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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하부 및 상부 폴부(P1,P2;bottom and top pole pieces)를 갖는 기록 헤드 및, 상기 하부 폴부와 그 폴팁 
소자(PT1a)를 포함하는 제2차폐층(S2)을 갖는 MR 판독헤드(an magnetoresistive(MR) read head)를 포함
하며; 상기 폴부(P1)는 하부 및 상부 폴팁소자(PT1a,PT1b), 상기 폴부(P2)는 폴팁 소자(PT2)를 가지며, 
상기  폴팁  소자(PT1b)는  제2차폐층(S2)에  대해  받침대(a  pedestal)를  형성하며,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수직 평면은 기록 헤드의 트랙 폭을 나타내는 거리(w)에 의해 공기 베
어링 표면(an air bearing surface:ABS)에서 서로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a 
merged MR head).

청구항 2 

제1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a magnetic disk drive)에 있어서, 하우징;자
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회전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
전될 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MR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
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더해 폴팁소자(PT1b)를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
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  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단일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폴팁 소자(PT2a,PT2b)를 포함하며 상기 폴팁 소자(PT2a, PT2b)
는 각각 별도의 분리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과 더불어 제1차폐층(S1);상기 제1 및 제1차폐층(S1,S2)사이에 삽입
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 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자를 구비
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수직 평면 사이의 거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합형 MR 헤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BS에서  갭층(G)의  길이는  g이고  ABS에서  폴팁소자(PT1b)의  길이는  0.5g  내지 
3.0g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부가해서 폴팁소자(PT1b)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1 

제10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다르이브에 있어서, 하우징; 자기 디스크를 회전시키
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전될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  MR  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와 더불어 제공되는 제1차폐층(S1); 상기 제1 및 제2차폐층(S1,S2)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
자를 구비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갭층(G)의 길이는 0.1내지 0.7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에 있으며, ABS에서 상기 폴
팁소자의 길이는 거의 2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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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하부 및 상부 폴부(P1,P2;bottom and top pole pieces)를 갖는 기록 헤드 및, 상기 하부 폴부와 그 폴팁 
소자(PT1a)를 포함하는 제2차폐층(S2)을 갖는 MR 판독헤드(an magnetoresistive(MR) read head)를 포함
하며; 상기 폴부(P1)는 하부 및 상부 폴팁소자(PT1a,PT1b), 상기 폴부(P2)는 폴팁 소자(PT2)를 가지며, 
상기  폴팁  소자(PT1b)는  제2차폐층(S2)에  대해  받침대(a  pedestal)를  형성하며,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수직 평면은 기록 헤드의 트랙 폭을 나타내는 거리(w)에 의해 공기 베
어링 표면(an air bearing surface:ABS)에서 서로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a 
merged MR head).

청구항 2 

제1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a magnetic disk drive)에 있어서, 하우징;자
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회전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
전될 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MR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
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더해 폴팁소자(PT1b)를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
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  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단일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폴팁 소자(PT2a,PT2b)를 포함하며 상기 폴팁 소자(PT2a, PT2b)
는 각각 별도의 분리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과 더불어 제1차폐층(S1);상기 제1 및 제1차폐층(S1,S2)사이에 삽입
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 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자를 구비
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수직 평면 사이의 거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합형 MR 헤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BS에서  갭층(G)의  길이는  g이고  ABS에서  폴팁소자(PT1b)의  길이는  0.5g  내지 
3.0g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부가해서 폴팁소자(PT1b)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1 

제10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다르이브에 있어서, 하우징; 자기 디스크를 회전시키
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전될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  MR  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와 더불어 제공되는 제1차폐층(S1); 상기 제1 및 제2차폐층(S1,S2)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
자를 구비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갭층(G)의 길이는 0.1내지 0.7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에 있으며, ABS에서 상기 폴
팁소자의 길이는 거의 2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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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하부 및 상부 폴부(P1,P2;bottom and top pole pieces)를 갖는 기록 헤드 및, 상기 하부 폴부와 그 폴팁 
소자(PT1a)를 포함하는 제2차폐층(S2)을 갖는 MR 판독헤드(an magnetoresistive(MR) read head)를 포함
하며; 상기 폴부(P1)는 하부 및 상부 폴팁소자(PT1a,PT1b), 상기 폴부(P2)는 폴팁 소자(PT2)를 가지며, 
상기  폴팁  소자(PT1b)는  제2차폐층(S2)에  대해  받침대(a  pedestal)를  형성하며,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수직 평면은 기록 헤드의 트랙 폭을 나타내는 거리(w)에 의해 공기 베
어링 표면(an air bearing surface:ABS)에서 서로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a 
merged MR head).

