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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자성 웨이퍼에 공동을 만들어서 평면 자기 헤드를 제조하는 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한 자기 헤드

요약

본 개시는, 각 헤드를 절단 분리하도록 설계된, 비자성 재료로 이루어진 웨이퍼 또는 슬랩상에서의 다수의
평면 자기 헤드의 동시 제조에 관한 것이다. 이 방법은 와이어를 감은 두 개의 페라이트 코어 사이에 규정
된 갭에 면하면서 두 개의 자극 사이에 형성된 마이크로 갭을 포함하는 형태의 자기 헤드에 적용될 수 있
다. 개시된 방법은, 비자성 재료로 이루어진 웨이퍼의 제1 면상에 상기 박층 자극을 증착하고, 상기 웨이
퍼의 대향면에서, 상기 와이어를 감은 코어를 수용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공동을 도려냄으로써 상기 와
이어를  감은  코어  각각의  상부와  상기  박층  자극  사이에  보정  간격  또는  접합을  획득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비자성 웨이퍼에 공동을 만들어서 평면 자기 헤드를 제조하는 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한 자기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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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공지된 표준 자기 헤드 구조의 개략도.

제2도는 박층과 마이크로 갭을 가진 평면 자기 헤드 구조의 개략도.

제3도는 공지된 방법에 따른 평면 자기 헤드의 배치 제조용 슬랩(slab)의 도시도.

제4도는 및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평면자기 헤드의 배치 제조를 위해 비자성 재료의 웨이퍼에 공동을 만
드는 두 개의 대체 방법을 도시한 도시도.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자기 평면 헤드에서, 박층으로 형성된 와이어를 감은 자기 코어와 자극 사이의 보
정 간격의 두께를 계산하는 표를 동반하는 등가 전기 회로도.

제7도는 사용된 표기의 의미를 설명하는 동일 표를 동반하는 도면.

제8도는 페라이트로 이루어진 가공된 카운터-피스(counter-piece)의  경우에, 제4도의 공동을 갖는 비자성
기판과 협력하는 본 발명의 방법을 구현하는 제1모드를 도시하는 도면.

제9도 및 제10도는 공동을 가진 비자성 슬랩과 협력하는 카운터-피스가, 자성 재료로 코팅된 후 와이어로
감긴 가공된 비자성 기판에 의해서 형성되는, 본 발명을 구현하는 제1모드의 제2 변형을 도시하는 도면.

제11도는 자기 코어가 공동을 가진 슬랩과 비자성 재료로 형성된 카운터-피스 사이에 삽입된 모듈형태로
제공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제3 변형을 도시하는 도면.

제12도 및 제13도는 박층에 만든 자극이 비자성 재료로 형성된 슬랩에 함몰되는, 본 발명의 변형을 도시하
는 도면.

제14도 및 제15도는 제5도의 공동 형성 변형에 따른, 본 발명을 구현하는 제2 모드의 개략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8 : 접합 영역                        121 : 보우-타이

132 : 절연체                            134 : 예비층

141 : 레지스트층                      142,143 : 자성 재료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분야는 각각의 자기 헤드를 절단 분리하도록 설계된, 비자성 재료로 이루어진 웨이퍼 또는 슬랩
상에서 다수의 자기 헤드를 동시에 제조하는 분야이다.

평면 자기 헤드는, 특히, 테이프 레코더,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등에 사용되는 형태의 자기 테이프를 판독
하거나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다.

자기 헤드의 공지된 구조에서는, 권선(12; 제1도)을 가진 자성 기판(11)내에, 이동하는 자기 테이프(13)상
의 기록 또는 판독을 위한 갭(10)을 만든다.

높은 보자력(coercivity)의 자기 테이프와 함께 작동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구조를 제조하는 한 방법에서
는, 포화시 높은 자화를 갖는 자성층(14,15)(MIG 헤드)이 갭(10)의 대향면 상에 부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실현하기가 복잡하며, 충돌의 증착면이 자기 트랙(13)이 주행하는 면에 수직하기 때문에, 산업적
으로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결함이 있다.

