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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광 픽업 장치는 제1 광원 및 제2 광원과, 대물 렌즈와,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와,

상기 제1 광속 및 제2 광속의 공통 광로 내에 배치되고 미세한 단차에 의해 분할되는 복수의 윤대(輪帶)로 이루어진 

회절 구조가 회절면 상에 형성되도록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적어도 하나의 광학면 상에 회절면을 포함하는 색수

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포함한다.

광축을 따르는 상기 단차의 깊이는 상기 제2 광속이 상기 회절 구조 내부에 입사될 때 발생하는 회절광 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인 n2가 상기 제1 광속이 상기 회절 구조 내부에 입사되는 때 발생되는 회절광 중 최

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인 n1에 비해 낮은 차수가 되도록 설계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광 픽업 장치, 회절광, 미세한 단차, 복수의 윤대, 광학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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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광 픽업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요부 평면도.

도2는 광 픽업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요부 평면도.

도3은 대물 렌즈 유닛의 사시도.

도4는 광 픽업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요부 평면도.

도5는 광 픽업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요부 평면도.

도6은 광 픽업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요부 평면도.

도7은 고밀도 광 디스크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도.

도8은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도.

도9는 C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도.

도10은 청자색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의 색수차 보정 효과를 도시한 그래프.

도11은 온도 변화로 인해 대물 렌즈에 발생하는 구면수차의 보정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

도12는 제1 고밀도 광 디스크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도.

도13은 제2 고밀도 광 디스크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도.

도14는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도.

도15는 C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도.

도16은 청자색 영역에서의 제1 대물 렌즈의 색수차 보정 효과를 도시한 그래프.

도17은 청자색 영역에서의 제2 대물 렌즈의 색수차 보정 효과를 도시한 그래프.

도18은 제1 고밀도 광 디스크의 보호층의 두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구면수차의 보정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

도19는 고밀도 광 디스크 및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도.

도20은 청자색 영역에서의 제1 대물 렌즈의 색수차 보정 효과를 도시한 그래프.

도21은 온도 특성을 도시한 그래프.

도22는 고밀도 광 디스크 및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도.

도23은 청자색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의 색수차 보정 효과를 도시한 그래프.

도24는 광 픽업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요부 평면도.

도25는 광 픽업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요부 평면도.

도26은 고밀도 광 디스크 및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도.

도27은 C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도.

도28은 청자색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의 색수차 보정 효과를 도시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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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9는 회절 구조의 일예의 광축 방향 확대 단면도.

도30은 횡축에 광축 방향의 단차량 dB, 종축에 회절 구조의 회절 효율의 변화를 산출한 결과를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 픽업 장치, 광 정보 기록 재생 장치, 익스팬더 렌즈, 커플링 렌즈 및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에 관한 것

이다.

근래에 영상 정보 등의 광 기록 매체로 급속하게 보급되기 시작한 DVD(Digital Versatile Disk)는 파장 650nm의 적

색 반도체 레이저와 개구수(NA) 0.6의 대물 렌즈를 사용하여 1면당 4.7GB의 정보를 기록 가능하지만, 보다 고정밀도

의 정보를 높은 전송 레이트로 기록/재생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한 고밀도화·대용량화가 요구된다. 광 디스크의 고밀

도화·대용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지와 같이 대물 렌즈로 집광되는 스폿의 직경을 작게 하면 되는데, 이를 위해

서는 레이저 광원의 단파장화나 대물 렌즈의 고개구수화가 필요하다.

레이저 광원의 단파장화에 관해서는, 파장 405nm의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나 청자색 SHG 레이저 등이 실용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들 청자색 레이저 광원과 NA 0.6의 대물 렌즈의 조합을 통해 직경 12cm의 광 디스크에 1면당 15GB 

정도의 정보의 기록이 가능하다(이하, 본 명세서에서는 청자색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는 광 디스크를 총칭하여 '고밀도

광 디스크'라 부른다).

또한 대물 렌즈의 고NA화에 관해서는, 청자색 레이저 광원으로부터의 광속을 NA0.85의 대물 렌즈를 통해 집광하여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광 디스크 규격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 규격의 광 디스크중 직경 12cm의 광 디스크에는

1면당 23GB정도의 정보의 기록이 가능하다.

고밀도 광 디스크에 적절하게 정보를 기록/재생하기 위해서는 축상 색수차(Longitudinal chromatic aberration)를 

보정하는 수단을 설치하여 모드 호핑이라 불리우는 레이저 광원의 순간적인 파장 변화에 따른 집광 성능의 열화를 방

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자색 영역에서의 렌즈 재료의 파장 분산이 매우 커져 근소한 파장 변화에 대해서도 포커스 

오차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저코스트화, 경량화, 소형화에 적합한 축상 색수차 보정용 광학 부품으로 굴절 렌즈

의 표면에 회절 구조를 형성한 회절 렌즈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밀도 광 디스크에 적절하게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광 디스크 플레이

어의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 여러 종류의 다양한 정보가 기록된 DVD나 CD(콤팩트 디

스크)가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밀도 광 디스크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예를 들면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DVD나 C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밀도 광 디스크용 광 디스크 플레이어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고밀도

광 디스크용 광 디스크 플레이어에 탑재되는 광 픽업 장치는 고밀도 광 디스크, DVD 및 CD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호

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하게 정보를 기록/재생할 수 있는 성능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고밀도 광 디스크, DVD 및 CD 모두에 대해서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정보를 기록/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

법으로, 고밀도 광 디스크용 광학 부품과 DVD나 CD용 광학 부품을 정보를 기록/재생하는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복수의 광학 부품이 필요하므로 소형화에 불리하고,

또한 코스트가 증대된다.

따라서, 광 픽업 장치의 구성을 간소화하고 저코스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밀도 광 디스크용 광학 부품과 DVD나

CD용 광학 부품을 공통화하여 호환성을 갖는 광 픽업 장치를 구성하여 광학 부품 점수를 되도록 줄이는 것이 바람직

하다.

따라서, 청자색 영역에서의 축상 색수차를 보정을 하기 위한 회절 렌즈를 호환성을 갖는 광 픽업 장치내에 배치하는 

경우에 고밀도 광 디스크용 청자색 레이저 광원으로부터의 광속만이 통과하는 광로중에 배치하는 것 보다 고밀도 광 

디스크용 청자색 레이저 광원과 DVD나 CD용 레이저 광원으로부터의 광속이 통과하는 광로중에 배치하는 것이 광 

픽업 장치의 구성을 간소하게 하여 광학 부품 점수를 삭감할 수 있으며 소형화, 저코스트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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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고밀도 광 디스크용 청자색 레이저 광원과 DVD나 CD용 레이저 광원으로부터의 광속이 통과하는 광로중

에 회절 렌즈를 배치하고 청자색 영역에서의 색수차를 보정하여 고밀도 광 디스크에 대하여 적절하게 정보를 기록/재

생할 수 있는 광 픽업 장치의 예가, 예를 들면 특개2001-60336호 공보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상술된 특허 출원에 있어서, 그 도면 및 설명에는 고밀도 광 디스크 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에 구면

수차 보정을 어떻게 수행하는 지에 대하여 개시되어 있지 않다. 광 픽업 장치에서 발생하는 구면수차는 대물 렌즈의 

NA의 4승과 파장의 역수에 비례하여 커지므로, 고밀도 광 디스크에 적절하게 정보를 기록/재생하기 위해서는 상술의

축상 색수차 보정에 더하여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수단을 설치하여 고밀도 광 디스크의 보호층의 두께 오차, 2층 디스

크의 기록층간 포커스 점프, 청자색 레이저 광원의 파장 오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구면수차의 보정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상술의 특허 출원에 기재되어 있는 광 픽업 장치는 고밀도 광 디스크, DVD 및 CD중 적어도 고밀도 광 디스

크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보를 기록/재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과제는, 상술의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레이저 광원 파장이 서로 다른 고밀도 광 디스크, DVD 및 CD 등의 

여러 종류의 광 디스크에 대하여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하게 정보를 기록/재생할 수 있어 소형화, 경량화, 저코

스트화에 적합한 광 픽업 장치, 광 정보 기록 재생 장치, 익스팬더 렌즈, 커플링 렌즈 및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제

공하는 데에 있다.

이상의 과제는 이하의 구성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은 450nm 이하의 제1 파장(λ1)의 제1 광속을 사출하는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λ1) 보다 1.3배 긴 제2 파장(λ2)의 제2 광속을 사출하는 제2 광원과;

상기 제1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제1 광속을 제1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 에 집광하고, 상기 제2 광원으로부터 사

출되는 제2 광원을 상기 제1 광 디스크와 다른 기록 밀도를 갖는 제2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하기 위한 대

물 렌즈 유닛; 및

상기 제1 및 제2 광원과 상기 대물 렌즈 유닛 사이의 상기 제1 광속 및 상기 제2 광속의 공통 광로중에 배치되는 구면

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을 갖는 광 픽업 장치이다. 또한, 상기 광 픽업 장치는 미세한 단차에 의해 분할되는 복수의 윤

대(輪帶)로 이루어진 회절 구조가 형성된 회절면을 적어도 하나의 광학면에 갖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상기 제

1 광속 및 제2 광속의 공통 광로중에 갖는다. 또한, 상기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는 상기 회절 구조에 상기 제1 광속

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n1)에 비해 상기 제2 광속이 입사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n2)가 보다 낮은 차수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이 450nm 이하의 제1 파장(λ1)의 제1 광속과 제2 파장(λ2)의 제2 광속 모

두가 통과하는 공통 광로중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상술한 구면수차 보정은 고밀도 광 디스크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

생시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DVD나 CD 등의 기록 밀도가 낮은 광 디스크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시에도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기록 밀도가 낮은 광 디스크에 대한 기록/재생 특성이 더욱 개선되므로, 광 픽업 장치로서의 신뢰성이 

향상된다.

그리고,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상에 형성되는 회절면은 그 윤대의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가 제1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 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에 비해 제2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가 보다 낮은 차수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광원의 파장

비가 1.3배보다 큰 경우에도 각 광원의 파장 영역에서 충분한 회절 효율이 얻어지므로, 이러한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

자를 제1 광속과 제2 파장(λ2)의 제2 광속 모두가 통과하는 광로중에 배치할 수 있어 소형화, 경량화, 저코스트화에 

적합한 광 픽업 장치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을 구성하는 렌

즈군중 적어도 하나의 렌즈군과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간격을 가변 조정함으로써, 상기 대물 렌즈로의 입사 광속의 

여유 광선의 경사각(傾角)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의 구성 렌즈군중 적어도 하나의 렌즈군과 대물 렌즈의 간격을 가

변 조정하여 대물 렌즈 유닛으로의 입사 광속의 여유 광선의 경사각(여유 광선과 광축이 이루는 각)을 변화시킬 수 있

다.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을 통해 대물 렌즈 유닛의 배율을 가변 조정하는 것에 대응하며 고밀도 광 디스크의 정



공개특허 10-2004-0091553

- 5 -

보 기록면상의 스폿의 구면수차 변화량에 대응되게 대물 렌즈 유닛의 배율을 변화시킴으로써,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

면상의 스폿의 구면수차 변화를 보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밀도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에 형성되는 스폿은 항상 

구면수차가 보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고밀도 광 디스크에 대한 양호한 기록/재생 특성이 얻어진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의 고밀도 광 디스크란, 상술한 바와 같이 정보의 기록/ 재생용 광원으로 청자색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는 광 디스크의 총칭이며, DVD란, DVD-ROM, DVD-Video, DVD-Audio, DVD-RAM, DVD-R, DVD-RW, 

DVD+R, DVD+RW 등의 DVD 계열의 광 디스크의 총칭이고, CD란, CD-ROM, CD-Audio, CD-Video, CD-R, CD-

RW 등의 CD 계열의 광 디스크의 총칭이지만, 본 발명은 반드시 이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는 미세한 단차에 의해 분할되는 복수의 윤대로 이루어진 회절 구조가

형성된 회절면을 적어도 하나의 광학면에 갖는다. 상기 회절 구조를 통해 적어도 축상 색수차를 보정하는 기능을 가

지며, 모드 호핑이라 불리우는 레이저 광원의 순간적인 파장 변화에 따른 집광 성능의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이용되는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적어도 1종의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광학 부재를 구동하는 액츄에이터 등의 구동 장치도 포함한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는 상기 제1 및 제2 광원과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사

이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이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소유하여도 된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이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갖는 구성도 

바람직한 구성중 하나이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 픽업 장치는 적어도 상기 제1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광속의 발산각을 변

환시켜 상기 대물 렌즈 유닛으로 유도하는 커플링 렌즈를 더 포함하며,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커플

링 렌즈와 상기 대물 렌즈 사이의 광로중에 배치되는 정 렌즈군과 부 렌즈군으로 구성된 익스팬더 렌즈인 것이 바람

직하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이 상기 2종류의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각 광속의

발산각을 변환시켜 상기 대물 렌즈 유닛으로 유도하는 커플링 렌즈인 것도 바람직한 구성이다.

상기와 같이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과 색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을 동일 광학 유닛으로 구성하면 광학 부품 점수

를 삭감할 수 있어 소형화, 경량화, 저코스트화를 한층 더 달성할 수 있다.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과 색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을 동일한 광학 유닛으로 구성하는 경우의 예로, 상기와 같이 

그 구성 렌즈군중 적어도 하나의 렌즈군을 광축 방향으로 변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어느 하나의 광학면을 상술한 바

와 같이 그 윤대의 단차 깊이를 설계한 회절면으로 하는 정 렌즈군과 부 렌즈군으로 구성된 익스팬더 렌즈가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익스팬더 렌즈란, 입사 광속의 직경을 확대하여 사출하는 확대계 이외에 입사 광속의 직경을 축

소하여 사출하는 축소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과 색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을 동일한 광학 유닛으로 구성하는 경우의 다른 예로, 상

술한 바와 같이 그 구성 렌즈군중 적어도 하나의 렌즈군을 광축 방향으로 변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어느 하나의 광학

면을 상술한 바와 같이 그 윤대의 단차 깊이를 설계한 회절면으로 하는 커플링 렌즈가 있다. 이와 같이 레이저 광원으

로부터 사출되는 발산 광속을 변환하여 대물 렌즈 유닛으로 유도하는 커플링 렌즈에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과 색

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로서의 기능을 지니게 하면 광학 부품 점수를 크게 삭감할 수 있어 소형화, 경량화, 저코스트화

에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커플링 렌즈란, 레이저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발산 광속을 거의 평행 광속으로 변환하는 콜리

메이터 렌즈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전극과 액정 분자층이 교대로 적층된 구조를 갖

는데, 상기 전극에 소정의 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액정 분자층의 굴절율 분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상기의 구성에서는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으로 액정 소자를 이용한다. 액정 분자층을 끼듯이 배치되는 전극에 전

압을 인가하면 액정 분자층내에 굴절율 분포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굴절율 분포가 형성된 액정 분자층을 투과하는 

파면에는 구면수차가 부가되는데, 이때 고밀도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의 스폿의 구면수차 변화와 역부호인 구면

수차가 그 투과 파면에 부가되도록 액정 분자층내의 굴절율 분포를 제어한다. 따라서, 고밀도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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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상에 형성되는 스폿은 구면수차가 보정된 상태를 유지하므로, 고밀도 광 디스크에 대한 양호한 기록/재생 특성이 

얻어진다.

이와 같이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으로 액정 소자를 이용하면 기계적인 가동부가 불필요하여 소형화, 경량화, 저

코스트화에 유리하다.

또한, 상술한 구면수차 보정은 고밀도 광 디스크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DVD나 CD 등의 기

록 밀도가 낮은 광 디스크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시에 수행하여도 된다.

또한, 상기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은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과 일체가 되어 트랙킹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으로 액정 소자를 이용하는 경우에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을 

투과하여 대물 레즈 유닛에 입사되는 광속의 구면은 구면수차를 갖는다. 이와 같은 경우, 대물 렌즈 유닛의 트랙킹에 

의해 대물 렌즈 유닛과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이 광축으로부터 어긋나면 코마 수차가 발생하여 양호한 트랙킹 특

성이 얻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물 렌즈 유닛은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과 일체가 되어 트랙킹을 수행하도록 구

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제1 파장(λ1)과 상기 제2 파장(λ2)

의 파장 차이로 인해 상기 대물 렌즈 유닛에서 발생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대물 렌즈 유닛의 파장 분산의 영향으로 제1 파장(λ1)과 제

2 파장(λ2)의 파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구면수차를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로 보정하도록 하면 고밀도 광 디스

크, DVD 및 CD 등의 여러 종류의 광 디스크에 대한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하게 정 보를 기록/재생할 수 있는 

광 픽업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제1 파장(λ1)이 ±10nm의 범위내에서 변

동하는 경우에 상기 제1 파장(λ1)의 변동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제1 광원의 제조 오차나 환경 온도 변화에 의해 제1 파장(λ1)이 변화하는 경우에 대물 렌즈 

유닛의 파장 분산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구면수차를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로 보정하도록 하면 고밀도 광 디스크

에 적절하게 정보를 기록/재생할 수 있는 광 픽업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고밀도 광 디스크에 대한 정보의 기록

/재생을 수행할 때에 대물 렌즈 유닛의 개구수가 크면, 제1 광원의 파장 변화에 따른 구면수차가 용이하게 발생하므

로,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이 유효하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는 상기 제2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 보다 크고, 상

기 제1 광 디스크는 그 정보 기록면상에 제1 보호층을 가지며,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제1 보호층의 

두께 오차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기록 밀도가 가장 높은 제1 광 디스크의 보호층의 두께 오차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구면수차를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로 보정하도록 하면 고밀도 광 디스크에 적절하게 정보를 기록/재생할 수 있는 광 픽업 장

치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고밀도 광 디스크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에 대물 렌즈 유닛의 개구수가 크

면, 제1 광 디스크의 보호층의 두께가 대물 렌즈 유 닛의 설계시의 기준 보호층의 두께에서 근소하게 변화하여도 구면

수차가 용이하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광 디스크의 보호층의 두께를 고정밀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광 디스크의 

양산시의 수율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을 이러한 보호층의 두

께 오차에 따른 구면수차의 발생을 보정하는 구성으로 하면 보호층의 두께 오차에 대한 공차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광 디스크의 양산시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는 상기 제2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 보다 크고, 상

기 제1 광 디스크는 상기 광원측으로부터 순서대로 광학적 투명층과 정보 기록면이 교대로 적층된 다층 구조를 가지

며, 상기 다층 구조에 있어서 상기 광원에 가장 가까운 정보 기록면으로부터 순서대로 제1 정보 기록면, 제2 정보 기

록면,…, 제n 정보 기록면이라 하는 경우에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이 상기 제i 정보 

기록면으로부터 상기 제j 정보 기록면으로 포커스 점프할 때에 발생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i는 1≤i≤n을 충족하는 임의의 정수이며, j는 1≤i≤n을 충족하며 또한 i하고는 다른 임의의 정수이다.

상기의 구성은 복수의 정보 기록면층을 갖는 고밀도 광 디스크에 적절하게 정보를 기록/재생할 수 있는 광 픽업 장치

이다. 고밀도 광 디스크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에 대물 렌즈 유닛의 개구수가 많으면, 제1 광 디스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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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두께가 대물 렌즈 유닛의 설계시의 기준 보호층의 두께로부터 근소하게 변화하여도 구면수차가 용이하게 발생

한다. 따라서, 대물 렌즈 유닛이 임의의 정보 기록면으로부터 다른 정보 기록면으로 포커스 점프하면 구면수차가 크게

변화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포커스 점프시에 발생하는 구면수차 변화를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에서 보정하

도록 구성하면, 복수의 정보 기록면층을 갖는 고밀도 광 디스크에 적절하게 정보를 기록/재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는 상기 제2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 보다 크고, 상

기 제1 광 디스크는 정보 기록면상에 두께 t1의 제1 보호층을 가지며, 제2 광 디스크는 정보 기록면상에 두께 t2(t1 < 

t2)의 제2 보호층을 가지고,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제1 보호층과 상기 제2 보호층의 두께 차이에 기

인하여 발생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고밀도 광 디스크와 DVD나 CD의 보호층의 두께 차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구면수차를 구면

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로 보정하도록 하면, 고밀도 광 디스크, DVD 및 CD 등의 여러 종류의 광 디스크에 대하여 호환

성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하게 정보를 기록/재생할 수 있는 광 픽업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은 플라스틱 렌즈를 적어도 하나 가지며,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대물 렌즈 유닛에 포함되는 플라스틱 렌즈의 환경 온도 변화에 따른 굴절율 변화 및/또는 상기 플라

스틱 렌즈내의 온도 분포에 따른 굴절율 분포에 기인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물 렌즈 유닛에 플라스틱 렌즈가 포함되는 경우, 광 픽업 장치의 환경 온도의 변화나 액츄에이터의 발열에 따

라 플라스틱 렌즈의 굴절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구면수차가 변화한다. 따라서, 고밀도 광 디스크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에 대물 렌즈 유닛의 개구수가 크면, 이 구면수차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대물 렌즈 유닛의 사용

가능한 온도 범위가 매우 좁아져 실용상 문제가 된다. 또한, 대물 렌즈 유닛의 개구수가 큰 경우, 플라스틱 렌즈내에 

광축 방향의 온도 분포나 광축에 대하여 회전 대칭인 온도 분포에 따르는 굴절율 분포가 발생할 때의 구면수차 변화

도 문제가 된다. 상술의 광 픽업 장치는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에서 환경 온도의 변화나 온도 분포에 따른 대물 

렌즈 유닛의 구면수차 변화를 보정하므로, 고밀도 광 디스크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환경 온도의 

변화나 액츄에이터의 발열이 일어나도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되는 스폿의 구면수차는 항상 양호하게 보정된 상태가 

된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는 상기 제2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 보다 크고, 상

기 제1 광 디스크는 그 정보 기록면상에 제1 보호층을 가지며, 상기 제1 광 디스크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

행할 때의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배율을 제1 배율이라 하고 상기 제2 광 디스크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

할 때의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배율을 제2 배율이라 하면, 상기 제1 배율과 상기 제2 배율은 서로 다르며, 상기 구면

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제1 배율과 상기 제2 배율의 차이에 따라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물점 위치를 변화시키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으로 구성 렌즈와 대물 렌즈 유닛의 간격을 가변 조정함으로써 대물 렌즈 유닛으로

의 입사 광속의 여유 광선의 경사각을 변화시키키도록 구성된 광학 유닛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물 렌즈 유닛의 물점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상술한 바와 같이 고밀도 광 디스크의 DVD나 CD에 정보의 기록/재생

을 수행할 때의 대물 렌즈 유닛의 배율이 서로 다른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각각의 배율에 대응하여 대물 렌즈 유닛의

물점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2 파장(λ2)은 600nm에서 700nm의 범위내의 파장이며, 상기 색수차 보정

용 광학 유닛에 상기 제1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를 n

1이라 하고, 상기 제2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를 n2라

하면, 상기 회절 차수 n1과 상기 회절 차수 n2의 조합은 (n1, n2) = (2, 1), (3, 2), (4, 2), (5, 3), (6, 4), (7, 4), (8, 5),

(10, 6)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450nm 이하의 제1 파장(λ1)과 600nm에서 700nm 범위내의 파장인 제2 파장(λ2)에 대하여 제1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 n1과, 제2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 n2의 조합이 (n1, n2) = (2, 1), (3, 2), (4, 2), (

5, 3), (6, 4), (7, 4), (8, 5), (10, 6)중 어느 하나가 되도록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윤대의 단차 깊이를 설계하면 

각각의 파장 영역 에서 충분한 회절 효과가 얻어지므로, 이러한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제1 광속과 제2 파장(λ2)

의 제2 광속 모두가 통과하는 광로중에 배치할 수 있어 소형화, 경량화, 저코스트화에 적합한 광 픽업 장치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제1 파장(λ1)의 파장 영역에서 색수차를 보정하는 경우에도 제2 파장(λ2)의 파장 영역에서의 색수차 보

정이 지나치게 과잉되지 않으므로, 고밀도 광 디스크와 DVD중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양호한 기록 특성을 갖는 광 픽

업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물 렌즈나 콜리메이터 렌즈 등의 비구면을 이용하는 광학 부품은 몰드 형성으로 제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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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드 성형시에 회절 구조와 같은 미세한 구조를 정밀도 좋게 광학 부품의 광학면상에 전사하려면 광학 부품을 플라스

틱 렌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자색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렌즈는 그 청자색 영역에서의 굴절율이 1.5 

내지 1.6의 범위내인 것이 많다.

플라스틱 렌즈의 광학면상에 회절 차수 n1 및 회절 차수 n2의 조합이 상술한 바와 같은 회절 구조를 구성하는 경우에

회절 구조의 단차중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dO)가 다음 식(1) 내지 (8)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

도록 하면 좋다.

1.2㎛ 〈 dO 〈 1.7㎛…(1)

1.9㎛ 〈 dO 〈 2.6㎛…(2)

2.6㎛ 〈 dO 〈 3.2㎛…(3)

3.3㎛ 〈 dO 〈 4.2㎛…(4)

4.4㎛ 〈 dO 〈 5.0㎛…(5)

4.7㎛ 〈 dO 〈 5.7㎛…(6)

5.6㎛ 〈 dO 〈 6.5㎛…(7)

6.9㎛ 〈 dO 〈 8.1㎛…(8)

여기서, (1) 내지 (8)식은 각각 (n1, n2) = (2, 1), (3, 2), (4, 2), (5, 3), (6, 4), (7, 4), (8, 5), (10, 6)에 대응하는 단차 

깊이의 범위이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 파장(λ1)의 제1 광속에 대한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상기 회절

면을 갖는 구성 렌즈의 굴설율(N)은 1.5 〈 N 〈 1.6의 관계를 충족시키고, 상기 제1 파장(λ1) 및 제2 파장(λ2)은 1

.8 > λ2/λ1 > 1.3의 관계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상기 단차중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단차량(d), 상기 회절 차수(n

1) 및 상기 회절 차수(n2)의 조합이 하기 (a) 내지 (f)중 적어나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a) (n1, n2) = (4, 2) 또한 2.6㎛ 〈 d 〈 3.2㎛

(b) (n1, n2) = (5, 3) 또한 3.3㎛ 〈 d 〈 4.2㎛

(c) (n1, n2) = (6, 4) 또한 4.4㎛ 〈 d 〈 5.0㎛

(d) (n1, n2) = (7, 4) 또한 4.7㎛ 〈 d 〈 5.7㎛

(e) (n1, n2) = (8, 5) 또한 5.6㎛ 〈 d 〈 6.5㎛

(f) (n1, n2) = (10, 6) 또한 6.9㎛ 〈 d 〈 8.1㎛

이하, (a)의 조합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상술의 구성에 의해, 예를 들면 종래의 DVD 등의 광 디스크와 고밀도 DVD의 광 디스크를 사용할 때에 각각 최대 회

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으로 1차와 2차의 조 합 혹은 2차와 3차와 같은 낮은 차수의 회절광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 회

절 구조의 광축에 수직인 방향의 윤대 폭이 너무 작아지거나 유효 직경내의 윤대 갯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광학 

소자 형성시의 전사성이 악화되어 광 투과량이 저하되거나 금형 가공에 시간이 걸려 코스트 상승을 초래한다는 문제

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임의의 회절 차수(m)와 임의의 최적화 파장(λB)으로 최적화된 광축 방향 단면 형상이 톱니형인 회절 구조를 생각한

다면, 이 회절 구조의 임의의 회절 차수(n), 임의의 회절 효율{ηm(λ)}은 다소의 근사를 포함하는 이하의 식으로 나

타내어진다.

[수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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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α는 이하의 식으로 부여된다.

[수학식 2]

식중, n λ 는 파장 λ에서의 회절 광학 소자의 회절율이고, n λB 는 파장 λB에서의 회절 광학 소자의 굴절율을 나

타낸다.

또한, 이 회절 구조의 개략 확대도인 도29에서의 광축 방향의 단차량을 dB라 한다면, 회절 차수(m), 최적화 파장(λB

) 및 파장(λB)에서의 회절 광학 소자의 굴 절율(n λB )에는 이하의 관계가 성립된다.

