해상 광헤드장치의 개략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4실시예는 주빔 및 부빔의 신호 검출방법으로서 시간분리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제6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코히어런트 광원(400)에서 출사되어 펄스변조되는 작선편광의 펄스상 빔광
은 집광렌즈(401)에 의해 빔정형된 후, 위상변조기(402)로 입사하고, 그 후, 콜리메이트 렌즈(403), 개구
부(404), 편광성빔스플리터(405) 및 4분의 1 파장판(406)을 통과한 후, 대물렌즈(407)에 의해 광디스크
(408)의 정보 기억면(408a)에 집광된다. 정보 기억면(408a)에 의해 반사된 펄스상 빔은 재차 4분의 1 파
장판(406), 편광성 빔스플리터(405), 홀로그램 소자(409) 및 집광렌즈(410)를 통하여 광검출기(411)에 입
사된다. 제1제어부(412)는 코히어런트 광원(400) 및 위상변조기(402)를 동기하여 구동하는 동시에 주빔과 
부빔이 교대로 광디스크(408)의 정보 기억면(408a)에 도달하여 반사되도록 제어한다.

광검출기(411)에 입사하는 펄스상 빔의 주빔은 제1증폭기(413)를 통하여 차동연산기(414)에 입력되고, 펄
스상 빔의 부빔은 제2증폭기(415) 및 지연소자(416)를 통하여 차동연산기(414)에 입력된다. 그리고, 차동
연산기(415)에서는 초 해상신호가 출력단자(417)를 통하여 출력된다. 지연소자(416)는 주빔과 부빔의 펄
스간격 t 를 조정하는 것이다. 

홀로그램 소자(409)에 의해 회절된 포커싱 오차신호 및 트랙킹 오차신호는 제1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광검
출기(411)에 의해 광을 받은 후, 서보신호로서 제2제어부(418)로 보내진다. 제2제어부(418)는 상기 서보
신호에 의거, 전자식 구동수단(419)을 구동한다. 

위상변조기(402)는 제1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니오브산리튬결정 또는 PLZT로 된 강유전체 결정(420)이 
Z축 방향의 상하방향에서 상부전극(421A) 및 하부전극전극(421B)에 끼워지고, 상부전극(421A) 및 하부전
극 (421B)이 제1제어부(412)에 조립된 전압인가 전원에 접속된 것이다. 단, 전압은 제1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위상변조기(402)에 입사하는 직선편광 빔(430)의 2분의 1 부분에 대하여 의 광로차를 
갖는 빔(431)이 생기도록 인가한다. 

전기광학정수 r33는대략 30x10
-12
m/v 이고 λ2는 대략 0. 4x10

-6
m이고 L = 10

-12
m, M 은 대략 2(굴절률)로 하

면 필요한 전계 E 는 대략 2x10
5
v/m=200v/mm 으로 된다. 

제15a도는 탄탈산리튬으로 된 강유전체 결정(422)(제14도에 나타낸 강유전체 결정(420)의 상부 1/2에 상
당함)로 상부전극(421A) 및 하부전극(421B)을 통하여 약 20kv의 고전계를 인가하여 형성한 분극반전구조
를 갖는 위상변조기(402)의 개략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압의 인가에 의해 위상변조기(402)에 입사하
는  직선편광빔(403)에  대하여  ±Δn×1의  위상차가  빔(433)에  생기고,  제14도에  나타내는 위상변조기
(402)에 비하여 1/2의 전압인가에 의해 제14도에 나타내는 위상변조기(402)와 동등한 광로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때, 제9b도나 제10a도와 같은 2차원적 위상영역형성을 실현하는 것으로는 제14 또는 제15a도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위상변조기(402)를 직교(x-z면내에서 90°회전)하여 겹쳐서 합치든가, 제15b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투명전극(423A~423D)을 광빔의 입사면 및 출사면에 형성하여 전압을 인가하면 된다. 
게다가, 제15a, b도에서, 424 는 위상변조기(402)로 전압을 인가하는 전원부이다. 

