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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스크 드라이브용 구조체 및 외피 조립체

요약

데이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는, 공통축에 대한 디스크 표면의 회전가능한 스핀들 조립체를 형성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자기 디스크 표면을 갖는 다수의 디스크를 지지하는 스핀들과 각 디스크 표면에 동일하게 
이동하기 위한 자기 변환기를 지지하는 회전식 가동기를 구비하고 있다. 이 디스크 드라이브는 스핀들 모
터 축 및 가동기 지지축을 장착시키기 위하여 다이 캐스트로 형성된 소정의 무 드래프트 형상부를 구비한 
디스크 드라이브 외피를 포함하고 있다. 이 외피는 기부 캐스팅 및 덮개 캐스팅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캐스팅은 이 드라이브 외피의 외부에 위치하는 평면 전자 장치 카드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전기 커넥터
를 위치 및 보유시키기위한 구조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 디스크 드라이브는 가요성 회로로부터 가동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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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으로의 효과적이고 쉽게 제조할 수 있는 전기 회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디스크 드라이브는 일체형 하
우징과 함께 배치된 관형의 화학적 흡입 필터와 덮개 캐스팅 내에 형성된 확산 채널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디스크 드라이브용 구조체 및 외피 조립체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고성능 디스크 드라이브의전개 사시도.

제2도는 제1도의 디스크 드라이브의 기부 캐스팅과 막대 조각 자석 조립체의 전개 사시도.

제3도는 제1도의 디스크 드라이브의 덮개 부조립체와 필터 설비의 전개 사시도.

제4도는 제1도의 디스크 드라이브의 덮개 부조립체의 측면도.

제5도는 제4도의 선 5-5를 따른 부분 단면도.

제6도는 제1도의 디스크 드라이브의 하부 사시도.

제7도는 제1도의 고성능 디스크 드라이브의 스핀들 모터 커넥터 유지장치 조립체의 확대 전개 사시도.

제8도는 제1도의 고성능 디스크 드라이브의 카드 조립체와 함께 스핀들 모터 커넥터 유지장치 조립체를도
시한 전개 사시도.

제9도는 제1도의 고성능 디스크 드라이브 기부 내로 포켓 캐스팅 형태로 장착된 스핀들 모터 커넥터 유지
장치 조립체를도시한 부분 단면도.

제10도는 제1도의 고성능 디스크 드라이브의 양호한 데이터 케이블 안내 및 밀봉 조립체를도시한 사시도.

제11도는 제1도의 고성능 디스크 드라이브의 아암 전자 장치를 장착하기 위한 3겹의 동적인 가요성 케이
블의 전개 사시도.

제12도는 제1도의 고성능 디스크 드라이브의 가동기 조립체와 함께 3겹의 동적인 가요성 케이블을도시한 
부분 측면도.

제13도는  제1도의  고성능  디스크  드라이브의  가동기  조립체로부터  분리된  전압  기준  탭(voltage 
reference tab)과 가동기 조립체와 조립된 전압 기준 탭을도시한 부분 전개 사시도.

제14도는 관형 흡입 필터의 다른 예를도시한 단면도.

제15도 및 제16도는 제14도의 흡입 필터의 확산 경로를도시하는 상부 평면도 및 하부 평면도.

제17도는 제1도의 고성능 디스크 드라이브의 공기 유동 경로를 화살표로 표시한 캐스트 확산 채털과 관형 
흡입 필터를 점선으로 표시한 덮개의 확대부분 정면도.

제18도는 트윌러 공구(twirler tool)의 상부 평면도.

제19도는 제18도의 트윌러 공구의 측면도.

제20도는 흡입필터용 트윌팩 게터(twirlpak getter)를 구비하기 위해 제18도 및 제19도의 트윌러 공구와 
함께 사용되는 트윌링 템플리트의 평면도.

제21도는 점선으로 내부가 상세히도시된 제20도의 트윌링 템플리트의 측면도.

제22도는 점선으로 나타난 내부 상세부를 갖는 제20도의 트윌링 템플리트의 단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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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도는 본 발명에 따라 배치된 흡입 필터의 다른 예의 단면도.

제24도는 제23도의 대체 관형 흡입 필터의 선 24-24를 따른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파일                  12 : 외피

14 : 기부 캐스팅                                       16 : 덮개 캐스팅

18 : 스핀들/모터 조립체                            20 : 가동기 조립체

56 : 흡입 필터                                          74 : 전기 커넥터

76 : 스핀들 모터                                      78, 88 : 가요성 케이블

86 : 판독/기록 변환기 또는 헤드                90 : 평면 전자 장치 카드

170 : S자형 가요성 지지 설비                   172 : S자형 부분

220 : 관 구조체                                       234 : 발포성 밀봉재 또는 테이프

250 : 트윌팩                                           256 : 관형 흡입 필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직접 접근 기억장치(direct access storage device, DASD)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작은 형상 계
수(form-factor)를 갖는 고성능 디스크 드라이브용의 기량된 전기적 구조체 및 기계적 구조체와 외피 조
립체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는  데이터가  기록되고  판독될  수  있는  매체를  갖는  보조  메모리  기억  유니트를  통상  포함하고 
있다. 적층된 디스크 드라이브, 즉 통상 회전하는 단단한 자기 디스크는 디스크 표면에 자기적 형태의 데
이터를 기억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데이터는 디스크의 표면상에 반경 방향으로 이격된 데이터 정보 트랙 
내에 기록된다. 변환기 헤드(transducer head)는 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판
독한다.

디스크 드라이브의 치수는 통상 형상 계수 즉, 길이, 폭 및 높이의 치수에 관한 산업 표준에 의하여 제한
된다.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의 형상 계수가 현저하게 작아짐에 따라, 현재 사용되는 시스템에 있어서 다
른 전기 접속부에 더 많은 공간을 할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 장치의 장치 인터페이스, 사용되는 
전력 커넥터 및 이들 커넥터의 배치는 산업 표준 요소가 된다. 이 최종적인 엄격한 산업 표준은 소정의 
생산품류 또는 세트의 장래 모델에 대하여 중요한 기하학적 제한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13.335cm(5¼in) 이하의 작은 직접 접근 기억장치(DASD)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헤드/디스크 조립체(HDA)
용 디스크 드라이브의 외피(enclosure)는 통상 프레임(user frame)으로 명명되는 금속 프레임 내로 끼워
지고 있다. 이 프레임은 통상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이거나 또는 금속판 스탬핑의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헤드/디스크  조립체(HDA)는  3개  또는  4개의진공  차단체(vibration  isolator)  또는  충격  방지 마운트
(shock mount)를 통해 프레임에 부착된다. 이러한 차단체들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헤드/디스크 조립체
(HDA)가 외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헤드/디스크 조립체(HDA)와 프레임 사
이에는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사용되는 시스템 박스에 디스크 드라이브 조립체를 부가시키기 위하여 프
레임의 좌·우측 및 하부의 표준위치에 나사 가공된 구멍이 구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프레임은 사용되는 
시스템 박스에 견고히 장착되게 되나, 헤드/디스크 조립체(HDA)는 진동/충격 차단체를 통하여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절연되게 된다. 자기 저항(MR) 헤드가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파일(FILE)내에서 사용될 때, 헤
드/디스크 조립체(HDA)와 프레임 사이의 전기적 절연이 필요하게 된다. 보다 작은 형상계수의 디스크 드
라이브의 경우에 공간에 제한 조건이 진동 차단체 또는 충격 흡수 마운트의사용을 또한 제한하게 된다.