[수학식 3]

도30은 횡축에 광축 방향의 단차량(dB), 종축에 회절 구조의 회절 효율 변화를 산출한 결과를 도시한 도면으로, 도면

의 B4는 파장 405nm의 청색 광속의 4차 회절광의 회절 효율, R2는 파장 655nm의 적색 광속의 2차 회절광의 회절 

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회절 광학 소자의 굴절율은 405nm에서 1.5601이며, 655nm에서 1.5407이다. 단차량(dB)

을 2.65㎛에서 2.8㎛의 사이로 설정하면 고밀도 DVD에 사용하는 청색 405nm 부근과 DVD에 사용하는 655nm 부근

의 각각의 파장 영역에서 70% 이상이라는 높은 회절 효율이 얻어진다. 또한, 청색 405nm의 파장의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n1)를 4 이상으로 하면 광축에 수직인 방향의 

윤대폭(P)이 커지므로, 성형시의 회절 구조의 전사성이 높아져 높은 광 투과율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유효 직경내의 

갯수가 적어도 됨에 따라 금형 가공에 요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그 결과 회절 광학 소자의 제조 코스트를 삭감할 수 

있다.

굴절 파워를 갖는 굴멸면상에 회절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광축으로부터 먼 위치에 있는 단차만큼 그 단차량과 상

기의 [수학식 3]에서 구해지는 단차량 사이의 차가 커진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있어서, 회절 구조의 단차량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단차량(d)을 가리킨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회절 구조가 회절 차수(m)와 최적화 파장(λB)으로 최적화되어 있다」 혹은 「회절 차수(m)

와 최적화 파장(λB)으로 회절 구조를 최적화한다」란, 파장 λB의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회절 차수(m)의 회절광

의 회절 효율이 이론적으로 100%가 되도록 회절 구조의 단차의 단차량을 결정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며, 이때의 회절

차수(m)를 최적화 차수라 부른다.

그리고, 실제로 제작된 회절 광학 소자의 회절 구조의 최적화 차수(m)와 최적화 파장(λB)은,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

차의 단차량을 d, 제i 파장(λi)의 제i 광속(i = 1 또는 2)에 대한 회절 광학 소자의 회절율을 Ni라 하면,

λB(㎛) = d(㎛) x (Ni - 1)/m에 의해 구해진다.

여기서 m은, Y를 사사오입해서 얻어지는 정수를 INT(Y)라 하면,

m = INT(Y)

Y = d(㎛) x (Ni - 1)/λ1(㎛)에 의해 산출된다.

도30에 예를 들어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이용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는 파장 차이가 큰 파장(λ1)과 파

장(λ2)에 대하여 (a)식을 충족시키도록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단차량(d)을 결정함에 따라 회절 구조의 회절 작

용을 통해 파장(λ1) 부근의 파장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의 색수차를 보정하여도 파장(λ2) 부근의 파장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의 색수차가 과잉 보정되지 않으며, 또한 파장(λ1)의 제1 광속과 파장(λ2)의 제2 광속으로 각각의 파장 영

역에서 높은 회절 효율이 얻어진다. 또한, 제1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

절광의 회절 차수(n1)를 4로 함에 따라 광축에 수직인 방향의 윤대 폭(P)이 커지므로, 성형시의 회절 구조의 전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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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져 유효 직경내의 갯수가 적어도 되므로, 금형 가공에 요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그 결과 회절 광학 소자의 제조 

코스트를 삭감할 수 있다.

또한, 회절 구조와 같은 미세 구조를 금형을 이용한 성형법을 통해 렌즈면상에 제작하기 위해서는 색수차 보정용 광

학 소자로 성형시의 전사성이 뛰어난 플라스틱 렌즈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플라스틱 렌즈의 굴절율은 일반적

으로 1.5 내지 1.6의 범위내이다. 이에, 상기 제1 파장(λ1)의 제1 광속에 대한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상기 

회절면을 갖는 구성 렌즈의 굴절율(N)을 상기와 같이 규정하였다.

상기 (a)의 조합을 충족시키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이용하는 경우, 상기 회절 구조가 상기 회절 차수(n1)와 최

적화 파장(λB)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이하의 식을 충족시키면 고밀도 DVD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

할 수 있다.

370(nm) 〈 λB 〈 410(nm)

상기 (a)의 조합을 충족시키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이용하는 경우, 상기 회절 구조가 상기 회절 차수(n2)와 최

적화 파장(λB')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이하의 식을 충족시키면 종래의 DVD 등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할 수 있다.

710(nm) 〈 λB' 〈 790(nm)

상기 (b)의 조합을 충족시키는 회절 차수를 이용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 자의 경우, 도30에 예를 들어 설명한 바

와 같이 본 발명에 이용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는 파장 차이가 큰 파장(λ1)과 파장(λ2)에 대하여 (b)식을 충

족시키도록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단차량(d)을 결정함에 따라 회절 구조의 회절 작용을 통해 파장(λ1) 부근의 

파장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의 색수차를 보정하여도 파장(λ2) 부근의 파장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의 색수차가 과잉 보

정되지 않으며, 또한 파장(λ1)의 제1 광속과 파장(λ2)의 제2 광속으로 각각의 파장 영역에서 높은 회절 효율이 얻어

진다. 또한, 제1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n1)를 5로 함

에 따라 광축에 수직인 방향의 윤대폭(P)이 커지므로, 성형시의 회절 구조의 전사성이 높아져 유효 직경내의 윤대 갯

수가 적어도 되므로, 금형 가공에 요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그 결과 회절 광학 소자의 제조 코스트를 삭감할 수 있다.

상기 (b)의 조합을 충족시키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이용하는 경우, 상기 회절 구조가 상기 회절 차수(n1)와 최

적화 파장(λB)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이하의 식을 충족시키면 고밀도 DVD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

할 수 있다.

380(nm) 〈 λB 〈 430(nm)

상기 (b)의 조합을 충족시키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이용하는 경우, 상기 회절 구조가 상기 회절 차수(n2)와 최

적화 파장(λB')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이하의 식을 충족시키면 종래의 DVD 등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할 수 있다.

610(nm) 〈 λB' 〈 690(nm)

상기 (c)의 조합을 충족시키는 회절 차수를 이용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경우, 도30에 예를 들어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이용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는 파장 차이가 큰 파장(λ1)과 파장(λ2)에 대하여 (c)식을 충족시

키도록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단차량(d)을 결정함에 따라 회절 구조의 회절 작용을 통해 파장(λ1) 부근의 파장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의 색수차를 보정하여도 파장(λ2) 부근의 파장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의 색수차가 과잉 보정되

지 않으며, 또한 파장(λ1)의 제1 광속과 파장(λ2)의 제2 광속으로 각각의 파장 영역에서 높은 회절 효율이 얻어진다

. 또한, 제1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n1)를 6으로 함에

따라 광축에 수직인 방향의 윤대폭(P)이 커지므로, 성형시의 회절 구조의 전사성이 높아져 유효 직경내의 윤대 갯수

가 적어도 되므로, 금형 가공에 요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그 결과 회절 광학 소자의 제조 코스트를 삭감할 수 있다.

상기 (c)의 조합을 충족시키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이용하는 경우, 상기 회절 구조가 상기 회절 차수(n1)와 최

적화 파장(λB)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이하의 식을 충족시키면 고밀도 DVD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

할 수 있다.

410(nm) 〈 λB 〈 430(nm)

상기 (c)의 조합을 충족시키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이용하는 경우, 상기 회절 구조가 상기 회절 차수(n2)와 최

적화 파장(λB')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므 로, 이하의 식을 충족시키면 종래의 DVD 등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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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다.

600(nm) 〈 λB' 〈 630(nm)

상기 (d)의 조합을 충족시키는 회절 차수를 이용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경우, 도30에 예를 들어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이용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는 파장 차이가 큰 파장(λ1)과 파장(λ2)에 대하여 (d)식을 충족시

키도록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단차량(d)을 결정함에 따라 회절 구조의 회절 작용을 통해 파장(λ1) 부근의 파장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의 색수차를 보정하여도 파장(λ2) 부근의 파장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의 색수차가 과잉 보정되

지 않으며, 또한 파장(λ1)의 제1 광속과 파장(λ2)의 제2 광속으로 각각의 파장 영역에서 높은 회절 효율이 얻어진다

. 또한, 제1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n1)를 7로 함에 

따라 광축에 수직인 방향의 윤대폭(P)이 커지므로, 성형시의 회절 구조의 전사성이 높아져 유효 직경내의 윤대 갯수

가 적어도 되므로, 금형 가공에 요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그 결과 회절 광학 소자의 제조 코스트를 삭감할 수 있다.

상기 (d)의 조합을 충족시키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이용하는 경우, 상기 회절 구조가 상기 회절 차수(n1)와 최

적화 파장(λB)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이하의 식을 충족시키면 고밀도 DVD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

할 수 있다.

385(nm) 〈 λB 〈 420(nm)

상기 (d)의 조합을 충족시키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이용하는 경우, 상기 회절 구조가 상기 회절 차수(n2)와 최

적화 파장(λB')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이하의 식을 충족시키면 종래의 DVD 등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할 수 있다.

650(nm) 〈 λB' 〈 710(nm)

상기 (e)의 조합을 충족시키는 회절 차수를 이용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경우, 도30에 예를 들어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이용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는 파장 차이가 큰 파장(λ1)과 파장(λ2)에 대하여 (e)식을 충족시

키도록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단차량(d)을 결정함에 따라 회절 구조의 회절 작용을 통해 파장(λ1) 부근의 파장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의 색수차를 보정하여도 파장(λ2) 부근의 파장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의 색수차가 과잉 보정되

지 않으며, 또한 파장(λ1)의 제1 광속과 파장(λ2)의 제2 광속으로 각각의 파장 영역에서 높은 회절 효율이 얻어진다

. 또한, 제1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n1)를 8로 함에 

따라 광축에 수직인 방향의 윤대폭(P)이 커지므로, 성형시의 회절 구조의 전사성이 높아져 유효 직경내의 윤대 갯수

가 적어도 되므로, 금형 가공에 요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그 결과 회절 광학 소자의 제조 코스트를 삭감할 수 있다.

상기 (e)의 조합을 충족시키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이용하는 경우, 상기 회절 구조가 상기 회절 차수(n1)와 최

적화 파장(λB)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이하의 식을 충족시키면 고밀도 DVD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

할 수 있다.

395(nm) 〈 λB 〈 420(nm)

상기 (e)의 조합을 충족시키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이용하는 경우, 상기 회절 구조가 상기 회절 차수(n2)와 최

적화 파장(λB')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이하의 식을 충족시키면 종래의 DVD 등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할 수 있다.

610(nm) 〈 λB' 〈 650(nm)

상기 (f)의 조합을 충족시키는 회절 차수를 이용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경우, 도30에 예를 들어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이용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는 파장 차이가 큰 파장(λ1)과 파장(λ2)에 대하여 (f)식을 충족시

키도록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단차량(d)을 결정함에 따라 회절 구조의 회절 작용을 통해 파장(λ1) 부근의 파장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의 색수차를 보정하여도 파장(λ2) 부근의 파장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의 색수차가 과잉 보정되

지 않으며, 또한 파장(λ1)의 제1 광속과 파장(λ2)의 제2 광속으로 각각의 파장 영역에서 높은 회절 효율이 얻어진다

. 또한, 제1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n1)를 10으로 함

에 따라 광축에 수직인 방향의 윤대폭(P)이 커지므로, 성형시의 회절 구조의 전사성이 높아져 유효 직경내의 윤대 갯

수가 적어도 되므로, 금형 가공에 요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그 결과 회절 광학 소자의 제조 코스트를 삭감할 수 있다.

상기 (f)의 조합을 충족시키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이용하는 경우, 상기 회절 구조가 상기 회절 차수(n1)와 최

적화 파장(λB)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이하의 식을 충족시키면 고밀도 DVD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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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nm) 〈 λB 〈 420(nm)

상기 (f)의 조합을 충족시키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이용하는 경우, 상기 회절 구조가 상기 회절 차수(n2)와 최

적화 파장(λB')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이하의 식을 충족시키면 종래의 DVD 등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할 수 있다.

600(nm) 〈 λB' 〈 650(nm)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는 상기 제1 파장(λ1) 및 상기 제2 파장(λ2)과는 다른 제3 파장(λ3)의 제3 광속을 사출하는

제3 광원을 가지며,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이 상기 제3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제3 광원을 상기 제1 및 제2 광 디스크

와는 다른 기록 밀도를 갖는 제3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에 집광시키는 동시에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가 상기

제1 내지 제3 광속의 공통 광로중에 배치되고, 상기 제2 파장(λ2)은 600nm에서 700nm 범위내, 상기 제3 파장(λ3)

은 730nm에서 830nm 범위내의 파장이며,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에 상기 제1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

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과를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를 n1라 하고, 상기 제2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차수를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를 n2라 하며, 상기 제3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

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를 n3라 하면, 상기 회절 차수(n1)와 상 기 회절 차수(n2)와 상기 회절

차수(n3)의 조합이 (n1, n2, n3) = (2, 1, 1), (4, 2, 2), (6, 4, 3), (8, 5, 4), (10, 6, 5)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회절 차수(n1)와 회절 차수(n2)와 회절 차수(n3)의 조합이 (n1, n2, n3) = (2, 1, 1), (4, 2, 2), (6, 4

, 3), (8, 5, 4), (10, 6, 5)중 어느 하나이도록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윤대의 단차 깊이를 설계하면 각각의 파장 

영역에서 충분한 회절 효율이 얻어지므로, 이러한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제1 광속과 제2 파장(λ2)의 제2 광속 

모두가 통과하는 광로중에 배치할 수 있어 소형화, 경량화, 저코스트화에 적합한 광 픽업 장치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제1 파장(λ1)의 파장 영역에서 축상 색수차를 보정하는 경우에도 600nm에서 700nm 범위내, 및 730nm에서 830n

m 범위 내의 파장 영역에서의 축상 색수차 보정이 지나치게 과잉되지 않으므로, 고밀도 광 디스크와 DVD와 CD의 어

떤 것에 대해서도 양호한 기록 특성을 갖는 광 픽업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 렌즈의 광학면상에 회절 차수(n1), 회절 차수(n2) 및 회절 차수(n3)의 조합이 상기와 같은 회절 구조

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회절 구조의 단차중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dO)가 다음 식(

9) 내지 (13)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도록 하면 좋다.

1.2㎛ 〈 dO 〈 1.7㎛…(9)

2.6㎛ 〈 dO 〈 3.0㎛…(10)

4.4㎛ 〈 dO 〈 5.0㎛…(11)

5.6㎛ 〈 dO 〈 6.5㎛…(12)

6.9㎛ 〈 dO 〈 8.1㎛…(13)

여기서, (9) 내지 (13)식은 각각 (n1, n2, n3) = (2, 1, 1), (4, 2, 2), (6, 4, 3), (8, 5, 4), (10, 6, 5)에 대응하는 단차 깊

이의 범위이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는 상기 제1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제1 광속 및 제2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제2 광속의 발산

각을 변환하여 상기 대물 렌즈 유닛으로 유도하는 커플링 렌즈를 가지며, 상기 커플링 렌즈는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

학 소자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커플링 렌즈는 적어도 하나의 플라스틱 렌즈를 갖는 동시에 상기 색수차 보정

용 광학 소자의 회절면은 상기 커플링 렌즈로부터 사출되는 상기 제1 광속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발산각 또는 수렴각의

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기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 픽업 장치에서는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발산 광속의 발산각을 변환시키는 커플링 렌즈가 대물 렌즈로 전치된다. 

커플링 렌즈에는 NA가 0.05 내지 0.2 정도인 무수차 렌즈가 이용되며, 레이저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발산 광속을 

평행 광속으로 콜리메이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술의 커플링 렌즈를 플라스틱 렌즈로 구성하면 저가이며 안정된 성능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지만, 플라스틱 렌즈는

온도 변화에 따라 초점 거리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커플링 렌즈로부터 사출되는 발산각이 온도 변화에 따라 변화

한다. 그 결과, 대물 렌즈의 물점 위치가 변화되어 구면수차가 열화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 구면수차의 열화는 대물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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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의 NA의 4승에 비례하여 증대되기 때문에 NA 0.85 의 대물 렌즈를 사용하는 고밀도 광 디스크에서는 상술의 문제

가 한층 더 현저해진다.

상술의 구성에 따르면, 온도 변화에 따른 커플링 렌즈의 굴절율 변화에 기인하는 사출 광속의 발산 각도 변화가 온도 

변화에 따른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의 파장 변화에 따른 회절 파워의 변화에 의해 보상되도록 회절면의 근축 파워를 

결정하면 환경 온도가 변화하여도 커플링 렌즈로부터 사출되는 광속의 발산도 변화를 거의 제로로 할 수 있다. 따라

서, NA 0.85의 대물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온도 변화에 따라 대물 렌즈의 배율이 변화하지 않으므로 구면수차가 

열화되지 않는다. 또한, 온도 변화에 따른 커플링 렌즈로부터의 사출 광속의 발산도 변화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회

절면의 근축 파워와 청자색 영역에서의 색수차를 보정하기 위해 필요한 회절면의 근축 파워의 부호가 동일한 정 방향

이므로, 청자색 영역에서의 색수차 보정과 온도 변화에 따른 커플링 렌즈로부터의 사출 광속의 발산도 변화의 보상을

양립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가 상기 제2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 보다 크므로, 상기 제1 광 디스크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의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개구수를 NA1, 상기 제1 광 디스크에 정보의 기록 및/

또는 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의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배율을 m1, 상기 제1 광 디스크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의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상기 λ1에 대한 초점 거리를 f1(mm), 상기 제1 파장을 λ1(mm), 상기 커플

링 렌즈의 상기 λ1 에 대한 초점 거리를 f c (mm), 상기 커플링 렌즈의 상기 λ1에 대한 굴절율을 n, 상기 커플링 렌

즈의 선팽창 계수를 α, 상기 회절면의 상기 λ1에 대한 근축 파워를 P D (mm -1 ), 상기 커플링 렌즈의 상기 λ1에 

대한 근축 파워를 P C (mm -1 ), 상기 커플링 렌즈의 온도 변화에 대한 굴절율 변화율을 dn/dt, 상기 커플링 렌즈의 

파장 변화에 대한 굴절율 변화율을 dn/dλ, 상기 제1 광원의 온도 변화에 대한 파장 변화율을 dλ/dt라 했을 때, 다음 

식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NA1·(1 - m1)] 4 ·(f1 2 /f c )·│c1 + (c2 - c1)·P D /P C │ 〈 0.13·λ1

단,

c1 = 1/(n-1)·dn/dt + 1/(n - 1)·dn/dλ·dλ/dt - αc2 = 1/λ1·dλ/dt - 2α

이며, 상기 P D 는 상기 회절 구조에 따른 광로 길이 부가량을 다음의 식1로 나타내어지는 광로차 함수로 정의하며, 

상기 회절 구조에 상기 제1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를

n1이라 했을 때,

P D = -2·n1·B 2 ·(λ1/λB)

로 나타내어지는 것으로 한다.

[수학식 4]

또한, 상기 식4에서 h(mm)는 광축에 수직인 방향의 높이, B2j는 광로차 함수 계수, n은 입사 광속의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 λ(nm)은 상기 회절 구조에 입사되는 광속의 파장, λB(nm)은 상기 회절 구조

의 제조 파장을 나타낸다.

온도 변화에 따른 커플링 렌즈로부터의 사출 광속의 발산도 변화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하의 식을 충족

시키도록 회절면의 근축 파워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A1·(1 - m1)] 4 ·(f1 2 /f c )·│c1 + (c2 - c1)·P D /P C │ 〈 0.13·λ1

단,

c1 = 1/(n-1)·dn/dt + 1/(n - 1)·dn/dλ·dλ/dt - α, c2 = 1/λ1·dλ/dt - 2α

온도 변화에 따라 커플링 렌즈의 초점 거리가 변화되었을 때의 대물 렌즈의 파면 수차 변화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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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물 렌즈와 커플링 렌즈로 구성된 광학계에 있어서, 커플링 렌즈의 초점 거리의 변화에 의해 대물 렌즈의 물점

위치가 변화하고, 대물 렌즈의 배율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되는 대물 렌즈의 파면 수차 변화를 생각한다. 또한, 배율 변

화시에 대물 렌즈는 디포커스 성분이 제로가 되도록 포커싱하는 것으로 한다.

대물 렌즈의 파장(λ1)에 대한 배율(m1)의 변화에 따른 대물 렌즈의 파면 수차(W 0 )(mm 단위의 RMS치)의 변화 비

율(dW 0 /dm 0 )은, 고밀도 광 디스크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의 대물 렌즈의 개구수를 NA1, 

파장(λ1)에 대한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를 f1(mm), 비례 계수를 β라 하면 다음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dW 0 /dm 0 = β·[NA1·(1 - m1)] 4 ·f1

또한, NA1 = 0.85, λ1 = 405nm의 단옥 렌즈로 검토한 바, β의 절대치는 0.018 정도였다.

또한, 커플링 렌즈의 초점 거리의 변화에 따른 대물 렌즈의 배율 변화의 비율(dm 0 /df c )을 구하면, 커플링 렌즈로

부터의 사출 광속이 평행광에 가까운 경우에 근사적으로 다음 식이 얻어진다.

dm 0 /df c = f1/f c
2

다음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커플링 렌즈의 초점 거리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커플링 렌즈의 굴절 렌즈의 근

축 파워를 P R (mm -1 ), 커플링 렌즈의 회절면의 근축 파워를 P D (mm -1 )로 하고, 커플링 렌즈 전계의 근축 파워

를 P c = P R + P D (mm -1 )로 한다. 단, 복수의 광학면을 회절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회절면의 근축 파워의 총합을

P D 로 한다.

파장(λ1)에 대한 커플링 렌즈의 굴절율을 n, α를 선팽창 계수, t를 온도, 파장(λ1)에 대한 커플링 렌즈의 초점 거리

를 f c (mm)라 하면, 온도 변화에 따른 커플링 렌즈의 초점 거리의 변화 비율(df c /dt)은 다음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df c /dt = f c
2 ·dP c /dt = -f c

2 ·(c1·P R + c2·P D )

단,

c1 = 1/(n - 1)·dn/dt + 1/(n - 1)·dn/dλ·dλ/dt - α,

c2 = 1/λ1·dλ/dt - 2α

또는, P R = P c - P D 를 이용하면 다음 식이 된다.

df c /dt = f c
2 ·[c1·(P c - P D ) + c2·P D ]

= -f c
2 ·P c ·[c1 + (c2 - c1)·(P D /P c )]

= -f c ·[c1 + (c2 - c1)·(P D /P c )]

이상을 정리하면, 이 광학계에 있어서 온도 변화(△t)에 대한 대물 렌즈의 파면 수차의 변화(△W O )(mm 단위의 RM

S치)는 다음 식이 된다.

△W O = (dW O /dm O )·｜(dm O /df c )·(df c /dt)·△t｜

전술의 구성에 따르면, 커플링 렌즈에 적절한 근축 파워를 갖는 회절면을 설 치함으로써, 이 변화(△W O )를 작게 억

제할 수 있다.

즉, 대물 렌즈의 기준 상태의 파면 수차를 제로로 가정하고, 30도의 온도 변화에 대한 파면 수차의 변화를 0.07λ1R

MS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다음의 조건을 얻는다.

△W O = (dW O )/dm O )·｜(dm O /df c )·(df c /dt)·30｜〈 0.07·λ1

이 식에 전술의 관계를 이용하면 다음의 조건식이 얻어진다.

[NA1·(1 - m1)] 4 ·(f1 2 /f c )·｜c1 + (c2 - c1)·P D /P c ｜ 〈 0.13·λ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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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관계식을 충족시키도록 회절면의 근축 파워를 설정하면 온도가 변하여도 레이저 광원의 발광점과 커플링 렌

즈의 초점 위치의 위치 관계가 거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따른 커플링 렌즈로부터의 사출 광속의 발산도 

변화를 보상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식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c1 + (c2 - c1)·P D /P c ｜/f c 〈 0.08·λ1(mm)

또한, NA1 = 0.85, f1 = 1.765mm, m1 = 0인 표준 사양의 대물 렌즈를 사용하는 광 픽업 장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기와 같은 커플링 렌즈의 실용적인 조건 범위로서,

｜c1 + (c2 - c1)·P D /P c ｜/f c 〈 0.08·λ1

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근축 파워가 부인 광학면을 적어도 하나 가지며, 

광축에 대략 평행한 상태로 입사되는 상기 제1 광속을 대략 평행한 상태로 사출하는 1군 구성의 광학 소자인 것이 바

람직하다.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1군 구성의 광학 소자에 있어서 굴절 렌즈의 제1 파장(λ1)에 대한 근축 파워와 회절면의 제1 

파장(λ1)에 대한 근축 파워의 절대치를 거의 동일하게 구성하면 평행 광속중에 배치 가능한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

자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의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는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으로 액정 소자를 이용하

는 광 픽업 장치에 가장 적합하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은 상기 2종류의 광 디스크중 소정의 기록 밀도를 갖는 광 디

스크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1 대물 렌즈와, 상기 소정의 기록 밀도를 갖는 광 디스

크 이외의 광 디스크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2 대물 렌즈의 적어도 2종류의 대물 렌

즈와, 이들 대물 렌즈를 선택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물 렌즈 전환 기구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 픽업 장치의 구성을 간략화하여 저코스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래 대물 렌즈를 포함하는 광학 부품을 고밀도

광 디스크와 DVD, CD에 대하여 공통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밀도 광 디스크에 사용 가능한 광원이 제한

되어 있으며, 정보의 기록/재생에 사용되는 파장은 대략 정해져 있으나 보호층의 두께나 개구수 등의 광학적 사양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고밀도 광 디스크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에 이용되는 대물 렌즈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설계의 용장성까지

도 넘겨둘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공통의 대물 렌즈를 이용하여 DVD나 CD에 대해서도 정보의 기록/재생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은 수차 특성상 극히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상기와 같이 대물 렌즈 유닛을 소정의 기록 밀도를 갖는 광 디스크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

는 제1 대물 렌즈와 그 이외의 광 디스크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2 대물 렌즈의 적어도 2종

류의 대물 렌즈와, 대물 렌즈 전환 수단으로 구성하고,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에 따라 사용되는 대물 렌즈를 선택적으

로 전환함으로써, 고밀도 광 디스크, DVD 및 CD 등의 여러 종류의 광 디스크에 대하여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적절

하게 정보를 기록/재생할 수 있는 광 픽업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광 픽업 장치의 광학 부품 점수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본래 색수차 보정을 위한 회절 구조를 고밀도 광 디스크에 정보

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에 사용하는 대물 렌즈의 광학면상에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밀도 광 디스크

용 대물 렌즈는 큰 파워를 필요로 하므로, 광학면의 곡률 반경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곡률 반경이 작은 

광학면상에 회절 구조를 형성하면 윤대 단차에 의한 광선의 차임에 의해 광 이용 효율이 저하되므로, 광 이용 효율의 

관점에서는 색수차 보정을 위한 회절 구조를 대물 렌즈 이외의 광학 부품의 광학면상에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청자색 영역에서 최적화된 회절 구조가 형성된 광학 부품을 청자 색 레이저 광원으로부터의 광속만이 통과

하는 광로중에 배치하는 것은 광학 부품 점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는 고밀도 광 디스크용 청자색 레이저 광원과 DVD나 CD용 레이저 광원

으로부터의 광속이 통과하는 광로중에 배치하는 편이 바람직한데, 본 발명에 의한 광 픽업 장치에서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회절 구조의 윤대 단차의 깊이를 상술한 바와 같이 설계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광원의 파장 영역에서 충

분한 회절 효율이 얻어짐에 따라 관련된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고밀도 광 디스크용 청자색 레이저 광원과 DVD

나 CD용 레이저 광원으로부터의 광속이 통과하는 광로중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져 소형화, 경량화, 저코스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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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광 픽업 장치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는 상기 제2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 보다 크고, 상

기 제1 광 디스크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할 때의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개구수는 0.8 이상인 것이 바람

직하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는 상기 제2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 보다 크며, 상

기 제1 광 디스크는 그 정보 기록면상에 두께가 0.07 내지 0.13mm 범위내인 제1 보호층을 가지고, 상기 제2 광 디스

크는 그 정보 기록면상에 두께가 0.55 내지 0.65mm 범위내인 제2 보호층을 가지며, 상기 제1 광속을 상기 제1 광 디

스크 및 제2 광 디스크 각각의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시킴으로써, 상기 제1 광 디스크 및 상기 제2 광 디스크에 대한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밀도 광 디스크에 사용 가능한 광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정보의 기록/재생에 사용되는 파장은 대

략 정해져 있으나 보호층의 두께나 개구수 등의 광학적 사양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고밀도 광 디스크로 

개구수(NA) 0.85, 보호층의 두께 0.1mm의 사양이나 개구수(NA) 0.65, 보호층의 두께 0.6mm의 사양이 검토되고 있

다. 고밀도 광 디스크용 광 디스크 플레이어가 이들 규격이 서로 다른 복수 종류의 고밀도 광 디스크에 적절하게 정보

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 제품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광 픽업 장치를 상기의 구성으로

제작하면 규격이 서로 다른 복수 종류의 고밀도 광 디스크에도 적절하게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광 픽업 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 픽업 장치는 또한 제3 파장(λ3)(730nm ≤ λ1 ≤830nm)의 제3 광속을 

사출하는 제3 광원을 가지며,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은 상기 제3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제3 광속을 상기 제1 및 제2 광

디스크와는 다른 기록 밀도를 갖는 제3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시키는 동시에 상기 제3 광속은 상기 색수

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투과하지 않고 상기 대물 렌즈 유닛에 입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밀도 광 디스크, DVD 및 CD에 대하여 콤퍼터블하게 기록/재생을 수행할 수 있는 대물 렌즈의 렌즈 설계에 있어서,

고밀도 광 디스크와 DVD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시의 배율을 동일(보다 바람직하게는 배율을 거의 제로로 한다)하

게 하고, CD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시의 배율을 고밀도 광 디스크와 DVD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시의 배율보다 

작은 부의 배율로 하면 각각의 광속에 대한 특성을 높일 수 있는 동시에 회절 효율도 높아지고, 또한 제품 오차에 대한

공차가 가장 큰 렌즈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대물 렌즈를 사용하는 광 픽업 장치에서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제1 광속 및 제2 광속의 공통 광로

에 배치하여 제1 광속 및 제2 광속은 각각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투과한 후에 대물 렌즈에 입사되고, 제3 광속은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투과하지 않고 대물 렌즈에 입사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광 픽업 장치에서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다른 기능을 갖는 광학 유닛과 일체화하는 것이 

부품 점수를 삭감하는 데에 있어서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제1 광원 및 제2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발산 광속을 평행

광속으로 변환하여 대물 렌즈로 유도하는 콜리메이터 렌즈의 광학면상에 회절 구조를 형성하면 콜리메이터 렌즈와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일체화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와 일체화된 콜리메이터 렌즈를 

액츄에이터를 통해 광축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구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이에 따라 콜리메티어 렌즈에 색수

차 보정용 광학 소자로서의 기능을 부가하여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의 기능을 지니게 할 수 있다.