[제5실시예]

제16도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관한 초해상 광헤드장치의 개략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5실시예는 왕복 광로형의 심플한 광학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집광수단으로서 일체화된 대물렌즈와 홀로
그램 소자를 이용하여 콤팩트한 초해상 광헤드를 실현하고 있다. 

제16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코히어런트 광원(500)에서 발생된 코히어런트광은 입사로에서 코히어런트 
광원(500)에  근접하여  설치된  굴절률  일축이방성을  갖는  기관(501)에  형성된  4분할의  편광성 위상판
(502)(0,π/2,π,3π/2)을 통과함으로써 편광면이 서로 직교하는 주빔(→) 및 부빔(◎)을 생성한다. 주빔 
및 부빔은 대물렌즈(503)와 일체로 설치된 홀로그램 소자(504)를 통과하고, 이 홀로그램 소자(504)의 다
음 투과광은 대물렌즈(503)에 의해 광디스크(505)의 정보 기억면(505a)에 중첩하여 집광된다. 본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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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지면에 수직인 Y 방향으로 광디스크(505)의 트랙방향을 설치하고 있다. 정보 기억면(505a)으로부
터의 반사빔은 반사로에서 대물렌즈(503) 및 홀로그램 소자(504)를 통과한다. 홀로그램 소자(504)에 의해 
회절된 1차 회절광은 대물렌즈(503)의 광측밖으로 진행하여, 기판(501)에서 편광성 위상판(502)과 인접하
는 영역에 형성된 제17b도에 나타내는 편광성 회절격자(506)에 입사된다. 편광성 회절격자(506)에 입사한 
광은  이  편광성  회절격자(506)에  의해  주빔과  부빔으로 편광분리된 후,  제17a도에  나타내는 광검출기
(508)에 의해 검출된다. 제17c도는 정보 기억면(505a)상에서 주빔 및 부빔의 각 광강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하, 홀로그램 소자(504)의 작용 및 광검출기(508)에 의한 초해상 주사신호의 검출방벙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홀로그램 소자(504)는 반사로의 광빔을 대물렌즈(503)의 광축밖으로 회절시켜서 입사로의 광빔과 
분리하는 빔스플리터 기능, 분리한 광빔에서 포커싱신호 및 트랙킹 서보신호를 얻기 위한 광빔 형성기능
과, RF 신호를 검출하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서보신호 검출방식은 각종 방식을 이용하여 형
성할 수 있으나, 제5실시예에서는 제17a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포커싱 오차신호를 스폿 사이즈 검출
(SSD) 방식에 의해 얻을 수 있고, 트랙킹 오차 신호를 푸시풀(PP)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 SSD 방식은 일
본국 특원소 62-251025호 등에 개시되어 있으나, 제5실시예의 홀로그램 소자(504)는 대물렌즈(503)와 일
체화하기에 적합하도록 브레이즈화(blazed) 홀로그램으로서 하기의 문헌에 상술되어 있는 것과 같은 영역
분리형의 프레넬 존 플레이트 2 장을 중첩한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18a도는 하기의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프레넬  존  플레이트  2장을  중첩하여  구성한  홀로그램  소자(504)의  패턴을  모식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영역 504i(i = 1,2,3 . . . ) 및 영역 5043i( i = 1,2,3, . . . . . )에는 프레넬 존 플레이트
(fresnel zone plate)형상의 패턴이 비중첩적 이면서 스트라이프상으로 샘플링된 상태로 표시되어 있다. 
제18a도에서 , 5041a 및 5041b 는 트랙킹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홀로그램영역이다. 

makotl  kato  et  al.  :  Recent  advances  in  optical  pickup  head  with  holographic  optical  elements, 
ProC.  ,  SPiE.  vol.  1507,  p.  p  36-44.  ,  Europian  Congress  on  Optics,  Holographic  Optic  III: 
Principles and Applications, 12-55 March 1991, The Hague The Nether Lands. 

더욱이, 제5실시예에서는 홀로그램 소자(504)가 코히어런트 광원(500)측에 위치하여 대물렌즈(503)가 광
디스크(505)측에 위치하지만 이러한 배치는 바꾸어도된다. 

