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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수의 액추에이터를 갖춘 디스크 드라이브

요약

다수의 액추에이터를 갖춘 디스크 드라이브(20)는 디스크의 표면 상에 모든 트랙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
하고, 모든 트랙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다수의 액추에이터(341 , 342 )중 하나에 관련된 다수의 헤드

(46a-j, 47a-j)를 사용한다. 각각의 액추에이터에 의한 각 헤드의 위치는 데이터 트랙 내에 기록된 내장 
서보정보에 의해 제어된다. 데이터 트랙은 1인치당 2000트랙보다 큰 밀도를 갖는다. 두 개의 액추에이터
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액추에이터와 증가된 데이터 전송률을 가진 디스크 드라이브에 의해 제공된 억
세스 시간에 비하여 감소된 억세스 시간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다수의 액추에이터를 갖춘 디스크 드라이브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다수의 액추에이터를 갖춘 디스크 드라이브의 분해사시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다수의 액추에이터를 갖춘 디스크 드라이브의 평면도.

제2(a)도는 제2도의 A-A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로, 본 발명의 디스크 드라이브에 사용되는 가스켓을 보인 
도면.

제2(b)도는 제2도의 B-B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로, 본 발명의 디스크 드라이브에 장착되는 덮개, 가스켓 
및 스크류의 일부를 보인 도면.

제2(c)도는 제2도의 C-C 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로, 본 발명의 디스크 드라이브에 장착되는 덮개, 가스켓 
및 스크류의 일부를 보인 도면.

제3도는 제2도의 3-3선 단면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다수의 액추에이터를 갖춘 디스크 드라이브의 액추에이터 어셈블리의 
분해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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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는 액추에이터 아암의 일부 평면도.

제6도는 일군의 액추에이터 아암의 일부 측면도.

제7도는 본 발명의 디스크 드라이브에 사용되는 파킹장치에 조립상태의 측면도.

제8도는 제7도의 8-8선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 : 디스크 드라이브               22 : 베이스

30 : 커버 플레이트                 32 : 스핀모터

34 : 액추에이터                    36 : 인쇄회로기판

44 : 디스크                        46,47 : 변환기

64b : 서브아암                     65 : 래치부재

70 : 모터 하우징                   92 : 파킹기기

95 : 로커아암                      96 : 핀

100 : 스프링 샤프트                105 : 스프링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출원은 존 피. 스콰이어스, 글레이드 엔. 백넬, 찰스 엠. 샌더 및 커트 엠. 앤더슨에 의해 1989년 11
월 3일자로 출원되고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국특허출원 제 07/431,565 호의 일부 계속출원이다.

하기의 특허출원은 본 출원의 관련출원이다.

1990년 11월 9일자로 출원되고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국특허출원(발명의 명칭:다수의 마이크로
콘트롤러를 갖춘 디스크 드라이브 제어구조)

1987년 6월 2일자로 출원되고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국특허출원 제 057,289 호(발명의 명칭:디
스크 드라이브 시스템 제어구조)

1987년 6월 2일자로 출원되고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국특허출원 제 057,806 호(발명의 명칭:디
스크 드라이브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조)

1987년 2월 4일자로 출원되고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국특허출원 제 152,069 호(발명의 명칭:저
전원,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시스템구조)

1988년 11월 10일자로 출원되고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국특허출원 제 269,873 호(발명의 명칭:
디스크 드라이브에 사용되는 자기 파킹장치) 

1989년 7월 27일자로 출원되고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국특허출원 제 386,504 호(발명의 명칭:다
수의 내장형 구상 서보필드를 사용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시스템)

1990년 7월 30일자로 출원되고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극특허출원 제 559,899 호(발명의 명칭:디
스크 드라이브용의 셧오프모드를 갖춘 능동 판독 등화기)

1989년 10월 12일자로 출원되고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국특허출원 제 420,371 호(발명의 명칭:
능동 판독/기록 채널제어부를 채용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시스템 및 그러한 시스템의 사용방법)

1989년 11월 3일자로 출원되고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국특허출원 제 431,575 호(발명의 명칭:다
수의 액추에이터를 갖춘 디스크 드라이브)

1990년 11월 9일자로 출원되고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국특허출원(발명의 명칭:고성능 디스크 드
라이브 구조)

상기 관련출원은 본 명세서에서 참고자료로서 인용된다.

본 발명은 디스크 드라이브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수의 액추에이터를 갖춘 고성능 디스크 드라이브에 
관한 것이다.

워크스테이션, 개인용 컴퓨터, 휴대형 컴퓨터 및 랩탑 컴퓨터에 사용하는 종래의 디스크 드라이브는 각 
디스크 표면에 대한 단일 헤드부에 하나의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러한 디스크 드라이브는 통상 스
택 내에 구성된 다수의 디스크 및 대응하는 디스크 표면에서 작동하는 다수의 헤드를 구비한다. 모든 헤
드는 하나의 액추에이터를 지지되어 위치한다. 작동하는 동안, 하나의 헤드가 디스크 표면으로부터 또는 
표면에서 정보를 기록하거나 판독한다.

(1) 다수의 사용자 및/또는 다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2) 대용량의 응용 프로
그램 또는 다수의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하드디스크에 또는 하드디스크로부터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
고 및/또는 다수의 디스크 억세스를 위해 필요한 동작환경을 제공하는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고, (3) 향
후 성능이 더욱 뛰어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채용하고자 하는 꾸준한 경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드
라이브의 수요가 더욱 증대된다.

디스크 드라이브의 수요는 더욱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에 더하여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억세스하는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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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성능을 하나의 액추에이터를 갖춘 디스크 드라이브
의 억세스시간을 감소하여 수행되는 더욱 큰 성능 레벨로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드라이브 억세스 
시간은 종래에 어드레스 된 순서쌍의 총수에 의해 어드레스 된 트랙의 가능한 한 모든 순서 쌍 간의 탐색
에 필요한 전체시간을 나눔으로써 결정되는 평균 탐색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억세스 시간이 드라이브 성
능을 결정하는 하나의 인자이긴 하지만 다른 인자는 데이터전송률(매체로의 그리고 매체로부터의 디스크 
드라이버의 내부 버퍼에 그리고 내부 버퍼로부터 모두), 디스크 드라이브의 전자부에 의해 부과된 오버헤
드 및 평균 호출시간을 포함하며 이들 모두 디스크 드라이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의 액추에이터를 갖는 종래 디스크 드라이브는 다음과 같은 인자들에 의해 제한된 성능레벨을 제공한
다. (1) 표면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트랙은 주어진 시간에서 억세스 될 수 있다. 그 결과, 모든 
헤드를 고려할 때 하나의 실린더만이 주어진 시간에서 억세스 될 수 있다(실린더는 디스크의 모든 표면에
서 동일한 트랙을 나타내는 수직으로 대향된 세그먼트이다). (2) 가능하기 하나 하나의 액추에이터에 장
착된 두 개의 헤드를 동시에 작동하는 것은 어렵다. (3) 다수의 사용자 또는 대용량의 프로그램을 수행하
고자 하는 환경에 있어서, 민감한 작동력을 가진 디스크 가진 프로세스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억세스하
기 위한 다른 프로세스의 능력을 감소한다.

