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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표준 및 고밀도 정보층들을 갖는 기록 캐리어가 기술된다. 예를 들어, 표준 CD 포맷과 같은, 표준 밀도층(2)은, 기판

의 바닥에 위치하고, 레이저빔으로 상기 기판을 통해 판독된다. 상기 기판의 두께는, 예를 들어 1.2mm와 같이, CD 명

세 내이다. 적어도 하나의 고밀도층(3)은, 표준 CD 플레이어들의 레이저 파장(λ =780nm)을 (거의) 투과하는 재료로

만들어지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 고밀도 디스크들에 사용되는 보다 짧은 파장들(λ=635nm)이 반사된다. 고밀도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작은 트랙 피치와 트랙 피트들이 상기 고밀도층(들)에 사용된다. 양층들로부터 신호들을 보다 잘

판독하기 위해, 상기 고밀도층은 상기 기판에서 레이저빔의 입사 측면에 보다 근접하게 위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집

속 렌즈의 개구수가 높아지고, 따라서, 보다 짧은 파장에 보다 작은 스폿이 가능하다. 고밀도층 구조가 1.2mm의 총 

두께를 갖는 양면 고밀도 디스크들에 적합하기 때문에, 상기 고밀도층은 바람직하게도 기판의 중간(예를 들어, 0.6m

m)에 위치한다. 표준층의 정보 컨텐트는 상기 고밀도층에 복사되거나, 상이한 코딩 방식(coding scheme)에 의해 나

타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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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광학적으로 판독가능한, 정보를 나타내는 이펙트(effects)를 갖는 정보층(information layer) 및 기판을 

포함하는 정보 캐리어에 관련되며, 상기 정보층은, 판독시 상기 기판의 입사면(entrance side)으로 입사하는, 제 1 파

장으로 형성된 광학 빔에 의해 판독가능한 표준 정보 밀도를 갖는 표준층(standard layer)을 포함하고, 상기 표준층은

상기 입사면에 마주하게 위치하고 고밀도의 정보를 갖는 고밀도층을 포함하며, 상기 고밀도층은 상기 제 1 파장을 실

질적으로 투과시키고, 상기 고밀도층은 고밀도의 정보의 판독에 적합한 제 2 파장의 빛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반사한

다.

배경기술

상기 다층 정보 캐리어는 EP-0 520 619에 공지되어 있다. 상기 기술된 광학 기록 매체는 기판 상에 지지층에 의해 

분리된 두 기록층(recording layer)을 갖는다. 상기 제 1 기록층은 제 1 파장의 빛을 반사하고 제 2 파장의 빛을 투과

시키며, 상기 제 2 기록층은 상기 제 2 파장의 빛을 반사시킨다. 정보는 기판을 통해 각각의 층 상의 적당한 파장의 빔

으로 집속하고, 상기 이펙트를 주사하고, 판독 신호로 상기 반사된 빛을 전달하여, 층으로부터 판독될 수 있다. 상기 

정보는 상기 반사된 빛의 광학적 특성의 변화를 검출하여 상기 판독 신호로부터 복구된다. 기록층은 표 준 밀도 또는 

고밀도의 광학적으로 판독가능한 이펙트를 포함한다. 공지된 디스크의 문제점은, 제 2 층을 판독하는 동안, 상기 빔이

상기 제 1 층을 두 번 통과함으로 인해 판독 신호에 외란(disturbance)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복구된 정보에서 

에러를 일으킨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판독시, 판독 신호의 질을 개선한 정보 캐리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정보 캐리어는, 상기 고밀도층이 상기 표준층과 상기 입사면 사이에 위치하고, 상기 고밀도층과 상기 입사면간의 거

리는, 상기 표준층과 상기 입사면간의 거리보다 실질적으로 작다. 이는, 상기 표준층을 판독할 때, 판독 신호가 보다 

덜 교란되는 잇점이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이하의 인식에 기초한다. 즉, 표준층을 판독할 때, 상기 광학 빔은, 상기 기판의 하나의 측면에 밀접한

