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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록층 상에 광 투과층이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광 디스크에 대하여 기록 재생을 행할 때 사용되는 광학 헤드에, 콜리메이

터 렌즈용 액츄에이터를 설치한다. 그리고, 이 콜리메이터 렌즈용 액츄에이터(4)에 의하여 광 투과층의 두께 오차에 기인

하는 구면수차(球面收差)를 해소하도록, 광원과 대물렌즈와의 사이에 배치된 콜리메이터 렌즈를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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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에 의하여, 광학 헤드에 탑재되는 대물렌즈의 개구수(開口數)(NA)를 크게 하거나 구면수차의 발생량이 적어도 되

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광 디스크의 고기록밀도화 및 대용량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광학 헤드,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 기록 및／또는 재생 방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한 광학 헤드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을 적용한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비점수차(非點收差)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4는 비점수차법에서의 광 검출기의 수광부(受光部)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비점수차법에서의 광 검출기의 수광부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비점수차법에서의 광 검출기의 수광부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포커스 에러 신호로 나타나는 S자 곡선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은 대물렌즈를 광 축을 따라 광 디스크에 근접시키는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의 포커스 에러 신호의 출력을 나타낸 도

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을 적용한 광학 헤드의 다른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0은 도 9의 광학 헤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2축 액츄에이터의 일 예를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11은 도 9의 광학 헤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2축 액츄에이터의 일 예를 나타낸 측면도이다.

도 12는 렌즈 구동 기구의 일 구성 예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13은 도 12에 도시한 렌즈 구동 기구의 평면도이다.

도 14는 실시예 1의 광학계(光學系)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15는 실시예 1에 대하여 광 투과층의 두께 오차, 파면수차(波面收差) 및 콜리메이터 렌즈의 이동량의 관계를 나타낸 도

면이다.

도 16은 실시예 2의 광학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17은 실시예 2에 대하여 광 투과층의 두께 오차, 파면수차 및 콜리메이터 렌즈의 이동량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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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학 헤드, 2：광 디스크, 3：기판, 4：광 투과층, 10：광원, 11：회절격자(回折格子), 12：편광 빔 스플리터, 13：콜

리메이터 렌즈, 14：콜리메이터 렌즈용 액츄에이터, 15：1／4 파장판(波長板), 16：대물렌즈, 17：대물렌즈용 2축 액츄

에이터, 18：멀티렌즈, 19：광 검출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 디스크 등과 같은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하여 기록 및／또는 재생을 행할 때에 사용되는 광학 헤드와, 그와 같

은 광학 헤드를 구비한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 본 발명은 광 디스크 등과 같은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및／또는 재생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기록층 상에 광 투과층이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정보 기록 매체의 광

투과층의 두께 검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재생 전용 광 디스크, 상변화형(相變化型) 광 디스크, 광 자기(磁氣) 디스크 또는 광 카드 등과 같은 정보 기록 매체는 영상

정보, 음성 정보 또는 컴퓨터용 프로그램 등의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고기록밀도화 및 대용량화의 요구는 근래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밀도를 높이는 데는, 광학 헤드에 탑재되는 대물렌즈의 개구수(NA)를 크게 하는 동시에,

사용하는 광의 파장(λ)을 짧게 하여 대물렌즈에 의하여 집광(集光)되는 광의 스폿 직경을 소직경화하는 것이 유효하다.

그로 인하여, 예를 들면 디지털 광 디스크로서 비교적 초기에 실용화된 CD(컴팩트 디스크)에서는 대물렌즈의 개구수(NA)

가 0.45, 사용하는 광의 파장이 780nm로 되어 있는 데 대하여, 컴팩트 디스크보다 고기록밀도화 및 대용량화가 이루어진

디지털 광 디스크인 DVD에서는 대물렌즈의 개구수(NA)가 0.6, 사용하는 광의 파장이 650nm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통상 광 디스크 등과 같은 정보 기록 매체는 정보 신호가 기록되는 기록층 상에 광 투과층을 가지고 있고, 이 광 투

과층을 통하여 기록층에 광을 조사함으로써 기록이나 재생이 행해진다. 이 때, 광 투과층의 두께에 오차가 있어 규정치로

부터 벗어나면, 이 오차에 기인하여 구면수차(球面收差)가 생긴다. 이 구면수차 중, 예를 들면 3차의 구면수차(W40)는, 다

음의 식 1로 표시된다. 그리고, 다음의 식 1에서 t 는 광 투과층의 두께 오차, n은 광 투과층의 굴절률, NA는 대물렌즈의

개구수이다.

［수학식 1］

W40＝{ t (n2－1)／(8n3)}NA4

상기의 식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광 투과층의 두께 오차에 기인하는 구면수차는 개구수(NA)의 4승(乘)에 비례하여 증가

한다. 따라서, 특히 개구수(NA)를 크게 한 경우, 이 구면수차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 구면수차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기 식 1로부터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 투과층의 두께의 공차(公差)를 엄격하게

하여 광 투과층의 두께 오차를 작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DVD에서 광 투과층의 두께의 공차는 ±0.03mm이

고, 광 투과층의 두께 오차에 기인하는 구면수차를 DVD의 경우(즉 개구수(NA)가 0.6인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광 투과층의 두께 오차( t)를 다음의 식 2를 만족시키는 범위 내로 하면 된다.

［수학식 2］

－0.00388／NA4≤ t ≤＋0.00388／NA4

상기의 식 2에서 개구수(NA)를 크게 했을 때에, 구면수차의 발생을 DVD일 때와 동일한 정도로 억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차를 구할 수 있다. 즉, 상기의 식 2에서, 예를 들면 개구수 NA＝0.7일 때에는 －0.016mm≤ t ≤＋0.016mm으로 하

면 되고, 또 예를 들면 개구수 NA＝0.85일 때에는 －0.0074mm≤ t ≤＋0.0074mm으로 하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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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 투과층의 두께의 공차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광 투과층의 두께를 일정하게 변경하는 것은 양산

(量産) 시스템에서 큰 공정 변경은 아니지만, 광 투과층의 두께 오차의 크기는 정보 기록 매체의 제조 방법에 의존하므로

그 정밀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곤란하고, 비록 실현되었다고 해도 대폭적인 공정 변경 등이 필요하여 제조 코스트의 대폭

적인 상승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구면수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광 투과층의 두께의 공차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그다지

유효한 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상과 같은 종래의 실정을 감안하여 제안된 것으로, 개구수(NA)를 크게 해도 구면수차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

한 광학 헤드와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본 발명은 개구수(NA)를 크게 해도 구면수차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한 기록 및／또는 재생 방법을 제공하는 것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또, 본 발명은 기록층 상에 광 투과층이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정보 기록 매체의 광 투과층의 두께를 간편하게 검출할 수 있

는 두께 검출 방법을 제공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관한 광학 헤드는 정보 신호가 기록되는 기록층 상에 광 투과층을 가지는 정보 기록 매체용의 광학 헤드이다. 그

리고, 광을 출사하는 광원과,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상기 광 투과층을 통하여 상기 기록층 상에 집광(集光)시키는 대물

렌즈와, 상기 광원과 상기 대물렌즈와의 사이에 배치된 소정의 굴절력을 가지는 광학 소자와,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에 따

라 구면수차를 해소하도록 상기 광학 소자를 이동시키는 이동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광학 헤드에 있어서, 상기 광학 소자로는, 예를 들면 콜리메이터 렌즈가 적합하다. 이 콜리메이터 렌즈는 상

기 광 투과층의 두께가 규정치대로인 경우에는, 상기 광원으로부터 출사되어 상기 대물렌즈에 입사하는 광을 대략 평행 광

으로 하는 것이다.

또, 상기 광학 헤드에 있어서, 대물렌즈의 개구수(NA)를 0.65 이상으로 하는 경우, 상기 정보 기록 매체로는 광 투과층의

막 두께가 0.47mm 이하인 것이 적합하다.

또, 상기 광학 헤드에 있어서, 광학 소자를 이동시키는 이동 수단으로는, 광원으로부터 출사되어 광학 소자에 입사하는 광

의 광 축에 대하여 대략 평행하게 배치된 기준 축과, 광학 소자를 지지하는 동시에 기준 축을 따라 평행 이동 가능하게 된

광학 소자 지지 수단과, 모터와, 모터의 회전을 광 축 방향을 따른 평행 이동으로 변환하여 광학 소자 지지 수단에 전달하

는 기어 기구를 구비한 것이 적합하다. 이 경우, 이동 수단은 모터의 회전을 기어 기구에 의하여 광 축 방향을 따른 평행 이

동으로 변환하여 광학 소자 지지 수단을 움직임으로써 광 투과층의 두께에 따라 구면수차를 해소하도록 광학 소자를 이동

시킨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관한 광학 헤드에서는, 광원과 대물렌즈와의 사이에 배치된 소정의 굴절력을 가지는 광학 소자를

광 투과층의 두께에 따라 구면수차를 해소하도록 이동 수단에 의하여 이동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광 투과층에 두께

오차가 있어도 이 두께 오차에 기인하는 구면수차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관한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는, 정보 신호가 기록되는 기록층 상에 광 투과층을 가지는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하여 기록 및／또는 재생을 행하는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로서,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를 검출하는 두께 검출 수단과,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하여 상기 광 투과층을 통하여 상기 기록층에 광을 조사(照射)하는 동시에 그 반사 광을 검출하는

광학 헤드를 구비한다. 그리고, 상기 광학 헤드가, 광을 출사하는 광원과,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상기 광 투과층을 통

하여 상기 기록층 상에 집광시키는 대물렌즈와, 상기 광원과 상기 대물렌즈와의 사이에 배치된 소정의 굴절력을 가지는 광

학 소자와, 상기 두께 검출 수단에 의하여 검출된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에 따라 구면수차를 해소하도록 상기 광학 소자를

이동시키는 이동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학 소자로는, 예를 들면 콜리메이터 렌즈가 적합하다. 이 콜리메

이터 렌즈는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가 규정치대로인 경우에는, 상기 광원으로부터 출사되어 상기 대물렌즈에 입사하는 광

을 대략 평행 광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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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기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대물렌즈의 개구수(NA)를 0.65 이상으로 하는 경우, 상기 정보 기록 매

체로는 광 투과층의 막 두께가 0.47mm 이하인 것이 적합하다.

또, 상기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에 있어서, 광학 소자를 이동시키는 이동 수단으로는, 광원으로부터 출사되어 광학 소자

에 입사하는 광의 광 축에 대하여 대략 평행하게 배치된 기준 축과, 광학 소자를 지지하는 동시에 기준 축을 따라 평행 이

동 가능하게 된 광학 소자 지지 수단과, 모터와, 모터의 회전을 광 축 방향을 따른 평행 이동으로 변환하여 광학 소자 지지

수단에 전달하는 기어 기구를 구비한 것이 적합하다. 이 경우, 이동 수단은 모터의 회전을 기어 기구에 의하여 광 축 방향

을 따른 평행 이동으로 변환하여 광학 소자 지지 수단을 움직임으로써, 광 투과층의 두께에 따라 구면수차를 해소하도록

광학 소자를 이동시킨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관한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에서는, 광원과 대물렌즈와의 사이에 배치된 소정의 굴절력을 가지는

광학 소자를 광 투과층의 두께에 따라 구면수차를 해소하도록 이동 수단에 의하여 이동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광 투

과층에 두께 오차가 있어도 이 두께 오차에 기인하는 구면수차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관한 기록 및／또는 재생 방법은, 정보 신호가 기록되는 기록층 상에 광 투과층을 가지는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하여 기록 및／또는 재생을 행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하여 기록 및／또는 재생을 행할 때에 광

을 출사하는 광원과,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상기 광 투과층을 통하여 상기 기록층 상에 집광시키는 대물렌즈와, 상기

광원과 상기 대물렌즈와의 사이에 배치된 소정의 굴절력을 가지는 광학 소자를 구비한 광학 헤드를 사용하는 동시에,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를 검출하고 그 검출 결과에 따라 구면수차를 해소하도록 상기 광학 소자를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

고 있다.

그리고, 상기 기록 및／또는 재생 방법에 있어서, 상기 광학 소자로는, 예를 들면 콜리메이터 렌즈를 사용한다. 이 경우, 상

기 광 투과층의 두께가 규정치대로이면, 상기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광을 상기 콜리메이터 렌즈에 의하여 대략 평행 광으로

만들어 상기 대물렌즈에 입사시키도록 한다.

