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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 및 이를 이용한광기록 장치

요약

근접장 광기록(Near Field Recording : NFR) 방식의 고밀도 광 정보 기록/재생을 위한 마이크로 집적 탐침형(probe

type) 헤드 및 이를 이용한 광기록 장치를 개시한다. 본 발명은 실리콘 공정을 이용한 수십 nm 크기의 개구(aperture

)가 형성된 탐침에 광도파로(wave guide)와 마이크로 렌즈 및 거울을 통한 광 집속 그리고 반사된 광의 검출을 통한 

정보의 기록/재생이 가능한 헤드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러한 헤드를 디스크 구동 구조에서 구동함으로써 현재의 ODD

(Optical Disc Drive) 또는 HDD(Hard Disc Drive)의 트래킹 기술이 사용 가능한 형태로 기록 크기 50 ~ 100 nm의 

고밀도 및 고속의 근접장 광 정보 기록/재생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의 측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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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의 헤드에 포함되는 캔티레버 부분을 확대하여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다중 캔티레버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를 이용한 광기록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4는 도 3에 나타낸 광기록 장치의 평면도이다.

도 5는 도 3에 나타낸 헤드의 이중 트래킹(dual mode tracking)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의 측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접촉식 슬라이더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의 측면도이다.

도 8은 도 7에 나타낸 헤드의 틸트(tilt)를 이용한 트래킹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10...개구(aperture), 120...캔티레버(cantilever),

121...압전구동기, 123...피에조레지스트층,

130...마이크로 렌즈, 140...마이크로 미러,

150...광섬유, 310...대물렌즈,

320..대물렌즈 지지대,

330...바이모프(Bi-morph type) Z-축 미세수직구동기,

340...미세 트래킹용 XY-축 미세수평구동기,

350...다중 캔티레버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

610...접촉탐침, 710...접촉식 서스펜션 슬라이딩 패드,

720...서스펜션 몸체, 730...가요성 서스펜션 지지대,

820...틸트 제어용의 수평구동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근접장 광기록(Near-Field optical Recording : NFR)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개구 방식으로 NFR이 구

현되는 헤드 및 이를 이용한 광기록 장치에 관한 것이다.

광기록 기술은 집속된 레이저광을 이용해 광디스크에 정보를 기록하고 판독 하는 것인데, 최근 고밀도 대용량 디지털

정보저장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다. 그런데, 종래의 광학계에서는 회절한계(diffraction limit) 때문에 광원의 최소 스

폿(spot) 직경이 파장의 절반 정도로 제약되어 기록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회절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렌즈의 개구수(numerical aperture)를 증가시켜 회절 반경을 증가시키는 방법 또는 청

색 레이저광을 사용하여 기존의 600 nm 파장을 400 nm대로 감소시켜 빔 스폿의 직경을 줄이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물리적인 회절한계에 기인하는 기록밀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

식의 광기록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 NFR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NFR 기술에서는 레이저광 파장보다 작은 구멍을 통과한 빛이 구멍의 

크기와 비슷한 거리 내에서는 회절이 일어나지 않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를 위하여, 레이저광의 파장보다 작은 크기의

광출력부와 광검지부를 형성한다. 이러한 광출력부에 조사된 빛은 광출력부 주위로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고, 광출력

부 주위로 수십 nm 구간에 소산파(evanescent wave : 경계면으로부터의 거리와 함께 지수적으로 감쇠하여 실질적

으로 에너지를 수반하지 않는 광파)가 형성되게 된다. 이를 레이저광의 파장 이내의 거리로 기록 매체에 근접시킴으

로써 레이저광의 파장보다 적은 단위의 정보를 읽거나 쓸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NFR 장치는 기존의 광기록 저

장장치에 비하여 현격히 높은 저장밀도(50 ∼ 100 Gbit/in 2 )를 구현할 수 있다.

NFR에는 근접장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 개구 방식, SIL(Solid Immersion Lens) 방식, Super RENS(Super REsolutio

n Near-field Structure) 방식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개구 방식은 근접광을 발생시키기 위해 미소한 개구를 갖는 

아주 가는 탐침을 사용하여 매체의 표면 가까이에서 광을 주사함으로써 기록/재생을 실시하는 방식으로서, 여러 NFR

방식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기록밀도를 확보할 수 있어 Tbyte급의 고밀도 기록이 가능하다.

