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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데이타 기록 디스크 화일용 변환기 조립체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디스크 드라이브의 개략적인 단면도.

제2도는 제1도에 도시된 디스크 드라이브의 상부 개방 평면도.

제3도는 스페이서 링형의 윤활제 저장기의 부분 절개 사시도.

제4도는 본 발명의 디스크 캐리어의 저부를 도시한 평면도.

제5도는 본 발명의 활주면을 갖도록 수정된 공기 베어링 슬라이더의 저부를 도시한 평면도.

제6도는 다른 실시예의 변환기 캐리어의 측면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캐리어와 디스크간의 인터페이스를 도시한 단면도.

제8도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시동/정지  사이클의  함수로서  변환기  캐리어상에  걸리는  점착력을 도시
한 그래프.

제9도는  종래의  공기  베어링  헤드-디스크  인터페이스를  갖는  디스크  드라이브와  본  발명의  디스크 
드라이브의 주파수 롤-오프(roll-off) 곡선의 비교를 도시한 그래프.

제10도는  진동시험중에  시간의  함수로서  종래의  공기  베어링  헤드-디스크  인터페이스와  본  발명의 
헤드-디스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캐리어-디스크 간격을 도시한 그래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베이스                               11 : 덮개

12 : 디스크 드리이브 모터          14 : 작동기

16 : 디스크                               20 : 변환기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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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암                                      24 : 서스펜션

25 : 공기 베어링 슬라이더          30 : 윤활제 저장기

40,42,44 : 활주 다리                 46 : 변환기 또는 헤드

50,51,52 : 레일                         64 : 윤활제(액체)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데이타  기록  디스크  화일(data  recording  disk  file)에  관한  것으로,  특히  헤드  또는 변
환기  캐리어(transducer  carrier)와  디스크  표면상의  액체  윤활제(liquid  lubricant)가  새로운 유형
의  헤드-디스크  인터페이스(head-disk  interface)를  제공하는  신규한  유형의  디스크  화일에  관한 것
이다.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지칭되는  디스크  화일은,  정보를  포함하는  동심  데이타  트랙을  갖는  회전 디스
크와,  각종  트랙상에  데이타를  판독  또는  기록하기  위한  헤드  또는  변환기와,  헤드를  소망의 트랙으
로 이동시키고 또한 판독 및 기록 작동 동안에 헤드를 트랙의 중앙선 위에 유지시키기 위해 헤드 캐
리어에  접속된  작동기를  사용하는  정보  저장  장치이다.  통상,  스페이서  링에  분리되고,  디스크 드라
이브  모터에  의해  회전되는  허브상에  적층된  다수의  디스크를  설치한  것도  있다.  하우징은  드라이브 
모터와  헤드  작동기를  지지하며,  헤드와  디스크를  둘러  싸서  헤드-디스크  인터페이스의  실질적인 밀
봉  환경을  제공한다.  종래의  자기  기록  디스크  화일에  있어서,  헤드  캐리어는  디스크  표면  위의 공
기  베어링(a  bearing  of  air)상에  실려  있는  공기  베어링  슬라이더(an  air  bearing  slider)이다. 슬
라이더는  그  슬라이더를  작동기에  접속하는  서스펜션(suspension)으로부터의  작은  힘에  의해서 디스
크  표면에  가압되므로,  슬라이더는  디스크  회전  속도가  공기  베어링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시
동 및  정지 작동중에 디스크 표면과 접촉된다.  디스크 화일의 시동 및  정지 동안에 헤드와 디스크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표면상에 윤활제가 요구된다.

종래의  자기  기록  디스크  화일은  공기  베어링의  헤드-디스트  인터페이스로  인한  여러가지  단점을 깆
는다.  헤드와  디스크  사이의  간격은  공기  베어링  슬라이더의  최소  달성가능한  부상  높이(minimum 
achievable  flying  height)에  의해  제한되는데,  이것은  디스크  화일의  기록  능력을  의미하고,  이 기
록  능력은  상기  간격에  직접  관련되며,  그에  따라  상기  간격은  제한된다.  슬라이더가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디스크에  정지상태로  접촉될  때에,  액체  윤활제와  슬라이더의  비교적  큰  공기  베어링면은 
정지  마찰(또는  점착)력「static  friction(or  stiction)  forces]을  발생시키며,  이것은  슬라이더가 
디스크  표면에  부착되게  하여,  슬라이더가  디스크  화일의  시동시에  디스크로부터  이탈할  때  헤드, 
디스크  또는  서스펜션등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디스크  화일의 작동시
에  얇은  공기  막으로,  헤드와  디스크  사이에  강성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므로,  디스크  화일은  진동과 
충격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종래의  디스크  화일은  휴대용  컴퓨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어떤 응
용에  부적절하다.  또한,  공기  베어링  슬라이더를  지지하기  위해  디스크  화일내에  요구되는  공기는 
회전  디스크상에  공기  항력(air  drag)을  증대시켜서,  전력  소모를  증가시키고,  외부  환경으로의 노
이즈  레벨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며,  서스펜션에  충격을  초래하고,  헤드와  디스크  및  전자  부품의 
부식 및 산화를 증가시킨다.