청구항 2 

제1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a magnetic disk drive)에 있어서, 하우징;자
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회전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
전될 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MR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
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더해 폴팁소자(PT1b)를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
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  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단일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폴팁 소자(PT2a,PT2b)를 포함하며 상기 폴팁 소자(PT2a, PT2b)
는 각각 별도의 분리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과 더불어 제1차폐층(S1);상기 제1 및 제1차폐층(S1,S2)사이에 삽입
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 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자를 구비
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수직 평면 사이의 거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합형 MR 헤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BS에서  갭층(G)의  길이는  g이고  ABS에서  폴팁소자(PT1b)의  길이는  0.5g  내지 
3.0g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부가해서 폴팁소자(PT1b)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1 

제10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다르이브에 있어서, 하우징; 자기 디스크를 회전시키
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전될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  MR  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와 더불어 제공되는 제1차폐층(S1); 상기 제1 및 제2차폐층(S1,S2)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
자를 구비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갭층(G)의 길이는 0.1내지 0.7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에 있으며, ABS에서 상기 폴
팁소자의 길이는 거의 2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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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하부 및 상부 폴부(P1,P2;bottom and top pole pieces)를 갖는 기록 헤드 및, 상기 하부 폴부와 그 폴팁 
소자(PT1a)를 포함하는 제2차폐층(S2)을 갖는 MR 판독헤드(an magnetoresistive(MR) read head)를 포함
하며; 상기 폴부(P1)는 하부 및 상부 폴팁소자(PT1a,PT1b), 상기 폴부(P2)는 폴팁 소자(PT2)를 가지며, 
상기  폴팁  소자(PT1b)는  제2차폐층(S2)에  대해  받침대(a  pedestal)를  형성하며,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수직 평면은 기록 헤드의 트랙 폭을 나타내는 거리(w)에 의해 공기 베
어링 표면(an air bearing surface:ABS)에서 서로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a 
merged MR head).

청구항 2 

제1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a magnetic disk drive)에 있어서, 하우징;자
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회전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
전될 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MR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
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더해 폴팁소자(PT1b)를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
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  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단일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폴팁 소자(PT2a,PT2b)를 포함하며 상기 폴팁 소자(PT2a, PT2b)
는 각각 별도의 분리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과 더불어 제1차폐층(S1);상기 제1 및 제1차폐층(S1,S2)사이에 삽입
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 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자를 구비
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수직 평면 사이의 거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합형 MR 헤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BS에서  갭층(G)의  길이는  g이고  ABS에서  폴팁소자(PT1b)의  길이는  0.5g  내지 
3.0g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부가해서 폴팁소자(PT1b)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1 

제10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다르이브에 있어서, 하우징; 자기 디스크를 회전시키
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전될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  MR  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와 더불어 제공되는 제1차폐층(S1); 상기 제1 및 제2차폐층(S1,S2)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
자를 구비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갭층(G)의 길이는 0.1내지 0.7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에 있으며, ABS에서 상기 폴
팁소자의 길이는 거의 2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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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하부 및 상부 폴부(P1,P2;bottom and top pole pieces)를 갖는 기록 헤드 및, 상기 하부 폴부와 그 폴팁 
소자(PT1a)를 포함하는 제2차폐층(S2)을 갖는 MR 판독헤드(an magnetoresistive(MR) read head)를 포함
하며; 상기 폴부(P1)는 하부 및 상부 폴팁소자(PT1a,PT1b), 상기 폴부(P2)는 폴팁 소자(PT2)를 가지며, 
상기  폴팁  소자(PT1b)는  제2차폐층(S2)에  대해  받침대(a  pedestal)를  형성하며,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수직 평면은 기록 헤드의 트랙 폭을 나타내는 거리(w)에 의해 공기 베
어링 표면(an air bearing surface:ABS)에서 서로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a 
merged MR head).