다음에 제2도에 도시된 것과 같은 평면 구조의 자기 헤드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새롭게 공지된 설계에 따
르면, 자기 트랙(13)이 이동하는 면과 평행한 평면내에서 자성 재료로 이루어진 박층(16, 17)이 갭(10)에
부가된다. 박층(16,  17)을 형성하는 자성층은, 높은 보자력을 갖는 자성 기판(13)의 재료에 의해 생성된
자계보다 더 강한 자계를 생성하도록 선택된다. 이러한 기술은 고주파수에서 특히 유용한 특성을 갖는 자
기 헤드의 다른 동작에 대응한다. 하나의 유리한 응용은 높은 처리 속도(수 십 Mbits/s)에서의 작동을 가
능케 하는 회전 헤드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평면 자기 헤드에서는, 먼저 예컨대 200 내지 300㎛ 정도의 크기를 갖는 매크로 갭(18)을
식별하고, 다음에 마이크로 갭(10)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격은 제한된 예로서 주어지는 것
이 아니다.

본 발명은 이러한 형태의 평면 헤드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평면 헤드의 배치(batch) 제조를 위한 공지된 방법이있다. 이 방법은 원형 단면
을 갖는 페라이트 블록에서 절단함으로써 획득되는 통상의 슬랩(slab; 30)을 사용한다. 슬랩(30)은 그 활
성면상에 서로 평행한 비자성 재료로 이루어진 다수의 스트립(31)을 갖는다. 이들 비자성 스트립은 공동
(cavity; 32)의 상부에 위치한다. 각 스트립(31)의 폭(33)은 제2도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평면 헤드의 매크
로 갭(18)에 해당한다. 마이크로 갭을 만들기 위해서, 높은 포화 계수를 갖는 자성 재료의 박층이 증착된
다. 마지막으로, 이 증착물내에는 마스킹 및 이온 가공 동작에 의해 '보우-타이(bow-ties)'(34,35)가  박층
의 형태로 구획된다. 마이크로 갭(36)은 '보우-타이' 증착물의 두 개의 윙(34,35) 사이에서 구획된다. 각
평면 헤드(39)를 개별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평행면의 두 개의 수직선 세트(37, 38)를 따라서 슬랩(30)을
절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을 구현하는 여러개의 공지된 방법이 있다. 특히 동일 출원인에 의해 출원된 프랑스 공화국 특
허출원 제 2 641 111에 기재된 방법도 그 중 하나이다. 이러한 형태의 공지된 평면 헤드의 한가지 특징은
헤드가 자성재료의 슬랩(30)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비제한적 예로 제시되는 실리콘 또는 Al2O3TiC와 같은 비자성 재료의 슬랩으로 평면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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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프랑스공화국 특허출원 제 86 14974호에 게재된 바와 같이, 이런 형태의 방법은 공지되어 있다. 그러나,
종래기술에 따라 사용된 비자성 재료의 슬랩은, 슬랩의 두께와, 상부 박층과 하부 갭 코어 사이의 자기 방
사의 교차로 인해 장애를 형성하는 결함이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이 결함을 제거하는 것이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본 발명은 자기 테이프의 인코딩 및 판독에 특히 적합한, 평면구조를 가진 자기
헤드들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각각의 자기 헤드는, 와이어를 감은 두 개의 페라이트 코
어 사이에 규정된 갭에 면하는, 두 개의 자극 사이에 형성된 마이크로 갭을 갖는 형태이다. 이 방법은, 비
자성 재료의 웨이퍼의 제1면상에 박층으로 이루어진 상기 자극을 증착하고, 상기 웨이퍼의 반대면(제2면)
에서 상기 와이어를 감은 코어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하우징 공동을 도려냄으로써, 상기 와이어를 감은 코
어의 상부와 상기 박층의 자극 사이에 보정 간격 또는 접합을 획득하는 것이다.

하우징 형성 작업이, 비자성 재료의 웨이퍼에서, 다음에 부착된 와이어를 감은 코어를 수용하도록 설계되
는 하우징을 도려내는데 사용되든지, 아니면 비자성 웨이퍼의 바로 그 부분에서, 자성 재료로 코팅된 후
와이어가 감기도록 설계되는 코어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본 발명의 두 개의 주요 실시예를
구별할 수 있다.