자기  기록  디스크  화일에  있어서  종래이  공기  베어링  헤드-디스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가능한 대안으
로서 상이한 유형의 헤드 캐리어 및  액체 베어링에 관한 수건의 참고문헌이 있다.  본  출원인의 미합
중국  특허  제2,969,435호에서,  큰  평탄면을  갖는  슬레드형(썰매형)(sled-type)  변환기  캐리어는 디
스크상의  오일층위에  실려지고,  이  오일은  디스크  화일의  외부에  있는  오일  저장기로부터  공급되고 
캐리어  전방에  위치한  노즐로부터  배출된다.  본  출원인의  1988년  10월  31일자  출원의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264,604호에  기초하고  1990년  5월  9일자로  공개된  유럽  공개  공보  EP  제367,510호에서는, 디
스크  화일은  디스크상에  비교적  두꺼운  층으로서  유지되는  연속적으로  재순환하는  저점도의  액체 윤
활제와,  저점도의  액체층을  가르고  진행하는(plow)  삼각형  다리(feet)를  갖는  변환기  캐리어를 사용
한다.  상기 EP  참고 문헌은 디스크 화일이 공기의 존재없이 밀봉되면 저  증기압 윤활제가 증발될 수 
있고, 이것은 윤활제의 필요한 재순환이 증류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의  헤드-디스크  간격을  제공하고  윤활제의  연속적인  재순환을  요구하지  않는  액체 베어
링 인터페이스(a liquid bearing interface)를 갖는 디스크 화일이 필요하다.

본  발명의  디스크  화일은  통상의  고점도  윤활제의  막으로  도포된  디스크와,  화일의  수명기간에 걸쳐
서  디스크상에  윤활제를  보충하기  위한  윤활제  저장기(a  lubricant  reservoir)와,  캐리어가  고점도 
액체막의  표면상을  활주하는  것이  가능한  표면을  갖는  변환기  캐리어(a  transducer  carrier)를 구비
한다.  윤활제는  그의  작은  막두께와  고점도로  인해  비교적  저율로  디스크로부터  제거(spin  off  the 
disk)되기  때문에,  이  화일은  윤활제를  재순환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도  갖지  않는다.  윤활제의 점도
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요구되는  수명에  걸쳐서  윤활제의  손실을  저장기로부터  보충할  수  있는 양으
로  제한하도록  충분히  높다.  윤활제  저장기는  매우  소량의  윤활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디스크 화
일  하우징의  내부에  설치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윤활제의  저장기는 디스크
의  내경  근처에  위치된  밀봉된  링(a  sealed  ring)이며,  이  밀봉된  링은  모세관  작용에  의해 윤활제
를  보유하기  위한  다공성  내부와  디스크  회전중에  윤활제를  디스크로  방출하기  위한  다수의  출구를 
갖는다.  변환기  캐리어의  바람직한  면(surface)은  캐리어로부터  연장되는  대체로  원추대의  형상으로 
형성된  다수의  활주  다리(a  plurality  of  ski  feet)로  이루어지며,  원추대의  경사각도는  활주 다리
의  대체로  원형의  단부가  윤활제  막  표면상을  활주할  수  있도록  완만하게  되어  있다.  활주  다리의 
대략  원형의  단부는,  디스크에  대한  캐리어의  이동방향이  디스크상의  캐리어의  반경방향  위치에 따
라  변하는  회전  작동기  디스크  화일에  있어서,  캐리어의  작동을  개선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디스크 화일은 밀봉되고 기본적으로 진공상태로 된다.

종래의  디스크  화일과는  달리,  공기  베어링  헤드-디스크  인터페이스를  지지하는데에  공기가 필요하
지  않고  그리고  비교적  높은  분자량  윤활제의  높은  증기압은  기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진공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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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환경에서의  디스크  화일의  작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디스크  화일  내부의  공기의  존재에  의해 발
생되는 문제는 현저히 감소된다.