작은 형상 계수를 갖는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의 다른 기본적인 문제점은 전자 장치의 공간 및 비용에 
관한 것이다. 자기저항(MR) 헤드가 파일 내에서 사용되는 때에, 매우 낮은 진폭의 신호가 제공되므로 원
하지 않는 노이즈의 감지 또는 신호의 열화(degradation)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로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신호를 증폭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집적회로에 의해 구현되는 데이터 채널 내의 소정의 증폭 회로는 동조
(tuning) 및 노으즈 필터링을 위한 외부 캐패시터(capacitor)를 필요로 한다. 작은 형상 계수의 경우에, 
소정의 아암 전자장치를 지지하는 데에 필요한 가동기(actuator) 상의표면은 제한된다. 공지된 장치에 있
어서, 요소들은 가동기로부터 멀리 이격된 가요성 케이블(flex cable) 상에 장착된다. 이 공지된 장치는 
자기저항(MR)  헤드의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다른  공지된  장치는  내장된도선(line)  및 비아
(vias)를 허용하도록 고가의 다중층 세라믹 또는 유연포장(fles packaging)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염
가이고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아암 전자 장치의 패키징 장치가 필요하다.

자기 저항(MR) 헤드가 파일 내에서 사용될 때, 변환기와 디스크는 동일한 전위(potential)로 유지되어야 
한다. 작은 형상 계수를 갖는 공지된 디스크 드라이브는 장착 나사를 통해 가요성 회로로부터 코움(Com
b)으로의 도전 통로를 구비하고 있다. 가요성 회로로부터 코움으로의 저가의 전기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형적으로, 전기 커넥터는 기부 캐스팅 판(base casting plate)의 구멍 내로 이것을 점용점 또는 접착시
킴으로써 정위치에 고정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커넥터 주위의 개구를 안전하게 밀봉하기 위해 청정실
(clean room assembly) 내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노동 집약적 방법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디스크 외피
의 내부에 추가적인 커넥터를 필요로 하게 된다. 데이터 케이블은 디스크의 외피를 빠져 나와 상기 디스
크 외피의 외부의 카드 조립에에 헤드의 기록/판독 신호를 전송한다. 전형적으로 데이터 케이블은 기부 
캐스팅의 매끄러운 표면을 따라 연장하고 이 표면과 고무 가스켓 사이에서 압착된다. 조립 중 손상이 원
이이 되고 자동화된 조립 공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수된 데이터 케이블이 장치의 외피로부터 연장되어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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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들 모터 조립체는 디스크 외피의 외부에 있는 카드 조립체로부터의 신호에 의해 구동된다. 전형적으
로 가요성 케이블이 신호를 스핀들 모터로 전송시키기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 조립 공정은 자동화하기가 
어렵고 조립 중 손상되기 쉽다.

디스크 드라이브에서는 기계적으로 안정한 외피 구조체가 요구된다. 스핀들축, 가동기 축 및 가동기 자극
편(pole-piece)용의 장착 표면은 디스크 외피(DE; disk enclosure)를 기계 가공하는 공정에 의해 통상 생
성된다. 이 기계 가공 공정은 많은 시간 및 비용을 필요로 한다.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조립체는, 외피 내의 소량의 완만한 공기 누설을 보상하고 외부의 온도 및 압력 변
화를 조절하도록 보충공기(make-up air)를 필요로 한다. 드라이브 내의 요소둘은 유입 기류에 의해 쉽게 
도입될 수 있는 오염 물질에 아주민감하다. 이 오염 물질은 작은 입자들과, 이온화 산을 함유한 유기 증
기 또는 무기물 가스 등일수 있다. 이들 오염 물질들은 보충 공기가 흡입되는 주위 대기 내에 존재할 수 
있다.

기존의 필터는 유입되는 보충 공기로부터 입자들을 포집(capturing)하는 데에 주로 중점을 두었다. 그러
나, 최근의 장치는 다른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필터를 추가하였다. 유기물 및 무기물용 필터 요소를 추가
함으로써 추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디스크 드라이브 외피가 더욱 소형화됨에 따라 이 공간을 얻기가 
더욱 어렵다. 이 필터 기능은 여러 단계로 분리되어 있고, 필터의 상부 또는 측면에서 상호 결합된다.

디스크 드라이브는 공기 누설이 생기는 경우에 압력차를 완화시키고 공기를 보충하기 위해 종종 흡입포트
(breather port)를 사용하고 있다. 흡입 필터는 입자들, 특히 가소제(plasticizer) 및 부식제(corroden
t)와 같은 외부 화학제(chemicals)의 필터링 작용을 수행하고 있다. 이 필터는 흡입구를 통해 드라이브 
내로 들어오는 공기에서 입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고효율의 입자공기(HEPA;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필터 매체를 통상 구비하고 있다. 이 매체의 전형적인 목표 효율은 0.3 미크론 이상의 입자에 대하
여 99.97%이다. 이 흡입 필터는 드라이브 내로의 양호한 공기 유입 관점으로 설계되었고, 따라서 압력 강
하가 낮아야 한다. 즉, 전형적인 사양은 30 cc/min의 변화율에 대해 2.54mm(0.1 in) 수두(water)의 압력
강하이다.  고  효율의  입자  공기  매체의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  강하는  상대적으로넓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 작은 드라이브 흡입 필터의 매체 디스크의 직경은 통상 10 내지 25mm이다. 이러한 필터에 사용되는 
고효율의 입자 공기 매체는 미세 섬유 유리(micro-giber glass) 또는 확장된 PTFE이다. 이들의 전형적인 
두께는 0.5mm 이하이다. 상기화일(file) 로 유입되는 공기를 화학적으로 세척하기 위하여 투과성 화학 활
성 매체의 층이 고효율의 입자 공기 매체 흡입구의 상류에 위치되어 있다.

미국 특허 도5,030,260호에 설명된 종래의 흡앱 필터 설계는 이 필터를 통과하는 공기 유동로가 유기물 
및 산을 제거하는 요소의 성능 및 용량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설계
에 있어서, 이러한 기하학적 구조는 필터 챔버의 측면에 있는 확산 경로의 상류 및 하류에 위치한 필터를 
통하여 적절한 공기 유동이 가해지도록 한다. 이러므로써 필터의 전체 크기를 많이 증가시킨다. 또한 장
착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넓고 평평한 면적을 필요로 한다.