제17a도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코히어런트  광원(500)과  일체로  집적화된  광검축기(508)의 기관
(509)상에 SSD방식의 포커싱 오차신호 검출용소자 단자(510a, 510b)가 설치되어 있다. 포커싱 오차신호는 
소자단자(510a, 510b)로 주빔에 의해 형성된 한쌍의 광빔( 511a, 511b)으로서 분리하여 검출된다. 또한, 
트랙킹  오차신호는  광검출기(508)의  기판(509)상에  소자단자(510  c,  510d)에  의해  한쌍의 광빔

(511c,511d)으로서 검출된다. 

부빔은 편광성 회절격자(506)로  ±1차  회절광으로서 분리되고,  주빔의 양측에서 소자단자(512a,  512b, 
512c, 512d, 512e, 512f)에 의해 각각 검출된다. 

초해상 주사신호는 RF 신호로서 소자단자( 510a, 510b, 510 c, 510d)의 합계출력신호에서 소자단자(512a, 
512b, 512c, 512d, 512e, 512f)의 합계출력신호를 감산하여 얻어질 수 있다. 단, 적당한 증폭회로를 각각 
거쳐서 연산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것은 설계상의 문제에 속하므로 이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제5실시예에서는 편광성 위상판(502)은 4분할되어 있으나, 물론 다른 수의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어도 된
다. 또한, 편광성 위상판(502)의 제조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편광성 회절격자와 함께 이미 상세히 설명했으
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더욱이, 트랙킹 오차신호의 검출방법으로서는 상술한 푸시풀법 이외에 위상차법이나 3빔범 등을 제5실시
예에 관한 초해상 광헤드장치의 홀로그램 소자(504)에 적용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즉, 제18b도는 
상기의 홀로그램 소자(504)의 다른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다른 예에 관한 홀로그램 소자는 제18b도에 나
타내는 바와 같이, Y방향으로 횡단하도록 슬릿형상으로 설치된 홀로그램 영역(5241a, 5241b)을 가지고 있
다. 광디스크(505)의 정부 기억면(505a)에서 반사되어온 주빔 및 부빔은 홀로그램영역(524a, 5241b)에 의
해 제19도에 나타내는 광검출기(508A)에 집광된다. 이 광검출기(508A)는 트랙킹 오차신호를 홀로그램영역
(5241a,5241b)에 의해 집광된 부빔에서 검출한다. 광검출기(508A)에 집광된 부빔은 좌우 한쌍의 2분할광
검출기에  의해  광을  받은  후,  소자단자(512h,512f)  및  소자단자(512i,512g)에서  출력된다. 소자단자
(512h,  512f)  및  소자단자(512i  ,512g)  에서의  출력은  각각  자동적으로  연산된  후,  차끼리  합이 
연산되고, 이 합이 트랙킹 오차신호로서 검출된다. 이 방식은 종래의 3 빔범이 RF 신호 검출용 주빔의 전
후위치로 트랙을 따라 2개의 빔을 지나게 하고, 각 빔의 결상위치에서 광량을 검출한 후, 차동연산하는 
방식과 유사하지만 다음의 점에서 종래의 3빔법과 다르다. 즉, 본 실시예에 방법은 주빔과 동일한 광축상
에 중첩된 부빔의 상을 2분할하여 트랙킹 오차신호를 얻는 방식이므로 안정성이 우수하면서 조정정밀도의 
점에서도 유리하다. 트랙킹신호 검출용 홀로그램영역(5241a, 5241b)은 본 실시예에서는 트랙 방향 (X)에 
대하여 직교하는 Y 방향으로 길이방향을 취하고 있으므로 광검출기(508A)상에서 부빔의 Y 방향 확장은 대
물렌즈의 회절한계의 확장만 가지므로 정확한 트랙킹 오차신호를 얻을 수 있다. 

