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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굴절 고분자를 이용한 삭제/재기록 가능한 광 데이터 저장

요약

    
삭제/재기록 가능 광 데이터 저장 방법이 제공된다. 여기에서, 데이터의 기록을 위한 광굴절 폴리머 물질의 2-광자 여
기를 일으키기 위해 펄스 또는 연속파 모드로 작동되는 레이저(10)로부터의 레이저 빔이 광학 시스템(11-18)에 의해 
광굴절 폴리머 물질에 집중되고, 그 다음으로 이러한 데이터는 기록된 데이터의 삭제를 위해 자외선 또는 가시광선 스
펙트럼을 갖는 복사선으로 상기 물질을 조사하는 것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 상기 방법에서 사용하기 위한 비교적 좁은 
흡수 밴드를 갖는 신규한 광굴절 폴리머 물질 역시 개시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광 데이터의 저장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삭제/재기록 가능한 3차원 광 데이터 저장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다중-층으로 이루어진(또는 3차원) 광 메모리는 고밀도 광 데이터 저장 장치의 개발에 있어서 점점 더 관심을 끌고 있
는 분야이다. 다중 층 레코딩을 이용하는 시스템은 통상의 광 데이터 저장 장치보다 100 내지 10,000 배 정도 높은 레
코딩 밀도를 얻을 수 있다.

    
3차원(3D) 비트 광 데이터 저장에 있어서 2-광자 여기의 이용은 기록된 비트의 볼륨을 감소시키는 것에 의해 주어진 
물질내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능력 때문에 증가되고 있다. 2-광자 여기의 확률은 입사 광의 세기의 제곱에 비례하며; 이
러한 효과는 포커스 지점의 좁은 영역내에서만 여기를 일으킨다. 그 결과로서, 근접하는 데이터 층 사이에서 크로스토
크(cross talk)가 덜 일어난다. 2-광자 여기의 또 다른 이점은 적외선 파장의 조사(illumination) 빔의 이용 때문에, 
볼륨 물질의 깊이를 따라 더 많은 층이 기록될 수 있도록 다중 산란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수년에 걸쳐, 다양한 물질이 2-광자 여기하의 3D 비트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어 왔다. 광중합 및 광표백 물질 내에 기
록된 2-광자 3D 비트는 레코팅 밀도가 입방 센티미터 당 1조 비트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상기 물질 모
두 삭제 불가능하다. Cornell Research Foundation, Inc의 미국특허 제 5,289,407호는 주변의 겔 물질과 다른 굴절
률을 갖는 겔 내에서 중합된 물질의 비드(bead)를 생산하기 위하여 표본 겔의 2-광자 광중합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 
간섭성 광원의 빔이 사용되는 3D 광 데이터 저장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비가역적이며 따라서, 
상기 데이터 비트는 삭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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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질체 상태에서 변화를 겪는 광변색성(photochromic) 물질 및 2-광자 여기하에서 굴절률에 변화를 보이는 광변색
성 폴리머는 모두 삭제 가능한 물질이다. 관심을 가질 만한 또 다른 형태의 물질은 광굴절 물질이다. 광굴절 효과는 조
사에 대한 전하의 공간분포에 의해 유도된 포커스에서 굴절률의 변조를 초래한다.

광굴절 물질에서 이러한 굴절률의 변화는 전하의 균일한 재분배 및 기록된 정보의 삭제를 위해 매질을 다시 복사선으로 
조사하는 것에 의해 가역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는 종래에는 단지 광굴절 크리스털, 즉 제조단가
가 비싼 리튬니오베이트(LiNbO3 )의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었다.

