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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및 「CD」와 같이 적용되는 광속(光束)의 파장이 상이한 2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을 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에 대하여 광 검출기의 수광부를 공용화하면서 안정된 동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다.

「DVD」(106a)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반사 광속과, 「CD」(106b)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반사 광속은 모두 회절

소자(6)에 의해 회절되어, 광 검출용 포토다이오드(7)의 수광면 상의 동일점에 초점을 잇는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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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제1 파장인 제1 광속(光束)을 발하는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과 상이한 제2 파장인 제2 광속을 발하는 제2 광원과,

상기 제1 파장에 적합한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 또는, 상기 제2 파장에 적합한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대하여, 상기 제1 또는 제2 광속을 집광시키는 대물 렌즈와,

상기 대물 렌즈에 의해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집광되고 상기 신호 기록면에 의해

반사된 반사 광속을 검출하는 광 검출기와,

상기 제1 또는 제2 광원으로부터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를 거쳐 상기 광 검출기에 이르는 광로 상

중 어느 하나에 배치된 회절 소자(回折素子)

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1 광속이

반사된 제1 반사 광속과, 상기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

에 의해 상기 제2 광속이 반사된 제2 반사 광속은 최소한 한 쪽이 상기 회절 소자에 의해 회절된 광속이며, 상기 광 검출기

의 수광면 상의 동일점에 초점을 잇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픽업 장치.

청구항 2.

제1 파장인 제1 광속을 발하는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과 상이한 제2 파장인 제2 광속을 발하는 제2 광원과,

상기 제1 파장에 적합한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 또는, 상기 제2 파장에 적합한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대하여, 상기 제1 또는 제2 광속을 집광시키는 대물 렌즈와,

상기 대물 렌즈에 의해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집광되고 상기 신호 기록면에 의해

반사된 반사 광속을 검출하는 광 검출기와,

상기 제1 또는 제2 광원으로부터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를 거쳐 상기 광 검출기에 이르는 광로 상

중 어느 하나에 배치된 회절 소자

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1 광속이

반사된 제1 반사 광속과, 상기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

에 의해 상기 제2 광속이 반사된 제2 반사 광속은 각각 상기 회절 소자에 의해 회절된 광속이며, 상기 광 검출기의 수광면

상의 동일점에 초점을 잇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픽업 장치.

청구항 3.

제1 파장인 제1 광속을 발하는 제1 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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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파장과 상이한 제2 파장인 제2 광속을 발하는 제2 광원과,

상기 제1 파장에 적합한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 또는, 상기 제2 파장에 적합한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대하여, 상기 제1 또는 제2 광속을 집광시키는 대물 렌즈와,

상기 대물 렌즈에 의해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집광되고 상기 신호 기록면에 의해

반사된 반사 광속을 검출하는 광 검출기와,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광 검출기에 이르는 광로 상에 배치되고, 1장의 매질(媒質) 양

면부에 회절 격자가 형성된 회절 소자

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1 광속이

반사된 제1 반사 광속과, 상기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

에 의해 상기 제2 광속이 반사된 제2 반사 광속은 최소한 한 쪽이 상기 회절 소자에 의해 회절된 광속이며, 상기 광 검출기

의 수광면 상의 동일점에 초점을 잇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픽업 장치.

청구항 4.

제1 파장인 제1 광속을 발하는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과 상이한 제2 파장인 제2 광속을 발하는 제2 광원과,

상기 제1 파장에 적합한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 또는, 상기 제2 파장에 적합한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대하여, 상기 제1 또는 제2 광속을 집광시키는 대물 렌즈와,

상기 대물 렌즈에 의해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집광되고 상기 신호 기록면에 의해

반사된 반사 광속을 검출하는 광 검출기와,

상기 제1 또는 제2 광원으로부터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를 거쳐 상기 광 검출기에 이르는 광로 상

중 어느 하나에 배치되고, 1장의 매질 양면부에 회절 격자가 형성된 회절 소자

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1 광속이

반사된 제1 반사 광속과, 상기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

에 의해 상기 제2 광속이 반사된 제2 반사 광속은 각각 상기 회절 소자에 의해 회절된 광속이며, 상기 광 검출기의 수광면

상의 동일점에 초점을 잇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픽업 장치.

청구항 5.

제1 파장인 제1 광속을 발하는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과 상이한 제2 파장인 제2 광속을 발하는 제2 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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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파장에 적합한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 또는, 상기 제2 파장에 적합한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대하여, 상기 제1 또는 제2 광속을 집광시키는 대물 렌즈와,

상기 대물 렌즈에 의해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집광되고 상기 신호 기록면에 의해

반사된 반사 광속을 검출하는 광 검출기와,

상기 제1 또는 제2 광원으로부터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이르는 광로 상에 배치

되고, 1장의 매질 양면부에 회절 격자가 형성된 회절 소자

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1 광속이

반사된 제1 반사 광속과, 상기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

에 의해 상기 제2 광속이 반사된 제2 반사 광속은 최소한 한 쪽이 상기 회절 소자에 의해 회절된 광속이며, 상기 광 검출기

의 수광면 상의 동일점에 초점을 잇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픽업 장치.

청구항 6.

제1 파장인 제1 광속을 발하는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과 상이한 제2 파장인 제2 광속을 발하는 제2 광원과,

상기 제1 파장에 적합한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 또는, 상기 제2 파장에 적합한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대하여, 상기 제1 또는 제2 광속을 집광시키는 대물 렌즈와,

상기 대물 렌즈에 의해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집광되고 상기 신호 기록면에 의해

반사된 반사 광속을 검출하는 광 검출기와,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광 검출기에 이르는 광로 상에 배치되고, 각각 편면부(片面部)

에 회절 격자가 형성된 2장의 매질로 이루어지는 회절 소자

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1 광속이

반사된 제1 반사 광속과, 상기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

에 의해 상기 제2 광속이 반사된 제2 반사 광속은 최소한 한 쪽이 상기 회절 소자에 의해 회절된 광속이며, 상기 광 검출기

의 수광면 상의 동일점에 초점을 잇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픽업 장치.

청구항 7.

제1 파장인 제1 광속을 발하는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과 상이한 제2 파장인 제2 광속을 발하는 제2 광원과,

상기 제1 파장에 적합한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 또는, 상기 제2 파장에 적합한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대하여, 상기 제1 또는 제2 광속을 집광시키는 대물 렌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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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물 렌즈에 의해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집광되고 상기 신호 기록면에 의해

반사된 반사 광속을 검출하는 광 검출기와,

상기 제1 또는 제2 광원으로부터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를 거쳐 상기 광 검출기에 이르는 광로 상

중 어느 하나에 배치되고, 각각 편면부에 회절 격자가 형성된 2장의 매질로 이루어지는 회절 소자

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1 광속이

반사된 제1 반사 광속과, 상기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

에 의해 상기 제2 광속이 반사된 제2 반사 광속은 각각 상기 회절 소자에 의해 회절된 광속이며, 상기 광 검출기의 수광면

상의 동일점에 초점을 잇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픽업 장치.

청구항 8.

제1 파장인 제1 광속을 발하는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과 상이한 제2 파장인 제2 광속을 발하는 제2 광원과,

상기 제1 파장에 적합한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 또는, 상기 제2 파장에 적합한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대하여, 상기 제1 또는 제2 광속을 집광시키는 대물 렌즈와,

상기 대물 렌즈에 의해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집광되고 상기 신호 기록면에 의해

반사된 반사 광속을 검출하는 광 검출기와,

상기 제1 또는 제2 광원으로부터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이르는 광로 상에 배치

되고, 각각 편면부에 회절 격자가 형성된 2장의 매질로 이루어지는 회절 소자를

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1 광속이

반사된 제1 반사 광속과, 상기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

에 의해 상기 제2 광속이 반사된 제2 반사 광속은 최소한 한 쪽이 상기 회절 소자에 의해 회절된 광속이며, 상기 광 검출기

의 수광면 상의 동일점에 초점을 잇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픽업 장치.