제5실시예에 관한 초해상 광헤드장치에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왕복광로형의 광학계
를 구성하기 때문에 콤팩트하고 심플한 초해상 주사광학계의 광헤드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편광성 위상
판(520)과 편광성 회절격자(506)를 동일 기판(501)상에 근접하여 형성하므로 매우 안정성이 좋다. 코히어
런트 광원(500)과 광검출기(508)를 동일 기판(509)상에 일체로 집적하므로 조립 및 조정이 용이함과 동시
에 경년변화, 온도변화 및 기계적 변화에 대하여 상당히 안정성이 좋다. 게다가, 코히어런트 광원(500)과 
광검출기(508)를 동일 기판(509)에 설치하는 기술은 예를 들면 실리콘 기판상에 일체 형성한 에치드 미러
(etched mirror)에 의해 기판(509)면에 수직으로 광빔을 출사하는 구조 및 광검출기(5078)를 상기의 실리
콘기판상에 집적화하는 구조로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제5실시예에서 트랙킹 오차신호를 소자단자(510c)에서의 출력신호와 소자단자(510d)의 출력신호의 
차동신호로서 검출할 때, 소자단자(510a)에서의 출력신호와 소자단자(512b)에서의 출력신호와의 합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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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단자(510c)에서의 그 출력신호에서 적당한 비율로 감산함과 동시에, 소자단자(512c)에서의 출력신호와 
소자단자(512d)에서의 출력신호와의 합을 소자단자(510d)에서의 출력신호에서 적당한 비율로 감산함으로
써  통상의  수단에서는  곤란한  고밀도  기록시의  트랙킹  오차신호를  명료하게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하여 얻어진 서보신호를 일체화된 대물렌즈(503) 및 홀로그램 소자(504)를 구동하는 액
튜에이터(515)로 피트백하는 것은 알려진 기술이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더욱이, 상기 각 실시예에서 집광수단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은 모두 전자식 구동수단이었으나, 광디스크면
에서 빔을 포커싱 및 트랙킹하는 제어수단으로서는 다른 제어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빔을 
광디스크면에 포커싱하는 수단으로서는 압전식 액튜에이터나 자기디스크헤드와 같이 유체역학적 부상력을 
이용하는 수단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광빔의 광디스크면에서 트랙킹을 제어하는 다른수단으로서는 전기
광학효과를 이용하여 광빔을 편광시키는 수단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각 실시예를 상술함으로써 종래의 광학계를 이용한 광헤드장치에서 회절한계의 빔
의 약 70%의 빔사이즈를 등가적으로 실현한 본 발명의 초해상 광헤드장치의 구성 및 작용은 명확하게 이
해될 것이다. 

본 발명의 중요한 효과는 대물렌즈의 개구수를 높이지 않고(예를 들면, 콤팩트디스크의 플레이어에 맞추
어져 있는 광헤드에서는 NA=0. 45, 파장 λ=0.78㎛, 또한 광원 파장을 변경시키지 않고도 약 2배의 고밀
도와 디스크를 읽어낼 수 있다.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에서 광헤드의 촛점심도는 약 1. 5㎛정도로 하고, 
포거싱  제어는  용이하지만  높은  개구수(예를  들면  NA=0.  6)의  대물렌즈와  단파장  광원(예를  들면 

)을 사용할 때에는 촛점심도는 파장에 비례하고 개구수의 제곱에 역 비례하여 짧아진다. 

1. 5㎛x(430/780)x(0. 45/0. 60)
2
=1. 5㎛x0. 31(약 0. 47㎛로 같다) . . . (13)