제1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와이어를 감은 코어는 공통 기판위에 적어도 쌍으로 형성되는 것이 유리하며,
상기 하우징 공동의 배치로 삽입되기 전에 와이어가 감겨진다.

이 경우, 와이어를 감은 코어를 형성하는 공통 기판은, 페라이트와 같은 자성 재료로 이루어진 모노블록
카운터-피스(monoblock  conter-piece) 또는 적어도 한 쌍의 코어를 포함하는 자성 재료로 이루어진 적어도
하나의 모듈로 구성되며, 각 모듈은, 코어를 와이어로 감은 후, 비자성 재료의 각 웨이퍼와 역시 비자성
재료로 이루어진 홀딩(holding) 카운터-피스 사이에 삽입된다.

제1 실시예의 제3 변형에 의하면, 코어를 형성하는 공정은, 상기 제2 면내에 패드를 형성하도록 상기 비자
성 부분을 가공하는 단계와, 상기 패드의 표면 중 적어도 한 부분에 자성 재료를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제2 실시예에서, 와이어를 감은 코어를 수용(housing)하는 상기 공동 각각은, 박층들 내의 두 개의 자극
사이에 형성된 마이크로 갭에서 도려내어 지며, 상기 공동의 측면의 두 개의 대칭 부분 상에 자성 재료의
층이 증착되어 상기 마이크로 갭에 관련된 상기 한쌍의 코어를 형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공동은 비자성 재료의 웨이퍼의 상기 제2 면내에 코어를 형성함으로써 만들어지며, 권
선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성 재료로 코팅된 측면을 갖는 상기 코어 둘레에 형성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한 특성에 따르면, 상기 공동의 측면의 두 개의 대칭 부분상에 자성 재료의 층을
증착하는 공정은, 

상기 공동의 밑바닥에 레지스트(resist)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공동의 상기 대칭 측면 부분 상에 상기 자성 재료를 증착하는 단계와;

상기 레지스트 층을 제거하는 단계와;

공동의 두 개의 대칭 측면 부분 상의 자성 재료의 상기 대칭 증착물 사이에 형성된 브릿지(존재할 경우)를
파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실시예에 상관없이, 본 발명에 의하면, 비자성 재료의 웨이퍼의 제1 면내에 만들어진 공동에 마이크로 갭
을 갖는 상기 박층 패드를 부분적으로 함몰시킬 수 있다.

이후,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더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제4도 및 제5도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두 개의 주요 모드(실시예)를 갖는다.

제1실시예에 따르면, 바람직하게는 Si 또는 Al2O3TiC인 비자성 재료로 이루어진 기판(40)에는, 두 개의 거

의 대칭인 공동(45,46)이 박층(43,44)내 두 개의 자극 사이에 형성된 마이크로 갭(42)의 면(41)을 만들도
록 공동들이 제공된다.

공동  형성  작업은,  예컨대  비자성  재료로  이루어진  슬랩(40)을  화학적으로  가공하여  행해진다.
필요하다면,  두 개의 공동(45,46)이 하나의 큰 공동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공동은, 제8, 9,
10,  11도에  도시된  형태와 같이,  부착된  와이어를  감은 코어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어야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공동을 형성하는 제2 방법에서는,  비자성 재료의 슬랩(50)내에,  실질적으로 박층(53,54)
형태의 두 개의 자극 사이에 도려내어 진 마이크로 갭(51)의 면(52)에서, 단일 공동(55)이 형성된다. 이
제2 방법에서, 자극은, 제14도 및 제1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일 공동(55)의 측면(56,57)에 직접 제공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공동은, 비자성 재료의 슬랩(50)의 제2(하부)면내에,  원형, 사각형 또는 다른
단면을 갖는 돌출 패드(58,59)를 가공함으로써 형성된다.