데이터에로의 억세스를 향상하려는 종래의 접근방법의 하나는 이른바 “트랙 당 헤드”라 불리우는 것을 
사용하는 디스크 드라이브를 만드는 것이었다. 여기서 하나의 헤드는 각각의 디스크 표면 상에 각 트랙에 
할당된다. 이는 사실상 많은 트랙밀도(1 인치당 1000 또는 그 이상의 순서)를 가지지 못한다. 여기서 수
많은 헤드는 각각의 디스크 표면을 필요로 한다. 워크스테이션, 개인용 컴퓨터 또는 휴대형 컴퓨터의 사
용환경에 있어서, 그러한 많은 수의 헤드를 작동시키기에 필요한 전자부와, 부품구조상 필요한 공간은 트
랙당 헤드 접근방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

데이터에로의 억세스를 향상하기 위한 또 다른 종래의 접근방법은 다수의 지역으로 실린더를 분할하여 다
수의 액추에이터와 표면 당 다수의 헤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주어진 표면에 대해서, 각각의 액추에이터는 
다수의 지역중 하나에 대하여 단지 하나의 헤드만이 위치한다. 예컨대 이러한 방법이 미국특허출원 제 
4,577,240 호에 공지되어 있다. 다수의 지역을 가진 방법은 두 개의 분할 논리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공하
는 것과 동일하지만 이 두 개의 디스크 드라이브가 각기 서로의 데이터를 억세스 할 수 없으므로 디스크 
드라이브의 어느 한 지역의 성능을 향상시키지는 못한다.

다수의 지역 방법은 액추에이터의 사용으로 일부를 전용하며 실린더로 한정된 수직라인 내에 다수의 헤드
를 지지하며, 각 헤드는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데이터 표면중 하나에 대응한다. 일반적으로 구동하는 
헤드를 전기적으로 스위치하는 것이 새로운 트랙에서 탐색을 수행하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디스크 드라
이브의 저장 면적은 실린더로 채워진다. 기록 프로세스동안, 액추에이터는 선택된 실린더에서 헤드를 배
치하고 선택된 실린더에 대한 모든 트랙은 헤드 스위치를 수행함으로써 데이터로 채워진다. 그러면, 탐색
은 수행되어 데이터를 다음에 선택된 실린더 안에 기록한다. 현재 사용하는 트랙밀도는 헤드의 두 세트가 
실린더내의 모든 트랙에 필요한 트랙 상에 모든 헤드를 갖도록 배치될 수 없다. 이러한 기계적인 조정불
량은 하나의 액추에이터 디스크 드라이브 내에 기계적인 트랙을 찾지 못하는 등의 동일한 문제점을 일으
킨다. 따라서, 헤드의 한 그룹으로 포맷된 실린더는 헤드의 다른 그룹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수의 지역에서의 변동이 미국특허출원 제 4,318,145 호, 제4,331,990 호 및 제 4,423,448 호에 공지되
어 있다. 이들 특허출원은 각기 다수의 액추에이터를 구비한 다수의 액추에이터 모듈을 갖춘 디스크 드라
이브를 공지하였다. 이 액추에이터 모듈은 헤드가 우선적으로 트랙 중 선택된 그룹을 사용하고 백업과 같
은 트랙의 제 2 그룹을 사용하는 각각의 액추에이터에 의해 지지되고 위치되도록 배치된다. 어느 특정한 
트랙은 적어도 구개의 헤드로 사용될 수 있다. 백업특징은 최초 헤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며, 
또는 최초 헤드가 다른 트랙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데 쓰이는 동안 최초 헤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몇
몇 트랙을 사용하기 위해 백업헤드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억세스를 최적화한다. 다양한 액추에이터 모듈 
내에 액추에이터와 이러한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선형 액추에이터에 의해 제공되는 헤드의 부정확한 위치 
사이에 위치제어의 부족은 고데이타 밀도 혹은 워크스테이션, 개인용 컴퓨터, 휴대형 컴퓨터 또는 랩탑 
컴퓨터에 적당한 고성능 디스크 드라이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향상된 데이터 억세스 능력을 가진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증가된 데이터 전송속도를 가진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워크스테이션, 데스크 탑 컴퓨터 혹은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하기에 적당한 구
성요소를 가진 다수의 액추에이터를 갖춘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액추에이터를 분리하여 위치된 헤드의 적어도 두 그룹이 동일한 데이터 트랙을 효
과적으로 억세스 할 수 있는 다수의 액추에이터를 갖춘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2 혹은 2 이상의 헤드를 구비한 선택된 트랙으로부터 데이터를 동시에 판독할 수 
있는 다수의 액추에이터를 갖춘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두 개의 액추에이터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트랙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는 다수의 액추에이터를 갖춘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이러한 목적과 그 밖의 목적은 적어도 두개의 헤드를 구비한 다수의 액추에이터를 갖춘 디스크 
드라이브에 의해 수행된다. 각각의 액추에이터에 의해 지지되고 위치된 적어도 두 개의 헤드는 서보-정보
를 내장시킴으로써 제어되는 각각의 액추에이터에 의해 각 헤드에 위치한 디스크의 표면 상에 적어도 하
나의 공통트랙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여 적어도 하나의 공동트랙에 데이터를 기록한다. 바람직한 실시
예에 있어서, 디스크 드라이브는 5개의 디스크를 구비하며, 대략 2300-2400 tpi의 트랙밀도로 된 데이터 
트랙, 두 개의 액추에이터 및 5¼ 인치의 절반높이 형상팩터를 갖춘 각각의 디스크는 동시에 액추에이터
를 사용할 대략 8.5 msec의 억세스 시간과 독립적으로 액추에이터를 사용할 때는 대략 6 msec 정도로 낮
은 500 메가바이트의 데이터 용량을 갖는다. 디스크 드라이브는 수평적인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며, 데이

14-3

1019930701391



터는 데이터가 다음 데이터 표면에 기록되기 전에 하나의 데이터 표면의 모든 트랙 상에 실질적으로 기록
된다. 수평적인 데이터 구조는 기계적으로 오프-트래킹 문제점들을 제거하며 트랙이 실린더 내에서 배치
된다면,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판독하기 위해 헤드의 2 또는 2 이상의 그룹을 허용한다,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는 편평한 베이스와 편평한 베이스에 부착된 커버로 이루어져 상기 베이스와 상기 
커버 사이에 제어환경을 만들어낸다. 더욱이, 다수의 디스크가 디스크 트랙 내에서 제공되며, 각각의 디
스크는 제1 및 제2데이터 저장표면을 갖추고, 상기 데이터 저장표면은 데이터와 서보정보를 저장하기 위
한 다수의 동심 트랙을 갖춘다. 스핀들 모터는 상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해 제공되며, 상기 스핀들 모
터는 상기 베이스와 상기 상부 플레이트에 부착되어 있다, 다수의 변환기 수단은 상기 베이스에 설치된 
두개의 액추에이터를 제공하는 상기 디스크 중 각각 하나로부터 데이터와 내장형 서보정보를 판독하여 상
기 디스크 중 각 하나에 기록하기 위한 수단이다. 상기 액추에이터는 상기 각각의 디스크에 대한 제1 및 
제2데이터 저장표면의 각각에 인접한 상기 변환기 중 각 하나를 지지한다. 또한 상기 베이스 및 상기 액
추에이터에 부착된 커버 플레이트는 상기 디스크 스택을 둘러싼다. 서보정보에 대한 제어수단이 상기 디
스크에 대한 상기 변환기를 위치시키기 위해 상기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려고 제공됨으로써 각 변환기는 변
환기와 관련된 데이터 저장표면의 모든 동심 트랙 상에서 데이터를 판독하고 기록한다.