개구 방식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광섬유 탐침을 이용한 광기록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기술은, 광섬유 단부에 팁을 

만들고 나노 개구를 형성하여 회절한계 이하의 스폿을 형성한다. 그러나 광섬유 탐침의 기계적 강도가 약하고, 근접장

발생량(throughput)이 낮아서 기록속도가 제한되며, 다중화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캔티레버(can

tilever)에 개구탐침(aperture probe)을 형성하여 근접장 발생량과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 5,517,280호에는 광도파로가 형성된 여러 개의 광 캔티레버를 이용하여 파장 이하의 광 분

해능을 가진 광 리소그래피를 고속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이 기술에서는 캔티레버에 광도파로와 

개구탐침을 집적하고, 이를 통해서 빛을 집속한 후, 캔티레버를 시료 위에서 상하 방향으로 진동할 때 캔티레버 위에 

있는 대전성(capacitive)전극을 통하여 진동시키고 반데르발스(Van der Waals) 힘을 감지함으로써 그 간극을 제어

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여러 개의 캔티레버형 개구탐침을 배열하고, 포토레지스트에 노광함으로써 나노스케일의 리

소그래피 작업을 다중화할 수 있다. 그러나 캔티레버 위에 직접 광도파로를 집적하는 공정이 어렵고, 광도파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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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탐침으로의 광투과효율이 낮 아 실용화가 어렵다. 또한 평판형 캔티레버의 대면적 스캐너의 제작에 대한 구체적

인 기술이 결여되어 있다.

미국 특허 제 6,101,165호에는 매트릭스 형태의 평판 개구탐침 어레이가 디스크형 미디어를 주사하는 도중 광을 조

사하여 그 투과율(transmittance)의 차이로 기록된 정보를 읽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접촉식 슬라이드 패

드(contact slide pad)가 개구탐침과 미디어 사이의 간극을 강제적으로 조절하면서 평판형 매트릭스 타입의 개구탐침

어레이가 다중화로 정보를 읽게 된다. 그러나 2차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기록매질에 정보가 기록된 데이터 마크의 

배열 방향, 즉 트랙에 기록된 정보를 정확히 읽는 트래킹(tracking)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탐침과 미디어가 접촉하

여 정보를 읽기 때문에 마찰 등에 의한 탐침 및 미디어의 훼손, 그리고 마찰열 등의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평면 헤드

의 경우 미디어의 휘어짐에 의한 에러의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 특허 제 6,304,527호에는 단일 개구탐침이 슬라이더 내에 형성되어 하드 디스크처럼 접촉식 또는 플라잉(flying

) 방식으로 회전하여 고속 근접장 광 정보 기록/재생이 가능한 구조가 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단일 탐침형 헤드에 

현재의 광디스크형 광학 설계 구조를 이용한 광조사 및 검출 구조가 복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탐침이기 

때문에 정보 기록/재생시에 그 속도가 느리고, 따라서 전체 정보 저장기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속도(data transfer rat

e)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까지 개발된 기술들은 탐침의 구조 및 광의 조사 및 검출에 필요한 광학구조 그리고 

기록된 정보의 안정되고 빠른 접속의 측면에서의 구동/제어 기술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실용적인 측

면에서의 기술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기존의 개구 방식 NFR에 비하여, 개구탐침의 구조와, 광의 조사/검

출에 필요한 광학구조, 및 기록된 정보의 안정되고 빠른 접속의 측면에서 필요한 구동/제어 방법이 개선된 마이크로 

집적형 NFR 헤드 및 이를 이용한 광기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는 광섬유, 마이크로 렌즈 

및 마이크로 미러가 광도파로 몸체 상에 집적된 마이크로 광학부, 상기 광도파로 몸체와 별개로 상기 마이크로 광학부

아래에 설치된 캔티레버, 상기 캔티레버 하면에 돌출된 형태로 형성된 100 nm 이하의 개구탐침, 및 상기 마이크로 광

학부를 통해서 입사하는 빛이 상기 개구탐침을 통과하면서 분해능이 100 nm 이하의 근접장 광으로 미디어 상에 정보

를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상기 개구탐침과 미디어 사이의 간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간극제어구조를 포함한다.