또, 상기 기록 및／또는 재생 방법에 있어서, 상기 대물렌즈의 개구수(NA)를 0.65 이상으로 하는 경우, 상기 정보 기록 매

체로는 광 투과층의 막 두께가 0.47mm 이하인 것이 적합하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관한 기록 및／또는 재생 방법에서는, 광원과 대물렌즈와의 사이에 배치된 소정의 굴절력을 가지는

광학 소자를 광 투과층의 두께에 따라 구면수차를 해소하도록 이동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광 투과층에 두께 오차가

있어도 이 두께 오차에 기인하는 구면수차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관한 두께 검출 방법은, 정보 신호가 기록되는 기록층 상에 광 투과층을 가지는 정보 기록 매체의 상기 광 투

과층의 두께를 검출하는 두께 검출 방법이다. 그리고, 본 발명에 관한 두께 검출 방법에서는, 광원으로부터 광을 출사하고,

상기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광을 대물렌즈에 의하여 상기 정보 기록 매체 상에 집광시키고, 상기 대물렌즈에 의하여 상기

정보 기록 매체 상에 집광되어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서 반사된 귀환 광을 광 검출기에 의하여 수광하여 포커스 에러 신호

를 검출한다. 그리고, 이 포커스 에러 신호 중 상기 기록층에서 반사된 귀환 광에 의한 신호와 상기 광 투과층의 표면에서

반사된 귀환 광에 의한 신호로부터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를 검출한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관한 두께 검출 방법에서는, 포커스 에러 신호로부터 광 투과층의 두께를 검출하고 있으므로, 특별

한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간편하게 광 투과층의 두께를 검출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을 적용한 광학 헤드의 일 예를 도 1에 도시한다. 이 광학 헤드(1)는 상변화형의 광 디스크(2)에 대하여 기록 재생

을 행할 때 사용되는 광학 헤드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상변화형의 광 디스크(2)에 대하여 기록 재생을 행하는 광학 헤드

(1)를 예로 들지만, 본 발명은 정보 신호가 기록되는 기록층 상에 광 투과층을 가지는 정보 기록 매체용의 광학 헤드에 대

하여 널리 적용 가능하며, 기록 및／또는 재생의 대상으로 되는 정보 기록 매체는 재생 전용 광 디스크, 광 자기 디스크 또

는 광 카드 등이라도 된다.

이 광학 헤드(1)에 의하여 기록 재생이 이루어지는 광 디스크(2)는 두께(d)가 예를 들면 약 1.2mm 또는 약 0.6mm로 된

기판(3) 상에, 상변화에 의하여 정보 신호를 기록하는 기록층이 형성되는 동시에, 이 기록층 상에 두께(t)가 예를 들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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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mm로 된 광 투과층(4)이 형성되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광 투과층(4)은 기록층을 보호하는 보호층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광 디스크(2)는 기판(3) 측으로부터가 아니라 기판(3)보다 훨씬 막 두께가 얇은 광 투과층(4) 측으로부터 광을

입사시켜 기록 재생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록층에 도달하기까지의 두께가 얇은 쪽으로부터 광을 입사하도록 함으로써 수차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 종

래의 CD나 DVD 이상의 고기록밀도화 및 대용량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단, 본 발명은 기판 측으로부터 광을 입사시켜 기록

및／또는 재생을 행하는 정보 기록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이 광학 헤드(1)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원(10), 회절격자(回折格子)(11), 편광 빔 스플리터(12), 콜리메이

터 렌즈(13), 콜리메이터 렌즈용 액츄에이터(14), 1／4 파장판(波長板)(15), 대물렌즈(16), 대물렌즈용 2축 액츄에이터

(17), 멀티렌즈(18) 및 광 검출기(19)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광원(10)은 기록 재생 시에 광 디스크(2)를 향하여 광을 출사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파장(λ)이 650nm의 직선 편광

레이저 광을 출사하는 반도체 레이저로 이루어진다. 이 광원(10)은 광 디스크(2)로부터 정보 신호를 재생할 때는 일정 출

력의 레이저 광을 출사하고, 광 디스크(2)에 정보 신호를 기록할 때는 기록하는 신호에 따라 출사하는 레이저 광의 강도를

변조한다.

그리고, 본 발명에 있어서, 광원(10)으로부터 출사되는 레이저 광의 파장(λ)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650nm

보다 단파장의 레이저 광을 출사하는 반도체 레이저가 실용화된 경우에는, 보다 단파장인 것을 사용하는 쪽이 고기록밀도

화 및 대용량화를 도모하기에 더 적합하다.

그리고, 광원(10)으로부터 출사된 레이저 광은, 먼저 회절격자(11)에 입사하고 이 회절격자(11)에 의하여 회절된다. 이 회

절격자(11)는 이른 바 3스폿 법에 의한 트래킹 서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레이저 광을 최소한 3개로 분할하기 위한 것

이다.

그리고, 회절격자(11)에 의하여 회절되어 이루어지는 0차 광 및 ±1차 광(이하, 이들을 통합하여 「입사 레이저 광」이라

고 함)은 편광 빔 스플리터(12)를 투과하여 콜리메이터 렌즈(13)에 입사한다. 여기에서, 콜리메이터 렌즈(13)는, 예를 들면

2매의 구면렌즈(13a, 13b)를 접합하여 이루어진다.

콜리메이터 렌즈(13)에 입사한 입사 레이저 광은, 광 디스크(2)의 광 투과층(4)의 두께(t)가 규정치대로인 경우에는, 콜리

메이터 렌즈(13)에 의하여 평행 광으로 된다. 바꿔 말하면, 콜리메이터 렌즈(13)는 소정의 굴절력을 가지는 광학 소자이고,

광 디스크(2)의 광 투과층(4)의 두께(t)가 규정치대로인 경우에는 입사 레이저 광을 평행 광으로 만들도록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콜리메이터 렌즈(13)는 콜리메이터 렌즈용 액츄에이터(14)에 탑재되어 있고, 이 콜리메이터 렌즈용 액츄에이

터(14)에 의하여 입사 레이저 광의 광 축을 따라 전후로 이동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콜리메이터 렌즈(13)는 광 디

스크(2)의 광 투과층(4)의 두께(t)가 규정치로부터 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이 광 투과층(4)의 두께 오차에 기인하는 구면수

차를 보정하도록 콜리메이터 렌즈용 액츄에이터(14)에 의하여 이동 조작된다. 즉, 광 디스크(2)의 광 투과층(4)의 두께(t)

가 규정치로부터 벗어나 있는 경우, 입사 레이저 광은 광 투과층(4)의 두께 오차에 기인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도록, 콜리

메이터 렌즈(13)에 의하여 발산(發散) 광 또는 수속(收束) 광으로 된다.

그리고, 콜리메이터 렌즈(13)로부터 출사된 입사 레이저 광은 1／4 파장판(15)을 통하여 대물렌즈(16)에 입사한다. 여기

에서, 입사 레이저 광은 1／4 파장판(15)을 투과할 때 원편광(圓偏光) 상태로 되고, 이 원편광 광속(光束)이 대물렌즈(16)

에 입사한다.

대물렌즈(16)는 입사 레이저 광을 광 디스크(2)의 기록층 상에 집광하기 위한 것이다. 즉, 1／4 파장판(15)에 의하여 원편

광 상태로 된 입사 레이저 광은, 대물렌즈(16)에 의하여 집광되어 광 디스크(2)의 광 투과층(4)을 통하여 광 디스크(2)의

기록층에 입사한다.

그리고, 이 대물렌즈(16)는 1매의 렌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도 되지만,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2매의 렌즈(16a, 16b)를

조합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물렌즈(16)를 2매의 렌즈(16a, 16b)에 의하여 구성한 경우에는, 개구수(NA)를 크

게 해도 각 렌즈 면의 곡률을 그다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어 제작이 용이하다. 따라서, 대물렌즈(16)를 2매의 렌즈(16a,

16b)에 의하여 구성함으로써, 개구수(NA)를 더 크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보다 고기록밀도화 및 대용량화를 실

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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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물렌즈(16)는 3매 이상의 렌즈로 구성하도록 해도 된다. 3매 이상의 렌즈로 구성함으로써 각 렌즈 면의 곡률을

보다 완만한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렌즈의 수가 과도하게 많으면 각 렌즈를 정밀도가 양호하게 조합하는 것이 어렵게

되므로, 실제로는 2매의 렌즈로 구성하는 바람직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물렌즈(16)에 의하여 집광되어 광 디스크(2)의 기록층에 입사한 입사 레이저 광은 기록층에서 반사되

어 귀환 광으로 된다. 이 귀환 광은 본래의 광로를 따라가 대물렌즈(16)를 투과한 후 1／4 파장판(15)에 입사한다. 그리고,

이 귀환 광은 1／4 파장판(15)을 투과함으로써 갈 때의 편광 방향에 대하여 90° 회전된 직선 편광으로 되고, 그 후 이 귀환

광은 콜리메이터 렌즈(13)에 의하여 수속 광으로 된 후, 편광 빔 스플리터(12)에 입사하고 이 편광 빔 스플리터(12)에 의하

여 반사된다.

편광 빔 스플리터(12)에 의하여 반사된 귀환 광은 멀티 렌즈(18)를 통하여 광 검출기(19)에 입사하고 이 광 검출기(19)에

의하여 검출된다. 여기에서, 멀티렌즈(18)는 광 입사 면이 원통면으로 이루어지고 광 출사 면이 오목한 면으로 이루어진

렌즈이다. 이 멀티렌즈(18)는 귀환 광에 대하여 이른 바 비점수차법에 의한 포커스 서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비점수차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멀티렌즈(18)에 의하여 비점수차가 부여된 귀환 광을 검출하는 광 검출기(19)는, 예를 들면 6개의 포토다이오드를 구비하

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광 검출기(19)는 각 포토다이오드에 입사한 귀환 광의 광 강도에 따른 전기 신호를 각각 출력하는

동시에, 이들 전기 신호에 대하여 소정의 연산 처리를 실시하여 포커스 서보 신호나 트래킹 서보 신호 등의 신호를 생성하

여 출력한다.

구체적으로는, 광 검출기(19)는 멀티렌즈(18)에 의하여 비점수차가 부여된 귀환 광을 검출하여, 이른 바 비점수차법에 의

하여 포커스 서보 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그리고, 이 광학 헤드(1)는 이 포커스 서보 신호에 따라 대물렌즈(16)가 탑재

된 대물렌즈용 2축 액츄에이터(17)를 구동함으로써 포커스 서보를 행한다.

또, 광 검출기(19)는 회절격자(11)에 의하여 회절되어 이루어지는 0차 광 및 ±1차 광에 대하여, 이들의 귀환 광을 각각 검

출하여, 이른 바 3빔 법에 의하여 트래킹 서보 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그리고, 이 광학 헤드(1)는 이 트래킹 서보 신호

에 따라, 대물렌즈(16)가 탑재된 대물렌즈용 2축 액츄에이터(17)를 구동함으로써 트래킹 서보를 행한다.

또한, 광 검출기(19)는 광 디스크(2)로부터 정보 신호를 재생할 때, 각 포토다이오드에 입사한 귀환 광의 광 강도에 따른

전기 신호에 대하여 소정의 연산 처리를 실시하여, 광 디스크(2)로부터의 재생 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그리고, 이 광학 헤드(1)에서는 대물렌즈(16)를 대물렌즈용 2축 액츄에이터(17)에 탑재하고 이 대물렌즈용 2축 액츄에이

터(17)에 의하여 포커스 서보 및 트래킹 서보를 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본 발명에 관한 광학 헤드에서는, 예를 들면 대물렌

즈를 액츄에이터에 의하여 이동 조작함으로써 행하는 서보를 포커스 서보만으로하고, 트래킹 서보에 대해서는 광학 헤드

전체를 움직임으로써 행하도록 해도 된다.

상기 광학 헤드(1)를 사용하여 광 디스크(2)의 기록층 상에 광을 집광하여 기록 재생을 행할 때, 광 디스크(2)의 광 투과층

(4)의 두께 오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된 오차는 디포커스에 의한 것과 구면수차에 의한 것이다.

디포커스에 대해서는 포커스 서보에 의하여 보정된다. 즉, 광 검출기(19)로부터의 포커스 서보 신호에 따라, 대물렌즈용 2

축 액츄에이터(17)에 의하여 대물렌즈(16)를 광 축 방향을 따라 전후로 움직임으로써 디포커스가 보정되어 기록층 상에

초점이 맞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디포커스에 대한 보정은 종래의 광학 헤드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구면수차에 대해서는 대물렌즈(16)를 광 축 방향을 따라 전후로 이동시켜도 보정할 수 없다. 이 구면수차는, 예를 들

면 광 투과층(4)의 두께(t)에 따라 대물렌즈(16)를 교환하거나, 또는 광 투과층(4)의 두께(t)에 따라 대물렌즈(16)를 구성

하는 광학 매질(媒質)의 굴절률을 변화시키거나 하면 보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법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본 발명을 적용한 광학 헤드(1)에서는, 광 투과층(4)의 두께(t)에 따라, 콜리메이터 렌즈용 액츄에이터(14)에 의하

여 콜리메이터 렌즈(13)를 광 축 방향을 따라 전후로 움직임으로써, 광 투과층(4)의 두께 오차에 기인하는 구면수차를 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 광학 헤드(1)에서, 콜리메이터 렌즈용 액츄에이터(14)는 광 디스크(2)의 광 투과층(4)의 두께

(t)에 따라, 구면수차를 해소하도록 콜리메이터 렌즈(13)를 이동시키는 이동 수단으로 되어 있다.