본 발명에 따라 다수의 액추에이터를 갖춘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1 내지 제8도에 공지하였다. 이하 공지한 
디스크 드라이브는 예컨대, 디스크 표면 당 2개의 헤드(디스크 당 4개의 헤드)이며, 자기 코팅을 한 5개
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하며, 윈체스터 기술을 사용한다. 그러나 디스크 드라이브는 다양한 수의 디스크, 
디스크 표면 당 다양한 수의 헤드 및 다른 형태의 디스크 예컨대, 광학 디스크 및 레이저와 같은 다른 판
독/기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디스크 드라이브에 의해 선택된 형성팩터(form factor)는 절반이, 5와 ¼인치(5¼″)인 
형성팩터이다. 디스크 드라이브의 길이는 대략 8인치이며, 그 폭은 대략 5.75 인치이고 그 높이는 대략 
1.625 인치이다. 본 발명에 의한 디스크 드라이브에 사용되는 디스크는 3.5 인치 직경을 가진 이른 바, 
“3½ 인치”디스크이다. 3½인치 디스크는 5¼ 인치 형성팩터를 갖춘 디스크 드라이브 내에 다수의 액추
에이터에 필요한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의한 디스크 드라이브는 3.75 인치보다 
크거나 혹은 작은 직경과 5¼ 인치가 아닌 다른 형성팩터를 갖는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에 따른 3½ 인치의 형성팩터를 가진 다수의 액추에이터를 갖춘 디스크 드라이버는 대략 2½ 인치
의 직경을 가진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도-제3도를 보면,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20)는 베이스(22)와 커버(24)를 포함한다. 가스켓
(26)은 베이스(22)와 커버(24) 사이에 제공되어 베이스(22)와 커버(24) 사이에 밀봉된(또는 제어된) 환경
을 설정한다. 가스켓(26)은 설형(舌型) 및 그루브(groove)형으로 베이스 플레이트 내에 트렌치(23)내에 
설치된다.  가스켓(26)은  커버(24)가  설형 및 그루브형으로 트렌치(23)내에 설치되는 것을 허용하는 벽
(26a-b)을  포함한다(제2(a)도-제2(c)도  참조).  가스켓(26)이  구멍(25a)과  만나는  지점에서,  외부벽(26 
a)은 제2(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환경적인 보전에 손실 없이 제거된다. 가스켓(26)이 구멍(25b)과 만나
는 지점에서, 제2(c)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스켓(26)은 전체 구멍을 둘러싸려는 것이다. 디스크 드라이
브(20)는 브리더 필터(breather filter)를 사용하지 않으며, 가스켓(26)에 의해 제공된 밀봉은 주위의 대
기조건으로부터 밀봉된 환경을 단절시킨다. 가스켓(26)에 의해 제공된 밀봉은 디스크 드라이브가 동작하
는 동안에 해발 200 피트에서 해발 10,000피트까지의 압력에서의 실험에서도 안정하다. 각기 0.3 마이크
론 필터 매개물을 갖춘 두 개의 내부 공기 필터(21)는 각각 깨끗한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내부공기흐
름을 제공한다.

디스크(44a-e)를 지지하며 회전하는 스핀모터(32)와 제1 및 제2액추에이터(341, 342)는 베이스(22)에 설치

된다. 스핀모터(32)는 탭홀(29)을 갖추어 스핀모터(32)를 안전하게 하는 커버 플레이트(30)를 인가한다. 
상부 플레이트(30)는 스핀모터(32)의 회전축과 제1 및 제2액추에이터(341-2)의 상대적인 위치를 유지한다. 

베이스(22)와 커버(24)는 이에 포함된 부품과 함께 헤드 디스크 어셈블리(HDA)를 구성한다.

디스크  드라이브(20)는  인쇄회로기판(36)과  충격프레임(50)과  더불어  HDA를  포함한다. 인쇄회로기판
(PCB:36)은 디스크 드라이브를 작동하기 위한 회로를 갖추었으며 특히, 인쇄회로기판(35)상에 제공된 회
로는 스핀모터(32)와 제1 및 제2액추에피터(341-2)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신호를 발생하고, 디스크(44a-

e)에 그리고 디스크로부터 데이터의 전송을 조정한다. 인쇄회로기판(36)은 베이스(22)에 장착되어 HDA에 
접지된다. 제1 및 제2헤더 어셈블리(381-2) 각각은 베이스(22)안에 구멍(391-2)과 베이스(22)안에 구멍(391-

2)으로 포트된(밀봉된) 핀 어셈블리(401-2)로 이루어진다 핀 어셈블리(401-2)는 인쇄회로기판(36)안에 구멍

으로 눌러 끼워서 제어신호를 인쇄회로기판(36)에서 베이스(22)와 커버(24) 사이에 제어된 환경까지 전송
한다.

충격프레임(50)과  베이스(22)는 충격마운트(521-4 )에  의해  부착된다.  나사(53)는  충격프레임(50)의 구멍

(511-4)을 지나가 마운트(521-4)안에 끼워져서 충격프레임(50)은 마운트(521-4)와 베이스(22)까지 각각 부착

한다.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충격마운트(521-4 )는  직접 베이스(22)안에 끼워진다.  디스크 드라이브

(20)는 호스트 컴퓨터(도시하지 않음) 또는 충격프레임(50)안의 구멍(도시하지 않음)에 장착한 나사(도시
하지 않음)에 의한 다른 지지구조에 장착된다. 충격 프레임(50)은 HDA와 인쇄회로기판(36)을 둘러싸며 전
체의 절반 높이 5¼ 형성팩터의 팩키지 크기를 제공하는 용적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베이스(22)는 제조프로세스 동안에 디스크 드라이브상의 부품을 편리하게 설치하기 위해 편
평한 상부표면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편평한 베이스 플레이트”는 완전한 평면이 아니며, 패드(pad)와 
웰(Well)을 장착하는 것 및 주조구조는 베이스 상에 드라이브 부품을 장착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베이스의 상부 표면의 다수는 드라이브를 쉽게 어셈블리 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아무 것도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형태의 베이스는 드라이브가 이른바 “욕조(bathbub)” 구조로된 베이스를 사용
하는 종래의 드라이버와 비교하여 드라이브의 제작속도를 증가시킨다. 욕조설계를 갖춘 베이스는 베이스
에 설치된 소자와, 욕조의 벽안에 모두 고정시키는 소자를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공구를 필요로 하며, 소
자를 위치시킨 다음 위치 안으로 소자를 회전시키는 것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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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하게 고정된 구조는 때때로 소위, 편평한 베이스 플레이트 구조를 사용하는 드라이브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액추에이터 운동, 스핀모터 및 그러한 디스크 드라이브내의 디스크 회전으로 발생하는 토크
는 데이터 탐색과 오프-트래킹 에러를 일으키는, 드라이브 하우징 구조에 영향을 주는 많은 이탈력을 일
으킬 수 있다.