상기 간극제어구조는, 상기 캔티레버 하면에 형성되며 상기 캔티레버를 진동시키는 강유전체 박막을 포함하는 압전

구동기 및, 상기 캔티레버의 진동으로부터 유도되는 전위를 감지함으로써, 진동수가 변하거나 진동 변위가 변화되는 

것을 감지하도록 상기 캔티레버 상면에 형성된 피에조레지스티브(Piezoresistive) 박막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서, 상기 간극제어구조는 상기 개구탐침과 미디어 사이의 간극이 강제적으로 제어되도록, 상기 캔티레

버 하면에 상기 개구탐침 바깥쪽으로 형성된 접촉탐침 및, 상기 미디어와 상기 접촉탐침의 접촉력을 감지하여 상기 

개구탐침과 미디어 사이의 간극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상기 캔티레버 상면에 형성된 피에조레지스티브 박막을 포함

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서, 상기 간극제어구조는 상기 개구탐침과 미디어 사이의 간극이 강제적으로 제어되도록, 상기 캔티

레버 하면에 상기 개구탐침 바깥쪽으로 형성된 접촉식 서스펜션 슬라이딩 패드일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다중 탐침이 동시에 다중 트랙에 정보를 기록/재생하는 구조가 구현되도록, 앞서 언급한 마이크로 집

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가 일차원 어레이 형태로 제작되어 상기 미디어의 지름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를 제공한다.

이러한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를 이용한 광기록 장치는 헤드이외에도, 상기 헤드에 접합된 바이모프(Bi

-morph type) Z-축 미세수직구동기, 상기 Z-축 미세수직구동기에 연결된 미세 트래킹용 XY-축 미세수평구동기, 및

지지대에 의해 상기 XY-축 미세수평구동기와 연결된 광디스크의 대물렌즈(objective lens)를 포함하고, 상기 대물렌

즈를 움직이는 VCM(Voice Coil Motor)에 의해 상기 대물렌즈에서 집속되는 광을 코어스(coarse)하게 상기 미디어

로 접근시키고, 상기 바이모프 구동기와 상기 헤드의 간극제어구조에 의해 상기 헤드를 미디어 표면에 파인(fine) 하

게 접근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경우, 상기 대물렌즈를 통해서 그루브 사이를 트래킹하면서 한 그루브 사이에 트랙을 세분하고 상기 간극제어구조

에 의해 틸트(tilt)제어 되면서 다중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다.

간극제어구조로서 상기 캔티레버 하면에 상기 개구탐침 바깥쪽으로 형성된 접촉식 서스펜션 슬라이딩 패드를 갖는 

헤드의 경우에는, 상기 헤드가 상기 미디어에 접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가요성 서스펜션 지지대 및 상기 헤드의 평면

위치 및 틸트까지 제어하도록 수평 및 수직 미세구동기를 포함하여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장치가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헤드를 디스크 구동 구조에서 구동함으로써 현재의 ODD(Optical Disc Drive) 또는 HDD(Hard Di

sc Drive)의 트래킹 기술이 사용 가능한 형태로 기록 크기 50 ~ 100 nm의 고밀도 및 고속의 근접장 광 정보 기록/재

생이 가능하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술하는 실시예들로 인해 한정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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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서는 안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동일한 부호는 시종 동일한 요소를 의미한다. 나아가, 도면에서의 다양한 요소와 영역은

개략적으로 그려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첨부한 도면에 그려진 상대적인 크기나 간격에 의해 제한되어지지 않

는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의 측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광원으로서

레이저 다이오드(170)에서 나온 빛이 광섬유(150)를 통하여 입력되어 마이크로 렌즈(130)로 모아진다. 여기서 평행

광화(collimation)된 빛은 마이크로 미러(140)에 의하여 그 방향이 90°꺾어진다. 이 빛은 바로 개구탐침(110)에 집

속되거나, 개구탐침(110) 위에 공정으로 형성할 수 있는 다른 마이크로 렌즈(미도시)를 통과한 다음 개구탐침(110)에

집속될 수 있다. 마이크로 렌즈(130)는 V형 그루브 형태의 홈에 배열된 광섬유(150)의 광축에 일치되어 놓여 있어 광

의 집속을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마이크로 미러(140)의 경우 전후 방향으로 위치 제어가 가능하거나 또는 틸트 제어

가 가능하여 개구탐침(110)에 정확히 광을 집속한다. 여기서는, 광섬유(150), 마이크로 렌즈(130) 및 마이크로 미러(

140)를 통틀어 마이크로 광학부(155)라 한다. 이와 같은 마이크로 광학부(155)는 미국 특허 제 5,517,280호와 달리, 

캔티레버(120)에 형성되지 않고 그 상층부의 광도파로 몸체(160)에 형성된다. 따라서, 집적공정이 보다 용이해진다.