따라서, 비교적 저렴한 물질에 광 데이터를 기록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요망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르면,

초점 조절가능한 간섭광의 빔을 제조하는 단계;

빔의 포컬 포인트(focal point)에서 광굴절 폴리머 물질의 2-광자 여기를 일으키기 위해, 상기 물질에 빔을 포커싱함
으로써, 데이터 기록을 위하여 포컬 포인트에서 굴절률을 변조하는 단계; 및

기록된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 복사선으로 상기 물질을 조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광 데이터의 기록 및 삭제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일면에 따르면,

빔의 포컬 포인트에서 광굴절 폴리머 물질의 2-광자 여기를 일으키기 위해 간섭광의 빔을 상기 물질에 포커싱함으로써 
데이터 기록을 위하여 포컬 포인트에서 굴절률을 변조하는 단계;

기록된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 복사선으로 상기 물질을 조사하는 단계;

빔의 포컬 포인트에서 광굴절 폴리머 물질의 2-광자 여기를 일으키기 위해 간섭광의 또 다른 빔을 상기 물질에 포커싱
함으로써 광굴절 물질에 데이터를 재기록하기 위하여 포컬 포인트에서 굴절률을 변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광굴절 폴
리머 물질에 광 데이터를 기록 및 재기록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있어서, 상기 2-광자 여기는 포컬 포인트에서 전하의 공간분배의 변화를 야기하며, 이에 의해 
상기 포컬 포인트에서 물질의 굴절률을 변조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서 사용된 상기 광굴절 폴리머 물질은 기록된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 자외선(U
V) 또는 가시광선 스펙트럼의 전자기 복사선을 조사하면, 데이터 비트를 형성하고 있는 전하의 공간분배를 균일하게 
재분배하도록 하는 물질이다. 상기 광굴절 폴리머는 바람직하게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자외선 내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단지 좁은 밴드의 복사선을 흡수하도록 배열된다. 좁은 흡수 밴드의 생성은 재생 과정 또는 입사하는 자외선(예컨대, 
태양광으로부터의)에 의해 상기 물질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민감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광굴절 물질의 2-광자 여기에 의해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하여 펄스 모드형 레이저 또는 연속파 레이저가 사용될 수 있
다. 효율적인 여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2-광자 여기의 특성 상 높은 최대 파워 레이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
로 초단펄스(ultra short pulsed) 레이저 빔이 사용된다. 그러나, 초단펄스 레이저를 사용하면 기록장치의 비용이 증가
되며, 작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만들기가 곤란하다. 연속파(continuous wave, CW) 조사하에서의 2-광자 여기도 가능
하다. 비록 CW 여기에 필요한 평균 전력은 초단펄스 조명과 비교할 때 약 2 차수정도 증가하지만, 연속파 조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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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신속하고, 저비용의 콤팩트 삭제가능 2-광자 3D 비트 광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광굴절 물질은 UV 내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를 보이는 발색단 (chromophore)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폴리머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UV 내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를 보이는 감광성 물질로 도프처리될 수도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상기 폴리머는 폴리(N-비닐카바졸)(PVK)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폴리머는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폴리머 각각은 2,4,7-트리니트로-9-플루오레논(TN
F)과 같은 감광성 물질로 도프처리될 수 있다. 하나의 바람직한 발색단은 2,5-디메틸-4-(p-니트로페닐아조)아니솔
(DMNPAA)이며, 이것 역시 UV 내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 및 전자-광학 효과를 보인다. 폴리머 물질은 상기 물질
의 유리전이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N-에틸카바졸(ECZ)과 같은 가소제를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데이터의 기록된 비트는 광굴절 폴리머 물질의 흡수 밴드의 가장자리 또는 외부 파장의 간섭광원을 
이용하여 콘포컬(confocal) 현미경, 미분간섭 (differential interference contrast, DIC) 현미경 및/또는 위상차(p
hase) 현미경을 채용함으로써 읽어낼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따라, 삭제 가능한 광 데이터 저장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광굴절 폴리머 물질이 제공되며, 상
기 광굴절 물질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UV 내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를 보이고, 여기에서 상기 광굴절 물질의 흡수 
밴드는 2-광자 여기에 의한 데이터 비트의 기록, 상기 흡수 밴드의 가장자리 또는 외부의 간섭광원에 의한 데이터 비트
의 판독 및 상기 흡수 밴드 내에서 복사선의 조사에 의한 데이터 비트의 삭제를 가능하게 한다. 상기 폴리머 물질은 바
람직하게는 PVK 또는 PMMA와 같은 폴리머를 포함한다. 상기 물질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UV 내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를 보이는 발색단을 포함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상기 폴리머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UV 내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
수를 보이는 감광성 물질로 도프처리 될 수 있으며, 상기 물질의 유리전이온도를 낮추기 위해 가소제가 첨가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두번째 일면에 따르는 신규한 광굴절 폴리머 물질은 적어도 이하의 물질의 일부를 상기 광굴절 폴리머 물질
의 전체 중량에 대한 이하의 퍼센트 비율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VK 또는 PMMA와 같은 폴리머 25% - 100%;

DMNPAA와 같은 발색단 0% - 60%;

TNF와 같은 감광성 물질 0% - 5%; 및

ECZ와 같은 가소제 0% - 40%.