또한, 광축 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익스팬더 렌즈의 광학면상에 회절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

닛의 기능을 갖는 익스팬더 렌즈에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기능을 지니게 하여도 된다.

또한, 본 발명과 같이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제3 광속이 통과하지 않는 구성의 경우에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유

닛의 제1 광속의 회절 차수(n1)와 제2 광속의 회절 차수(n2)의 조합을 (n1, n2) = (5, 3)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플라스틱 렌즈로 구성하는 경우, 이러한 조합의 회절 차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제1 광속의 

5차 회절광의 회절 효율과 제2 광속의 3차 회절광의 회절 효율을 모두 100%로 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파장에 대해

서도 높은 회절 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제3 광속이 통과하는 구성의 경우에는 제1 광속의 회절 차수(n1)와 제2 광속의 회

절 차수(n2)와 제3 광속의 회절 차수(n3)의 조합을 (n1, n2, n3) = (10, 6, 5)로 함으로써 각 광속의 회절 차수 모두를

100%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제1 광속의 회절 차수(n1)가 높은 차수이기 때문에 제1 광원이 ±5nm의 파장 오차를

갖는 경우에는 회절 효율이 6% 정도 저하된다. 이와 같은 광원의 파장 오차에 따른 회절 효율의 저하가 작은 차수의 

조합은 (n1, n2, n3) = (2, 1, 1)이지만, 이때의 각 광속의 회절 효율은 각각 100%, 87%, 100%로 제2 광속의 회절 효

율이 낮다. 또한, 상술한 (n1, n2) = (5, 3) 조합에서의 제1 광원의 ±5nm의 파장 오차에 대한 회절 효율 저하는 1.5%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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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통과하는 광속의 회절 효율 및 파장 오차에 대한 회절 효율 저하의 관점에서도,

제1 광속과 제2 광속은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통과하고 제3 광속은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통과하지 않는 

구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광 정보 기록 재생 장치는 상기 광 픽업 장치를 탑재하며, 상기 제1 광 디스크 및 상기 제2 광 디스크에 대

한 정보의 기록과 상기 제1 광 디스크 및 상기 제2 광 디스크에 기록된 정보의 재생중 적어도 한쪽을 실행 가능한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익스팬더 렌즈는 450nm 이하의 제1 파장(λ1)의 제1 광속을 사출하는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

장(λ1) 보다 1.3배 긴 제2 파장(λ2)의 제2 광속을 사출하는 제2 광원과; 상기 제1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제1 광속

을 제1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하고, 상기 제2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제2 광속을 상기 제1 광 디스크와는

다른 기록 밀도를 갖는 제2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하는 대물 렌즈 유닛을 구비하는 광 픽업 장치에 이용

되는 익스팬더 렌즈로, 상기 익스팬더 렌즈는 상기 제1 및 제2 광원과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사이이며 상기 제1 광속

및 상기 제2 광속의 공통 광로중에 배치되고, 상기 익스팬더 렌즈는 정 렌즈군 및 부 렌즈군을 가지며, 상기 익스팬더 

렌즈는 미세한 단차에 의해 분할되는 복수의 윤대로 이루어진 회절 구조가 형성된 회절면을 적어도 하나의 광학면에 

갖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가지며, 상기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는 상기 회절 구조에 상기 제1 광속이 입사되

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n1)에 비해 상기 제2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

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n2) 보다 낮은 차수가 되도록 설계되는 동시에 상기

익스팬더 렌즈를 구성하는 렌즈군중 적어도 하나의 렌즈군과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간격을 가변 조정하여 상기 대물

렌즈 유닛으로의 입사 광속의 여유 광선의 경사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익스팬더 렌즈에 있어서, 상기 제2 파장(λ2)은 600nm에서 700nm 범위내의 파장이며, 상기 회

절 차수(n1)와 상기 회절 차수(n2)의 조합은 (n1, n2) = (2, 1), (3, 2), (4, 2), (5, 3), (6, 4), (7, 4), (8, 5), (10, 6)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익스팬더 렌즈에 있어서,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상기 회절면을 갖는 구성 렌즈의 상기 

제1 파장(λ1)에 대한 굴절율은 1.5 내지 1.6 범위이며, 또한 d선(파장 587.6nm)에 대한 아베수는 50 내지 60 범위

내인 동시에 상기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d0)는 상기 (1)식 내지 (8)식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

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 dO 〈 1.7㎛…(1)

1.9㎛ 〈 dO 〈 2.6㎛…(2)

2.6㎛ 〈 dO 〈 3.2㎛…(3)

3.3㎛ 〈 dO 〈 4.2㎛…(4)

4.4㎛ 〈 dO 〈 5.0㎛…(5)

4.7㎛ 〈 dO 〈 5.7㎛…(6)

5.6㎛ 〈 dO 〈 6.5㎛…(7)

6.9㎛ 〈 dO 〈 8.1㎛…(8)

본 발명에 이용되는 익스팬더 렌즈에 있어서, 상기 광 픽업 장치는 상기 제1 파장(λ1) 및 상기 제2 파장(λ2)과는 다

른 제3 파장(λ3)의 제3 광속을 사출하는 제3 광원을 가지며,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은 상기 제3 광원으로부터 사출되

는 제3 광속을 상기 제1 및 제2 광 디스크와는 다른 기록 밀도를 갖는 제3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하는 동

시에 상기 익스팬더 렌즈는 상기 제1 내지 제3 광속의 공통 광로중에 배치되며, 상기 제2 파장(λ2)은 600nm에서 70

0nm 범위내, 상기 제3 파장(λ3)은 730nm에서 830nm 범위내의 파장이고, 상기 회절 구조에 상기 제3 광속이 입사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를 n3라 했을 때, 상기 회절 차수(n1)와 상

기 회절 차수(n2)와 상기 회절 차수(n3)의 조합은 (n1, n2, n3) = (2, 1, 1), (4, 2, 2), (6, 4, 3), (8, 5, 4), (10, 6, 5)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익스팬더 렌즈에 있어서,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상기 회절면을 갖는 구성 렌즈의 상기 

제1 파장(λ1)에 대한 굴절율은 1.5 내지 1.6 범위이며, 또한 d선(파장 587.6nm)에 대한 아베수는 50 내지 60 범위

내인 동시에 상기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d0)는 하기 (9)식 내지 (13)식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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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1.2㎛ 〈 dO 〈 1.7㎛…(9)

2.6㎛ 〈 dO 〈 3.0㎛…(10)

4.4㎛ 〈 dO 〈 5.0㎛…(11)

5.6㎛ 〈 dO 〈 6.5㎛…(12)

6.9㎛ 〈 dO 〈 8.1㎛…(13)

본 발명에 이용되는 커플링 렌즈는 450nm 이하의 제1 파장(λ1)의 제1 광속을 사출하는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

λ1) 보다 1.3배 긴 제2 파장(λ2)의 제2 광속을 사출하는 제2 광원과; 상기 제1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제1 광속을 

제1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하고, 상기 제2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제2 광속을 상기 제1 광 디스크와는 다

른 기록 밀도를 갖는 제2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하는 대물 렌즈 유닛을 구비하는 광 픽업 장치에 이용되는

커플링 렌즈로, 상기 커플링 렌즈는 상기 제1 및 제2 광원과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사이이며 상기 제1 광속 및 상기 

제2 광속의 공통 광로중에 설치되고, 상기 커플링 렌즈는 정 렌즈군 및 부 렌즈군을 가지며, 상기 커플링 렌즈는 미세

한 단차에 의해 분할되는 복수의 윤대로 이루어진 회절 구조가 형성된 회절면을 적어도 하나의 광학면에 갖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가지며, 상기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는 상기 회절 구조에 상기 제1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

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n1)에 비해 상기 제2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n2) 보다 낮은 차수가 되도록 설계되는 동시에 상기 커플링을 

구성하는 렌즈군중 적어도 하나의 렌즈군과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간격을 가변 조정하여 상기 대물 렌즈 유닛으로의

입사 광속의 여유 광선의 경사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커플링 렌즈에 있어서, 상기 제2 파장(λ2)은 600nm에서 700nm 범위내의 파장이며, 상기 회절 

차수(n1)와 상기 회절 차수(n2)의 조합은 (n1, n2) = (2, 1), (3, 2), (4, 2), (5, 3), (6, 4), (7, 4), (8, 5), (10, 6)중 어

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커플링 렌즈에 있어서,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상기 회절면을 갖는 구성 렌즈의 상기 제

1 파장(λ1)에 대한 굴절율은 1.5 내지 1.6 범위이고, 또한 d선(파장 587.6nm)에 대한 아베수는 50 내지 60 범위내

인 동시에 상기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d0)는 하기 (1)식 내지 (8)식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 dO 〈 1.7㎛…(1)

1.9㎛ 〈 dO 〈 2.6㎛…(2)

2.6㎛ 〈 dO 〈 3.2㎛…(3)

3.3㎛ 〈 dO 〈 4.2㎛…(4)

4.4㎛ 〈 dO 〈 5.0㎛…(5)

4.7㎛ 〈 dO 〈 5.7㎛…(6)

5.6㎛ 〈 dO 〈 6.5㎛…(7)

6.9㎛ 〈 dO 〈 8.1㎛…(8)

본 발명에 이용되는 커플링 렌즈에 있어서, 상기 광 픽업 장치는 상기 제1 파장(λ1) 및 상기 제2 파장(λ2)과는 다른 

제3 파장(λ3)의 제3 광속을 사출하는 제3 광원을 가지며,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은 상기 제3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제3 광속을 상기 제1 및 제2 광 디스크와는 다른 기록 밀도를 갖는 제3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하는 동시

에 상기 커플링 렌즈는 상기 제1 내지 제3 광속의 공통 광로중에 배치되며, 상기 제2 파장(λ2)은 600nm에서 700nm

범위내, 상기 제3 파장(λ3)은 730nm에서 830nm 범위내의 파장이고, 상기 회절 구조에 상기 제3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 를 n3라 했을 때, 상기 회절 차수(n1)와 상기 

회절 차수(n2)와 상기 회절 차수(n3)의 조합은 (n1, n2, n3) = (2, 1, 1), (4, 2, 2), (6, 4, 3), (8, 5, 4), (10, 6, 5)중 어

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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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이용되는 커플링 렌즈에 있어서,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상기 회절면을 갖는 구성 렌즈의 상기 제

1 파장(λ1)에 대한 굴절율은 1.5 내지 1.6 범위이며, 또한 d선(파장 587.6nm)에 대한 아베수는 50 내지 60 범위내

인 동시에 상기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d0)는 하기 (9)식 내지 (13)식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

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1.2㎛ 〈 dO 〈 1.7㎛…(9)

2.6㎛ 〈 dO 〈 3.0㎛…(10)

4.4㎛ 〈 dO 〈 5.0㎛…(11)

5.6㎛ 〈 dO 〈 6.5㎛…(12)

6.9㎛ 〈 dO 〈 8.1㎛…(13)

본 발명에 이용되는 커플링 렌즈에 있어서, 상기 회절 차수(n1)와 상기 회절 차수(n2)의 조합은 (n1, n2) = (5, 3), (6,

4), (7, 4), (8, 5) 및 (10, 6)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고, (n1, n2) = (5, 3), (7, 4) 및 (10, 6)중 어느 하나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n1, n2) = (5, 3)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이용되는 커플링 렌즈에 있어서, 상기 커플링 렌즈의 구성 렌즈중 상기 회절면을 갖는 구성 렌즈의 상기 

제1 파장(λ1)에 대한 굴절율은 1.5 내지 1.6 범위내이며, 상기 회절면을 갖는 구성 렌즈의 d선(587.6nm)에 대한 아

베수는 50 내지 60 범위내인 동시에 상기 단차중 광축에 가까운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d0)는 다음 식 (4)식, (6)식

및 (8)식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 d0 〈 4.2㎛ (4)

4.7㎛ 〈 d0 〈 5.7㎛ (5)

6.9㎛ 〈 d0 〈 8.1㎛ (6)

본 발명에서 이용되는 커플링 렌즈에 있어서, 상기 광 픽업 장치는 상기 제1 파장(λ1) 및 상기 제2 파장(λ2)과는 다

른 제3 파장(λ3)의 제3 광속을 사출하는 제3 광원을 가지며,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은 상기 제3 광원으로부터 사출되

는 제3 광속을 상기 제1 및 제2 광 디스크와는 다른 기록 밀도를 갖는 제3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하는 동

시에 상기 커플링 렌즈는 상기 제1 내지 제3 광속의 공통 광로중에 배치되며, 상기 제2 파장(λ2)은 600nm에서 700

nm 범위내, 상기 제3 파장(λ3)은 730nm에서 830nm 범위내의 파장이고, 상기 회절 구조에 상기 제3 광속이 입사되

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를 n3라 했을 때, 상기 회절 차수(n1)와 상기

회절 차수(n2)와 상기 회절 차수(n3)의 조합은 (n1, n2, n3) = (2, 1, 1), (8, 5, 4), (10, 6, 5)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

직하다.

상술의 커플링 렌즈에 있어서, 상기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d)는 (9)식, (12)식 및 (13)식중 어

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 d0 〈 1.7㎛ (7)

5.6㎛ 〈 d0 〈 6.5㎛ (12)

6.9㎛ 〈 d0 〈 8.1㎛ (13)

본 발명에서 이용되는 커플링 렌즈에 있어서, 상기 커플링 렌즈는 적어도 하나의 플라스틱 렌즈를 갖는 동시에 상기 

회절면은 상기 커플링 렌즈로부터 사출되는 상기 제1 광속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발산각 또는 수렴각의 변화를 억제하

기 위한 기능을 갖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이용되는 커플링 렌즈에 있어서, 상기 제1 파장을 λ1(mm), 상기 커플링 렌즈의 상기 λ1에 대한 초점 

거리를 f c (mm), 상기 커플링 렌즈의 상기 λ1에 대한 굴절율을 n, 상기 커플링 렌즈의 선팽창 계수를 α, 상기 회절

면의 상기 λ1에 대한 근축 파워를 P D (mm -1 ), 상기 커플링 렌즈의 상기 λ1에 대한 근축 파워를 P c (mm -1 ), 

상기 커플링 렌즈의 온도 변화에 따른 굴절율 변화율을 dn/dt, 상기 커플링 렌즈의 파장 변화에 따른 굴절율 변화율을

dn/dλ, 상기 제1 광원의 온도 변화에 따른 파장 변화율을 dλ/dt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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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 (c2 - c1)·P D /P c ｜/f c 〈 0.08·λ1(mm)

단,

c1 = 1/(n - 1)·dn/dt + 1/(n - 1)·dn/dλ·dλ/dt - α, c2 = 1/λ1·dλ/dt - 2α

이며, 상기 P D 는 상기 회절 구조에 따른 광로 길이 부가량을 다음의 식1로 나타내어지는 광로차 함수로 정의하며, 

상기 회절 구조에 상기 제1 광속에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를

n1라 했을 때,

P D = -2·n1·B 2 ·(λ1/λB)

로 나타내어지는 것으로 한다.

[수학식 4]

또한, 상기 식4에서 h(mm)는 광축에 수직인 방향의 높이, B2j는 광로차 함수 계수, n은 입사 광속의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 λ(nm)는 상기 회절 구조에 입사되는 광속의 파장, λB(nm)은 상기 회절 구조

의 제조 파장을 나타낸다.

본 발명에서 이용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는 450nm 이하의 제1 파장(λ1)의 제1 광속을 사출하는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 보다 1.3배 긴 제2 파장(λ2)의 제2 광속을 사출하는 제2 광원과; 상기 제1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제

1 광속을 제1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하고, 상기 제2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제2 광속을 상기 제1 광 디스

크와는 다른 기록 밀도를 갖는 제2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하는 대물 렌즈 유닛을 구비하는 광 픽업 장치에

이용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로,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는 상기 제1 및 제2 광원과 상기 대물 렌즈 유닛

의 사이이며 상기 제1 광속 및 상기 제2 광속의 공통 광통로중에 배치되며, 광축에 대략 수평인 상태로 입사되는 상기

제1 광속을 대략 평행한 상태로 사출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인 동시에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는 미세한

단차에 의해 분할되는 복수의 윤대로 이루어진 회절 구조가 형성된 회절면을 적어도 하나의 광학면에 가지며, 상기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는 상기 회절 구조에 상기 제1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n1)에 비해 상기 제2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

절광의 회절 차수(n2) 보다 낮은 차수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에 있어서, 상기 회절 구조는 거시적으로 평면형인 광학면상에 형성되며,

그 반대측 광학면은 근축 파워가 부이며 상기 회절 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광학면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이용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에 있어서, 상기 제2 파장(λ2)은 600nm에서 700nm 범위내의 파장

이며, 상기 회절 차수(n1)와 상기 회절 차수(n2)의 조합은 (n1, n2) = (2, 1), (3, 2), (4, 2), (5, 3), (6, 4), (7, 4), (8, 5

), (10, 6)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에 있어서,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상기 회절면을 갖는 구성 렌

즈의 상기 제1 파장(λ1)에 대한 굴절율은 1.5 내지 1.6 범위이며, 또한 d선(파장 587.6nm)에 대한 아베수는 50 내지

60 범위 내인 동시에 상기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d0)는 하기 (1)식 내지 (8)식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 d0 〈 1.7㎛…(1)

1.9㎛ 〈 d0 〈 2.6㎛…(2)

2.6㎛ 〈 d0 〈 3.2㎛…(3)

3.3㎛ 〈 d0 〈 4.2㎛…(4)

4.4㎛ 〈 d0 〈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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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d0 〈 5.7㎛…(6)

5.6㎛ 〈 d0 〈 6.5㎛…(7)

6.9㎛ 〈 d0 〈 8.1㎛…(8)

본 발명에서 이용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에 있어서, 상기 광 픽업 장치는 상기 제1 파장(λ1) 및 상기 제2 파장

(λ2)과는 다른 제3 파장(λ3)의 제3 광속을 사출하는 제3 광원을 가지며,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은 상기 제3 광원으로

부터 사출되는 제3 광속을 상기 제1 및 제2 광 디스크와는 다른 기록 밀도를 갖는 제3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하는 동시에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는 상기 제1 내지 제3 광속의 공통 광로중에 배치되며, 상기 제2 파장(

λ2)은 600nm에서 700nm 범위내, 상기 제3 파장(λ3)은 730nm에서 830nm의 범위내의 파장이고, 상기 회절 구조

에 상기 제3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를 n3라 했을 때, 

상기 회절 차수(n1)와 상기 회절 차수(n2)와 상기 회절 차수(n3)의 조합은 (n1, n2, n3) = (2, 1, 1), (4, 2, 2), (6, 4, 3

), (8, 5, 4), (10, 6, 5)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이용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에 있어서,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상기 회절면을 갖는 구성 

렌즈의 상기 제1 파장(λ1)에 대한 굴절율은 1.5 내지 1.6 범위이며, 또한 d선(587.6nm)에 대한 아베수는 50 내지 6

0 범위내인 동시에 상기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d0)는 하기 (9)식 내지 (13)식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 d0 〈 1.7㎛…(9)

2.6㎛ 〈 d0 〈 3.0㎛…(10)

4.4㎛ 〈 d0 〈 5.0㎛…(11)

5.6㎛ 〈 d0 〈 6.5㎛…(12)

6.9㎛ 〈 d0 〈 8.1㎛…(13)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형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 실시 형태]

도1은 고밀도 광 디스크 HD와 DVD와 CD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수 있는 제1 

광 픽업 장치(PU1)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도이다.

고밀도 광 디스크 HD의 광학적 사양은 파장 405nm, 보호층 두께 0.6mm, 개구수(NA) 0.65이고, DVD의 광학적 사

양은 파장 655nm, 보호층 두께 0.6mm, 개구수(NA) 0.63이며, CD의 광학적 사양은 파장 785nm, 보호층 두께 1.2m

m, 개구수 0.50이다. 단, 파장, 보호층 두께 및 개구수의 조합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광 픽업 장치(PU1)는,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광되어 405nm의 레이저 광

속을 사출하는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와 광 검출기(PD1)가 일체화된 고밀도 광 디스크(HD)용 모듈(MD1), DVD

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광되어 655nm의 레이저 광속을 사출하는 제1 발광점(EP1)과, CD에 정보

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광되어 785nm의 레이저 광속을 사출하는 제2 발광점(EP2)과, DVD의 정보 기록

면(RL2)으로부터의 반사 광속을 수광하는 제1 수광부(DS1)와, CD의 정보 기록면(RL3)으로부터의 반사 광속을 수광

하는 제2 수광부(DS2)와, 프리즘(PS)으로 구성된 레이저 모듈(LM), 대물 렌즈(OBJ)와 2축 액츄에이터(AC2)와 고밀

도 광 디스크(HD)의 개구수(NA) 0.65에 대응하는 조리개(STO)로 구성된 대물 렌즈 유닛(OU), 편광 빔 스플리터(BS

), 콜리메이터 렌즈(COL), 부(負) 렌즈(NL)와 정(正) 렌즈(PL)로 구성된 익스팬더 렌즈(EXP)와, 1축 액츄에이터(AC1

)로 구성된 익스팬더 렌즈 유닛(EU)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도1에는 레이저 모듈(LM)의 측면도도 도시되어 있다.

또한, 고밀도 광 디스크(HD)용 광원으로 상술의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의 청자색 SHG 레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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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물 렌즈(OBJ)는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대하여 최적화된 양면 비구면 플라스틱 렌즈로, 그 광원측의 광학면

상에는 파장 선택성을 갖는 필터가 형성되어 있다. 이 필터는 파장에 따라 광속의 통과 영역을 제한하여 DVD에 대해

서는 개 구수(NA) 0.65를 실현하고, CD에 대해서는 개구수(NA) 0.50을 실현한다.

이러한 파장 선택성을 갖는 필터 대신에 제27회 광학 심포지움 강연 예고집의 55 내지 56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바

와 같은 회절 구조를 대물 렌즈(OBJ)의 광원측의 광학면상에 형성하여도 된다.

또한, 대물 렌즈 유닛(OU)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2축 액츄에이터(AC2)의 동작 제어를 수행하는 동작 제어 회로가 

설치되어 있다.

익스팬더 렌즈 유닛(EU)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으로서의 기능과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으로서의 기능을 겸

비하고 있다. 즉, 색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과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동일한 광학 유닛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익스팬더 렌즈(EXP)의 정 렌즈(PL)의 광학면상에는 청자색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OBJ)의 색수차를 보정하기 

위한 회절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도1의 확대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윤대의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d0)가 파장

405nm의 레이저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에 비해 파장

655nm 및 파장 785nm의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가 

보다 낮은 차수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파장 영역에서 충분한 회절 효율이 얻어지는 동시에 청자색 

영역에서 색수차를 보정하는 경우에도 파장 655nm 및 파장 785nm의 파장 영역에서의 색수차 보정이 지나치게 과잉

되지 않는다.

또한, 익스팬더 렌즈(EXP)의 부 렌즈(NL)가 1축 액츄에이터(AC1)에 의해 광축을 따라 변이함에 따라 대물 렌즈(OBJ

)로의 입사 광속의 여유 광선의 경사각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하지만, 여러 요인으로 발생되는 

고밀도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의 스폿의 구면수차 변화를 보정할 수 있다.

또한, 익스팬더 렌즈 유닛(EU)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1축 액츄에이터(AC1)의 동작 제어를 수행하는 동작 제어 회

로가 설치되어 있다.

광 픽업 장치(PU1)에 있어서,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1에 실선으로 그 광

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고밀도 광 디스크(HD)용 모듈(MD1)을 작동시켜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를 발광시킨다.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로부터 사출된 발산 광속은 편광 빔 스플리터(BS)를 투과하고, 콜리메이터 렌즈(COL)를 

거쳐 평행 광속이 되며, 익스팬더 렌즈(EXP)를 투과하며 광속 직경이 확대된 후, 조리개(STO)에 의해 광속 직경이 규

제되고, 대물 렌즈(OBJ)에 의해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보호층(PL1)을 통해 정보 기록면(RL1)상에 형성되는 스폿

이 된다. 대물 렌즈(OBJ)는 그 주변에 배치된 2축 액츄에이터(AC)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

면(RL1)에서 정보 피트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다시 대물 렌즈(OBJ), 조리개(STO), 익스팬더 렌즈(EXP) 및 콜리

메이터 렌즈(COL)를 투과하여 수렴 광속이 되며 편광 빔 스플리터(BS)를 투과한 후, 고밀도 광 디스크(HD)용 모듈(

MD1)의 광 검출기(PD1)의 수광면상에 수속된다. 그리고, 광 검출기(PD1)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고밀도 광 디스크

(HD)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여기서,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에 예를 들면,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의 파장 변

화, 보호층(PL1)의 두께 오차, 2층 디스 크의 정보 기록면간의 포커스 점프, 환경 온도 변화나 2축 액츄에이터(AC2)

의 발열에 따른 대물 렌즈(OBJ)의 굴절율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정보 기록면(RL1)상의 스폿의 구면수차가 보정 과잉 

방향으로 변화되는 경우에 대물 렌즈(OBJ)와의 간격을 좁히도록 익스팬더 렌즈(EXP)의 부 렌즈(NL)를 1축 액츄에이

터(AC1)를 통해 변이시킨다. 반대로, 정보 기록면(RL1)상의 스폿의 구면수차가 보정 부족 방향으로 변화되는 경우에

대물 렌즈(OBJ)와의 간격을 넓히도록 익스팬더 렌즈(EXP)의 부 렌즈(NL)를 1축 액츄에이터(AC1)를 통해 변이시킨

다. 따라서, 정보 기록면(RL1)상의 스폿은 항상 구면수차가 보정된 상태가 되므로,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대한 양

호한 기록/재생 특성이 얻어진다.

또한, 회절 구조가 형성된 익스팬더 렌즈(EXP)의 정 렌즈(PL)와 대물 렌즈(OBJ)를 투과한 파면은 색수차가 양호하게

보정된 상태가 되므로, 정보의 재생에서 기록으로 전환될 때에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가 모드 호핑을 일으켜도 

정보 기록면(RL1)상에 집광되는 스폿의 직경이 커지지는 않는다.