청구항 2 

제1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a magnetic disk drive)에 있어서, 하우징;자
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회전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
전될 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MR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
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더해 폴팁소자(PT1b)를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
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  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단일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폴팁 소자(PT2a,PT2b)를 포함하며 상기 폴팁 소자(PT2a, PT2b)
는 각각 별도의 분리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과 더불어 제1차폐층(S1);상기 제1 및 제1차폐층(S1,S2)사이에 삽입
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 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자를 구비
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수직 평면 사이의 거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합형 MR 헤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BS에서  갭층(G)의  길이는  g이고  ABS에서  폴팁소자(PT1b)의  길이는  0.5g  내지 
3.0g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부가해서 폴팁소자(PT1b)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1 

제10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다르이브에 있어서, 하우징; 자기 디스크를 회전시키
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전될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  MR  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와 더불어 제공되는 제1차폐층(S1); 상기 제1 및 제2차폐층(S1,S2)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
자를 구비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갭층(G)의 길이는 0.1내지 0.7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에 있으며, ABS에서 상기 폴
팁소자의 길이는 거의 2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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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하부 및 상부 폴부(P1,P2;bottom and top pole pieces)를 갖는 기록 헤드 및, 상기 하부 폴부와 그 폴팁 
소자(PT1a)를 포함하는 제2차폐층(S2)을 갖는 MR 판독헤드(an magnetoresistive(MR) read head)를 포함
하며; 상기 폴부(P1)는 하부 및 상부 폴팁소자(PT1a,PT1b), 상기 폴부(P2)는 폴팁 소자(PT2)를 가지며, 
상기  폴팁  소자(PT1b)는  제2차폐층(S2)에  대해  받침대(a  pedestal)를  형성하며,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수직 평면은 기록 헤드의 트랙 폭을 나타내는 거리(w)에 의해 공기 베
어링 표면(an air bearing surface:ABS)에서 서로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a 
merged MR head).

청구항 2 

제1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a magnetic disk drive)에 있어서, 하우징;자
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회전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
전될 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MR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
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더해 폴팁소자(PT1b)를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
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  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단일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폴팁 소자(PT2a,PT2b)를 포함하며 상기 폴팁 소자(PT2a, PT2b)
는 각각 별도의 분리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과 더불어 제1차폐층(S1);상기 제1 및 제1차폐층(S1,S2)사이에 삽입
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 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자를 구비
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수직 평면 사이의 거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합형 MR 헤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BS에서  갭층(G)의  길이는  g이고  ABS에서  폴팁소자(PT1b)의  길이는  0.5g  내지 
3.0g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부가해서 폴팁소자(PT1b)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1 

제10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다르이브에 있어서, 하우징; 자기 디스크를 회전시키
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전될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  MR  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와 더불어 제공되는 제1차폐층(S1); 상기 제1 및 제2차폐층(S1,S2)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
자를 구비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갭층(G)의 길이는 0.1내지 0.7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에 있으며, ABS에서 상기 폴
팁소자의 길이는 거의 2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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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하부 및 상부 폴부(P1,P2;bottom and top pole pieces)를 갖는 기록 헤드 및, 상기 하부 폴부와 그 폴팁 
소자(PT1a)를 포함하는 제2차폐층(S2)을 갖는 MR 판독헤드(an magnetoresistive(MR) read head)를 포함
하며; 상기 폴부(P1)는 하부 및 상부 폴팁소자(PT1a,PT1b), 상기 폴부(P2)는 폴팁 소자(PT2)를 가지며, 
상기  폴팁  소자(PT1b)는  제2차폐층(S2)에  대해  받침대(a  pedestal)를  형성하며,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수직 평면은 기록 헤드의 트랙 폭을 나타내는 거리(w)에 의해 공기 베
어링 표면(an air bearing surface:ABS)에서 서로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a 
merged MR head).

청구항 2 

제1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a magnetic disk drive)에 있어서, 하우징;자
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회전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
전될 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MR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
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더해 폴팁소자(PT1b)를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
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  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단일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폴팁 소자(PT2a,PT2b)를 포함하며 상기 폴팁 소자(PT2a, PT2b)
는 각각 별도의 분리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과 더불어 제1차폐층(S1);상기 제1 및 제1차폐층(S1,S2)사이에 삽입
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 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자를 구비
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수직 평면 사이의 거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합형 MR 헤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BS에서  갭층(G)의  길이는  g이고  ABS에서  폴팁소자(PT1b)의  길이는  0.5g  내지 
3.0g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부가해서 폴팁소자(PT1b)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1 

제10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다르이브에 있어서, 하우징; 자기 디스크를 회전시키
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전될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  MR  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와 더불어 제공되는 제1차폐층(S1); 상기 제1 및 제2차폐층(S1,S2)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
자를 구비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갭층(G)의 길이는 0.1내지 0.7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에 있으며, ABS에서 상기 폴
팁소자의 길이는 거의 2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18-7

