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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레이저 모듈(41)의 레이저 광원(42)으로부터의 출사광을 편광 홀로그램(51)을 거쳐 가동 유닛
의 2분할 선광판(52)에 조사한다. 상기 2분할 선광판(52)은 광축을 중심으로 하여 광학 디스크(33)의 직
경 방향에 따른 분할선으로 2 분할된 우측 선광판(52R)과 좌측 선광판(52L)으로 구성되고, 상기 레이저 
광원(42)으로부터의 출사광을 우측 선광판(52R)과 좌측 선광판(52)에서 소정 각도 만큼 선광시킨다. 상기 
2 분할 선광판(52)은 상기 편광 홀로그램(51)과 대물렌즈(53)간에 배치되어 있고, 상기 2분할 선광판(5
2)에 의해 선광된 출사광은 상기 대물렌즈(53)을 거쳐 광학 디스크(33)에 조사된다. 그리고 상기 광학 디
스크(33)로부터의 반사광은, 상기 대물렌즈(53)를 거쳐 상기 2 분할 선광판(52)에 인도되어 상기 우측 선
광판(52R)과 좌측 선광판(52)에서 소정각도만큼 또한 선광된다. 상기 편광 홀로그램(51)은 상기 2분할 선
광판(52)에 의해 선광된 상기 광학 디스크(33)로부터의 출사광을 그 편광 방향에 따른 광로를 구부리어 
출사한다. 상기 편광 홀로그램(51)을 거쳐 입사되는 상기 광학 디스크(33)로부터의 반사광을 수광하는 각 
포토디렉터(44∼48)에 의한 검출 신호에 의거하여 포커스 에러 신호 FE나 광자기 신호 MO 등을 얻는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광  픽업  장치  및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Optical  pickup  apparatus  and  optical  disk  drive 
apparatus)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레이저 광을 출사하는 레이저 광원과, 상기 레이저 광원으로부터의 출사광을 광학 디스크에 조사하는 대
물렌즈와, 상기 레이저 광원과 대물렌즈의 사이에 배치되며, 광축을 중심을 하여 상기 광학 디스크의 직
경 방향을 따른 분할선으로 2 분할된 우측 선광판과 좌측 선광판으로 이루어진 선광 수단과, 상기 레이저 
광원과 상기 선광 수단의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레이저 광원으로부터의 출사광은 광로를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투과시키며, 광학 디스크에 조사된 출사광의 반사광은 편광 방향을 따라 광로를 구부려 출사하는 
편광 홀로그램과, 상기 편광 홀로그램을 거쳐 입사되는 상기 광학 디스크로부터의 반사광을 수광해, 그 
수광 광량에 따른 신호 레벨의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수광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픽업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광 수단은 선광 수단을 통과한 상기 광학 디스크로 부터의 반사광의 상기 편광 
홀로그램에 의한 0 차 회절 성분과 +1 차 회절 성분과 -1 차 회절 성분을 각각 수광하는 적어도 3개의 포
토디텍터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픽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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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광 수단은 +1 차 회절 성분을 수광하는 포토디텍터와 -1차 회절 성분을 수광하는 
프로디텍터를 구비하고, 상기 각 프토디텍터가 각각 상기 광학 디스크의 직경 방향에 따른 분할선으로 적
어도 2분할된 다수의 수광 영역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픽업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수광 수단은 상기 적어도 3개의 포토디텍터 중 반사광의 0차 회절 성분을 수광하는 
포토디텍터가 져스트 포커스 상태일 때, 상기 적어도 3개의 포토디텍터 중 +1차 회절 성분을 수광하는 포
토디텍터와 상기 적어도 3개의 포토디텍터 중 -1차 회절 성분을 수광하는 포토디텍터의 수광광량이 서로 
같은 상태로 되도록 각 포토디텍터를 설치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픽업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편광 홀로그램은 전영역에 걸쳐 균일한 격자 간격의 회절 격자형상의 평면 홀로그