일련의 층을 이용할 때의 직경보다, 간격을 둔 고밀도층을 통과할 때의 직경이 더 크다. 기록된 이펙트나, 반복적으로

기록된 데이터나, 또는 헤더 패턴과 같은, 고밀도충의 불규칙성은, 상기 판독 신호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상기 

고밀도층으로부터의 판독 신호는, 먼지 입자에 의해, 손상될 수도 있고 상기 표면이 긁힐 수도 있다. 고밀도층이 상기 

입사면에 밀접할수록, 먼지 등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어렵다.

또다른 잇점은, 상기 고밀도층의 판독시, 판독 신호의 질이 더 양호하다는 것이다. 층 상에 집속된 스폿(spot)의 크기

는, 상기 광학 빔의 파장과 집속 렌즈의 개구수(numeric aperture:NA)의 함수이다. 그러나, 상기 NA가 상기 스폿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증가하면, 방사빔의 질(quality)에 따른 디스크 경사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판 두께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스폿이 작아지면, 인접 이펙트로부터의 간섭이 줄고 판독 신호가 좋아진다. 반대로, 감소된 크

기의 주사 스폿으로인해 예를들어, 보다 작은 트랙 피치를 갖는 트랙의 보다 작은 핏(pit)과 같이 사용되는 이펙트가 

감소하기때문에, 보다 높은 정보 밀도(동일한 파장과 동일한 광학 조건에서)를 얻을 수 있다. 상기 표준층과 상기 고

밀도층간의 거리를 증가시킬 경우의 또다른 잇점은, 다중층을 작동시키도록 배열되지 않은 플레이어가, 예를들어, 상

기 부적당한 층(wrong layer) 상에 빔을 집속하려는 에러 등의, 다른 층의 간섭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예를들어

, 상기 표준층을 판독하는 표준 CD 플레이어와 층간의 분별을 위해 배열되지 않고 따라서 단지 고밀도층의 판독에만 

적합하다. 또한 휴대용 플레이어가 충격을 받았을 때, 부적당한 층에 접속할 위험성이 적다.

정보 캐리어의 실시예는, 상기 고밀도층과 입사면 사이의 거리가 실질적으로 상기 표준층과 상기 입사면간의 거리의 

반과 같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상기 표준층을 판독할 때 외란 이펙트(disturbing effect)의 감소와, 상기 고밀

도층을 판독할 때 먼지 및 표면 결합으로부터 오는 외란의 증가간의 균형이라는 잇점이 있다. 또다른 잇점은, 정보 캐

리어 제작시, 상기 정보충을 지지하는 동일 두께의 두 기판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기 정보 캐리어의 실시예는, 상기 표준층과 상기 입사면간의 거리가 약 1.2mm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CD 표

준에 따른 디스크가 표준 CD 플레이어 및 고밀도 플레이어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상기 정보 캐리어의 실시예는, 상기 고밀도층이 상기 표준층을 주사할 수 있는 제 2 파장의 빛에 부분적으로 투과적

이라는 것이다. 이는, 고밀도 플레이어가 상기 표준층 판독용으로 가능하다는 잇점이 있다.

상기 정보 캐리어의 실시예는, 상기 고밀도층이 실질적으로 상기 제 2 파장의 빛을 완전히 반사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상기 표준층 판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상기 고밀도 플레이어가, 상기 제 2 파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볼 수 

없는 상기 표준층의 존재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는 잇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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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 캐리어의 실시예는, 상기 고밀도층이 특히 상기 표준층과 동일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상기 정보를 이용할 때, 고밀도 플레이어의 충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잇점이 있다.