본 발명의 주목적은 종래 기술에 의한 배치의 많은 결점을 극복하는 고성능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중요한 목적은, 기계 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다이 캐스팅 공정에서 제로 
드래프트 표면(zero-draft surface)으로 생성된 특수 형상의 디스크 드라이브의 외피를 제공하고, 디스크 
드라이브 외피의 외부에 위치하는 평면 전자 카드에 접속되게 사용되는 전기 커넥터를 위치결정 및 보유
하기 위한 구조체를 구비한 디스크 드라이브의 외피를 제공하고, 흡입 필터의 전체에 걸쳐 공기유동을 조
절하는공기 유동 채널과 흡입 필터용의 일체형 하우징을 제공하고, 가요성 회로로부터 가동기 코움으로의 
저가이며 쉽게 제조할 수 있는 전기 통로를 구비한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공하고, 기부 외피에대해 데이터 
케이블을 내장 및 위치시키기 위한 그리고 데이터 커넥터 케이블과 덮개 외피 사이의 접경부를 밀봉시키
기 위한 단일 부재를 포함하는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공하고, 기부 외피에 전력 커넥터를 보유 및 고정
(securing)시키기 위한 커넥터 유지 장치를 구비한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공하고, 아암 전자 장치를 위치
시키기 위한 저가이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지설비를 갖는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공하고, 보충 공기 기
류 내의 오염 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소형이며 쉽게 자동화되는 흡입 필터를 구비한 디스크 드
라이브를 제공하고, 그리고 거의 부작용 없는 이러한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간략하게는, 본 발명에 의한 목적 및 장점은, 공통 축에 대해 디스크 표면이 회전하도록 스핀들 조립체를 
형성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자기 디스크 표면을 구비한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를 지지하는 스핀들과, 각
각의 디스크 표면에서 이동되도록 적어도 하나의 자기 변환기를 지지하는 회전가동기를 구비한 데이터 기
억 디스크 드라이브에 의해 달성된다. 이 디스크 드라이브는 상기 스핀들 모터 축 및 가동기 지지축을 장
착하기 위해 다이 캐스팅 형성된 소정의 제로 드래프트 형상을 갖는다. 이 캐스팅된 디스크 드라이브 외
피를 포함하고 있다. 디스크 드라이브 외피는 기부 캐스팅과 덮개 캐스닝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캐스팅
은 드라이브 외피의 외부에 위치한 평면 전자 카드에 접속되도록 사용되는 전기 커넥터를 위치 및 보유하
는 구조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 디스크 드라이브는 효과적이며 쉽게 제조할 수 있는가요성 회로로부터 가
동기 코움으로의 전기통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디스크 드라이브는 덮개 캐스팅 내에 형성된 일체형 확산 
채널과 함께 배치된 관형의 화학적 흡입 필터를 포함하고 있다.

전술한 사항과 여타의 목적 및 장점과 더불어, 본 발명은 첨부 도면에 도시된 본 발명의 후술하는실시예
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가장 잘 이해될 것이다.

제 1 도는 본 발명의 원리에 부합되게 구성된 고성능 디스크 드라이브 유니트(10)의 전개 사시도이다. 디
스크 드라이브(10)은 장치의 형상 계수의 길이를 따라 접속되는 2개의 접속 알루미늄 다이캐스팅(14, 1
6)에 의해 제조된 외피구조체(12)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기부 캐스팅(14)와 덮개 캐스닝(16)으로 
명명된다.

기부 캐스팅(14)는 스핀들/모터 조립체(18)과 가동기 조립체(20)을 포함하는 장치 외피(12)의 모든 기능 
요소들을  내장하고  있다.  또한,  외경(OD)  크래쉬스톱(crach-stop,  22)와  내경(ID) 크래쉬스톱/홈래치
(crash-stop/jomelatch, 24)와, 그리고 재순환 필터(28)도 기부 캐스팅(14)내에 있다. 재순환 필터(28)은 
디스크 드라이브(10)의 주위의 공기를 필터링 시키기 위해 기부 캐쉬 개구(29)내에 수납되고 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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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설게 측면으로서, 가동기 조립체(20) 또는 스핀들/모터 조립체(18)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외피로부너 
설치 및 해체될 수 있으며, 그리고 조립 또는 재작업 목적으로 양호한 공정으로 설치 및 해체될 수 있다.

제품용 구조체 외피(12)의 경우에 전체 형상 계수의 길이를 이용할 필요가 없도록 디스크 드라이브(10)이 
배치되어 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디스크 드라이브(10)은 디스크의 스핀들과 가동기 시스템의 회전
축 사이의 중심선 거리를 감소시켜야 하고, 가동기에 사용되는 지지시스템의 직경을 감소시켜야 하고, 또
한 디스크 표면을 전부 이용할 수 있도록 가동기 시스템의 경사 각도/간격 반경(skew-angle/gap radius)
을 변경시켜야 한다.

또한 제 2 도에 의하면, 기부 캐스팅(14)와 관련된 독틀한 특징으로는 다이 캐스팅 공정에서 발생한 매우 
정밀한 레지스트레이션 표면(30, 32, 34, 36, 38, 40)을 제공하는 제로 들래프트(zero-draft) 영역을 포
함한다. 스핀들 모터 축(42)의 각 단부는 레지스크레이션 표면(30, 32)에 의해 수납되어 기부캐스팅(14)
에 장착된다. 레지스크레이션 표면(34,  36)은 가동기지지 카트리지 축(44)를 장착한다. 레지스크레이션 
표면(38,  40)은 각각이 상부 VCM  자극편(pole-piece)  자석 조립체(46)과 하부 VCM  자극편 자석 조림체
(48)용의 장착패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부 VCM 자극편 자석 조립체(46)은 접착제에 의해 기부 캐스팅
(14)에 장착된다. 이 하부 VCM 자극편 자석 조립체(48)은 일련의 볼트(50)에 의해 기부 캐스팅에 부착된
다.

본 발명의 독특한 특징에 의해,이러한 형태의 모든 종래의 공지된 디스크 드라이브 제품이 가졌던 것과 
같은 기계가공 공정 및 후속 평활작업(deburring activity)을 통해 레지스크레이션 표면을 제조할 필요성
이 없어지게 된다. 레지스크레이션 표면(30, 32, 34, 36, 38,40)을형성하기 위한 다이 캐스팅 공정의 사
용은 기계 가공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변위 및 비틀림을 받는 조인트의 수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주요 작동 인자들이 최대한의 치수적 안정성을 
제공받도록 장치(10)의 모든 기능 요소를 내장하기 위한 외피 구조체(12)의 반부(half)로기부 캐스팅(1
4)가 형상화된다. 이럼으로써 장치(10)의 열조건 및 진동 조건을 변경하는 때에 가능한 한 최대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제 3 도 내지 제 5 도와 제 17 도에 의하면 독특한 덮개 캐스팅(16)은 기류(airstream)로의 공기유
동 및 대류 열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전력 전기 모듈 위에 형성된 천공 리브 구조체(52)를 포함
한다. 캐스팅되거나 기계가공된 공동(54)는 제 14 도 내지 제 17도에 대해 도시되고 설명된 흡입 필터
(breather filter, 56)과 제 18 도 내지 제 24도에 대한 다른 구조의 예를 위한 일체형 하우징으로 작용
하고 있다. 캐스팅되거나 기계 가공된 공동(54)는 플라스틱 케이싱과 같은 기존의 별도의 흡입 필터 하우
징을 불필요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생산 비용을 제거할 수 있다. 흡입 필터(56)의 매체는 추가
적으로 내장된 요소들을 결함 또는 접착시킬 필요없이 덮개 캐스팅(16) 내의 공동(54)로 충전될 수 있다.

일체형 확산 경로(58)은 흡입 필터(56) 내로의 화살표(52A)로 표시된 공기유동을 제어하기 위해 덮개 캐
스팅(16)내에 형성된다. 제어된 단면적을 갖는 일체형 채널(60)은 기류를 화살표(52B)로 도시된 바와 같
이 흡입 필터(56)으로부터 회전스핀트 시스템(18)의 중심 근처에 있는 (제 3 도의) 저압 영역(62)로 향하
도록 조절하기 위하여 덮개 캐스팅(16)의 다이캐스킹 내에서 사용된다. 채널(58, 60)을 덮고 있는 박막
(64)는 채널(54)의 입구와 정렬된 공기 입구 구멍(66)을 포함하고 있다. 외피 형상 내에 일체형 확산경로
(58)이 형성됨으로써, 이 장치에 별도의 부품으로 이러한 형태를 장착할 필요가 없게된다. 채널(60)의 형
상은, 파일(file, 10)의 최저압 지접에서 이 장치내로 유입되는 모든 공기의 기류를 입자 처리 및 화학적 
처리하게 하는 흡입 필터(56)을 통하여 공기를 흡입하게 하고, 다른 통기로(path of fenestration)를 통
해 디스크 드라이브(10) 내로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장한다.