공개특허특1995-0027691



??쑭c?舛?受C(?毓슑?홆뷲u?�　곍굯�?21?逮 �　j�

땰셾!??　₩

/?科GI�O?厚껦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부 및 상부 폴부(P1,P2;bottom and top pole pieces)를 갖는 기록 헤드 및, 상기 하부 폴부와 그 폴팁 
소자(PT1a)를 포함하는 제2차폐층(S2)을 갖는 MR 판독헤드(an magnetoresistive(MR) read head)를 포함
하며; 상기 폴부(P1)는 하부 및 상부 폴팁소자(PT1a,PT1b), 상기 폴부(P2)는 폴팁 소자(PT2)를 가지며, 
상기  폴팁  소자(PT1b)는  제2차폐층(S2)에  대해  받침대(a  pedestal)를  형성하며,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수직 평면은 기록 헤드의 트랙 폭을 나타내는 거리(w)에 의해 공기 베
어링 표면(an air bearing surface:ABS)에서 서로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a 
merged MR head).

청구항 2 

제1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a magnetic disk drive)에 있어서, 하우징;자
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회전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
전될 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MR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
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더해 폴팁소자(PT1b)를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
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  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단일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폴팁 소자(PT2a,PT2b)를 포함하며 상기 폴팁 소자(PT2a, PT2b)
는 각각 별도의 분리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과 더불어 제1차폐층(S1);상기 제1 및 제1차폐층(S1,S2)사이에 삽입
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 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자를 구비
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수직 평면 사이의 거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합형 MR 헤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BS에서  갭층(G)의  길이는  g이고  ABS에서  폴팁소자(PT1b)의  길이는  0.5g  내지 
3.0g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부가해서 폴팁소자(PT1b)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1 

제10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다르이브에 있어서, 하우징; 자기 디스크를 회전시키
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전될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  MR  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와 더불어 제공되는 제1차폐층(S1); 상기 제1 및 제2차폐층(S1,S2)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
자를 구비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갭층(G)의 길이는 0.1내지 0.7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에 있으며, ABS에서 상기 폴
팁소자의 길이는 거의 2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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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하부 및 상부 폴부(P1,P2;bottom and top pole pieces)를 갖는 기록 헤드 및, 상기 하부 폴부와 그 폴팁 
소자(PT1a)를 포함하는 제2차폐층(S2)을 갖는 MR 판독헤드(an magnetoresistive(MR) read head)를 포함
하며; 상기 폴부(P1)는 하부 및 상부 폴팁소자(PT1a,PT1b), 상기 폴부(P2)는 폴팁 소자(PT2)를 가지며, 
상기  폴팁  소자(PT1b)는  제2차폐층(S2)에  대해  받침대(a  pedestal)를  형성하며,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수직 평면은 기록 헤드의 트랙 폭을 나타내는 거리(w)에 의해 공기 베
어링 표면(an air bearing surface:ABS)에서 서로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a 
merged MR head).

청구항 2 

제1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a magnetic disk drive)에 있어서, 하우징;자
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회전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
전될 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MR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
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더해 폴팁소자(PT1b)를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
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  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단일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폴팁 소자(PT2a,PT2b)를 포함하며 상기 폴팁 소자(PT2a, PT2b)
는 각각 별도의 분리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과 더불어 제1차폐층(S1);상기 제1 및 제1차폐층(S1,S2)사이에 삽입
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 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자를 구비
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수직 평면 사이의 거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합형 MR 헤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BS에서  갭층(G)의  길이는  g이고  ABS에서  폴팁소자(PT1b)의  길이는  0.5g  내지 
3.0g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부가해서 폴팁소자(PT1b)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1 

제10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다르이브에 있어서, 하우징; 자기 디스크를 회전시키
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전될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  MR  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와 더불어 제공되는 제1차폐층(S1); 상기 제1 및 제2차폐층(S1,S2)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
자를 구비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갭층(G)의 길이는 0.1내지 0.7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에 있으며, ABS에서 상기 폴
팁소자의 길이는 거의 2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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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하부 및 상부 폴부(P1,P2;bottom and top pole pieces)를 갖는 기록 헤드 및, 상기 하부 폴부와 그 폴팁 
소자(PT1a)를 포함하는 제2차폐층(S2)을 갖는 MR 판독헤드(an magnetoresistive(MR) read head)를 포함
하며; 상기 폴부(P1)는 하부 및 상부 폴팁소자(PT1a,PT1b), 상기 폴부(P2)는 폴팁 소자(PT2)를 가지며, 
상기  폴팁  소자(PT1b)는  제2차폐층(S2)에  대해  받침대(a  pedestal)를  형성하며,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수직 평면은 기록 헤드의 트랙 폭을 나타내는 거리(w)에 의해 공기 베
어링 표면(an air bearing surface:ABS)에서 서로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a 
merged MR head).