상기 정보 캐리어의 실시예는, 상기 고밀도층이 특히 상기 표준층에 기록된, 표준층에 기록된 정보와 상이하게 코딩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표준 플레이어가 일정 정보를 표현할 수 있지만, 개선된 버전의 동일 정

보가 상기 고밀도 플레이어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기 정보 캐리어의 실시예는, 상기 정보 캐리어가 결합제(bonding-agent)로 분리된 두 기판층을 포함하고, 그 기판

층은 각각 정보층을 지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상기 각 기판층이 정보층을 지지하고, 광학적으로 판독가능

한 이펙트가 양 기판에 성형될 수 있는 것 같이 분리되어 처리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상기 정보 캐리어는 상기 두 

부분이 서로 최종적으로 결합되어 쉽게 형성된다.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관점들은 이하본원에 기술된 실시예를 참고로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신규 정보 캐리어의 층 구조.

도 2는 표준 CD 플레이어의 빔을 비춘 정보 캐리어.

도 3은 HD 플레이어의 빔을 비춘 정보 캐리어.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캐리어를 도시한다. 상기 캐리어는 공지된 오디오 CD와 같은 디스크형이고, 또는 광학 

테이프나 카드같은 유형일 수도 있다. 상기 표준 CD에 대한 설명은, Bouwhuis 등의, 'Principles of optical disc sys

tems' (ISBN 0-85274-785-3)에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캐리어는 적어도 하나의 고밀도 정보층(3)을 

갖는 제 1 기판층(5)을 포함한다. 상기 고밀도 정보층(3)은, 적외선 방사(예를들어, λ=780nm)와 같은, 제 1 파장은 

실질적으로 투과시키지만, 적색 레이저 방사(예를들어, λ=635nm)와 같은, 파장이 보다 짧은 제 2 파장은 적어도 일

부분이 반사한다. 상기 고밀도층(3)은 광학적으로 판독가능한 고밀도의 이펙트(7)를 포함한다. 상기 이펙트는, 예를들

어, 위상 변화(phase change) 또는 MO(magneto optical) 기록 등의, 범프(bump) 또는 핏(pit) 또는 다른 광학적으로

검색가능한 이펙트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제 1 기판(5) 상에 제 2 기판(4)이 제공되고, 그위에 표준 밀도 정보층(2)이 

제공된다. 상기 표준 밀도 정보층(2)은 비교적 큰 차원의 저밀도의 광학적으로 판독가능한 이펙트(6)를 갖는다. 상기 

기판은, 비록 동일 크기일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강한 강도를 갖는다. 전체적 구조는, 공지된 EP 0520619의 다

층 구조에 비해, 고밀도층과 표준층 사이의 길이가 비교적 길다. 상기 정보층은, (도 1의 바닥면으로부터) 상기 제 1 

기판을 통해 입사하는 광학 빔에 의해 주사된다. 제 2 파장의 방사 빔으로 상기 고밀도층을 주사할 때, 상기 고밀도층

의 이펙트를 검출하기 위해 충분한 방사가 반사된다. 상기 표준층을 제 1 파장의 방사 빔으로 주사할 때, 실질적으로 

모든 방사(예를들어, 70%)가 표준층의 이펙트를 검출하기 위해 반사된다. 상기 표준층을 주사할 때, 제 1 파장의 빔은

상기 고밀도층을 두 번 통과하고, 상기 고밀도층에 의해 적은 일부가 반사된다. 그러나, 초점면(focal plane)과 상기 

고밀도층간의 거리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기록된 이펙트, 헤더 패턴, 또는 반복적인 데이터 패턴과 같은, 불규칙성 (i

rregularities)이 상기 반사된 방사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상기 초점면으로부터 먼 거리의 층을 가로지를 때, 상기 

빔이 비교적 직경이 클 경우 평균에 달한다. 또한, 기판이 1.2mm 두께인 CD의 CD 플레이어와 같은, 특정 깊이의 표

준 정보층의 판독만을 위해 배열된 플레이어는, 최소 거리가 약 300㎛간에서 유지되면(즉 총 기판 두께의 25%) 작동

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기 고밀도층과 상기 기판의 입사면간의 거리는, 상기 기판 상의 먼지 입자나 지문