또한, 광 픽업 장치(PU1)에 있어서,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광점(EP1)을 발광시킨다. 발광

점(EP1)에서 사출된 발산 광속은 도1에 파선으로 그 광로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프리즘(PS)에 의해 반사된 후, 편광 

빔 스플리터(BS)에 의해 반사되며, 콜리메이터 렌즈(COL)에 의해 평행 광속이 된다. 그 후, 익스팬더 렌즈(EXP)에 의

해 광속 직경이 확대되고, 조리개(STO)에 의해 광속 직경이 규제된 후, 파장 선택성을 갖는 필터에 의해 더욱 광속 직

경이 규제된다. 그 후, 대물 렌즈(OBJ)에 의해 DVD의 보호층(PL2)을 통해 정보 기록면(PL2)상에 형 성되는 스폿이 

된다. 대물 렌즈(OBJ)는 그 주변에 배치된 2축 액츄에이터(AC)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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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2)에서 정보 피트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다시 대물 렌즈(OBJ), 조리개(STO), 익스팬더 렌즈(EXP) 및 콜리메

이터 렌즈(COL)를 투과하여 수렴 광속이 되며 편광 빔 스플리터(BS)에 의해 반사된 후, 프리즘(PS)의 내부에서 2회 

반사되어 수광부(DS1)에 집광된다. 그리고, 수광부(DS1)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DVD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대물 렌즈(OBJ)가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대하여 최적화된 양면 비구면 플라스틱 렌즈이므로, 대

물 렌즈(OBJ)에 655nm의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 DVD의 정보 기록면(RL2)상에 집광되는 스폿은 대물 렌즈(OBJ)의 

파장 분산의 영향으로 구면수차가 보정 과잉 방향으로 변화된다. 이에,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는 이 구면수차 변화가 보정되도록 대물 렌즈(OBJ)와의 간격을 좁히고, 익스팬더 렌즈(EXP)의 부 렌즈(NL)와 대물 

렌즈(OBJ)의 간격을 최적화한 후{즉, 대물 렌즈(OBJ)의 물점 위치를 최적화한 후}, DVD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한다.

또한, 광 픽업 장치(PU1)에 있어서, C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광점(EP2)을 발광시킨다. 발광점

(EP2)으로부터 사출된 발산 광속은 도1에 2점 쇄선으로 그 광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프리즘(PS)에 의해 반사된 후,

편광 빔 스플리터(BS)에 의해 반사되고, 콜리메이터 렌즈(COL)에 의해 평행 광속이 된다. 그후, 익스팬더 렌즈(EXP)

에 의해 광속 직경이 확대되고, 조리개(STO)에 의해 광속 직경이 규제된 후, 파장 선택성을 갖는 필터에 의해 더욱 광

속 직경이 규제된 다. 그 후, 대물 렌즈(OBJ)에 의해 CD의 보호층(PL3)을 통해 정보 기록면(RL3)상에 형성되는 스폿

이 된다. 대물 렌즈(OBJ)는 그 주변에 배치된 2축 액츄에이터(AC)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

면(RL3)에서 정보 피트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다시 대물 렌즈(OBJ), 조리개(STO), 익스팬더 렌즈(EXP) 및 콜리

메이터 렌즈(COL)를 투과하여 수렴 광속이 되며 편광 빔 스플리터(BS)에 의해 반사된 후, 프리즘(PS)의 내부에서 2

회 반사되어 수광부(DS2)에 집광된다. 그리고, 수광부(DS2)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CD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대물 렌즈(OBJ)가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대하여 최적화된 양면 비구면 플라스틱 렌즈이므로, 대물 렌즈(OBJ)에 7

85nm의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 CD의 정보 기록면(RL3)상에 집광되는 스폿은 대물 렌즈(OBJ)의 파장 분산 및 고밀도

광 디스크의 보호층(PL1)과 CD의 보호층(PL3)의 차이의 영향으로 구면수차가 보정 과잉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에, 

C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구면수차 변화가 보정되도록 대물 렌즈(OBJ)와의 간격을 좁히고 익

스팬더 렌즈(EXP)의 부 렌즈(NL)와 대물 렌즈(OBJ)의 간격을 최적화한 후{즉, 대물 렌즈(OBJ)의 물점 위치를 최적

화한 후}, CD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한다.

[제2 실시 형태]

도2는 규격이 다른 2종류의 고밀도 광 디스크인 제1 고밀도 광 디스크(HD1) 및 제2 고밀도 광 디스크(HD2)와, DVD

와, CD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수 있는 제2 광 픽업 장치(PU2)의 구성을 개략적

으로 도시 한 평면도이다. 제1 고밀도 광 디스크(HD1)의 광학적 사양은 파장 405nm, 보호층 두께 0.1mm, 개구수(N

A) 0.85이고, 제2 고밀도 광 디스크(HD2)의 광학적 사양은 파장 405nm, 보호층 두께 0.6mm, 개구수(NA) 0.65이며,

DVD의 광학적 사양은 파장 655nm, 보호층 두께 0.6mm, 개구수 0.63이고, CD의 광학적 사양은 파장 785nm, 보호

층 두께 1.2mm, 개구수(NA) 0.50이다. 단, 파장, 보호층 두께 및 개구수의 조합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광 픽업 장치(PU2)는, 제1 고밀도 광 디스크(HD1)와 제2 고밀도 광 디스크(HD2)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

우에 발광되어 405nm의 레이저광을 사출하는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와 광 검출기(PD1)가 일체화된 고밀도 광 

디스크(HD)용 모듈(MD1),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광되어 655nm의 레이저 광속을 사출하는

제1 발광점(EP1)과, C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광되어 785nm의 레이저 광속을 사출하는 제2 발

광점(EP2)과, DVD의 정보 기록면(RL2)으로부터의 반사 광속을 수광하는 제1 수광부(DS1)와, CD의 정보 기록면(RL

3)으로부터의 반사 광속을 수광하는 제2 수광부(DS2)와, 프리즘(PS)으로 구성된 레이저 모듈(LM), 대물 렌즈 유닛(

OU), 편광 빔 스플리터(BS), 콜리메이터 렌즈(COL)와 1축 액츄에이터(AC1)로 구성된 콜리메이터 렌즈 유닛(CU)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도2에는 레이저 모듈(LM)의 측면도도 도시되어 있다.

또한, 고밀도 광 디스크(HD)용 광원으로 상술의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 이외에 청자색 SHG 레이저를 사용할 수

도 있다.

또한, 대물 렌즈 유닛(OU)는 제1 고밀도 광 디스크(HD1)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기 위한 제1 대물 렌즈(OBJ1)

와, 제1 고밀도 광 디스크(HD1)의 개구수(NA) 0.85에 대응하는 제1 조리개(STO1)와, 제2 고밀도 광 디스크(HD2)와

DVD와 C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기 위한 제2 대물 렌즈(OBJ2)와, 제2 고밀도 광 디스크(HD2)의 개구수(NA)

0.65에 대응하는 제2 조리개(STO2)와, 2축 액츄에이터(AC2)와, 도2에 화살표로 도시한 것처럼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1 대물 렌즈(OBJ1)와 제2 대물 렌즈(OBJ2)를 전환하는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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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전환 수단(도시 않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제1 대물 렌즈(OBJ1)는 제1 고밀도 광 디스크(HD1)에 대하여 최적화된 양면 비구면 플라스틱 렌즈로, 그 광원

측의 광학면상에는 파장 선택성을 갖는 필터가 형성되어 있다. 이 필터는 파장에 따라 광속의 통과 영역을 제한하여 

DVD에 대해서는 개구수(NA) 0.63을 실현하고, CD에 대해서는 개구수(NA) 0.50을 실현한다.

이러한 파장 선택성을 갖는 필터 대신에 제27회 광학 심포지움 강연 예고집의 55 내지 56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바

와 같은 회절 구조를 제2 대물 렌즈(OBJ2)의 광원측 광학면상에 형성하여도 된다.

도3은 제2 광 픽업 장치(PU2)에 이용되는 대물 렌즈 유닛(OU)의 사시도이다. 도3에 도시된 대물 렌즈 유닛(OU)는 

제1 고밀도 광 디스크(HD1)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기 위한 제1 대물 렌즈(OBJ1)와, 제1 고밀도 광 디스크(HD

1)의 개구수(NA) 0.85에 대응하는 제1 조리개(STO1)(도시 않음)와, 제2 고밀도 광 디스크(HD)와 DVD와 CD에 정

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기 위한 제2 대물 렌즈(OBJ2)와, 제2 고밀도 광 디스크(HD2)의 개구수(NA) 0.65에 대응하

는 제2 조리개(STO2)(도시 않음)와, 이들 제1 대물 렌즈(OBJ1) 및 제2 대물 렌즈(OBJ2)의 광축을 동일 원주상(CL)

상에서 유지하는 보빈(B)과, 이 보빈(B)을 원주(CL)의 중심축 위치에 설치된 지축(P)을 통해 회전 이동시키는 대물 

렌즈 전환 수단인 스탭핑 모터(SM)(도시 않음)와, 이 보빈(B)을 원주(CL)의 중심축 위치에 설치된 지축을 통해 회전 

자재로 하고 또한 이 회전 중심축을 따라 왕복 이동 자재로 유지하는 섀시(S)와, 보빈(B)을 지축(P)에 따른 방향으로 

왕복 이동시키는 포커싱 액츄에이터(FA)(도시 않음)와, 보빈(B)에 회전 동작을 가세하여 제1 대물 렌즈(OBJ1) 및 제

2 대물 렌즈(OBJ2)의 위치 결정을 수행하는 트랙킹 액츄에이터(TA)를 구비하고 있다. 이 대물 렌즈 유닛(OU)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2축 액츄에이터(AC2){포커싱 액츄에이터(FA) 및 트랙킹 액츄에이터(TA)}의 동작 제어를 수행하

는 동작 제어 회로가 설치되어 있다.

제1 대물 렌즈(OBJ1) 및 제2 대물 렌즈(OBJ2)는 각각 원판형 보빈(B)의 평면부를 관통하는 구멍부에 설치되어 있으

며, 보빈(B)의 중심으로부터 각각 동등한 거리에 배치되어 있다. 이 보빈(B)은 그 중심에서 섀시(S)로부터 입설된 지

축(P)의 상단부와 회전 자재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지축(P)의 하방에는 도시되지 않은 포커싱 액츄에이터(FA)가 배

치되어 있다. 이 포커싱 액츄에이터(FA)는 지축(P)의 하단부에 설치된 마그넷(FM)과, 그 주위에 설치된 포커싱 코일(

FC)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 대물 렌즈(OBJ1) 및 제2 대물 렌즈(OBJ2)의 포커싱을 수행한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이 보빈(B)은 트랙킹 액츄에이터(TA)에 의해 광축과 평행한 축선을 갖는 지축(P)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이 트랙킹 액츄에이터(TA)는 보빈(B)의 단연부에 지축(P)을 끼고 대칭으로 설치된 한쌍의 트랙킹 코일(T

CA, TCB)과, 보빈(B)의 단연부에 근접하여 섀시(S)상의 지축(P)을 끼고 대칭되는 위치에 설치된 2조의 쌍을 이루는 

마그넷(TMA, TMB, TMC, TMD)을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트랙킹 코일(TCA, TCB)이 쌍을 이루는 일측 마그넷(TMA, TMB)과 각각 대향할 때에는 제1 대물 렌즈(OBJ

)가 레이저 광원으로부터의 광속의 광로상에 있도록 마그넷(TMA, TMB)의 위치가 설정되어 있으며, 또한 트랙킹 코

일(TCA, TCB)이 쌍을 이루는 타측 마그넷(TMC, TMD)과 각각 대향할 때에는 제2 대물 렌즈(OBJ2)가 레이저 광원

으로부터의 광속의 광로상에 있도록 마그넷(TMA, TMB)의 위치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상술의 보빈(B)에는 트랙킹 코일(TCA)과, 마그넷(TMA) 또는 마그넷(TMD), 및 트랙킹 코일(TCB)과, 마그넷(

TMB) 또는 마그넷(TMC)이 대향하지 않도록 그 회전 범위를 제한하는 도시되지 않은 스토퍼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트랙킹 액츄에이터(TA)는 원형 보빈(B)의 외주의 접선 방향이 광 디스크의 트랙의 접선 방향과 직교하도록 배

치되며, 이 보빈(B)에 미소 단위로 회전 동작을 가세하여 트랙에 대한 스폿 위치의 어긋남 보정(트랙킹)을 수행한다.

콜리메이터 렌즈 유닛(CU)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으로서의 기능과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으로서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는데, 콜리메이터 렌즈(COL)의 광학면상에는 청자색 영역에서의 제1 대물 렌즈(OBJ1)와 제2 대물 렌즈(

OBJ2)의 색수차를 보정하기 위한 회절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도2의 확대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윤대의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d)는 파장 405nm의 레이저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

절광의 회절 차수에 비해 파장 655nm 및 파장 785nm의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

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가 보다 낮은 차수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파장 영역에서 충분한 회절 효

율이 얻어지는 동시에 청자색 영역에서 색수차를 보정하는 경우에도 파장 655nm 및 파장 785nm의 파장 영역에서의

색수차 보정이 지나치게 과잉되지 않는다.

또한, 콜리메이터 렌즈(COL)가 1축 액츄에이터(AC1)에 의해 광축을 따라 변이됨에 따라 제1 대물 렌즈(OBJ1)와 제2

대물 렌즈(OBJ2)로의 입사 광속의 여유 광선의 경사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상세한 설명은 후술하지만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는 고밀도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의 스폿의 구면수차를 보정할 수 있다.

또한, 콜리메이터 렌즈 유닛(CU)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1축 액츄에이터(AC1)의 동작 제어를 수행하는 동작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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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가 설치되어 있다.

광 픽업 장치(PU2)에 있어서, 제1 고밀도 광 디스크(HD1)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물 렌즈 유닛(

OU)의 대물 렌즈 전환 수단을 통해 제1 대물 렌즈(OBJ1)를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로부터의 광속의 광로중에 삽

입한다. 그 후, 도2에 실선으로 그 광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고밀도 광 디스크(HD)용 모듈(MD1)을 작동시켜 청자

색 반도체 레이저(LD1)를 발광시킨다.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로부터 사출된 발산 광속은 편광 빔 스플리터(BS)

를 투과하고, 콜리메이 터 렌즈(COL)를 거쳐 평행 광속으로 된 후, 제1 조리개(STO1)에 의해 광속 직경이 규제되고, 

제1 대물 렌즈(OBJ1)에 의해 제1 고밀도 광 디스크(HD1)의 보호층(PL1A)을 통해 정보 기록면(RL1A)상에 형성되는

스폿이 된다. 제1 대물 렌즈(OBJ1)는 그 주변에 배치된 2축 액츄에이터(AC)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면(RL1A)에서 정보 피트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다시 제1 대물 렌즈(OBJ1), 제1 조리개(STO1), 콜리

메이터 렌즈(COL)를 투과하여 수렴 광속이 되며 편광 빔 스플리터(BS)를 투과한 후, 고밀도 광 디스크(HD)용 모듈(

MD1)의 광 검출기(PD1)의 수광면상에 수속된다. 그리고, 광 검출기(PD1)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제1 고밀도 광 디

스크(HD1)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또한, 광 픽업 장치(PU2)에 있어서, 제2 고밀도 광 디스크(HD2)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물 렌즈 

유닛(OU)의 대물 렌즈 전환 수단을 통해 제2 대물 렌즈(OBJ2)를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로부터의 광속의 광로중

에 삽입한다. 그 후, 도2에 실선으로 그 광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고밀도 광 디스크(HD)용 모듈(MD1)을 작동시켜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를 발광시킨다.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로부터 사출된 발산 광속은 편광 빔 스플리터(

BS)를 투과하고, 콜리메이터 렌즈(COL)를 거쳐 평행 광속이 된 후, 제2 조리개(STO2)에 의해 광속 직경이 규제되고,

제2 대물 렌즈(OBJ2)에 의해 제2 고밀도 광 디스크(HD2)의 보호층(PL1B)을 통해 정보 기록면(PL1B)상에 형성되는

스폿이 된다. 제2 대물 렌즈(OBJ2)는 그 주변에 배치된 2축 액츄에이터(AC)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면(RL1B)에서 정보 피트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다시 제2 대물 렌즈(OBJ2), 제2 조리개(STO2), 콜리

메이터 렌즈(COL)를 투과하여 수렴 광속이 되며 편광 빔 스플리터(BS)를 투과한 후, 고밀도 광 디스크(HD)용 모듈(

MD1)의 광 검출기(PD1)의 수광면상에 수속된다. 그리고, 광 검출기(PD1)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제2 고밀도 광 디

스크(HD2)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제1 고밀도 광 디스크(HD1){혹은, 제2 고밀도 광 디스크(HD2)}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에 예를 들면, 청자

색 반도체 레이저(LD1)의 파장 변화, 보호층(PL1A)(PL1B)의 두께 오차, 2층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간의 포커스 점프,

환경 온도 변화나 2축 액츄에이터(AC2)의 발열에 따른 제1 대물 렌즈(OBJ1){제2 대물 렌즈(OBJ2)}의 굴절율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정보 기록면(RL1A)(RL1B)상의 스폿의 구면수차가 보정 과잉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제1 대물 

렌즈(OBJ1){제2 대물 렌즈(OBJ2)}와의 간격을 넓히도록 콜리메이터 렌즈(COL)를 1축 액츄에이터(AC1)를 통해 변

이시킨다. 반대로, 정보 기록면(RL1A)(RL2B)상의 스폿의 구면수차가 보정 부족 방향으로 변화되는 경우에는 제1 대

물 렌즈(OBJ1){제2 대물 렌즈(OBJ2)}와의 간격을 좁히도록 콜리메이터 렌즈(COL)를 1축 액츄에이터(AC1)를 통해 

변이시킨다. 따라서, 정보 기록면(RL1A)(RL1B)상의 스폿은 항상 구면수차가 보정된 상태가 되므로, 제1 고밀도 광 

디스크(HD1)(제2 고밀도 광 디스크(HD2)}에 대한 양호한 기록/재생 특성이 얻어진다.

또한, 회절 구조가 형성된 콜리메이터 렌즈(COL)와 대물 렌즈(OBJ)를 투과한 파면은 색수차가 양호하게 보정된 상태

이므로, 정보의 재생에서 기록으로 전환될 때에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가 모드 호핑을 일으켜도 정보 기록면(RL

1A)(RL1B) 상에 집광되는 스폿 직경은 커지지 않는다.

또한, 광 픽업 장치(PU2)에 있어서,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물 렌즈 유닛(OU)의 대물 렌즈

전환 수단을 통해 제2 대물 렌즈(OBJ2)를 발광점(EP1)으로부터의 광속의 광로중에 삽입한 후, 발광점(EP1)을 발광

시킨다. 발광점(EP1)으로부터 사출된 발산 광속은 도2에 파선으로 그 광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프리즘(PS)에 의해

반사된 후, 편광 빔 스플리터(BS)에 의해 반사되고, 콜리메이터 렌즈(COL)에 의해 평행 광속이 된다. 그 후, 제2 조리

개(STO2)에 의해 광속 직경이 규제된 후, 파장 선택성을 갖는 필터에 의해 더욱 광속 직경이 규제된다. 그리고, 제2 

대물 렌즈(OBJ2)에 의해 DVD의 보호층(PL2)을 통해 정보 기록면(RL2)상에 형성되는 스폿이 된다. 제2 대물 렌즈(O

BJ2)는 그 주변에 배치된 2축 액츄에이터(AC)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면(RL2)에서 정보 피

트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다시 제2 대물 렌즈(OBJ2), 제2 조리개(STO2), 콜리메이터 렌즈(COL)를 투과하여 수

렴 광속이 되며 편광 빔 스플리터(BS)에 의해 반사된 후, 프리즘(PS)의 내부에서 2회 반사되어 수광부(DS1)에 집광

된다. 그리고, 수광부(DS1)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DVD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2 대물 렌즈(OBJ2)가 제2 고밀도 광 디스크(HD2)에 대하여 최적화된 양면 비구면 플라스틱 렌

즈이므로, 제2 대물 렌즈(OBJ2)에 655nm의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 DVD의 정보 기록면(RL2)상에 집광되는 스폿은 

제2 대물 렌즈(OBJ2)의 파장 분산의 영향으로 구면수차가 보정 과잉 방향으로 변화된다. 이 에, DVD에 정보의 기록/

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구면수차 변화가 보정되도록 제2 대물 렌즈(OBJ2)와의 간격을 넓혀 콜리메이터 렌즈(

COL)와 제2 대물 렌즈(OBJ2)의 간격을 최적화한 후{즉, 제2 대물 렌즈(OBJ2)의 물점 위치를 최적화한 후}, DVD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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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 픽업 장치(PU2)에 있어서, C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물 렌즈 유닛(OU)의 대물 렌즈 

전환 수단을 통해 제2 대물 렌즈(OBJ2)를 발광점(EP2)으로부터의 광속의 광로중에 삽입한 후, 발광점(EP2)을 발광

시킨다. 발광점(EP2)으로부터 사출된 발산 광속은 도2에 2점 쇄선으로 그 광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프리즘(PS)에 

의해 반사된 후, 편광 빔 스플리터(BS)에 의해 반사되고, 콜리메이터 렌즈(COL)에 의해 평행 광속이 된다. 그 후, 제2

조리개(STO2)에 의해 광속 직경이 규제된 후, 파장 선택성을 갖는 필터에 의해 더욱 광속 직경이 규제된다. 그리고, 

제2 대물 렌즈(OBJ2)에 의해 CD의 보호층(PL2)을 통해 정보 기록면(RL3)상에 형성되는 스폿이 된다. 제2 대물 렌즈

(OBJ2)는 그 주변에 배치된 2축 액츄에이터(AC2)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면(RL3)에서 정

보 피트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다시 제2 대물 렌즈(OBJ), 제2 조리개(STO2), 콜리메이터 렌즈(COL)를 투과하

여 수렴 광속이 되며 편광 빔 스플리터(BS)에 의해 반사된 후, 프리즘(PS)의 내부에서 2회 반사되어 수광부(DS2)에 

집광된다. 그리고, 수광부(DS2)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CD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제2 대물 렌즈(OBJ2)가 제2 고밀도 광 디스크(HD2)에 대하여 최적화된 양면 비구면 플라스틱 렌즈이므로, 제2 대물 

렌즈(OBJ2)에 785nm의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 CD의 정보 기록면(RL3)상에 집광되는 스폿은 제2 대물 렌즈(OBJ2)

의 파장 분산 및 제2 고밀도 광 디스크의 보호층(PL1B)과 CD의 보호층(PL3)의 차이의 영향으로 구변 수차가 보정 

과잉으로 변화된다. 이에, C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구면수차 변화가 보정되도록 제2 대물 렌

즈(OBJ2)와의 간격을 넓히고, 콜리메이터 렌즈(COL)와 제2 대물 렌즈(OBJ2)와의 간격을 최적화한 후{즉, 제2 대물 

렌즈(OBJ2)의 물점 위치를 최적화한 후}, CD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한다.

[제3 실시 형태]

도4는 고밀도 광 디스크(HD)와 DVD와 CD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수 있는 제3 

광 픽업 장치(PU3)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광학적 사양은 파장 405nm, 보

호층 두께 0.6mm, 개구수(NA) 0.65이고, DVD의 광학적 사양은 파장 655nm, 보호층 두께 0.6mm, 개구수(NA) 0.6

3이며, CD의 광학적 사양은 파장 785nm, 보호층 두께 1.2mm, 개구수(NA) 0.50이다. 단, 파장, 보호층 두께 및 개구

수의 조합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광 픽업 장치(PU3)는,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광되어 405nm의 레이저 광

속을 사출하는 제1 발광점(EP1)과,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광되어 655nm의 레이저 광속을 

사출하는 제2 발광점(EP2)과, C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광되어 785nm의 레이저 광속을 사출하

는 제3 발광점(EP3)과,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정보 기록면(RL1)으로부터의 반사 광속을 수광하는 제1 수광부(DS

1)와, DVD의 정보 기록면(RL2)으로부터의 반사 광속을 수광하는 제2 수광부(DS2)와, CD의 정보 기록면(RL3)으로

부터의 반사 광속을 수광하는 제3 수광부(DS3)와, 프리즘(PS)으로 구성된 레이저 모듈(LM), 대물 렌즈(OBJ)와 2축 

액츄에이터(AC2)와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개구수(NA) 0.65에 대응하는 조리개(STO)로 구성된 대물 렌즈 유닛(O

U), 콜리메이터 렌즈(COL), 한쌍의 광학적 투명 기판(T1, T2)에 끼듯이 배치된 한쌍의 전극(ELP1, ELP2)과, 이들 

전극(ELP1, ELP2)에 끼듯이 배치된 액정 분자층(LC)과, 전극(ELP1, ELP2)에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전원(도시 않음

)을 구비하는 액정 소자(LCD)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고밀도 광 디스크(HD)용 광원으로 상술의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 이외에 청자색 SHG 레이저를 사용할 수

도 있다.

또한, 대물 렌즈(OBJ)는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대하여 최적화된 양면 비구면 플라스틱 렌즈로, 그 광원측의 광학면

상에는 파장 선택성을 갖는 필터가 형성되어 있다. 이 필터는 파장에 따라 광속의 통과 영역을 제한하여 DVD에 대해

서는 개구수(NA) 0.63을 실현하고, CD에 대해서는 개구수(NA) 0.50을 실현한다.

이러한 파장 선택성을 갖는 필터 대신에 제27회 광학 심포지움 강연 예고집의 55 내지 56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바

와 같은 회절 구조를 대물 렌즈(OBJ)의 광원측 광학면상에 형성하여도 된다.

또한, 대물 렌즈 유닛(OU)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2축 액츄에이터(AC2)의 동 작 제어를 수행하는 동작 제어 회로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대물 렌즈(OBJ)는 폴더(F)에 의해 액정 소자(LCD)와 일체화되어 있으며, 대물 렌즈(OBJ)는 액정 소자(LCD)와

일체가 되어 트랙킹이나 포커싱을 수행한다.

콜리메이터 렌즈(OBJ)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으로서의 기능을 구비하고 있으며, 콜리메이터 렌즈(COL)의 광학

면상에는 청자색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OBJ)의 색수차를 보정하기 위한 회절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도4의 확대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윤대의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d)는 파장 405nm의 레이저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에 비해 파장 655nm 및 파장 785nm의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가 보다 낮은 차수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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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파장 영역에서 충분한 회절 효율이 얻어지는 동시에 청자색 영역에서 색수차를 보정하는 경우에도 파장 655nm 

및 파장 785nm의 파장 영역에서의 색수차 보정이 지나치게 과잉되지 않는다.

또한, 액정 소자(LCD)가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으로서의 기능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하지만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는 고밀도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의 스폿의 구면수차 변화를 보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액

정 소자(LCD)를 통해 구면수차 변화를 보정하는 기술이 예를 들면 특개2001-43549호 공보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는다.

광 픽업 장치(PU3)에 있어서,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광점(EP1)을 

발광시킨다. 발광점(EP1)으로부터 사출된 발산 광속은 도4에 실선으로 그 광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프리즘(PS)에 

의해 반사된 후, 편광 빔 스플리터(BS)를 투과하고, 콜리메이터 렌즈(COL)에 의해 평행 광속이 된다. 그 후, 액정 소

자(LCD)를 투과하고, 조리개(STO)에 의해 광속 직경이 규제된 후, 대물 렌즈(OBJ)에 의해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보호층(PL1)을 통해 정보 기록면(RL1)상에 형성되는 스폿이 된다. 대물 렌즈(OBJ)는 그 주변에 배치된 2축 액츄에이

터(AC2)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면(RL1)에서 정보 피트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재차 

대물 렌즈(OBJ), 조리개(STO), 액정 소자(LCD) 및 콜리메이터 렌즈(COL)를 투과하여 수렴 광속이 되며 편광 빔 스

플리터(BS)에 의해 반사된 후, 프리즘(PS)의 내부에서 2회 반사되어 수광부(DS1)에 집광된다. 그리고, 수광부(DS1)

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에 예를 들면, 발광점(EP1)으로부터 사출되는 청자색 레이저 

광속의 파장 변화, 보호층(PL1)의 두께 오차, 2층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간의 포커스 점프, 환경 온도 변화나 2축 액츄

에이터(AC2)의 발열에 따른 대물 렌즈(OBJ)의 굴절율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정보 기록면(RL1)상의 스폿의 구면수차가

보정 과잉 방향으로 변화되는 경우에는 전원으로 전극(ELP1, ELP2)에 전압을 인가하여 액정 분자층(LC)내의 굴절율

분포를 변화시켜 액정 소자(LCD)를 투과하는 청자색 레이저 광속에 보정 부족의 구면수차 파면을 부가시킨다. 반대

로, 정보 기록면(RL1)상의 스폿의 구면수차가 보정 부족 방향으로 변화되는 경우에는 전원으로 전극(ELP1, ELP2)에

전압을 인가하여 액정 분자층(LC)내의 굴절율 분포를 변화시켜 액정 소자(LCD)를 투과하는 청자색 레이저 광속에 

보정 과잉의 구면수차 파면을 부가시킨다. 따라서, 정보 기록면(RL1)상의 스폿은 항상 구면수차가 보정된 상태이므로

,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대한 양호한 기록/재생 특성이 얻어진다.