청구항 2 

제1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a magnetic disk drive)에 있어서, 하우징;자
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회전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
전될 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MR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
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더해 폴팁소자(PT1b)를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
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  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단일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폴팁 소자(PT2a,PT2b)를 포함하며 상기 폴팁 소자(PT2a, PT2b)
는 각각 별도의 분리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과 더불어 제1차폐층(S1);상기 제1 및 제1차폐층(S1,S2)사이에 삽입
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 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자를 구비
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수직 평면 사이의 거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합형 MR 헤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BS에서  갭층(G)의  길이는  g이고  ABS에서  폴팁소자(PT1b)의  길이는  0.5g  내지 
3.0g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부가해서 폴팁소자(PT1b)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1 

제10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다르이브에 있어서, 하우징; 자기 디스크를 회전시키
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전될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  MR  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와 더불어 제공되는 제1차폐층(S1); 상기 제1 및 제2차폐층(S1,S2)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
자를 구비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갭층(G)의 길이는 0.1내지 0.7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에 있으며, ABS에서 상기 폴
팁소자의 길이는 거의 2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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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하부 및 상부 폴부(P1,P2;bottom and top pole pieces)를 갖는 기록 헤드 및, 상기 하부 폴부와 그 폴팁 
소자(PT1a)를 포함하는 제2차폐층(S2)을 갖는 MR 판독헤드(an magnetoresistive(MR) read head)를 포함
하며; 상기 폴부(P1)는 하부 및 상부 폴팁소자(PT1a,PT1b), 상기 폴부(P2)는 폴팁 소자(PT2)를 가지며, 
상기  폴팁  소자(PT1b)는  제2차폐층(S2)에  대해  받침대(a  pedestal)를  형성하며,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수직 평면은 기록 헤드의 트랙 폭을 나타내는 거리(w)에 의해 공기 베
어링 표면(an air bearing surface:ABS)에서 서로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a 
merged MR head).

청구항 2 

제1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a magnetic disk drive)에 있어서, 하우징;자
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회전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
전될 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MR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
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더해 폴팁소자(PT1b)를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
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  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단일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폴팁 소자(PT2a,PT2b)를 포함하며 상기 폴팁 소자(PT2a, PT2b)
는 각각 별도의 분리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과 더불어 제1차폐층(S1);상기 제1 및 제1차폐층(S1,S2)사이에 삽입
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 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자를 구비
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수직 평면 사이의 거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합형 MR 헤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BS에서  갭층(G)의  길이는  g이고  ABS에서  폴팁소자(PT1b)의  길이는  0.5g  내지 
3.0g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부가해서 폴팁소자(PT1b)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1 

제10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다르이브에 있어서, 하우징; 자기 디스크를 회전시키
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전될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  MR  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와 더불어 제공되는 제1차폐층(S1); 상기 제1 및 제2차폐층(S1,S2)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
자를 구비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갭층(G)의 길이는 0.1내지 0.7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에 있으며, ABS에서 상기 폴
팁소자의 길이는 거의 2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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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하부 및 상부 폴부(P1,P2;bottom and top pole pieces)를 갖는 기록 헤드 및, 상기 하부 폴부와 그 폴팁 
소자(PT1a)를 포함하는 제2차폐층(S2)을 갖는 MR 판독헤드(an magnetoresistive(MR) read head)를 포함
하며; 상기 폴부(P1)는 하부 및 상부 폴팁소자(PT1a,PT1b), 상기 폴부(P2)는 폴팁 소자(PT2)를 가지며, 
상기  폴팁  소자(PT1b)는  제2차폐층(S2)에  대해  받침대(a  pedestal)를  형성하며,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수직 평면은 기록 헤드의 트랙 폭을 나타내는 거리(w)에 의해 공기 베
어링 표면(an air bearing surface:ABS)에서 서로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a 
merged MR head).