의 이펙트를 제한하기 위해서 최소값(H)이 되어야 한다. 안전한 최소값(H)은 상기 NA(집속 렌즈의 개구수)에 종속되

고, H > 84/NA로 나타낼 수 있다. NA가 0.6일 때, 최소값(H)은 140㎛이다. 상기 CD에 적합한 디스크로는, 고밀도층

또는 층들이 상기 입사면으로부터 140㎛ 내지 900㎛의 거리, 즉, 총 기판 두께의 약 10% 내지 70%의 거리를 두어야

한 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캐리어의 실시예는 상기 입사면과 상기 표준층간의 실질적으로 중간인 고밀도층을 갖는다. 이는,

상기 표준층과 상기 고밀도층간의 거리를 증가시킬 필요성 및 상기 입사면의 기판의 표면과 상기 고밀도층간의 거리

를 가능한한 길게 유지하려는 필요성 사이의 절충이 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캐리어의 실시예는, 두 캐리어 기판 두께가, CD 디스크의 표준화된 기판 두께인 1.2mm이다. 표

준 밀도층은 CD 정보층이고, 적외선 및 적색 레이저 방사를 모두 적절히 반사하고 λ≒800nm(즉, 70%)인 CD의 최

소 반사 요구에 적합한 고 반사 미러층을 갖는다. 상기 미러층의 공지된 재료로는 알루미늄이 있다. 종래 실시예와 비

교할 때, 정보 캐리어는 약 600㎛(실질적으로 500 내지 700㎛) 두께의 두 기판층을 갖는다.

도 2는, 예를들어 표준 CD 플레이어의 제 1 파장을 갖는 빔(8)과 디스크를 도시한다. 상기 빔(8)은, 표준층(2)에 도달

하고, 상기 고밀도층 또는 층(3)에 의해 실질적으로 방해받지 않는다.

도 3은 상기 제 1 파장보다 짧은 제 2 파장을 갖는 고밀도 플레이어의 빔(9)과 디스크를 도시한다. 상기 빔(9)은 고밀

도층(3)에 도달한다.

상기 디스크의 실시예에서, 상기 고밀도층은 상기 제 2 파장의 방사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반사시킨다. 이 경우, 상기 

표준 밀도층이 상기 제 2 (짧은) 파장의 빔에 의해서는 주사되지 않기때문에, 상기 디스크는 '고밀도 전용' 디스크로서

고밀도 플레이어에 적합하다. 그러므로, 상기 디스크는 집속하기에 어떤 특별한 측정 이나 상기 고밀도층을 주사할 

필요가 없고, '단일층 전용' 고밀도층에 의해 플레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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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스크의 실시예에서, 고밀도층은 상기 제 2 파장의 방사가 부분적으로 통과한다. 이 경우, 상기 각 층 상에 집속

하여 모든 정보층을 판독할 수 있다. 상기 판독 방법을 실행한 고밀도층의 실시예가 EP-A-95200619.5(PHN 15.25

2)에 공개되어 있다. 또한, CD 밀도를 갖는 상기 표준 정보층은, 중간 고밀도 정보층이 표준 CD 플레이어를 이용한 

제 1 파장에 대한 저 반사(low reflection)에 의해 충분히 '볼 수 없으면(invisible)', 어려움없이 표준 CD 플레이어에 

의해 판독될 수 있다. 실제로, 입사광의 70%가 상기 표준 밀도층에 의해 반사되어 검출기로 복귀한다.

디스크의 실시예에서, 상기 고밀도층은 특히 상기 표준층과 동일한 정보를 포함한다. 그 예는, 상기 표준층이 기본 버

전의 PC에서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갖고, 상기 고밀도층이 상기와 동일한 소프트웨어 및 다수의 확장 (

extension) 및 부가 데이터 파일을 포함하는 CD-롬이다. 고밀도 판독기를 갖는 다용도 PC는 층간을 스위칭할 필요

가 없고, 상기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갖춘(full-fledged) 고밀도 버전을 사용한다. 또다른 예로는, 상기 표준층에 오디

오만을 갖추고 상기 고밀도층에 오디오와 비디오를 갖춘 오페라(opera)가 있다.