첨부 도면과 관련하여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성질 및 장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1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디스크  화일의  개략적인  단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디스크  화일은 베이
스(a  base)(10)와,  이  베이스에  고정된  디스크  드라이브  모터(a  disk  drive  motor)(12)  및 작동기
(an  actuator)(14)와,  덮개(a  cover)(11)를  포함한다.  베이스(10)와  덮개(11)는  디스크 드라이브용
의  실질적으로  밀봉된  하우징을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가스켓(13)이  베이스(10)와  덮개(11)  사이에 
위치하고,  또  작은  공기  포트(a  small  breather  port)(도시되지  않음)가  디스트  화일의  내부와  외부 
환경간의  압력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제공된다.  이러한  유형의  디스크  화일은,  드라이브  모터(12)가 
하우징내에  완전히  수납되고  그리고  내부  부품을  냉각시키기  위한  외부  공기의  강제  공급(external 
forced  air  supply)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밀봉된  것으로  설명된다.  자기  기록  디스크(16)은 
허브(18)상에  장착되며,  상기  허브는  드라이브  모터(12)에  의해  회전되도록  부착된다.  판독/기록 헤
드  또는  변환기(도시되지  않음)는  변환기  캐리어(20)상에  형성된다.  변환기  캐리어(20)은  강성  암(a 
rigid  arm)(22)과  서스펜션(a  suspension)(24)에  의해  작동기(14)에  접속되고,  이  서스펜션(24)은 
변환기  캐리어(20)를  기록  디스크(16)의  표면에  가압하는  편의력(바이러스  력)(a  biasing  force)을 
제공한다.  디스크  화일의  작동중에,  드라이브  모터(12)는  디스크(16)를  일정속도로  회전시키고, 작
동기(14)는 통상적으로 리니어 또는 로터리 보이스 코일 모터(a linear of rotary voice coil 
motor)(VCM)로서  변환기  캐리어(20)를  디스크(16)의  표면을  가로질러  대체로  반경방향으로  이동시켜 
판독/기록 헤드가 디스크(16)상의 상이한 데이타 트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2도는  덮개(11)가  제거된  상태의  디스크  화일의  내부의  평면도를  도시하며,  또  환상의  윤활제 저
장기(an  annular  lubricant  reservoir)를  도시한  것이다.  이  환상의  윤활제  저장기(30)는 디스크
(16)의  표면상에  윤활제의  보충을  위한  액체  윤활제의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비교적  고점도의  윤활제의  얇은  연속적인  막은  디스크(16)이  표면상에  유지되고  그리고  작동중에는 
저장기(30)로부터  윤활제에  의해  보충된다.  또한,  제2도는  변환기  캐리어를  디스크(16)상의  윤활제 
막과  접촉되게  유지하기  위해  변환기  캐리어(20)에  힘을  제공하는  서스펜션(24)을  더욱  상세히 도시
한다.  서스펜션은  공기  베어링  슬라이더(an  air-bearing  slider)를  갖는  자기  디스크  화일에 사용되
는  것과  같은  종래형의  서스펜션일  수도  있다.  한예는  본  출원인의  미합중국  특허  제4,167,765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공지의  와트러스  서스펜션(Watrous  suspension)이다.  이러한  유형의  서스펜션은 
또한  변환기  게리어가  액체  윤활제  막상에  실려있을  때  변환기  캐리어의  상하  및  좌우  요동(pitch 
and roll)을 가능하게 하는 변환기 캐리어의 짐벌식 부착(a gimballed attatchment)을 제공한다.