청구항 2 

제1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a magnetic disk drive)에 있어서, 하우징;자
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회전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
전될 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MR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
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더해 폴팁소자(PT1b)를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
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  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단일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폴팁 소자(PT2a,PT2b)를 포함하며 상기 폴팁 소자(PT2a, PT2b)
는 각각 별도의 분리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과 더불어 제1차폐층(S1);상기 제1 및 제1차폐층(S1,S2)사이에 삽입
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 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자를 구비
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수직 평면 사이의 거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합형 MR 헤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BS에서  갭층(G)의  길이는  g이고  ABS에서  폴팁소자(PT1b)의  길이는  0.5g  내지 
3.0g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부가해서 폴팁소자(PT1b)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1 

제10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다르이브에 있어서, 하우징; 자기 디스크를 회전시키
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전될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  MR  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와 더불어 제공되는 제1차폐층(S1); 상기 제1 및 제2차폐층(S1,S2)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
자를 구비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갭층(G)의 길이는 0.1내지 0.7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에 있으며, ABS에서 상기 폴
팁소자의 길이는 거의 2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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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하부 및 상부 폴부(P1,P2;bottom and top pole pieces)를 갖는 기록 헤드 및, 상기 하부 폴부와 그 폴팁 
소자(PT1a)를 포함하는 제2차폐층(S2)을 갖는 MR 판독헤드(an magnetoresistive(MR) read head)를 포함
하며; 상기 폴부(P1)는 하부 및 상부 폴팁소자(PT1a,PT1b), 상기 폴부(P2)는 폴팁 소자(PT2)를 가지며, 
상기  폴팁  소자(PT1b)는  제2차폐층(S2)에  대해  받침대(a  pedestal)를  형성하며,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수직 평면은 기록 헤드의 트랙 폭을 나타내는 거리(w)에 의해 공기 베
어링 표면(an air bearing surface:ABS)에서 서로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a 
merged MR head).

청구항 2 

제1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a magnetic disk drive)에 있어서, 하우징;자
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회전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
전될 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MR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
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더해 폴팁소자(PT1b)를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
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  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단일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폴팁 소자(PT2a,PT2b)를 포함하며 상기 폴팁 소자(PT2a, PT2b)
는 각각 별도의 분리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과 더불어 제1차폐층(S1);상기 제1 및 제1차폐층(S1,S2)사이에 삽입
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 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자를 구비
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수직 평면 사이의 거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합형 MR 헤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BS에서  갭층(G)의  길이는  g이고  ABS에서  폴팁소자(PT1b)의  길이는  0.5g  내지 
3.0g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부가해서 폴팁소자(PT1b)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1 

제10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다르이브에 있어서, 하우징; 자기 디스크를 회전시키
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전될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  MR  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와 더불어 제공되는 제1차폐층(S1); 상기 제1 및 제2차폐층(S1,S2)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
자를 구비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갭층(G)의 길이는 0.1내지 0.7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에 있으며, ABS에서 상기 폴
팁소자의 길이는 거의 2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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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하부 및 상부 폴부(P1,P2;bottom and top pole pieces)를 갖는 기록 헤드 및, 상기 하부 폴부와 그 폴팁 
소자(PT1a)를 포함하는 제2차폐층(S2)을 갖는 MR 판독헤드(an magnetoresistive(MR) read head)를 포함
하며; 상기 폴부(P1)는 하부 및 상부 폴팁소자(PT1a,PT1b), 상기 폴부(P2)는 폴팁 소자(PT2)를 가지며, 
상기  폴팁  소자(PT1b)는  제2차폐층(S2)에  대해  받침대(a  pedestal)를  형성하며,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수직 평면은 기록 헤드의 트랙 폭을 나타내는 거리(w)에 의해 공기 베
어링 표면(an air bearing surface:ABS)에서 서로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a 
merged MR head).

청구항 2 

제1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a magnetic disk drive)에 있어서, 하우징;자
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회전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
전될 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MR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
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더해 폴팁소자(PT1b)를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
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  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단일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폴팁 소자(PT2a,PT2b)를 포함하며 상기 폴팁 소자(PT2a, PT2b)
는 각각 별도의 분리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과 더불어 제1차폐층(S1);상기 제1 및 제1차폐층(S1,S2)사이에 삽입
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 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자를 구비
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수직 평면 사이의 거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합형 MR 헤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BS에서  갭층(G)의  길이는  g이고  ABS에서  폴팁소자(PT1b)의  길이는  0.5g  내지 
3.0g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부가해서 폴팁소자(PT1b)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1 