공동 형성 작업의 목적은, 공동(45,46,55)의 하부와 박층(43, 44; 53,54)형태의 자극 사이의 두께(e)를 최
소화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이 두께를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

제6도 및 7도에 동반된 표 1에 제공된 계산 수치는 5미크론의 최대두께(e)가 허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제1실시예에서는, 제8도에 도시된 것처럼, 공동을 가진 웨이퍼(40)는 예컨대 페라이트와 같은 자성 재료의
카운터-피스(71)와 협력한다. 이 카운터-피스(71)에서, 패드(72)는 가공에 의해 형성된다. 이들 패드는 페
라이트 코어의 역할을 한다. 권선(73)이 각 패드 둘레에 감겨진후, 카운터-피스(71)는 와이어를 감은 각각
의 패드(72)가 공동을 관통할 수 있도록 슬랩(40)의 제2 (하부)면상에 장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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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피스(71)는 임의의 수단, 예컨대 CBRAVAC(상품명) 또는 임의의 다른 접착제에 의한 접착에 의해서
슬랩(40)에 고정되게 결합된다. 접착 영역은, 부분(40)과 부분(71) 사이의 지지면이 하나의 레벨인지 다른
레벨인지에 따라, 예컨대 공동의 밑바닥(74)에 위치하거나, 페라이트 카운터-피스(71)의 패드(72) 사이에
위치한다. 표시와 같이, 각 공동의 베이스에서의 개구는 각각의 박층 자극의 350 내지 500 미크론 정도의
길이 L 에 대해서 200 미크론 정도가 될 것이다.

제9도 및 10도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카운터-피스(90)는 예컨대, 실리콘, 유리 또는 Al2O3TiC와 같은 비자

성 재료로 이루어진다(이들 재료의 예는 비제한적으로 주어진다.)

카운터-피스(90)는,  슬랩(40)의 공동의 기하(geometry)에 대응하는 기하에 따라서, 예컨대 자극(91)을 가
지도록  화학적으로  가공된다.  다음에,  자극은,  적층될  수도  있고  적층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샌더스트
(Sendust)와 같은 자성재료(92)의 증착에 의해 코팅된다. 자극의 각 쌍 사이의 영역(93)에 대한 선행 마스
킹 또는 차후 마멸(abrasion)에 의해 한 개의 평면 헤드에서 인접 헤드로의 자기적 연속성을 차단하는 것
이 가능하다.

다음에 각각의 코팅된 극(91,92)에는 권선(94)이 제공된다.

제10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자기 코팅을 갖는 와이어를 감은 자극이 제공된 카운터-피스는 슬랩(40)의 제
2 (하부)면 상에 장착된다. 부분(90,40)의 고정된 결합을 위해 접착 영역(95)이 제공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카운터-피스(90)의 자극의 한 부분(90)만이 자성 재료로 코팅되고, 나머지 부분(97)은 그대로
노출되거나 비자성 재료로 코팅될 수도 있다.

표시와 같이, 자극(91)의 높이는 300 내지 350 미크론 정도일 것이다. 샌더스트(Sendust)는 대략 20 내지
50 미크론의 두께로 증착되는 것이 유리하다. 코팅 된 자극의 폭은 예컨대 250 미크론 정도이다. 이것은
웨이퍼(40)의 공동 밑바닥의 폭과 거의 일치한다.

두 개의 인접 평면 헤드 사이의 천이(transition) 영역은 수 밀리미터로 확장된다. 양호하게는, 헤드는 절
단면(98)을 따라 절단되어 개별 유닛으로 분리된다.

제11도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페라이트 코어(111)는 모듈(112)의 형태로 쌍을 이룬다. 각 모듈(112)은 공
동을 가진 웨이퍼(40)와  하우징(114)사이에  끼워지는데,  하우징(114)에는  자기 코어(111)의  모듈(112)의
하부 부분이 끼워진다.

이 조립품은, 예컨대 공동을 가진 웨이퍼(40)와 모듈(112)의 접속을 위한 위치(115),  및/또는 하우징(11
4)의 밑바닥에서, 접착제에 의해 고정되게 결합된다.

양호하게는, 비자성 재료로 이루어진 카운터-피스(113)에는,  비자성체 자체로 형성되어 고정된 결합을 위
해 특정 공동(117)내에  끼워지도록  설계된 추가 패드(116)가  제공된다.  이때 이 공동의 밑바닥은 패드
(116)와의 접착 영역(118)을 형성한다. 이들 패드(116)는 특히 평면 헤드의 배치 제조 작업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으며, 예컨대 절단면(119)을 따라 절단함으로써 각 평면 헤드를 개별 유닛으로 분리하는 작업 중에
제거될 수도 있다.