환상의  윤활제  저장기(30)는  디스크  적층제(a  disk  stack)내에  다수의  디스크를  갖는  디스크 화일에
서  디스크  스페이서(a  disk  spacer)로서도  기능을  하며,  이것은  제3도에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저
장기(30)는  소결된  스테인레스  강과  같은  다공성의  소결  금속으로부터  기계  가공된  링(ring)  또는 
환형체(annulus)(32)를  포함한다.  다음에,  환형체(32)의  외면은  소결된  스테인레스  강을  둘러싸는 
막(34)을  제공하기  위해  금과  같은  재료를  전기도금하거나  또는  니켈  막을  무전해도금함으로써 완전
히  밀봉된다.  그후,  저장기를  개봉(unseal)하고  그리고  내부에  저장된  윤활제가  흘러나가게  하는 수
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구(36)를  금  또는  니켈  표면  막(34)내에  형성한다.  이것은  에칭(etching), 
애블레이션(ablation)  또는  정전기  방전  가공(electrostatic  discharge  machining)에  의해  표면 막
(34)상에  수개,  전형적으로  4개의  작은  영역을  가공하여  그  영역에  개구(36)를  형성함으로써 달성된
다.  다음에,  저장기를  진공하에  위치시키고,  윤활제내에  침지시켜,  약간  가열하여  충진  속도를 증가
시킴으로써,  저장기에  윤활제를  충진한다.  개구(36)의  수  및  크기는  디스크  화일의  작동중에 소망하
는  양의  제어된  윤활제  이탈을  제공하도록  선택되며,  이것은  윤활제가  디스크에  잔존하는  율과 일치
하도록  설계된다.  환형체(32)가  허브(18)상에  적층상태로  지지된  다수의  디스크를  갖는  디스크 화일
에서  스페이서  링으로서도  작용하도록  설계되는  경우,  개구(36)는  디스크와  접촉하는  스페이서  링의 
부분에  근접되게  위치시켜,  선택된  개구가  대응하는  디스크  표면중의  하나와  연관되도록  할  수도 있
다.  개구의  크기에  부가하여,  윤활제의  디스트  잔존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디스크의  평활도, 
디스크의  회전  속도,  윤활제의  점도  및  캐리어의  설계를  포함한다.  디스크가  정지되어  있을  때, 환
형체(32)의  다공성  스폰지형  재료의  모세관  작용에  의해  액체를  저장기내에  유지한다.  윤활제 저장
기  또는  윤활제  유지수단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제3도에  도시되고  전술된  바와  같은  환상 저장기(3
0)이지만,  여러가지 다른 저장기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스크 화일의 총  작동 시간이 비교
적  짧은(예를  들어,  수개월)  응용예의  경우,  윤활제  유지수단은  디스크의  내경  부근의  비-데이타 밴
드  또는  영역(a  non-data  band  or  region)일  수도  있다.  정상적인  디스크  윤활공정동안에  디스크의 
비-데이타  밴드도  윤활되므로,  비-데이타  밴드는  액체  막의  보충을  위한  추가  윤활제  공급부를 갖는
다.  이러한  특정한  응용의  실시예에  있어서,  소모율이  감소되도록  높은  점도를  갖는  윤활제를 사용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4도를  참조하면,  변환기  캐리어의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으며,  변환기  캐리어의  활주면(skiing 
surface)은  평탄면(43)상에  형성된  다수의  활주  다리(a  plurality  of  ski  feet)(40,42,44)로서 표시
되어  있다.  변환기  캐리어는  페라이트  또는  알루미나  및  티타늄-카바이드  세라믹  재료와  같은  공기 
베어링  슬라이더를  제조하는  데에  사용되는  통상의  재료로  제조될  수도  있다.  변환기  캐리어(20)는 
각각의  활주  다리가  형성된  대체로  평탄한  평면을  갖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활주  다리(44)는 변
환기  캐리어의  후단부(trailing  edge)에,  즉  박막  변환기(46)  또는  다른  자기  기록  헤드가  변환기 
캐리어상에  지지되는  변환기  캐리어의  부분에  인접해  있다.  각각의  활주  다리는, 평탄면(43)으로부
터  연장되고  그리고  디스크에  대한  변환기  캐리어의  이동방향에  관계없이  변환기  캐리어가  윤활제 
막상을 활주가능하게 하는 대략 원형 단부를 갖는 원추대(a trunca                         ted 
cone)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변환기  캐리어는  그  변환기  캐리어를  대략  원호형의  경로(a  generally 
arcuate  path)를  따라  이동시키는  회전  작동기상에  지지될  때  활주가능하며,  디스크에  대한  변환기 
캐리어의 이동방향은 변환기 캐리어의 반경방향 위치에 의존하여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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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는  변환기  캐리어(20)의  실시예를  도시하는데,  활주  다리(40,42,44)는  본  출원인의  미합중국 
특허  제4,894,740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통상의  3-레일의  공기  베어링  슬라이더(three-rail 
air-bearing  slider)상에  형성된다.  각각의  활주  다리(40,42,44)는  레일의  후면을  수천  옹스트롬 정
도로  에칭하여,  바람직하게는  이온-밀링(ion-milling)  또는  다른  반응성  이온  에칭(reactive  ion 
etching)에  의하여  레일(50,51,52)의  통상의  저면상에  형성되며,  그에  따라  활주  다리는  슬라이더의 
레일로부터  외향으로  돌출되는  잔여의  외측부분이다.  이온  밀링은  활주  다리가  레일의  외부 표면으
로부터  떨어진  매우  작은  페이퍼(경사)(약  10도  미만)을  갖도록  수행되며,  그  결과  활주  다리는 대
략  원추대  형상으로  형성된다.  활주  다리의  이러한  작은  페이퍼는  변환기의  캐리어가  디스크상의 비
교적 고점도 윤활제 막의 상부를 주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변환기의  캐리어의  활주면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제4도  및  제5도에  도시되어  있지만,  본  발명은 통상
의  공기  베어링  슬라이더에  에폭시  접착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1mm직경의  텅스텐-카바이드  볼 베어
링을  갖는  활주면에  의해서도  양호한  효과를  얻었다.  이러한  유형의  변환기  캐리어의  한  실시예가 
제6도에  도시되어  있다.  이  변환기  캐리어는  그의  후단부상에  위치된  변환기(46)를  갖는  통상의 2-
레일  공기  베어링  슬라이더(25)이다.  단일의  1mm  직경의  텅스텐-카바이트  볼  베어링(26)이 슬라이더
(25)의  선단부(leading  edge)에  에폭시  접착된다.  볼  베어링(26)은  전방  활주  다리(a  front  ski 
foot)로서  작용하고,  또  슬라이더(25)의  선단부를  상승시켜  레일의  후단부가  후방  활주  다리(a  rear 
ski foot)로서 작용하도록 한다.