따라서, 본 발명의 초해상 광학계를 광헤드장치에 이용하면 단파장 광원을 이용하여 고밀도 광디스크를 
심플하면서 안정된 플레이어로 읽어낼 수 있고, 종래의 서보신호 검출기술 및 제어기슬을 이용하여도 용
이하게 안정된 광디스크 장치가 실현된다는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본 발명에 의하면 주빔의 광강도와 부빔의 광강도의 차동적 연산처리가 행해지는 결과, 
대물렌즈의 회절한계 해상도를 기준으로 한 촛점심도는 2배 이상이나 깊어진다는 매우 현저한 효과를 갖
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빔으로 되는 제1코히어런트광을 발하는 제1코히어런트 광원과, 상기 제1코히어런트광의 편광면과 직교
하는 편광면을 갖거나 또는 상기 제1코히어런트광의 파장과 다른 파장을 갖는 제2코히어런트광을 발하는 
제2코히어런트 광원과, 통과하는 광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위상 변위량을 부여하는 복수의 영역을 갖고 있
으며, 상기 제2코히어런트광의 입사를 받고, 상기 제2코히어런트광 중 상기 복수의 영역의 각각을 통과하
는 성분에 서로 다른 위상 변위량을 부여하는 것에 의해 광축에 수직인 면내에서 빔 중심의 적어도 양측
에 피크치를 가지며 빔 주요부의 사이즈가 상기 주빔 주요부의 사이즈와 실질적으로 같은 광강도 분포를 
갖는 부빔을 출사하는 위상판과, 상기 제1코히어런트 광원에서 출사된 주빔과 상기 위상판에서 출사된 부
빔을 중첩시켜서 광학적 정보기억 담체를 갖는 정보 기억면에 집광하는 집광수단과, 상기 주빔과 상기 부
빔이 중첩하여 되는 광빔이 상기 정보 기억면의 광학적 정보기억 담체에 포커싱 및 트랙킹하도록 상기 집
광수단을 제어하는 제어수단과, 상기 정보 기억면에서 반사되어 오는 광빔의 입사를 받아 이 광빔을 주빔
과 부빔으로 편광분리 또는 파장분리하여 출사하는 광분리수단과, 상기 광분리수단에서 출사된 주빔 및 
부빔의 광강도를 별도로 검출하여 광강도신호를 출력하는 광검출수단과, 상기 광검출수단에서 출력된 광
강도 신호에 기초하여 초해상 주사신호를 연산하고 출력하는 연산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초해상 광헤드장치. 

청구항 2 

1항에 있어서,상기 위상판은 위상판 중심주위에 N개(N은 2 이상의 정수)로 분할되어 있고 상기 제2의 코
히어런트 광원에서 발사된 제2코히어런트광에 대하여 상대적 위상차 0,2π/N, (2π/N)×2, 
(2π/N)×3,…, 및 (2π/N),(2N-1)를 순차로 부여하는 N 개 영역을 갖고, 상기 N 개의 영역을 통과하는 
제2코히어런트광을 상기 부빔으로서 출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해상 광헤드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판은 상기 제2코히어런트 광원에 근접 또는 밀접하여 제2코히어런트 광원과 일
체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하는 초해상 광헤드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의 코히어런트 광원은 각각의 편광면이 서로 직교하도록 배치된 한쌍의 
직선편광레이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해상 광헤드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분리수단은 굴절률 일축이방성을 갖는 기판과 이 기판상에 형성된 편광성 홀로그
램 소자 또는 편광성 회절격자로 구성되고, 상기 광빔을 상기 주빔과 상기 부빔으로 편광분리하는 편광분
리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해상 광헤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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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분리수단은 다층막 유전체 필터로 구성되고, 상기 광빔을 상기 주빔과 부빔으로 
파장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해상 광헤드장치. 

