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12B 21/02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2월15일

10-0682968

2007년02월08일

(21) 출원번호 10-2005-0011593 (65) 공개번호 10-2006-0090886

(22) 출원일자 2005년02월11일 (43) 공개일자 2006년08월17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2월11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유진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11번지 무지개마을 505-801

김대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00번지 3-501

정구현

경기 구리시 교문동 동양고속아파트 102-1308

(74) 대리인 리앤목특허법인

이해영

(56) 선행기술조사문헌

US5331491 A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황준석

전체 청구항 수 : 총 9 항

(54) 정보저장장치용 탐침

(57) 요약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이 개시된다.

개시되는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은 상기 탐침의 첨두가 노출되면서 그 팁(tip)부분에 코팅막이 형성되고, 상기 코팅막은 상

기 팁의 첨두와 함께 상기 기록 매체에 대하여 소정 접촉 면적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상

기 탐침은 상기 탐침의 첨두가 노출되면서 그 팁(tip)부분에 코팅막이 형성되고, 상기 코팅막과 상기 탐침 팁 사이에 절연

막이 형성되며, 상기 코팅막과 상기 절연막은 상기 팁의 첨두와 함께 상기 기록 매체에 대하여 소정 접촉 면적을 이루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샤프 타입의 팁을 사용하여 높은 분해능을 얻으면서, 동시에 상기 팁의 첨두의 마모의 정도를 감소시켜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는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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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록 매체와 연계하여, 상기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는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에 있어서,

상기 탐침은 팁(tip)과, 상기 팁의 외면을 덮고 있는 코팅막을 구비하며,

상기 팁의 첨두는 노출되고, 상기 코팅막의 상단면은 노출된 상기 팁의 첨두와 함께 상기 기록 매체에 대하여 소정 접촉 면

적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장치용 탐침.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코팅막은 절연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장치용 탐침.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코팅막은 SiO2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장치용 탐침.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팁(11)은 TiPt와 CoNi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장치용 탐침.

청구항 5.

기록 매체와 연계하여, 상기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는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에 있어서,

상기 탐침은 팁(tip)과, 상기 팁의 외면을 덮고 있는 절연막과, 상기 절연막의 외면을 덮고 있는 코팅막을 구비하며,

상기 팁의 첨두는 노출되고, 상기 코팅막의 상단면과 상기 절연막의 상단면은 노출된 상기 팁의 첨두와 함께 상기 기록 매

체에 대하여 소정 접촉 면적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장치용 탐침.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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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코팅막은 도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장치용 탐침.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코팅막은 DLC(diamond like carbon)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장치용 탐침.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팁(11)은 Si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장치용 탐침.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SiO2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장치용 탐침.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는, 높은 분해능과 함께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는 정보저장장

치용 탐침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휴대용 통신 단말기, 전자 수첩등 소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소형 고집적 비휘발성 기록매체의 필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하드 디스크는 소형화가 용이하지 아니하며, 플래쉬 메모리(flash memory)는 고집적도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사 탐침(Scanning probe)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가 연구되고 있다.

탐침은 여러 SPM(Scanning Probe Microscopy)기술에 이용된다. 예를 들어, 탐침과 시료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차이에

따라 흐르는 전류를 검출하여 정보를 재생하는 주사관통현미경(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STM), 탐침과 시료 사

이의 원자적 힘을 이용하는 원자간력 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AFM), 시료의 자기장과 자화된 탐침간의 힘을

이용하는 자기력 현미경(Magnetic Force Microscope; MFM), 가시광선의 파장에 의한 해상도 한계를 개선한 근접장 주

사 광학 현미경(Scanning Near-Field Optical Microscope; SNOM), 시료와 탐침간의 정전력을 이용한 정전력 현미경

(Electrostatic Force Microscope;EFM) 등에 이용된다.

이러한 SPM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고속 고밀도로 기록 및 재생하기 위해서는 나노미터 단위의 탐침의 제조가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샤프 타입(sharp type)의 탐침이 사용될 수 있으나, 상기 샤프 타입의 탐침은 블런트 타입(blunt type)

의 탐침보다 마모가 심하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하기의 실험을 통해 이러한 점을 설명한다.

등록특허 10-0682968

- 3 -



도 1은 종래의 정보저장장치용 탐침 중 샤프 타입의 탐침에 대한 실험예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2는 종래의 정보저장장

치용 탐침 중 블런트 타입의 탐침에 대한 실험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 3 및 도 4는 도 1 및 도 2의 실험예의 결과를 나

타내는 도면이다.