윤활제의  막을  갖는  디스크와  변환기  캐리어간의  인터페이스는  제7도에  도시되어  있다.  바람직한 실
시예에  있어서,  디스크(16)는  그의  상측  강성부에  통상의  무정형  탄소  코팅  막(amorphous  carbon 
overcoat  film)(60)을  가지며,  상기  코팅  막의  두께는  전형적으로  약  250옹스트롬이다.  통상의 코발
트  합금이  스퍼터링  침착된  자기  막과  같은  자기층(62)은  보호  탄소  코팅  막(60)  아래에  위치된다. 
액체  윤활제는  탄소  코팅  막(60)의  상부에  약  20내지  100옹스트롬  범위의  두께의  막(64)로서 침착된
다.  한  활주  다리(40)의  일부가  윤활제  막(64)상에  지지된  상태로  도시되어  있다.  활주  다리(40)의 
단부는  약  100미크론의  직경을  가지며,  약  4,000옹스크롬의  에칭  깊이에  대해  약  10도로  경사진다. 
변환기(46)(제5도)는  활주  다리(44)의  단부에서  변환기  캐리어(20)의  후단부상에  설치되고,  또  기록 
디스크의  상부로부터  대략  윤활제  막  두께(즉,  20  내지  100옹스트롬)의  간격으로  유지된다.  디스크 
화일의  작동중에,  서스펜션(24)(제2도)은  변환기  캐리어상에  힘을  가하여  활주  다리(40,42,44)가 윤
활제  막(64)과  접촉되도록  하며,  윤활제  막은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변환기  캐리어(20)와 디스크(1
6)사이의  간격  조정층(a  spacing  layer)으로서  작용한다.  활주  다리(40)의  단부와  디스크  간의 비교
적  작은  각도(제7도에서  10도)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시동시에  활주  다리(40)의  단부  아래를 통과하
는 윤활제에 대해 보다 적은 장애를 제공하기 때문에 변환기 캐리어의 활주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밀봉된  하우징내에  진공을  유지함으로써  디스크  화일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
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디스크  화일을  예를  들어  본  출원인의  미합중국  특허  제4,367,503호  및 
제4,556,969호에 기재된것과 같은 방법으로 밀봉하여 제조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실험결과