다음에, 광 투과층(4)의 두께 오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면수차 및 그 보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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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투과층(4)에 두께 오차가 있으면, 전술한 바와 같이 식 1으로 표시되는 바와 같은 3차의 구면수차(W40)가 발생한다. 그

리고, 다음에 나타낸 식에서, t 는 광 투과층(4)의 두께 오차, n은 광 투과층(4)의 굴절률, NA는 대물렌즈(16)의 개구수

이다.

［수학식 1］

W40＝{ t (n2－1)／(8n3)}NA4

이 식 1은 종(縱) 수차량을 대물렌즈의 개구수(NA)로 테일러 전개하고, 파면수차(波面收差)로 환산한 것이다. 즉, 개구수

(NA)를 정현함수(正弦函數)로 나타내어 전개하면 다음의 식 3으로 표시되고, 이 식 3의 우측 변 제2항으로부터 구한 파면

수차가, 상기 식 1에서 표시되는 3차의 구면수차이다.

［수학식 3］

sin(θ)＝x－x3／6＋x5／120－x7／5040＋ο(x)8

그러나, 상기 식 3으로부터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더 고차(高次)의 수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상기 식 3의 우측

변 제3항으로부터 구한 파면수차량은 5차의 구면수차(W60)로 불리는 양이고, 다음의 식 4로 표시된다.

［수학식 4］

W60＝{ t (n2－1)(n2＋3)／48n5}NA6

그리고, 광 투과층(4)의 두께 오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3차의 구면수차(W40)와 5차의 구면수차(W60)와의 합계는 상기 식 1

과 상기 식 4의 합계이고, 다음의 식 5로 표시된다.

［수학식 5］

W≒W40［1＋{(n2＋3)／6n2}NA2］

그리고, 종 수차량은 상기 식 5를 개구수(NA)로 미분함으로써 구해지고, 다음의 식 6으로 표시된다.

δS＝{ t(n2－1)／2n3}NA3［1＋{(n2＋3)／4n2}NA2］

상기 식 1로 표시되는 3차의 구면수차(W40)는 각 광학 면에서 발생하는 수차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3차의 구

면수차(W40)만이면, 광원(10)으로부터 광 투과층(4)까지의 어느 곳에 반대 부호의 구면수차를 발생하는 광학 소자를 배치

함으로써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기 식 5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 투과층(4)의 굴절률(n)이 작을수록,

또 대물렌즈(16)의 개구수(NA)가 클수록, 광 투과층(4)의 두께 오차( t)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면수차에서 5차의 구면수

차(W60)의 기여가 커져 3차의 구면수차(W40)를 보정하는 것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3차의 구면수차(W40)는 광 투과층(4)의 굴절률(n)이 31／2(≒1.732)일 때에 최대로 되고, 광 투과층(4)의 굴절

률(n)이 이보다 작아지면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리고, 통상 광 투과층(4)의 굴절률(n)은 1.5 정도이다. 따라서, 광 투과층

(4)의 굴절률(n)이 작아짐으로써, 5차의 구면수차(W60)의 기여가 커져도, 이 5차의 구면수차(W60)는 전체의 수차량의 감

소에 감춰져 그다지 문제로는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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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대물렌즈(16)의 개구수(NA)가 커진 경우에도, 5차의 구면수차(W60)의 기여가 커지지만, 이 때의

5차의 구면수차(W60)의 증대는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개구수(NA)가 커지고 구면수차 전체에서의 5차의 구면수차

(W60)의 비율이 최대로 된 경우에는, 5차의 구면수차(W60)가 구면수차 전체의 40% 정도까지 차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히 개구수(NA)가 큰 시스템에서는 5차의 구면수차(W60)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개구수(NA)＝0.6, 광 투과층(4)의 굴절률 n＝1.5일 때, 광 투과층(4)의 두께 오차( t)가 30㎛였

다고 한다. 이때, 이 두께 오차( t)에 기인하는 종 수차량을, 5차의 구면수차(W60)를 고려한 상기 식 6으로부터 구하면,

약 1.452㎛로 된다. 한편, 개구수 NA＝0.85, 광 투과층(4)의 굴절률 n＝1.5일 때, 광 투과층(4)의 두께 오차( t)가 30㎛

였다고 한다. 이때, 이 두께 오차( t)에 기인하는 종 수차량을 마찬가지로 상기 식 6으로부터 구하면, 약 4.850㎛로 된다.

즉, 광 투과층(4)의 두께 공차를 ±0.03mm로 했을 때, 개구수(NA)가 0.6이면, 광 투과층(4)의 두께 오차( t)에 기인하는

종 수차량은 1.452㎛ 이하로 되지만, 개구수(NA)를 0.85로 하면, 특히 5차의 구면수차(W60)가 커져 이 종 수차량이 최대

4.850㎛로까지 된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식 6으로 표시되는 구면수차와 동일한 크기로 역 부호의 수차를

발생시키면 된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광원(10)과 콜리메이터 렌즈(13)와의 사이에 평행 평판을 넣어 보정하는 방법

이 고려된다. 이 경우는 다음의 식 7 및 식 8이 성립되면, 5차의 구면수차(W60)까지의 보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음의 식

7 및 식 8에서, NA0은 콜리메이터 렌즈(13)의 광 입사 측의 개구수, n0은 삽입하는 평행 평판의 굴절률, n1은 광 투과층(4)

의 굴절률, NA1은 대물렌즈(16)의 개구수이다.

［수학식 7］

{(n1
2＋3)／n1

2}NA1
2＝{(n0

2＋3)／n0
2}NA0

2

［수학식 8］

{(n1
2－1)／n1

3}NA1
4＝{(n0

2－1)／n0
3}NA0

4

상기 식 7 및 식 8이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현 가능한 굴절률을 고려하면, 대물렌즈(16)의 개구수(NA1)와,

콜리메이터 렌즈(13)의 광 입사 측의 개구수(NA0)를 동일한 정도의 값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최소한

NA1／NA0≤2를 만족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물렌즈(16)의 개구수(NA1)를 크게 한 경우에, 그에 맞추어 콜리

메이터 렌즈(13)의 광 입사 측의 개구수(NA0)를 크게 하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광원(10)과 콜리메이

터 렌즈(13)와의 사이에 평행 평판을 넣는 방법으로는 구면수차를 어느 정도 보정하는 것은 가능해도 완전하게 보정할 수

는 없다.

또한, 평행 평판 이외의 광학 소자를 사용해도, 단순히 광학 소자를 광 축 상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구면수차를 완전

하게 보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이유는 상기 식 1 및 식 4로부터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3차의 구면수차(W40)의 발생량

과 5차의 구면수차(W60)의 발생량이 개구수(NA)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광 투과층(4)의 두

께 공차 등을 고려하여 수차가 허용범위 내에 들어가도록 밸런스가 양호하게 보정을 행하는 것이 요망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을 적용한 상기 광학 헤드(1)에서는, 콜리메이터 렌즈용 액츄에이터(14)에 의하여 콜리메이터 렌즈(13)

를 광 축 방향을 따라 이동 조작함으로써 밸런스가 양호한 보정을 실현하고 있다. 콜리메이터 렌즈(13)를 전후로 움직임으

로써 대물렌즈(16)의 광 입사 측의 개구수(NA)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서 구면수차를 보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광학 헤드(1)에서, 콜리메이터 렌즈(13)의 사출 동경(射出瞳徑)은 대물렌즈(16)의 입사 동경보다 충분히 크

게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서, 대물렌즈(16)의 광 입사 측의 개구수(NA)가 변화되어도, 대물렌즈(16)의 광 출

사 측의 개구수(NA)는 대략 일정하게 유지되어 안정된 기록 재생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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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기 광학 헤드(1)에서, 콜리메이터 렌즈(13)의 광 입사 측의 개구수(NA)는 주로 광원(10)으로부터 출사된 입사

레이저 광과의 커플링 효율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설정되고, 구체적으로는 0.3 정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편, 대물렌즈(16)의 광 출사 측의 개구수(NA)는 기록층 상에 집광되는 광의 소직경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큰 쪽이 바람직

하고, 구체적으로는 DVD를 뛰어넘는 고기록밀도화 및 대용량화를 도모하려는 경우, 이 개구수(NA)를 0.65 정도 이상으

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상기 광학 헤드(1)에서는 콜리메이터 렌즈(13)의 광 입사 측의 개구수(NA)를 대물렌즈(16)의 광 출사 측의 개

구수(NA)에 비교하여 상당히 작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같이 설정한 경우, 콜리메이터 렌즈(13)의 광 축 방향

의 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면수차는 주로 3차의 구면수차(W40)이다. 따라서, 콜리메이터 렌즈(13)의 이동에 의하여, 광

투과층(4)의 두께 오차( t)에 기인하는 구면수차 전부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콜리메이터 렌즈(13)를 이동 조작할 때는, 수차의 2승 평균치가 최소로 되도록 콜리메이터 렌즈(13)를 이동할 곳

의 위치를 설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주 광선과 주변 광선의 광로 차를 광선 추적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벗어

난 양(즉 파면수차)의 2승 평균치가 최소로 되는 콜리메이터 렌즈 위치를 미리 산출해 둔다. 그리고, 광 디스크(2)에 대하

여 기록 재생을 행할 때, 광 투과층(4)의 두께(t)를 검출하고, 그 오차( t)에 따라 미리 산출해 둔 위치에 콜리메이터 렌즈

용 액츄에이터(14)에 의하여 콜리메이터 렌즈(13)를 이동시킨다.

그리고, 상기 광학 헤드(1)에서는 콜리메이터 렌즈(13)의 초점 거리에 비하여 콜리메이터 렌즈(13)의 이동 거리가 충분히

작아지도록 하고, 콜리메이터 렌즈(13)의 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파면수차(Wrms)가 0.1λ 정도로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와 같이 한 경우에는 콜리메이터 렌즈(13)의 이동량과, 이 콜리메이터 렌즈(13)의 이동에 의하여 생기는 구면수

차의 발생량이 대략 선형(線形) 비례하게 되므로, 콜리메이터 렌즈용 액츄에이터(14)의 구성 및 그 구동 방법 등을 간략하

게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콜리메이터 렌즈(13)의 초점 거리에 비하여 콜리메이터 렌즈(13)의 이동 거리가 충분히 작아

지도록 하는 것은 서보 기구를 구성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상기 광학 헤드(1)에서는 콜리메이터 렌즈(13)를 이동 조작함으로써 광 투과층(4)의 두께 오차( t)에 기인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도록 했지만, 광 투과층(4)의 두께 오차( t)에 기인하는 구면수차의 보정에 이용하는 광학 소자는 콜리

메이터 렌즈가 아니라도 된다.

즉, 본 발명에서 광 투과층(4)의 두께 오차( t)에 기인하는 구면수차의 보정에 이용하는 광학 소자는 광원(10)과 대물렌

즈(16)와의 사이에 배치되어 있으면 되고, 예를 들면 광원(10)과 콜리메이터 렌즈(13)와의 사이에 렌즈를 배치하고 이 렌

즈를 광 축을 따라 전후로 이동 조작하도록 해도 되며, 또 콜리메이터 렌즈(13)와 대물렌즈(16)와의 사이에 렌즈를 배치하

고 이 렌즈를 광 축을 따라 전후로 이동 조작하도록 해도 된다. 또는, 콜리메이터 렌즈(13)를 사용하지 않고 광원(10)으로

부터 출사된 광이 발산 광인 채 대물렌즈(16)에 입사하도록 해도 되고, 이 경우에는 대물렌즈(16)에 입사하는 발산 광의 광

로 중에 렌즈를 배치하고 이 렌즈를 광 축을 따라 전후로 이동 조작하도록 하면 된다.

다만, 상기 광학 헤드(1)와 같이 콜리메이터 렌즈(13)에 의하여 구면수차를 보정하도록 한 경우, 상기 광 투과층(4)의 두께

(t)가 규정치대로이면, 대물렌즈(16)에 입사하는 입사 레이저 광이 평행 광으로 되므로, 대물렌즈(16)를 취급이 용이한 무

한계(無限系)의 렌즈로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상기 광학 헤드(1)와 같이 콜리메이터 렌즈(13)를 구면수차 보정

용의 광학 소자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상의 설명에서는 광 투과층(4)의 두께 오차( t)에 기인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또한 온도

변화 등의 환경의 변화, 광 디스크(2)의 직경방향에서의 경사, 광 투과층(4)의 굴절률(n)의 편차 또는 광학 헤드(1)를 구성

하는 광학 부재의 얼라인먼트 미스 등을 검출하고,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 생기는 수차를 보정하도록 수차의 보정을 위하여

배치된 광학 소자를 움직이도록 해도 된다.