도 1 내지 도 4를 함께 참조하면, 동일한 하중을 샤프 타입의 탐침과 블런트 타입의 탐침에 각각 가하였을 때, 각각의 팁의

마모의 정도를 관찰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 상기 샤프 타입의 탐침의 팁 반경은 5nm이고, 상기 블런트 타입의 탐침의 팁

반경은 50nm이다. 각 탐침에 가해진 하중은 30nN이고, 상기 탐침의 이동 속도는 2㎛/s이다.

상기 실험 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샤프 타입의 탐침의 팁이 블런트 타입의 팁보다 더 심하게 마모됨

을 알 수 있다. 이는 샤프 타입의 탐침의 팁 반경이 블런트 타입의 탐침의 팁 반경보다 작아서, 동일한 하중이 가해지더라

도 그 하중이 가해지는 면적이 작으므로, 상기 샤프 타입의 탐침의 팁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샤프 타입의 탐침은 분해능이 블런트 타입의 탐침보다 더 우수하므로, 고밀도 기록 장치의 제조에 블런트 타입보다 더 선

호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샤프 타입의 탐침은 블런트 타입의 탐침보다 그 마모의 정도가 심한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우수한 분해능과 함께, 그 탐침 팁의 마모의 정도를 감소시켜 향상된 내구성을 가지는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에 따른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은 기록 매체와 연계하여, 상기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상기 기록 매체에 기

록된 정보를 재생하는 것으로서,

상기 탐침의 첨두가 노출되면서 그 팁(tip)부분에 코팅막이 형성되고, 상기 코팅막은 상기 팁의 첨두와 함께 상기 기록 매

체에 대하여 소정 접촉 면적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코팅막은 절연체인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상기 코팅막은 SiO2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상기 팁(11)은 TiPt와 CoNi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은 기록 매체와 연계하여, 상기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는 것으로서,

상기 탐침의 첨두가 노출되면서 그 팁(tip)부분에 코팅막이 형성되고, 상기 코팅막과 상기 탐침 팁 사이에 절연막이 형성되

며, 상기 코팅막과 상기 절연막은 상기 팁의 첨두와 함께 상기 기록 매체에 대하여 소정 접촉 면적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코팅막은 도체인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상기 코팅막은 DLC(diamond like carbon)막인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상기 팁(11)은 Si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상기 절연막은 SiO2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에 의하면, 코팅막 및/또는 절연막이 마련됨으로써, 상기 탐침의 기계적 접촉 면적을

증가시켜, 상기 탐침 팁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샤프 타입의 팁을 사용하여 높은 분해능을 얻으면서,

동시에 상기 팁의 첨두의 마모의 정도를 감소시켜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는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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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에 의하면, 코팅막 및 절연막이 마련됨으로써, 상기 탐침에 쉴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하의 도면

들에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리킨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6은 도 5에 도시된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의 역학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 및 도 6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정보저장장치용 탐침(10)은 팁(11)과, 상기 팁(11)을 덮고 있는 코팅막(12)을

구비한다. 여기서는, 상기 탐침(10)의 팁(11) 부분에 대해서만 나타내었지만, 상기 탐침(10)은 캔티레버(미도시) 등의 구

성요소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팁(11)은 저항성 팁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기 팁(11)은 p형 불순물과 n형 불순물로 이루어진 몸체부, 저항 영역

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상기 팁(11)은 TiPt 또는 CoNi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팁(11)은 그 첨두(13)가 소정 기록 매체에 접촉할 수 있다.

상기 코팅막(12)은 상기 팁(11)의 외면을 덮고 있다. 상기 코팅막(12)은 절연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코팅막(12)은

절연물질인 SiO2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첨두(13)는 상기 코팅막(12)으로 덮이지 않고, 기록 매체에 대하여 노출되어 있다. 상기 첨두

(13)가 상기 코팅막(12)으로 덮이면, 상기 코팅막(12)이 전기적 저항으로 작용하여, 기록 매체의 정보가 왜곡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팁(11)의 첨두(13)와 상기 코팅막(12)은 기록 매체에 대하여 소정 접촉 면적을 이룬다. 이

를 상세히 설명하면, 상기 팁(11)의 첨두(13)와 상기 코팅막(12)의 상단면(14)은 동일한 평면을 이루도록 형상화되어, 기

록 매체에 대하여 동시에 접촉한다. 그러면,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중 F가 상기 탐침(10)에 가해지면, 기록 매체(20)

에 대한 상기 팁(11) 및 상기 코팅막(12)의 접촉 면적인 A에 상기 하중 F가 분산된다. 즉, 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와 같이