청구항 9.

광학 기록 매체인 광 디스크를 회전 조작하는 회전 조작 기구와,

상기 회전 조작 기구에 의해 회전 조작되는 광 디스크의 신호 기록면에 대향되어 설치된 광학 픽업 장치

를 구비하고,

상기 광학 픽업 장치는 제1 파장인 제1 광속을 발하는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과 상이한 제2 파장인 제2 광속을 발하는

제2 광원과, 상기 제1 파장에 적합한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 또는 상기 제2 파장에 적합한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대하여 상기 제1 또는 제2 광속을 집광시키는 대물 렌즈와, 상기 대물 렌즈에 의해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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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집광되고, 상기 신호 기록면에 의해 반사된 반사 광속을 검출하

는 광 검출기와, 상기 제1 또는 제2 광원으로부터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를 거쳐 상기 광 검출기에

이르는 광로 상 중 어느 하나에 배치된 회절 소자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

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1 광속이 반사된 제1 반사 광속과, 상기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2 광속이 반사된 제2 반사 광속은 최

소한 한 쪽이 상기 회절 소자에 의해 회절된 광속이며, 상기 광 검출기의 수광면 상의 동일점에 초점을 잇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

청구항 10.

광학 기록 매체인 광 디스크를 회전 조작하는 회전 조작 기구와,

상기 회전 조작 기구에 의해 회전 조작되는 광 디스크의 신호 기록면에 대향되어 설치된 광학 픽업 장치

를 구비하고,

상기 광학 픽업 장치는 제1 파장인 제1 광속을 발하는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과 상이한 제2 파장인 제2 광속을 발하는

제2 광원과, 상기 제1 파장에 적합한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 또는 상기 제2 파장에 적합한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대하여 상기 제1 또는 제2 광속을 집광시키는 대물 렌즈와, 상기 대물 렌즈에 의해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집광되고, 상기 신호 기록면에 의해 반사된 반사 광속을 검출하

는 광 검출기와, 상기 제1 또는 제2 광원으로부터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를 거쳐 상기 광 검출기에

이르는 광로 상 중 어느 하나에 배치된 회절 소자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

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1 광속이 반사된 제1 반사 광속과, 상기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2 광속이 반사된 제2 반사 광속은 각

각 상기 회절 소자에 의해 회절된 광속이며, 상기 광 검출기의 수광면 상의 동일점에 초점을 잇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

청구항 11.

광학 기록 매체인 광 디스크를 회전 조작하는 회전 조작 기구와,

상기 회전 조작 기구에 의해 회전 조작되는 광 디스크의 신호 기록면에 대향되어 설치된 광학 픽업 장치

를 구비하고,

상기 광학 픽업 장치는 제1 파장인 제1 광속을 발하는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과 상이한 제2 파장인 제2 광속을 발하는

제2 광원과, 상기 제1 파장에 적합한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 또는 상기 제2 파장에 적합한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대하여 상기 제1 또는 제2 광속을 집광시키는 대물 렌즈와, 상기 대물 렌즈에 의해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집광되고, 상기 신호 기록면에 의해 반사된 반사 광속을 검출하

는 광 검출기와,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광 검출기에 이르는 광로 상에 배치되고 1장의

매질 양면부에 회절 격자가 형성된 회절 소자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

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1 광속이 반사된 제1 반사 광속과, 상기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

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2 광속이 반사된 제2 반사 광속은 최소한

한 쪽이 상기 회절 소자에 의해 회절된 광속이며, 상기 광 검출기의 수광면 상의 동일점에 초점을 잇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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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기록 매체인 광 디스크를 회전 조작하는 회전 조작 기구와,

상기 회전 조작 기구에 의해 회전 조작되는 광 디스크의 신호 기록면에 대향되어 설치된 광학 픽업 장치

를 구비하고,

상기 광학 픽업 장치는 제1 파장인 제1 광속을 발하는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과 상이한 제2 파장인 제2 광속을 발하는

제2 광원과, 상기 제1 파장에 적합한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 또는 상기 제2 파장에 적합한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대하여 상기 제1 또는 제2 광속을 집광시키는 대물 렌즈와, 상기 대물 렌즈에 의해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집광되고, 상기 신호 기록면에 의해 반사된 반사 광속을 검출하

는 광 검출기와, 상기 제1 또는 제2 광원으로부터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를 거쳐 상기 광 검출기에

이르는 광로 상 중 어느 하나에 배치되고 1장의 매질 양면부에 회절 격자가 형성된 회절 소자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1 광속이 반사된 제

1 반사 광속과, 상기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

기 제2 광속이 반사된 제2 반사 광속은 각각 상기 회절 소자에 의해 회절된 광속이며, 상기 광 검출기의 수광면 상의 동일

점에 초점을 잇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

청구항 13.

광학 기록 매체인 광 디스크를 회전 조작하는 회전 조작 기구와,

상기 회전 조작 기구에 의해 회전 조작되는 광 디스크의 신호 기록면에 대향되어 설치된 광학 픽업 장치

를 구비하고,

상기 광학 픽업 장치는 제1 파장인 제1 광속을 발하는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과 상이한 제2 파장인 제2 광속을 발하는

제2 광원과, 상기 제1 파장에 적합한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 또는 상기 제2 파장에 적합한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대하여 상기 제1 또는 제2 광속을 집광시키는 대물 렌즈와, 상기 대물 렌즈에 의해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집광되고, 상기 신호 기록면에 의해 반사된 반사 광속을 검출하

는 광 검출기와, 상기 제1 또는 제2 광원으로부터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이르는

광로 상에 배치되고, 1장의 매질 양면부에 회절 격자가 형성된 회절 소자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1 광속이 반사된 제1 반사 광속과, 상

기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2 광속이 반

사된 제2 반사 광속은 최소한 한 쪽이 상기 회절 소자에 의해 회절된 광속이며, 상기 광 검출기의 수광면 상의 동일점에 초

점을 잇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

청구항 14.

광학 기록 매체인 광 디스크를 회전 조작하는 회전 조작 기구와,

상기 회전 조작 기구에 의해 회전 조작되는 광 디스크의 신호 기록면에 대향되어 설치된 광학 픽업 장치

를 구비하고,

상기 광학 픽업 장치는 제1 파장인 제1 광속을 발하는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과 상이한 제2 파장인 제2 광속을 발하는

제2 광원과, 상기 제1 파장에 적합한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 또는 상기 제2 파장에 적합한 제2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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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대하여 상기 제1 또는 제2 광속을 집광시키는 대물 렌즈와, 상기 대물 렌즈에 의해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집광되고, 상기 신호 기록면에 의해 반사된 반사 광속을 검출하

는 광 검출기와,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광 검출기에 이르는 광로 상에 배치되어 각각

편면부에 회절 격자가 형성된 2장의 매질로 이루어지는 회절 소자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1 광속이 반사된 제1 반사 광속과, 상기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2 광속이 반사된 제

2 반사 광속은 최소한 한 쪽이 상기 회절 소자에 의해 회절된 광속이며, 상기 광 검출기의 수광면 상의 동일점에 초점을 잇

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

청구항 15.