청구항 7 

주빔으로 되는 코히어런트광을 발하는 제1코히어런트 광원과, 상기 제1코히어런트광의 편광면과 직교하는 
편광면을 갖거나 또는 상기 제1코히어런트광의 파장과 다른 파장을 갖는 제2코히어런트광을 발하는 제2코
히어런트광원과, 상기 제2코히어런트광의 입사를 받고, 광축에 수직인 면내에서 빔 중심의 적어도 양측에 
피크치를 가지며 빔 주요부의 사이즈가 상기 주빔 주요부의 사이즈와 실질적으로 같은 광강도 분포를 갖
는 부빔을 출사하는 홀로그램 소자와, 상기 제1코히어런트 광원에서 출사된 주빔과 상기 홀로그램 소자에
서 출사된 부빔을 중첩시켜서 광학적 정보기억 담체를 갖는 정보 기억면에 집광하는 집광수단과, 상기 주
빔과 상기 부빔이 중첩하여 되는 광빔의 상기 정보 기억면의 광학적 정보기억 담체에 포커성 및 트랙킹하
도록 상기 집광수단을 제어하는 제어수단과, 상기 정보 기억면에서 반사되어 오는 광빔의 입사를 받고, 
이 광빔을 주빔과 부빔으로 편광분리 또는 파장분리하여 출사하는 광분리수단과, 상기 광분리수단에서 출
사된 주빔 및 부빔의 광강도를 별도로 검출하여 광강도신호를 출력하는 광검출수단과, 상기 광검출수단에
서 출력된 광강도신호에 기초하여 초해상 주사신호를 연산하여 출력하는 연산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해상 광헤드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판은 상기 제2코히어런트 광원에 근접 또는 밀접하여 이 제2코히어런트 광원과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해상 광헤드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코히어런트 광원은 각각의 편광면이 서로 직교하도록 배치된 한쌍의 직선 
편광레이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해상 광헤드장치.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광분리수단은 굴절률 일축이방성을 갖는 기판과 이 기판상에 형성된 편광성 홀로그
램 소자 또는 편광성 회절격자로 구성되고, 상기 광빔을 상기 주빔과 상기 부빔으로 편광분리하는 편광분
리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해상 광헤드장치.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광분리 수단은 다층막 유전체 필터로 구성되고, 상기 광빔을 상기 주빔과 상기 부
빔으로 파장분리하는 파장분리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해상 헤드장치. 

청구항 12 

코히어런트광을 발하는 코히어런트 광원과, 상기 코히어런트 광원에서 발생시킨 코히어런트광의 입사를 
받고, 이 코히어런트광을 주빔과, 이 주빔의 편광면과 직교하는 편광면을 갖고 상기 주빔 중심의 적어도 
양측에 피크를 가지며 빔 주요부의 사이즈가 상기 주빔 주요부의 사이즈와 같은 광강도 분포를 갖는 부빔
으로 분리하여 출사하는 편광성 위상판과, 상기 편광성 위상판에서 출사된 주빔과 부빔을 중첩시켜서 광
학적 정보기억 담체를 갖는 정보 기억면에 집광하는 집광수단과, 상기 주빔과 상기 부빔이 중첩하여 되는 
광빔이 상기 정보 기억면의 광학적 정보기억 담체에 포커성 및 트랙킹하도록 상기 집광수단을 제어하는 
제어수단과, 상기정보 기억면에서 반사되어 오는 광빔의 입사를 받고, 이 광빔을 주빔과 부빔으로 편광분
리하여 출사하는 편광분리수단과, 상기 편광분리수단에서 출사된 주빔 및 부빔의 광강도를 별도로 검출하
여 광강도신호를 출력하는 광검출수단과, 상기 광검출 수단에서 출력된 광강도 신호에 기초하여 초해상 
주사신호를 연산하여 출력하는 연산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해상 광헤드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편광분리 수단은 굴절률 일축이방성을 갖는 기판과, 이 기판상에 형성된 편광성 
홀로그램 소자 또는 편광성 회절격자로 구성되는 초해상 광헤드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편광성 위상판은 상기 코히어런트 광원에서 발생시킨 코히어런트광을 한 방향의 
편광면을 갖는 광성분과 상기 한 방향과 직교하는 다른 방향의 편광면을 갖는 광성분으로 편광분리하고, 
상기 한 방향의 편광면을 갖는 광성분을 상기 주빔으로서 축사하고, 상기 다른 방향의 편광면을 갖는 광
성분에 대하여 상대위상차를 부여하지 않는 제1영역과 π의 상대위상차를 부여하는 제2영역을 가지고, 이 
제1및 제2영역을 통과하는 광성분을 상기 부빔으로서 출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해상 광헤드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영역은 상기 편광성 위상판에서 중심 주위에 분할된 4영역에 교대로 2영
역씩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해상 광헤드장치.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편광성 위상판은 상기 코히어런트 광원에서 발생시킨 코히어런트광을 한 방향의 
편광면을 갖는 광성분과 상기한 방향과 직교하는 다른 방향의 편광면을 갖는 광성분으로 편광분리하고, 
상기 한 방향의 편광면을 갖는 광성분은 상대적 위상차를 부여하지 않고 출사하고, 위상판 주위에 N개(N
은 2 이상의 정수)로 분할되어 있고 상기 다른 방향의 편광면을 갖는 광성분에 대하여 상대 위상차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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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N, (2π/N)×2, (2π/N)×3,…, 및 (2π/N)·(N-1)을 순차로 부여하는 n개의 영역을 가지고, 이 N 개
의 영역을 통과하는 광성분을 상기 부빔으로 출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해상 광 헤드장치. 