본  발명의  유용성  및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시판되는  2.5인치  회전  작동기  디스크  드라이브와 몇
개의  개조  부품을  사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사용된  디스크의  기재는  어떠한  의도적인  구조(any 
intentional  texture)없이  제조하였고,  가능한한  평활하게  연마하였다.  알루미늄이  디스크  기재로서 
바람직하지만,  알루미늄과  유리의  기재를  모두  사용하였다.  CoPtCr  합금  자기  막을  적절한  하층의 
상면에  스퍼터링으로  침착(deposit)하였고,  그  자기  막위에  250옹스크롬  두께의  무정형  수소화  탄소 
코팅  막을  스퍼터링으로  침착하였다.  윤활제를  약  100옹스트롬  두께로  피복한  점을  제외하고는,  본 
산업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디스크를  희석  윤활제-용매  혼합물내에  침지함으로써  디스크에 윤활제
를  도포하였다.  정확한  피복  두께는  중요하지  않으나,  헤드-디스크간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윤활제  막을  가능한  얇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활제는  자외선(UV)  또는  열처리에  의해 디스
크상의  탄소  코팅  막에  접착될  수  있으며,  또는  실온에서  자기접착(self-bond)되는  윤활제를 사용하
는  것도  가능하다.  통상의  디스크  윤활제인  퍼플루오로-폴리  에테르(PFPE)와  탄화수소(HC)의 2종류
의  윤활제를  사용하였다.  특히,  Daikin사의  PFPE  Demnum  SP는  실온에서  자기접착되며,  침지에 의해
서  도포될  수  있다.  William  F.  Nye,  INC.로부터  입수가능한  174H와  같은 폴리-1-디센(poly-1-
decene)  유형의  탄환수소일  수도  있는  HC윤활제는  전술한  어느  기술을  사용하여도  접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HC윤활제는  아니고,  PFPE윤활제를  접착시킨다.  접착  윤활제가  디스크상의  전제 윤활
제  막  두께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PFPE윤활제는  5센티포이즈(centipoise)  내지 10포이
즈(poise)의  범위의  점도와  약  2000amu  보다  큰  분자량을  갖는다.  HC윤활제는  5센티포이즈  내지 10
포이즈의  범위의  점도와  약  1000amu  보다  큰  분자량을  갖는다.  윤활제는,  특정의  평활성을  가지며 
특정의  회전  속도로  작동하는  디스크에  사용되는  경우,  과다한  윤활제  손실을  방지하고  그리고 변환
기 캐리어의 활주면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점도를 가져야 한다.

실험에서,  사용된  변환기  캐리어는  제5도에  도시된  것이었으며,  자동  기록  헤드와  기존의  공기 베어
링면을  갖는  슬라이더로  시작하여  제작하였다.  방식제(resist)  및  석판인쇄(lithography)를 사용하
여  공기  베어링면을  형성하는  연마된  레일(50,51,52)상에  활주  다리를  규정하였다.  다음에,  공기 베
어링면은  방식제가  도포된  활주  다리의  부분을  제외하고  수천  옹스트롬  정도  이온  밀링하여,  활주 
다리를  형성하였다.  바람직한  실시예는  3개의  다리를  구비하는데.  2개의  다리는  공기  베어링면의 전
방쪽에 있고 약간 경사지게 돌출하며, 1개의 다리는 후방쪽에 있고 기록 헤드를 갖는다.

이러한 유형의 변환기 캐리어와 대기 조건의 디스크 화일을 사용한 결과, 전방의 2개의 다리
(40,42)(제5도)는  최대  디스크  회전  속도가  얻어질  때까지  활주한  다음에  부상하였다.  후방의  활주 
다리(44)는  항시  활주를  계속하였다.  이것은  또한  항력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전방의  활주  다리는 
시동  및  정지시에  여전히  필요하다.  통상의  공기  베어링면의  설계와  더불어  에칭  또는  밀링의 깊이
는,  전방  다리가  부상하고  그리고  후방  다리가  소망의  속도  범위와  서스펜션의 예비하중(preload)에
서  활주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조절될  수  있는  파라메터(parameters)이다.  예를  들어,  통상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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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베어링  슬라이더가  전방부를  5000옹스트롬  그리고  후방부를  1500옹스트롬  부상하도록 설계되었다
면,  슬라이더  레일로부터  재료를  3000옹스트롬  정도  에칭  또는  밀링하여  제거함으로써,  후방  다리는 
활주를  하고  그리고  전방  다리는  2000옹스트롬의  부상을  하는  캐리어가  형성될  것이다.  캐리어가 제
4도에  도시된  것이었다면,  전방  활주  다리를  부상시키는  공기  베어링면이  없기  때문에,  모든  활주 
다리는 항시 활주할 것이다.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윤활제  저장기를  디스크  드라이브  내에  설치하였다.  윤활제  저장기는 예
를  들어  디스크  적층용  스페이서가  통상  위치하는  디스크의  내경쪽에  디스크를  위로  가압하도록 안
착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장기는  윤활제  유지  수단  및  디스크  스페이서로서  역할을  한다. 저장기
는  대략  100미크론의  직경을  각기  갖는  4개의  개구(36)을  포함하였다.  저장기는  약  0.2cc의 윤활제
를 충진하였다. 저장기내에 사용된 윤활제는 전형적으로 디스크상에 있는 윤활제와 동일하다.

디스크와  저장기를  디스크  드라이브내에  설치한  후에,  6g의  스프링  예비하중을  갖는 와트러스형
(Watrous-type) 서스펜션과 함께 캐리어를 설치하여, 드라이브를 작동시켰다.