광학 기록 매체인 광 디스크를 회전 조작하는 회전 조작 기구와,

상기 회전 조작 기구에 의해 회전 조작되는 광 디스크의 신호 기록면에 대향되어 설치된 광학 픽업 장치

를 구비하고,

상기 광학 픽업 장치는 제1 파장인 제1 광속을 발하는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과 상이한 제2 파장인 제2 광속을 발하는

제2 광원과, 상기 제1 파장에 적합한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 또는 상기 제2 파장에 적합한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대하여 상기 제1 또는 제2 광속을 집광시키는 대물 렌즈와, 상기 대물 렌즈에 의해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집광되고, 상기 신호 기록면에 의해 반사된 반사 광속을 검출하

는 광 검출기와, 상기 제1 또는 제2 광원으로부터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를 거쳐 상기 광 검출기에

이르는 광로 상 중 어느 하나에 배치되어 각각 편면부에 회절 격자가 형성된 2장의 매질로 이루어지는 회절 소자를 구비하

고 있으며, 상기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1 광속이 반사된 제1 반사 광속과, 상기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

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2 광속이 반사된 제2 반사 광속은 각각 상기 회절 소자에 의해 회절된 광속이며, 상기 광 검출

기의 수광면 상의 동일점에 초점을 잇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

청구항 16.

광학 기록 매체인 광 디스크를 회전 조작하는 회전 조작 기구와,

상기 회전 조작 기구에 의해 회전 조작되는 광 디스크의 신호 기록면에 대향되어 설치된 광학 픽업 장치

를 구비하고,

상기 광학 픽업 장치는 제1 파장인 제1 광속을 발하는 제1 광원과, 상기 제1 파장과 상이한 제2 파장인 제2 광속을 발하는

제2 광원과, 상기 제1 파장에 적합한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 또는 상기 제2 파장에 적합한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대하여 상기 제1 또는 제2 광속을 집광시키는 대물 렌즈와, 상기 대물 렌즈에 의해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집광되고, 상기 신호 기록면에 의해 반사된 반사 광속을 검출하

는 광 검출기와, 상기 제1 또는 제2 광원으로부터 상기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이르는

광로 상에 배치되어 각각 편면부에 회절 격자가 형성된 2장의 매질로 이루어지는 회절 소자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기 제1 광속이 반사된 제

1 반사 광속과, 상기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상

기 제2 광속이 반사된 제2 반사 광속은 최소한 한 쪽이 상기 회절 소자에 의해 회절된 광속이며, 상기 광 검출기의 수광면

상의 동일점에 초점을 잇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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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학 기록 매체에 대하여 정보 신호의 기입이나 판독을 행하는 광학 픽업 장치 및 이와 같은 광학 픽업 장치를

구비하고 광학 기록 매체로서 광 디스크를 사용하여 정보 신호의 기록 및 재생을 행하는 광 디스크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 이른바 광 디스크와 같은 같은 광학 기록 매체가 제안되고, 또 이 광학 기록 매체로부터 정보의 판독을 행하는 광학

픽업 장치가 제안되어 있다.

광 디스크로서는, 이른바 「콤팩트 ·디스크(이하, 「CD」라고 함)」(상품명)나 이 「콤팩트 ·디스크」보다도 더욱 고밀도

의 정보 신호 기록을 가능하게 한 「디지털 ·버서타일 ·디스크(Digital Versatile Disk)(이하, 「DVD」라고 함)」(상품명)

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CD」및 「DVD」 어느 것을 사용해도, 정보 신호의 판독을 행할 수 있는 광

학 픽업 장치가 제안되어 있다.

이와 같은 「CD」및 「DVD」어느 것으로부터도 정보 신호의 판독을 행할 수 있는 광학 픽업 장치는 도 15에 나타낸 것

같이, 광원으로 되는 레이저 다이오드(LD)(101)를 가지고 있다. 이 레이저 다이오드(101)로부터 발해진 광속(光束)은 적

색광(예를 들면, 파장 635nm)이며, 회절 격자(回折格子)(그레이팅)(102)를 거쳐 빔 스플리터(103)에 이른다. 회절 격자

(102)는 트래킹 에러 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서브빔을 생성하기 위한 것이다. 빔 스플리터(103)는 평행 평판이며, 레이저

다이오드(101)로부터의 광속의 광축에 대하여 45°의 경사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다. 레이저 다이오드(101)로부터의 광속

은 빔 스플리터(103)의 표면부에서 반사되어 90°편향되고, 콜리메이터 렌즈(104)를 거쳐 평행 광속으로 되어 대물 렌즈

(105)에 입사한다. 이 대물 렌즈(105)는 입사된 광속을 「DVD」(106a) 또는 「CD」(106b) 중 어느 하나의 신호 기록면

상에 집광시킨다.

「DVD」(106a) 또는 「CD」(106b) 중 어느 하나의 신호 기록면 상에 집광된 광속은 이 신호 기록면에서, 「DVD」

(106a) 또는 「CD」(106b)에 기록된 정보 신호에 따라 변조되어 반사되고, 반사 광속으로서 대물 렌즈(105)로 복귀한다.

이 반사 광속은 콜리메이터 렌즈(104)를 거쳐, 빔 스플리터(103)에 이른다. 그리고, 반사 광속은 빔 스플리터(103)를 투과

함으로써, 비점 수차(非点收差)를 발생하면서, 광 검출기(PD)(107)의 수광면 상에 초점을 잇는다. 빔 스플리터(103)를 투

과할 때 발생한 비점 수차에 따라, 포커스 에러 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광원으로부터 발하는 파장이 적색의 단일 파장인 경우에는, 신호 기록층에 색소를 사용한 광 디스크인 이른바

「CD-R」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을 행할 수 없다. 이것은 「CD-R」신호 기록면의 반사율이 적색광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

그래서, 「CD」, 「DVD」뿐만 아니라, 「CD-R」과 같이 파장 의존성이 강한 광 디스크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도 가

능하게 하도록, 도 16에 나타낸 것 같이, 서로 상이한 파장의 광속을 발하는 2개의 광원을 사용한 광학 픽업 장치가 제안되

어 있다.

이 광학 픽업 장치에서는, 제1 광원이 되는 레이저 다이오드(101)로부터는 적색광(예를 들면, 파장 635nm)이 출사되고,

제2 광원이 되는 수발광(受發光) 복합 소자(109)의 레이저 칩으로부터는 적외광(예를 들면, 파장 780nm)이 출사된다.

레이저 다이오드(101)로부터 출사된 광속은 빔 스플리터(103)에 이른다. 이 빔 스플리터(103)는 레이저 다이오드(101)로

부터의 광속의 광축에 대하여 45°의 경사를 가지고 배치된 평행 평판이다. 레이저 다이오드(101)로부터의 광속은 빔 스플

리터(103)의 표면부에서 반사되어 90°편향되고, 다이크로익 빔 스플리터(109) 및 콜리메이터 렌즈(104)를 거쳐 평행 광

속으로 되어 대물 렌즈(105)에 입사한다. 대물 렌즈(105)는 입사된 광속을 「DVD」(106a)의 신호 기록면 상에 집광시킨

다.

등록특허 10-0716634

- 9 -



한편, 수발광 복합 소자(109)의 레이저 칩으로부터 출사된 광속은 다이크로익 빔 스플리터(108)에 이른다. 다이크로익 빔

스플리터(108)는 수발광 복합 소자(109)의 레이저 칩으로부터의 광속의 광축에 대하여 45°의 경사를 가지는 반사면을 가

지고 있으며, 반사면에 의해 이 광속을 반사시킴으로써, 90°편향시킨다. 이 때, 수발광 복합 소자(109)의 레이저 칩으로부

터의 광속은 레이저 다이오드(101)로부터 출사된 광속과 광축을 일치시키기 된다. 그리고, 수발광 복합 소자(109)의 레이

저 칩으로부터의 광속은 콜리메이터 렌즈(104)를 거쳐 평행 광속으로 되어 대물 렌즈(105)에 입사한다. 대물 렌즈(105)는

입사된 광속을 「CD」(106b)의 신호 기록면 상에 집광시킨다.