또한, 회절 구조가 형성된 콜리메이터 렌즈(COL)와 대물 렌즈(OBJ)를 투과한 파면은 색수차가 양호하게 보정된 상태

이므로, 정보의 재생으로부터 기록으로 전환될 때에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가 모드 호핑을 일으켜도 정보 기록

면(RL1)에 집광된 스폿 직경이 커지지는 않는다.

또한, 광 픽업 장치(PU3)에 있어서,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광점(EP2)을 발광시킨다. 발광

점(EP2)으로부터 사출된 발산 광속은 도4에 파선으로 그 광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프리즘(PS)에 의해 반사된 후, 

편광 빔 스플리터(BS)에 의해 반사되고, 콜리메이터 렌즈(COL)에 의해 평행 광속이 된다. 그 후, 액정 소자(LCD)를 

투과하고, 조리개(STO)에 의해 광속 직경이 규제되며, 대물 렌즈(OBJ)에 의해 DVD의 보호층(PL2)을 통해 정보 기

록면(RL2)상에 형성되는 스폿이 된다. 대물 렌즈(OBJ)는 그 주변에 배치된 2축 액츄에이터(AC2)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면(RL2)에서 정보 피트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다시 대물 렌즈(OBJ), 조리개(STO)

, 액정 소자(LCD) 및 콜리메이터 렌즈(COL)를 투과하여 수렴 광속이 되며 편광 빔 스플리터(BS)에 의해 반사된 후, 

프리즘(PS)의 내부에서 2회 반사되어 수광부(DS1)에 집광된다. 그리고, 수광부(DS1)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DVD

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대물 렌즈(OBJ)가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대하여 최적화된 양면 비구면 플라스틱 렌즈이므로, 대

물 렌즈(OBJ)에 655nm의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 DVD의 정보 기록면(RL2)상에 집광되는 스폿은 대물 렌즈(OBJ)의 

파장 분산의 영향으로 구면수차가 보정 과잉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에,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는 이 구면수차 변화가 보정되도록 전원으로 전극(ELP1, ELP2)에 전압을 인가하여 액정 분자층(LC)내의 굴절율 분

포를 변화시켜 액정 소자(LCD)를 투과하는 655nm의 광속에 보정 부족의 구면수차 파면을 부가한다. 따라서, 액정 

소자(LCD)와 대물 렌즈(OBJ)를 투과하여 DVD의 정보 기록면(RL2)상에 집광되는 655nm의 광속은 구면수차가 보정

된 상태이므로, DVD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이 가능해진다.

또한, 광 픽업 장치(PU3)에 있어서, C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광점(EP3)을 발광시킨다. 발광점

(EP3)으로부터 사출된 발산 광속은 도4에 2점 쇄선으로 그 광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프리즘(PS)에 의해 반사된 후,

편광 빔 스플리터(BS)에 의해 반사되고, 콜리메이터 렌즈(COL)에 의해 평행 광속이 된다. 그 후, 액정 소자(LCD)를 

투과하고, 조리개(STO)에 의해 광속 직경이 규제되며, 대물 렌즈(OBJ)에 의해 CD의 보호층(PL3)을 통해 정보 기록

면(RL3)상에 형성되는 스폿이 된다. 대물 렌즈(OBJ)는 그 주변에 배치된 2축 액츄에이터(AC2)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면(RL3)에서 정보 피트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재차 대물 렌즈(OBJ), 조리개(STO)

, 액정 소자(LCD) 및 콜리메이터 렌 즈(COL)를 투과하여 수렴 광속이 되며 편광 빔 스플리터(BS)에 의해 반사된 후, 

프리즘(PS)의 내부에서 2회 반사되어 수광부(DS3)에 집광된다. 그리고, 수광부(DS3)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CD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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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렌즈(OBJ)가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대하여 최적화된 양면 비구면 플라스틱 렌즈이므로, 대물 렌즈(OBJ)에 8

5nm의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 CD의 정보 기록면(RL3)상에 집광되는 스폿은 대물 렌즈(OBJ)의 파장 분산 및 고밀도 

광 디스크의 보호층(PL1)과 CD의 보호층(PL3)의 차이의 영향으로 구면수차가 보정 과잉 방향으로 변화된다. 이에, 

C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구면수차 변화가 보정되도록 전원으로 전극(ELP1, ELP2)에 전압을

인가하여 액정 분자층(LC)내의 굴저율 분포를 변화시켜 액정 소자(LCD)를 투과하는 785nm의 광속에 보정 부족의 

구면수차 파면을 부가한다. 따라서, 액정 소자(LCD)와 대물 렌즈(OBJ)를 투과하여 CD의 정보 기록면(RL3)상에 집광

되는 785nm의 광속은 구면수차가 보정된 상태이므로, CD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이 가능해진다.

[제4 실시 형태]

도5는 고밀도 광 디스크(HD)와 DVD와 CD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수 있는 제4 

광 픽업 장치(PU4)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광학적 사양은 파장 405nm, 보

호층 두께 0.1mm, 개구수(NA) 0.85이고, DVD의 광학적 사양은 파장 655nm, 보호층 두께 0.6mm, 개구수(NA) 0.6

5이며, CD의 광학적 사양은 파장 785nm, 보호층 두께 1.2mm, 개구수(NA) 0.50이다. 단, 파장, 보호층 두께 및 개구

수의 조합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광 픽업 장치(PU4)는,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광되어 405nm의 레이저 광

속을 사출하는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광되어 655nm의 레이저 

광속을 사출하는 적색 반도체 레이저(LD2), 고밀도 광 디스크(HD)와 DVD 공용의 광 검출기(PD1/PD2), CD에 정보

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광되어 785nm의 레이저 광속을 사출하는 적외 반도체 레이저(LD3)와 광 검출기(

PD3)가 일체화된 CD용 모듈(MD3), 대물 렌즈 유닛(OU), 제1 편광 빔 스플리터(BS1), 제2 편광 빔 스플리터(BS2), 

제3 편광 빔 스플리터(BS3),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와 1축 액츄에이터(AC1)로 구성된 콜리메이터 렌즈 유닛(C

U), 제2 콜리메이터 렌즈(COL2), 센서 렌즈(SEN), 빔 정형 소자(SH)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고밀도 광 디스크(HD)용 광원으로 상술의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 이외에 청자색 SHG 레이저를 이용할 수

도 있다.

대물 렌즈 유닛(OU)는 고밀도 광 디스크(HD)와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기 위한 제1 대물 렌즈(OBJ1)와,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개구수(NA) 0.85에 대응하는 제1 조리개(STO1)와, C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기 위

한 제2 대물 렌즈(OBJ2)와, CD의 개구수(NA) 0.50에 대응하는 제2 조리개(STO2), 2축 액츄에이터(AC2)와, 도5의 

화살표로 도시한 바와 같이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1 대물 렌즈(O

BJ1)와 제2 대물 렌즈(OBJ2)를 전환하는 대물 렌즈 전환 수단(도시 않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물 렌 즈 유닛(

OU)의 구조는 도3에 도시된 것과 동일하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제1 대물 렌즈(OBJ1)는 회절 렌즈(L1)와, 이 회절 

렌즈(L1)를 투과하는 레이저 광속을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시키는 기능을 갖는 양면이 비구면으로 이루

어진 집광 렌즈(L2)로 구성되어 있다. 회절 렌즈(L1)는 플라스틱 렌즈이며, 집광 렌즈(L2)는 유리 렌즈이다. 각각의 

렌즈는 유지 부재(HB)를 통해 일체화되어 있다.

제1 대물 렌즈(OBJ1)를 설계할 때에 가정한 고밀도 광 디스크(HD) 및 DVD의 광학적 사양은, 고밀도 광 디스크(HD)

가 파장(λ1) = 405nm, 보호층(PL1)의 두께(t1) = 0.1mm, 개구수(NA1) = 0.85이며, DVD가 파장(λ2) = 655nm, 

보호층(PL2)의 두께(t2) = 0.6mm, 개구수(NA2) = 0.65이다. 단, 파장, 보호층 두께 및 개구수의 조합은 이에 한정되

지 않는다.

또한, 대물 렌즈 유닛(OU)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2축 액츄에이터(AC2)의 동작 제어를 수행하는 동작 제어 회로가 

설치되어 있다.

회절 렌즈(L1)의 광원측의 광학 기능면(S1)은 NA2내의 영역에 대응하는 제1 영역(AREA1)(도시 생략)과, NA2로부

터 NA1까지의 영역에 대응하는 제2 영역(AREA2)(도시 생략)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그 내부에 계단 구조가 형성된 

복수의 윤대가 광축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인 계단형 회절 구조(DOE)가 제1 영역(AREA1)에 형성되어 있다.

제1 영역(AREA1)에 형성된 계단형 회절 구조(DOE)에 있어서, 각 윤대내에 형성되는 계단 구조의 1단당 깊이(d)는 d

= 2·λ1/(n1 - 1)(㎛)으로 산출되는 값으 로 설정되며, 각 윤대의 분할수(N)는 5로 설정되어 있다. 단, λ1는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로부터 사출되는 레이저 광속의 파장을 미크론 단위로 나타낸 것이며(여기서는 λ1 = 0.405㎛), n1는 

회절 렌즈(L1)의 파장 λ1에 대한 굴절율이다(여기서는 n1 = 1.524694).

이 계단형 회절 구조(DOE)에 파장 λ1의 레이저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 인접한 계단간에서는 2 × λ1(㎛)의 광로차

가 발생하고, 파장 λ1의 레이저 광속은 실질적으로 위상차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회절되지 않고 그대로 투과한다. 또

한, 이하의 설명에서는 계단형 회절 구조에 의해 실질적으로 위상차가 부여되지 않고 그대로 투과하는 광속을 0차 회

절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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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계단형 회절 구조(DOE)에 적색 반도체 레이저로부터 사출되는 파장 λ2(여기서는 λ2 = 0.655m)의 레이저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 인접한 계단간에서는 d × (n2 - 1) - λ2 = 0.13㎛의 광로차가 발생하고, 5분할된 윤대 1개

분에서는 0.13 × 5 = 0.65㎛로 파장 λ2의 1파장분의 광로차가 발생하므로, 인접한 윤대를 투과한 파면이 각각 1파

장씩 어긋나서 겹치게 된다. 즉, 이 계단형 회절 구조(DOE)에 의해 파장 λ2의 광속은 1차 방향으로 회절되는 회절광

이 된다. 대물 렌즈(OBJ)는 계단형 회절 구조(DOE)의 파장 λ2에 대한 회절 작용을 이용하여 고밀도 광 디스크(HD)

의 보호층(PL1)과 DVD의 보호층(PL2)의 두께의 차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고 있다. 또한, n2는 

회절 렌즈(L2)의 파장 λ2에 대한 굴절율이다(여기서는 n2 = 1.506513). 이때의 파장 λ2의 레이저 광속의 1차 회절

광의 회절 효율은 87.3%가 되는데, DVD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에 충분한 광 량이다.

또한, 계단형 회절 구조(DOE)가 광축을 포함하는 제1 영역(AREA1)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보호층(PL1)과 보호층(P

L2)의 두께의 차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구면수차는 제1 영역(AREA1)을 통과하는 파장 λ2의 광속에 대해서만 보

정되고, 그 주위를 둘러싸는 제2 영역(AREA2)을 통과하는 파장 λ2의 광속에 대해서는 보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

물 렌즈(OBJ)에 입사되는 파장 λ2의 광속중 제2 영역(AREA2)을 통과하는 광속은 DVD의 정보 기록면(RL2)상으로

의 스폿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 플레어 성분이 된다.

이는 자동적으로 NA2에 대응한 개구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과 등가이므로, 제4 광 픽업 장치(PU4)에서는 DVD의 개

구수(NA2)에 대응하는 개구 제한 소자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으로서의 기능과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으로서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 즉, 색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과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동일한 광학 유닛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의 출사면상에는 청자색 영역에서의 제1 대물 렌즈(OBJ1)의 색수차를 보정하기 위

한 회절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도5의 확대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윤대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d)는 파장 405n

m의 레이저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에 비해 파장 655

nm의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가 보다 낮은 차수가 되

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파장 영역에서 충분한 회절 효율이 얻어지는 동시에 청자색 영역에서 색수차를 

보정하는 경우에도 파장 655nm의 파장 영역에서의 색수차 보정이 지나치게 과잉되지 않는다.

또한,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가 1축 액츄에이터(AC1)에 의해 광축을 따라 변이함에 따라 제1 대물 렌즈(OBJ1)

로의 입사 광속의 여유 광선의 경사각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한 후술하지만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는 

고밀도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의 스폿의 구면수차 변화를 보정할 수 있다.

또한, 콜리메이터 렌즈 유닛(CU)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1축 액츄에이터(AC1)의 동작 제어를 수행하는 동작 제어 

회로가 설치되어 있다.

광 픽업 장치(PU4)에 있어서,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5에 실선으로 그 광

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를 발광시킨다.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로부터 사출된 발산 

광속이 빔 정형 소자(SH)를 투과함에 따라 그 단면 형상은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정형되고, 제1 및 제2 편광 빔 스플

리터(BS1 및 BS2)를 투과한 후,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에 의해 평행 광속으로 변환되며, 제3 편광 빔 스플리터(

BS3)를 통과하고, 조리개(STO1)에 의해 광속 직경이 규제되며, 제1 대물 렌즈(OBJ1)에 의해 고밀도 광 디스크(HD)

의 보호층(PL1)을 통해 정보 기록면(RL1)상에 형성되는 스폿이 된다. 제1 대물 렌즈(OBJ1)는 그 주변에 배치된 2축 

액츄에이터(AC2)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면(RL1)에서 정보 피트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재차 제1 대물 렌즈(OBJ1), 제3 편광 빔 스플리터(BS3)

,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를 투과한 후, 제2 편광 빔 스플리터(BS2)에 의해 반사되어 센서 렌즈(SEN)에 의해 비

점 수차가 부여되는 동시에 수렴 광속으로 변환되어 광 검출기(PD1/PD2)의 수광면상에 수속된다. 그리고, 광 검출기

(PD1/PD2)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여기서,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에 예를 들면,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의 파장 변

화, 보호층(PL1)의 두께 오차, 2층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간의 포커스 점프, 환경 온도 변화나 2축 액츄에이터(AC2)의

발열에 따른 대물 렌즈(OBJ)의 굴절율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정보 기록면(RL1)상의 스폿의 구면수차가 보정 과잉 방향

으로 변화되는 경우에는 제1 대물 렌즈(OBJ1)와의 간격을 넓히도록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를 1축 액츄에이터(

AC1)를 통해 변이시킨다. 반대로, 정보 기록면(RL1)상의 스폿의 구면수차가 보정 부족 방향으로 변화되는 경우에는 

제1 대물 렌즈(OBJ1)와의 간격을 좁히도록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를 1축 액츄에이터(AC1)를 통해 변이시킨다.

따라서, 정보 기록면(RL1)상의 스폿은 항상 구면수차가 보정된 상태이므로,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대한 양호한 기

록/재생 특성이 얻어진다.

또한, 회절 구조가 형성된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와 제1 대물 렌즈(OBJ)를 투과한 파면은 색수차가 양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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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된 상태이므로, 정보의 재생에서 기록으로 전환될 때에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가 모드 호핑을 일으켜도 정

보 기록면(RL1)상에 집광된 스폿 직경이 커지지는 않는다.

또한,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는 환경 온도 변화에 따른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의 굴절율 변화(굴절 파워 

변화)에 기인하는 사출 광속의 발산도 변화를 환경 온도 변화에 따른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의 파장 변화에 의한

회절 파워의 변화를 통해 보상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환경 온도가 변화하여도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로부

터 사출되는 광속의 발산도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온도 변화에 따라 제1 대물 렌즈(OBJ1)의 배율이 변화

하지 않으므로, 구면수차가 열화되지 않는다.

또한, 광 픽업 장치(PU4)에 있어서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5에 파선으로 그 광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적색 반도체 레이저(LD2)를 발광시킨다. 적색 반도체 레이저(LD2)로부터 사출된 발산 광속은 제1 편

광 빔 스플리터(BS1)에 의해 반사된 후, 제2 편광 빔 스플리터(BS2)를 투과하고,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에 의해

평행 광속으로 변환되며, 제3 편광 빔 스플리터(BS)를 통과하고, 조리개(STO1)에 의해 광속 직경이 규제되며, 제1 

대물 렌즈(OB1)에 의해 DVD의 보호층(PL2)을 통해 정보 기록면(RL2)상에 형성되는 스폿이 된다. 제1 대물 렌즈(O

BJ1)는 그 주변에 배치된 2축 액츄에이터(AC2)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면(RL2)에서 정보 피트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재차 제1 대물 렌즈(OBJ1), 제3 편광 빔 스플리터(BS3)

,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를 투과한 후, 제2 편광 빔 스플리터(BS2)에 의해 반사되고, 센서 렌즈(SEN)에 의해 비

점 수차가 부여되는 동시에 수렴 광속으로 변환되어 광 검출기(PD1/PD2)의 수광면상에 수속된 다. 그리고, 광 검출

기(PD1/PD2)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DVD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또한, 광 픽업 장치(PU4)에 있어서, C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물 렌즈 유닛(OU)의 대물 렌즈 

전환 수단을 통해 제2 대물 렌즈(OBJ2)를 적외 반도체 레이저(LD3)로부터의 광속의 광로중에 삽입한다. 그 후, 도5

에 2점 쇄선으로 그 광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CD용 모듈(MD3)을 작동시켜 적외 반도체 레이저(LD3)를 발광시킨

다. 적외 반도체 레이저(LD3)로부터 사출된 발산 광속은 제2 콜리메이터 렌즈(COL2)에 의해 평행 광속으로 변환된 

후, 제3 편광 빔 스플리터(BS3)에 의해 반사되고, 조리개(STO2)에 의해 광속 직경이 규제되며, 제2 대물 렌즈(OBJ2)

에 의해 CD의 보호층(PL3)을 통해 정보 기록면(RL3)상에 형성되는 스폿이 된다. 제2 대물 렌즈(OBJ2)는 그 주변에 

배치된 2축 액츄에이터(AC2)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면(RL3)에서 정보 피트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재차 제2 대물 렌즈(OBJ2)를 통과한 후, 제3 편광 빔 스

플리터(BS3)에 의해 반사되고, CD용 모듈(MD3)의 광 검출기(PD3)의 수광면상에 수속된다. 그리고, 광 검출기(PD3)

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CD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제5 실시 형태]

도6은 고밀도 광 디스크(HD)와 DVD에 적절하게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수 있는 제5 광 픽업 장치(PU5)의 구성

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광학적 사양은 파장 405nm, 보호층 두께 0.1mm, 개구수(

NA) 0.85이 며, DVD의 광학적 사양은 파장 655nm, 보호층 두께 0.6mm, 개구수(NA) 0.65이다. 단, 파장, 보호층 두

께 및 개구수의 조합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광 픽업 장치(PU5)는,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광되어 405nm의 레이저 광

속을 사출하는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광되어 655nm의 레이저 

광속을 사출하는 적색 반도체 레이저(LD2), 고밀도 광 디스크(HD)와 DVD 공용의 광 검출기(PD1/PD2), 대물 렌즈(

OBJ)와 2축 액츄에이터(AC)와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개구수(NA) 0.85에 대응하는 조리개(STO)로 구성된 대물 

렌즈 유닛(OU), 콜리메이터 렌즈(COL), 한쌍의 광학적 투명 기판(T1, T2)에 끼듯이 배치되는 한쌍의 전극(ELP1, E

LP2)과, 이들 전극(ELP1, ELP2)에 끼듯이 설치되는 액정 분자층(LC)과, 전극(ELP1, ELP2)에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전원(도시 않음)을 구비하는 액정 소자(LCD),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HOE), 제1 편광 빔 스플리터(BS1), 제2 편광

빔 스플리터(BS2), 센서 렌즈(SEN), 빔 정형 소자(SH)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고밀도 광 디스크(HD)용 광원으로 상술의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 이외에 청자색 SHG 레이저를 이용할 수

도 있다.

대물 렌즈(OBJ)는 회절 렌즈(L1)와, 이 회절 렌즈(L1)를 투과하는 레이저 광속을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

시키는 기능을 갖는 양면이 비구면으로 이루어진 집광 렌즈(L2)로 구성되어 있다. 회절 렌즈(L1)는 플라스틱 렌즈이

며, 집광 렌즈(L2)는 유리 렌즈이다. 각각의 렌즈는 유지 부재(HB)를 통해 일체화되어 있다.

대물 렌즈(OBJ)를 설계할 때에 가정한 고밀도 광 디스크(HD) 및 DVD의 광학적 사양은, 고밀도 광 디스크(HD)가 파

장(λ1) = 405nm, 보호층(PL1)의 두께(t1) = 0.1mm, 개구수(NA1) = 0.85이며, DVD가 파장(λ2) = 655nm, 보호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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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2)의 두께(t2) = 0.6mm, 개구수(NA2) = 0.65이다. 단, 파장, 보호층 두께 및 개구수의 조합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

다.

또한, 대물 렌즈 유닛(OU)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2축 액츄에이터(AC2)의 동작 제어를 수행하는 동작 제어 회로가 

설치되어 있다.

회절 렌즈(L1)의 광원측의 광학 기능면(S1)은 NA2내의 영역에 대응하는 제1 영역(AREA1)(도시 생략)과, NA2로부

터 NA1까지의 영역에 대응하는 제2 영역(AREA2)(도시 생략)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그 내부에 계단 구조가 형성된 

복수의 윤대가 광축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인 계단형 회절 구조(DOE)가 제1 영역(AREA1)에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계단형 회절 구조(DOE)의 형상 및 기능에 대해서는 제4 실시 형태와 동일하므로 그 설명을 생략한다.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HOE)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으로서의 기능을 구비하고 있으며, 액정 소자(LCD)는 구

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으로서의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HOE)의 입사면상에는 청자색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OBJ)의 색수차를 보정하기 위한 

회절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도6의 확대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윤대의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d)는 파장 405n

m의 레이저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에 비해 파장 655

nm의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 차수가 보다 낮은 차수가 되도록 설계

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파장 영역에서 충분한 회절 효율이 얻어지는 동시에 청자색 영역에서 색수차를 보정하는 

경우에도 파장 655nm의 파장 영역에서의 색수차 보정이 지나치게 과잉되지 않는다.

또한, 액정 소자(LCD)는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으로서의 기능을 구비하고 있으며, 상세한 설명은 후술하지만 여

러 요인으로 발생하는 고밀도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의 스폿의 구면수차 변화를 보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액정 

소자(LCD)를 통해 구면수차 변화를 보정하는 기술이 예를 들면 특개2001-43549호 공보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기

서는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는다.

광 픽업 장치(PU5)에 있어서,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6에 실선으로 그 광

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를 발광시킨다.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로부터 사출된 발산 

광속이 빔 정형 소자(SH)를 투과함에 따라 그 단면 형상이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정형되고, 제1 및 제2 편광 빔 스플

리터(BS1 및 BS2)를 투과한 후,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에 의해 평행 광속으로 변환되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

자(HOE)를 통과하고, 조리개(STO)에 의해 광속 직경이 규제되며, 액정 소자(LCD)를 투과하고, 대물 렌즈(OBJ)에 의

해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보호층(PL1)을 통해 정보 기록면(RL1)상에 형성되는 스폿이 된다. 대물 렌즈(OBJ)는 그 

주변에 배치된 2축 액츄에이터(AC)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면(RL1)에서 정보 피트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재차 대물 렌즈(OBJ), 액정 소자(LCD),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HOE), 콜리메이터 렌즈(COL)를 투과한 후, 제2 편광 빔 스플리터(BS2)에 의해 반사되며, 센서 렌즈(SEN)

에 의해 비점 수차가 부여되는 동시에 수렴 광속으로 변환되어 광 검출기(PD1/PD2)의 수광면상에 수속된다. 그리고,

광 검출기(PD1/PD2)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에 예를 들면,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로부터 사출시키는 

청자색 레이저 광속의 파장 변화, 보호층(PL1)의 두께 오차, 2층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간의 포커스 점프, 환경 온도 

변화나 2축 액츄에이터(AC2)의 발열에 따른 대물 렌즈(OBJ)의 굴절율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정보 기록면(RL1)상의 스

폿의 구면수차가 보정 과잉 방향으로 변화되는 경우에는 전원으로 전극(ELP1, ELP2)에 전압을 인가하여 액정 분자

층(LC)내의 굴절율 분포를 변화시켜 액정 소자(LCD)를 투과하는 청자색 레이저 광속에 보정 부족의 구면수차 파면을

부가시킨다. 반대로, 정보 기록면(RL1)상의 스폿의 구면수차가 보정 부족 방향으로 변화되는 경우에는 전원으로 전

극(ELP1, ELP2)에 전압을 인가하여 액정 분자층(LC)내의 굴절율 분포를 변화시켜 액정 소자(LCD)를 투과하는 청자

색 레이저 광속에 보정 과잉의 구면수차 파면을 부가시킨다. 따라서, 정보 기록면(RL1)상의 스폿은 항상 구면수차가 

보정된 상태이므로,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대한 양호한 기록/재생 특성이 얻어진다.

또한, 회절 구조가 형성된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HOE)와 대물 렌즈(OBJ) 를 투과한 파면은 색수차가 양호하게 보

정된 상태이므로, 정보의 재생에서 기록으로 전환될 때에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가 모드 호핑을 일으켜도 정보 

기록면(RL1)상에 집광디는 스폿 직경이 커지지는 않는다.

또한, 광 픽업 장치(PU5)에 있어서,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6에 파선으로 그 광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적색 반도체 레이저(LD2)를 발광시킨다. 적색 반도체 레이저(LD2)로부터 사출된 발산 광속은 제1 편

광 빔 스플리터(BS1)에 의해 반사된 후, 제2 편광 빔 스플리터(BS2)를 투과하며, 콜리메이터 렌즈(COL)에 의해 평행

광속으로 변환되고,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HOE)를 통과하며, 조리개(STO)에 의해 광속 직경이 규제되고, 대물 렌

즈(OB)에 의해 DVD의 보호층(PL2)을 통해 정보 기록면(RL2)상에 형성되는 스폿이 된다. 제1 대물 렌즈(OBJ)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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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배치된 2축 액츄에이터(AC)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면(RL2)에서 정보 피트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재차 대물 렌즈(OBJ), 액정 소자(LCD),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HOE), 콜리메이터 렌즈(COL)를 투과한 후, 제2 편광 빔 스플리터(BS2)에 의해 반사되고, 센서 렌즈(SEN)

에 의해 비점 수차가 부여되는 동시에 수렴 광속으로 변환되어 광 검출기(PD1/PD2)의 수광면상에 수속된다. 그리고,

광 검출기(PD1/PD2)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DVD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제1 내지 제5 광 픽업 장치에서는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을 통해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정보 기록면상의 스폿의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예를 설명하였지만, DVD나 CD에 정보의 기

록/재생을 수행할 때에도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구성으로 하여도 된다.

[제6 실시 형태]

도24는 고밀도 광 디스크(HD)와 DVD와 CD에 적절하게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수 있는 제6 광 픽업 장치(PU6)

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광학적 사양은 파장 405nm, 보호층 두께 0.0875m

m, 개구수(NA) 0.85이고, DVD의 광학적 사양은 파장 655nm, 보호층 두께 0.6mm, 개구수(NA) 0.60이며, CD의 광

학적 사양은 파장 785nm, 보호층 두께 1.2mm, 개구수(NA) 0.45이다. 단, 파장, 보호층 두께 및 개구수의 조합은 이

에 한정되지 않는다.