표시와 같이, 모듈(112)의 높이는 200 내지 300 미크론 정도가 될 것이다. 자성 재료인 카운터-피스의 높
이 Z는, 예컨대,500 미크론 내지 2 밀리미터 정도이다. 이 부분은 실리콘, Al2O3 또는 그 밖의 다른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공동 사이의 중간 부분(100)과,  경우에 따라서는, 코어 모듈(112)로부터 자극을 분리시키는 고체층(101,
102)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제거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주위 환경, 즉 일반
적으로 공기로 대체된다. 이 경우, 상기 조립품의지지 표면은 부분(40 및 113)을 접속시키는 평면(103)에
의해 형성되며, 여기서는, 필요할 경우, 권선 와이어를 통과시키기 위한 채널이 형성된다.

제12도  및  13도는  마이크로  갭을  가진  박층  자극이  비자성  재료의  웨이퍼의  제1  (상부)면내에  함몰
(submerge)되는 본 발명의 양호한 변형에 관한 것이다.

자극의 함몰은, 제조 공정의 종료시에 자극의 배치 가공을 필요없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모에 대한 저항
성을 갖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함몰은, 실리콘 웨이퍼(40)를 적절한 수지 마스킹과 함께 양호하게는 화학적 가공에 의해 도려낸 후에 행
해지는 것이 유리하다. 함몰 깊이는, 예컨대 보우-타이(121)의 600 미크론 정도의 길이 L에 대해, 약 2 내
지 3 미크론이다.

제1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극은 샌더스터(Sendust)(131),  Al2O3와 같은 절연체(132),  다시 샌더스트

(133)로 이어지는 연속층의 형태로 증착된다. Al2O3로 이루어진 중간층(132)의 두께는 예컨대 0.2 미크론

정도이다.

필요하다면, 이 세 개의 층(131, 132, 133)에 앞서 예비층(134)이 증착될 수도 있다. 양호하게는, 이 예비
층은 실리콘 웨이퍼(40) 기판의 화학적 가공에 대한 장벽층이며, 예컨대 이하에서 기술될 제14도 및 제15
도의 방법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평면 헤드가 개별 유닛으로 분리되기 전 또는 후에, 실리콘 슬랩의 제1 (상부)면은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둥근 외형(135)을 갖도록 연마된다.

따라서, 자극의 함몰 구조는, 필요하다면 보호층의 증착이 수반되는, 둥근외형을 쉽게 생성하도록 하는 장
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만약 평면 헤드의 자극이 2미크론 정도의 두께와 200 미크론의
길이를 가진다면, 이상적인 현(chord)에 채택될 곡률의 반경은 20 밀리미터의 최대값을 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헤드는 더 이상 임의의 특정 리딩 에지(leading edge)를 갖지 않으므로, 자극은 마모 정도와 상관
없이 항상 헤드 외형을 갖는 기하학적으로 연속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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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도 및 제15도에 도시된 실시예는 제5도에 도시된 공동 구조를 사용한 것이다.

이 실시예에서는,  비자성 재료의 웨이퍼(50)의 하부면에서 단일 공동(140)을 도려낸다. 이 공동(140)은,
예컨대 제13도와 관련하여 언급된 화학적 장벽층(134)에 도달하도록 형성된다.

양호하게는,  국소화된 레지스트층(141)이  공동(140)의 밑바닥에 증착된다.  이 층(141)은,  예컨대,  수지,
SiO2, Al2O3, Ceravac 또는 다른 재료로 구성된다. 다음에, 공동(140)의 2개의 대향 측면상에는 자성 재료

의 층(142, 143)이 거의 대칭적으로 증착된다. 이들 2개의 증착물(142,143)은 각각의 자기 헤드의 코어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며, 다음에 이들 코어에는 권선(145,146)(제15도)이 제공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층(142,143)을 증착시키는 단계가 자성 재료의 접속 브릿지 (144)의 형성으로 이어질 때, 브
릿지(144)는 레지스트층(142)의 선택적 침범에 의해 그리고 그 후의 기계적 파괴되어 제거된다.