「DVD」(106a) 또는 「CD」(106b) 중 어느 하나의 신호 기록면 상에 집광된 광속은 이 신호 기록면에서 반사되어, 반사

광속으로서 대물 렌즈(105)로 복귀한다. 이 반사 광속은 콜리메이터 렌즈(104) 및 다이크로익 빔 스플리터(108)에 이른

다. 이 다이크로익 빔 스플리터(108)에서는, 적색광이 투과되고, 적외광반사면에 의해 반사됨으로써, 이들 적색광 및 적외

광의 광로가 분할된다.

다이크로익 빔 스플리터(108)를 투과한 적색광은 빔 스플리터(103)에 이르고, 이 빔 스플리터(103)를 투과함으로써, 비점

수차를 발생하면서, 광 검출기(PD)(107)의 수광면 상에 초점을 잇는다.

한편, 다이크로익 빔 스플리터(108)의 반사면에서 반사된 적외광은 수발광 복합 소자(109)의 광 검출기의 수광면 상에 초

점을 잇는다.

그런데, 최근의 반도체 기술의 진보에 의해, 도 17에 나타낸 것 같이, 동일한 반도체 기판 상에 2개의 레이저 칩을 마운트

하는 기술이 가능하게 되어 왔다. 이와 같은 모놀리식(monolithic)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술에 의해, 2개 레이저 칩(111a,

111b)의 발광점 위치를 가로 방향으로 80㎛ 내지 200㎛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광 검출기(112)도 각 레이저 칩(111a, 111b)과 동일한 반도체 기판(114) 상에 형성함으로써, 2개의 레이저 칩(111a,

111b)을 가지는 수발광 복합 소자(110)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수발광 복합 소자(110)에서는 광 검출기(113) 상에 각 레이

저 칩(111a, 111b)에 대하여 경사부를 향해 배치된 프리즘(113)이 설치되어 있다.

이 수발광 복합 소자(110)에서는, 레이저 칩(111a, 111b)으로부터 발해진 광속은 프리즘(113)의 사면부(斜面部)에서 반

사되어, 이 수발광 복합 소자(110)의 외방측으로 사출된다. 그리고, 광학 기록 매체에 의해 반사되어 이 수발광 복합 소자

(110)로 복귀한 광속은 프리즘(113) 내에 입사하여, 광 검출기에 의해 수광된다.

이와 같은 모놀리식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CD」및 「DVD」의 어느것으로부터도 정보 신호의 판독을 행할 수 있

도록 구성한 광학 픽업 장치의 광학계에서는, 도 18에 나타낸 것 같이, 수발광 복합 소자(110)의 레이저 칩(111a, 111b)으

로부터 발해진 광속은 콜리메이터 렌즈(104)를 거쳐 대물 렌즈(105)에 입사하고, 이 대물 렌즈(105)에 의해, 「DVD」

(106a) 또는 「CD」(106b) 중 어느 하나의 신호 기록면 상에 집광된다. 이들 「DVD」(106a) 또는 「CD」(106b) 중 어

느 하나의 신호 기록면에 의해 반사된 반사 광속은 대물 렌즈(105), 콜리메이터 렌즈(104)를 거쳐 수발광 복합 소자(110)

로 복귀하고, 이 수발광 복합 소자(110)의 광 검출기에 의해 수광된다.

수발광 복합 소자(110)에서는, 「DVD」용 및 「CD」용으로 되는 2개의 레이저 칩(111a, 111b)이 120㎛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 이들 2개의 레이저 칩(111a, 111b)으로부터 사출된 광속은 서로 광축끼리 120㎛의 간격을 유지한 상

태에서, 광학 기록 매체에 입사되고 이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서 반사되어, 수발광 복합 소자(110)의 광 검출기

(112)로 복귀한다.

광 검출기(112)는 「DVD」용 광속이 「DVD」의 신호 기록면에서 반사된 광속을 수광하는 제1 수광면과, 「CD」용 광

속이 「CD」의 신호 기록면에서 반사된 광속을 수광하는 제2 수광면을 가지고 있다. 이들 제1 및 제2 수광면 사이의 거리

는 각 레이저 칩(111a, 111b) 사이의 간격과 동일하게 120㎛ 정도로 되어 있다.

이 광학계에서는, 「DVD」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이 「CD」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보다도 곤란한 것을 감안하여,

「DVD」용의 광속이 광축 중심으로 되도록 조정하기 위해, 「CD」용의 광속은 광축에 대하여 발광점의 위치 어긋남분,

즉, 120㎛ 정도의 어긋남을 가진 상태로 된다. 이와 같은 발광점의 위치 어긋남분의 광속의 어긋남을 보정하기 위해, 홀로

그램(hologram) 소자를 사용하는 것도 제안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모놀리식 레이저 다이오드를 광학 픽업 장치에 사용하는 이점으로서는, 부품 개수의 삭감, 소형화, 제조 공정에

서의 조정의 용이화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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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 19에 나타낸 것 같이, 모놀리식 레이저 다이오드를 디스크 리드에 사용하여 광학계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광학 픽업 장치에서의 레이저 다이오드(101a)에는, 도 20에 나타낸 것 같이, 제1 및 제2의 2개 레이저 칩(111a, 111b)이

설치되어 있다. 이 레이저 다이오드(101a)로부터 발해지는 광속은, 예를 들면 적색광 및 적외광이며, 회절 격자(102)를 거

쳐 빔 스플리터(103)에 이른다. 회절 격자(102)는 트래킹 에러 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서브빔을 생성하기 위한 것이다. 빔

스플리터(103)는 평행 평판이며, 레이저 다이오드(101a)로부터의 광속의 광축에 대하여 45°의 경사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다. 레이저 다이오드(101a)로부터의 광속은 빔 스플리터(103)의 표면부에서 반사되어 90°편향되고, 콜리메이터 렌즈

(104)를 거쳐 평행 광속으로 되어 대물 렌즈(105)에 입사한다. 이 대물 렌즈(105)는 입사된 광속을 「DVD」(106a) 또는

「CD」(106b) 중 어느 하나의 신호 기록면 상에 집광시킨다.

「DVD」(106a) 또는 「CD」(106b) 중 어느 하나의 신호 기록면 상에 집광된 광속은 이 신호 기록면에서, 「DVD」

(106a) 또는 「CD」(106b)에 기록된 정보 신호에 따라 변조되고 반사되어, 반사 광속으로서 대물 렌즈(105)로 복귀한다.

이 반사 광속은 콜리메이터 렌즈(104)를 거쳐 빔 스플리터(103)에 이른다. 그리고, 반사 광속은 빔 스플리터(103)를 투과

함으로써, 비점 수차를 발생하면서 광 검출기(107)의 수광면 상에 초점을 잇는다. 빔 스플리터(103)를 투과할 때 발생한

비점 수차에 따라, 포커스 에러 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이 광학 픽업 장치에서도, 도 21에 나타낸 것 같이, 광 검출기(107)에서의 「DVD」용의 수광부(107a)와 「CD」용의 수

광부(107b)는 2개의 레이저 칩(111a, 111b)의 발광점의 위치 어긋남과 동일 간격을 두고 형성된다.