제 1 도, 제 6 도 및 제 8 도에 의하면, 기부 캐스팅(14)는 가요성 케이블(78)을 통해 스핀들 모터(76)에 
연결된 전기 커넥터(76)용의 위치결정 및 유지 구조체(locational and retention structure, 72)를 구비
하고 있다. 덮개 캐스팅(16)은 가요성 케이블(88)을 통해 다중 판독/기록 변환기 또는 헤드(86)의 가요성 
가동기 케이블 커넥터(84) 또는 전기적 데이터용 위치결정 및 유지 구조체(82)를 구비하고 있다. 조립자
가 작업 중에 전기 커넥터를 쥐거나 조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은(제 1 도의) 평면 카드
(90)에 의해 지지되는 1조의 전자장치를 장치(10)에 설치 또는 해체시키는 제조 공정을 현저히 단순화 시
킨다. 제 8 도에 의하면, 전자 장치 카드(90)의 일부가 기부캐스팅(14)와 함께도시되어 있다. 이 전자장
치 카드(90)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카드(90)은 카드(90)내에 마련된 안내부(92; 제 1 도에 도시됨)에 의
해 정렬되고, 그리고 나서 이 카드(90)은 단자 핀(94)를 통해 기부 캐스팅(14)내에 내장된 모터 커넥터
(740에 필요한 전기적 접속이 되도록 정위치로 압착되게 된다. 필요한 전기적 접속이 덮개 캐스팅(16)에 
내장된 가요성 가동기 케이블 커넥터(84)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행해진다. 이 전자 장치 카드는 카드(90)
과 기부 캐스팅(14)내에 있는 정렬된 구멍(96, 98)을 통해 수납되는(도시되지 않은) 1조의 나사로써 기부 
캐스팅(14)에 정위치로 장착되게 된다.

기부 캐스팅(14)와 덮개 캐스팅(16)은 대응 영역(102, 104)에 의해 국부 웰(localized well, 100)을 구비
하도록 형상화 되어 있다. 국부 웰(100)은 스핀들 모터 조립체(18)과 관련된 추가적인 높이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 제 1 도와 제 6 도 내지 제 8 도에 가장 잘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스핀들 모터(76)은 디
스크(110)의 스택(stack, 108)을 지지하기 위한 플랜지(106)과 국부 웰(100) 아래의하부(112)를 포함하고 
있다. 영역(102, 104)로 한정되는 국부 웰(100)은 평면 전자 장치카드(90)이 이용가능한 면적의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위치되어 크기가 최소화되고, 또한 스핀들 시스템(18)의 영역에서 리브에 의한 강화 효과를 
제공하여 이 주요 영역의 치수적 안정성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구멍(114)는 국부 웰(100)에 대응하도
록 카드(90)내에 제공되어 있다.

국부 웰(100)은 종(bell)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제 6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2개의 캐스팅(14, 16) 사이의 
접속선에서 디스크 외피의 길이를 따라 이 외피를 둘러싸는 구리 박막 테이프(116)에 의해 디스크 외피의 
밀봉을 용이하게 한다. 2개의 접속 캐스팅(14, 16)은 레지스터되고 기부 캐스팅(14)와 덮개 캐스팅(16)내
에 있는 각각의 대응 구멍(118,120)을 통해 수납되는 (도시되지 않은) 2개의 체결구(fastener)에 의해 장
착되게 된다. 구멍(118, 120)에 수납되는 체결구는 1조의 3개의 결합 패드(matching pad, 122)에 대하여 
서로 잡아당기도록 외피 길이의 각 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3 점 시스템, 즉 결함 패드(122)는 체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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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죄어질 때 결합 반부 캐스팅(14, 16)에 일어나는 비틀림 효과, 즉 조림체 내의조립 응력을 
최소화한다. 조립 응력은 파일 작동 중에 성능 저하를 초해할 수 있고, 종종 생산 수단 및 고객이 원하는 
품질에 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접속 전자 장치 카드(90)이 디스크외피(12)의 내·외부적으로 공히 디스크 드라이브(10)의 기능적 요소를 
위한 장치의 공간적 요구 조건을 최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기하학적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하도록 
양 캐스팅(14, 16)이 국부적 형상을 구현하고 있다.

양 캐스팅(14, 16)은 양 반부 사이의 결합 표면을 나타내는 개방 면을 구비한 5개의 측면을 갖는 요소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형상은, 장치의 주요 기능 조립체(18, 20)이 장착된 장착/레지스트레이션 표면 사이
의 조인트가 없고 또한 5개의 측면을 갖는 박스 설계의 강화 특성으로 인하여, 판, 관 또는 박스와 관련
된 것보다 우수한 구조적 안정성 및 일체성(integrity)을 갖도록 한다.

제 1 도, 제 3 도, 제 6 도 및 제 8 도에 의하면, 독특한 전기 절연 시스템이 동일한 10개의 삽입체(12
4)와  한쌍의  절연ㅂ재  또는  절연체(126)을  이용함으로써  2개의  캐스팅(14,  16)에서  달성된다. 삽입체
(124)는 캐스팅(14, 16)에 형성된 일련의 대응되느 공동(128) 내로 단순히 삽입된다. 삽입체(124)는 울템
(Ultem)과 같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ngineering plastic) 재로로 형성된다. 디스크 드라이브(10)은 회
전축에 대하여 정척 균형을 발생시키는 회전 가동기 시스템(20)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충격 방지용 마운
트가 아니다. 디스크 드라이브(10)은 디스크 표면(130) 상에 생성된 데이터 트랙과 자기 기록 헤드(86)의 
판독/기록 간격 사이의 상대 운동을 일으키는 외력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

제 7 내지 제 9 도에 의하면, 나일론과 같이 전기적으로 절연체로 제조된 커넥터 유지 장치(132)는 스핀
들 모터 커텍터(74)와 가요성 케이블(78)을 기부 캐스팅(14)에 장착시켜 유지시키고, 이 모터 커넥터(7
4)를 카드 조립체(90)에 위치시킨다. 커넥터 유지 장치(132)는 제 7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힌지된 덮개
부(hingde lid portion, 134)를 포함하는 일체형이다. 모터 커넥터(74)와 가요성 케이블(78)이 이유지 장
치(132)에 삽입된 후, 힌지된 덮개부(134) 덮개부 상의 스냅(snap, 136)이 커넥터를 유지시키도록 슬롯
(138)에 끼워지는 커넥터(74)에 현수되어 있다. 스핀들 모터 조립체(18)이 기부 캐스팅(14)에 부착되어 
있을 때, 커넥터(74)와 가요성 케이블(78)을 유지시키는 유지 장치(132)가 기부 캐스팅(14)에 주조된 포
켓(72)내로 활주하여 삽입된다. 유지 장치(132)의 양 단부에 위치한 유지부(retaining feature) 또는 스
냅(140)은 이 유지 장치를 장착하도록 포켓의 벽 내로 끼워지게 된다. 카드 조립체(90)은 상기 카드(90)
의 구멍(146) 내로 유지 장치(132)의 위치 결정 포스트(locating post, 144)를 활주시켜 결합시키고 카드 
핀(94)를 모터 커넥터(74)에 정렬시켜서 정확한 연결을 이룸으로써 부착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으로, 카
드 조립체(90)에 대한 모터 커넥터(74)의 수동 삽출(plugging and unplugging) 공정이 제거된다.