양호하게는,  층(142,143)상에  증착된 자성 재료는 적층될 수도 있고 적층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샌더스트
(Sandust)이다.

제1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권선(145,146)은 예컨대, 그 대향 측면이 샌더스트 층(142, 143)으로 코딩되
는 패드(58,59)에 감긴다.

자기 코어(142,143)와 박층의 자극(130) 사이에는 화학적 장벽층(134)만으로 분리된 접합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조립품의 고정된 결합은, 예컨대, 비자성 재료로 이루어진 웨이퍼(50)의 제2(하부)면상에,  두 개의 자극
(142,143)의 자기 접합부를 제공하는, 자성 재료로 이루어진 접속부(147)를 장착함으로써 행해진다. 고정
된 결합은, 예컨대, 접속 영역(148)에서, 비자성 재료의 웨이퍼(50)내에 형성된 패드(58,59)와 자성 웨이
퍼(147)의 접착에 의해 행해진다.

양호하게는, 공동(140)에는 미리, 예컨대 Ceravac 과 같은 매립 재료가 채워진다.

표시와 같이, 공동(140)의 측면상에 증착된 자성 재료의 층(142,143)의 두께는 20 내지 50 미크론 정도라
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3 내지 5 밀리미터 정도의 간격이 각 공동(140)사이에 제공될 수도 있다.

13-5

1019900010003



[표 1]

이상에 의해, 다음식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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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효율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다음에 대응한다.

여기서, RF  Rg 일 때 :

최대 η을 갖기 위해서는, 2Rsi  Rg 이어야 한다.

여기서, Rg g/(W.h), Rsi=e/S(S: 자극의 접합 면적(S=4·10
4
㎛

2
))

g=0.2㎛, h=2㎛, W=20㎛이면,

e 100㎛, 즉, 예컨대 e 10㎛이다.

e Rg일 때 : 

6Rsi Rg라는 조건하에서 e 30이 되며, 

e 3㎛을 제공하면,

두 개의 박층 자극에 의해 제공된 보우-타이를 두 부분, 즉, 각각 100㎛ 스퀘어 및 200㎛ 스퀘어인 두 개

의 스퀘어(R 및 R)로 분리할 경우, R F=R1+R2=4·10  
-3
+1.6·10

-3
=5.6·10

-3
이 된다.

이로부터, RF = Rg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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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RF  Rg 이고 e 가 수 미크론 정도인 경우가 된다.