이와 같은 디스크 리드 광학계가 도 17 및 도 18에 나타낸 집적 광학계보다도 우수한 점은 불요 회절광이 적은 것, 제작이

용이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런데, 전술한 것 같이, 2개의 발광점을 구비한 광학 픽업 장치에서는, 공간적인 제약 상, 이들 2개의 발광점은 최소한 80

㎛ 정도의 간격을 두고 형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초점(共焦点) 광학계에서는, 광 검출기의 수광면 상의 초점도 80㎛ 정

도의 간격을 두고 2개가 형성된다. 따라서, 광 검출기에서는, 이들 2개의 초점을 형성하는 광속을 수광하기 위해, 최소한

80㎛ 정도의 간격을 둔 2개의 수광면에서 수광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른바 「CD-ROM」으로부터 정보 신호의 판독을 행하는 경우와 같이, 광 디스크를 고배속(高倍速) 회전시키

는 경우를 고려하면, 각 수광면에 대응한 I-V 앰프를 광 검출기의 반도체 기판 상에서의 이 수광면의 근방에 제작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전술한 광학 픽업 장치의 광 검출기에서는, 수광면끼리의 간격이 너무 좁아, 반도체 기판 상에 I-V 앰프

를 제작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광점 간의 간격을 넓게 한다고 하는 구성이 고려된다. 그러나, 발광점 간의 간격을 넓게 하면,

한 쪽 광속의 광축으로부터의 어긋남량이 커지기 때문에 광학 특성의 악화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정을 감안하여 제안되는 것이며, 「DVD」및 「CD」와 같이 적용되는 광속의 파장이 상이한

2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을 행하는 광학 픽업 장치에 있어서, 2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에 대하여

광 검출기의 수광부를 공용화할 수 있도록 된 광학 픽업 장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본 발명은 전술한 광학 픽업 장치를 구비하여 구성된 광 디스크 장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전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광학 픽업 장치는 제1 파장인 제1 광속을 발하는 제1 광원과, 이 제1 파장과

상이한 제2 파장인 제2 광속을 발하는 제2 광원과, 이 제1 파장에 적합한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 또는,

이 제2 파장에 적합한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대하여, 이 제1 또는 제2 광속을 집광시키는 대물 렌즈

와, 이 대물 렌즈에 의해 이 제1 종류 또는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에 집광되고 이 신호 기록면에 의해 반

사된 반사 광속을 검출하는 광 검출기와, 이 광원으로부터 이 광학 기록 매체를 거쳐 상기 광 검출기에 이르는 광로 상 중

어느 하나에 배치된 회절 소자를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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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제1 광속이 반

사된 제1 반사 광속과,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제2 광속이 반사된 제2 반사 광속은 최소한 한 쪽이 회절 소자에 의해 회절된 광속이며, 광 검출기의 수광면 상의 동일점에

초점을 잇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1 반사 광속과 제2 반사 광속 모두가 회절 소자에 의해 회절된 광속인 것으로 함으로써, 회절 소자에서의 회절

각을 크게 할 수 있으므로, 광 검출기에 대한 불요 회절광의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다.

또, 회절 소자를 광학 기록 매체로부터 광 검출기에 이르는 광로 상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히 광원이 레이저 다이오드인 경

우에 있어서, 제1 및 제2의 어느 광원으로부터 발해지는 광속에 대해서도 효율 양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회절 소자를 광원으로부터 광학 기록 매체에 이르는 광로 상에 배치한 경우에는, 제1 및 제2 광속의 광학 기록 매

체에의 입사 시의 광축을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다.

또, 회절 소자를 1장의 매질 양면부에 회절 격자가 형성된 것으로 함으로써, 환경 온도 변화의 광학 특성에의 영향을 억제

할 수 있다.

또한, 회절 소자를 각각 편면부에 회절 격자가 형성된 2장의 매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함으로써, 환경 온도 변화의 광학

특성에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는 동시에, 회절 소자를 이동 조정함으로써 광 검출기 상의 광 스폿의 위치 조정을 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관한 광 디스크 장치는 전술한 본 발명에 관한 광학 픽업 장치와, 광학 기록 매체인 광 디스크를 회전 조

작하는 회전 조작 기구를 구비하여 구성되고, 이 회전 조작 기구에 의해 회전 조작되는 광 디스크의 신호 기록면에 광학 픽

업 장치를 대향시켜 설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 형태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이 실시 형태는 본 발명에 관한 광학 픽업 장치를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로서 이른바 「DVD(디지털 ·버서타일 ·디스크

(Digital Versatile Disk))」(상품명)를 사용하고,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로서 이른바 「CD(콤팩트 ·디스크(Compact

Disk))」(상품명)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 광학 픽업 장치로서 구성한 것이다. 「DVD」가 적합한 제1 파장은, 예를 들면

635nm이며, 「CD」가 적합한 제2 파장은, 예를 들면 780nm이다.

이 광학 픽업 장치는 도 1에 나타낸 것 같이, 모놀리식 레이저 다이오드를 디스크 리드에 사용하여 구성한 광학계를 가지

고 있다. 이 광학 픽업 장치에서의 레이저 다이오드(1)에는, 하나의 패키지 내에 제1 및 제2의 2개 레이저 칩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 2개의 레이저 칩은 서로 80㎛ 내지 120㎛의 간격을 두고 있다. 제1 레이저 칩으로부터는, 예를 들면 적색 광속

(635nm)인 제1 광속이 발해지고, 제2 레이저 칩으로부터는, 예를 들면 적외 광속(780nm)인 제2 광속이 발해진다.

레이저 다이오드(1)로부터 발해진 광속은 회절 격자(그레이팅)(2)를 거쳐 빔 스플리터(3)에 이른다. 회절 격자(2)는 트래

킹 에러 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한 쌍의 서브빔을 생성하기 위한 것이다. 빔 스플리터(3)는 평행 평판이며, 레이저 다이오드

로부터의 광속의 광축에 대하여 45°의 경사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다. 레이저 다이오드(1)로부터의 광속은 빔 스플리터(3)

의 표면부에서 반사되어 90°편향되고, 콜리메이터 렌즈(4)를 거쳐 평행 광속으로 되어 대물 렌즈(5)에 입사한다. 이 대물

렌즈(5)는 입사된 광속을 「DVD」(106a) 또는 「CD」(106b) 중 어느 하나의 신호 기록면 상에 집광시킨다.

「DVD」(106a)의 신호 기록면 상에 집광된 광속은 이 신호 기록면에서, 「DVD」(106a)에 기록된 정보 신호에 따라 변

조되고 반사되어, 제1 반사 광속으로서 대물 렌즈(5)로 복귀한다. 또, 「CD」(106b)의 신호 기록면 상에 집광된 광속은

이 신호 기록면에서, 「CD」(106b)에 기록된 정보 신호에 따라 변조되고 반사되어, 제2 반사 광속으로서 대물 렌즈(5)로

복귀한다.

이들 반사 광속은 콜리메이터 렌즈(4)를 거쳐, 빔 스플리터(3)에 이른다. 그리고, 반사 광속은 빔 스플리터(3)를 투과함으

로써, 비점 수차를 발생하여 회절 소자(6)를 투과한다. 이 회절 소자(6)는 도 2에 나타낸 것 같이, 평행 평판의 매질 편면에

회절 격자 패턴(6a)이 형성된 것이다. 이 회절 격자 패턴(6a)은 특정 차수(次數)의 회절 효율이 높아지도록 된 브레즈드 회

절 격자이다. 예를 들면, 각 반사 광속에 대하여 1차 회절 광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절 소자(6)의 회절 격자 패턴은 제1

반사 광속 및 제2 반사 광속의 1차 회절 효율이 최대로 되는 깊이의 중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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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1 반사 광속의 회절 소자(6)에서의 1차 회절 광속과, 제2 반사 광속의 이 회절 소자(6)에서의 1차 회절 광속은