형성된 상기 팁(11)과 상기 코팅막(12)이 마련됨으로써, 상기 탐침(10)의 전자기적 접촉 면적은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그

의 기계적 접촉 면적은 증가시킬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탐침(10)의 전자기적 접촉 면적은 기록 매체에 대한 정보의 기록 또

는 재생과 관련된 상기 탐침(10)의 접촉 면적이고, 상기 탐침(10)의 기계적 접촉 면적은 상기 탐침(10)의 마모를 감소시키

기 위해 하중이 분산되는 면적이다. 그러면, 도 6에 표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접촉 면적 A의 단위 면적당의 압력은 P가 되므

로, 상기 팁(11)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따르면, 높은 분해능을 가지는 샤프 타입(sharp

type)의 팁(11)을 사용함에 있어, 그 첨두(13)의 마모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정보

저장장치용 탐침(10)은 팁(11)과, 상기 팁(11)을 덮고 있는 코팅막(12)과, 상기 팁(11) 및 상기 코팅막(12) 사이에 마련되

는 절연막(15)을 구비한다.

상기 팁(11)은 Si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팁(11)과 상기 코팅막(12) 사이에 상기 절연막(15)이 형성되어, 상기 팁(11)과 상기 코팅막(12)

을 절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상기 절연막(15)은 SiO2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상기 절연막(15)이 형성됨으로써,

상기 코팅막(12)은 도체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면, 상기 코팅막(12)은 상기 팁(11)에 대하여 쉴드(shield) 기능을 수행하

게 된다.

여기서, 상기 코팅막(12)은 DLC(diamond like carbon)막일 수 있다. DLC막은 경도가 높고, 표면이 매끄러운 저마찰계수

의 특성을 가진다. 상기와 같이, 상기 코팅막(12)이 DLC막이고, 상기 코팅막(12)과 상기 팁(11) 사이가 상기 절연막(15)에

의해 절연되면, 상기 DLC막에 의해 상기 팁(11)의 동작이 영향받지 않으면서 상기 DLC막의 우수한 특성을 이용할 수 있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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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첨두(13)는 상기 코팅막(12) 및 상기 절연막(15)으로 덮이지 않고, 기록 매체에 대하여 노

출되어 있다. 상기 첨두(13)가 상기 코팅막(12) 및 상기 절연막(15)으로 덮이면, 상기 코팅막(12) 및 상기 절연막(15)이 전

기적 저항으로 작용하여, 기록 매체의 정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첨두(13)와, 상기 코팅막(12)과, 상기 절연막(15)은 기록 매체에 대하여 소정 접촉 면적을

이룬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상기 첨두(13)와, 상기 코팅막(12)의 상단면(14)과, 상기 절연막(15)의 상단면(16)은 동일

한 평면을 이루도록 형상화되어, 기록 매체에 대하여 동시에 접촉한다. 그러면, 상기 팁(11)에 가해지는 하중이 상기 첨두

(13)와, 상기 코팅막(12)의 상단면(14)과, 상기 절연막(15)의 상단면(16)에 분산되므로, 상기 첨두(13)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한다. 따라서, 높은 분해능을 가지는 샤프 타입(sharp type)의 팁(11)을 사용함에 있어, 그 첨두(13)의 마모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 팁(11)에 쉴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른 탐침(10)에서는, 상기와 같이 형성된 상기 팁(11)과, 상기 코팅막(12)과, 상기 절연막(15)이 마련됨으로

써, 상기 탐침(10)의 전자기적 접촉 면적은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그의 기계적 접촉 면적은 증가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에 의하면, 코팅막 및/또는 절연막이 마련됨으로써, 상기 탐침

의 기계적 접촉 면적을 증가시켜, 상기 탐침 팁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샤프 타입의 팁을 사용하여 높

은 분해능을 얻으면서, 동시에 상기 팁의 첨두의 마모의 정도를 감소시켜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는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기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에 의하면, 코팅막 및 절연막이 마련됨으로써, 상기 탐침에

쉴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분야에서 통상적 지식을 가

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정보저장장치용 탐침 중 샤프 타입의 탐침에 대한 실험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종래의 정보저장장치용 탐침 중 블런트 타입의 탐침에 대한 실험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3 및 도 4는 도 1 및 도 2의 실험예의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도 5에 도시된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의 역학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정보저장장치용 탐침을 나타내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정보저장장치용 탐침 11 : 팁

12 : 코팅막 13 : 팁의 첨두

14 : 코팅막의 상단면 15 : 절연막

16: 절연막의 상단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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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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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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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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