제 1 도, 제 3 도, 제 6 도 및 제 10 도에 의하면, 본 발명에 부합되게 배치된 데이터 케이블 안내 및 밀
봉 브라켓(150)이 도시되어 있다. 데이터 케이블 안내 및 밀봉 브라켓(150)은 가요성 케이블(88)과 데이
터 커넥터(84)를 기부 캐스팅에 위치시켜서 유지시키는 형상 나일론 블록이다. 브라켓(150)은 카드 커넥
터(84)에 대해 데이터 케이블(88)을 위치시키는 일부품 절첩 부재이다. 브라켓(150)은 제 2 도에서와 같
이 기부 캐스팅(14)내에 형성된 한 쌍의 슬롯(154)내에 수납된 위치결정 레일(152)를 포함하고 있다. 브
라켓(150)은 밀봉 부재(160)내의 구멍(158)과 제 3 도에서 점선으로 도시된 덮개 캐스팅(16)내의 정렬된 
대응 구멍(161)을 통하여 연장하는 전방 돌출부(156)을 포함하고 있고, 덮개 캐스팅(16)에 밀봉 표면을 
제공한다. 브라켓의 돌출부(156)은 덮개 캐스팅(16) 내에 형성된(하나만 도시된) 한 쌍의 안내 슬릿(164) 
내에 수납된 한쌍의위치결정 레일(162)를 한정한다. 가동기 조립체(20)이 기부 캐스팅(14) 내로 조립되었
을 때, 덮개, 캐스팅(16)내로 그 자체가 위치하게 되는 브라켓(150)에 의해 덮개 캐스팅(16)이 직접 기부 
캐스팅에 조립되도록 브라켓(150)은 주조된 슬롯(154)를 통해 기부 캐스팅(14)에 장착되게 된다. 제 6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덮개 캐스팅(16)이 기부 캐스팅(14)에 조립되었을 때, 가요성 케이블(88)과 커넥터
(84)는 커넥터(84)가 카드(90)에 제공되는 위치에 유지되게 된다. 밀봉 모서리, 급속 통로 구멍(161) 및 
안내 슬롯(161)는 임의의 추가 작업 또는 추가 비용을 부가시키지 않고서도 다이 캐스팅 공정에 의해 제
공되는 덮개 캐스팅(16)의 다이 캐스팅된 유지부이다. 브라켓(150)은 기존 배치의 디스크 드라이브의 현
수된 가요성 부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 11 도 및 제 12도에 의하면, 아암 전자 장치(AE, 171)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설비(170)이 도시되어 있
다. 제 12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S자형 부분(172)를 형성하도록 가요성 케이블(88)을 접고, 다수의 캐패
시터(180)을 수납하기 위한 일련의 공동(176)을 구비하도록 성형 웨이퍼(174)를 이용하고, 또한 가동기
(20)에 장착되도록 S자형 가요성 지지 설비(170)의 평평한 표면(182)를 구비함으로써, 아암 전자 장치
(AE, 171)의 요소들을 장착하기 위한 추가 표면적이 가동기 조립체(20) 상에 제공된다.

S자형 가요성지지 설비(170)의 상부 표면(184)는 직접 칩 부착식(direct chip attach, DCA) 와이어 결합 
밍 캡슐화(encapsulation) 기술이 이용된 2개의 집적 회로 장치(186)과 3개의 대부분의 주 노이즈 필터 
캐패시터(188)을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장착하는데 사용된다. 내층은 5개의 여분 캐패시터(18
0)을 장착하는데에 사용된다. 울템(Ultem)과 같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재로로 제조된 웨이퍼(174)는 예
컨대 ±0.2mm의 작은 공차로 S자형 가요성지지 설비(170)을 가동기코움(194)에 위치시키기 위하여 한 쌍
의 상부 위치 핀(190)과 하나의 하부 위치 핀(192)를 포함하고 있다. S자형 가요성지지 설비(170)의 바닥
층은 VCM 코일의 부착 및 1.9 볼트의전압 바이어스 기준 전위(potential)를 가능하도록 VCM 꼬리부(tail, 
196)을 포함하고 있다.

가요성 부재를 유지시키는 데에 나사가 불필요하므로 가동기 제조는 단순화된다. 위치 핀(190, 192)는 압
력에 민감한 접착제(PSA)를 사용하여 S자형 가요성지지 설치(170)을 가동기 코움(194)에 부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위치핀(190, 192)는 위치 제어를 수행하여 온도가 상승하고 또한 바이어스력이 계
속 작용하는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압력에 민감한 접착제(PSA)의 크리이프 현상(creep)을 방
지한다.

S자형 가요성지지 설비(170)은 가동기 코움의 열 절연체에 유연성을 제공한다. 트랙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트랙을 잘못 레지스크레이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접철된 패키지는 데이터 아암 전자 
장치(180, 186, 188)로부터 가동기 코움(194)로의 열을 절연시키고, 열 변화가 가동기 아암의 이동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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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키지 않도록 하고 또한 열이 이 코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게 된다. 기록 모드 중에 아암 전자 
장치(AE) 모듈에 의해 소모되는 전력은 아암 전자 장치(AE)로부터 이 코움으로의 직접적인 열 경로가 있
게 된다면 반복 열변형(thermal swing)을 일으킬 것이다. 이 S자형 가요성지지 설비(170)은 이와 같은 중
요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게 한다.

제 13 도에 의하면, 고성능 디스크 드라이브(10)의 가동기 조립체(20)으로부터 제거된 상태 및 조립된 상
태의전압 기준 탭을 도시하고 있다. 변환기 또는 판독/기록헤드(86)은 헤드(86)과 디스크(110)을 동일한 
전위로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한 자기저항 헤드이다.  가동기 코움(194)느  가요성 아암 전자 장치 회로
(171)을 통해 기준 전압으로 유지되고 있다.

기준 탭(200)은 주석-납 합금으로 도금된 작은 구리 탭이며, 베어링 부착 나사(202) 아래에 위치하고 있
다. 가동기 조립 공정에서, 노출된 땜납 패드(204)를 구비한 가요성 케이블(171)의 일부분이 탭(200) 아
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 탭(200)은 땜납 패드(204) 상으로 하방 절곡되고 코일 리이드(lead, 206)이 납땜
될 때 회로를 완성시키도록 땜납이 부가된다.

기준 탭(200)은 0.3mm 정도로 얇으며, 굽힘 작용을 용이하게 하고 남땜 공정중 팁(tip)으로부터 열이 전
도되는 비율을 저감시키도록 절곡 위치에서 스탬핑된 슬롯(208)을 포함하고 있다. 기준 탭(200)은 지지용 
부착 나사(202)하에 위치시키는 공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장착 구멍(210)에 대해 대칭이 된다.

제 14 도 내지 제 17도에 의하면, 도시된 필터(56)은 13.335cm(5.25in) 이하인 작은 형상 계수를 갖는 디
스크 드라이브 상에서 쉽게 구현될 수 있는 소형 형태로 기류 내의 모든 오염 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
는데 요구되는 형상을 갖고 있다. 이 필터(56)의 생산은 쉽게 자동화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수많은 다양한 공급처로부터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전기적 필터 매체가 사용될 수 있다.