드라이브상에서  수행된  시험은  광학적  관찰,  자기  판독  및  기록,  진동  저항등에  의해서  데이타 트랙
의 점착성, 윤활제 두께, 항력, 마모등의 측정을 포함하였다.

점착력의  측정치는  제8도에  시동/정지  사이클의  함수로서  기입한  것으로,  10만회의  시동/정지 사이
클  후에도  낮은  점착력치를  보여준다.  캐리어와  디스크  사이의  점착력은  3  내지  9g의  범위로 유지되
었고,  이것은  디스크  드라이브의  시동시에  헤드  또는  디스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
씬 아래이다.

윤활제  두께는  편향해석(ellipsometry)에  의한  시각  관찰(비디오  현미경)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디
스크의  표면에  걸쳐서  20  내지  100옹스트롬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시각  관찰은  또한 디
스크가  회전할  때에만  저장기가  윤활제를  디스크  표면에  분배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윤활제가 
활주에  의해서  평활화된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다공성  금속의  모세관  작용은  회전의  원심력에  의해 
극복되지  않는  한  윤활제를저장기내에  유지한다.  윤활제가  디스크상에  확산될때,  접근중의  변환기 
캐리어의  이동은  윤활제를  평활하게  한다.  이  평활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변환기  캐리어는 디스
크상의  모든  유효한  트랙  위를  주기적으로,  즉  5분마다  한번씩  접근하였다.  변환기  캐리어를 디스크
상의  상이한  반경방향  영역위로  이동시키기  위한  작동기의  이러한  수시  접근동작은,  예를  들어 저장
기로부터  불균일한  윤활제의  공급에  의해  야기되는  윤활제의  불균일한  두께를  평활화  하기에 충분하
였다.  이러한  실험결과에  기초하여,  3600RPM의  통상의  작동속도로  작동되는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
서  그의  설계수명을  7년  이라고  할   때,  단일의  2.5인치  디스크에  대해  약  0.01cc의  윤활제가 저장
기내에  유지되는  것이  요구된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7년의  설계  수명에  걸쳐서  연속적인  작동을 가
정하여, 이 양은 매일 10옹스트롬의 윤활제 막을 보충하기에 충분하다.

항력은  서스펜션에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uges)에  의해서  측정하였다.  이  항력은  변환기 
캐리어에  대한  디스크의  속도,  시간  및  윤활제  두께의  함수로서  결정되었다.  일반적으로,  항력은 작
동 속도에서 1g 이하로 유지되었다.

10옹스트롬의  재료  손실보다  양호한  분해능(resolution)에  의한  광학  측정에  의해서  디스크의 마모
는 관찰되지 않았다.

헤드-디스크간의  축소된  간격으로  인한  기록  성능의  개선을  판정하기  위해서  자기  측정(magnetic 
measurements)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데이타는  동일한  헤드와  디스크를  사용한  종래의  공기  베어링 
인터페이스  디스크  드라이브에서의  것에  비하여  오버라이트(overwrite)의  증대,  신호  진폭의  증대 
및  보다  양호한  주파수  롤-오프(roll-off)  곡선을  나타냈다.  제9도를  참조하면,  주파수  롤-오프 곡
선은  활주  캐리어의  현저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  제9도의  곡선은  활주의  경우에  신호  진폭이  보다 
높고,  또  고주파에서의  응답은  부상의  경우보다  완만하게  저하되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활주의 
경우에  보다  높은  기록  밀도가  얻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헤드-디스크간의  감소된  간격에 
의한 결과이다.

본  발명의 변환기 캐리어,  디스크 및  인터페이스를 갖는 디스크 화일의 진동 또는 충격 저항에 대한 
실험에  있어서,  시판되고  있는  2.5인치  디스크  드라이브를  수정하여  진동  장치상에  장착하였다. 변
환기  캐리어는  제5도에  도시된  것이었고,  또  종래의  서스펜션에  의해  회전  작동기에  장착하였다. 디
스크는  Demnum  SP와  같은  PFPE유형의  윤활제내에  디스크를  침지함으로써  50옹스트롬의  두께의 윤활
제를  도포하였다.  캐리어를  디스크에  가압하기  위해  서스펜션에  의해  제공된  하중은  5.5g이었고, 캐
리어에  대한  디스크의  속도는  7m/s였다.  진동장치에  의해  제공된  가속  시험은  70사이클  정현파에서 
30G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  캐리어-디스크간의  간격의  결과는  캐리어와  디스크  사이의 전기용량
(capacitance)을  측정함으로써  측정되었고,  제10도에  본  발명  장치에  대해  선(70)으로  도시되어 있
다.  종래의  공기  베어링  인터페이스를  갖는  동일한  유형의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슬라이더 전기용
량  측정은  제10도에  선(72)으로  도시되어  있다.  선(70,72)의  비교는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헤드-디
스크 강성 및 디스크 드라이브 충격 저항의 현저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개선된  디스크  드라이브는  진공  챔버내에서  그  디스크  드라이브를 작동시킴