그런데, 상기 광학 헤드(1)에서, 대물렌즈(16)의 개구수(NA)는 더 고기록밀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DVD의 경우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어, 전술한 바와 같이 개구수(NA)를 0.65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물렌즈(16)의 개구수(NA)를 크게 하면, 전술한 바와 같은 구면수차의 문제 외에 코마수차가 커진다는 문제도

생긴다. 코마수차는, 예를 들면 광 디스크(2)의 직경방향에서의 경사(이하, 래디얼 스큐라고 함)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며, 대물렌즈(16)의 개구수(NA)의 3승에 비례하여 커진다. 따라서, 개구수(NA)가 커짐에 따라 코마수차를 억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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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마수차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광 투과층(4)의 두께(t)를 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DVD에서 래디얼 스큐의

공차는 ±0.4°로 되어 있고, 그와 동일한 공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 투과층(4)의 두께(t)를 다음의 식 9를 만족시키도록

설정하면 된다.

［수학식 9］

t≤0.1296／NA3

그리고, 예를 들면 NA≥0.65일 때, 상기 식 9를 만족시키는 것은 t≤0.47mm일 때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상기 광학 헤드

(1)에서 대물렌즈(16)의 개구수(NA)를 0.65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광 투과층(4)의 두께(t)를 0.47mm 이하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서, 대물렌즈(16)의 개구수(NA)를 0.65 이상으로 하여 고기록밀도화를 도모해도, 광 투과층(4)

의 두께(t)의 공차를 종래의 DVD와 동일한 정도로 확보할 수 있다.

또, 상기 식 9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물렌즈(16)의 개구수(NA)를 더 크게 하여 NA≥0.7로 했을 때는, t≤0.37mm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대물렌즈(16)의 개구수(NA)를 더 크게 하여 NA≥0.85로 했을 때는 t≤0.21mm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래디얼 스큐의 공차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며, 비록 실현한다고 해도 대폭적인 코스트업을 초래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개구수(NA)의 증대에 맞추어 광 투과층(4)의 두께(t)를 충분히 얇게 함으로써, 대물렌즈(16)의

개구수(NA)를크게 하여 고기록밀도화를 도모해도 래디얼 스큐의 공차를 DVD와 동일한 정도로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개구수(NA)의 증대에 맞추어 광 투과층(4)의 두께(t)를 충분히 얇게 함으로써, 래디얼 스큐의 공차를 엄

격하게 하지 않고(즉, 대폭적인 코스트업을 초래하지 않고) 보다 고기록밀도화를 실현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을 적용한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의 실시형태에 대하여,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술한 광학 헤드(1)를

구비하고, 전술한 광 디스크(2)에 대하여 기록 재생을 행하는 기록 재생 장치(30)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상변화형의 광 디스크(2)에 대하여 기록 재생을 행하는 기록 재생 장치(30)를 예로 들었지만, 본 발명

은 광학 헤드를 구비한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에 대하여 널리 적용 가능하고, 기록 및／또는 재생의 대상으로 되는 정보

기록 매체는 재생 전용 광 디스크, 광 자기 디스크 또는 광 카드 등이라도 된다.

이 기록 재생 장치(30)는 광 디스크(2)를 회전 구동시키는 스핀들 모터(31)와, 정보 신호의 기록 재생을 행할 때 사용되는

상기 광학 헤드(1)와, 광학 헤드(1)를 움직이기 위한 이송 모터(32)와, 소정의 변복조(變復調) 처리를 행하는 변복조 회로

(33)와, 광학 헤드(1)의 서보 제어 등을 행하는 서보 제어 회로(34)와, 시스템 전체의 제어를 행하는 시스템 콘트롤러(35)

를 구비하고 있다.

스핀들 모터(31)는 서보 제어 회로(34)에 의하여 구동 제어되고 소정의 회전수로 회전 구동된다. 즉, 기록 재생의 대상으로

되는 광 디스크(2)는 스핀들 모터 (31)에 처킹되고, 서보 제어 회로(34)에 의하여 구동 제어되는 스핀들 모터(31)에 의하여

소정의 회전수로 회전 구동된다.

광학 헤드(1)는 정보 신호의 기록 재생을 행할 때, 전술한 바와 같이 회전 구동되는 광 디스크(2)에 대하여 레이저 광을 조

사하고 그 귀환 광을 검출한다. 이 광학 헤드(1)는 변복조 회로(33)에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정보신호의 기록을 행할 때,

외부 회로(36)로부터 입력되어 변복조 회로(33)에 의하여 소정의 변조처리가 실시된 신호가 광학 헤드(1)에 공급되고, 광

학 헤드(1)는 변복조 회로(33)로부터 공급된 신호에 따라 광 디스크(2)에 대하여 광 강도 변조가 실시된 레이저 광을 조사

한다. 또, 정보 신호의 재생을 행할 때, 광학 헤드(1)는 회전 구동되는 광 디스크(2)에 대하여 일정 출력의 레이저 광을 조

사하고 그 귀환 광으로부터 재생 신호를 생성하여, 이 재생 신호를 변복조 회로(33)에 공급한다.

또, 이 광학 헤드(1)는 서보 제어 회로(34)에도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정보 신호의 기록 재생 시에, 회전 구동되는 광 디스

크(2)에 의하여 반사되어 되돌아 온 귀환 광으로부터, 전술한 바와 같이 포커스 서보 신호 및 트래킹 서보 신호를 생성하여

이러한 서보 신호를 서보 제어 회로(34)에 공급한다.

변복조 회로(33)는 시스템 콘트롤러(35) 및 외부 회로(36)에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이 변복조 회로(33)는 정보신호를 광

디스크(2)에 기록할 때는 시스템 콘트롤러(35)에 의한 제어 하에서 광 디스크(2)에 기록하는 신호를 외부회로(36)로부터

등록특허 10-0609420

- 11 -



받아 이 신호에 대하여 소정의 변조 처리를 실시한다. 그리고, 변복조 회로(33)에 의하여 변조된 신호는 광학 헤드(1)에 공

급된다. 또, 이 변복조 회로(33)는 정보신호를 광 디스크(2)로부터 재생할 때, 시스템 콘트롤러(35)에 의한 제어 하에서 광

디스크(2)로부터 재생된 재생 신호를 광학 헤드(1)로부터 받아 이 재생 신호에 대하여 소정의 복조 처리를 실시한다. 그리

고, 변복조 회로(33)에 의하여 복조된 신호는 변복조 회로(33)로부터 외부회로(36)로 출력된다.

이송 모터(32)는 정보 신호의 기록 재생을 행할 때, 광학 헤드(1)를 광 디스크(2)의 직경방향의 소정의 위치에 이송하기 위

한 것이며, 서보 제어 회로(34)로부터의 제어 신호에 따라 구동된다. 즉, 이 이송 모터(32)는 서보 제어 회로(34)에 접속되

어 있어 서보 제어 회로(34)에 의하여 제어된다.

서보 제어 회로(34)는 시스템 콘트롤러(35)에 의한 제어 하에서 광학 헤드(1)가 광 디스크(2)에 대향하는 소정의 위치에

이송되도록 이송 모터(32)를 제어한다. 또, 서보 제어 회로(34)는 스핀들 모터(31)에도 접속되어 있고, 시스템 콘트롤러

(35)에 의한 제어 하에서 스핀들 모터(31)의 동작을 제어한다. 즉, 서보 제어 회로(34)는 정보신호의 기록 재생 시에 광 디

스크(2)가 소정의 회전수로 회전 구동되도록 스핀들 모터(31)를 제어한다. 또, 서보 제어 회로(34)는 광학 헤드(1)에도 접

속되어 있고, 정보 신호의 기록 재생 시에 광학 헤드(1)로부터 서보 신호를 받아 이 서보 신호에 따라 광학 헤드(1)에 탑재

된 대물렌즈용 2축 액츄에이터(17)에 의한 포커스 서보 및 트래킹 서보의 제어를 행한다.

또한, 본 발명을 적용한 기록 재생 장치(30)에서, 서보 제어 회로(34)는 포커스 서보 신호에 따라 광 디스크(2)의 광 투과층

(4)의 두께(t)를 검출하는 두께 검출 수단으로서도 기능한다. 다음에, 서보 제어 회로(34)에 의한 광 투과층(4)의 두께 검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광학 헤드(1)의 광 검출기(19)로부터 서보 제어 회로(34)에 이송되는 포커스 서보 신호에는 포커스 풀인 신호와 포커스 에

러 신호가 있다. 포커스 풀인 신호는 광 디스크(2)에 의하여 반사된 귀환 광 전체의 광량을 나타내는 신호이며, 대물렌즈

(16)를 포커스 위치 근방에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한편, 포커스 에러 신호는 포커스 풀인 신호에 따라 대물렌즈(16)

가 포커스 위치 근방에 이동된 후, 대물렌즈(16)를 저스트 포커스 위치에 유지하기 위한 신호이다.

그리고, 상기 기록 재생 장치(30)에서는, 비점수차법에 의하여 포커스 에러 신호를 얻고 있다. 비점수차법은 귀환 광의 집

속(集束) 광로 중에 글래스 재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평행 평판이나 원통 렌즈 등의 광학 소자를 배치하여 의도적으로 큰 비

점수차를 발생시켜 최소 착란원(錯亂圓) 전후의 빔 형상을 검출하고 포커스 에러 신호를 얻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비점수차법에 대하여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비점수차를 발생시키는 광학 소자로서 평행 평판(20)을 사용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리고, 도 1에 도시한 광학 헤드(1)에서는 비점수차를 발생시키는 광학 소자로서 멀티 렌즈

(18)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비점수차를 발생시키는 광학 소자로 평행 평판(20)을 사용한

경우를 예로 든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비점수차를 발생시키는 광학 소자로 평행 평판(20)을 사용한 경우의 비점수차량(δy)은 광학 귀

환의 개구의 각도를 θ로 하고, 유한 광 중에 배치된 평행 평판(20)의 굴절률을 n, 그 두께를 t로 했을 때 다음의 식 10과 같

이 표시된다.

［수학식 10］

δy＝{(n2－1)sin2θ×t}／(n2－sin2θ)3／2

그리고, 비점수차법에 의하여 포커스 에러 신호를 검출할 때는, 이와 같이 비점수차가 부여된 광을 광 검출기에 의하여 검

출한다. 도 4 내지 도 6에 비점수차법에 의하여 포커스 에러 신호를 검출하는 광 검출기의 수광부를 나타낸다. 이 수광부

(21)는 직사각형상으로 되어 있고, 서로 직교하는 2개의 분할 선에 의하여 4분할되어 있다. 레이저 광이 광 디스크의 기록

층 상에 저스트 포커스하고 있는 경우에, 수광부(21) 상의 빔 스폿(22)이 최소 착란원으로 되도록 광 검출기를 세트하면,

비합초(非合焦) 상태에서는 수광부(21) 상의 빔 스폿(22)이 타원형상으로 변한다. 따라서, 수광부(21)의 4분할된 영역을

각각 A, B, C, D로 하면, 포커스 에러 신호(FE)는 수광부(21)가 받은 광량을 전류－전압 변환 증폭기에 의하여 증폭 연산

함으로써 FE＝(A＋C)－(B＋D)의 전압 신호로서 얻어진다,.

예를 들면, 레이저 광이 광 디스크의 기록층 상에 합초하고 있는 경우,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광부(21) 상의 빔 스폿

(22)의 형상은 대략 원형상이다. 그리고, 수광부(21)의 각 영역에서의 수광 광량은 (A＋C)＝(B＋D)로 되고, FE＝0으로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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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광 디스크의 기록층이 레이저 광의 합초점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경우,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광부(21) 상의 빔

스폿(22)의 형상은 타원형으로 된다. 그리고, 수광부의 각 영역에서의 수광 광량은 (A＋C)＜(B＋D)로 되고, FE＜0으로

된다.

또, 광 디스크의 기록층이 레이저 광의 합초점보다 먼 위치에 있는 경우,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광부(21) 상의 빔 스폿

(22)의 형상은 타원형으로 된다. 그리고, 수광부(21)의 각 영역에서의 수광 광량은 (A＋C)＞(B＋D)로 되고, FE＞0으로 된

다.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지는 포커스 에러 신호(FE)는 횡축에 포커스가 어긋난 양을 나타내고 종축에 이 포커스 에러 신호(FE)

의 출력을 나타내면, 일반적으로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은 S자형의 곡선으로 된다. 그리고, 이 S자 곡선의 중심에 위치하는

0점이 저스트 포커스 점으로 된다. 그리고, 이 S자 곡선의 한 쪽의 피크(Pa)로부터 다른 쪽의 피크(Pb)까지의 범위(Wa)는

일반적으로 포커스 풀인 범위로 불리워진다.