특히, 커버 플레이트(30)는 각각 액추에이터(341), (342)를 향하여 밖으로 원통형상 주요부로부터 확장한 

제1 및 제2아암(30a-b)을 포함한다. 구멍(31a-b)은 베이스(22)에 커버 플레이트(30)를 부착시키기 위해 
제공된다.  연장된 육각 나사(42)는  상부  플레이트(70a)안의  구멍(71a)과  하부  플레이트(70b)안의 구멍
(71b)을 통해 베이스(22)안에 뾰족한 홀(74)에 제공되어 액추에이터(341-2) 각각의 모터 하우징(70)과 커

버 플레이트(30)를 베이스(22)에 고착한다. 또한, 구멍(35a-b)은 삽입나사(37a-b)를 액추에이터 샤프트
(66)내에 구멍(66a)안으로 맞물리게 하기 위해 제공되며,  구멍(35c)은  커버 플레이트(30)를  뾰족한 홀
(29)과 스핀모터(32)에 맞물리게 하기 위해 제공된다. 따라서, 커버 플레이트(30)는 베이스(22)를 지지하
기 위해 대각선으로 대향된 구조를 제공하여 액추에이터(341)(342)에서 반대단부를 갖춘 대각선을 따라 디

스크 드라이브를 둘러싸는 것을 방지한다,

커버 플레이트(30)는 또한 커버 플레이트(30)안에 구멍을 통해 베이스(22)안의 뾰족한 홀(28b)안으로 확
장한 삽입 육각형 나사(28)에 의해 베이스(22)에 안전하게 고정된다. 모터 하우징(70)은 상부 플레이트
(70a)안에 구멍(27)을 통해 제공된 기계나사(도시하지 않음)로 베이스(22)에 장착되어 베이스(22)안에 장
착된 지지 포스트(23a-b)안의 구멍에 삽입하여 더욱 단단한 구조를 드라이브(20)에 제공한다.

커버(24)는 구멍(25a)을 통해 확장한 다수의 커버나사(25)에 의해 베이스(22)에 안전하게 고정되며 베이
스(22)상의 뾰족한 홀 안으로 안전하게 고정된다.  충격프레임(50)은  높이가 확장됨에 따라 충격프레임
(50)의 벽은 인쇄회로기판(36)을 둘러싼다. 충격프레임(25)은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만나서 디스크 드라
이브(20)에 전달할 수 있는 작동충격으로부터 HDA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

디스크 드라이브(20)의 상기 설명된 기본 구조는 충격과 진동으로부터 훌륭한 보호를 제공한다. 특히, 디
스크 드라이브(20)는 10g의 모두 회복 가능한 에러를 가지는 동작 충격과 50g의 비동작 충격에도 견딜 것
이다. 5-500Hz의 범위 내에 4.0g의 비동작 진동은 특히 적절한 한계이다. 모두 회복 가능한 데이터를 가
지는 동작 진동은 5-500Hz의 범위에서 0.5g으로 지정된다.

제2도 및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어된 환경 내에 부품은 5개의 디스크(44a-e)(각각 2개의 데이터표
면을 갖춘)와 각각의 그룹이 10개의 변환기(46a-j)를 포함하는 변환기(또는 헤드)(46,47)의 두 개 그룹을 
포함하며, 변환기(46)의 제1그룹은 제1액추에이터 어셈블리(341)에 의해 지지되며 위치되고, 변환기(47)의 

제2그룹은 제2액추에이터 어셈블리(342)에 의해 지지되고 위치된다. 변환기(46,47)의 제1 및 제2그룹 각각

에서 나온 하나의 변환기는 각기 디스크(44a-e)의 제1 및 제2표면 중 각 하나에 상응하여, 상기 표면에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그 표면으로부터 데이터와 서보정보를 판독한다. 디스크 드라이브(20)가 내장형 서보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용된 서보정도를 갖춘 데이터 표면을 제공하는데는 필요하지 않다. 더욱이, 데
이터 표면 당 두 개의 변환기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액추에이터를 갖춘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해서 데이
터 전송율을 두 배로 한다.

제1  및 제2어셈블리(341-2 )는  디스크(44a-e)에  대한  헤드(46,47)의  각  그룹을  위치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액추에이터 어셈블리들(341-2)은 디스크(44a-e)에 대하여 180° 떨

어지게 위치한다. 이러한 위치는 액추에이터(341-2)의 바람직한 사용이 특별한 데이터 트랙에서 데이터를 

동시에 판독하거나 기록한다면 최적일 것이다. 액추에이터가 독립적으로 동작할 때에 180° 분리되어 위
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업자에게 알려져 있다. 더욱이, 각각의 액추에이터 어셈블리(341-2)에 대한 방

위각은 이하 더욱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헤드(46,47)의 각 그룹이 각 데이터 트랙에 대한 동일한 상
대적 위치가 되도록 가능한 한 근접하게 매치된다. 헤드(46a-j), (47a-j)는 예컨대, 얇은 필름 헤드이거
나 메탈 인 갭(metal-in-gap)헤드일 것이다.

액추에이터 어셈블리를 180° 떨어지게 위치시키는 것은 액추에이터(341-2)를 동시에 동작하는 동안 평균 

잠재시간을 하나의 액추에이터에 대한 ½ 주기와는 대조적으로 ¼ 주기로 만든다. 이러한 동작에 있어서, 
디스크드라이브(20)는 특정 트랙에 대한 특정 섹터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필요성을 수신함
에 따라서 인쇄회로기판(36)상의 제어회로는 액추에이터 어셈블리(341-2)중 어떤 것이 최소 잠복시간을 가

진 액추에이터와 트랙에서 최소탐색을 하는 액추에이터를 포함하는 인자를 토대로 데이터를 판독할지를 
결정한다.