고밀도 3D 광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제조하기 위하여 2-광자 여기하의 재기록/삭제 가능 3D 비트 광데이터 저장을 위
한 기록 물질로서 저렴한 광굴절 폴리머을 사용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현예를 첨부 도면과 실시예를 들어 설명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 위한 광굴절 폴리머 물질의 흡수 곡선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도 2는 광굴절 폴리머 내에 데이터 비트를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2-광자 여기 현미경의 개략도이며;

도 3a는 광굴절 폴리머 PVK 내에 2-광자 여기에 의해 기록된 문자 " C" 의 24 x 24 비트 패턴을 처음으로 판독한 것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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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b는 500회 읽은 후의 같은 영역을 나타내며;

도 3c는 문자 " A" 의 24 x 24 비트 패턴이고;

도 3d는 도 3c와 동일한 영역을 UV조사에 노출시킨 후, 기록된 정보가 완전히 삭제된 것을 나타내며;

도 4는 광굴절 폴리머 PVK 내의 별개의 깊이에서 2-광자 여기를 이용하여 기록된 24 x 24 비트 패턴을 나타내고;

도 4a는 문자 " A" 를 포함하는 제 1층을 나타내며;

도 4b는 문자 " B" 를 포함하는 제 2층을 나타내고

도 4c는 문자 " C" 를 포함하는 제 3층을 나타내며;

도 5a는 또 다른 광굴절 폴리머(PMMA)에 2-광자 여기에 의해 기록된 문자 " E" 의 비트 패턴이다.

도 5b는 도 5a와 동일한 영역을 UV조사에 노출시킨 후, 기록된 정보가 완전히 삭제된 것을 나타내며;

도 5c는 도 1 및 도 2와 동일한 영역에 기록된 문자 " F" 의 비트 패턴이고;

도 6은 광굴절 폴리머 PMMA 내의 별개의 깊이에서 2-광자 여기를 이용하여 기록된 비트 패턴을 나타내며;

도 6a는 문자 " A" 를 포함하는 제 1층을 나타내고;

도 6b는 문자 " B" 를 포함하는 제 2층을 나타내며

도 6c는 문자 " C" 를 포함하는 제 3층을 나타낸다.

    실시예

    
재기록/삭제 가능 3D 비트 광 데이터 저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어온 신규한 광굴절 폴리머 물질의 하나의 예시는 스
펙트럼의 UV 내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를 보이는 감광성 물질인 2,4,7-트리니트로-9-플루오레논(TNF)으로 도
프 처리된폴리 N-비닐카바졸(PVK)이다. 또한 상기 광굴절 물질은 발색단으로서, UV 내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를 
보이는 2,5-디메틸-4-(p-니트로페닐아조)아니솔(DMNPAA)을 포함한다. 이전의 실험과 비교할 때 본 실험에서는 
무작위로 배향된 발색단은 폴리머화 및 작동중에 전기장(폴링, poling)을 가했을 때 정렬되지 않았다. 상기 물질의 폴
링은 상기 폴리머의 표면에 걸쳐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균일한 자기장은 거대한 폴리머 샘플의 
표면에 걸쳐 유지되기 어려우며, 신규한 광굴절 폴리머의 제조에 있어서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상기 물질
의 유리전이온도를 낮추기 위해 N-에틸카바졸(ECZ)을 첨가하였다. 상기 물질 DMNPAA:P파:ECZ:TNF의 바람직한 
농도는 전체 광굴절 물질 중량에 대한 중량%로서 50:33:16:1이다(비록 이러한 범위 내에서 구성 성분 물질의 비율이 
다르게 사용될 수는 있지만). 테프론 캐스트(teflon cast)로 상기 물질 모두를 조합하고 90℃에서 2일에 걸쳐 PVK를 
폴리머화 함으로써 100㎛ 두께의 균일한 필름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폴리머 블록을 절단하고 다듬어서 실
험에 사용될 샘플을 제조하였다.
    