그리고, 상기 광학 헤드(1)에서, 포커스 서보를 행할 때는, 먼저 포커스 풀인 신호를 검출하면서 대물렌즈용 2축 액츄에이

터(17)를 구동하여 대물렌즈(16)를 광축을 따라 전후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포커스 풀인 신호에 따라 대물렌즈(16)의 초

점이 기록층의 근방에 위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대물렌즈(16)의 초점이 기록층의 근방에 위치하고, 대물렌즈(16)의 위치

가 포커스 풀인 범위에 들어가면, 그후는 포커스 에러 신호에 따라 항상 저스트 포커스 위치로 되도록(즉, 포커스 에러 신

호가 항상 0점으로 되도록), 대물렌즈용 2축 액츄에이터(17)에 의하여 대물렌즈(16)를 광 축을 따라 전후로 이동시킨다.

이에 따라서, 항상 기록층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된다.

이상이 포커스 서보의 원리이다. 그리고, 종래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는 이상과 같은 포커스 서보를 행하기 위하여, 기록층

에 의하여 반사된 귀환 광에 의한 포커스 에러 신호(FE)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입사 레이저 광은 기록층에서 반사될 뿐

아니라, 광 디스크(2)의 표면, 즉 광 투과층(4)의 표면에서도 약간 반사된다. 그리고, 포커스 에러 신호에는 광 투과층(4)의

표면에서 반사된 귀환 광에 의해서도,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은 S자 곡선이 나타난다. 그리고, 다음의 설명에서는 포커스

에러 신호로 나타나는 S자 곡선 중 광 디스크(2)의 광 투과층(4)의 표면에서 반사된 귀환 광에 의한 것을 제1의 S자 곡선

이라고 하고, 광 디스크(2)의 기록층에서 반사된 귀환 광에 의한 것을 제2의 S자 곡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을 적용한 기록 재생 장치(30)에서는, 이와 같은 제1의 S자 곡선과 제2의 S자 곡선이 나타나는 포커스 에

러 신호에 따라 광 투과층(4)의 두께(t)를 검출한다. 즉, 본 발명을 적용한 기록 재생 장치(30)에서는, 기록 재생을 행하기

전에, 대물렌즈(16)의 초점위치가 광 투과층(4)의 표면으로부터 기록층에 도달하기까지 대물렌즈용 2축 액츄에이터(17)

에 의하여 대물렌즈(16)를 광 축을 따라 전후로 움직이고, 이때의 대물렌즈(16)의 이동 속도와 포커스 에러 신호로 나타나

는 제1 및 제2의 S자 곡선에 따라 광 투과층(4)의 두께(t)를 검출한다.

구체적인 예를 도 8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도 8은 대물렌즈(16)를 광 축을 따라 광 디스크(2)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의 포커스 에러 신호의 출력을 나타내고 있고, 횡축은 시간, 종축은 포커스 에러 신호의 출력을 나타내고 있

다.

또, 도 8에서 W1은 대물렌즈(16)가 제1의 S자 곡선에서의 포커스 풀인 범위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즉, W1은 대물

렌즈(16)의 이동에 의하여 포커스 에러 신호가 제1의 S자 곡선에서의 최대치로부터 최소치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다. 또, P1은 광 디스크(2)의 광 투과층(4)의 표면에 초점이 맞은 포인트, 즉 광 투과층(4)의 표면에 대한 저스트 포커스 점

이다.

또, 도 8에서 W2는 대물렌즈(16)가 제2의 S자 곡선에서의 포커스 풀인 범위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즉, W2는 대물

렌즈(16)의 이동에 의하여 포커스 에러 신호가 제2의 S자 곡선에서의 최대치로부터 최소치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다. 또, P2는 광 디스크(2)의 기록층에 초점이 맞은 포인트, 즉 기록층에 대한 저스트 포커스 점이다.

또, 도 8에서 W3은 광 디스크(2)의 광 투과층(4)의 표면에 초점이 맞은 포인트(P1)로부터 광 디스크(2)의 기록층에 초점이

맞은 포인트(P2)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때, 포커스 풀인 범위의 길이를 A로 하면, 광 투과층(4)의 두께(t)는 다음의 식 11로 표시된다. 그리고, 포커스 풀인 범위

의 길이(A)는 현재의 대부분의 광학 헤드에서는 20㎛ 정도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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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1］

t＝W3×{(A／W1)
2＋(A／W2)

2}1／2

그리고, 본 발명을 적용한 기록 재생 장치(30)에서, 서보 제어 회로(34)는 상기의 식 11에 따라 광 투과층(4)의 두께(t)를

구한다. 이에 따라서, 상기 기록 재생 장치(30)에서, 서보 제어 회로(34)는 광 디스크(2)의 광 투과층(4)의 두께(t)를 검출

하는 두께 검출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광 투과층(4)의 두께(t)의 검출은 1회만 행하도록 해도 되지만, 복수 회 반복하여 행하고 이들의 평균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광 투과층(4)의 두께(t)를 검출할 때는 대물렌즈용 2축 액츄에이터(17)를 소정의 주파

수(예를 들면, 100∼200Hz 정도)에서 반복하여 전후로 이동시키고 반복하여 광 투과층(4)의 두께(t)를 구하여 이들의 평

균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서, 광 투과층(4)의 두께(t)의 검출을 더 정밀도가 양호하게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광 투과층(4)의 두께(t)를 검출한 서보 제어 회로(34)는 콜리메이터 렌즈용 액츄에이터(14)에 의하여

콜리메이터 렌즈(13)를 이동시켜 광 투과층(4)의 두께 오차에 기인하는 구면수차를 최소로 하도록 광학 헤드(1)에 제어신

호를 송출한다. 그리고, 광학 헤드(1)는 이 제어신호에 따라 광 투과층(4)의 두께 오차에 기인하는 구면수차가 최소로 되도

록, 콜리메이터 렌즈용 액츄에이터(14)에 의하여 콜리메이터 렌즈(13)를 이동시킨다. 그리고, 기록 재생 장치(30)는 이상

과 같이 광 투과층(3)의 두께 오차에 기인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한 후, 종래의 기록 재생 장치와 동일하게 기록 재생 동작을

행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을 적용한 기록 재생 장치(30)에서는, 기록 재생을 행하기 전에 광 투과층(4)의 두께(t)를 측정하고 그

두께 오차에 기인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광 디스크(2)의 광 투과층(4)에 두께 오차가 있어도 구면

수차의 발생이 억제되어 양호한 상태로 기록 재생을 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을 적용한 광학 헤드는 광 투과층의 두께에 따라 소정의 굴절력을 가지는 광학 소자를, 구면수차를 해소하도록 이

동시키도록 이루어져 있으면 되며, 도 1에 도시한 구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음에, 본 발명을 적용한 광학 헤드의 다른 구

성 예를 도 9 내지 도 1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9에 도시한 광학 헤드(100)는 상변화형의 광 디스크(101)에 대하여 기록 재생을 행할 때 사용되는 광학 헤드이다. 이

광학 헤드(100)에 의하여 기록 재생이 이루어지는 광 디스크(101)는 기판(102) 상에 상변화에 의하여 정보 신호를 기록하

는 기록층이 형성되는 동시에, 이 기록층 상에 광 투과층(103)이 형성되어 이루어진다. 그리고, 광 디스크(101)는 광 투과

층(103) 측으로부터 광을 입사시켜 기록 재생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광학 헤드(100)는 광 디스크(101)의 광 투과층(103)의 두께를 검출하는 제1의 광학계(光學系)(104)와, 광 디스크(101)

에 정보의 기록 재생을 행하는 제2의 광학계(105)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제2의 광학계(105)는 광 디스크(101)에 정보

의 기록 재생을 행할 때, 제1의 광학계(104)에서 검출된 광 디스크(101)의 광 투과층(103)의 두께에 따라 광 디스크(101)

의 광 투과층(103)의 두께 오차에 기인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한다.

제1의 광학계(104)는 광원(106), 편광 빔 스플리터(107), 콜리메이터 렌즈(108), 대물렌즈(109) 및 광 검출기(110)를 구

비하고 있다.

광원(106)은 광 디스크(101)를 향하여 광을 출사한다. 이 광원(106)에는 파장이 635nm∼650nm 정도의 단파장 레이저를

방사하는 반도체 레이저가 사용된다. 광원(106)으로부터 출사된 레이저 광은 편광 빔 스플리터(107)에서 반사되어 콜리메

이터 렌즈(108)에 입사한다.

콜리메이터 렌즈(108)에 입사한 레이저 광은, 이 콜리메이터 렌즈(108)에 의하여 평행 광으로 된다. 이 콜리메이터 렌즈

(108)는, 예를 들면 2매의 구면 렌즈(108a, 108b)가 접합되어 이루어진다. 그리고, 콜리메이터 렌즈(13)에서 평행 광으로

된 레이저 광은 대물렌즈(109)에 입사한다.

대물렌즈(109)에 입사한 레이저 광은 이 대물렌즈(109)에 의하여 집광되어 광 투과층(103)을 통하여 광 디스크(101)의

기록층 상에 입사한다. 또, 이 대물렌즈(109)는 2축 액츄에이터(111)에 탑재되어 있고, 광 축 방향 및 광 축에 수직인 방향

을 따라 이동 가능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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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대물렌즈(109)에 의하여 집광되어 광 디스크(101)의 기록층에 입사한 레이저 광은 기록층에서 반사되어

귀환 광으로 된다. 이 귀환 광은 본래의 광로를 따라가 대물렌즈(109)를 투과한 후, 콜리메이터 렌즈(108)에 의하여 수속

광으로 된다. 그리고, 편광 빔 스플리터(107)를 투과하여 광 검출기(110)에 입사하고 이 광 검출기(110)에 의하여 검출된

다.

이와 같은 제1의 광학계(104)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광 디스크(101)의 광 투과층(103)의 표면 및 기록층에서의 포커스

에러 신호로부터 광 디스크(101)의 광 투과층(103)의 두께를 검출한다.

또, 제2의 광학계(105)는 광원(112), 실린더리컬 렌즈(113), 편광 빔 스플리터(114), 콜리메이터 렌즈(115), 회절격자

(116), 상승 미러(117), 1／4 파장판(118), 2군(群) 대물렌즈(119) 및 광 검출기(120)를 구비한다.

광원(112)은 광 디스크(101)를 향하여 광을 출사한다. 이 광원(112)에는 파장이 400nm∼650nm 정도의 단파장 레이저를

방사하는 반도체 레이저가 사용된다. 광원(112)으로부터 출사된 레이저 광은 실린더리컬 렌즈(113)에 입사한다.

실린더리컬 렌즈(113)에 입사한 레이저 광은 이 실린더리컬 렌즈(113)에 의하여 빔 정형(整形)된다. 그리고, 실린더리컬

렌즈(113)에 의하여 빔 정형된 레이저 광은 편광 빔 스플리터(114)를 투과하여 콜리메이터 렌즈(115)에 입사한다.

콜리메이터 렌즈(115)에 입사한 레이저 광은 광 디스크(101)의 광 투과층(103)의 두께가 규정치대로인 경우에는, 이 콜리

메이터 렌즈(115)에 의하여 평행 광으로 된다. 그리고, 이 콜리메이터 렌즈(115)는, 예를 들면 2매의 구면렌즈(115a,

115b)가 접합되어 이루어진다. 또, 이 콜리메이터 렌즈(115)는 콜리메이터 렌즈용 액츄에이터(121)에 탑재되어 있고, 이

콜리메이터 렌즈용 액츄에이터(121)에 의하여 입사 레이저 광의 광 축을 따라 전후로 이동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콜리메이터 렌즈(115)는 광 디스크(101)의 광 투과층(103)의 두께가 규정치로부터 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이

광 투과층(103)의 두께 오차에 기인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도록 콜리메이터 렌즈용 액츄에이터(121)에 의하여 이동 조작

된다. 즉, 광 디스크(101)의 광 투과층(103)의 두께가 규정치로부터 벗어나 있는 경우, 레이저 광은 광 투과층(103)의 두

께 오차에 기인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도록 콜리메이터 렌즈(115)에 의하여 발산 광 또는 수속 광으로 된다. 그리고, 콜리

메이터 렌즈(115)로부터 출사한 레이저 광은 회절격자(116)에 입사한다.

회절격자(116)에 입사한 레이저 광은 이 회절격자(116)에 의하여 회절되어 3빔으로 된다. 이 회절격자(116)는 이른 바 3

스폿 법에 의한 트래킹 서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레이저 광을 최소한 3개로 분할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회절격자

(116)로부터 출사한 레이저 광은 상승 미러(117)에 의하여 그 진행방향이 구부러져 1／4 파장판(118)에 입사한다.

1／4 파장판(118)에 입사한 레이저 광은 이 1／4 파장판(118)에 의하여 직선 편광으로부터 원(圓) 편광으로 된다. 그리

고, 1／4 파장판(118)으로부터 출사한 레이저 광은 2군 대물렌즈(119)에 입사한다.