개구탐침(110)은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여 캔티레버(120)에 형성되며, 피라미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 크기는 50 n

m 내지 100 nm 정도로 설계할 수 있는데, 이 크기는 사용되는 광의 파장보다 작기 때문에 개구탐침(110)의 끝에서 

소산파 형태의 근접장 광이 발생된다. 이 근접장 광이 미디어(190)에 조사되어 정보를 기록하거나, 여기서 반사되는 

광이 상층부의 마이크로 광학부(155)를 되돌아와서 광검 출용 포토 다이오드(180)에 입력되어 정보를 읽을 수 있다.

개구탐침(110)은, 근접장 발생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집광물질(Self-focusing) 또는 고굴절율(high refractive 

index) 물질 또는 표면 플라즈몬(surface plasmon)과의 결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금속 박막(금, 은, 동, Cr, Al 등)이 

코팅되어 사용될 수 있다. 이 막들은 레이저광을 집속하여 근접장 발생 효율을 높인다. 이러한 막은 스퍼터링 또는 열

증착(thermal evaporation) 등의 방법으로 성막한다. 자기집광물질은 비선형 물질로서 Sb, Ge, As 2 S 3 , InSb, Ga

As, ZnSe, AIP 등의 카코제나이드(chalcogenide)계 원소와 반도체 원소들 또는 이들의 합금이 가능하며, SiO 2 를 

매트릭스로 하는 유리에 상기 물질을 입자 형태로 섞은 물질도 가능하다. 표면 플라즈몬은 개구탐침(110)의 끝으로 

전파하고, 이에 따라 개구탐침(110)의 끝에서의 효율이 극대화된다.

도 2는 도 1의 헤드에 포함되는 캔티레버(120) 부분을 확대하여 도시한 사시도이다. 캔티레버(120)는 실리콘 재질로

서 반도체 공정으로 제작되고 도 2와 같이 캔티레버(120) 밑에 PZT 등의 강유전체(ferroelectric) 박막(121a)이 형

성되고 그 위와 아래에 전극(121b)이 부착된 압전구동기(121)가 마련되어 압전원리로 캔티레버(120)를 진동시킨다. 

개구탐침(110)과 미디어(190) 사이의 반데르발스힘이 진동의 변위 및 공진 진동수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감지함으

로써 개구탐침(110)과 미디어(190) 사이의 간극을 수십 nm 범위에서 일정하게 유지한다.

진동을 감지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비접촉-AFM(Atomic Force microscopy)처럼 레이저를 이용하여 그 휘는 정도를

포토 다이오드쌍으로 검출할 수도 있으나, NFR 장치의 부피를 키우거나 복잡하기 때문에 캔티레버(120) 상면을 보론

등으로 도핑하여 캔티레버(120)가 휘는 정도에 따라 그 전기전도도가 달라지는 피에조레지스티브막(123)을 이용한 

감지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를 이용하여 50

nm 내지 100 nm의 기록크기를 갖는 정보의 기록 및 재생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다중 탐침이 동시에 다중 

트랙에 정보를 기록/재생하는 구조가 구현되도록, 본 발명의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가 일차원 어레이 

형태로 제작되어 미디어의 지름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캔티레버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를 이용한다. 편의상,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가 

일차원 어레이 형태로 제작되어 미디어의 지름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350)를 

예로 든다. 도 3은 상기 다중 캔티레버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350)를 이용한 광기록 장치의 측면도이

고, 도 4는 도 3에 나타낸 광기록 장치의 평면도이다.

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다중 캔티레버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350)가 바이모프(Bi-morph type) Z-

축 미세수직구동기 (330)에 접합되어 있다. 이 Z-축 미세수직구동기(330)는 수평 방향의 구동이 가능한 미세 트래킹

용 XY-축 미세수평구동기(340)와 연결되어 광디스크의 대물렌즈(objective lens, 310) 밑에 대물렌즈 지지대(320)

를 통해서 접합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를 기록/재생할 때, 렌즈를 움직이는 VCM(Voice Coil Motor, 미도시)을 통하