광 픽업 장치(PU6)는,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광되어 405nm의 레이저 광

속(제1 광속)을 사출하는 제1 발광점(EP1)(제1 광원)과,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광되어 655n

m의 레이저 광속(제2 광속)을 사출하는 제2 발광점(EP2)(제2 광원)과,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정보 기록면(RL1)으

로부터의 반사 광속을 수광하는 제1 수광부(DS1)와, DVD의 정보 기록면(RL2)으로부터의 반사 광속을 수광하는 제2

수광부(DS2)와, 프리즘(PS)으로 구성된 고밀도 광 디스크(HD/DVD)용 레이저 모듈(LM1), C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광되어 785nm의 레이저 광속(제3 광속)을 사출하는 적외 반도체 레이저(LD3)(제3 광원)와 광 검

출기(PD3)가 일체화된 CD용 모듈(MD3), 대물 렌즈(OBJ)와 CD용 개구 제한 소자(AP)와 2축 액츄에이터(AC2)와 고

밀도 광 디스크(HD)의 개구수(NA) 0.85에 대응하는 조리개(STO)와 유지 부재(HB)로 구성된 대물 렌즈 유닛(OU), 

편광 빔 스플리터(BS), 콜리메이터 렌즈(COL)와 1축 액츄에이터(AC1)로 구성된 콜리메이터 렌즈 유닛(CU), 빔 정형

소자(SH)로 구성되어 있다.

광 픽업 장치(PU6)에 있어서,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밀도 광 디스크(HD

/DVD)용 레이저 모듈(LM1)을 작동시켜 제1 발광점(EP1)을 발광시킨다. 제1 발광점(EP1)으로부터 사출된 발산 광

속은 도24에 실선으로 그 광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프리즘(PS)에 의해 반사되어 빔 정형 소자(SH)를 투과함에 따

라 그 단면 형상이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정형되고, 콜리메이터 렌즈(COL)를 거쳐 평행 광속이 된 후, 편광 빔 스플리

터(BS)를 투과하고, 조리개(STO)에 의해 광속 직경이 규제되며, 개구 제한 소자(AP)를 투과하고, 대물 렌즈(OBJ)에 

의해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보호층(PL1)을 통해 정보 기록면(RL1)상에 형성되는 스폿이 된다. 대물 렌즈(OBJ)는 

그 주변에 배치되는 2축 액츄에이터(AC2)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면(RL1)에서 정보 피트

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재차 대물 렌즈(OBJ), 개구 제한 소자(AP), 편광 빔 스플리터(BS)를 투과하고, 콜리메이

터 렌즈(COL)에 의해 수렴 광속이 되며, 빔 정형 소자(SH)를 투과한 후, 프리즘(PS)의 내부에서 2회 반사되어 수광부

(DS1)에 집광된다. 그리고, 수광부(DS1)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또한, 광 픽업 장치(PU6)에 있어서,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 광속이 평행 광속의 상태에서

콜리메이터 렌즈(COL)로부터 사출되도록 대물 렌즈(OBJ)와 콜리메이터 렌즈(COL) 사이의 거리가 고밀도 광 디스크

(HD)에 정 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보다 작아지게 1축 액츄에이터(AC2)를 통해 콜리메이터 렌즈(COL)를 이

동시킨다. 그 후, 대물 렌즈(OBJ)와 제1 고밀도 광 디스크(HD/DVD)용 레이저 모듈(LM1)을 작동시켜 제2 발광점(EP

2)을 발광시킨다. 제2 발광점(EP2)으로부터 사출된 발산 광속은 도24에 점선으로 그 광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프

리즘(PS)에 으해 반사되어 빔 정형 소자(SH)를 투과함에 따라 그 단면 형상이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정형되고, 콜리메

이터 렌즈(COL)를 거쳐 평행 광속이 된 후, 편광 빔 스플리터(BS)를 투과하고, 개구 제한 소자(AP)를 투과하며, 대물

렌즈(OBJ)에 의해 DVD의 보호층(PL2)을 통해 정보 기록면(RL2)상에 형성되는 스폿이 된다. 대물 렌즈(OBJ)는 그 

주변에 배치된 2축 액츄에이터(AC2)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면(RL2)에서 정보 피트에 의

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재차 대물 렌즈(OBJ), 개구 제한 소자(AP), 편광 빔 스플리터(BS)를 투과하고, 콜리메이터 렌

즈(COL)에 의해 수렴 광속이 되며, 빔 정형 소자(SH)를 투과한 후, 프리즘(PS)의 내부에서 2회 반사되어 수광부(DS2

)에 집광된다. 그리고, 수광부(DS2)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DVD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또한, C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24에 2점 쇄선으로 그 광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CD용 모듈(

MD3)을 작동시켜 적외 반도체 레이저(LD3)를 발광시킨다. 적외 반도체 레이저(LD3)로부터 사출된 발산 광속은 편

광 빔 스플리터(BS)에 의해 반사되고, 개구 제한 소자(AP)에 의해 광속 직경이 제한되며, 대물 렌즈(OBJ)에 의해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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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층(PL3)을 통해 정보 기록면(RL3)상에 형성되는 스폿이 된다. 대물 렌즈(OBJ)는 그 주변에 배치된 2축 액츄

에이터(AC2)에 의해 포커싱이 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면(RL3)에서 정보 피트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재차 대물 렌즈(OBJ), 개구 제한 소자(AP)를 투과한 후, 편광 빔 스플리터(BS)에 의해 반사되고, CD용 모듈(MD1)의 

광 검출기(PD3)의 수광면상에 수속된다. 그리고, 광 검출기(PD3)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DVD에 기록된 정보를 판

독할 수 있다.

대물 렌즈(OBJ)는 회절 렌즈(L1)와, 이 회절 렌즈(L1)를 투과하는 레이저 광속을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

시키는 기능을 갖는 양면이 비구면으로 이루어진 집광 렌즈(L2)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렌즈는 모두 플라스틱 렌즈

이며, 광학면과 일체로 형성된 플랜지부를 접합하여 일체화되어 있다.

대물 렌즈 유닛(OU)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2축 액츄에이터(AC2)의 동작 제어를 수행하는 동작 제어 회로가 설치되

어 있다.

회절 렌즈(L1)의 광원측의 광학 기능면(S1)은 NA내의 영역에 대응하는 제1 영역(AREA1)(도시 생략)과, NA2로부터

NA1까지의 영역에 대응하는 제2 영역(AREA2)(도시 생략)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그 내부에 계단 구조가 형성된 복

수의 윤대가 광축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인 계단형 회절 구조(DOE)가 제1 영역(AREA1)에 형성되어 있다.

제1 영역(AREA1)에 형성된 계단형 회절 구조(DOE)에 있어서, 각 윤대내에 형성된 계단 구조의 1단당 깊이(d0)는,

d = 2·λ1/(N1 - 1)(㎛)

로 산출되는 값으로 설정되며, 각 윤대의 분할수(N)는 5로 설정되어 있다. 단, λ1은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에서 사출

되는 레이저 광속의 파장을 미크론 단위로 나타낸 것이며(여기서는 λ1 = 0.405㎛), n1은 회절 렌즈(L1)의 파장 λ1

에 대한 굴절율이다(여기서는 n1 = 1.524694).

이 계단형 회절 구조(DOE)에 파장 λ1의 레이저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 인접한 계단간에서는 2 × λ1(㎛)의 광로차

가 발생하고, 파장 λ1의 레이저 광속은 실질적으로 위상차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회절되지 않고 그대로 투과한다. 또

한, 이하의 설명에서는 계단형 회절 구조에 의해 실질적으로 위상차가 부여되지 않고 그대로 투과하는 광속을 0차 회

절광이라 한다.

또한, 이 계단형 회절 구조(DOE)에 파장 λ3의 레이저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는 λ3 ≒ 2 × λ1이므로, 인접한 계

단간에서는 1 × λ3(㎛)의 광로차가 발생하고, 파장 λ3의 레이저 광속도 파장 λ1의 레이저 광속과 마찬가지로 실질

적으로 위상차가 부여되지 않고 그대로 투과한다.

한편, 이 계단형 회절 구조(DOE)에 적색 반도체 레이저로부터 사출되는 파장 λ2(여기서는 λ2 = 0.655m)의 레이저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 인접한 계단간에서는 d × (n2 - 1) - λ2 = 0.13㎛의 광로차가 발생하고, 5분할된 윤대 하나

분에서는 0.13 × 5 = 0.65㎛로 파장 λ2의 1파장분의 광로차가 발생하므로, 인접한 윤대를 투과하는 파면이 각각 1

파장씩 어긋나서 겹쳐지게 된다. 즉, 이 계단형 회절 구조(DOE)에 의해 파장 λ2의 광속은 1차 방향으로 회절되는 회

절광이 된다. 대물 렌즈(OBJ)는 계단형 회절 구조(DOE)의 파장 λ2에 대한 회절 작용을 이용하여 고밀도 광 디스크(

HD)의 보호층(PL1)과 DVD의 보호층(PL2)의 두께 차이에 기인하여 발 생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고 있다. 또한, n2

는 회절 렌즈(L2)의 파장 λ2에 대한 굴절율이다(여기서는 n2 = 1.506513). 이때의 파장 λ2의 레이저 광속의 1차 

회절광의 회절 효율은 87.3%가 되는데, DVD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에 충분한 광량이다.

또한, 계단형 회절 구조(DOE)가 광축을 포함하는 제1 영역(AREA1)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보호층(PL1)과 보호층(P

L2)의 두께 차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구면수차는 제1 영역(AREA1)을 통과하는 파장 λ2의 광속에 대해서만 보정

되고, 그 주위를 둘러싸는 제2 영역(AREA2)을 통과하는 파장 λ2의 광속에 대해서는 보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물 

렌즈(OBJ)에 입사되는 파장 λ2의 광속중 제2 영역(AREA2)을 통과하는 광속은 DVD의 정보 기록면(RL2)상으로의 

스폿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 플레어 성분이 된다.

이는 자동적으로 NA2에 대응하는 개구 제한이 이루어져 투과되므로, 제4 광 픽업 장치(PU4)에서는 DVD의 개구수(

NA2)에 대응하는 개구 제한 소자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콜리메이터 렌즈 유닛(CU)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로서의 기능과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으로서의 기능을 겸

비하고 있다. 즉,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와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동일한 광학 유닛으로 되어 있다.

콜리메이터 렌즈(COL)의 출사면상에는 청자색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OBJ)의 색수차를 보정하기 위한 회절 구조(HO

E)가 형성되어 있으며, 도면의 확대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윤대의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d)는 파장 405nm의 레

이저 광속 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에 비해 파장 65n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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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 차수가 보다 낮은 차수가 되도록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파장 영역에서 충분한 회절 효율이 얻어지는 동시에 청자색 영역에서 색수차를 보정하는 경우

에도 파장 655nm의 파장 영역에서의 색수차 보정이 지나치게 과잉되지 않는다.

또한, 콜리메이터 렌즈(COL)가 1축 액츄에이터(AC1)에 의해 광축을 따라 변이함에 따라 대물 렌즈(OBJ)로의 입사 

광속의 여유 광선의 경사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제1 파장(λ1)과 제2 파장(λ2)간의 색수차를 흡수하여 

어느 파장의 광속도 평행 광속 상태로 콜리메이터 렌즈(COL)로부터 사출할 수 있다. 또한,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시에 콜리메이터 렌즈(COL)를 광축 방향으로 변이시켜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정보 기록면(

RL1)상에 형성된 스폿의 구면수차를 보정하므로,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대한 양호한 기록/재생 특성을 항상 유지

할 수 있다.

콜리메이터 렌즈(COL)의 위치 조정을 통해 보정되는 구면수차의 발생 원인은, 예를 들면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

의 제조 오차에 따른 파장 분산, 온도 변화에 따른 대물 렌즈(OBJ)의 굴절율 변화나 굴절율 분포, 2층 디스크, 4층 디

스크 등의 다층 디스크에 대한 기록/재생시의 층간 포커스 점프, 보호층(PL1)의 제조 오차에 따른 두께 분산이나 두께

분포 등이다.

이상의 설명에서는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정보 기록면(RL1)상에 형성된 스폿의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경우에 대하

여 설명하였지만, DVD의 정보 기록면(RL2)상 에 형성된 스폿의 구면수차를 콜리메이터 렌즈(COL)의 위치 조정을 

통해 보정하도록 하여도 된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서는 NA3에 대응하는 개구 제한을 수행하기 위한 개구 소자로 접합 부재(HB)를 통해 대물 렌즈

(OBJ)와 일체화된 개구 제한 소자(AP)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2축 액츄에이터(AC2)를 통해 개구 제한 소자(AP)와

대물 렌즈(OBJ)를 일체로 트랙킹 구동시키도록 되어 있다.

개구 제한 소자(AP)의 광학면상에는 투과율의 파장 선택성을 갖는 파장 선택 필터(WF)가 형성되어 있다. 이 파장 선

택 필터(WF)는 NA3내의 영역에서는 제1 파장(λ1) 내지 제3 파장(λ3) 모두를 투과시키고, NA3에서 NA1의 영역에

서는 제3 파장(λ3)만을 차단하고 제1 파장(λ1) 및 제2 파장(λ2)을 투과시키므로, 이러한 파장 선택성을 통해 NA3

에 대응하는 개구 제한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회절 렌즈(L1)의 광학 기능면상에 파장 선택 필터(WF)를 형성하여도 되고, 혹은 집광 렌즈(L2)의 광학 기능면

상에 형성하여도 된다.

[제7 실시 형태]

도25는 고밀도 광 디스크(HD)와 DVD와 CD에 적절하게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수 있는 제7 광 픽업 장치(PU7)

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광학적 사양은 파장 405nm, 보호층 두께 0.0875m

m, 개구수(NA) 0.85이고, DVD의 광학적 사양은 파장 655nm, 보호층 두께 0.6mm, 개구수(NA) 0.60이며, CD의 광

학적 사양은 파장 785nm, 보호층의 두께 1.2mm, 개구수(NA) 0.45이다. 단, 파장, 보호층 두께 및 개구수의 조합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광 픽업 장치(PU7)는,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광되어 405nm의 레이저 광

속(제1 광속)을 사출하는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와,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광되어 655

nm의 레이저 광속(제2 광속)을 사출하는 적색 반도체 레이저(LD2)가 일체화된 광원 유닛(LDU), 고밀도 광 디스크(H

D)와 DVD 공용의 광 검출기(PD), C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광되어 785nm의 레이저 광속(제3 

광속)을 사출하는 적외 반도체 레이저(LD3)와 광 검출기(PD3)가 일체화된 CD용 모듈(MD3), 대물 렌즈(OBJ)와 CD

용 개구 제한 소자(AP)와 2축 액츄에이터(AC2)와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개구수(NA) 0.85에 대응하는 조리개(ST

O)와 유지 부재(HB)로 구성된 대물 렌즈 유닛(OU), 제1 편광 빔 스플리터(BS1), 제2 편광 빔 스플리터(BS2), 콜리메

이터 렌즈(COL), 부 렌즈(E1)와 정 렌즈(E2)로 구성되는 익스팬더 렌즈(EXP)와 1축 액츄에이터(AC1)로 구성된 익

스팬더 렌즈 유닛(EU), 정보 기록면(RL1, RL2)으로부터의 반사 광속을 분할하기 위한 센서 렌즈(SEN), 빔 정형 소자

(SH)로 구성되어 있다.

광 픽업 장치(PU7)에 있어서,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25에 실선으로 그 

광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를 발광시킨다.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로부터 사출된 발

산 광속은 빔 정형 소자(SH)를 투과함에 따라 그 단면 형상이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정형된 후, 제1 편광 빔 스플리터(

BS1)를 투과하고, 콜리메이터 렌즈(COL)에 의해 평행 광속으로 변환되며, 익스팬더 렌즈(EXP), 제2 편광 빔 스플리

터(BS2)를 투과한 후, 조리개(STO)에 의해 광속 직경이 제어되고, 개구 제어 소자(AP)를 투과하며, 대물 광학계(OBJ

)에 의해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보호층(PL1)을 통해 정보 기록면(RL1)상에 형성되는 스폿이 된다. 대물 광학계(O

BJ)는 그 주변에 배치된 2축 액츄에이터(AC2)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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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록면(RL1)에서 정보 피트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재차 대물 광학계(OBJ), 개구 제어 소자(AP), 제2 편광 

빔 스플리터(BS2), 익스팬더 렌즈(EXP), 콜리메이터 렌즈(COL)를 통과한 후, 제1 편광 빔 스플리터(BS1)에 의해 반

사되며, 센서 렌즈(SEN)에 의해 비점 수차가 부여되어 광 검출기(PD)의 수광면상에 수속된다. 그리고, 광 검출기(PD

)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또한,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 광속이 평행 광속의 상태로 빔 익스팬더(EXP)로부터 사출

되도록 익스탠더 렌즈(EXP)의 부 렌즈(E1)와 정 렌즈(E2)의 거리가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

행하는 경우보다 커지도록 1축 액츄에이터(AC1)를 통해 부 렌즈(E1)를 이동시킨다. 그 후, 도25에 점선으로 그 광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적색 반도체 레이저(LD2)를 발광시킨다. 적색 반도체 레이저(LD2)로부터 사출된 발산 광속이 

빔 정형 소자(SH)를 투과함에 따라 단면 형상이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정형된 후, 제1 편광 빔 스플리터(BS1)를 투과

하고, 콜리메이터 렌즈(COL)에 의해 약발산 광속으로 변환되며, 익스팬더 렌즈(EXP)에 의해 평행 광속으로 변환되고

, 제2 편광 빔 스플리터(BS2), 개구 제한 소자(AP)를 투과한 후, 대물 광학계(OBJ)에 의해 DVD의 보호층(PL2)을 통

해 정보 기록면(RL2)상에 형성되는 스폿이 된다. 대물 광학계(OBJ)는 그 주변에 배치된 2축 액츄에이터(AC2)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면(RL2)상에서 정보 피트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재차 대물 광학계(OBJ), 개구 제한 소자(AP), 제2 편

광 빔 스플리터(BS2), 익스팬더 렌즈(EXP), 콜리메이터 렌즈(COL)를 통과한 후, 제1 편광 빔 스플리터(BS1)에 의해 

반사되며, 센서 렌즈(SEN)에 의해 비점 수차가 부여되어 광 검출기(PD)의 수광면상에 수속된다. 그리고, 광 검출기(P

D)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DVD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또한,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 광속이 평행 광속의 상태로 빔 익스팬더(EXP)로부터 사출

되도록 익스팬더 렌즈(EXP)의 부 렌즈(E1)와 정 렌즈(E2)의 거리가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

행하는 경우보다 커지도록 1축 액츄에이터(AC1)를 통해 부 렌즈(E1)를 이동시킨다. 그 후, 도25에 점선으로 그 광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적색 반도체 레이저(LD2)를 발광시킨다. 적색 반도체 레이저(LD2)로부터 사출된 발산 광속은 

빔 정형 소자(SH)를 투과함에 따라 단면 형상이 타원에서 원형으로 정형된 후, 제1 편광 빔 스플리터(BS1)를 투과하

고, 콜리메이터 렌즈(COL)에 의해 약발산 광속으로 변환되며, 익스팬더 렌즈(EXP)에 의해 평행 광속으로 변환되고, 

제2 편광 빔 스플리터(BS2), 개구 제한 소자(AP)를 투과한 후, 대물 광학계(OBJ)에 의해 DVD의 보호층(PL2)을 통해

정보 기록면(RL2)상에 형성되는 스폿이 된다. 대물 광학계(OBJ)는 그 주변에 배치된 2축 액츄에이터(AC2)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면(RL2)에서 정보 피트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재차 대물 광학계(OBJ), 개구 제한 소자(AP), 제2 편광 

빔 스플리터(BS2), 익스팬더 렌즈(EXP), 콜리메이터 렌즈(COL)를 통과한 후, 제1 편광 빔 스플리터(BS1)에 의해 반

사되고, 센서 렌즈(SEN)에 의해 비점 수차가 부여되어 광 검출기(PD)의 수광면상에 수속된다. 그리고, 광 검출기(PD

)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DVD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또한, C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25에 2점 쇄선으로 그 광선 경로를 도시한 것처럼 CD용 모듈(

MD3)을 작동시켜 적외 반도체 레이저(LD3)를 발광시킨다. 적외 반도체 레이저(LD3)로부터 사출된 발산 광속은 제2

편광 빔 스플리터(BS2)에 의해 반사된 후, 개구 제한 소자(AP)에 의해 광속 직경이 제한되고, 대물 광학계(OBJ)에 의

해 CD의 보호층(PL3)을 통해 정보 기록면(RL3)상에 형성되는 스폿이 된다. 대물 광학계(OBJ)는 그 주변에 배치된 2

축 액츄에이터(AC2)에 의해 포커싱이나 트랙킹을 수행한다.

정보 기록면(RL3)에서 정보 피트에 의해 변조된 반사 광속은 재차 대물 광학계(OBJ), 개구 제한 소자(AP)를 투과한 

후, 제2 편광 빔 스플리터(BS2)에 의해 반사되어 CD용 모듈(MD1)의 광 검출기(PD3)의 수광면상에 수속된다. 그리

고, 광 검출기(PD3)의 출력 신호에 의거하여 CD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대물 광학계(OBJ)의 구성이나 기능은 제6 실시 형태의 대물 광하계(OBJ)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또한, 개구 제한 소자(AP)의 구성이나 기능은 제6 실시 형태의 개구 제한 소자(AP)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

한 설명을 생략한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 익스팬더 렌즈 유닛(EU)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로서의 기능과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

닛으로서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 즉,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와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동일한 광학 유닛으

로 되어 있다.

또한, 익스팬더 렌즈(EXP)의 정 렌즈(E2)의 출사면상에는 청자색 영역에서의 제1 대물 렌즈(OBJ)의 색수차를 보정

하기 위한 회절 구조(HOE)가 형성되어 있으며, 도면의 확대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윤대의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

이(d)는 파장 405nm의 레이저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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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비해 파장 655nm의 광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가 

보다 낮은 차수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파장 영역에서 충분한 회절 효율이 얻어지는 동시에 청자색 

영역에서 색수차를 보정하는 경우에도 파장 655nm의 파장 영역에서의 색수차 보정이 지나치게 과잉되지 않는다.

또한, 익스팬더 렌즈(EXP)의 부 렌즈(E1)는 1축 액츄에이터(AC2)에 의해 광축 방향으로 그 위치가 변이 가능하게 구

성되어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제1 파장(λ1)과 제2 파장(λ2) 사이의 색수차를 흡수하여 어느 파장의 광속도 평행

광속의 상태로 익스팬더 렌즈(EXP)로부터 사출할 수 있다. 또한,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시

에 부 렌즈(31)를 광축 방향으로 변이시켜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정보 기록면(RL1)상에 형성된 스폿의 구면수차를

보정할 수 있으므로,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대한 양호한 기록/재생 특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

부 렌즈(E1)의 위치 조정을 통해 보정하는 구면수차의 발생 원인은, 예를 들면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의 제조 오

차에 따른 파장 분산, 온도 변화에 따른 대물 광학계(OBJ)의 굴절율 변화나 굴절율 분포, 2층 디스크, 4층 디스크 등

의 다층 디스크에 대한 기록/재생시의 층간의 포커스 점프, 보호층(PL1)의 제조 오차에 따른 두께 분산이나 두께 분포

등이다.

이상의 설명에서는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정보 기록면(RL1)상에 형성된 스폿의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경우에 대하

여 설명하였지만, DVD의 정보 기록면(RL2)상에 형성된 스폿의 구면수차를 부 렌즈(E1)의 위치 조정을 통해 보정하

도록 하여도 된다.

[예]

다음에는 상술한 광 픽업 장치(PU1)에 있어서의 익스팬더 렌즈(EXP) 및 대물 렌즈(OBJ)로 적합한 광학계인 실시예1

과, 광 픽업 장치(PU2)에 있어서의 콜리메이터 렌즈(COL), 제1 대물 렌즈(PBJ1) 및 제2 대물 렌즈(OBJ2)로 적합한 

광학계인 실시예2와, 광 픽업 장치(PU4)에 있어서의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 및 제1 대물 렌즈(OBJ1)로 적합한 

광학계인 실시예3과, 광 픽업 장치(PU5)에 있어서의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HOE) 및 대물 렌즈(OBJ)로 적합한 광

학계인 실시예4와, 광 픽업 장치(PU6)에 있어서의 콜리메이터 렌즈(COL) 및 대물 렌즈(OBJ)로 적합한 광학계인 실

시예5와, 광 픽업 장치(PU7)에 있어서의 익스팬더 렌즈(EXP) 및 대물 렌즈(OBJ)로 적합한 광학계인 실시예5에 대하

여 설명한다.

각 실시예에서의 비구면은 그 면의 정점에 접하는 평면으로부터의 변형량을 X(mm), 광축에 수직인 방향의 높이를 h(

mm), 곡률 반경을 r(mm)로 할 때, 다음 식5로 나타내어진다.

단, κ를 원추 계수, A 2i 를 비구면 계수로 한다.

[수학식 5]

또한, 각 실시예에서의 회절 구조는 그 회절 구조에 의해 투과 파면에 부가되는 광로차(광로차 부가량)로 나타내어진

다. 이러한 광로차는 광축에 수직인 방향의 높이를 h(mm), B 2j 를 광로차 함수 계수, n을 입사 광속의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 λ(nm)를 회절 구조에 입사되는 광속의 파장, λB(nm)를 회절 구조의 제조 파

장으로 할 때, 상기 식1로 정의되는 광로차 함수(φ b )(mm)로 나타내어진다.

[실시예1]

실시예1은 광 픽업 장치(PU1)에 있어서의 익스팬더 렌즈(EXP) 및 대물 렌즈(OBJ)로 적합한 광학계로, 파장 405nm,

0.6mm 두께의 보호층에 대하여 수차 보정이 최적화된 플라스틱 렌즈인 대물 렌즈(OBJ)와, 부 렌즈(NL)와 정 렌즈(P

L)의 2장의 플라스틱 렌즈로 구성된 익스팬더 렌즈(EXP)로 구성되어 있다.

표1에 이 광학계의 구체적인 렌즈 데이터를 도시하였으며, 도7에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

할 때의 광로도를 도시하였고, 도8에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도를 도시하였으며, 도9에 C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도를 도시하였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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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에 있어서, f1, NA1, λ1, m1, n1은 고밀도 광 디스크(HD) 사용시의 대물 렌즈(OBJ)의 초점 거리, 대물 렌즈(OBJ

)의 개구수, 광학계의 설계 파장, 대물 렌즈(OBJ)의 배율, 익스팬더 렌즈(EXP)의 정 렌즈(PL)에 형성된 회절 구조에

서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 차수이고, f2, NA2, λ2, m2, n2는 DVD 사용시의 동일한 값이며, 

f3, NA3, λ3, m3, n3은 CD 사용시의 동일한 값이다. 또한, d2, d6, d7은 각각 광 디스크 사용시의 부 렌즈(NL)와 정

렌즈(PL)의 간격, 보호층 두께, 작동 거리이다. 또한, r(mm)은 곡률 반경, d(mm)는 면 간격, Nλ1는 파장 λ1에서의 

굴절율, Nλ2는 파장 λ2에서의 굴절율, Nλ3은 파장 λ3에서의 굴절율, νd는 d선에서의 아베수, λB는 회절 구조

의 제조 파장을 나타낸다.

정 렌즈(PL)의 대물 렌즈(OBJ)측 광학면(표1에서 제4면)에는 회절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깊이는 7.6㎛이다. 이 회절 구조에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로부터의 레이저 광속이 입사되면 10차 회절광

이 최대 회절 효율을 갖도록 발생되고, 레이저 모듈(LM)의 제1 발광점(EP1)으로부터 레이저 광속이 입사되면 6차 회

절광이 최대 회절 효율을 갖도록 발생되고, 레이저 모듈(LM)의 제2 발광점(EP2)으로부터 레이저 광속이 입사되면 5

차 회절 광속이 최대 회절 효율을 갖도록 발생된다.