2군 대물렌즈(119)에 입사한 레이저 광은, 이 2군 대물렌즈(119)에 의하여 집광되어 광 투과층(103)을 통하여 광 디스크

(101)의 기록층 상에 입사한다. 그리고, 이 2군 대물렌즈(119)는, 예를 들면 2매의 렌즈(119a, 119b)로 이루어진다. 또,

이 2군 대물렌즈(119)는 2축 액츄에이터(111)에 탑재되어 있고, 광 축 방향 및 광 축에 수직인 방향을 따라 이동 가능하게

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군 대물렌즈(119)에 의하여 집광되어 광 디스크(101)의 기록층에 입사한 입사 레이저 광은 기록층에서

반사되어 귀환 광으로 된다. 이 귀환 광은 본래의 광로를 따라가 2군 대물렌즈(119)를 투과한 후, 콜리메이터 렌즈(115)에

의하여 수속 광으로 된 후, 편광 빔 스플리터(114)에서 반사되어 광 검출기(120)에 입사하고 이 광 검출기(120)에 의하여

검출된다.

또, 이 제2의 광학계(105)는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편광 빔 스플리터(114)에 의하여 반사된 레이저 광을 집광하는 집광

렌즈(122)와, 이 집광 렌즈(122)에 의하여 집광된 레이저 광을 수광하여 그 수광량에 따라 광원(112)으로부터 출사되는

레이저 광의 출력을 자동 조정하는 출력 조정용 광 검출기(123)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광학헤드(100)에서는, 제1의 광학계(104)의 대물렌즈(109)와 제2의 광학계(105)의 2군 대물렌즈(119)가 2축

액츄에이터(111)에 탑재되어 2축 방향으로 구동 변위함으로써, 광 디스크(101)에 대한 트래킹 제어 및 포커스 제어가 행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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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및 도 11에 2축 액츄에이터(111)의 일 구성 예를 나타낸다. 이 2축 액츄에이터(111)는 대물렌즈(109)와 2군 대물렌

즈(119)가 부착되는 보빈(130)과, 이 보빈(130)을 서로 직교하는 2축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전자 구동 기구(131)를 구비하

고 있다.

보빈(130)은 도 10 및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천판(天板)을 가지는 대략 원통형으로 형성되고, 중심부가 지지축(132)

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다. 그리고, 보빈(130)은 지지축(132)의 축선 방향으로 슬라이드 이동 가능하여 지지축(132)의 축

주위 방향으로 회동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다. 이 보빈(130)에는 대물렌즈(109)와 2군 대물렌즈(119)가 지지축(132)을 끼

고 점 대칭인 위치에 배치되고, 광 축이 서로 평행하게 되도록 설치되어 있다.

보빈(130)을 구동 변위시키는 전자 구동 기구(131)는 도 10 및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포커싱용 마그네트(133) 및 포

커싱용 요크(134, 135)와 트래킹용 마그네트(136) 및 트래킹용 요크(137, 138)를 가지는 자기 회로와, 포커싱용 코일

(139) 및 트래킹용 코일(140)을 구비하여 구성되어 있다.

또, 이 전자 구동 기구(131)의 트래킹용 코일(140)의 내측에는,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보빈(130)의 중심 위치를 위치

결정하기 위한 금속편(金屬片)(141)이 고정되어 설치되어 있다. 보빈(130)은 금속편(141)이 단면(單面) 2극 분할된 트래

킹용 마그네트(136)의 2극의 경계에 끌어당겨짐으로써, 제2의 방향인 트래킹 방향의 중립 위치에 위치 결정되는 동시에,

제1의 방향인 포커스 방향의 중립 위치에 위치 결정된다. 또, 보빈(130)은 지지축(132)이 입설(立設)된 지지 기대(基臺)

(142) 상에, 탄성을 가지는 고무 등에 의하여 구성된 중립점 지지 기구에 의하여 중립 위치에 지지된다.

이와 같이 중립 위치에 지지된 보빈(130)은 전자 구동 기구(131)에 의하여 구동 변위됨으로써 지지축(132)의 축선 방향으

로 슬라이드 이동되고, 또한 지지축(132)의 축 주위 방향으로 회동된다.

즉, 이 전자 구동 기구(131)는 포커싱용 코일(139)에 플랙시블 기판(143)을 통하여 포커스 에러 신호가 공급됨으로써, 보

빈(130)을 지지축(132)의 축선 방향으로 구동 변위시킨다. 그리고, 보빈(130)이 지지축(132)의 축선 방향으로 슬라이드

이동 변위됨으로써, 2군 대물렌즈(119) 및 2군 대물렌즈(119)의 광 디스크(101)에 대한 포커스 제어가 행해진다.

또, 이 전자 구동 기구(131)는 트래킹용 코일(140)에 플랙시블 기판(143)을 통하여 트래킹 에러 신호가 공급됨으로써, 보

빈(130)을 지지축(132)의 축 주위 방향으로 회동 변위시킨다. 그리고, 보빈(130)이 지지축(132)의 축 주위 방향으로 회동

변위됨으로써, 대물렌즈(109) 및 2군 대물렌즈(119)의 광 디스크(101)에 대한 트래킹 제어가 행해진다.

그리고, 이 광학 헤드(100)에서는 포커스 서보 방법으로 이른 바 비점수차법이 이용되고 있고, 트래킹 서보 방법으로 이른

바 3스폿 법이 이용되고 있다. 비점수차법은 광 디스크로부터의 반사 레이저 광을, 예를 들면 실린더리컬 렌즈를 통하여

검출 영역이 4분할된 광 검출기에 의하여 검출하고 각 검출 영역으로부터 얻어지는 검출 출력의 합 및／또는 차를 구함으

로써, 레이저 광의 기록층에 대한 포커스가 어긋나는 성분인 포커스 에러 신호를 얻도록 한 것이다.

또, 3스폿 법은 광원으로부터 출사되는 1개의 레이저 광을 회절격자 등을 사용하여 1개의 주(主) 레이저 광(0차 광)과 2개

의 부(副) 레이저 광(±1차 광)으로 분할하고, 기록 트랙의 중심에 조사되는 주 레이저 광의 전후에 2개의 부 레이저 광을

조사한다. 주 레이저 광의 전후에 조사된 부 레이저 광의 반사 레이저 광을 2개의 수광부를 가지는 광 검출기에 의하여 검

출하고 각 수광부로부터 얻어지는 검출 출력의 차를 구함으로써, 주 레이저 광의 기록 트랙에 대한 어긋나는 성분인 트래

킹 에러 신호를 얻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광학 헤드(100)를 사용하여 광 디스크(101)로부터의 재생을 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제1의 광학계(104)에서 광

디스크(101)의 광 투과층(103)의 표면 및 기록층에서의 포커스 에러 신호로부터 광 디스크(101)의 광 투과층(103)의 두

께를 검출한다. 즉, 이 제1의 광학계(104)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물렌즈(109)의 초점 위치가 광 투과층(103)의 표면

으로부터 기록층에 도달하기까지 2축 액츄에이터(111)에 의하여 대물렌즈(109)를 광 축을 따라 전후로 움직이고, 이때의

대물렌즈(109)의 이동 속도와, 포커스 에러 신호로 나타나는 제1의 S자 곡선 및 제2의 S자 곡선에 따라 전술한 식 11로부

터 광 투과층(103)의 두께를 검출한다.

그리고, 제1의 광학계(104)에서 검출된 광 디스크(101)의 광 투과층(103)의 두께는 도시하지 않은 제어 회로에 의하여 연

산되어 미리 결정된 테이블이나 함수에 따라 판정된다. 광 투과층(103)의 두께를 판정한 제어 회로는 광 디스크(101)의 두

께 오차에 기인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기 위한 동작을 결정하고, 그 동작을 지시하는 제어 신호를 제2의 광학계(105)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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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다. 그리고, 제2의 광학계(105)에서는 이 제어 신호에 따라 광 투과층(103)의 두께 오차에 기인하는 구면수차가 최소

로 되도록 콜리메이터 렌즈용 액츄에이터(121)에 의하여 콜리메이터 렌즈(115)를 함수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이동시킨

다.

그리고, 제2의 광학계(105)에서는, 이상과 같이 광 투과층(103)의 두께 오차에 기인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한 후, 광 디스크

(101)에 대하여 기록 재생 동작을 행한다. 이와 같이, 콜리메이터 렌즈용 액츄에이터(121)에 의하여 콜리메이터 렌즈

(115)를 최적 위치로 움직임으로써, 광 투과층(103)의 두께의 오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여 양호한 신호

를 얻을 수 있다.

또, 제2의 광학계(105)에서 광 디스크(101)를 재생하는 경우, 제1의 광학계(104)는 제2의 광학계(105)에서의 워킹 디스

턴스, 즉 광 디스크(101)와 2군 대물렌즈(119)와의 간격을 검출하기 위한 광학계로서 기능한다.

제2의 광학계(105)에서는, 2군 대물렌즈(119)를 광 축 방향을 따라 움직임으로써 포커스 풀인 동작을 행하지만, 2군 대물

렌즈(119)가 높은 개구수이므로, 포커스 풀인 범위가 좁아 광 디스크(101)와 2군 대물렌즈(119)와의 사이의 작동 거리가

예를 들면 0.5mm 이하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광 디스크(101)에 면 흔들림이 생기거나, 광 디스크(101)의 높이가 기준보

다 벗어나 있거나 하면, 포커스 풀인 동작 시에, 광 디스크(101)와 2군 대물렌즈(119)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제2의 광학계(105)에서 포커스 풀인 동작을 행할 때, 제1의 광학계(104)를 보조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광 디스

크(101)와 2군 대물렌즈(119)와의 충돌을 방지한다.

즉, 제2의 광학계(105)에서 포커스 풀인 동작을 행할 때, 제1의 광학계(104)도 광원(106)으로부터 출사한 레이저 광을 광

디스크(101)에 조사하고 그 반사 광을 광 검출기(110)에 의하여 수광함으로써 포커스 에러 신호를 검출한다. 이 포커스 에

러 신호에 따라 제1의 광학계(104)의 대물렌즈(109)와 공통의 보빈(130)에 탑재되어 있는 2군 대물렌즈(119)의 대략적인

위치를 검출한다. 그리고, 상기 광학 헤드(100)에서는, 이와 같이 제1의 광학계(104)에서 검출한 2군 대물렌즈(119)의 위

치 정보에 따라 2축 액츄에이터(111)를 동작시킴으로써, 광 디스크(101)와 2군 대물렌즈(119)와의 충돌을 방지한다.

그리고, 제1의 광학계(104)의 포커스 풀인 범위를 2군 대물렌즈(119)가 크게 벗어났을 때는 제1의 광학계(104)에서도 포

커스 에러 신호가 얻어지지 않게 된다. 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1의 광학계(104)에 의하여 광 디스크(101)로부터의 반사

광 전체를 검출하고 그 레벨에 따라 2군 대물렌즈(119)를 제1의 광학계(104)의 포커스 풀인 범위에 풀인한다.

이와 같이, 이 광학 헤드(100)에서는, 제2의 광학계(105)에서 광 디스크(101)의 재생을 행할 때 제1의 광학계(104)를 포

커스 풀인의 보조 광학계로 사용함으로써, 광 디스크(101)의 면 흔들림이나 높이 어긋남 등이 있어도 광 디스크(101)에 2

군대물렌즈(119)가 충돌하지 않고 확실하게 포커스 풀인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제1의 광학계(104)에서의 포커스 풀인의 보조 기능 및 워킹 디스턴스의 검출 방법은 비점수차법 이외의 방법, 예

를 들면 차동(差動) 동심원법 등에 의한 것이라도 된다.

상기 광학 헤드(1)에서는, 광 디스크(2)의 광 투과층(4)의 두께에 따라 구면수차를 해소하도록 콜리메이터 렌즈(13)를 이

동시키는 이동 수단으로 콜리메이터 렌즈용 액츄에이터(14)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 상기 광학 헤드(100)에서는, 광 디스

크(101)의 광 투과층(103)의 두께에 따라 구면수차를 해소하도록 콜리메이터 렌즈(115)를 이동시키는 이동 수단으로 콜

리메이터 렌즈용 액츄에이터(121)를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에, 이와 같은 이동 수단(이하, 렌즈 구동 기구라고 함)의 구체

적인 구성 예를 도 12 및 도 1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2 및 도 13에 도시한 렌즈 구동 기구(160)는 정보 기록 매체의 광 투과층의 두께에 따라 구면수차를 해소하도록 콜리

메이터 렌즈를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며, 광 축에 대하여 평행하게 배치된 기준축(161)과, 광 축에 대하여 평행하게 배치된

부 기준축(162)과, 이들 기준축(161, 162)에 의하여 지지된 콜리메이터 렌즈 홀더(163)를 구비하고 있다.