제3도와 제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액추에이터 어셈블리(341-2)는 액추에이터 몸체(56)와 플렉셔

(flexure)(60)에 의한 헤드(46a-j)중 각 하나에 연결된 10개의 로드빔(58)을 포함한다. 액추에이터 코일
(62)은 액추에이터 몸체 서브 아암(64a-b)에 설치된다. 각각의 액추에이터 몸체(56)는 베어링 카트리지
(68)에 의해 샤프트(66)에 설치된다. 샤프트(66)는 베이스(22)안으로 눌러져서 커버 플레이트(30)를 통해 
제공될 때 포스트(66)안에서 각각 뾰족한 홀(66a-b)을 맞물리게 하며, 베어링 카트리지(68)는 드라이브
(20)안에서  꺾쇠로  고정된다.  카트리지(68)는  슬리브(67)로  둘러싸인  제1  및 제2베어링(691-2 )을 

포함한다.  몸체(55)는  미끄러지게  슬리브(67)에  설치되며  스냅링(도시하지  않음)으로  베어링 카트리지
(68)에 안전하게 고착시킨다. 샤프트(66)에 제공된 구멍(67a)은 커버 플레이트(30)를 인가하여 그 위에서 
고착되게 한다. 각각의 샤프트(66)는 베이스(22)와 커버 플레이트(30)에 부착된다. 몸체에 부착된 부품을 
모두 포함하는 액추에이터 몸체는 정확한 평형을 이루는 바 즉, 동일한 중량이 피벗점(샤프트(66)의 중심
축)의 한 측면에 제공되어 헤드(46,47)를 위치시키기 위한 액추에이터 몸체(56)의 피벗팅은 선형충격과 
진동을 최소화시킨다.

두 개(또는 그 이상)의 헤드를 사용하는 동일한 트랙으로부터 데이터를 기록하고 판독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액추에이터(34)의 X-축에 대한 헤드의 스큐각도를 근접하게 매치시킬 필요가 있다. 디스크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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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얇은 필름과 메탈 인 갭 헤드는 갭을 통해 헤드의 활주몸체에 평행인 디스크
(44)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액추에이터 몸체(56)(제5도)의 중심축(X)으로 각 헤드의 활주 몸체를 배치
하는 것은 방위각을 근접하게 매치시킨 헤드(46,47)의 각 그룹 안에 헤드를 제공하고 그후 스큐각도를 근
접하게 매치시킨다. 축(X)에 대한 각 헤드의 스큐각도를 오차 허용도는 ±0.5°이며, 다른 두 개의 헤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방위각 차이는 1.0°이다. 헤드의 1 및 제2그룹의 방위각을 매치하기 위하
여, 각각의 액추에이터 어셈블리(341-2)의 회전축이 디스크(44)의 회전축에 대해 동일한 반경에 방치된다. 

이러한 회전축의 위치는 대략 0.006-0.008  인치의 오차허용도로서 수행된다.  또한,  버팀재(58)와 헤드
(46)는 액추에이터 몸체(56)에 설치될 경우 정확하게 배치되어야만 한다. 통상적으로, 버팀대(58)와 몸체
(56)사이의 결합은 기계적으로 배치된다. 기계적인 배치에 의해, 레이저는 y축(제5도)을 따라 헤드(46)의 
갭 상에 제공되며, y-축에 평행이다. 이것은 사람이 X축에 대해, 90°의 바람직한 조정을 하기 위해 변하
는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한다. 변위는 0.3° 내로 될 수 있다. 베이스(22)와 커버플레이트
(30)에 의해 제공된 단단한 기계적 구조는 모든 동작조건을 위해서 액추에이터 어셈블리(341-2)의 정확한 

3차원 배치를 유지한다.

각각의 액추에이터 몸체(56)를  피벗하는 힘은  코일(62)을  갖춘  음성코일 모터,  상부와  하부 플레이트
(70a-b)를 구비한 하우징(70)을 갖춘 액추에이터 모터 및 마그네트(72)에 의해 제공된다. 상부 플레이트
(70a)와 하부 플레이트(70b)는 스페이서(70c-e)에 의해 부착된다. 상부 플레이트(70a)는 베이스(22)에 부
착된다. 마그네트(72a-b)는 상부 플레이트(70a)에 부착되고, 마그네트(72c-d)는 하부 플레이트(70b)에 부
착된다. 상부와 하부 플레이트(70a-b)는 마그네트(72a-d)에 의해 발생된 자계에 대한 반환을 제공한다. 
마그네트(72a-d)는, 마그네트(72a,72c)와 마그네트(72b,72d)중 각각 하나에 사이에 공기 갭 안에 제1 및 
제2자계(B1,B2)를 제공하기 위해 배치된다. 제1 및 제2자계(B1,B2)는 상부와 하부 플레이트(70a-b), 마그네

트(72a-d) 및 공기 갭을 포함하는 폐쇄된 자계루프 안으로 둘러싸인다. 자계(B1)(B2)를 포함함으로써 각 

자계의 자계강도는 공기 갭에서 증가된다. 이들 공기 갭 안에 자계의 강도는 직접적으로, 음성코일모터가 
액추에이터 몸체(56)에 영향을 미치는 토크에 관련되며, 상기 토크는 액추에이터 몸체(56)의 회전속도와 
드라이브에 대한 탐색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모터 하우징(70)과 액추에이터 코일(62)은, 마그네트(70a-d)에 의해 생성된 자계에서 코일(62)내의 전류
가 액추에이터 몸체(56)를 피벗하는 힘을 생성하도록 배치된다. 코일(62)내에 반대방향으로 지나가는 전
류는 반대방향의 토크를 생성하고 디스크(44a-e)에 대하여 선택된 위치로, 헤드(46,47)의 위치로 액추에
이터 몸체를 피벗한다. 마그네트(77)로부터 떨어진 입자들로부터 디스크(44)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그네
트 실드(73)(제4도 및 제7도)는 각각의 마그네트 쌍(72a-b)과 (72c-d)에 대해 제공된다. 마그네트 실드
(73)는 자기적으로 비투과성(preamble) 물질 예컨대, 플라스틱 또는 스탬프 300 시리즈 스테인레스강으로 
형성된다. 마그네트(72)는 마그네트 실드(73)의 안쪽에 접착되고 나서 마그네트(72)의 노출표면은 적당한 
상부 또는 하부플레이트(70a-b)에 접착된다. 마그네트 실드(73)는 접착제로 상부 또는 하부플레이트(70a-
b)에 접착된다. 각각의 모터 하우징(70)은 기계나사(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베이스(22)에 설치되고 기계
나사는 상부 플레이트(70a)의 구멍(27)을 통해 제공되어 베이스(22)에 주조된 지지 포스트(23a-b)내에 끼
워진다.

액추에이터 어셈블리(341-2)는 12msec의 억세스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하나의 트랙을 동시에 억세스하기 

위해 두 개의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2의 제곱근과 대략적으로 동일한 인자로 억세스 시간을 감소시
킨다. 따라서, 하나의 트랙을 동시에 억세스 하도록 작용하는 두 개의 액추에이터 어셈블리(341-2)를 갖춘 

디스크 드라이브(20)에 대한 억세스 시간은 대략 8.5msec이다. 마찬가지로 액추에이터(341-2)를 독립적으

로 사용하는 것은 억세스 시간을 ½로 감소시키고 따라서 대략 6.0 msec의 억세스시간을 발생한다. 액추
에이터(341-2)는 각각 축(491-2)에 대해서 피벗한다. 축(491-2)은 특허출원 제 07/431,575 호에 공지된 바와 

같이 스핀모터(32)에 대하여 액추에이터의 위치로부터 시계바늘과 반대방향으로 5° 이동하여 재 위치된
다. 이러한 이동은 액추에이터(341-2)의 향상된 관계를 커버(24)에 허용한다. 특히, 이러한 운동은 액추에

이터가 각각 외부직경(78)과 내부직경(76)에 위치할 때 커버(24)로부터 비교적 등거리로 액추에이터 서브
아암(64a), (64b)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코일(62)안에 제공되어지는 10%이상의 동선을 통해 
허용된다. 따라서, 축(491-2)은 베이스(22)의 단부에서 1.69인치 떨어진 거리 X이고 베이스(22)의 측부에

서 1.93인치 떨어진 거리 y이다.