이 구성에 따르면, 각 파장의 각 회절 차수에서의 회절 효율은 각각 405nm에 대한 10차 회절광이 100%, 655nm에 

대한 6차 회절광이 99.7%, 785nm에 대한 5차 회절광이 99.6%가 되어 어느 파장에 대해서든 높은 회절 효율을 확보

할 수 있다.

이 회절 구조에 따른 청자색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OBJ)의 색수차 보정 효과를 도10에 도시하였다. 도면의 'OBJ + E

XP'는 대물 렌즈(OBJ)와 익스팬더(EXP)로 구성되는 광학계의 특성을 도시한 것이며, 'OBJ'는 대물 렌즈(OBJ)의 특

성을 도시한 것이다. 또한, 파면 수차를 계산할 때에 대물 렌즈(OBJ)는 405nm에서의 가장 좋은 상면 위치에 고정되

어 있다. 도10에서 대물 렌즈(OBJ)와 익스팬더 렌즈(EXP)로 구성되는 광학계는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의 모드 

호핑에 따른 파장 변화(+1nm 정도)에 대하여 충분한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광학계에서는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중에 익스팬더 렌즈(EXP)의 부 렌즈(NL)와 정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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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의 간격을 가변 조정함으로써,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할 수 있다.

도11에 그 일예로 온도 변화로 인해 대물 렌즈(OBJ)에서 발생하는 구면수차의 보정 결과를 도시하였다. 'OBJ + EXP

'는 대물 렌즈(OBJ)와 익스팬더 렌즈(EXP)로 구성되는 광학계의 특성을 도시한 것이고, 'OBJ'는 대물 렌즈(OBJ)의 

특성을 도 시한 것이며, 'EXP 간격'은 각 온도에 대한 부 렌즈(NL)와 정 렌즈(PL)의 최적 간격을 도시한 것이다. 대물

렌즈(OBJ)의 온도 변화에 대한 굴절율의 변화량은 -1.1 × 10 -5 /℃이다. 도11에서 대물 렌즈(OBJ)와 익스팬더 렌

즈(EXP)로 구성되는 광학계는 온도 변화나 2축 액츄에이터(AC2)의 발열로 인해 대물 렌즈(OBJ)의 온도가 변화되는 

경우에도 양호한 성능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DVD에 대해서는 부 렌즈(NL)와 정 렌즈(PL)의 간격을 1.51mm로 하고 대물 렌즈(OBJ)에 발산 광속이 입사되

도록 하여 대물 렌즈(OBJ)의 파장 분산으로 발생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한 상태에서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한다.

또한, CD에 대해서는 부 렌즈(NL)와 정 렌즈(PL)의 간격을 0.10mm로 하고 대물 렌즈(OBJ)에 발산 광속이 입사하도

록 하여 대물 렌즈(OBJ)의 파장 분산으로 발생하는 구면수차와 고밀도 광 디스크(HD)와 CD의 보호층 두께의 차이에

따른 파면 수차를 보정한 상태에서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한다.

[실시예2]

실시예2는 광 픽업 장치(PU2)에 있어서의 콜리메이터 렌즈(COL), 제1 대물 렌즈(OBJ1) 및 제2 대물 렌즈(OBJ2)로 

최적인 광학계로, 파장 405nm, 0.1mm 두께의 보호층에 대하여 수차 보정이 최적화된 2군 2장 구성의 플라스틱 렌즈

인 제1 대물 렌즈(OBJ1)와, 파장 405nm, 0.6mm 두께의 보호층에 대하여 수차 보정이 최적화된 플라스틱 렌즈인 제

2 대물 렌즈(OBJ2)와, 플라스틱 렌즈인 콜리메이터 렌즈(COL)로 구성되어 있다.

표2에 제1 대물 렌즈(OBJ1)와 콜리메이터 렌즈(COL)로 구성되는 광학계의 구체적인 렌즈 데이터를 도시하였고, 제2

대물 렌즈(OBJ2)와 콜리메이터 렌즈(COL)로 구성되는 광학계의 구체적인 렌즈 데이터를 도시하였으며, 도12에 제2 

고밀도 광 디스크(HD1)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도를 도시하였고, 도13에 제2 고밀도 광 디스크(HD2

)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도를 도시하였으며, 도14에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도

를 도시하였고, 도15에 C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도를 도시하였다.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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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에 있어서, f1, NA1, λ1, m1, n1은 고밀도 광 디스크(HD) 사용시의 대물 렌즈(OBJ)의 초점 거리, 대물 렌즈(OBJ

)의 개구수, 광학계의 설계 파장, 제1 대물 렌즈(OBJ1)의 배율, 콜리메이터 렌즈(COL)에 형성된 회절 구조에서 발생

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이다. 또한, r(mm)은 곡률 반경, d(mm)는 면 간격, Nλ1는 

파장 λ1에서의 굴절율, Nλ2는 파장 λ2에서의 굴절율, Nλ3은 파장 λ3에서의 굴절율, νd는 d선에서의 아베수를 

나타내고, λB는 회절 구조의 제조 파장을 나타낸다.

표3에 있어서, f1, NA1, λ1, m1, n1은 제2 고밀도 광 디스크(HD2) 사용시의 제2 대물 렌즈(OBJ2)의 초점 거리, 제2

대물 렌즈(OBJ2)의 개구수, 광학계의 설계 파장, 제2 대물 렌즈(OBJ2)의 배율, 콜리메이터 렌즈(COL)에 형성된 회절

구조에서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이며, f2, NA2, λ2, m2, n2는 DVD 사용시

의 동일한 값이며, f3, NA3, λ3, m3, n3은 CD 사용시의 동일 한 값이다. 또한, dO, d2, d4, d5는 각각 광 디스크 사

용시의 물체 거리, 콜리메이터 렌즈(COL)와 제2 대물 렌즈(OBJ2)의 간격, 보호층 두께, 작동 거리이다. 또한, r(mm)

은 곡률 반경, d(mm)는 면 간격, Nλ1는 파장 λ1에서의 굴절율, Nλ2는 파장 λ2에서의 굴절율, Nλ3은 파장 λ3

에서의 굴절율, νd는 d선에서의 아베수를 나타낸다.

[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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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리메이터 렌즈(COL)의 대물 렌즈(OBJ)측 광학면(표2 및 표3에서 제2면)에는 회절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광

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깊이는 1.48㎛이다. 이 회절 구조에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로부터의 레이저 광속이 입

사되면 2차 회절광이 최대 회절 효율을 갖도록 발생되고, 레이저 모듈(LM)의 제1 발광점(EP1)으로부터의 레이저 광

속이 입사되면 1차 회절광이 최대 회절 효율을 갖도록 발생되며, 레이저 모듈(LM)의 제2 발광점(EP2)으로부터의 레

이저 광속이 입사되면 1차 회절 광속이 최대 회절 효율을 갖도록 발생된다.

이 구성에 따르면, 각 파장의 각 회절 차수에서의 회절 효율은 각각 405nm에 대한 2차 회절광이 97.7%, 655nm에 대

한 1차 회절광이 93.4%, 785nm에 대한 1차 회절광이 99.2%가 되어 어느 파장에 대해서도 높은 회절 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

이 회절 구조에 따른 청자색 영역에서의 제1 대물 렌즈(OBJ1)의 색수차 보정 효과를 도16에 도시하였다. 도면의 'OB

J + COL'는 제1 대물 렌즈(OBJ1)와 콜리메 이터 렌즈(COL)로 구성되는 광학계의 특성을 도시한 것이며, 'OBJ'는 제

1 대물 렌즈(OBJ1)의 특성을 도시한 것이다.

또한, 이 회절 구조에 따른 청자색 영역에서의 제2 대물 렌즈(OBJ2)의 색수차 보정 효과를 도17에 도시하였다. 도면

의 'OBJ + COL'은 제2 대물 렌즈(OBJ2)와 콜리메이터 렌즈(COL)로 구성되는 광학계를 도시한 것이고, 'OBJ'는 제2 

대물 렌즈(OBJ2)의 특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16 및 도17에서 파면수차를 계산할 때에 이들 대물 렌즈(OBJ1, OBJ2)는 405nm에서의 가장 좋은 상면 위치에 고

정되어 있다. 도16 및 도17에서 제1 대물 렌즈(OBJ1)와 콜리메이터 렌즈(COL)로 구성되는 광학계와 제2 대물 렌즈(

OBJ2)와 콜리메이터(COL)로 구성되는 광학계는 모두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의 모드 호핑에 따른 파장 변화(+1

nm 정도)에 대하여 충분한 성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광학계에서는 제1 고밀도 광 디스크(HD1) 및 제2 고밀도 광 디스크(HD2)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중에 콜리메이

터 렌즈(COL)와 대물 렌즈(OBJ1, OBJ2)의 간격을 가변 조정함으로써,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할 

수 있다.

도18에 그 일예로 제1 고밀도 광 디스크(HD1)의 보호층 두께의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구면수차의 보정 결과를 도시

하였다. 도면의 'OBJ + COL'는 제1 대물 렌즈(OBJ1)와 콜리메이터 렌즈(COL)로 구성되는 광학계의 특성을 도시한 

것이고, 'OBJ'는 제1 대물 렌즈(OBJ)의 특성을 도시한 것이며, 'COL-OBJ 간격'은 각 보호층 두께에 대한 콜리메이터 

렌즈(COL)와 제1 대물 렌즈(OBJ1)의 최적 간격을 도시한 것이다. 도18에서 제1 대물 렌즈(OBJ1)와 콜리메이터 렌

즈(COL)로 구성되는 광학 계는 복수의 정보 기록면층을 갖는 타입의 제1 고밀도 광 디스크(HD1)에 대해서도 양호한

성능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2 대물 렌즈(OBJ2)와 콜리메이터 렌즈(COL)로 구성되는 광학계에 있어서, DVD에 대해서는 콜리메이터 렌

즈(COL)와 제2 대물 렌즈(OBJ2)의 간격을 7.55mm{따라서, 레이저 모듈(LM)의 제1 발광점(EP1)과 콜리메이터 렌

즈(COL)의 간격은 12.8785mm}로 하고, 제2 대물 렌즈(OBJ2)에 발산 광속이 입사되도록 하여 제2 대물 렌즈(OBJ2)

의 파장 분산에 의해 발생되는 구면수차를 보정한 상태로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한다.

또한, 제2 대물 렌즈(OBJ2)와 콜리메이터 렌즈(COL)로 구성되는 광학계에 있어서, CD에 대해서는 콜리메이터 렌즈(

COL)와 제2 대물 렌즈(OBJ2)의 간격을 14.3mm{따라서, 레이저 모듈(LM)의 제2 발광점(EP2)과 콜리메이터 렌즈(C

OL)의 간격은 6.1285mm}로 하고, 제2 대물 렌즈(OBJ2)에 발산 광속이 입사되도록 하여 제2 대물 렌즈(OBJ2)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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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분산에 의해 발생되는 구면수차와, 제2 고밀도 광 디스크(HD2)와 CD의 보호층 두께의 차이에 따른 구면수차를 보

정한 상태로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한다.

또한, 상술의 실시예2에서의 콜리메이터 렌즈(COL)와 제2 대물 렌즈(OBJ2)로 구성되는 광학계로는 광 픽업 장치(P

U3)의 콜리메이터 렌즈(COL) 및 대물 렌즈(OBJ)를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3]

실시예3은 광 픽업 장치(PU4)에 있어서의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 및 제1 대물 렌즈(OBJ1)로 가장 적합한 광학

계로서, 파장 405nm, 0.1mm 두께의 보호층, 개구수 0.85 규격의 고밀도 광 디스크(HD)와, 파장 655nm, 0.6mm 두

께의 보호층, 개구수 0.65 규격의 DVD에 대하여 호환성을 갖는 제1 대물 렌즈(OBJ1)와, 제1 대물 렌즈(OBJ1)측의 

광학면이 회절면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렌즈인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로 구성되어 있다.

표4에 이 광학계의 구체적인 렌즈 데이터를 도시하였고, 도19에 광로도를 도시하였다.

[표4]

표4에 있어서, f1, NA1, λ1, m1, n1은 고밀도 광 디스크(HD) 사용시의 제1 대물 렌즈(OBJ1)의 초점 거리, 제1 대물

렌즈(OBJ1)의 개구수, 광학계의 설계 파장, 제1 대물 렌즈(OBJ1)의 배율,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에 형성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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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구조에서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이며, f2, NA2, λ2, m2, n2는 DVD 사용

시의 동일한 값이다. 또한, 고밀도 광 디스크(HD) 사용시에 회절 렌즈(L1), 표4에 있어서 제3면에 형성된 계단형 회절

구조(DOE)에서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는 0이며{고밀도 광 디스크(HD) 사용

시에는 회절 작용을 받지 않는 0차 회절광이 된다}, DVD 사용시에 회절 렌즈(L1), 표4에 있어서 제3면에 형성된 계

단형 회절 구조(DOE)에서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는 1이다.

또한, d0, d6, d7은 각각 광 디스크 사용시의 레이저 광원의 발광점과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와의 간격, 보호층

의 두께, 작동 거리이다. 또한, r(mm)은 곡률 반경, d(mm)는 면 간격, Nλ1는 파장 λ1에서의 굴절율, Nλ2는 파장 

λ2에서의 굴절율, Nλ3은 파장 λ3에서의 굴절율, νd는 d선에서의 아베수, λB는 회절 구조의 제조 파장을 나타낸

다. 또한, 도19에 실선으로 도시한 광로는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이며, 점선

으로 도시한 광로는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이다.

제1 대물 렌즈(OBJ1)는 계단형 회절 구조(DOE)가 형성된 플라스틱 렌즈인 회절 렌즈(L1)와, 양면이 비구면으로 이

루어진 NA 0.85의 유리 렌즈인 집광 렌즈(L2)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단형 회절 구조(DOE)의 작용을 통해 보호층(PL

1, PL2)의 두께 차이에 기인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여 고밀도 광 디스크(HD)와 DVD의 호환을 달성하고 있다.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의 제1 대물 렌즈(OBJ1)측 광학면(표4에서 제2면)에는 회절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깊이는 2.43㎛이다. 이 회절 구조에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로부터의 레이저 광속이 

입사되면 3차 회절광이 최대 회절 효율을 갖도록 발생되고, 적색 반도체 레이저(LD2)로부터의 레이저 광속이 입사되

면 2차 회절광이 최대 회절 효율을 갖도록 발생된다.

이 구성에 따르면, 각 파장의 각 회절 차수에서의 회절 효율은 각각 405nm에 대한 3차 회절광이 92.9%, 655nm에 대

한 2차 회절광이 95.3%가 되어 어느 파장에 대해서도 높은 회절 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

이 회절 구조에 따른 청자색 영역에서의 제1 대물 렌즈(OBJ1)의 색수차 보정 효과를 도20에 도시하였다. 도면의 'OB

J1 + COL1'은 제1 대물 렌즈(OBJ1)와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로 구성되는 광학계의 특성을 도시한 것이고, 'O

BJ1'은 제1 대물 렌즈(OBJ1)의 특성을 도시한 것이다. 또한, 파면 수차를 계산할 때에 제1 대물 렌즈(OBJ1)는 405n

m에서의 가장 좋은 상면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 도20에서 제1 대물 렌즈(OBJ1)와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로 구

성되는 광학계는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의 모드 호핑에 따른 파장 변화(+1nm 정도)에 대하여 충분한 성능을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광학계에서는 실시예1 및 실시예2의 광학계와 마찬가지로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생

중에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와 제1 대물 렌즈(OBJ1)의 간격을 가변 조정함으로써, 여러 요인으로 발생되는 구

면수차를 보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광학계에서는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의 회절면의 근축 파워를 (14)식 및 (15)식을 충족시키도록 설정

함으로써, 온도 변화에 따른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로부터의 사출 광속의 발산도 변화를 거의 제로로 하고 있다.

도21에 이 광학계의 온도 특성을 도시하였다. 도면의 'OBJ1 + COLR'는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와 초점 거리가 

같으며 회절 구조를 갖지 않은 굴절 렌즈(COLR)와 제1 대물 렌즈(OBJ)로 구성되는 광학계의 온도 특성을 도시한 것

이며, 'OBJ1 + COL1'은 온도 변화에 따른 사출 광속의 발산도 변화가 회절 구조에 의해 보상되는 제1 콜리메이터 렌

즈(COL1)와 제1 대물 렌즈(OBJ1)로 구성되는 광학계의 온도 특성을 도시 한 것이다. 또한, 상기 온도 특성을 계산하

는 경우에 굴절 렌즈(COLR),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 및 회절 렌즈(L1)의 온도 변화에 따른 굴절율 변화율을 -1

1 × 10 -5 /℃, 선팽창 계수를 7.0 × 10 -5 ,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의 온도 변화에 따른 파장 변화율을 +0.05

nm/℃로 하고 있다. 도21에서 제1 콜리메이터 렌즈(COL1)와 제1 대물 렌즈(OBJ1)로 구성되는 광학계는 온도가 변

화하여도 제1 대물 렌즈(OBJ1)의 구면수차가 거의 변화하지 않으므로,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대한 양호한 기록/재

생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 광학계에서의 상기 (14)식 및 (15)식에 관한 값을 이하에 도시한다.

NA1 = 0.85, m1 = 0, f1 = 1.765(mm), λ1 = 0.000405mm, f c = 20mm, ｜β｜ = 0.018, n = 1.524694, α = 7.0

× 10 -5 , dn/dt = -11 × 10 -5 /℃, dn/dλ = -153/mm, dλ/dt = 0.000005mm/℃, P D = 0.0333mm -1 , P c = 

0.05mm -1 , c1 = -2.94 × 10 -4 , c2 = -1.65 × 10 -5 , (14)식 = 0.0219·λ1(λ1 = 0.000405nm), (15)식 = 0.

0135·λ1(λ1 = 0.000405nm)

[실시예4]

실시예4는 광 픽업 장치(PU5)에 있어서의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HOE) 및 대물 렌즈(OBJ)로서 가장 적합한 광학

계로, 파장 405nm, 0.1mm 두께의 보호층, 개구수 0.85 규격의 고밀도 광 디스크(HD)와, 파장 655nm, 0.6mm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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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층, 개 구수 0.65 규격의 DVD에 대하여 호환성을 갖는 대물 렌즈(OBJ)와, 레이저 광원측의 광학면이 회절면

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렌즈인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HOE)로 구성되어 있다.

표5에 이 광학계의 구체적인 렌즈 데이터를 도시하였고, 도22에 광로도를 도시하였다.

[표5]

표5에 있어서, f1, NA1, λ1, m1, n1은 고밀도 광 디스크(HD) 사용시의 대물 렌즈(OBJ)의 초점 거리, 대물 렌즈(OBJ

)의 개구수, 광학계의 설계 파장, 대물 렌즈(OBJ)의 배율,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HOE)의 회절 구조에서 발생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이며, f2, NA2, λ2, m2, n2는 DVD 사용시의 동일한 값이다. 또

한, 고밀도 광 디스크(HD) 사용시에 회절 렌즈(L1), 표5에 있어서 제3면에 형성된 계단형 회절 구조(DOE)에서 발생

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는 0이며{고밀도 광 디스크(HD) 사용시에는 회절 작용을 

받지 않는 0차 회절광이 된다}, DVD 사용시에 회절 렌즈(L1), 표5에 있어서 제3면에 형성된 계단형 회절 구조(DOE)

에서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는 1이다.

또한, d6, d7은 각각 광 디스크 사용시의 보호층의 두께, 작동 거리이다. 또한, r(mm)은 곡률 반경, d(mm)은 면 간격,

Nλ1는 파장 λ1에서의 굴절율, Nλ2는 파장 λ2에서의 굴절율, Nλ3은 파장 λ3에서의 굴절율, νd는 d선에서의 

아베수, λB는 회절 구조의 제조 파장을 나타낸다. 또한, 도22에서 실선으로 도시한 광로는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이며, 점선으로 도시한 광로는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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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물 렌즈(OBJ)는 계단형 회절 구조(DOE)가 형성된 플라스틱 렌즈인 회절 렌즈(L1)와, 양면이 비구면으로 이루어진 

NA 0.85의 유리 렌즈인 집광 렌즈(L2)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단형 회절 구조(DOE)의 작용을 통해 보호층(PL1, PL2)

의 두께 차이에 기인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여 고밀도 광 디스크(HD)와 DVD의 호환을 달성하고 있다.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HOE)의 레이저 광원측 광학면(표5에서 제1면)은 평면형 광학면상에 회절 구조가 형성된 

회절면으로 되어 있으며, 그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깊이는 3.86㎛이다. 이 회절 구조에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

D1)로부터의 레이저 광속이 입사되면 5차 회절광이 최대 회절 효율을 갖도록 발생되고, 적색 반도체 레이저(LD2)로

부터의 레이저 광속이 입사되면 3차 회절광이 최대 회절 효율을 갖도록 발생된다.

이 구성에 따르면, 각 파장의 각 회절 차수에서의 회절 효율은 각각 405nm에 대한 5차 회절광이 100%, 655nm에 대

한 3차 회절광이 99.9%가 되어 어느 파장에 대 해서도 높은 회절 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δØ D = {n1·λ1/(Nλ 1 - 1)}/{n2·λ2/(Nλ 2 - 1)}로 정의되는 회절구조에 의해 λ1에 부가되는 광로 

길이와 λ2에 부가되는 광로 길이의 비율(δØ D )이 1에 가까운 값이 되도록 고밀도 광 디스크(HD)의 기록/재생용 

빔의 회절 차수(n1)와 DVD의 기록/재생 빔의 회절 차수(n2)를 선택하므로, λ1의 회절각과 λ2의 회절각은 거의 동

일하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의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HOE)를 λ1과 λ2가 모두 평행 광속인 광로중에 배치하

는 것이 용이해진다.

또한,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HOE)로 청자색 영역에서의 굴절율이 1.5 내지 1.6 범위내이며 또한 d선(587.6nm)에

대한 아베수가 50 내지 60 범위내인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δØ D 가 λ1과 λ2에 대하여 1에 가까운 값이 되는 

회절 차수 n1과 n2의 조합(n1, n2)으로 본 실시예에서 사용된 (5, 3) 이외에 (10, 5)이어도 된다.

또한,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HOE)의 대물 렌즈(OBJ)측 광학면(표5에서 제2면)은 근축 파워가 부인 비구면으로 되

어 있으며, 그 근축 파워의 절대치는 회절면의 근축 파워와 동일하므로, 평행 광속의 상태로 입사되는 파장 λ1의 광

속은 평행 광속의 상태로 사출된다.

이 회절 구조에 따른 청자색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OBJ)의 색수차 보정 효과를 도23에 도시하였다. 도면의 'OBJ + C

OL'은 대물 렌즈(OBJ)와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HOE)로 구성되는 광학계의 특성을 도시한 것이며, 'OBJ'는 대물 

렌즈(OBJ) 의 특성을 도시한 것이다. 또한, 파면 수차를 계산할 때에 대물 렌즈(OBJ)는 405nm에서의 가장 적합한 상

면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 도23에서 대물 렌즈(OBJ)와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HOE)로 구성되는 광학계는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의 모드 호핑에 따른 파장 변화(+1nm 정도)에 대하여 충분한 성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실시예5]

실시예5는 광 픽업 장치(PU6)에 있어서의 콜리메이터 렌즈(COL) 및 대물 렌즈(OBJ)로서 가장 적합한 광학계로, 파

장 405nm, 0.0876mm 두께의 보호층, 개구수 0.85 규격의 고밀도 광 디스크(HD)와, 파장 658nm, 0.6mm 두께의 보

호층, 개구수 0.6 규격의 DVD와, 파장 785nm, 1.2mm 두께의 보호층, 개구수 0.45 규격의 CD에 대하여 호환성을 갖

는 대물 렌즈(OBJ)와, 대물 렌즈(OBJ)측의 광학면이 회절면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렌즈인 콜리메이터 렌즈(COL)로

구성되어 있다.

표6에 이 광학계의 렌즈 데이터를 도시하였고, 도26 및 도27에 광로도를 도시하였다.

[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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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에 있어서, f1, NA1, λ1, m1, n1은 고밀도 광 디스크(HD) 사용시의 대물 렌즈(OBJ)의 초점 거리, 대물 렌즈(OBJ

)의 개구수, 광학계의 설계 파장, 대물 렌즈(OBJ)의 배율, 콜리메이터 렌즈(COL)에 형성된 회절 구조에서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이며, f2, NA2, λ2, m2, n2는 DVD 사용시의 동일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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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d0, d2, d6, d7은 각각 광 디스크 사용시의 레이저 광원의 발광점과 콜리메이터 렌즈(COL)의 간격, 콜리메이터

렌즈(COL)와 대물 렌즈(OBJ)의 간격, 보호층의 두께, 작동 거리이다. 또한, r(mm)은 곡률 반경, d(mm)은 면 간격, N

λ1는 파장 λ1에서의 굴절율, Nλ2는 파장 λ2에서의 굴절율, Nλ3은 파장 λ3에서의 굴 절율, νd는 d선에서의 아

베수, λB는 회절 구조의 제조 파장을 나타낸다.

또한, 도26에서 실선으로 도시한 광로는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이며, 점선으

로 도시한 광로는 DVD에 정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이고, 도27에서 2점 쇄선으로 도시한 광로는 CD에 정

보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의 광로이다.

대물 렌즈(OBJ)는 계단형 회절 구조(DOE)가 형성된 플라스틱 렌즈인 회절 렌즈(L1)와, 양면이 비구면으로 이루어진 

NA 0.85의 플라스틱 렌즈인 집광 렌즈(L2)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단형 회절 구조(DOE)의 작용을 통해 보호층(PL1, 

PL2)의 두께 차이에 기인하는 비구면수차를 보정하여 고밀도 광 디스크(HD)와 DVD의 호환을 달성하고 있다.

고밀도 광 디스크(HD) 사용시에 회절 렌즈(L1)에 형성된 단계형 회절 구조(DOE)에서 발생되는 회절광 내 최대의 회

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는 0이며[고밀도 광 디스크(HD) 사용시에 있어서는 회절 작용을 받지않는 0차 회

절광이 됨], DVD 사용시에, 회절 렌즈(L1)에 형성된 단계형 회절 구조(DOE)에서 발생된 회절광 내 최대의 회절 효과

를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는 1이며, CD 사용시, 회절 렌즈(1)에 형성된 단계형 회절 구조(DOE)에서 발생된 회절광 

내 최대의 회절 효과를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는 1이다(CD 사용시에 있어서는 회절 작용을 받지않는 0차 회절광으

로 됨).