기준축(161) 및 부 기준축(162)은 광학 헤드의 고정부에 부착되어 고정된다. 또, 콜리메이터 렌즈 홀더(163)는 이들 기준

축(161, 162)에 대하여 광 축 방향으로 슬라이드 이동 가능하게 지지된다. 그리고, 구면수차를 해소하도록 이동 조작되는

콜리메이터 렌즈는 이 콜리메이터 렌즈 홀더(163)에 탑재된다. 즉, 이 렌즈 구동 기구(160)는 콜리메이터 렌즈 홀더(163)

를 기준축(161) 및 부 기준축(162)을 따라 전후로 움직임으로써, 콜리메이터 렌즈 홀더(163)에 탑재된 콜리메이터 렌즈를

광 축 방향에 대하여 평행하게 전후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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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렌즈 구동 기구(160)는 콜리메이터 렌즈 홀더(163)를 기준축(161) 및 부 기준축(162)을 따라 전후로 움직이는 구동

기구로서, 콜리메이터 렌즈 홀더(163)를 움직이는 구동원으로 되는 DC 모터(164)와, DC 모터(164)의 회전을 광 축 방향

을 따른 평행 이동으로 변환하여 콜리메이터 렌즈 홀더(163)에 전달하는 기어 기구(165)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DC 모

터(164)의 회전을 기어 기구(165)에 의하여 광 축 방향을 따른 평행 이동으로 변환하여 콜리메이터 렌즈 홀더(163)를 움

직임으로써, 정보 기록 매체의 광 투과층의 두께에 따라 구면수차를 해소하도록 콜리메이터 렌즈를 이동시킨다.

상기 기어 기구(165)는 콜리메이터 렌즈 홀더(163)에 부착된 랙(166)과, DC 모터(164)의 회전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DC

모터(164)의 회전 축에 부착된 제1의 기어(167)와, DC 모터(164)의 회전을 광 축 방향을 따른 평행 이동으로 변환하기 위

한 제2의 기어(168)와, 제2의 기어(168)에 의하여 광 축 방향을 따른 평행 이동으로 변환된 구동력을 랙(166)에 전달하기

위한 제3의 기어(169)를 구비한다.

그리고, 이 렌즈 구동 기구(160)는 광학 헤드의 고정부에 부착되는 대좌(臺座)(170)를 구비하고 있고, DC 모터(164), 제2

의 기어(168) 및 제3의 기어(169)는 대좌(170)에 부착되어 있다. 또, 제3의 기어(169)로부터 구동력이 전달되는 랙(166)

은 랙(166)과 제3의 기어(169)와의 사이의 백래시(backlash)를 제거하기 위하여 2매의 랙(166a, 166b)이 겹쳐진 2매의

구조로 되어 있고, 이들 랙(166a, 166b)이 스프링(171)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

이 렌즈 구동 기구(160)에서 콜리메이터 렌즈를 이동 조작할 때는, DC 모터(164)를 회전시킨다. 이에 따라서, 제1의 기어

(167)가 회전한다. 이 제1의 기어(167)의 회전은 제2의 기어(168)에 전달되어 광 축 방향을 따른 평행 이동으로 변환된다.

제2의 기어(168)에 의하여 광 축 방향을 따른 평행 이동으로 변환된 구동력은 제3의 기어(169)를 통하여 랙(166)에 전달

된다.

여기에서, 랙(166)은 콜리메이터 렌즈 홀더(163)에 부착되어 있고, 콜리메이터 렌즈 홀더(163)는 기준축(161, 162)에 대

하여 광 축 방향으로 슬라이드 이동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다. 따라서, 제3의 기어(169)를 통하여 랙(166)에 전달된 구동력

에 의하여 콜리메이터 렌즈 홀더(163)는 광 축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콜리메이터 렌즈 홀더(163)에 탑재

된 콜리메이터 렌즈가 광 축 방향으로 이동 조작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렌즈 구동 기구(160)에서는, 콜리메이터 렌즈의 이동을 정밀도가 양호하게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렌즈 구동 기구(160)를 사용함으로써 광 투과층의 두께의 편차에 기인하는 구면수차를 매우 양호하게 해소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상기 렌즈 구동 기구(160)에서, DC 모터(164)로서 펄스 구동형 스텝핑 모터를 사용하고, 1펄스에서의 회전으

로 콜리메이터 렌즈의 이동 거리가 13.8㎛로 되도록 했다고 한다. 이것을 후술하는 실시예 1의 광학계에 채용한 경우, DC

모터의 1펄스에서의 회전에 의한 구면수차 보정량은 광 투과층의 두께 불균일함으로 환산하면 약 0.2㎛ 상당으로 된다. 이

것은 광 투과층의 두께의 편차에 기인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데는 충분한 값이다.

또한, 이상과 같은 렌즈 구동 기구(160)는 비교적 간이한 구성이므로 소형화하기 쉽고, 또한 제조 코스트가 적어도 되는 이

점도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을 적용한 광학 헤드의 광학계의 요부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실시예를 설명한다.

그리고, 다음의 설명에서는 콜리메이터 렌즈를 포함하는 왕로(往路) 광학계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 콜리메이터 렌즈의

이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구면수차의 보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지만, 콜리메이터 렌즈의 이동 거리나 그 정밀도는 통상의

설계에서는 대물렌즈의 설계에 의하지 않고 대물렌즈의 광 출사 측의 개구수(NA)와, 광 디스크의 기록층 상에 형성된 광

투과층의 두께에만 의존한다. 따라서, 다음의 설명에서, 대물렌즈에 대해서는 광 출사 측의 개구수(NA)에 대해서만 구체

적인 수치를 들고 그 외의 렌즈 데이터는 생략한다.

또, 다음의 설명에서는, 콜리메이터 렌즈로 구면 접합 렌즈를 사용한 예(실시예 1)와, 콜리메이터 렌즈로 표면 위상형의 홀

로그램 렌즈를 사용한 예(실시예 2)를 들지만, 본 발명에서 콜리메이터 렌즈로는 임의의 것이 사용 가능하다. 즉, 콜리메이

터 렌즈로, 예를 들면 비구면(非球面) 렌즈나 프레넬 렌즈(Fresnel lens) 등도 사용 가능하고, 또는 이른 바 체적 위상형의

홀로그램 렌즈 등도 사용 가능하다.

〈실시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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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의 광학계를 도 14에 도시한다. 이 광학계는 기판(50a)의 표면에 기록층이 형성되고 이 기록층 상에 광 투과층

(50b)이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광 디스크(50)에 대하여 기록 재생을 행할 때 사용되는 광학 헤드의 광학계의 주요부이며,

광원과 대물렌즈(51)와의 사이에 회절격자(52), 편광 빔 스플리터(53), 콜리메이터 렌즈(54) 및 개구 조임(55)이 배치되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콜리메이터 렌즈(54)는 색 수차를 없애기 위하여 구면렌즈로 이루어지는 제1의 렌즈(54a)와, 구면

렌즈로 이루어지는 제2의 렌즈(54b)를 접합한 구면 접합 렌즈이고, 그 광 입사 측의 개구수(NA)는 0.14로 되어 있다.

이 광학계의 렌즈 데이터를 표 1에 나타낸다. 그리고, 표 1에서는 이 광학계의 렌즈 데이터에 대하여 물체면을 OBJ, 회절

격자(52)의 광 입사면을 s1, 회절격자(52)의 광 출사면을 s2, 편광 빔 스플리터(53)의 광 입사면을 s3, 편광 빔 스플리터

(53)의 광 출사면을 s4, 콜리메이터 렌즈(54)를 구성하는 제1의 렌즈(54a)의 광 입사면을 s5, 콜리메이터 렌즈(54)를 구성

하는 제1의 렌즈(54a)와 제2의 렌즈(54b)와의 접합면을 s6, 콜리메이터 렌즈(54)를 구성하는 제2의 렌즈(54b)의 광 출사

면을 s7로 하여 나타내고 있다. 또, s8은 더미(dummy) 면이고, STO는 대물렌즈(51)에 대응한 개구 조임(55)이다.

［표 1］

 면 번호  곡률 반경  축 상 간격 굴절률 nd 아베수

(Abbe number)

 OBJ  ∞  0.000000   

 s1  ∞  2.800000  1.51680  64.17

 s2  ∞  10.130000   

 s3  ∞  2.200000  1.51680  64.17

 s4  ∞  1.734906   

 s5  22.03200  1.630000  1.78472  25.76

 s6  8.21300  2.100000  1.58267  46.47

 s7  －11.74000  3.265094   

 s8  ∞  0.000000   

 STO  ∞  0.000000   

여기에서, 광 디스크(50)의 광 투과층(50b)의 두께는 0.1mm, 대물렌즈(51)의 개구수(NA)는 0.85, 사용하는 광의 파장(λ)

은 635nm으로 한다. 그리고, 이 광학계의 물상(物像)간의 배율은 0.1891이다.

이상과 같은 광학계에 대하여, 광 투과층(50b)의 두께 오차와 파면수차와의 관계를 도 15에 도시한다. 그리고, 도 15에서

파면수차에 대해서는 사출 동면 상에서의 표준 편차(WFErms)를, 사용하는 광의 파장을 λ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 도 15

에서 점선(A1)은 콜리메이터 렌즈(54)를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경우(즉, 구면수차의 보정을 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하

여 광 투과층(50b)의 두께 오차와 파면수차와의 관계를 도시하고 있다. 또, 도 15에서 실선(A2)은, 점선(A3)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광투과층(50b)의 두께 오차에 따라 콜리메이터 렌즈(54)를 움직인 경우(즉, 구면수차의 보정을 행한 경우)에 대

하여 광 투과층(50b)의 두께 오차와 파면수차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 디스크(50)의 광 투과층(50b)에 두께 오차가 없는 경우, 이 광학계에서 파면수차는 약

0.003λ이다. 그리고, 도 15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콜리메이터 렌즈(54)를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광 투과층(50b)

의 두께 오차가 있으면 파면수차가 매우 커지지만, 광 투과층(50b)의 두께 오차에 따라 콜리메이터 렌즈(54)를 움직임으로

써, 광 투과층(50b)의 두께 오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파면수차를 대폭 억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 15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 투과층(50b)의 두께에 편차가 있어도 다음의 식 1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콜리메이터 렌즈(54)를 이동시킴으로써 파면수차를 억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예를 들면 광 투과층(50b)의 두께 오

차가 ±10㎛ 정도의 범위내이면, 파면수차를 0.01λ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수학식 12］

L≒21 t

그리고, 상기 식 12에서, L은 콜리메이터 렌즈(43)의 이동량이고, 광 디스크(50)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정(正)으로 하

고 있다. 또, t는 광 디스크(50)의 광 투과층(50b)의 두께 오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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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

본 실시예의 광학계를 도 16에 도시한다. 이 광학계는 기판(60a)의 표면에 기록층이 형성되고 이 기록층 상에 광 투과층

(60b)이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광 디스크(60)에 대하여 기록 재생을 행할 때 사용되는 광학 헤드의 광학계의 주요부이며,

광원과 대물렌즈(61)와의 사이에 홀로그램 렌즈로 이루어지는 콜리메이터 렌즈(62) 및 개구 조임(63)이 배치되어 이루어

진다.

이 광학계의 렌즈 데이터를 표 2에 나타낸다. 그리고, 표 2에서는 이 광학계의 렌즈 데이터에 대하여 물체면을 OBJ, 콜리

메이터 렌즈(62)의 광 입사면을 s1, 콜리메이터 렌즈(62)의 광 출사면을 s2로 하여 나타내고 있다. 또, s3은 더미 면이고,

STO는 대물렌즈(61)에 대응한 개구 조임(63)이다.

［표 2］

 면 번호 곡률 반경

또는

위상차 함수의 계수

 축 상 간격 굴절률 nd  아베수

 OBJ  ∞  14.000000   

 s1 C1：－3.5714E－02

C2： 4.5549E－05

C3：－1.1354E－07

C4： 0.0

 1.000000  1.515014  64.17

 s2  ∞  0.860000   

 s3  ∞  0.000000   

 STO  ∞  0.000000   

위상차 함수：m＝C1R
2＋C2R

4＋C3R
6＋C4R

8

여기에서, 광 디스크(60)의 광 투과층(60b)의 두께는 0.1mm, 대물렌즈(61)의 개구수(NA)는 0.85, 사용하는 광의 파장(λ)

은 635nm으로 한다. 그리고, 이 광학계의 물상(物像)간의 배율은 0.1891이다.

그리고, 상기 콜리메이터 렌즈(62)는 입사광에 위상차를 발생시켜 회절시키는 이른 바 표면 위상형의 홀로그램 렌즈이고,

그 광 입사 측의 개구수(NA)는 0.16으로 되어 있다.