판독/기록 플렉스회로(741-2)는 각각의 헤더(381-2)에 연결되어 각 헤더(381-2)에서 일치 액추에이터 어셈블

리(341-2)까지 전기적인 신호를 이송한다. 스핀모터 플렉스회로(32)는 헤더(381)에서 스핀모터(32)까지 전

기적인 파워를 이송한다. 각각의 판독/기록 플렉스회로(741-2)의 사용루프는 액추에이터 몸체(56)에 단지 

회전력(토크)에 최저의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다. 음성코일모터 이외에 다른 수단에 의해 액추에이터 몸
체(56)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토크는 디스크(44), 특히 동시 특허출원 제 057,806 호와 제 058,289 호에 
공지된 트랙수행 및 탐색기능에 대해서, 헤드(46,47)를 위치할 때 액추에이터 어셈블리(34)의 기능에 영
향을 미친다. 따라서, 음성코일모터에 의해 생성된 토크는 판독/기록 플렉스회로(741-2)에 의해 가해진 힘

을 보상하기 위해 제어되어야 한다. 각각의 판독/기록 플렉스회로(741-2)는 세 부분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제1부분은 액추에이터 코일(62)에 전류를 이송하고 제2부분은 제3데이터 이송부분에서 전류이송부분을 분
리하는 그라운드 평면이다. 데이터 이송부분은 헤더(38)를 경유하여 헤드(46,47)와 인쇄회로기판(36)사이
에서 신호를 이송한다. 그라운드평면은 비교적 약한 데이터신호를 가진 간섭을 방지하여 상기 간섭은 판
독/기록 플렉스회로(741-2)의 제1부분을 통해 지나가는 액추에이터 코일(62)에 필요한 큰 전류에 의해 발

생하는 것이다.

제2도와 제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헤드(46,47)가 디스크(44)의 내부 및 외부직경(76,78) 사이만을 활주
하도록 하기 위해 급정거부를 제공하여 액추에이터 몸체(56)의 피벗운동을 제한한다. 급정거부의 외부직
경은 예를 들어 수퍼터프(SUPERTUFF) 나일론으로 형성되어 위치한 부드러운 슬리브를 갖춘 편심소자(73)
로 구성된다. 헤드(73a)는 구멍(82)을 통해 상부플레이트(70a)의 상부 표면 위로 돌출된다. 액추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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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체(56)의  피벗운동이  디스크(44)의  외부직경(78)에  헤드(46,47)를  위치시킬  때,  제1크래시탭(crash 
tap)(84)은 편심소자(82)상에 부드러운 슬리브를 접하는 액추에이터 몸체(56)의 서브아암(64a)에 제공되
고, 이로써 외부직경(78)을 지나는 헤드(46,47)의 운동을 방지한다. 외부직경 급정거의 조정이 바람직하
다면, 편심소자(73)는 바람직한 위치의 수에 대해 축에 대해서 회전될 것이며, 이로써 효과적인 외부 급
정거 위치를 변화시킨다. 크래시 포스트(73)를 위치 내에 안전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조정이 완
료되어야 하며, 나사(도시하지 않음)는 헤드(73a)안에 제공되고, 이에 따라 구멍(82)의 측면을 맞물리는 
헤드(73a)의 각 부분이 펼쳐지게 된다. 내부직경 급정거부는 크래시 포스트(80)에 제공된 O-링(88)으로 
이루어진다. 크래시 포스트(80)는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조됨이 바람직하며, 래치몸체(94)를 통해 확장되고 
상부레이트(70a)(제7도)내에 구멍(80a)에 설치된다. 서브아암(64b)은 O-링(88)과 접하여 내부직경(76)을 
지나는 헤드(46,47)의 운동을 제한한다. 내부직경 급정거부는 사용 가능한 트랙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파킹수단(92)과 관련된다.

헤드(46,47),  예컨대, 디스크(44)의 내부직경(76)에 위치시키는 방위 내로 액추에이터를 래치하는 헤드
(46,47)를 파킹하기 위한 파킹기기(92)(제4도, 제5도, 제5(a)도)는 각각의 액추에이터 어셈블리(341-2 )에 

제공된다. 파킹기기(92)는 액추에이터 몸체(56)를 맞물리게 하고 래치하는 파킹기기(92)의 래치된 위치와 
액추에이터 몸체(56)에서 떨어져 있는 파킹기기(92)의 래치되지 않은 위치사이에서 이동한다.

파킹기기(92)는 래치몸체(94)와 예를 들면, 래치몸체(94)에 형성된 핀(96)에 의해 설치된 로커아암(95)을 
포함한다. 래치몸체(94)와 로커아암(95)은 SUPERTUFF 나일론 등의 재료로 형성됨이 바람직하다. 로커아암
(95)은 스냅 고정(snap-fit) 형태로 몸체(94)를 맞물리게 함으로써, 핀(96)에 대하여 회전하게 한다. 스
프링샤프트(100)는 미끄러지게 몸체(94)안에 설치되고 스프링(105)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노치(101)를 포
함한다. 스프링(105)은 또한 아암(95)의 제2노치(97)에 안전하게 고정된다. 아암(95)은, 액추에이터(34)
를 래치하기 위해 액추에이터 아암(64b)의 일부를 후크로 채우는 제3노치(106)를 갖춘다. 아암(95)은 또
한 노치(106)에 인접한 램프(ramp)부분을 포함한다. 래치코일핀(102)은 래치코일(112)을 지지한다. 래치
봉(또는 래치선회)(114)은 아암(95)에 안착된다. 스프링 샤프트(100), 래치코일핀(102) 및 래치봉(114)은 
니켈 플레이트강과 같은 자기적인 투과물질로 형성된다. 그 위에 부착된 모든 부품을 포함하는 로커 아암
(95)은 핀(96)에 의해 제공된 피벗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평행하다. 파킹 기기(92)는 선형충격과 진동 및 
최소량의 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래치코일(112)내에 최소한의 전류가 래치아암(95)을 피벗하기 위해 
필요하다.

바이어스력은  제7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래치된  위치  안에  아암(95)을  끄는  스프링(105)에  의해 
제공된다. 래치부재(65)는 액추에이터(34)를 래치하기 위해 아암(95)에 의해 후크로 채울 수 있는 액추에
이터 서브아암(64b)상에 제공된다. 스프링(105)의 바이러스력은 래치된 위치 안으로 래치아암(55)을 정지
시킴으로써 래치아암(55)은 액추에이터 몸체(56)를 파크하기 위한 래치부재(65)를 맞물리게 한다. 래치코
일(l12)내에서 적당한 방향으로 전류를 통과시키는 것은 아암(95)에서 포개어진 래치봉(114)을 끌어내고 
래치아암(95)을 회전시키는 힘을 생성함으로써 노치(106)가 래치부재(65)로부터 벗어나 회전한다. 래치 
플렉스 회로(도시하지 않음)는 헤더(38)에서 플러그인 용기(110)를 경유해 래치코일(l12)까지 전류를 이
송한다.