    
재기록/삭제 가능 3D 비트 광 데이터 저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규한 광굴절 폴리머 물질의 다른 예시는 감광성 
물질이며 스펙트럼의 UV 내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를 보이는 2,4,7-트리니트로-9-플루오레논(TNF)로 도프처리
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PMMA)폴리머이다. 또한 상기 광굴절 물질은 발색단으로서, UV 내지 가시광선 영역에
서 흡수를 보이는 2,5-디메틸-4-(p-니트로페닐아조)아니솔 (DMNPAA)을 포함한다. 본 실험에서는 무작위로 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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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발색단은 폴리머화 및 작동중에 전기장(폴링)을 가했을 때 정렬되지 않았다. 높은 개구율(numerical aperture)의 
대물렌즈에 의해 얻어진 포커스 내의 국소 전기장이 상기 대물렌즈의 개구에 걸쳐 입사하는 빔의 전기장의 크기 보다 
5차수 크기 때문에 이러한 폴링 전기장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국소 전기장은 감지할 수 있는 전자-광학 효과를 유도
하기에 충분하다.
    

    
마침내, 상기 물질의 유리전이온도를 낮추기 위해 N-에틸카바졸(ECZ)을 첨가하였다. 상기 물질 DMNPAA:P파:ECZ
:TNF의 바람직한 농도는 전체 광굴절 물질 중량의 중량%로서 10:73:16:1이다(비록 이러한 범위 내에서 구성 성분 물
질의 비율이 다르게 사용될 수는 있지만). 테프론 캐스트로 상기 물질 모두를 조합하고 65℃에서 2일에 걸쳐 PMMA를 
폴리머화 함으로써 100㎛ 두께의 균일한 필름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폴리머 블록을 절단하고 다듬어서 실
험에 사용될 샘플을 제조하였다.
    

도 1은 PVK에 기초한 신규한 광굴절 폴리머 물질의 100㎛ 두께의 샘플에 대해 제논 아크 램프 광원을 사용하여 Orie
l UV-Vis 스펙트로미터로 측정한 흡수 밴드를 나타낸다. PMMA에 기초한 광굴절 폴리머 물질의 흡수 밴드도 거의 동
일하다.

    
도 1을 살펴보면, 상기 신규 물질의 흡수 밴드의 최대치는 380-600nm 범위이다. 따라서 400nm에서 2-광자 여기를 
얻어내기 위해 기록과정에서 800nm의 적외선 파장의 레이저 빔이 사용될 수 있다. 기록을 위한 파장은 실질적으로 약 
750nm 내지 약 1200nm의 범위일 수 있다. 흡수 밴드가 대략 630nm의 파장에서 컷 오프(cut off)되기 때문에, 단일 
또는 2-광자 여기를 겪지 않고 상기 기록된 광굴절 데이터 비트를 읽어내기 위해 약 630nm 내지 약 1200nm의 파장 
영역이 선택될 수 있다. 판독 빔의 파워가 단일 또는 2-광자 여기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낮다면 약 750nm 
이상의 파장이 사용될 수 있다.
    