이 콜리메이터 렌즈(62)는 투과 광에 위상차가 생기도록 렌즈 표면에 기계 가공이 실시되어 이루어진다. 즉, 이 콜리메이

터 렌즈(62)는 렌즈 표면에 기계 가공이 실시됨으로써 투과 광에 위상차가 생기도록 이루어져 있고, 이에 따라서 광의 회

절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본 실시예의 광학계에서는, 이 콜리메이터 렌즈(62)에 의하여 회절되어 이루어지는 1차 회절 광

이 개구 조임(63)을 통하여 대물렌즈(61)에 입사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콜리메이터 렌즈(62)는 표면 형상이 블레이드 형상(즉, 톱니같은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면

형상을 블레이드 형상으로 한 경우에는, 입사 광 중의 100% 가까이가 1차 회절 광으로 되므로, 높은 광 이용 효율이 얻어

진다.

그리고, 이 콜리메이터 렌즈(62)의 특성은 다음의 식 13에 나타낸 위상차 함수로 표시된다.

［수학식 13］

m＝C1R
2＋C2R

4＋C3R
6＋C4R

8

상기 식 13은 표면 위상형의 홀로그램 렌즈인 콜리메이터 렌즈(62)의 제조 시에 2개의 점 광원이 무한히 멀리 있다고 했을

때의 각 면에서의 위상 어긋남을 기판 상의 극 좌표 다항식으로 표시한 것이고, m은 회절 기준 파장에서의 광로 차를 나타

등록특허 10-0609420

- 20 -



내고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 사용하는 콜리메이터 렌즈(62)는 위상차 함수가 축 대상으로 되는 홀로그램 렌즈이고, 상기

식 13에서 R은 광 축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표 2에서의 C1, C2, C3, C4는 이 콜리메이터 렌즈(62)에 대

하여 회절 기준 파장을 635nm으로 했을 때의 위상차 함수의 각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광학계에 대하여, 광 투과층(60b)의 두께 오차와 파면수차와의 관계를 도 17에 도시한다. 그리고, 도 17에서

도 도 16과 동일하게, 파면수차에 대해서는 사출 동면 상에서의 표준 편차(WFErms)를, 사용하는 광의 파장을 λ으로 나타

내고 있다. 또, 도 17에서 실선(A4)은, 점선(A5)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광 투과층(60b)의 두께 오차에 따라 콜리메이터 렌

즈(62)를 움직인 경우(즉, 구면수차의 보정을 행한 경우)에 대하여 광 투과층(60b)의 두께 오차와 파면수차와의 관계를 도

시하고 있다.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 디스크(60)의 광 투과층(60b)에 두께 오차가 없는 경우, 이 광학계에서 파면수차는 약

0.003λ이다. 그리고, 도 17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 투과층(60b)의 두께 오차에 따라 콜리메이터 렌즈(62)를 움직

임으로써, 광 투과층(60b)의 두께 오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파면수차가 대폭 억제된다. 구체적으로는, 도 17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 투과층(60b)의 두께에 편차가 있어도 다음의 식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콜리메이터 렌즈(62)를 이동시

킴으로써 파면수차를 억제할 수 있다.

［수학식 14］

L≒14 t

그리고, 상기 식 14에서, L은 콜리메이터 렌즈(62)의 이동량이고, 광 디스크(60)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정으로 하고 있

다. 또, t는 광 디스크(60)의 광 투과층(60b)의 두께 오차이다.

그런데, 실시예 1 및 실시예 2와 같이 콜리메이터 렌즈를 이동시키면, 렌즈간에 편심이 생기거나, 렌즈 면에 경사가 생기거

나 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편심이나 경사는 코마수차나 비점수차의 원인으로 되어, 이들 코마수차나 비점수차가 과도

하게 커지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실시예 1 및 실시예 2의 광학계에서는, 콜리메이터 렌즈의 광 입사 측의

개구수(NA)가 작으므로, 렌즈간의 편심이나 렌즈 면의 경사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광학계에서는

30㎛ 정도의 편심이나 0.1° 정도의 경사까지라면, 코마수차나 비점수차의 발생량은 충분히 적어 실용상 문제는 없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명확히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대물렌즈의 개구수(NA)를 크게 해도, 광 투과층의 두께

오차에 기인하는 구면수차를 낮게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광 투과층의 두께 오차의 공차

를 크게 허용한 채 정보 기록 매체의 제조 원가를 높이지 않고 정보 기록 매체의 고기록밀도화 및 대용량화를 도모할 수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보 신호가 기록되는 기록층 상에 광 투과층을 가지는 정보 기록 매체용의 광학 헤드로서,

광을 출사(出射)하는 광원과,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상기 광 투과층을 통하여 상기 기록층 상에 집광(集光)시키는 대물렌즈와,

상기 광원과 상기 대물렌즈와의 사이에 배치되고, 소정의 굴절력을 가지는 광학 소자와,

두께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에 따라, 상기 광학 소자를 이동시키는 이동 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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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소자는 콜리메이터 렌즈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헤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 투과층의 막 두께가 0.47mm 이하이고,

상기 대물렌즈의 개구수(開口數) NA가 0.65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수단은

상기 광원으로부터 출사되어 상기 광학 소자에 입사되는 광의 광 축에 대하여 대략 평행하게 배치된 기준 축과,

상기 광학 소자를 지지하는 동시에, 상기 기준 축을 따라 평행 이동 가능하게 된 광학 소자 지지 수단과,

모터와,

상기 모터의 회전을 광 축 방향을 따른 평행 이동으로 변환하여 상기 광학 소자 지지 수단에 전달하는 기어 기구를 구비하

고,

상기 모터의 회전을 상기 기어 기구에 의하여 광 축 방향을 따른 평행 이동으로 변환하여 상기 광학 소자 지지 수단을 움직

임으로써,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에 따라 구면수차(球面收差)를 해소하도록 상기 광학 소자를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헤드는 또한, 상기 대물렌즈를 이 대물렌즈의 광 축 방향 및 광 축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

시키는 2축 액츄에이터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헤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2축 액츄에이터는 상기 대물렌즈의 광 축에 대하여 평행한 축을 중심으로 회동 가능하고 또한 축을

따라 슬라이드 이동 가능한 보빈으로, 상기 대물렌즈를 지지하도록 구성한 광학 헤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수단은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구면수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상기 광학

소자를 광 축 방향을 따라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헤드.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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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은 출사하는 레이저 광의 파장이 650n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헤드.

청구항 9.

정보 신호가 기록되는 기록층 상에 광 투과층을 가지는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하여 기록 및／또는 재생을 행하는 기록 및／

또는 재생 장치로서,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를 검출하는 두께 검출 수단과,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하여 상기 광 투과층을 통하여 상기 기록층에 광을조사(照射)하는 동시에, 그 반사 광을 검출하는

광학 헤드를 구비하고,

상기 광학 헤드는

광을 출사하는 광원과,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상기 광 투과층을 통하여 상기 기록층 상에 집광시키는 대물렌즈와,

상기 광원과 상기 대물렌즈와의 사이에 배치되고, 소정의 굴절력을 가지는 광학 소자와,

상기 두께 검출 수단에 의하여 검출된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에 따라 상기 광학 소자를 이동시키는 이동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소자는 콜리메이터 렌즈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광 투과층의 막 두께가 0.47mm 이하이고,

상기 대물렌즈의 개구수 NA가 0.65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수단은

상기 광원으로부터 출사되어 상기 광학 소자에 입사되는 광의 광 축에 대하여 대략 평행하게 배치된 기준 축과,

상기 광학 소자를 지지하는 동시에, 상기 기준 축을 따라 평행 이동 가능하게 된 광학 소자 지지 수단과,

모터와,

상기 모터의 회전을 광 축 방향을 따른 평행 이동으로 변환하여 상기 광학 소자 지지 수단에 전달하는 기어 기구를 구비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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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모터의 회전을 상기 기어 기구에 의하여 광 축 방향을 따른 평행 이동으로 변환하여 상기 광학 소자 지지 수단을 움직

임으로써,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에 따라 구면수차를 해소하도록 상기 광학 소자를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헤드는 또한, 상기 대물렌즈를 이 대물렌즈의 광 축 방향 및 광 축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

시키는 2축 액츄에이터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2축 액츄에이터는 상기 대물렌즈의 광 축에 대하여 평행한 축을 중심으로 회동 가능하고 또한 축을

따라 슬라이드 이동 가능한 보빈으로, 상기 대물렌즈를 지지하도록 구성한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수단은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구면수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상기 광학

소자를 광 축 방향을 따라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

청구항 16.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은 출사하는 레이저 광의 파장이 650n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

청구항 17.

정보 신호가 기록되는 기록층 상에 광 투과층을 가지는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하여 기록 및／또는 재생을 행할 때에,

광을 출사하는 광원과,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상기 광 투과층을 통하여 상기 기록층 상에 집광시키는 대물렌즈와, 상

기 광원과 상기 대물렌즈와의 사이에 배치된 소정의 굴절력을 가지는 광학 소자를 구비한 광학 헤드를 사용하는 동시에,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를 검출하고, 그 검출 결과에 따라 구면수차를 해소하도록 상기 광학 소자를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기록 및／또는 재생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소자로서 콜리메이터 렌즈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또는 재생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광 투과층의 막 두께가 0.47mm 이하이고,

상기 대물렌즈의 개구수 NA가 0.65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또는 재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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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정보 신호가 기록되는 기록층 상에 광 투과층을 가지는 정보 기록 매체의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를 검출할 때,

광원으로부터 광을 출사하고,

상기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광을 대물렌즈에 의하여 상기 정보 기록 매체 상에 집광시키고,

상기 대물렌즈에 의하여 상기 정보 기록 매체 상에 집광되어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서 반사된 귀환 광을 광 검출기에 의하

여 수광(受光)하여 포커스 에러 신호를 검출하고,

상기 포커스 에러 신호 중 상기 기록층에서 반사된 귀환 광에 의한 신호와 상기 광 투과층의 표면에서 반사된 귀환 광에 의

한 신호로부터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두께 검출 방법.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광이 상기 대물 렌즈에 의해 상기 정보 기록 매체 상에 집광되어 상기 정보 기

록 매체에서 반사된 귀환 광을 수광하여 포커스 에러 신호를 검출하는 광 검출기를 더 구비하며,

상기 두께 검출 수단은 상기 광 검출기에 의해 검출된 상기 포커스 에러 신호 중, 상기 기록층에서 반사된 귀환 광에 의한

신호와 상기 광 투과층의 표면에서 반사된 귀환 광에 의한 신호로부터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헤드.

청구항 22.

정보 신호가 기록되는 기록층 상에 광 투과층을 가지는 정보 기록 매체용의 광학 헤드로서,

광을 출사(出射)하는 광원과,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상기 광 투과층을 통하여 상기 기록층 상에 집광(集光)시키는 대물렌즈와,

상기 광원과 상기 대물렌즈와의 사이에 배치되고, 소정의 굴절력을 가지는 광학 소자와,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에 따라, 상기 광학 소자를 이동시키는 이동 수단

을 구비하며,

상기 이동 수단은

상기 광원으로부터 출사되어 상기 광학 소자에 입사되는 광의 광 축에 대하여 대략 평행하게 배치된 기준 축과,

상기 광학 소자를 지지하는 동시에, 상기 기준 축을 따라 평행 이동 가능하게 된 광학 소자 지지 수단과,

모터와,

상기 모터의 회전을 광 축 방향을 따른 평행 이동으로 변환하여 상기 광학 소자 지지 수단에 전달하는 기어 기구를 구비하

고,

상기 모터의 회전을 상기 기어 기구에 의하여 광 축 방향을 따른 평행 이동으로 변환하여 상기 광학 소자 지지 수단을 움직

임으로써,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에 따라 상기 광학 소자를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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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정보 신호가 기록되는 기록층 상에 광 투과층을 가지는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하여 기록 및／또는 재생을 행하는 기록 및／

또는 재생 장치로서,

상기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하여 상기 광 투과층을 통하여 상기 기록층에 광을조사(照射)하는 동시에, 그 반사 광을 검출하는

광학 헤드를 구비하고,

상기 광학 헤드는

광을 출사하는 광원과,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상기 광 투과층을 통하여 상기 기록층 상에 집광시키는 대물렌즈와,

상기 광원과 상기 대물렌즈와의 사이에 배치되고, 소정의 굴절력을 가지는 광학 소자와,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에 따라 상기 광학 소자를 이동시키는 이동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이동 수단은

상기 광원으로부터 출사되어 상기 광학 소자에 입사되는 광의 광 축에 대하여 대략 평행하게 배치된 기준 축과,

상기 광학 소자를 지지하는 동시에, 상기 기준 축을 따라 평행 이동 가능하게 된 광학 소자 지지 수단과,

모터와,

상기 모터의 회전을 광 축 방향을 따른 평행 이동으로 변환하여 상기 광학 소자 지지 수단에 전달하는 기어 기구를 구비하

고,

상기 모터의 회전을 상기 기어 기구에 의하여 광 축 방향을 따른 평행 이동으로 변환하여 상기 광학 소자 지지 수단을 움직

임으로써, 상기 광 투과층의 두께에 따라 상기 광학 소자를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및／또는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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