디스크 드라이브(20)에 파워가 없을 때, 액추에이터 몸체(56)는 래치부재(65)가 크래시 포스트(80)상에 
O-링을 접하도록 위치시키며, 래치아암(95)은 래치부재(65)를 맞물리게 한다. 포스트(80)에서 벗어난 액
추에이터 몸체(56)의 회전은 노치(106)에 의해 억제된다. 따라서, 파킹기기(92)는 래치된 위치 안에서 액
추에이터 몸체(56)를 신뢰성 있게 유지한다. 드라이브(20)가 구동될 때 전류는 코일(112) 안에 제공되며, 
액추에이터 몸체(56)는 부재가 포스트(80)에서 벗어나 이동 가능하도록 회전된다. 코일 내에 전류는 드라
이브가 작동하는 동안에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워가 제거되기 때문에, 아암(95)은 스프링(105)에 
의해 제공된 바이어스력 하에서 래치된 위치로 되돌아갈 것이다. 액추에이터의 파킹이 바람직하게 되면, 
인쇄회로기판(36)은 액추에이터(34)를 가장 안쪽의 직경(76)의 랜딩 지역에 헤드가 위치하도록 지시하며, 
코일에 공급되던 전력이 부재(65)와 노치(106)가 맞물리게 하기 위해 제거된다. 힘이 코일(112)에서 우연
히 제거된다면, 액추에이터 몸체(56)와 램프부분(93)에 대한 부재(65)의 운동력은 아암(95)을 아래로 힘
을 가해 노치(106)와 부재(65)가 맞물리게 할 것이다.

두 개의 파킹기기(92)는 드라이브(20) 안에서 사용되고, 설치핀(98a-b)에 의해 액추에이터(341), (342) 각

각의 상부 플레이트(70a)까지 안전하게 고정된다. 핀(98a-b)은 반대로 대향된 램프위치를 갖춘 분기된 서
브아암(981-2)을 포함하고, 상기 램프위치는 구멍(99a-b) 안으로 각각 눌러 맞추기 위한 핀(98a-b)을 허용

하며, 제8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장소에서 잠근다.

래치코일(112)의 사용은 높은 신뢰성을 가진 비교적 적은 파워를 사용하는 파킹기기를 제공한다. 약간의 
잔여 자력이 스프링 샤프트(100), 래치코일핀(102), 상부 플레이트(70a) 및 래치봉(114)으로 형성된 마그
네틱 회로 안에 있을지라도, 래치봉(114)에 접하는 코일핀(102)의 곡선형상은 잔여 자력에 대한 효과를 
현저히 감소하며, 그것은 스프링(105)에 의해 쉽게 극복되어진다, 인쇄회로기판(36)에 설치된 제어회로는 
본 출원과 일치 출원인 동시특허출원에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공지 내용은 상기한 설명으로 참고자료로
써 인용될 것이다.

디스크 드라이브(20)는 또한 디스크(44)에 내장형 서보 정보의 개선된 기록을 제공한다. 커버 플레이트
(30)는 커버 플레이트(30)가 베이스(22)에 안전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디스크(44a-b)상에 내장형 서보 정
보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 개의 아치형 포트(86a-b)를 포함한다. 본 디스크 드라이브 내에 커
버 플레이트를 통해서 내장형 서보 정보(또는 “팩-기록”)를 기록하는 것은, 커버를 벗기고, 서보 정보
를 기록한 후의 드라이브 구조의 토크로부터 발생되는 기계적인 오프-트래킹 에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한 오프-트래킹은 상기와 같은 베이스 플레이트의 구조적인 단단함의 선천적 결여로 인해 편
평한 베이스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드라이브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서보 정보 기록 과정에서, 하나의 액추에이터는 디스크(44a-e)에 내장형 서보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다른 액추에이터(341-2)는 팩-기록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

다. 예시적으로 스텝부재(도시하지 않음)는 포트(86a)를 통해서 삽입되어 액추에이터 몸체(56)의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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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리게 한다. 커버 플레이트(30)에 반대로 대향된 슬롯(88a-b)은, 기록 프로세스 동안에 디스크(44a-
e)의 회전속도를 결정하기 위해 전송아암에 설치된 외부 클럭 기록/판독 헤드가 디스크(44a-e) 중 하나를 
억세스 하도록 허용한다. 드라이브를 팩 기록하기 위해, 제어 시스템은 헤더 어셈블리(382)에 연결되어 있

다. 팩 기록 제어 시스템은 디스크(44a-e)상에 서보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액추에이터(342)를 사용하도록 

헤드(47a-j)에 기록제어신호를 제공한다. 또한, 제어 시스템은 액추에이터(342)에 전류를 제공하여 액추에

이터 몸체(56)로 맞물리게 된 스탭 부재에 대한 역바이어스를 제공한다. 팩 기록 제어 시스템은 또한 스
핀들 모터(32)에 전류를 제공하여 기록 프로세스 동안 디스크(44a-e)를 회전한다.

상기 클럭 판독/기록 헤드는 초기에 디스크(44a-e) 중 하나의 사용 데이터 영역 외부에서, 바람직하게는 
디스크의 가장 바깥쪽 직경 트랙에서 클럭 트랙을 기록한다. 디스크(44a-e)가 회전됨에 따라, 클럭 헤드
는 계속해서 디스크(44a-e)의 정확한 회전속도를 결정하기 위해 클럭 트랙을 판독한다. 팩 기록 제어 시
스템은 트랙 당 사용되는 트랙의 정확한 수를 결정하여 방향 액추에이터(34)가 소망한 서보 제어구조에 
따라 각 섹터까지 서보 정보를 기록하도록 지시한다.

팩 기록 제어 시스템의 제어 하에서 스텝부재는 또한 바람직한 속도로 액추에이터(342)의 운동을 제어하여 

원하는  만큼  각  트랙에  서보  정보를  제공한다.  스텝  부재의  동작과  기록  프로세스는  모든 폐쇄-루프
(closed-loop)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어떠한 지시 포맷들과도 조화될 수 있다. 상기 팩-기록 기술에서도, 
포트(86a), 액추에이터(341) 및 헤더(381)가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대칭 관계로 포트(86a-b)와 (88a-

b)를 제공하는 것은 커버 플레이트(30)가 베이스(22)에 정확하게 대향되는 것을 보장한다.

또한, 커버 플레이트(30) 안에 제공된 윈도우(84a-b)는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외부 직경 급정거부의 수
동 조정을 허용한다.

표 1 및 표 2는 아래에서 디스크 드라이브(20)의 특성을 상술하였다.