제 14도에는 구현 가능한 필터(56)의 몸체의 단면이 간단한 관 구조물(220)과 이 관 내에 채워진 다양한 
층의 매체와 함께 도시되어 있다. 필터 하우징(54)는 양호하게는 제 17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덮개 캐스
팅(16)내에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관 구조물(220) 또한 필터 매체를 지지하는 부분적으로 밀폐된 단부
(222)로써 단순히 성형된 폴리카보네이트 부품일 수 있다. 이 경우에, 관의 바닥부는 예컨대 제 16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필터의 출구를 구비한 관(220)의바닥부에 연결된 3개의 작은 구멍(224)를 내장하고 있
다.

이 필터는 먼저 관의 바닥에 있는 스크림(scrim, 226)를 위치시킴으로써 조립된다. 스크림(226)에 이어 
정전기적 필터 매체(228)이 편이 위치한다. 이 정전기적 필터 매체(228)은 여러 공급처로부터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다. 이 정전기적 필터 매체(228)의 필요한 특성은 고효율 멤브레인(membrane) 매체일 때보다 
적어도 10배 정도 크기가 작은 압력 강하가 일어나고, 포장시 관 매체(228)이 내부에 스스로 밀봉되고, 
필터링 효율은 고효율 멤브레인 매체가 사용될 때와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처리된 탄소 요소
(230)은 유기물 및 무기물에 대한 필터링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삽입된다. 처리된 탄소 요소(230)은 탄
산염으로 처리된 키놀(Kynol) 직물, 처리된 키놀 펠트(Kynol felt) 또는 사(yarn), 또는 로이코트 주식회
사(Lewcott Corp.)에 의해 현재 생산되는 발포성 매체와 같은 처리된 탄소 함유 폴리우레탄 발포체 일 수 
있다. 탄산염 대신에 처리된 탄소 요소(230)용과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탄산칼슘 처리체를 사용할 
수 있다. 선택적 부품인 정전기적 필터 매체(232)를 에비 필터(prefilter)로서 작용하도록 이 관의 상부
에 위치시킬 수 있다.

관형 필터(56)은 흡입 필터 조립체 내에서의 두꺼운 매체의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 이 매체를 가로지르는 
압력 강하가 작기 때문에 직경이 작은 필터 조립체가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제 14 도에 도시된 필터
는 관 외경이 8mm이고 푸트프린트부(footprint)의 면적은 0.5㎠이며, 15mm인 긴 디스크 외피에 끼워지게 
된다. 모형 필터의 시험으로써 고효율의 입자 필터링 효율이 설계 유량율(design flow rate)의 100배에서 
99.995%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리된 탄소 매체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이 작은 패키지 
내에서 염가로 유기물 및 무기물에 효과적인 필터링 효율 및 용량을 달성할 수있다.

재 14 도내지 제 16 도에 의하면, 이관형 필터(56)의 독특한 유동 경로가 도시되어 있다. 이 관의 출구는 
발포성 밀봉 부재 또는 발포성 테이프(234)로써 디스크 외피 캐스팅(12)의 벽에서 밀봉되고 있다. 필터
(56)의 출구에서, 파일로의 하류 확산 경로는, 디스크 외피 캐스팅(12) 내에 형성되고 마일라(Mylar, 기
록 테이프에 사용되며 큰 인장 강도를 갖는 초박판 폴리에스터의 상표명) 또는 구리 테이프(238)로써 밀
봉되는 채털(236)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채널(236)은 디스크 드라이브(10) 내의 적절한 저압 영역으로 통
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디스크 드라이브(10) 내에서, 흡입 필터(56)은 제 1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
핀들 조립체(20)의 중앙에 인접하게 통기되고 있다. 이 필터(56)의 입구에는, 입구 확산 경로가 마일라 
또는 구리 테이프(238)로 밀봉된 채널(240)로써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채널(240)은 파일
(10)의 외부로 통기되고 있다.

관형 흡입 필터(56)은 입구 단부를 디스크 외피 캐스팅에 부착시킴으로써 보다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
다. 화학 매체(226, 228,230)의 효과를 보장하도록, 입구 및 출구의 확산 경로를 구비하고 있는 (도시되
지 않은) 추가 플랜지가 관의 상부 및 바닥부에 부가될 수 있다. 흡입 필터(56)은 제조하기가 단순하다. 
매체의 일부분은 자동화된 공정에 의하여 천공되어 관(54,220)에 채워질 수 있고, 이 매체를 접착/초음파 
용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제22도 및 제23도에 의하면, 트윌팩(twirlpak, 250)이 대체 수단인 길고 폭이 좁은 흡입 필터(256)을 게
터 패킹(getter packing)하는 것을 도시하고 있다. 길고 폭이 좁은 필터(256)은 유동 방향의 주축(main 
axis)의 치수가 이 주축에 수직한 가장 작은 치수의 2배 이상이 되는 비율(ratio)을 갖는다. 관형 필터
(56)은 가스 유동 채널을 형성하는 실린더 내에 이 매체가 보유되는 길고 폭이 좁은 필터의 예이다.

이 트윌팩(250)의 길이 및 내밀도(tightness)를 조절함으로써 소정의 필터 사양을 충족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 이 필터(256)의 압력 강하는 트윌팩(250)의 길이 및 내밀성에 의해 결정된다.  용량은 트윌팩(25
0)내의 게터 량에 의해 결정된다. 게터는 기류로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매체이다. 통과 성능(breakthrough performance)은 트윌팩(250)의 길이 및 내밀성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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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윌팩(250)은 게터 내에서 유동 축이 될 축 주위에 있는 매체의 스트립을 압연(rolling)함으로써 마련된
다. 과립상(granular) 탄소와 같은 기존의 게터 패킹과 달리 트윌팩(250) 내의 매체의 양은 트윌링 작업
(twirling operation)에서 얻어지는 압축력을 변경함으로써 가변될 수 있다. 트윌팩을 이용하여 길고 폭
이 좁은 관형 필터(256)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제  18도  및  제19도에  도시된  트윌러(264)과  제20도  내지  제22도에  도시된  트윌링  템플리트(twirling 
template, 260)을 포함하는 장치를 이용하며, 이것은 게터 매체가 회전되게 하여 길고 폭이 좁은 관형 필
터(256) 내로 트윌팩(250) 의 조작없이 삽입되게 한다. 처음에, 게터 매체의 스트립, 즉 탄소 직물을 그 
폭이 관형 필터(256)내의 게터의 소정의 폭과 동일하도록 절단한다. 다음에, 게터 매체의 스트립 길이를 
관형 필터 내의 매체 소정의 밀집 정도가 구비 되도록 선택한다. 이 길이는 관의 공동의 대략 75% 체적이 
충전이  되도록  선택한다.  트윌링  템플리트(260)은  슬롯(262)와  제23도  및  제24도에  도시된  관형  필터 
(256)의 직경보다 다소 작은 직경을 갖는 원통형 공동(264)를 포함한다. 게터 매체의 스트립을 트윌링 템
플리트(260)의 슬롯(262) 내에 위치시킨다. 이 슬롯과 이 원통형 공동의 상대 위치는 이 매체가 단일 또
는 이중 나선체 내에서 회전되어야 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트윌러(258)은 트윌링 템플리트(260)의 원통
형 공동(264)보다 작은 직경을 갖는 축(266)을 포함하고 있다. 이 축(266)에는 이 축(266)의 중심축과 평
행하게 정렬된 한 쌍의 폭이 좁은 핀(268)이 장착되어 있다. 이 핀(268)들의 간격은 이 핀들이 제 2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터 매체의 두께부로 단지 활주시킬 수 있다. 트윌러(258)의 중심축과 트윌링 템플리
트(260) 내의 원통형 공동(264)의 중심축을 정렬시키고, 트윌러(258)을 핀(268)이 게터 매체 스트립의 전
체 폭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트윌링 공동(264) 내로 충분히 삽입시킨다. 매체 스트립을 트윌팩(250) 
내로 회전시키도록 트윌링(258)을 중심축 상에서 회전시킨다. 그리고 나서, 트윌링 템플리트(260)의 원통
형 공동(264)를 이들의 양 중심축이 공동축이 되도록 관형 필터(256)에 대해 정렬시킨다. 트윌팩(250)을 
트윌팩 템플리트(260)의 원통형 공동(264)로부터 관형 필터(256) 내의 소정의 위치로 이동시킨다. 트윌팩
을 이동시키는데 사용되는 램(ram)은 트윌러(258)의 축(266)이거나 또는 다른 적당한 크기의 크기의 원통
형 축일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이 트윌팩(250)은 분리 작업 중의 관형 필터(256)으로의 연속 전달을 위
한 원통형 공구에 정착될 수도 있다. 이것은 트윌팩이 복합 장치와 일체형인 관형 필터 내로 장착된다면 
특히 효과적이다. 이것은 탄소 게터 매체를 조작하는 작업과 관형 필터를 보유하게 되는 최종 생산 공정
을 분리시키는 데에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준비되어 장착된 트윌팩을 이용하는 필터는 통과 성능 및 압력 강하 성능 기준을 만족시
켰다. 통과 성능은 게터 또는 화학적 흡입 필터(CBF)로 유입된 오염물 농도에 대한 게터 또는 화학적 흡
입 필터에 존재하는 오염물 농도의 비이다. 