제10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다르이브에 있어서, 하우징; 자기 디스크를 회전시키
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전될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  MR  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와 더불어 제공되는 제1차폐층(S1); 상기 제1 및 제2차폐층(S1,S2)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
자를 구비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갭층(G)의 길이는 0.1내지 0.7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에 있으며, ABS에서 상기 폴
팁소자의 길이는 거의 2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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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하부 및 상부 폴부(P1,P2;bottom and top pole pieces)를 갖는 기록 헤드 및, 상기 하부 폴부와 그 폴팁 
소자(PT1a)를 포함하는 제2차폐층(S2)을 갖는 MR 판독헤드(an magnetoresistive(MR) read head)를 포함
하며; 상기 폴부(P1)는 하부 및 상부 폴팁소자(PT1a,PT1b), 상기 폴부(P2)는 폴팁 소자(PT2)를 가지며, 
상기  폴팁  소자(PT1b)는  제2차폐층(S2)에  대해  받침대(a  pedestal)를  형성하며,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수직 평면은 기록 헤드의 트랙 폭을 나타내는 거리(w)에 의해 공기 베
어링 표면(an air bearing surface:ABS)에서 서로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a 
merged MR head).

청구항 2 

제1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a magnetic disk drive)에 있어서, 하우징;자
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회전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
전될 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MR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
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더해 폴팁소자(PT1b)를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
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  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단일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폴팁 소자(PT2a,PT2b)를 포함하며 상기 폴팁 소자(PT2a, PT2b)
는 각각 별도의 분리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과 더불어 제1차폐층(S1);상기 제1 및 제1차폐층(S1,S2)사이에 삽입
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 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자를 구비
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수직 평면 사이의 거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합형 MR 헤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BS에서  갭층(G)의  길이는  g이고  ABS에서  폴팁소자(PT1b)의  길이는  0.5g  내지 
3.0g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부가해서 폴팁소자(PT1b)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1 

제10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다르이브에 있어서, 하우징; 자기 디스크를 회전시키
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전될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  MR  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와 더불어 제공되는 제1차폐층(S1); 상기 제1 및 제2차폐층(S1,S2)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
자를 구비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갭층(G)의 길이는 0.1내지 0.7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에 있으며, ABS에서 상기 폴
팁소자의 길이는 거의 2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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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하부 및 상부 폴부(P1,P2;bottom and top pole pieces)를 갖는 기록 헤드 및, 상기 하부 폴부와 그 폴팁 
소자(PT1a)를 포함하는 제2차폐층(S2)을 갖는 MR 판독헤드(an magnetoresistive(MR) read head)를 포함
하며; 상기 폴부(P1)는 하부 및 상부 폴팁소자(PT1a,PT1b), 상기 폴부(P2)는 폴팁 소자(PT2)를 가지며, 
상기  폴팁  소자(PT1b)는  제2차폐층(S2)에  대해  받침대(a  pedestal)를  형성하며,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수직 평면은 기록 헤드의 트랙 폭을 나타내는 거리(w)에 의해 공기 베
어링 표면(an air bearing surface:ABS)에서 서로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a 
merged MR head).

청구항 2 

제1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a magnetic disk drive)에 있어서, 하우징;자
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회전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
전될 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MR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
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더해 폴팁소자(PT1b)를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
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  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단일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폴팁 소자(PT2a,PT2b)를 포함하며 상기 폴팁 소자(PT2a, PT2b)
는 각각 별도의 분리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과 더불어 제1차폐층(S1);상기 제1 및 제1차폐층(S1,S2)사이에 삽입
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 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자를 구비
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수직 평면 사이의 거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합형 MR 헤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BS에서  갭층(G)의  길이는  g이고  ABS에서  폴팁소자(PT1b)의  길이는  0.5g  내지 
3.0g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부가해서 폴팁소자(PT1b)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1 

제10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다르이브에 있어서, 하우징; 자기 디스크를 회전시키
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전될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  MR  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와 더불어 제공되는 제1차폐층(S1); 상기 제1 및 제2차폐층(S1,S2)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
자를 구비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갭층(G)의 길이는 0.1내지 0.7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에 있으며, ABS에서 상기 폴
팁소자의 길이는 거의 2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18-16

공개특허특1995-0027691



??쑭c?舛?受C(?毓슑?홆뷲u?�　곍굯�?21?逮 �　j�

땰셾!??　₩

/?科GI�O?厚껦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부 및 상부 폴부(P1,P2;bottom and top pole pieces)를 갖는 기록 헤드 및, 상기 하부 폴부와 그 폴팁 
소자(PT1a)를 포함하는 제2차폐층(S2)을 갖는 MR 판독헤드(an magnetoresistive(MR) read head)를 포함
하며; 상기 폴부(P1)는 하부 및 상부 폴팁소자(PT1a,PT1b), 상기 폴부(P2)는 폴팁 소자(PT2)를 가지며, 
상기  폴팁  소자(PT1b)는  제2차폐층(S2)에  대해  받침대(a  pedestal)를  형성하며,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수직 평면은 기록 헤드의 트랙 폭을 나타내는 거리(w)에 의해 공기 베
어링 표면(an air bearing surface:ABS)에서 서로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a 
merged MR head).