    
도 2는, 광굴절 폴리머 물질에 데이터의 비트의 2-광자 기록을 위한 광학 시스템을 나타낸다. 상기 기록 시스템은 레
이저(10), 컴퓨터(20)에 연결된 기계적 셔터(11), 렌즈(12, 13), 핀 홀 개구(14), 또 다른 개구(16). 대물렌즈(18)
를 포함한다. 콘포컬 지오메트리(confocal geometry)로 판독하기 위해, 상기 시스템은 또한 빔 스플리터(22), 추가의 
렌즈(24), 또 다른 핀 홀 개구(26) 및 컴퓨터와 연결된 디텍터(28)를 포함한다. 3차원 스캐닝 스테이지(30)가 광굴절 
물질(32)의 샘플을 올려놓기 위해 제공된다. 상기 스캐닝 스테이지(30)는 컴퓨터(20)의 제어하에 x, y 및 z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기록 과정에서, Spectra-Physics Tsunami Ti:sapphire 레이저(10)를 광굴절 폴리머 샘플(32)에 조사하였다. PVK 
광굴절 폴리머 물질에 도 3 및 도 4의 비트 패턴을 기록하기 위해 상기 레이저를 펄스 모드로 사용하였다. 모드-록킹
(mode-locking) 작동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는 펄스 넓이 80fs 및 평균 전력 800mW의 초단펄스 빔을 얻어낼 수 있
다. PMMA 광굴절 폴리머 물질에 도 5 및 도 6의 비트 패턴을 기록하기 위해 상기 레이저를 연속파(CW) 모드로 작동
시켰다. 각각의 경우에, 상기 레이저의 파장은 800nm로 조절하였으며, 이는 상기 샘플의 주(main) 흡수 밴드의 파장
의 대략 두 배에 해당한다. 도 1의 흡수 곡선으로부터, 800nm의 파장에서는 단일-광자 흡수가 존재하지 않으며; 400
nm의 파장에서 단지 2-광자 흡수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록된 정보의 로직 스테이트(logic state)
는 컴퓨터(20)에 연결된 기계적 셔터(11)에 의해 제어하였다. 기록 물질(32)을 Mells Griot 컴퓨터-제어 3D 트랜스
레이션 스테이지(30) 위에 올려놓았다. 기록을 위해, 각각 0.75 및 0.70의 개구율 및 20의 증폭도(magnification fa
ctor)를 갖는 Zeiss Fluar 대물렌즈(도 3 및 도 4)와 Olympus UPlanAPO 대물렌즈(도 5 및 도 6)(18)를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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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광자 광굴절 효과에 의해 일어나는 굴절률의 변화를 판독하기 위해 Olympus Fluo View 현미경을 채택하고 미분 
간섭 모드(DIC)로 사용하였다. 632.8nm의 파장이 흡수밴드의 가장자리에 있으며 기록된 정보(도 1 참조)에 최소의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하기 위해 파장 632.8nm의 He-Ne 레이저를 상기 Fluo View와 커플시켰
다. 기록된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그 부분을 Fluo View 현미경 내의 수은 램프의 UV 라인으로 조사하였다. 판독과 삭
제 모두에서 0.7의 개구율 및 20의 증폭도(도 3 및 도 4) 또는 0.4의 개구율 및 10의 증폭도(도 5 및 6)를 갖는 Oly
mpus UPlanAPO 대물렌즈(18)를 사용하였다.
    

    
정보를 기록하는 능력을 2-광자 여기를 이용한 굴절률의 변화로 나타낼 때, 도 3a 및 도 3b는 초점에서 얻어지는 굴절
률의 측정된 변화를 나타낸다. 기록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초점에서 5mW의 평균 전력을 사용하였다. 샘플에 24 x 
24 비트로 이루어진 패턴(문자 C)을 기록하였다. 비트의 분리는 3.2㎛였고 개개의 비트의 노출 시간은 25ms이었다. 
판독과정에서 DIC 이미지를 얻기 위해 5mW 미만의 전력을 갖는 레이저 빔으로 샘플을 스캔하였다. 도 3b는 500회의 
스캔 이후에 기록된 정보가 저하된 것을 보여준다. 도 3b의 기록된 비트의 명암은 도 3a의 90%이다. 이러한 양상은 판
독을 위해 사용되는 빛의 흡수 때문에 정보가 약간은 삭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3c에 기록된 정보는 도 3a 및 도 
3b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전력 및 노출시간을 사용하였다. 도 3d는 도 3c와 동일한 영역을 1-2초 동안 UV조사에 
노출시킨 다음의 모습을 나타낸다. 상기 결과는 이전에 기록된 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 4는 정보 다중 층의 굴절률의 변화를 기록하고 판독하는 본 시스템의 능력을 나타낸다. 정보의 3층을 10㎛의 층 분
리로 기록하였다. 각각의 층은 24 x 24 패턴으로 이루어진다. 표면 부근에 기록된 첫 번째 층은 문자 " A" 의 패턴을 
포함한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층은 각각 문자 " B" 와 " C" 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 3D 데이터 밀도
는 대략 10Gbits/cm3이며 이는 종래에 광변색성 폴리머, 광굴절 크리스털 및 광표백 물질에서 달성된 것에 필적한다.