으로써  진공  환경에서도  시험하였다.  진공  챔버내의  압력은 10
-6
에서 10

-7
Torr까지  감소시켰다. 얻어

진 시험결과는 디스크 드라이브를 대기 환경에서 시험하였을 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였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에  대한  변경  및  개선이  다음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이탈하는 일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명백하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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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디스크가  그의  표면상에  액체막(a  liquid  film)을  갖는  유형의  데이타  기록  화일(a  data  recording 
disk  file)용  변환기  조립체에  있어서  ;  디스크가  그의  작동속도로  회전할  때  캐리어(carrier)의 선
단부를  상기  액체막  위로  지지하기  위해  상기  선단부  근처에  있는  공기  베어링면(an  air-bearing 
surface)과,  디스크가  그의  작동속도로  회전할  때  상기  액체막상을  활주하기  위해  캐리어의  후단부 
근처에  있는  활주  다리(a  ski  foot)를  구비한  캐리어와  ;  데이타를  디스크로부터  판독하거나  또는 
데이타를,  디스크에  기록하기  위해  상기  캐리어에  부착된  변환기(a  transducer)를  포함하는  데이타 
기록 화일용 변환기 조립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활주  다리는  대체로  원형의  단부(a  generally  circularly  shaped  end)를  갖는 
원추대(a generally truncated cone)를 포함하는 데이타 기록 디스크 화일용 변환기 조립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기는  상기  캐리어의  상기  활주  다리  근처에  위치되는  데이타  기록  디스크 
화일용 변환기 조립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활주 다리는 대체로 구형상으로 된 데이타 기록 디스크 화일용 변환기 
조립체.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를  상기  디스크  화일의  작동기에  접속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캐리어  작동기에  접속하는  수단은  상기  캐리어의  상기  활주  다리가  디스크  상의  액체막에 접촉되도
록  상기  캐리어의  상기  활주  다리를  가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데이타  기록  디스크  화일용  변환기 
조립체.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를  작동기에  접속하는  수단은  상기  캐리어의  대체로  짐벌적인 운동
(generally  gimballed  movement)을  제공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그에  따라  상기  활주  다리가 디스크
의  회전중에  상기  액체막에  접촉되도록  가압될  때,  상기  캐리어는  상하  및  좌우  요동(pitch  and 
roll)을 할 수도 있는 데이타 기록 디스크 화일용 변환기 조립체.

청구항 7 

디스크가  그의  표면상에  액체막을  갖는  유형의  데이타  기록  디스크  화일용  변환기  조립체에  있어서 
;  다수의  레일(a  plurality  of  rails)과,  상기  액체막상을  활주하기  위해  상기  레일로부터  연장되는 
다수의 활주 다리(a plurality of ski feet)를 구비한 공기 베어링 슬라이더(an air-bearing 
slider)와  ;  데이타를  디스크로부터  판독하거나  또는  데이타를  디스크에  기록하기  위해  상기  공기 
베어링 슬라이더에 부착된 변환기를 포함하는 데이타 기록 디스크 화일용 변환기 조립체.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각  활주  다리는  단부(an  end)를  가지며,  상기  단부는  상기  활주  다리의  상기 
단부가  디스크상의  상기  액체막상을  활주할  수  있도록  디스크  표면에  대해  충분히  작은  각도를  갖는 
데이타 기록 디스크 화일용 변환기 조립체.

청구항 9 

디스크가  그의  표면상에  액체막을  갖는  유형의  데이타  기록  디스크  화일용  변환기  조립체에  있어서 
;  다수의 레일과,  상기 액체막상을 활주하기 위해 상기 레일중 한 레일로  부터 연장되는 적어도 하
나의  활주  다리를  구비한  공기  베어링  슬라이더와  '  데이타를  디스크로부터  판독하거나  또는 데이타
를  디스크에  기록하기  위해  상기  공기  베어링  슬라이더에  부착된  변환기를  포함하는  데이타  기록 디
스크 화일용 변환기 조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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