청구항 2 

제1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a magnetic disk drive)에 있어서, 하우징;자
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회전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
전될 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MR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
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더해 폴팁소자(PT1b)를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
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  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단일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폴팁 소자(PT2a,PT2b)를 포함하며 상기 폴팁 소자(PT2a, PT2b)
는 각각 별도의 분리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과 더불어 제1차폐층(S1);상기 제1 및 제1차폐층(S1,S2)사이에 삽입
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 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자를 구비
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수직 평면 사이의 거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합형 MR 헤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BS에서  갭층(G)의  길이는  g이고  ABS에서  폴팁소자(PT1b)의  길이는  0.5g  내지 
3.0g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부가해서 폴팁소자(PT1b)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1 

제10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다르이브에 있어서, 하우징; 자기 디스크를 회전시키
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전될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  MR  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와 더불어 제공되는 제1차폐층(S1); 상기 제1 및 제2차폐층(S1,S2)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
자를 구비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갭층(G)의 길이는 0.1내지 0.7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에 있으며, ABS에서 상기 폴
팁소자의 길이는 거의 2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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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하부 및 상부 폴부(P1,P2;bottom and top pole pieces)를 갖는 기록 헤드 및, 상기 하부 폴부와 그 폴팁 
소자(PT1a)를 포함하는 제2차폐층(S2)을 갖는 MR 판독헤드(an magnetoresistive(MR) read head)를 포함
하며; 상기 폴부(P1)는 하부 및 상부 폴팁소자(PT1a,PT1b), 상기 폴부(P2)는 폴팁 소자(PT2)를 가지며, 
상기  폴팁  소자(PT1b)는  제2차폐층(S2)에  대해  받침대(a  pedestal)를  형성하며,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각각의 폴팁 소자(PT1a,PT1b)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수직 평면은 기록 헤드의 트랙 폭을 나타내는 거리(w)에 의해 공기 베
어링 표면(an air bearing surface:ABS)에서 서로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a 
merged MR head).

청구항 2 

제1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a magnetic disk drive)에 있어서, 하우징;자
기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회전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
전될 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MR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
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더해 폴팁소자(PT1b)를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
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  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단일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팁 소자(PT2)는 폴팁 소자(PT2a,PT2b)를 포함하며 상기 폴팁 소자(PT2a, PT2b)
는 각각 별도의 분리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과 더불어 제1차폐층(S1);상기 제1 및 제1차폐층(S1,S2)사이에 삽입
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 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자를 구비
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수직 평면 사이의 거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합형 MR 헤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BS에서  갭층(G)의  길이는  g이고  ABS에서  폴팁소자(PT1b)의  길이는  0.5g  내지 
3.0g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은 폴팁 소자(PT1a)에 부가해서 폴팁소자(PT1b)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1 

제10항의 병합형 MR 헤드를 구비하는 자기 디스크 다르이브에 있어서, 하우징; 자기 디스크를 회전시키
기 위해 하우징에 장착된 수단 및; 자기 디스크가 상기 회전 수단에 의해 회전될때 자기 디스크에 대해 
변환기  역할을  하는  병합형  MR  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에  장착되며,  슬라이더를  포함하는  지지부(a 
support)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갭층(G)은  폴팁  소자(PT1b,PT2)사이에  위치되고  제1  및  제2측벽을  가지고,  상기 
갭층(G)의 제1측벽은 제1수직 평면에, 상기 갭층(G)의 제2측벽은 제2수직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차폐층(S2)와 더불어 제공되는 제1차폐층(S1); 상기 제1 및 제2차폐층(S1,S2)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제1 및 제2갭층(G1,G2)및; 상기 제1및 제2갭층(G1,G2)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MR 소
자를 구비하는 MR 판독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갭층(G)의 길이는 0.1내지 0.7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에 있으며, ABS에서 상기 폴
팁소자의 길이는 거의 2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합형 MR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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