콜리메이터 렌즈(COL)의 대물 렌즈(OBJ)측 광학면(표6에서 제2면)에는 회절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광축에 가

장 가까운 단차의 깊이는 3.89㎛이다. 이 회절 구조에 제1 발광점(EP1)로부터의 제1 광속이 입사되면 5차 회절광이 

최대 회절 효율을 갖도록 발생되고, 제2 발광점(EP2)로부터의 제2 광속이 입사되면 3차 회절광이 최대 회절 효율을 

갖도록 발생된다. 이 구성에 따르면, 각 파장의 각 회절 차수에서의 회절 효율은 각각 408nm에 대한 3차 회절광이 10

0%, 658nm에 대한 2차 회절광이 100%가 되어 어느 파장에 대해서도 높은 회절 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

이 회절 구조에 따른 청자색 영역에서의 대물 렌즈(OBJ)의 색수차 보정 효과를 도28에 도시하였다. 도면의 'OBJ + C

OL'은 대물 렌즈(OBJ)와 콜리메이터 렌즈(COL)로 구성되는 광학계의 특성을 도시한 것이며, 'OBJ'는 대물 렌즈(OBJ

)의 특성을 도시한 것이다. 또한, 파면 수차를 계산할 때에 대물 렌즈(OBJ)는 408nm에서의 가장 적합한 상면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 도28에서 대물 렌즈(OBJ)와 콜리메이터 렌즈(COL)로 구성되는 광학계는 청자색 반도체 레이저(LD1

)의 모드 호핑에 따른 파장 변화(+1nm 정도)에 대하여 충분한 성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광학계에서는 실시예1 내지 실시예4의 광학계와 마찬가지로 고밀도 광 디스크(HD)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

생중에 콜리메이터 렌즈(COL)와 대물 렌즈(OBJ)의 간격을 가변 조정함으로써, 여러 요인으로 발생되는 구면수차를 

보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광학계에서는 제1 발광점(EP1)과 제2 발광점(EP2)이 근접하게 배치된 레이저 모듈(M)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2 광속이 콜리메이터 렌즈(COL)에 입사되는 경우, 색수차의 영향으로 콜리메이터 렌즈(COL)로부터 사출되는 제2 

광속이 평행 광속이 되지 않으므로, 대물 렌즈(OBJ)에서 구면수차가 발생한다. 이에, 본 광 학계에서는 DVD에 정보

의 기록/재생을 수행할 때에는 콜리메이터 렌즈(COL)로부터 사출되는 제2 광속이 평행 광속이 되도록 색수차에 대응

하는 양인 0.687mm만큼 콜리메이터 렌즈(COL)를 대물 렌즈(OBJ)에 근접 이동시킨 후, DVD에 대한 정보의 기록/재

생을 수행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레이저 광원 파장이 서로 다른 고밀도 광 디스크, DVD 및 CD 등의 여러 종류의 광 디스크에 대한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정보를 기록/재생할 수 있으므로, 소형화, 경량화, 저코스트화에 적합한 광 픽업 장치, 

광 정보 기록 재생 장치, 익스팬더 렌즈, 커플링 렌즈 및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450nm 이하의 제1 파장(λ1)을 갖고 제1 광속을 사출하기 위한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λ1)의 파장보다 1.3배 긴 제2 파장(λ2)을 갖는 제2 광속을 사출하기 위한 제2 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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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광원에 의해 사출되는 제1 광속을 제1 광 디스크의 제1 정보 기록면 상에 집광하고, 상기 제2 광원에 의해 

사출되는 제2 광원을 상기 제1 광 디스크와 다른 기록 밀도를 갖는 제2 광 디스크의 제2 정보 기록면 상에 집광하기 

위한 대물 렌즈 유닛과,

상기 제1 광원 및 제2 광원과 상기 대물 렌즈 유닛 모두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제1 광속 및 상기 제2 광속의 공통 광

로 내에 배치되는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과,

상기 제1 광속 및 제2 광속의 공통 광로 내에 배치되고 미세한 단차에 의해 분할되는 복수의 윤대(輪帶)로써 구성된 

회절 구조가 회절면 상에 형성되도록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적어도 하나의 광학면 상에 회절면을 포함하는 색수

차 보정용 광학 소자와,

광축 방향을 따르는 상기 단차의 깊이는 상기 제2 광속이 상기 회절 구조 내부에 입사되는 때 발생하는 회절광 중 최

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인 n2가 상기 제1 광속이 상기 회절 구조 내부에 입사될 때 발생되는 회절광 

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인 n1에 비해 보다 낮은 차수가 되도록 설계되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을 구성하는 렌즈군 중 적어도 

하나의 렌즈군과 상기 대물 렌즈 유닛 사이의 간격을 가변 조정함으로써, 상기 대물 렌즈 유닛으로의 입사 광속에 주

연 광선의 경사각을 변화시키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는 상기 제1 광원 및 제2 광원과 상기 대물 렌즈 유닛 모두 사이에 배

치되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포함하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이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포함하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 픽업 장치는 상기 제1 광원에 의해 사출되는 광속의 발산각을 변환시키고 상기 대물 렌즈 유

닛 내부로 변환된 광속을 유도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커플링 렌즈를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커플링 렌즈 및 정 렌즈군과 부 렌즈군을 포함하고 상기 커플링 렌즈와 상기 대물 렌즈 유닛 사이의 광로에 배

치되는 익스팬더 렌즈를 포함하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제1 광원 및 제2 광원에 의해 사출되는 각 광속의 발산각을 

변환시키고 상기 대물 렌즈 유닛 내부로 발산된 광속을 유도하기 위한 커플링 렌즈인 광 픽업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액정 분자층의 굴절율 분포가 상기 전극에 소정의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도록 전극과 액정 분자층이 교대로 적층된 구조를 포함하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과 하나의 몸체로 일체가 되는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은 트랙킹 작동을

수행하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제1 파장(λ1)과 상기 제2 파장(λ2) 사이의 파장 차이로 인

해 상기 대물 렌즈 유닛에서 발생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제1 파장(λ1)이 ±10 nm의 범위내에서 변동하는 경우에 

상기 제1 파장(λ1)의 변동에 의해 발생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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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는 상기 제2 광 디스크의 보다 크고, 상기 제1 광 디스크는 그 제1 

정보 기록면 상에 제1 보호층을 포함하고,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제1 보호층의 두께 오차에 의해 발

생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는 상기 제2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 보다 크고, 상기 제1 광 디스크

는 광학적 투명층 및 정보 기록면이 상기 광원측으로부터 순서대로 교대로 적층된 다층 구조를 포함하고, 상기 구면

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이 상기 제i 번째 정보 기록면으로부터 상기 제j 번째 정보 기록면으로 

포커스 점프할 때에 발생하는 구면수차를 보정하고,

여기서, i는 1≤i≤n을 충족하는 임의의 정수이며, j는 1≤i≤n을 충족하고, i와 다른 임의의 정수이고,

상기 다층 구조 내의 각각의 정보 기록면은 상기 광원에 가장 가까운 정보 기록면으로부터 순서대로 제1 정보 기록면,

제2 정보 기록면,…, 제n 정보 기록면으로 가정되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는 상기 제2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보다 크고, 상기 제1 광 디스크는

제1 정보 기록면 상에 t1의 두께를 갖는 제1 보호층을 포함하고, 제2 광 디스크는 제2 정보 기록면 상에 t2의 두께(t1

< t2)를 갖는 제2 보호층을 포함하고,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제1 층과 상기 제2 층사이의 두께 차이

에 의해 발생된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은 적어도 하나의 플라스틱 렌즈를 포함하고,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대물 렌즈 유닛에 내에 포함되는 플라스틱 렌즈의 환경 온도 변화에 따른 굴절율 변화 및/또는 상기 플라스틱 렌

즈 내의 온도 분포에 의해 발생된 굴절율 분포에 따른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는 상기 제2 광 디스크 보다 크고, 상기 제1 광 디스크는 그 제1 정보

기록면 상에 제1 보호층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배율과 상기 제2 배율은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이 상기 제1 광 디스크 상에 수행될 때 제1 배율은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배율이고,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이 상기 제2 광 디스크 상에 수행될 때 제2 배율은 상기 대물 렌

즈 유닛의 배율로서, 서로 다르며, 상기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제1 배율과 상기 제2 배율의 차이에 상응

하는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물점 위치를 변화시키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파장(λ2)은 600 nm에서 700 nm의 범위이며, 상기 회절 차수(n1 및 n2)의 조합은,

(n1, n2) = (2, 1), (3, 2), (4, 2), (5, 3), (6, 4), (7, 4), (8, 5), (10, 6) 중 하나인 광 픽업 장치.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 픽업 장치는 상기 제1 파장 및 상기 제2 파장과 다른 제3 파장(λ3)을 사출하기 위한 제3 광

원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은 상기 제1 및 제2 광 디스크와 다른 기록 밀도를 갖는 제3 광 디스크의 제3 정보 기록면 상에 

상기 제3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제3 광원을 집광시키고,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제1 내지 제3 광속의 공통 광로 내에 배치되고, 상기 제2 파장(λ2)은 600 nm

에서 700 nm 범위이고, 상기 제3 파장(λ3)은 730nm에서 830nm 범위이며,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n1, n2, n3) = (2, 1, 1), (4, 2, 2), (6, 4, 3), (8, 5, 4), (10, 6, 5)

의 조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고,

여기서, n1, n2 및 n3는 제1, 제2 및 제3 광속이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 내부에 각각 입사할 때 회절 광 내에서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 광의 회절 순서인 광 픽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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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 픽업 장치는 상기 제1 광원에 의해 사출되는 제1 광속 및 제2 광원에 의해 사출되는 제2 광

속의 발산각을 변환하고 상기 대물 렌즈 유닛 내부로 광속을 유도하기 위한 커플링 렌즈를 포함하고, 상기 커플링 렌

즈는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포함하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커플링 렌즈는 적어도 하나의 플라스틱 렌즈를 포함하고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회

절면은 상기 커플링 렌즈로부터 사출되는 상기 제1 광속에 대한 온도 변화에 따라 발산각의 변화 또는 온도 변화에 

따른 수렴각의 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기능을 갖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는 상기 제2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보다 크고, 상기 커플링 렌즈는 

일군의 플라스틱 렌즈이며, 광학 픽업 장치는,

[NA1·(1 - m1)] 4 ·(f1 2 /f c )·│c1 + (c2 - c1)·P D /P C │ 〈 0.13·λ1

의 식을 만족시키고,

여기서, NA1는 상기 제1 광 디스크 상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 시에 대물 렌즈 유닛의 개구수이고, m1은 상기 제

1 광 디스크 상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 시에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배율이고, f1(mm)은 상기 제1 광 디스크 상

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 시에 상기 제1 파장(λ1)에 대한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초점 거리이고, λ1(mm)은 상기

제1 파장이고, f c (mm)는 상기 제1 파장(λ1)에 대한 상기 커플링 렌즈의 초점 거리이고, n은 상기 제1 파장(λ1)에 

대한 상기 커플링 렌즈의 굴절율이고, α는 상기 커플링 렌즈의 선팽창 계수이고, P D (mm -1 )는 상기 제1 파장(λ1

)에 대한 상기 회절면의 근축 파워이고, P C (mm -1 )는 상기 제1 파장(λ1)에 대한 상기 커플링 렌즈의 근축 파워이

고, dn/dλ는 상기 커플링 렌즈 내의 온도 변화에 기인한 굴절율에 변화율이고, dλ/dt는 상기 온도 변화에 기인한 파

장 변화율이고, c1 및 c2는,

c1 = 1/(n-1)·dn/dt + 1/(n - 1)·dn/dλ·dλ/dt - α

c2 = 1/λ1·dλ/dt - 2α

식에 의해 정의되고,

상기 회절 구조에 의해 발생된 부가된 광로 길이는,

P D = -2·n1·B 2 ·(λ1/λB)

식으로 나타내는 광로차 함수에 의해 정의될 때,

n1은 상기 제1 광속이 상기 회절 구조 내에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회절광 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

절 차수이고,

P D 는,

식에 의해 기인된 부가 광로 길이량에 의해 정의되고,

여기서, h(mm)는 광 경로에 수직인 방향의 높이이고, B2j는 광로차 함수 계 수이고, n은 입사 광속의 회절광 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이고, λ(nm)은 상기 회절 구조에 입사되는 광속의 파장이고, λB(nm)은 상기 

회절 구조의 제조 파장(또는 블레이즈 파장)인 광 픽업 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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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 (c2 - c1)·P D /P c ｜/f c 〈 0.08·λ1(mm)

의 식을 만족하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는 부의 근축 파워을 갖는 광학면을 적어도 하나 포함하고, 광축에 대

략 평행하게 상기 제1 광속을 입사하고 대략 평행하게 광속을 사출하는 일군의 광학 소자인 광 픽업 장치.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은 소정의 기록 밀도를 갖는 광 디스크 상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위한 

제1 대물 렌즈와, 상기 소정의 기록 밀도를 갖는 광 디스크와 다른 광 디스크상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위한 

제2 대물 렌즈인 적어도 2종류의 대물 렌즈와, 이들 대물 렌즈를 선택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 기구를 포함하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는 상기 제2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보다 크고,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이 상기 제1 광 디스크 상에서 수행될 경우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개구수는 0.8 이상인 광 픽업 장치.

청구항 2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는 상기 제2 광 디스크의 기록 밀도 보다 크며, 상기 제1 보호층은 

제1 광 디스크 상의 제1 정보 기록면 상에 0.07 내지 0.13 mm의 두께의 범위를 갖고, 상기 제2 보호층은 제2 광 디스

크 상의 제2 정보 기록면상에 0.55 내지 0.65mm 범위의 두께를 갖고, 상기 광 픽업 장치는 상기 제1 광속을 상기 제1

광 디스크 및 제2 광 디스크 정보 기록면 상에 각각 집광시킴으로써, 상기 제1 광 디스크 및 상기 제2 광 디스크 상의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을 수행하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2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픽업 장치는 제3 파장(λ3)(730nm ≤ λ1 ≤830nm)을 갖는 제3 광속을 사출하기 위한 제3 광

원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은 제3 광속을 제3 광 디스크의 제3 정보 기록면 상에 집광시키고 상기 제

3 광속은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투과하지 않고 상기 대물 렌즈 유닛 내부에 입사되는 광 픽업 장치.

청구항 28.
광 정보 기록 및 재생 장치이며,

제1항의 광 픽업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및 상기 제2 광 디스크 상의 기록 정보와 상기 제1 및 상기 제2 광 디스크

상에 기록된 재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를 실행 가능하도록 구성된 광 정보 기록 및 재생 장치.

청구항 29.
광 픽업 장치용 익스팬더 렌즈이며,

450 nm 이하의 제1 파장(λ1)을 갖는 제1 광속을 사출하기 위한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λ1)의 파장 보다 1.3배 긴 제2 파장(λ2)을 갖는 제2 광속을 사출하기 위한 제2 광원과,

상기 제1 광원에 의해 사출되는 제1 광속을 제1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하고, 상기 제2 광원에 의해 사출

되는 제2 광속을 상기 제1 광 디스크와 다른 기록 밀도를 갖는 제2 광 디스크의 제2 정보 기록면 상에 집광하는 대물 

렌즈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익스팬더 렌즈는 상기 제1 광원 및 제2 광원과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모두 사이에 그리고 상기 제1 광속 및 상

기 제2 광속의 공통 광로 내에 배치되고,

상기 익스팬더 렌즈는 정 렌즈군 및 부 렌즈군을 포함하고,

미세한 단차에 의해 분할되는 복수의 윤대로 구성된 회절 구조가 회절면 상에 형성되도록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적어도 하나의 광학면 상에 회절면을 포함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제2 광속이 회절 구조 내부에 입사될 때 회절광 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 차수(n2)을 갖는 회절광은, 상기 

제1 광속이 회절 구조 내부로 입사될 때 회절광 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 차수(n1)을 갖는 회절광 보다 낮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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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되도록 설계되고,

구면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을 포함하는 렌즈군 중 적어도 하나의 렌즈군과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간격을 가변 조정

함으로써 상기 대물 렌즈 유닛으로의 입사 광속 내에 주연 광선의 경사각을 변화시키는 익스팬더 렌즈.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파장(λ2)은 600 nm에서 700 nm 범위내의 파장이며, 상기 회절 차수(n1 및 n2)의 조합

은,

(n1, n2) = (2, 1), (3, 2), (4, 2), (5, 3), (6, 4), (7, 4), (8, 5), (10, 6) 중 하나인 익스팬더 렌즈.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구성하고 상기 제1 파장(λ1)에 대한 굴절면을 포함하는 렌즈의 

굴절율은 1.5 내지 1.6 범위이며, d선(파장 587.6nm)에 대한 아베수는 50 내지 60 이고, 광축을 따르고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깊이(d0)는,

1.2㎛ 〈 dO 〈 1.7㎛ (1)

1.9㎛ 〈 dO 〈 2.6㎛ (2)

2.6㎛ 〈 dO 〈 3.2㎛ (3)

3.3㎛ 〈 dO 〈 4.2㎛ (4)

4.4㎛ 〈 dO 〈 5.0㎛ (5)

4.7㎛ 〈 dO 〈 5.7㎛ (6)

5.6㎛ 〈 dO 〈 6.5㎛ (7)

6.9㎛ 〈 dO 〈 8.1㎛ (8)

를 충족시키는 익스팬더 렌즈.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광 픽업 장치는 상기 제1 파장 및 상기 제2 파장과 다른 제3 파장(λ3)을 사출하기 위한 제3 

광원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은 상기 제3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제3 광속을 상기 제1 및 제2 광 디스크와 다른 기록 밀도를 

갖는 제3 광 디스크의 제3 정보 기록면 상에 집광하고,

색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제1 내지 제3 광속의 공통 광로 내에 배치되며, 상기 제2 파장(λ2)은 600 nm에서 

700 nm 범위이고, 상기 제3 파장(λ3)은 730 nm에서 830 nm 범위이고,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n1, n2, n3) = (2, 1, 1), (4, 2, 2), (6, 4, 3), (8, 5, 4), (10, 6, 5)

중 어느 하나의 조합이고,

여기서, n1, n2 및 n3는 제1, 제2 및 제3 광속이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 내부로 각각 입사될 때 회절광 내에 최대 회

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차수인 익스팬더 렌즈.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구성하고 상기 회절면을 포함하는 렌즈의 상기 제1 파장(λ1)에 

대한 굴절율은 1.5 내지 1.6 범위이며, d선(파장 587.6nm)에 대한 아베수는 50 내지 60 범위이고, 상기 광축을 따르

고 상 기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깊이(d0)는,

1.2㎛ 〈 dO 〈 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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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dO 〈 3.0㎛ (10)

4.4㎛ 〈 dO 〈 5.0㎛ (11)

5.6㎛ 〈 dO 〈 6.5㎛ (12)

6.9㎛ 〈 dO 〈 8.1㎛ (13)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익스팬더 렌즈.

청구항 34.
광 픽업 장치용 커플링 렌즈이며,

450nm 이하의 제1 파장(λ1)을 갖는 제1 광속을 사출하기 위한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λ1)의 파장 보다 1.3배 긴 제2 파장(λ2)을 갖는 제2 광속을 사출하기 위한 제2 광원과,

상기 제1 광원에 의해 사출되는 제1 광속을 제1 광 디스크의 제1 정보 기록면 상에 집광하고, 상기 제2 광원에 의해 

사출되는 제2 광속을 상기 제1 광 디스크와 다른 기록 밀도를 갖는 제2 광 디스크의 제2 정보 기록면 상에 집광하기 

위한 대물 렌즈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커플링 렌즈는 상기 제1 광원 및 제2 광원과 상기 대물 렌즈 유닛 모두 사이에 그리고 상기 제1 광속 및 상기 제

2 광속의 공통 광로 내에 설치되고,

미세한 단차에 의해 분할되는 복수의 윤대로 구성된 회절 구조가 회절면 상에 형성되도록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적어도 하나의 광학면 상에 회절면을 포 함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제2 광속이 상기 회절 구조 내부에 입사되는 경우에 회절광 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 차수(n2)를 갖는 회

절광이 상기 제1 광속이 상기 회절 구조 내부에 입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절광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n1) 보다 낮은 차수를 갖도록 설계되고,

상기 구면 수차 보정용 유닛을 포함하는 렌즈군 중 적어도 하나의 렌즈군과 상기 대물 렌즈 유닛 사이의 간격을 가변 

조정함으로써 상기 대물 렌즈 유닛으로의 입사 광속에 주연 광선의 경사각을 변화시키는 커플링 렌즈.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파장(λ2)은 600 nm에서 700 nm 범위이며, 상기 회절 차수(n1 및 n2)의 조합은,

(n1, n2) = (2, 1), (3, 2), (4, 2), (5, 3), (6, 4), (7, 4), (8, 5), (10, 6)

중 어느 하나인 커플링 렌즈.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구성하고 상기 회절면을 포함하는 렌즈의 상기 제1 파장(λ1)에 

대한 굴절율은 1.5 내지 1.6 범위이고, 또한 d선(파장 587.6nm)에 대한 아베수는 50 내지 60 범위이고, 상기 광축을 

따르고 상기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 깊이(d0)는,

1.2㎛ 〈 dO 〈 1.7㎛ (1)

1.9㎛ 〈 dO 〈 2.6㎛ (2)

2.6㎛ 〈 dO 〈 3.2㎛ (3)

3.3㎛ 〈 dO 〈 4.2㎛ (4)

4.4㎛ 〈 dO 〈 5.0㎛ (5)

4.7㎛ 〈 dO 〈 5.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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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dO 〈 6.5㎛ (7)

6.9㎛ 〈 dO 〈 8.1㎛ (8)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커플링 렌즈.

청구항 37.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광 픽업 장치는 상기 제1 및 상기 제2 파장과 다른 제3 파장(λ3)을 사출하기 위한 제3 광원을

포함하며,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은 상기 제3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제3 광속을 상기 제1 및 제2 광 디스크와 다른 기록 밀도를 

갖는 제3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 상에 집광하고,

상기 커플링 렌즈는 상기 제1 내지 제3 광속의 공통 광로 내에 배치되며,

상기 제2 파장(λ2)은 600 nm에서 700 nm 범위이고, 상기 제3 파장(λ3)은 730 nm에서 830 nm 범위이고,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n1, n2, n3) = (2, 1, 1), (4, 2, 2), (6, 4, 3), (8, 5, 4), (10, 6, 5)

중 어느 하나의 조합을 충족시키고,

여기서, n1, n2 및 n3는 상기 제1, 제2 및 제3 광속이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 내부에 각각 입사될 경우에 회절광 내

에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인 커플링 렌즈.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구성하고 상기 회절면을 포함하는 구성 렌즈의 상기 제1 파장(λ1

)에 대한 굴절율은 1.5 내지 1.6 범위이며, 또한 d선(파장 587.6nm)에 대한 아베수는 50 내지 60 이고, 상기 광축을 

따르고 상기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광축 방향의 깊이(d0)는,

1.2㎛ 〈 dO 〈 1.7㎛ (9)

2.6㎛ 〈 dO 〈 3.2㎛ (10)

4.4㎛ 〈 dO 〈 5.0㎛ (11)

5.6㎛ 〈 dO 〈 6.5㎛ (12)

6.9㎛ 〈 dO 〈 8.1㎛ (13)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커플링 렌즈.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커플링 렌즈는 적어도 하나의 플라스틱 렌즈를 포함하고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의 회

절면은 상기 커플링 렌즈로부터 사출되는 상기 제1 광속에 대한 온도 변화에 따라 발산각의 변화 또는 온도 변화에 

따른 수렴각의 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로 갖는 커플링 렌즈.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일군의 플라스틱 렌즈이며,

[NA1·(1 - m1)] 4 ·(f1 2 /f c )·│c1 + (c2 - c1)·P D /P C │ 〈 0.13·λ1

의 식을 만족하고,

여기서, NA1는 상기 제1 광 디스크 상의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 시에 대물 렌즈 유닛의 개구수이고, m1은 상기 제

1 광 디스크 상에 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 시에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배율이고, f1(mm)은 상기 제1 광 디스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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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기록 및/또는 재생 시에 상기 제1 파장(λ1)에 대한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초점 거리이고, 제1 λ1(mm)은 상

기 제1 파장이고, f c (mm)는 상기 커플링 렌즈의 상기 λ1에 대한 초점 거리이고, n은 상기 커플링 렌즈의 상기 제1 

파장(λ1)에 대한 굴절율이고, α는 상기 커플링 렌즈의 선팽창 계수이고, P D (mm -1 )는 상기 제1 파장(λ1)에 대

한 상기 회절면의 근축 파워이고, P C (mm -1 )는 상기 제1 λ1에 대한 상기 커플링 렌즈의 근축 파워이고, dn/dλ는

상기 커플링 렌즈의 온도 변화에 기인한 굴절율에 변화율이고, dλ/dt는 상기 온도 변화에 기인한 파장 변화율이고, c

1, c2 및 P D 는,

c1 = 1/(n-1)·dn/dt + 1/(n - 1)·dn/dλ·dλ/dt - α

c2 = 1/λ1·dλ/dt - 2α

P D = -2·n1·B 2 ·(λ1/λB)

식에 의해 정의되고,

여기서, n1은 상기 제1 광속이 상기 회절 구조 내에 입사되는 때 발생되는 회절광 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이고,

P D 는

을 만족하는 광로차 함수에 의해 나타낸 상기 회절 구조에 의해 발생된 부가된 광로 길이량에 의해 정의되고,

여기서, h(mm)는 광 경로에 수직인 방향의 높이이고, B2j는 광로차 함수 계수이고, n은 입사 광속의 회절광 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이고, λ(nm)은 상기 회절 구조에 입사되는 광속의 파장이고, λB(nm)은 상기 

회절 구조의 제조 파장(또는 블레이즈 파장)인 커플링 렌즈.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c1 + (c2 - c1)·P D /P c ｜/f c 〈 0.08·λ1(mm)

을 만족하는 커플링 렌즈.

청구항 42.
광 픽업 장치용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이며,

450nm 이하의 제1 파장(λ1)을 갖는 제1 광속을 사출하기 위한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λ1)의 파장 보다 1.3배 긴 제2 파장(λ2)을 갖는 제2 광속을 사출하기 위한 제2 광원과,

상기 제1 광원에 의해 사출되는 제1 광속을 제1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하고, 상기 제2 광원에 의해 사출

되는 제2 광속을 상기 제1 광 디스크와는 다른 기록 밀도를 갖는 제2 광 디스크의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하는 대물 렌

즈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는 상기 제1 및 제2 광원과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의 사이에 그리고 상기 제1 광속 및 상

기 제2 광속의 공통 광로 내에 배치되고,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는 부의 근축 파워을 갖는 광학면을 적어도 하나 포함하고, 광축에 대략 평행하게 제1 

광속을 입사하고 광속을 대략 평행하게 사출하고,

미세한 단차에 의해 분할되는 복수의 윤대로 이루어진 회절 구조가 회절면 상에 형성되도록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

의 적어도 하나의 광학면 상에 회절면을 포함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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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광속이 상기 회절 구조 내부에 입사될 때 회절광 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 차수(n2)을 갖는 회절광은, 

상기 제1 광속이 회절 구조 내부로 입사될 때 회절광 중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 차수(n1)을 갖는 회절광 보다 낮

은 차수가 되도록 설계되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회절 구조는 거시적으로 평면형인 광학면상에 형성되 며, 그 반대측 광학면은 부의 근축 파워

를 갖고, 그 위에 상기 회절 구조를 갖지 않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

청구항 44.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파장(λ2)은 600 nm에서 700 nm 범위이며, 상기 회절 차수(n1 및 n2)의 조합은,

(n1, n2) = (2, 1), (3, 2), (4, 2), (5, 3), (6, 4), (7, 4), (8, 5), (10, 6)

중 하나인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구성하고 상기 제1 파장(λ1)에 대한 회절면을 포함하는 렌즈의 

굴절율은 1.5 내지 1.6 범위이며, d선(파장 587.6nm)에 대한 아베수는 50 내지 60 범위이고 상기 광축을 따르고 상

기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깊이(d0)는,

1.2㎛ 〈 d0 〈 1.7㎛ (1)

1.9㎛ 〈 d0 〈 2.6㎛ (2)

2.6㎛ 〈 d0 〈 3.2㎛ (3)

3.3㎛ 〈 d0 〈 4.2㎛ (4)

4.4㎛ 〈 d0 〈 5.0㎛ (5)

4.7㎛ 〈 d0 〈 5.7㎛ (6)

5.6㎛ 〈 d0 〈 6.5㎛ (7)

6.9㎛ 〈 d0 〈 8.1㎛ (8)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

청구항 46.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광 픽업 장치는 상기 제1 파장(λ1) 및 상기 제2 파장과 다른 제3 파장(λ3)을 사출하는 제3 

광원을 가지며,

상기 대물 렌즈 유닛은 상기 제3 광원으로부터 사출되는 제3 광속을 상기 제1 및 제2 광 디스크와 다른 기록 밀도를 

갖는 제3 광 디스크의 제3 정보 기록면상에 집광하고,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상기 제1 내지 제3 광속의 공통 광로 내에 배치되며, 상기 제2 파장(λ2)은 600 nm

에서 700 nm 범위이고, 상기 제3 파장(λ3)은 730 nm에서 830 nm의 범위이고,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은,

(n1, n2, n3) = (2, 1, 1), (4, 2, 2), (6, 4, 3), (8, 5, 4), (10, 6, 5)

중 하나를 만족하고,

여기서, n1, n2 및 n3는 상기 제1, 제2 및 제3 광속이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유닛 내부에 입사되는 경우에 회절광 

내에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회절광의 회절 차수인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



공개특허 10-2004-0091553

- 56 -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를 구성하고 상기 제1 파장(λ1)에 대한 회절면을 포함하는 렌즈의 

굴절율은 1.5 내지 1.6 범위이며, d선(파장 587.6nm)에 대한 아베수는 50 내지 60 범위이고 상기 광축을 따르고 상

기 광축에 가장 가까운 단차의 깊이(d0)는,

1.2㎛ 〈 d0 〈 1.7㎛ (9)

2.6㎛ 〈 d0 〈 3.2㎛ (10)

4.4㎛ 〈 d0 〈 5.0㎛ (11)

5.6㎛ 〈 d0 〈 6.5㎛ (12)

6.9㎛ 〈 d0 〈 8.1㎛ (13)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색수차 보정용 광학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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