도 5a는 정보를 기록하는 능력을 연속파 2-광자 여기를 이용한 굴절률의 변화로서 나타낸다.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초
점에서 평균 전력 75mW를 사용하였다. 샘플에 24 x 24 비트로 이루어진 패턴(문자 E)을 기록하였다. 상기 비트의 분
리는 5.6㎛였고 각각의 비트의 노출 시간은 2ms이었다. 판독과정에서 DIC 이미지를 얻기 위해 5mW 미만의 전력을 갖
는 레이저 빔으로 샘플을 스캔하였다. 도 5b는 도 5a와 동일한 영역을 1-2초 동안 UV조사에 노출시킨 다음의 모습을 
나타낸다. 상기 결과는 이전에 기록된 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 5c에서는, 새로운 패턴의 문자 " 
F" 를 도 5a 및 도 5b에서 사용된 동일한 영역에 기록하였다. 도 5a, 5b 및 5c에서 원 1 및 2로 표시된 두 개의 인공물
(artifact)은동일한 영역이 정보의 삭제 및 재기록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 6은 정보 다중 층의 굴절률의 변화를 기록하고 판독하는 본 시스템의 능력을 나타낸다. 정보의 3층을 25㎛의 층 분
리로 기록하였다. 각각의 층은 24 x 24 패턴으로 이루어진다. 표면 부근에 기록된 첫 번째 층은 문자 " A" 의 패턴을 
포함한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층은 각각 문자 " B" 와 " C" 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로부터 본 발명은 데이터를 기록 및 재기록하기 위해 펄스 또는 연속파(CW) 2-광자 여기를 이용하고 기록된 데
이터를 삭제하기 위해 전자기 복사의 UV 또는 가시광선 영역의 복사선을 조사하여, 비교적 저렴한 광굴절 폴리머 물질
에 3차원 데이터를 기록, 판독, 삭제 및 재기록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영역 내지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로 상기에서 설명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다양한 수정, 변형 및 개선이 가
능하다. 본 시스템의 저장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정할 수 있는 이러한 수정 내지 개선은 이하를 포함한다:

    
1. 굴절률로부터의 구면 수차에 기인하는 상기 층 사이의 작은 양의 크로스 토크(도 4 참조)의 보상은 기록 물질(n=1.
75) 및 침적 매질(immersion medium)(n=1) 사이에서 조화되지 않는다. 상기 굴절률의 부조화는 볼륨 레코팅 매질
의 깊은 위치에서 회절 스팟 크기의 증가를 초래한다. 그 결과, 일련의 축방향의 사이드 피크가 기록 매질의 깊이를 따
라 발생하며, 인접하는 데이터 층 사이에 크로스 토크를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양한 튜브 
길이 방법(tube length method)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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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광자 여기를 얻어내기 위해 CW모드로 작동되는 Ti:sapphire 레이저 대신에, 다른 타입의 연속파(CW) 레이저 
빔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근 적외선 파장에서 작동되는 1.2 W CW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빠르고, 저렴하
며, 컴팩트한 삭제가능한 2-광자 3D 비트 광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얻을 수 있다.

3. 다른 광굴절 폴리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기 물질의 화학적 성질은 광굴절 폴리머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
경할 수 있다. 흡수 스펙트럼을 개조하는 것에 의해 상기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빛의 파장을 결정할 수 있다.UV 또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좁은 흡수 밴드를 생성하는 것은 재생 과정에서의 조사에 의해 또는 입사하는 자외선(예컨대, 태양
광으로부터의)에 의해 상기 물질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민감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4. 기록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2-광자 데이터 저장 시스템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기록 빔의 편광 상태에 
의존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기록 빔의 별개의 편광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물질 내의 동일한 위치에 다중 비트를 기록
할 수 있게 하며 판독시에는 적절한 편광 상태를 갖는 비트만 검출이 된다.