광 검출기(7)의 수광부 사에 초점을 잇는다. 즉, 이 광학 픽업 장치에서는, 제1 반사 광속의 1차 회절 광속도 제2 반사 광속

의 1차 회절 광속도, 동일한 수광부(7a) 상의 동일한 점 상에 초점을 잇는다. 이와 같이, 제1 및 제2 반사 광속이 수광부

(7a) 상의 동일점 상에 초점을 잇는 것은 이들 반사 광속의 파장 차이에 의한 회절각의 차이에 의해, 레이저 다이오드(1)에

서의 발광점의 간격에 대응하는 초점의 간격분이 상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절 격자에서 격자의 주기를 a, 입사 광속의 파장을 λ, 회절 차수를 n으로 했을 때, n차 회절광의 회절각 θ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sinθ= nλ/a

이 광 검출기(7)에서는 빔 스플리터(3)를 투과할 때에 발생한 비점 수차에 따라, 포커스 에러 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또,

회절 격차(2)에 의해 생성된 한 쌍의 서브빔도, 전술한 광로를 더듬어 광 검출기(7)에 이른다. 이들 서브빔의 반사 광속을

검출함으로써, 트래킹 에러 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즉, 광 검출기(7)에는, 도 4에 나타낸 것 같이, 주(主)수광부(7a)와, 서

브빔의 반사 광속을 수광하기 위한 한 쌍의 부(副)수광부(7b, 7c)가 형성되어 있다. 주수광부(7a)는 중심으로부터 방사형

으로 4면의 수광면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이들 각 수광면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광 검출 출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각 수광면으로부터의 광 검출 출력을 사용한 연산에 의해, 이른바 비점 수차법에 의해 포커스 에러 신호를 얻을 수 있다.

또, 한 쌍의 부수광부(7b, 7c)는 각각 1면의 수광면으로 이루어지며, 서로 독립적으로 광 검출 출력을 얻을 수 있다. 이들

각 부수광부(7b, 7c)로부터의 광 검출 출력을 사용한 연산에 의해, 이른바 3빔법에 의해 트래킹 에러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이 광학 픽업 장치에서는, 제1 및 제2 반사 광속에 대하여, 각각 회절 소자(6)에서의 1차 회절 광속을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회절 소자(6)에서의 회절각을 크게 할 수 있어, 광 검출기(7)에 입사하는 불요 회절광의 영향을 억

제할 수 있다.

또, 전술한 광학 픽업 장치에서는, 환경 온도의 변화에 따른 레이저 다이오드가 발하는 광속의 파장 변화에 의해, 회절 소

자에서의 회절각이 변화되어, 광 검출기의 수광부 상에서의 반사 광속의 광 스폿 이동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 이와 같은 경

우에는, 빔 스플리터를 예를 들면 플라스틱과 같은 굴절률이 온도에 의존하여 변화되는 매질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하고,

이와 같은 굴절률의 변화에 의한 광 스폿의 이동이 회절 소자에서의 회절각의 변화가 초래하는 광 스폿의 이동을 제거하도

록 배치하면, 광 검출기에서의 광 스폿의 이동을 보정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광학 픽업 장치에서는, 회절 소자를 광축 방향으로 이동 조정함으로써, 광 검출기에서의 반사 광속의 광 스폿

위치를 광축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회절 소자의 광축 방향으로의 이동 조정에 의해, 각 광학

소자의 치수 오차 등에 의한 광 스폿의 위치 어긋남도 보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조정 감도는 회절 소자에서의 회절각이

클수록 양호하게 된다.

또, 본 발명에 관한 광학 픽업 장치는 도 5에 나타낸 것 같이, 빔 스플리터(3)와 광 검출기(7) 사이의 광로 상에 배치되는

회절 소자(8)를 도 6에 나타낸 것 같이, 1장의 매질 양면부에 회절 격자가 형성된 것에 대신하여 구성해도 된다. 이 회절 소

자(8)에서는, 도 7에 나타낸 것 같이, 평행 평판의 매질 양면부에 서로 동일한 회절 패턴이 반사 대칭의 상태로(서로 경상

(鏡像) 관계로 되어) 그려져 있다.

이 경우에는, 제1 반사 광속 및 제2 반사 광속에 대하여, 광 검출기(7)의 수광부에 도달하는 광속이 각각 회절 소자(8)에서

회절된 광속일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 제1 반사 광속에 대해서는 회절 소자(8)에서의 0차 광속(즉, 회절되어 있지 않은

광속)을 광 검출기(7)에서 검출하고, 제2 반사 광속에 대해서는 회절 소자(8)에서의 1차 회절 광속을 광 검출기(7)에서 검

출하는 것으로 해도 된다.

이와 같은 회절 소자(8)를 사용한 경우에는, 환경 온도의 변화에 의한 광학 특성에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 즉, 환경 온도

의 변화에 의한 회절 패턴에의 변화는 회절 소자(8)의 매질 양면부에서 반사 대칭의 상태로 일어나므로, 반사 광속에 대한

회절 효과의 변화가 서로 제거되어, 이 회절 소자(8)를 투과한 광속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레이저 다이오드의 발진 파장 변화에 의한 회절각의 변화에 대해서도, 회절 소자(8) 양면부의 회절 패턴이 서로 제거되

므로, 환경 온도의 변화에 의해 레이저 다이오드의 발진 파장이 변화되어도, 광 검출기(7)의 수광부 상에서의 반사 광속의

광 스폿이 이동하는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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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경우에는, 2개의 회절 패턴 사이, 즉, 회절 소자(8)의 매질 중을 투과하고 있는 사이의 광로에서만, 반사 광속의

광축 어긋남을 보정하므로, 도 1에 나타낸 것 같이 회절 소자로부터 광 검출기까지의 사이의 광로 전체에서 광축 어긋남을

보정하는 구성과 비교하여 회절각은 커진다.

그리고, 도 5에 나타낸 것 같이, 회절 소자(8)를 광 디스크(106a, 106b)로부터 광 검출기(7)에 이르는 광로(복로(復路)) 상

에 배치한 경우에는, 광원이 레이저 다이오드와 같이 출사 광속의 발산각이 한정되어 있는 광원인 경우에 있어서, 제1 및

제2의 어느 광원으로부터 발해지는 광속에 대해서도, 효율 양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광학 픽업 장치에서는, 회절 소자(8)는 광원으로부터 광 디스크에 이르는 광로(왕로(往路)) 상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도 된다. 이 경우에는, 제1 및 제2 광속의 광 디스크(106a, 106b)에의 입사 시의 광축을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다.

또한, 이 광학 픽업 장치에서도, 제1 반사 광속 및 제2 반사 광속 모두에 대하여, 광 검출기(7)에 의해 검출되는 광속이 회

절 소자(8)에 의해 회절된 광속인 것으로 해도 된다. 즉, 예를 들면, 제1 반사 광속에 대해서는 회절 소자(8)에서의 1차 회

절 광속을 광 검출기(7)에서 검출하고, 제2 반사 광속에 대해서는 회절 소자(8)에서의 2차 회절 광속을 광 검출기(7)에서

검출하는 것으로 해도 된다. 이 경우에는, 회절 소자에서의 회절각이 커져, 광 검출기에 대한 불요 회절광의 영향을 보다

저감시킬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관한 광학 픽업 장치는 도 8에 나타낸 것 같이, 광원으로부터 광 검출기(7)까지 이르는 광로 상 중 어느 하나

에 배치되는 회절 소자(9, 10)로서, 도 9에 나타낸 것 같이, 각각 편면부에 회절 격자가 형성된 2장의 매질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도 된다. 이 회절 소자(9, 10)에서는, 도 10에 나타낸 것 같이, 2장의 평행 평판의 매질 각각의 편

면부에 서로 동일한 회절 패턴이 반사 대칭의 상태로(서로 경상 관계로 되어) 그려져 있다.