따라서, 5㎛의 기술적 절충안이 수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각의 자기 헤드가,  와이어를 감은 두 개의 페라이트 코어 사이에 규정된 갭에 면하는,  두 개의 자극
(magnetic poles)사이에 형성된 마이크로 갭을 갖는 형태인, 자기 테이프의 인코딩 및 판독에 특히 적합한
평면 구조를 가진 자기 헤드들의 제조 방법으로서, 비자성 재료의 웨이퍼의 제1면상에 박층으로 이루어진
상기 자극을 증착하고, 상기 웨이퍼의 반대면(제2면)에서 상기 와이어를 감은 코어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하우징  공동을  도려냄으로써,  상기  와이어를  감은  코어의  상부와  상기  박층의  자극  사이에  보정
(calibrated) 간격 또는 접합을 획득하는, 평면 구조를 가진 자기 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를 감은 코어는, 공통 기판상에 적어도 쌍으로 형성되며, 상기 하우징 공동의
배치(batch)내에 삽입되기 전에 와이어로 감기는, 평면구조를 가진 자기 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를 감은 코어를 형성하는 상기 공통 기판은 페라이트와 같은 자성 재료로 이
루어진 모노블록(monoblock) 카운터-피스로 구성되는, 평면 구조를 가진 자기 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를 감은 코어를 형성하는 상기 공통 기판은, 적어도 한쌍의 코어를 포함하는
자성 재료로 이루어진 적어도 하나의 모듈로 구성되며, 각 모듈은, 코어가 와이어로 감겨진 후에, 비자성
재료로 이루어진 상기 웨이퍼와 역시 비자성 재료로 이루어진 홀딩 카운터-피스(holding counter-piece)사
이에 삽입되는, 평면 구조를 가진 자기 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를 형성하는 공정은, 패드를 형성하도록 공통 비자성 기판을 가공하는 단계 및,
상기 패드의 표면의 적어도 한 부분상에 자성 재료를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평면 구조를 가진 자기 헤
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형성되며, 상기 보정 간격은 상기 공통 기판을 상기
공동의 밑바닥에 근접시킴으로써 획득되는, 평면 구조를 가진 자기 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은, 구별 없이, 밖으로 노출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형성되며, 상기 보정 간격
은 상기 공통 기판을 상기 공동의 밑바닥과는 별개인 지지면에 근접시킴으로써 획득되는, 평면 구조를 가
진 자기 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를 감은 코어를 수용하기 위한 상기 공동 각각은 박층으로된 두 개의 자극 사
이에 형성된 마이크로 갭에서 실질적으로 도려내어지며, 상기 마이크로 갭과 관련된 상기 코어의 쌍을 형
성하도록 상기 공동의 측면의 두 개의 대칭 부분 상에 자성 재료의 층이 증착되는 평면 구조를 가진 자기
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자기 코팅을 가진 상기 측면 부분 둘레에서 상기 코어를 와이어로 감는 것은, 상기 웨이
퍼 내의 모든 자기헤드를 개별 유닛으로 절단 분리한 다음에 수행되는 평면 구조를 가진 자기 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은 비자성 재료로 이루어진 웨이퍼의 상기 제2면내에 자극을 형성함으로써 이루
어지며, 자성 재료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코팅된 측면을 갖는 상기 자극 둘레에 권선이 형성되는 평면
구조를 가진 자기 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의 측면의 두 개의 대칭 부분 상에 자성 재료의 층을 증착하는 공정은, -상기
공동의 밑바닥에 레지스트층(resist layer)을 증착하는 단계와; -상기 공동의 상기 대칭 측면 부분상에 상
기 자성 재료를 증착하는 단계와; -상기 레지스트층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공동의 두 개의 대칭 측면
부분상의 상기 자성 재료의 대칭 증착물 사이에 브릿지가 형성된 경우, 브릿지를 파괴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평면 구조를 가진 자기 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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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은, 와이어 감기(winding) 동작 후 매립 재료로 채워지는 평면 구조를 가진 자
기 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대칭 자성층으로 된 상기 증착물의 자기 접합부가 형성되는 평면 구조를 가진 자기 헤드
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마이크로 갭을 가진 상기 박층 자극은 비자성 재료로 이루어진 웨이퍼의 상기 제1 면내에
형성된 공동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함몰되는 평면 구조를 가진 자기 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마이크로 갭을 가진 상기 박층 자극은 자성 재료의 제1 박층, 절연 재료의 박층, 자성
재료의 제2 박층의 연속적 증착에 의해 형성되며, 상기 절연 재료의 박층은 자성 재료의 두 개의 박층 사
이에 마이크로 갭을 규정(defining)하는 평면 구조를 가진 자기 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4항 또는 15항에 있어서, 자성 재료로 된 상기 박층 자극의 증착에 앞서 장벽층이 증착되고, 비자성 재
료로 된 웨이퍼의 상기 제2 면내에서 공동을 도려내는 공정은, 상기 장벽층을 제거하기 전에 실행되는 평
면 구조를 가진 자기 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자성 재료는 Si 또는 Al 2O3TiC 인 평면 구조를 가진 자기 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 기판의 구성 재료는 페라이트인 평면 구조를 가진 자기 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5항에 있어서, 자성층의 상기 증착물의 구성 재료는 적층되거나 비적층된 샌더스트(Sendust)인 평면 구
조를 가진 자기 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다수의 자기 헤드의 동시 배치(batch)  제조를 위해 실행되고, 각각의 자기 헤드는 배치
웨이퍼로부터 절단됨으로써 개별 유닛으로 분리되는, 평면구조를 가진 자기 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21 

제1항 내지 제15항, 제17항 내지 제20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라 2자가 획득되는 자기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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