램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수광 수단은 상기 적어도 3개의 포토디텍터 중 반사광의 0차 회절 성분을 수광
하는 포토디텍터에 대해 광축 방향의 전후에 소정 간격이 어긋나서, 상기 적어도 3개의 포토디텍터 중 +1
차 회절 성분을 수광하는 포토디텍터와 -1차 회절 성분을 수광하는 포토디텍터를 설치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픽업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편광 홀로그램은 곡율을 갖는 회절 격자 형상의 평면 홀로그램으로 구성됨으로써 
+1차 회절광 성분에 대한 초점과 -1차 회절광 성분에 대한 초점을 다르게 하며, 상기 수광 수단은 상기 
적어도 3개의 포토디텍터가 대략 동일 평면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픽업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편광 홀로그램은 회절 격자 간격이 거친 회절 격자 형상의 편광 홀로그램 패턴이 
형성된 영역과, 회절 격자 간격이 세밀한 회절 격자 형상의 편광 홀로그램 패턴이 형성된 영역에 상기 광
학 디스크의 직경 방향에 따른 분할선으로 분할되어 있고, 상기 수광 수단은 상기 선광 수단의 상기 좌측 
선광판을 통과해 상기 편광 홀로그램의 한쪽의 편광 홀로그램 패턴이 형성된 영역에 의해 광로가 구부려
진 반사광의 +1차 회절광 성분과 -1차 회절광 성분을 수광하는 각 포토디텍터와, 상기 선광 수단의 상기 
우측 선광판을 통과해 상기 편광 홀로그램의 다른쪽의 편광 홀로그램 패턴이 형성된 영역에 의해 광로가 
구부려진 반사광의 +1차 회절광 성분과 -1차 회절광 성분을 수광하는 각 포토디텍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광픽업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편광 홀로그램은 중심각을 90°로 한 4개의 영역으로 분할되어, 상기 선광 수단을 
통과한 반사광을 서로 다른 4개의 방향으로 구부리어 출사되도록 편광 홀로그램 패턴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수광 수단은 상기 선광 수단을 통과한 상기 광학 디스크로 부터의 반사광의 상기 편광 홀로그램에 
의한 0차 회절 성분을 수광하는 포토디텍터와, 상기 편광 홀로그램에 의해 4개의 축방향으로 구부려진 반
사광을 수광하는 4개의 포토디텍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픽업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편광 홀로그램, 상기 선광 수단 및 상기 대물렌즈는 상기 수광 수단으로부터의 검
출신호에 의거하여 서보 제어되는 가동 유닛으로서 일체적으로 형성되며, 상기 레이저 광원 및 상기 수광 
수단은 상기 가동 유닛에 대응하는 레이저 모듈로서 일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픽
업 장치.

청구항 10 

레이저 광을 출사하는 레이저 광원과, 상기 레이저 광원으로부터의 출사광을 광학 디스크에 조사하는 대
물렌즈와, 상기 레이저 광원과 상기 대물렌즈 사이에 배치되어 광축을 중심으로 상기 광학 디스크의 직경 
방향을 따른 분할선으로 2 분할된 우측 선광판과 좌측 선광판으로 구성된 선광 수단과, 상기 레이저 광원
과 상기 선광 수단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레이저 광원으로부터의 출사광은 광로를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투과시키며, 상기 광학 디스크에 조사된 출사광의 반사광은 편광 방향을 따른 광로를 구부리어 출사하는 
편광 홀로그램과, 상기 편광 홀로그램을 거쳐 입사되는 상기 광학 디스크로부터의 반사광을 수광해, 그 
수광 광량에 따른 신호 레벨의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수광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편광 홀로그램, 상기 
선광 수단 및 상기 대물렌즈가 상기 수광 수단으로부터의 검출 신호에 의거하여 서보 제어되는 가동 유닛
으로서 일체적으로 구성되고, 상기 레이저 광원 및 상기 수광 수단은 상기 가동 유닛에 대응하는 레이저 
모듈로서 일체적으로 구성된 광픽업 장치와, 상기 광학 디스크를 회전시키는 디스크 회전 구동 수단과, 
상기 픽업 장치의 상기 수광 수단으로부터의 검출 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가동 유닛을 제어하는 서보 제어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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