이 경우에는, 제1 반사 광속 및 제2 반사 광속에 대하여 광 검출기(7)의 수광부에 도달하는 광속이 각각 회절 소자(9, 10)

에서 회절된 광속일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 제1 반사 광속에 대해서는 회절 소자(9, 10)에서의 0차 광속(즉, 회절되어 있

지 않은 광속)을 광 검출기(7)에서 검출하고, 제2 반사 광속에 대해서는 회절 소자(9, 10)에서의 1차 회절 광속을 광 검출

기(7)에서 검출하는 것으로 해도 된다.

이와 같은 회절 소자(9, 10)를 사용한 경우에는, 환경 온도의 변화에 의한 광학 특성에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 즉, 환경

온도의 변화에 의한 회절 패턴에의 변화는 회절 소자(9, 10)의 각 매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므로, 반사 광속에 대한 회절

효과의 변화가 서로 제거되어, 이들 회절 소자(9, 10)를 투과한 광속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레이저 다이오드의 발진 파장 변화에 의한 회절각의 변화에 대해서도, 회절 소자(9, 10)의 각 회절 패턴이 서로 제거되

므로, 환경 온도의 변화에 의해 레이저 다이오드의 발진 파장이 변화되어도, 광 검출기(7)의 수광부 상에서의 반사 광속의

광 스폿이 이동되는 일이 없다. 각 회절 패턴 간에서의 광로 어긋남분은 보정할 수 없으나, 그 어긋남량은 광속의 파장이

7nm 변화된다고 해서, 약 1㎛ 정도이므로 문제 없는 레벨이다.

또한, 이 광학 픽업 장치에서는, 회절 소자(9, 10)를 이동 조정함으로써, 광 검출기(7)의 수광부 상의 반사 광속의 광 스폿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때, 회절 격자(9, 10)의 각 매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광 검출기(7)의 수

광부 상에서의 반사 광속의 광 스폿 위치 조정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다. 또한, 회절 소자(9, 10) 간의 광축 방향 거리를 조

정할 수 있도록 해두면, 각 회절 소자(9, 10)에서의 회절각에 제한이 없다.

또, 이 광학 픽업 장치에서는, 도 8에 나타낸 것 같이, 회절 소자(9, 10)를 광원으로부터 광 디스크에 이르는 광로(왕로) 상

에 배치한 경우에는, 제1 및 제2 광속의 광 디스크(106a, 106b)에의 입사 시의 광축을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다. 또, 이

와 같이 회절 소자(9, 10)를 왕로 상에 배치한 경우에는, 각 회절 소자(9, 10)에서의 회절각이 작은 경우라도, 불요 회절광

의 광 검출기(7)에의 입사는 일어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회절 소자(9, 10)는 광 디스크(106a, 106b)로부터 광 검출기(7)에 이르는 광로(복로) 상에 배치해도 된다. 이 경우

에는, 광원이 레이저 다이오드와 같이 출사 광속의 발산각이 한정되어 있는 광원인 경우에 있어서, 제1 및 제2의 어느 광원

으로부터 발해지는 광속에 대해서도, 효율 양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광학 픽업 장치에서도, 제1 반사 광속 및 제2 반사 광속 모두에 대하여, 광 검출기(7)에 의해 검출되는 광속이 회

절 소자(9, 10)에 의해 회절된 광속인 것으로 해도 된다. 즉, 예를 들면, 제1 반사 광속에 대해서는 회절 소자(9, 10)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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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회절 광속을 광 검출기(7)에서 검출하고, 제2 반사 광속에 대해서는 회절 소자(9, 10)에서의 2차 회절 광속을 광 검출

기(7)에서 검출하는 것으로 해도 된다. 이 경우에는, 회절 소자에서의 회절각이 커져, 광 검출기에 대한 불요 회절광의 영

향을 보다 저감시킬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관한 광학 픽업 장치는 도 11에 나타낸 것 같이, 광 디스크로부터의 복귀의 광로(복로) 상에 회절 소자

(6)를 삽입하고, 이 회절 소자(6)에 의한 회절광을 이용하여, 「DVD」용의 광속과 「CD」용의 광속이 수광면 상의 동일

점 상에 초점을 잇도록 해도 된다. 회절 소자(6)는 도 12에 나타낸 것 같이, 특정 차수의 회절 광속 강도가 강해지도록 형성

된 브레즈드 회절 격자이다.

이 광학 픽업 장치에서는, 광 검출기(7)는 도 13에 나타낸 것 같이, 「DVD」용 광속의 반사 광속을 수광하는 수광부(7a)

만에 의해, 「DVD」용 광속의 반사 광속뿐만 아니라, 「CD」용 광속의 반사 광속도 수광하도록 되어 있다.

이 광학 픽업 장치의 광학계에서는, 「DVD」용 광속으로서 한 쪽의 레이저 다이오드(1)의 한 쪽의 레이저 칩으로부터 발

해진 광속의 회절 소자(6)에서의 0차 광을 사용하고, 「CD」용 광속으로서 다른 쪽의 레이저 칩으로부터 발해진 광속의

회절 소자(6)에서의 1차 회절광을 사용한다. 이들 「DVD」용 광속 및 「CD」용 광속은 광 검출기(7)의 수광부(7a) 상에

서 동일한 점 상에 초점을 잇는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은 광학계는 구성이 간단한 것, 회절 소자(6)에서의 회절각이 작고 온도 변화에 의한 수광부(7a) 상에서의 광 스폿

의 위치 변화가 작은 것에 있어서 우수하다. 그러나, 회절 소자(6)에서의 회절각이 작음에 따라, 불요한 회절광이 수광부

(7a)에 입사되기 쉬어져, 광학 특성의 악화를 초래하기 쉽다고 하는 점에는 주의를 요한다.

또, 도 14에 나타낸 것 같이, 회절 격자(6)를 레이저 다이오드(1)로부터 광 디스크로 향하는 광로(왕로) 상에 삽입하는 구

성도 고려된다. 즉, 레이저 다이오드(1)로부터 발해진 광속은 회절 격자(2) 및 회절 소자(6)를 거친 후에, 빔 스플리터(3),

콜리메이터 렌즈(4) 및 대물 렌즈(5)를 거쳐, 「DVD」또는 「CD」에 조사된다.

이 광학계에서는 회절 소자(6)에서의 회절각은 한 쪽의 레이저 칩으로부터 발해진 광속의 회절 소자(6)에서의 0차 광의 광

축과, 다른 쪽의 레이저 칩으로부터 발해진 광속의 회절 소자(6)에서의 1차 회절광의 광축이 일치되도록 정해진다. 즉, 이

들 각 광속은 대물 렌즈(5)에 대하여 동축으로 입사된다. 대물 렌즈(5)에 대하여 동축으로 입사된 각 광속은 그 후의 광 디

스크에 의해 반사되어 광 검출기까지 이르는 광로 상의 모두에서 동축으로 된다. 따라서, 이들 각 광속은 광 검출기(7)에서

도 동일한 수광부 상의 동일점에 초점을 잇는다.