여 대물렌즈(310)에서 집속되는 광을 코어스(coarse)하게 미디어로 접근시키고, 다중 캔티레버 마이크로 집적형 근

접장 광기록 헤드(350)에 포함된 간극제어장치(도 1 및 도 2에서의 참조부호 121, 123)를 통하여 개구탐침과 미디어

사이의 원자간력을 감지함으로써 미디어 표면에 파인(fine)하게 접근하게 된다. Z-축 미세수직구동기(330)도 이용된

다. 이 때 대물렌즈(310)에서 집속된 빛은 미디어의 랜드-그루브(Land-Groove) 구조에 초점이 모여져 대물렌즈(31

0)와 미디어의 간격이 1 ㎛의 에러로 일정한 간극이 유지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물렌즈(310) 밑에 부착된 개구탐침과 미디어 표면의 간극은 Z-축 미세수직구동기(330)가 휘어

져서 맞추게 되는데, Z-축 미세수직구동기(330)는 그 최대 변위가 수십 ㎛로서 개구탐침과 미디어 표면이 접촉하지 

않고 1 ㎛ 이내의 정밀도로 간극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구동기이다. 그리고 압전구동기(121)는 캔티레버(120)를 

수직방향으로 진동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개구탐침과 미디어 표면이 접근하였을 때, 개구탐침이 느끼는 힘을 피에

조레지스티브막(123)을 통하여 감지함으로써 nm의 정밀도로 간극이 유지될 수 있도록 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

한 삼중모드 접근을 통하여 빠르면서도 안전한 접속이 가능하다. 일단 접근이 이루어지면 개구탐침과 미디어 사이에 

수 nm 이내에서 일정한 간극만 유지되면 되므로 대물렌즈(310)를 움직이는 VCM과 캔티레버의 간극제어장치(121, 

123)에 의해서 미디어의 아래 위 진동과 표면의 미세한 형상을 따라 이중적으로 제어된다. 참조부호 410은 미디어 위

의 광 스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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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렌즈(310)에서 집광되는 빛은 미디어의 정보기록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디스크형 미디어에 그루브 

구조를 통한 정보 기록라인의 트래킹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가시광선을 사용할 경우 그루브 사이의 폭은 400 nm가

한계이기 때문에 50 ~ 100 nm의 정보 기록비트를 정확히 트래킹하는 것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도 5처럼 그루브 구조(520) 사이에 단일 트랙이 아니라 3 ~ 6 개 정도의 다중 트랙 개념을 도입하여 상부의 

대물렌즈를 통해서 모아지는 광 스폿(510)에서 반사되는 회절신호를 뒤의 6 개의 포토 다이오드를 통해서 단일 그루

브 트랙을 따르는 코어스 트래킹 기술을 이용하고, 미세 트래킹의 경우는 캔티레버의 간극제어장치를 통한 측면 구동

에 의하여 기록층 위에 새겨진 지그재그의 다중 트랙라인(530)을 따르는 어드레스 마크(540)와 기록비트(550)를 읽

는 파인 트래킹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

또 한가지의 미세 트래킹 방법은 Nakamura 등에 의해 제안된 방법(Jpn. J. Appl. Phys., Vol.37, 2271 (1998) 게재

논문 참조)인데 대물렌즈와 연결된 3개의 광검출기쌍의 각각의 트랙 위치 광신호를 회로적으로 연산하여 트랙 에러 

신호를 얻고 이를 통해서 한 그루브 내에 여러 개의 트랙에 정보를 기록/재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중 캔

티레버를 이용한 정보 기록/재생에 있어서는 캔티레버의 평면상의 틸트에 의해서 다중 탐침을 위한 다중 트랙 내의 

정확한 트래킹이 힘들므로 광학적인 트래킹만으로는 안되고 부수적인 수평 방향의 구동기, 즉 XY-축 미세 수평구동

기(340)를 이용한 측면 미세 구동 메커니즘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상 설명한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는 비접촉-AFM 방식의 캔티레버와 미디어 사이의 간극을 정교하게

조절하여 개구탐침 및 미디어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의 측면도이다. 본 실시예는 접촉식-A

FM 방식의 캔티레버를 이용한 간극제어 방식 헤드의 기술을 응용한 것이다. 이 경우 마이크로 광학부(155)와 개구탐

침(110)의 구조는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앞서 설명한 비접촉-AFM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개구탐침(110)과 미디