5. 2-광자 데이터 저장 시스템 내에서 선택적인 비트 삭제 방법은 기록 및 판독 빔의 편광에 의존할 수 있다. 개개의 
비트는 판독시에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는 적절한 편광 상태를 가지도록 기록된 비트의 편광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초점 조절가능한 간섭광의 빔을 제조하는 단계;

빔의 포컬 포인트(focal point)에서 광굴절 폴리머 물질의 2-광자 여기를 일으키기 위해, 상기 물질에 빔을 포커싱함
으로써, 데이터 기록을 위하여 포컬 포인트에서 굴절률을 변조하는 단계; 및

기록된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 복사선으로 상기 물질을 조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광 데이터의 기록 및 삭제 방법.

청구항 2.

빔의 포컬 포인트에서 광굴절 폴리머 물질의 2-광자 여기를 일으키기 위해 간섭광의 빔을 상기 물질에 포커싱함으로써 
데이터 기록을 위하여 포컬 포인트에서 굴절률을 변조하는 단계;

기록된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 복사선으로 상기 물질을 조사하는 단계;

빔의 포컬 포인트에서 광굴절 폴리머 물질의 2-광자 여기를 일으키기 위해 간섭광의 또 다른 빔을 상기 물질에 포커싱
함으로써 광굴절 물질에 데이터를 재기록하기 위하여 포컬 포인트에서 굴절률을 변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광굴절 폴
리머 물질에 광 데이터를 기록 및 재기록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광굴절 물질은 기록된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 자외선(UV) 또는 가시광선 스펙트
럼의 전자기 복사선으로 조사하여, 데이터 비트를 형성하고 있는 전하의 공간분배를 균일하게 재분배하도록 하는 물질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광굴절 폴리머 물질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UV 내지 가시광선 영역 내의 단지 좁은 밴드에서의 
복사선을 흡수하는 물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8 -



공개특허 특2001-0112273

 
청구항 5.

제 3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광굴절 폴리머 물질의 최대 흡수 밴드는 실질적으로 약 380nm 내지 약 600nm의 
범위 이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3항 내지 제 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광굴절 폴리머 물질은 약 630nm 파장 이상의 복사선을 실질적으로 
흡수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선행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광굴절 폴리머 물질에 기록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약 630nm 내지 약 1200nm의 범
위 내의 파장을 갖는 간섭광으로 조사하는 것에 의해 판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선행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광굴절 물질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초점 조절가능한 간섭광의 빔이 
실질적으로 약 750nm 내지 약 1200nm의 범위 내의 파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선행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광굴절 폴리머 물질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펄스 레이저 빔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항 내지 제 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광굴절 폴리머 물질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연속파 레이저 빔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선행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광굴절 폴리머 물질에 데이터의 편광된 비트를 기록하기 위해 초점 조절가능한 간섭광
의 편광 빔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광굴절 폴리머 물질 내의 다른 편광 상태를 갖는 동일한 위치에 데이터의 다중 비트를 기록하기 위
해 기록 빔의 다른 편광 상태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1항 또는 제 12항에 있어서, 기록된 데이터의 비트를 적절한 편광 상태를 갖는 판독 빔을 이용하여 판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1항 내지 제 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각각의 비트의 편광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각각의 데이터의 비트를 삭
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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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선행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광굴절 폴리머 물질이 상기 광굴절 물질의 전체 중량에 대하여 약 25중량% 이상
의 폴리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선행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광굴절 폴리머 물질이 전자기 스펙트럼의 UV 내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를 보
이는 발색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선행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광굴절 폴리머 물질이 전자기 스펙트럼의 UV 내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를 보
이는 감광성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선행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광굴절 폴리머 물질이 상기 물질의 유리전이온도를 낮추기 위해 가소제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선행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광굴절 폴리머 물질이 적어도 이하의 물질의 일부를 상기 광굴절 폴리머 물질의 
전체 중량에 대한 이하의 퍼센트 비율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폴리머 25% - 100%;

발색단 0% - 60%;

감광성 물질 0% - 5%; 및

가소제 0% - 40%.

청구항 20.