이 광학계에서는 광 디스크로부터의 복귀의 광로(복로) 상에 회절 소자(6)를 삽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결상점(結像点)

어긋남을 없애 광 검출기의 수광부 상의 동일점에 보다 정확하게 집광시킬 수 있어, 광학 특성을 양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광학계에서도, 레이저 다이오드의 발광점과 회절 격자를 가깝게 하고 회절 소자(6)에서의 회절각을 크게 하면,

「CD」에서의 디스크 상 광 스폿 강도 분포의 비대칭성이 강해지므로, 회절각을 크게 할 수 없어, 불요 회절각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술한 것 같이 광 검출기에서의 수광부를 「DVD」용 및 「CD」용으로서 공용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포커스 에

러 신호의 검출에 이른바 비점 수차법을 사용하는 경우나, 또, 트래킹 에러 신호의 검출에 이른바 DPD법을 사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수광부가 중심으로부터 방사형으로 4분할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회절 소자의 회절 효율이 과소인 데

따른 광 이용 효율의 저하, 회절각이 과소인 데 따른 조정 자유도의 저하, 회절 소자의 온도 특성에 기인하는 온도 내성의

악화, 광축 넘어짐에 의한 광학 특성의 열화 등이 발생하기 쉽게 된다. 그러므로, 각 광학 소자의 특성이나 배치를 적절하

게 하도록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관한 광 디스크 장치는 전술한 것 같은 본 발명에 관한 광학 픽업 장치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그리고, 이

광 디스크 장치는 「DVD」나 「CD」등의 광 디스크를 지지하여 회전 조작하는 회전 조작 기구를 구비하고 있다. 이 회전

조작 기구는 광 디스크의 중심부에 형성된 처킹공(孔)을 기준으로 하여 이 광 디스크를 위치 결정하고, 이 처킹공의 주변

부분에서 광 디스크를 지지하여 회전 조작된다.

광학 픽업 장치는 회전 조작 기구에 의해 회전 조작되는 광 디스크의 신호 기록면에 대물 렌즈를 대향시킨 상태에서, 이 광

디스크의 직경 방향으로 이동 조작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다. 이 광학 픽업 장치는 이송 기구에 의해 광 디스크의 직경 방향

으로 이동 조작된다.

등록특허 10-0716634

- 15 -



그리고, 이 광 디스크 장치는 광학 픽업 장치, 회전 조작 기구 및 이송 기구를 제어하는 제어 회로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이 광 디스크 장치는 광학 픽업 장치에 의해 광 디스크로부터 판독되어 이 광학 픽업 장치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복조하

는 복조 회로를 구비하여 구성되어 있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것 같이, 본 발명에 관한 광학 픽업 장치에서는, 제1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제1 광속이 반사된 제1 반사 광속과, 제2 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의 신호 기록면으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에 사용되는 반사면에 의해 제2 광속이 반사된 제2 반사 광속은 최소한 한 쪽이 회절 소자에 의해 회절된

광속이며, 광 검출기의 수광면 상의 동일점에 초점을 잇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1 반사 광속과 제2 반사 광속의 모두가 회절 소자에 의해 회절된 광속인 것으로 함으로써, 회절 소자에서의 회절

각을 크게 할 수 있어, 광 검출기에 대한 불요 회절광의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다.

또, 회절 소자를 광학 기록 매체로부터 광 검출기에 이르는 광로 상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히 광원이 레이저 다이오드인 경

우에 있어서, 제1 및 제2의 어느 광원으로부터 발해지는 광속에 대해서도 효율 양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회절 소자를 광원으로부터 광학 기록 매체에 이르는 광로 상에 배치한 경우에는, 제1 및 제2 광속의 광학 기록 매

체에의 입사 시의 광축을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다.

또, 회절 소자를 1장의 매질 양면부에 회절 격자가 형성된 것으로 함으로써, 환경 온도 변화의 광학 특성에의 영향을 억제

할 수 있다.

또한 회절 소자를 각각 편면부에 회절 격자가 형성된 2장의 매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함으로써, 환경 온도 변화의 광학

특성에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는 동시에, 회절 소자를 이동 조정함으로써 광 검출기 상의 광 스폿의 위치 조정을 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은「DVD」및 「CD」와 같이 적용되는 광속의 파장이 상이한 2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로부터의 정보 신호의

판독을 행하는 광학 픽업 장치에 있어서, 안정된 동작을 유지하면서, 2종류의 광학 기록 매체에 대하여 광 검출기의 수광

부를 공용화할 수 있도록 된 광학 픽업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본 발명은 전술한 것 같은 광학 픽업 장치를 구비하여 구성된 광 디스크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관한 광학 픽업 장치의 광학계의 구성을 나타내는 측면도이다.

도 2는 상기 광학 픽업 장치가 구비하는 회절 소자(回折素子)의 형상을 나타내는 측면도이다.

도 3은 상기 회절 소자의 요부 형상을 나타내는 요부 확대 측면도이다.

도 4는 상기 광학 픽업 장치가 구비하는 광 검출기 수광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요부 확대 평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관한 광학 픽업 장치의 광학계 구성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측면도이다.

도 6은 상기 도 5에 나타낸 광학 픽업 장치가 구비하는 회절 소자의 형상을 나타내는 측면도이다.

도 7은 상기 도 6에 나타낸 회절 소자의 요부 형상을 나타내는 요부 확대 측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관한 광학 픽업 장치의 광학계 구성의 또 다른 예를 나타내는 측면도이다.

도 9는 상기 도 8에 나타낸 광학 픽업 장치가 구비하는 회절 소자의 형상을 나타내는 측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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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상기 도 9에 나타낸 회절 소자의 요부 형상을 나타내는 요부 확대 측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관한 광학 픽업 장치의 광학계이며, 2파장의 모놀리식(monolithic) 레이저 다이오드 및 복로(復路) 광

로 상의 회절 소자를 사용한 것의 구성을 나타내는 측면도이다.

도 12는 상기 도 11에 나타낸 광학 픽업 장치가 구비하는 회절 소자의 형상을 나타내는 측면도이다.

도 13은 상기 도 11에 나타낸 광학 픽업 장치가 구비하는 광 검출기 수광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요부 확대 평면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에 관한 광학 픽업 장치의 광학계이며, 2파장의 모놀리식 레이저 다이오드 및 왕로(往路) 광로 상의 회절

소자를 사용한 것의 구성을 나타내는 측면도이다.

도 15는 종래의 광학 픽업 장치의 광학계이며, 1파장형인 것의 구성을 나타내는 측면도이다.

도 16은 종래의 광학 픽업 장치의 광학계이며, 광원이 분리된 2파장형인 것의 구성을 나타내는 측면도이다.

도 17은 종래의 광학 픽업 장치에 사용되는 2파장형 수발광(受發光) 복합 소자의 구성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18은 종래의 광학 픽업 장치의 광학계이며, 2파장형의 수발광 복합 소자를 사용한 것의 구성을 나타내는 측면도이다.

도 19는 종래의 광학 픽업 장치의 광학계이며, 2파장의 모놀리식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한 것의 구성을 나타내는 측면도

이다.

도 20은 종래의 광학 픽업 장치의 사용되는 2파장의 모놀리식 레이저 다이오드의 구성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21은 상기 도 19에 나타낸 종래의 광학 픽업 장치가 구비하는 광 검출기 수광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요부 확대 평면도이

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레이저 다이오드, 3: 빔 스플리터, 5: 대물 렌즈, 6, 8, 9, 10: 회절 소자, 106a: 「DVD」, 106b: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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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716634

- 17 -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등록특허 10-0716634

- 18 -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등록특허 10-0716634

- 19 -



도면12

도면13

도면14

등록특허 10-0716634

- 20 -



도면15

도면16

도면17

등록특허 10-0716634

- 21 -



도면18

도면19

도면20

도면21

등록특허 10-0716634

- 22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
	도면19
	도면20
	도면21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1
명세서 9
 발명의 상세한 설명 9
  발명의 목적 9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9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11
  발명의 구성 11
  발명의 효과 16
 도면의 간단한 설명 16
도면 17
 도면1 17
 도면2 18
 도면3 18
 도면4 18
 도면5 18
 도면6 18
 도면7 18
 도면8 19
 도면9 19
 도면10 19
 도면11 19
 도면12 20
 도면13 20
 도면14 20
 도면15 21
 도면16 21
 도면17 21
 도면18 22
 도면19 22
 도면20 22
 도면2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