어(190) 사이의 간극은, 상기 캔티레버(120) 하면에 개구탐침(110) 바깥쪽으로 형성된 접촉탐침(610)에 의해 강제적

으로 제어된다. 접촉 탐침(610)은 밑이 다소 뭉툭하게 생겨서 미디어(190)에 접촉하고 있어, 개구탐침(110)과 미디어

(190) 사이의 간극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때 개구탐침(110)은 미디어(190)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수십 nm 

간극을 정확히 유지하기 때문에 훼손이 사실상 거의 없게 되는 장점이 있다. 이 때 접촉탐침(610)과 미디어(190) 사

이의 힘은 캔티레버(120) 상에 형성된 피에조레지스티브막(123)에서 캔티레버(120)의 휘는 정도를 감지함으로써 측

정되고 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VCM 및 바이모프(Bi-morph ty

pe) Z-축 미세수직구동기 등의 구동/제어 시스템이 작용하게 된다. 앞에서 기술한 비접촉-AFM 방식의 간극제어기

술과 비교하면 도 6에 따른 헤드에서는 캔티레버(120)에 압전구동기가 필요가 없어서 공정 및 제어가 단순하면서 개

구 탐침(110)이 완벽히 보호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비접촉-AFM 방식의 경우 단일 탐침의 기록/재생 속도가 캔티

레버의 고유진동수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든 반면에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속도로 미디어 위를 주사하면서 정보를 기

록/재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 미디어 위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필요한 평면 트래킹 기술은

앞에서 도 5를 참조하여 언급한 비접촉-AFM 방식의 헤드와 동일하게 이용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접촉식 슬라이더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의 측면도이고, 도 8은

도 7에 나타낸 헤드의 틸트를 이용한 트래킹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개구탐침과 미디어 사

이의 간극을 제어하는 또 한가지 방법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마이크로 집적형 광헤드가 헤드와 미디어 사이의 간극이

나 힘 등을 측정하여 그것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다.

도 7을 참조하면, 하드 디스크에서와 같이 개구탐침(110) 주변에 형성된 서스펜션 슬라이딩 패드(suspension sliding

pad, 710)와 미디어(190) 사이의 접촉에 의하여 완전히 강제적으로 간극이 조절된다. 이때 캔티레버(120)는 서스펜

션 슬라이딩 패드(710)에 부착되고 이것은 하드 디스크 헤드와 같이 가요성(flexible) 서스펜션 지지대(730)를 이용

하여 미디어(190)에 강제적으로 밀착된다. 이러한 방식의 간극제어 기술을 이용하면 캔티레버(120)에 압전구동기 및

피에조레지스티브막이 불필요하므로 헤드의 구동/제어 구조가 단순해지고 고속의 주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다만, 

슬라이드 서스펜션 지지대(730)에 의한 마찰력이 강하고 일정하지 않으므로 접촉부에 의한 기계적 마모 및 열 발생 

등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NFR 탐침형 헤드의 경우 기록밀도가 높고 일차원 다중 어레이형의 다중 처리가 

가능하므로 그 주사속도가 수십 cm/sec로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이러한 마모 및 열 문제가 전통적인 ODD(Optical Dis

c Drive) 디스크에서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도 7에서와 같이 서스펜션 슬라이딩 패드(710)는 개구탐침(110)에 근접

하여 제작되므로 정보 기록/재생시에 개구탐침(110)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접촉형 서스펜션 방식의 경우, 다중 어레이형의 개구탐침이 정확히 기록된 정보 영역을 따라가는 트래킹이 다

소 어려운데, 이러한 트래킹을 위해서는 수평의 지름방향의 정밀 구동뿐만 아니라 도 8과 같은 슬라이딩 헤드의 측면 

틸트를 위한 구동제어 기술이 필요하다. 도 3과 같이 다중 탐침으로 지그재그의 트래킹 라인을 기록하고 그 뒤에 어드

레스 및 정보를 입력한 다음, 기록된 정보를 재생할 시에는 다중 탐침이 지그재그의 트래킹 라인에 정확히 엑세스하

도록 지름 방향 및 틸트를 조절하여 그 뒤의 기록된 정보를 다중 탐침으로 읽게 된다. 따라서 헤드의 마이크로 광학부

(155)와 함께 슬라이딩 헤드를 지름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는 미세 구동 구동기인 액츄에이터뿐 아니라 틸트 제어용의

수평구동기(820)도 헤드에 제작되어야 한다. 참조부호 720은 서스펜션 몸체를 나타낸다.