관형 흡입 필터들의 성능을 직접 비교하기 위하여 일련의 시험들이 수행되었다. 각 필터의 압력 강하는 
30cc/min인 청결한 건조 질소의 유동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관 자체와 가스 도관의 압력 강하는 일정하
였고 줄었다. 이들 결과는 표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관의 흡입 시험 결과  관의 흡입 게터 높이 = 6.5mm(공칭)

표1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T0.0001/T0.80은 매체와 기류와의 접촉 효과의 척도이다. 발포체의 경우에, 우수

한 돌출성 또는 큰 비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접촉은 우수하나, 전체 용량 및 수명은 비록 발포체 상의 탄
소 적재가 제작자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최대라고 할지라도 아주 낮게 된다.   P는 흡착 매체를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정전기적 미립자 필터를 가로지르는 압력 강하이다. △P는 확산 채널까지의 압력 강하를 포함
하지 않는다. 계획한 수명은 클립 수준(clip level)에 도달하는 시간과 파일의 사양이 되는 기준에 공히 
근거한 것이다. 클립 수준은 게터 또는 CBF가 소정의 성능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통과 기준의 최대 수준
이다. 통과 기준은 활성화 탄소 직물에 대해서는 시험되지 않았으나 시험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왈성화된 탄소 펠트보다 우수하리라 예상된다.

*표시는 다른 결과에 근거하여 반영된 데이터이다.

본 발명은 도시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로하여 서술되었으나, 이 상세부가 후속 청구 범위 내에 
한정된 것과 같이 본 발명의 영역을 제한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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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데이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  ① 스핀들 모터 축 주위로 회전가능하게 장착된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10)와,  ② 각각의 디스크 표면으로부터 또는 상기 표면에 데이터를 판독 또는 기록하기 위한 적
어도 하나의 데이터 변환기 헤드(86)와,  ③ 가동기 지지축(44)을 구비하고, 각각의 디스크 표면을 가로
질러 적어도 하나의 상기 데이터 변환기 헤드를 이동시키기 위한 가동기(120)와,  ④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 표면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변환기 헤드 및 상기 가동기를 둘러싸기 위한 외피(14, 16)와, 
⑤ 흡입 필터를 포함하여, 상기 외피는 기부 캐스팅(14) 및 덮개 캐스팅(16)에 의해 형성되고, 상기 기부 
캐스팅 및 덮개 캐스팅의 각각은 데이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의 길이 방향으로 접속면(mating face)을 
가지며, 상기 기부 캐스팅(14)은 상기 스핀들 모터 축과 상기 가동기 지지 축을 장착하기 위해 다이캐스
팅 형성한 소정의 제로 드래프트 영역(30, 32, 34, 36, 38, 40)을 구비하고, 상기 스핀들 모터 축 상에 
장착된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 표면과 상기 가동기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상기 기부 캐스팅과 함께 독립적
으로 조립 및 제거 되도록 해체가능하게 배치되고, 상기 장치 외피의 상기 덮개 캐스팅은 상기 흡입 필터
(56)로의 공기 유동을 제어하기 위한 일체형 확산 경로(58)와 상기 흡입 필터로부터 상기 외피 내의 소정 
영역-여기서, 상기 소정의 영역은 상기 스핀들 모터 축 근처에 위치함-으로의 공기 유동을 제어하기 위한 
일체형 채널(60)을 포함하는, 데이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기(20)는 상기 소정의 제로 드래프트 영역(38, 40)에 장착되는 제1 자극편 자
석 조립체 및 제2 자극편 자석 조립체(46, 48)를 포함하는 데이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부 캐스팅(14) 내에 위치하는 제1 및 제2 크래쉬스톱(22,24; crash-stop)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 캐스팅(16)은 상기 외피의 외부에 장착된 전기 요소와 연결되도록 전기 커넥
터(84)를 위치결정 및 유지하기 위한 구조체(82)를 포함하는 데이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기(20)는 아암 전자장치(171)를 지지하기 위하여 S자형으로 형성된 가요성 케
이블(88)을 포함하는 데이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6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아암 전자 장치의 요소들을 수납하기 위하여 상기 S자형 부분 내에  위치하는 공동 
형성 부재(174)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 외피(14, 16)는 알루미늄 재료로 제조되는 데이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8 

중심축(30)에 대하여 회전가능하게 장착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디스크표면을 구비한 적어도 하나의 자
기 디스크(108)를 갖는 형태의 데이터 기록 디스크 파일에 사용되고, 가동기지지 카트리지 축(44)과 상기 
카트리지 축에 의해 지지되는 가동기 코움(194)을 포함하고, 각각의 데이터 디스크 표면을 가로질러 이동
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자기 변환기(86)을 지지하는 가동기 아암 조립체(actuator arm assembly; 20)에 
있어서, ① 적어도 하나의 상기 자기 변환기(86) 및 적어도 하나의 상기 자기 디스크(108)를 소정의 기준 
전압 전위로 유지하기 위해, 상기 가동기 아암 조립체(20)에 소정의 기준 전압 전위를 제공하고, 상기 가
동기 코움(194)에 의해 지지되고, 상기 소정의 기준 전압 전위에 연결된 납땜 패드(204)를 포함하는 가요
성 케이블 회로 수단(170)과, ② 상기 소정의 기준 전압 전위를 상기 가요성 케이블 회로 수단(170)으로
부터  상기  가동기  아암  조립체(20)로  인가하기  위한  기준  전압  경로  수단(voltage  reference  pass 
means)-여기서, 상기 전압 기준 경로 수단은 ⅰ) 상기 소정의 기준 전압 전위를 제공하는 전자 카드, ⅱ) 
상기 전자 카드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가동기 가요성 케이블 커넥터(84), ⅲ) 상기 가동기 가요성 케이블 
커넥터(84)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가동기 가요성 케이블 커넥터로부터 상기 가동기 코움으로 연장
하여 상기 가요성 케이블 회로 수단(170)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가요성 케이블(88), ⅳ)지지 부착식 체결
구(202), 및 ⅴ) 상기 납땜 패드(204)에 결합되며 상기지지 부착식 체결구(202)에 의해 상기 가동기 코움
(194)에 장착되고 상기지지 부착식 체결구 수납 개구(210) 주위에 대칭적으로 제공된 한 쌍의 대칭 슬롯
(208)을 갖는 구리 탭(200)을 구비함-을 포함하고, 상기 구리 탭(200)은 상기 데이터 기록 디스크 파일의 
조립시에 상기 납땜 패드(204)에 납땜되는 가동기 아암 조립체(20).