[표 1]

[표 2]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사용된 대략 2300-2400tpi의 높은 트랙 밀도는, 부분적으로 헤드(46,47)의 낮은 비
행 높이에 의해 가능하다. 헤드(46,47)는, 적어도 29,000fci 고도인 디스크(44)의 비트 밀도가 되게 하는 
5마이크로-인치에서 비행한다. 증가한 비트 밀도는 각 섹터의 크기(정도에서)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섹터와 더 많은 트랙 당 서보 버스트(burst)를 제공한다. 더욱 밀집한 트랙은 좀더 빈번한 서보 
버스트에 의해 제공된다. 고정된 3600rpm의 표준 디스크 회전 속도에서 트랙 당 증가된 섹터의 수는 데이
터 전송율을 증가시킨다. 본 발명의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 각각의 헤드는 16MHz의 비율로 비트를 판
독한다. 두 개의 헤드에서, 초당 32메가비트 혹은 초당 4메가바이트가 판독된다. 따라서, 최대 데이터 전
송율은 대략 4메가바이트/초이다.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의 많은 특징 및 장점은 바람직한 실시예와 도면의 설명으로부터 당업자
에 의해 명백해질 것이다. 여기서 설명된 디스크 드라이브는 고속, 낮은 파워, 워크스테이션에 사용하기
에 적당한 컴팩트 디스크 및 다른 고속 성능 적용분야를 제공한다. 수많은 변형이 당업자에 의해 명백해
질 것이며, 그러한 변형은 본 명세서에서 한정한 본 발명의 범위 내에 놓이며,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모든 변형 및 등가품이 포함된다는 것을 밝혀둔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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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편평한 베이스 플레이트,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와 맞물려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와의 사이에 제어된 환경
을 형성하는 커버,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에 연결된 충격 프레임, 및 주위의 대기조건으로부터 단절된 제
어된 환경조건을 제공하는 가스켓들을 포함하는 하우징; 상기 제어된 환경 내에 제공되고, 데이터를 저장
하기 위한 다수의 트랙을 각각 갖춘 제1 및 제2표면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 상기 하우징 내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를 탑재하고 상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한 수단;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
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적어도 4개의 변환기;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의 제1 및 제2표면에 인
접한 상기 변환기들 중 제1 및 제2변환기를 지지하고 위치시키기 위한 제1수단;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스
크의 제1 및 제2표면에 인접한 상기 변환기들 중 제3 및 제4변환기를 지지하고 위치시키기 위한 제2수단; 
및 상기 디스크와 상호작용을 하도록 상기 트랙들에서 선택된 하나의 트랙에 상기 변환기들을 위치시키기 
위하여 제1 및 제2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제 3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들은 서보 정보 및 데이터를 저장하며, 상기 제3수단은 상기 서보 정보에 따라 
상기 제1 및 제2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에 구조적 견고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베이스 
및 상기 제1 및 제2수단에 안전하게 고정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를 둘러싸는 커버플레이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4 

주위의 대기조건으로부터 단절된 제어환경을 제공하는 밀봉된 하우징; 데이터와 서보 정보를 저장하기 위
한, 1인치당 적어도 1500 트랙 밀도의 다수의 동심 트랙들을 가지는 한 평면 표면을 포함하는 디스크; 상
기 밀봉된 하우징 내에 상기 디스크를 탑재하고 상기 디스크를 회전하기 위한 수단; 상기 디스크와 상호
작용을 하기 위한 두 개의 판독/기록 헤드들; 상기 헤드들이 밀접하게 매칭된 스큐 각도를 가지도록 상기 
디스크의 데이터 저장 표면에 인접한 상기 판독/기록 헤드들의 각각을 지지하고, 상기 하우징 내에 설치
된 두 개의 로터리 음성 코일 액추에이터; 상기 디스크 상에 내장형 서보 정보를 제공하고 상기 액추에이
터들 중 적어도 하나의 액추에이터 및 상기 디스크에 억세스를 허용하기 위한 적어도 2개의 개구부를 포
함하고, 상기 제어된 환경 내에서 상기 디스크를 둘러싸고, 그리고 상기 액추에이터 및 상기 하우징에 연
결된 커버 플레이트; 및 상기 서보 정보에 대응하여, 각각의 헤드가 상기 디스크와 상호작용을 하도록 상
기 디스크에 상기 각각의 헤드를 위치시키기 위해 상기 액추에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5 

편평한 베이스; 상기 베이스에 부착되어 상기 베이스와의 사이에 제어된 환경을 생성하는 커버; 디스크 
스택 내의, 데이터와 서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다수의 동심 트랙을 구비한 제1 및 제2데이터 저장 표면
을 갖춘 다수의 디스크; 상기 베이스와 상부 플레이트에 부착되어 있고 상기 디스크를 회전하기 위한 스
핀들 모터; 상기 다수의 디스크와 상호 작용하기 위한 다수의 변환기 수단; 상기 베이스에 설치되고, 상
기 각 디스크의 제1 및 제2데이터 저장 표면 각각에 인접한 각 상기 변환 기 수단들을 지지하는 두 개의 
액추에이터; 상기 디스크에 외부 클럭 헤드의 억세스를 허용하기 위한 제1콘딧(conduit)과 상기 액추에이
터 중 하나에 억세스를 허용하기 위한 제2콘딧을 포함하고, 상기 베이스와 상기 액추에이터에 부착되고, 
그리고 상기 디스크 스택을 둘러싸는 커버 플레이트; 및 상기 서보 정보에 대응하여, 각 변환기가 상기 
다수의 디스크와 상호작용하도록 상기 디스크에 상기 변환기를 위치시키기 위해 상기 액추에이터들을 제
어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6 

편평한 베이스 플레이트,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를 둘러싸는 디스크커버,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와 맞물려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와의 사이에 제어된 환경을 형성하는 커버, 및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에 연결된 충격 
프레임을 포함하는 하우징; 내장형 서보 필드를 가지는 다수의 동심 데이터 저장 트랙들이 존재하는 제1 
및 제2표면을 가지고, 상기 트랙들 내에 다수의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는 다수의 디스크; 상기 다수의 디
스크를 상기 하우징 내에 탑재하고 상기 디스크를 회전하기 위한 수단; 상기 동심 트랙으로부터 데이터와 
서보 필드들을 판독하고 상기 동심트랙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상기 디스크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다수
의 변환기; 상기 하우징 내에 설치되고, 상기 각 디스크의 제1 및 제2표면 각각에 인접한 적어도 2개의 
상기 다수의 변환기들을 지지하기 위한 음성 코일 액추에이터 수단; 및 상기 서보 필드에 대응하여, (i) 
각 표면과 관련된 제1 및 제2헤드 모두가 상기 표면의 모든 동심 트랙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고 상기 
동심 트랙에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 각 표면과 관련된 상기 제1 및 제2헤드를 독립적으로 위치시
키기 위해 상기 액추에이터 수단을 제어하며, (ii) 데이터 파일의 저장 시 한 표면의 모든 동심 트랙이 
데이터로 채워지고 나서 다른 표면의 동심 트랙에 저장되도록, 데이터의 기록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면적인 데이터 저장 포맷을 구비한 다수의 액추에이터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데이터 저장 표면은 내부직경을 가지며, 상기 각각의 변환기가 상응하는 
데이터 저장 표면의 내부 직경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해 상기 액추에이터를 파킹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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