도 1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종합하면, 본 발명에 따른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헤드를 장착한 정보 저장기 시스템, 

즉 광기록 장치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회전 디스크형 미디어 위에 앞에서 기술한 집적형 광헤드가 접근하여

정보를 엑세스하게 되는데 정확한 위치제어를 위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광디스크 헤드 제어용 VCM 및 코어스/파

인 이중 모드 구동기가 대물렌즈 및 그 밑에 장착된 근접장 헤드를 제어한다. 지름 방향의 일차원 다중 어레이 개구탐

침이 형성된 헤드(350)는 대물렌즈(310)에 부착된 Z-축 미세수직구동기(330) 및 XY-축 미세수평구동기(340) 그리

고 캔티레버에 형성된 압전구동기(121)에 의해서 미세 위치 조절되며 헤드와 Z-축 미세수직구동기(330) 및 XY-축 

미세수평구동기(340)는 상부의 CD의 대물렌즈(310)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 해서, 현재의 광디스크의 트래킹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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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다. 만일 개구탐침의 근접장 광헤드와 미디어 사이의 간극이 접촉탐침(610)을 이용하여 접촉식-AFM 방

식으로 제어될 경우 캔티레버의 압전구동기가 필요없고 단지 접촉탐침(610)과 미디어 사이의 힘을 피에조레지스티브

막(123)의 전위 변화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간극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마찰력을 일정하게 유

지한다.

접촉식 서스펜션 슬라이딩 패드(710)로 조절될 경우는 대물렌즈 및 캔티레버 구조가 불필요하고 단지 광도입부 및 

검출부와 함께 고투광율 개구탐침 그리고 접촉패드로 형성된 헤드부가 가요성 서스펜션 지지대(730)의 압력으로 미

디어에 접촉하고 미세수평구동기(820)로 틸트 제어되는 구조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세 경우 모두 일차원 다중 어

레이형의 개구탐침 헤드를 사용하므로 다중 트랙의 동시 접속을 위한 틸트 제어 등의 트래킹 기술이 모두 필요하게 

되며 신호의 다중 처리 등의 기술이 사용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에 대한 이상의 설명은 예시 및 설명을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

지 않으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에 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여러 가지 많은 수정 및 변형

이 가능함은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상기의 실시예들에서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이 개시하는 헤드에 의하면, 디스크형의 구동기를 사용하면서 

여러 개로 배열된 일차원 개구탐침형 근접장 헤드를 이용하여 고밀도로 광 정보를 아주 빠른 속도로 기록/재생할 수 

있다. MEMS형 XY-래스터 스캐너(XY-raster scanner) 방식의 경우 그 주사영역이 너무 작고 그 제작 공정이 복잡

하며 그 제어가 어려운데 반하여 회전형 디스크 구동기의 경우 그 제작이 용이하며 정보 저장기로 이미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술 구현이 용이하다. 개구탐침 및 그 광학부를 마이크로 구조로 집적화하여 사용하므로써 다중 

탐침 헤드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현재 근접장 광탐침의 기록/재생 속도의 한계를 다중화로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때 기록밀도는 50 nm 개구탐침의 경우 수백 Gbit/in 2 가 될 수 있으며 기록/재생 속도의 경우 단일 탐침의 경우 0.1 

~ 1 Mbps 그리고 10 개 정도의 다중 탐침을 사용할 경우 10 Mbps 급의 성능 구현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의 정보저

장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섬유, 마이크로 렌즈 및 마이크로 미러가 광도파로 몸체 상에 집적된 마이크로 광학부;

상기 광도파로 몸체와 별개로 상기 마이크로 광학부 아래에 설치된 캔티레버;

상기 캔티레버 하면에 돌출된 형태로 형성된 100 nm 이하의 개구탐침; 및

상기 마이크로 광학부를 통해서 입사하는 빛이 상기 개구탐침을 통과하면서 분해능이 100 nm 이하의 근접장 광으로

미디어 상에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상기 개구탐침과 미디어 사이의 간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간극제어

구조를 포함하는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탐침의 크기는 50 nm 이상 100 n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간극제어구조는, 상기 개구탐침과 미디어 사이의 자체 진동이 유도되면 상기 개구탐침과 미디

어 사이의 원자간력에 의해 진동수가 변하거나 진동 변위가 변화되는 것을 감지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간극제어구조는,