청구항 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케이블 화로수단(170)은 상기 가동기 코움(194)에 장착되는 내부 표면과 
외부 표면을 갖는 S자형 절첩 부분(172)과, 다수의 전기 요소(180)를 수납하는 공동(176)을 형성하는 성
형 부재(174)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S자형 절첩부분(172)은 상기 성형 부재를 보유하여 다수의 전기 
요소 중의 적어도 하나를 장착하는 가동기 아암 조립체.

청구항 10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한 스핀들 조립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어도 하나의 자기 디스크 
표면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를 지지하는 스핀들(76)과, 각각의 디스크 표면에 대해 이동하는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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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나의 자기 변환기(86)를 지지하는 회전식 가동기(20)를 포합하는 자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10)에 
있어서,  기부 캐스팅(14)과 덮개 캐스팅(16)을 가즌 디스크 드라이브 외피를 포함하되,  상기 기부 캐스
팅(14)은 상기 스핀들(76) 및 상기 회전식 가동기(20)를 장착하기 위한 소정의 레지스트레이션 표면(30, 
32, 34, 36, 38, 40)과 접속면(mating face)을 구비하고,  상기 덮개 캐스팅(16)은 상기 스핀들과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자기 변환기 및 상기 가동기를 에워싸기 위한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 
외피를 형성하도록 상기 기부 캐스팅의 접속면(mating face)과 맞물리기 위한 접속면(mating face)을 구
비하고, 상기 접속면들(mating faces)은 디스크 드라이브 외피의 길이 방향으로 연장하며,  상기 기부 캐
스팅(14)은 상기 드라이브 외피의 외부에 위치한 평면의 전자 장치 카드(90)에 연결시키는 데 사용되는 
전기 커넥터(74) 및 가요성 케이블(78)을 위치결정 및 보유하기 위한 위치결정 및 보유용 포켓 캐스팅 구
조체(72)를 포함하는  자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11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케이블을 통해 스핀들 모터에 연결되는 상기 전기 커넥터(74)와 상기 가요
성 케이블(78)을 수납하고, 상기 기부 캐스팅의 위치결정 및 보유용 캐스팅 포켓 구조체(72) 내에 형성된 
리세스 내에 수용된 유지부(140)를 구비하는 일체형 커넥터 유지 장치(132)를 추가로 포함하는 자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1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 캐스팅은 일체형 브라켓(150)을 수납하는 캐스팅 유지부(161, 164)를 포함하
는 자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13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한 스핀들 조립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어도 하나의 자기 디스크 
표면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를 지지하는 스핀들(76)과, 각각의 디스크 표면에 대해 이동하도록 적
어도 하나의 자기 변환기(86)를 지지하는 가동기(20)을 포함하는 자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10)에 있어
서, ①상기 스핀들,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 표면,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변환기 헤드 및 상기 
가동기를 둘러싸기 위한 외피를 형성하고, 접속면(mating face)을 구비하는 하우징 조립체(14, 16)-상기 
하우징 조립체는 상기 스핀들(76) 및 상기 가동기(20)를 장착함-와, ②상기 외피의 외부로부터 공기를 유
입하기 위한 입구(66, 68) 및 필터링된 공기를 상기 외피의 내부에 제공하기 위한 출구(62)를 포함하는 
흡입 필터(56)- 상기 출구는 상기 스핀들 조립체(42)의 중앙 지점에 아주 근접하여 위치하고, 상기 흡입 
필터는 가스 유동 채널을 형성하는 긴 형상을 가지며, 상기 가스 유동 채널은 적어도 하나의 정전기적 필
터 매체 요소 및 적어도 하나의 활성 탄소 필터요소를 보유하며 채널의 길이가 단면의 직경보다 적어도 2
배 이상임 -를 포함하되, 상기 하우징 조립체는 덮개 캐스팅(16)을 포함하고, 상기 흡입 필터는 상기 덮
개 캐스팅 내에 형성된 가늘고 긴 공동(54, 56)내에 위치하는  자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14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 캐스팅(16)은 흡입 필터 내로의 공기 유동을 제어하기 위해 덮개 캐스팅 내
에 주조된 일체형 확산 경로(52)를 포함하는 자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15 

제26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활성 탄소 필터 요소는 탄산염 처리된 직물, 펠트 또는 사(yarn)가 
되는 자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16 

제26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활성 탄소 필터 요소는 처리된 탄소함유 폴리우레탄 발포체인 자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17 

제26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활성 탄소 필터 요소는 탄산칼륨 처리된 직물, 펠트 또는 사가 되
는 자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18 

적어도 하나의 자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한 스핀들 조립체를 형성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상기 디스
크 표면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를 지지하는 스핀들(76)과, 각각의 디스크 표면에 대해 이동하는 적
어도 하나의 자기 변환기(86)를 지지하는 가동기(20)를 갖는 자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 ①상
기 스핀들, 적어도 하나의 상기 디스크 표면, 적어도 하나의 상기 자기 변환기 및 상기 가동기를 싸기 위
한 외피를 형성하고, 상기 스핀들(76) 및 상기 가동기(20)를 장착하며, 접속면(mating face)을 갖는 하우
징 조립체(14, 16)와, ②상기 외피의 외부로부터 공기를 흡입하는 입구(66, 68)와 상기 스핀들 조립체의 
중앙 지점에 아주 근접하게 포트를 형성하여 상기 외피 내로 필터링된 공기를 제공하는 출구(62)를 구비
하고, 적어도 하나의 활성탄소 트윌팩(twirlpak) 필터 요소 (250)를 보유하고 단면의 직경보다 적어도 2
배 이상 긴 길이를 갖는 가스 유동 채널을 포함하는 흡입 필터(56)를 포함하고, 상기 하우징 조립체는 덮
개 캐스팅(16)을 구비하고, 상기 덮개 캐스팅은 흡입 필터 내로의 공기 유동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덮개 
캐스팅 내에 주조된 일체형 확산 경로를 포함하는 자기기억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19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 조립체는 덮개 캐스팅을 구비하고, 상기 덮개 캐스팅은 흡입필터로부터 상
기 외피 내의 저압 영역으로서의 공기 유동을 제어하기 위해 덮개 캐스팅 내에 주조된 일체형 확산 경로
를 포함하는 자기 기억 디스크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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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전기 요소는 적어도 하나의 집적 회로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집적 회로 
장치의 적어도 하나는 상기 외부 표면에 장착되는 가동기 아암 조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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