제 15항 또는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가 폴리(N-비닐카바졸)(PVK)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15항 또는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가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PMMA)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16항 또는 제 19항 내지 2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발색단이 2,5-디메틸-4-(p-니트로페닐아조)아니솔
(DMNPAA)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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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항 또는 제 19항 내지 제 2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감광성 물질이 2,4,7-트리니트로-9-플루오레논(
TNF)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19항 내지 제 2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소제가 N-에틸카바졸 (ECZ)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전자기 스펙트럼의 UV 내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를 보이며, 여기에서 광굴절 물질의 흡수 밴드는 2-광자 여기에 
의한 데이터 비트의 기록, 상기 흡수 밴드의 가장자리 또는 외부의 간섭광원에 의한 데이터 비트의 판독 및 상기 흡수 
밴드 내에서 복사선의 조사에 의한 데이터 비트의 삭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삭제가능한 광 데이터 저
장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광굴절 폴리머 물질.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광굴절 물질의 최대 흡수 밴드가 실질적으로 약 380nm 내지 약 600nm의 범위 내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광굴절 폴리머 물질.

청구항 27.

제 25항 또는 제 26항에 있어서 광굴절 폴리머 물질의 흡수 밴드의 상부 말단이 약 630n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굴
절 폴리머 물질.

청구항 28.

제 25항 내지 제 2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물질이 상기 광굴절 물질의 전체 중량에 대하여 약 25중량% 이상
의 폴리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굴절 폴리머 물질.

청구항 29.

제 25항 내지 제 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물질이 전자기 스펙트럼의 UV 내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를 보
이는 발색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굴절 폴리머 물질.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발색단이 상기 물질의 전체 중량에 대하여 약 0.5중량% 내지 약 60중량% 내의 범위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굴절 폴리머 물질.

청구항 31.

제 25항 내지 제 3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물질이 전자기 스펙트럼의 UV 내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를 보
이는 감광성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굴절 폴리머 물질.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감광성 물질이 상기 물질의 전체 중량에 대하여 약 0.5중량% 내지 약 5중량% 내의 범위의 양
으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굴절 폴리머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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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 25항 내지 제 3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물질이 상기 물질의 유리전이온도를 낮추기 위해 가소제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굴절 폴리머 물질.

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가소제가 상기 물질의 전체 중량에 대하여 0중량% 내지 약 40중량% 내의 범위의 양으로 존재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굴절 폴리머 물질.

청구항 35.

적어도 이하의 물질의 일부를 광굴절 폴리머 물질의 전체 중량에 대한 이하의 퍼센트 비율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데이터 저장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광굴절 폴리머 물질;

폴리머 25% - 99.5%;

발색단 0% - 60%;

감광성 물질 0% - 5%; 및

가소제 0% - 40%.

청구항 36.

제 28항 또는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가 폴리(N-비닐카바졸)(PVK)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굴절 폴
리머 물질.

청구항 37.

제 28항 또는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가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PMMA)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굴절 폴리머 물질.

청구항 38.

제 29항, 제 30항 또는 제 35항 내지 제 3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발색단이 2,5-디메틸-4-(p-니트로페닐
아조)아니솔(DMNPAA)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굴절 폴리머 물질.

청구항 39.

제 31항, 제 32항 또는 제 35항 내지 제 3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감광성 물질이 2,4,7-트리니트로-9-플
루오레논(TNF)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굴절 폴리머 물질.

청구항 40.

제 33항 내지 제 3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소제가 N-에틸카바졸 (ECZ)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굴절 폴리머 물질.

청구항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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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N-비닐카바졸)(PVK);

2,5-디메틸-4-(p-니트로페닐아조)아니솔(DMNPAA);

2,4,7-트리니트로-9-플루오레논(TNF); 및

N-에틸카바졸(ECZ)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데이터 저장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광굴절 폴리머 물질.

청구항 42.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PVK;DMNPAA;TNF 및 ECZ가 상기 광굴절 물질의 전체 중량에 대하여 약 33:50:1:16 중량
% 농도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굴절 물질.

청구항 43.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

2,5-디메틸-4-(p-니트로페닐아조)아니솔(DMNPAA);

2,4,7-트리니트로-9-플루오레논(TNF); 및

N-에틸카바졸(ECZ)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데이터 저장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광굴절 폴리머 물질.

청구항 44.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PMMA;DMNPAA;TNF 및 ECZ가 상기 광굴절 폴리머 물질의 전체 중량에 대하여 약 73:10
:1:16 중량% 농도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굴절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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