상기 캔티레버 하면에 형성되며 상기 캔티레버를 진동시키는 강유전체 박막을 포함하는 압전구동기; 및

상기 캔티레버의 진동으로부터 유도되는 전위를 감지함으로써, 진동수가 변하거나 진동 변위가 변화되는 것을 감지

하도록 상기 캔티레버 상면에 형성된 피에조레지스티브(Piezoresistive) 박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

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간극제어구조는 상기 개구탐침과 미디어 사이의 간극이 강제적으로 제어되도록,

상기 캔티레버 하면에 상기 개구탐침 바깥쪽으로 형성된 접촉탐침; 및

상기 미디어와 상기 접촉탐침의 접촉력을 감지하여 상기 개구탐침과 미디어 사이의 간극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상

기 캔티레버 상면에 형성된 피에조레지스티브(Piezoresistive) 박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간극제어구조는 상기 개구탐침과 미디어 사이의 간극이 강제적으로 제어되도록,

상기 캔티레버 하면에 상기 개구탐침 바깥쪽으로 형성된 접촉식 서스펜션 슬라이딩 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

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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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탐침은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여 형성된 것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근접장 발생량이 극대화되도록 상기 개구탐침은 빛이 입사되는 내부에 자기집광물질(Self-focusin

g) 또는 고굴절율(high refractive index) 물질 또는 표면 플라즈몬(surface plasmon)과의 결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금속 박막이 코팅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섬유에서 나오는 빛이 상기 마이크로 렌즈를 통해 집속되고 상기 마이크로 미러를 이용하여

90° 꺾여서 상기 개구탐침에 입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

청구항 10.
다중 탐침이 동시에 다중 트랙에 정보를 기록/재생하는 구조가 구현되도록, 제 1 항 기재의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가 일차원 어레이 형태로 제작되어 상기 미디어의 지름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

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

청구항 11.
제 10 항 기재의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

상기 헤드에 접합된 바이모프(Bi-morph type) Z-축 미세수직구동기 ;

상기 바이모프 구동기에 연결된 미세 트래킹용 XY-축 미세수평구동기; 및

지지대에 의해 상기 미세 트래킹용 XY-축 미세수평구동기와 연결된 광디스크의 대물렌즈(objective lens)를 포함하

고,

상기 대물렌즈를 움직이는 VCM(Voice Coil Motor)에 의해 상기 대물렌즈에서 집속되는 광을 코어스(coarse)하게 

상기 미디어로 접근시키고, 상기 바이모프 구동기와 상기 간극제어구조에 의해 상기 헤드를 미디어 표면에 파인(fine)

하게 접근시 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대물렌즈를 통해서 그루브 사이를 트래킹하면서 한 그루브 사이에 트랙을 세분하고 상기 간

극제어구조에 의해 틸트(tilt)제어 되면서 다중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장치.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대물렌즈와 상기 개구탐침의 평면상 또는 수직상의 위치는 상기 헤드를 지지하는 바이모프(

Bi-morph type) Z-축 미세수직구동기 및 미세 트래킹용 XY-축 미세수평구동기와 함께 상기 간극제어구조에 의해 

수 nm 분해능으로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장치.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간극제어구조는,

상기 캔티레버 하면에 형성되며 상기 캔티레버를 진동시키는 강유전체 박막을 포함하는 압전구동기; 및

상기 캔티레버의 진동으로부터 유도되는 전위를 감지함으로써, 진동수가 변하거나 진동 변위가 변화되는 것을 감지

하도록 상기 캔티레버 상면에 형성된 피에조레지스티브(Piezoresistive) 박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

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장치.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간극제어구조는 상기 개구탐침과 미디어 사이의 간 극이 강제적으로 제어되도록,

상기 캔티레버 하면에 상기 개구탐침 바깥쪽으로 형성된 접촉탐침; 및

상기 미디어와 상기 접촉탐침의 접촉력을 감지하여 상기 개구탐침과 미디어 사이의 간극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상

기 캔티레버 상면에 형성된 피에조레지스티브(Piezoresistive) 박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장치.

청구항 16.
다중 탐침이 동시에 다중 트랙에 정보를 기록/재생하는 구조가 구현되도록, 제 6 항 기재의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가 일차원 어레이 형태로 제작되어 상기 미디어의 지름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

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헤드;

상기 헤드가 상기 미디어에 접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가요성 서스펜션 지지대; 및

상기 헤드의 평면 위치 및 틸트까지 제어하도록 수평 및 수직 미세구동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집적형 근접장 광기록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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