상기 디스크의 실시예에서, 상기 고밀도층은 특히 상기 표준층에 기록된 정보를 상기 표준층의 정보와는 상이하게 코

딩된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디스크는 일정 정보, 예를들어, 표준 밀도층에 표준 CD 오디오 음질로 코딩된 음악을 포

함한다. 고품질 오디오 팬을 위해, 동일 정보의 개선된 버전, 예를들어, 서라운드 사운 드 버전이나 동일 음악의 해상

도(resolution) 높은 버전이 상기 고밀도층에 기록된다.

상기 디스크의 실시예에서, 상기 정보 캐리어는 결합제(bonding-agent)로 분리된 두 기판층을 포함하고, 상기 기판

층은 각각 정보층을 지지한다. 각 기판층은 몰드(mould)에서 성형되어(pressed) 각각의 정보층에 제공된다. 상기 정

보 캐리어는 결합제로 상기 두 기판을 서로 결합하기 위해 형성된다. 상기 결합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반사층을 

포함할 수 있고, 상기 반차 기능은 이미 상기 기판층 상에 인가된 분리층에 의해 실현된다.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의 

실시예는 여러개의 고밀도층을 갖는다. 예를들어 하나의 고밀도층은 상기 제 1 기판(5)의 윗면 상에 성형되고, 제 2 

고밀도층은 상기 제 2 기판(4)의 밑면 상에 성형된다. 상기 제 2 기판의 윗면은 상기 표준층에 제공된다. 양 기판은 얇

은 지지층, 예를들어, 상기 결합제에 의해 분리된다. 도 3에 도시된 주사시, 제 2 (짧은) 파장을 갖는 빔(9)은 상기 고

밀도층(3)의 하나에 집속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학적으로 판독 가능한 이펙트들을 갖는 정보 층들과 기판들을 포함하는 정보 캐리어로서, 상기 이펙트들은 정보를 

나타내고, 상기 정보 층들은, 제 1 파장의 빛으로 형성된 광 빔에 의해 판독 가능한 표준 정보 밀도의 이펙트들을 갖는

표준층(standard layer)과 고정보 밀도의 이펙트들을 갖는 고밀도층을 포함하고, 상기 빔은 판독시 상기 기판의 입사

측면(entrance side)에 입사하며, 상기 표준층은 상기 입사 측면에 맞은편에 위치하고, 상기 고밀도층은 상기 제 1 파

장의 광 빔을 실질적으로 투과시키고, 상기 고밀도층은 고정보 밀도의 이펙트들을 판독하는데 적합한 제 2 파장의 빛

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반사하며,

상기 고밀도층은 상기 표준층과 상기 입사 측면 사이에 위치하고, 상기 고밀도층과 상기 입사 측면간의 거리는 상기 

표준층과 상기 입사 측면간의 거리보다 실질적으로 짧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밀도층과 상기 입사 측면간의 거리가 상기 표준층과 상기 입사 측면간의 거리의 반과 실질

적으로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청구항 3.
제 1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표준층과 상기 입사 측면간의 거리가 약 1.2 m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

어.

청구항 4.
제 1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고밀도층은 표준층을 주사할 수 있는 상기 제 2 파장의 빛을 부분적으로 투과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청구항 5.
제 1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고밀도층은 상기 제 2 파장의 빛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반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청구항 6.
제 1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고밀도층은 다른 것들 중에서 상기 표준층과 동일 정보를 수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청구항 7.
제 1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고밀도층은 상기 표준층에 기록된 정보를 수용하고, 상기 정보는 표준층내의 정보

와 상이하게 코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청구항 8.
제 1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캐리어는 결합제(bonding agent)에 의해 분리된 2개의 기판층들을 포함하고, 

상기 기판층들은 각각 정보층을 지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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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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