청구항 17 

제1펄스열과, 제1펄스열의 각 펄스에 대하여 시계열적으로 교대를 발생하는 제2펄스열을 갖는 코히어런트 
광을 발하는 코히어런트 광원과, 상기 코히어런트광의 입사를 받고 이 코히어런트광의 파면에 상기 제1및 
제2펄스열로 동기하여 선택적으로 위상변이를 부여함으로써 상기 코히어런트광을, 상기 제1펄스열로 된 
주빔과, 상기 제2펼스열로 되고 상기 주빔의 광축에 수직인 면내에서 빔 중심의 적어도 양측에 피크치를 
가지며 빔 주요부의 사이즈가 상기 주빔의 주요부 사이즈과 같은 광강도 분포를 갖는 부빔으로 출사하는 
위상변조수단과, 상기 위상변조 수단에서 출사된 주빔 및 부빔을, 광학적 정보기억 담체를 갖는 정보 기
억면에 집광하는 집광수단과, 상기 주빔 및 부빔이 상기 정보 기억면의 광학적 정보기억 담체에 포커싱 
및 트랙킹하도록 상기 집광수단을 제어하는 제어수단과, 상기 정보 기억면에서 반사하여 오는 주빔 및 부
빔의 광강도를 시간분리하여 별도로 축차검출하여 광강도신호를 출력하는 광검출수단과, 상기 광검출수단
에서 출력된 광강도신호에 대하여 상기 제1펄스열과 상기 제2펄스열간의 펄스열 간격상당의 지연시간을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지연수단과, 상기 광검출수단에서 출력된 광강도 신호와 상기 지연수단에 의해 상기 
지연 시간을 부여받은 광강도 신호에 기초하여 초해상 주사신호를 연산하여 출력하는 연산수단을 구비하
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해상 광헤드 장치. 

청구항 18 

코히어런트광을 발하는 코히어런트 광원과, 상기 코히어런트 광원에서 발생시킨 코히어런트광을, 주빔과 
이 주빔의 편광면과 직교하는 편광면을 가지고 상기 주빔 중심의 적어도 양측에 피크를 가지며 빔 주요부
의 사이즈가 상기 주빔의 주요부 사이즈와 같은 광강도 분포를 갖는 부빔으로 분리하여 출사하는 편광성 
위상판과, 상기 편광성 위상판에서 출사된 주빔과 부빔을 중첩시켜, 정보기억 담체를 갖는 정보 기억면에 
집광하는 집광수단과, 상기 주빔과 상기 부빔이 중첩하여 된 광빔이 상기 정보 기억면에 광학적 정보기억 
담체에  포커싱  및  트랙킹하도록  상기  집광수단을  제어하는  제어수단과,  상기  집광수단과  일체로 
설치되고, 상기 정보 기억면에서 반사되어 오는 반사로의 광빔을 회절시켜 상기 코히어런트 광원의 발광
면과 거의 동일한 평면상에 인도하는 홀로그램 소자와 상기 홀로그램 소자에 의해 회절된 반사로의 광빔
이 입사를 받고, 이 반사로의 광빔을 주빔과 부빔으로 편광분리하여 출사하는 편광분리 수단과, 상기 코
히어런트 광원의 발광면과 거의 동일한 평면상에 설치되고, 상기 편광분리수단에서 출사된 주빔 및 부빔
의 광강도를 별도로 검출하여 광강도신호를 출력하는 광검출수단과,  상기 광검출수단에서 출력된 광강도
신호에 기초하여 초해상 주사신호를 연산하여 출력하는 연산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
해상 광헤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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