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 서  론

최근 저장기기의 급격한 휴대화로 인하여 외부 진

동이나 충격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충격에 대한 정확한 저장기기의 거동 예측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그 중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HDD)의 경우 로드/언로드(Load/Unload)기술이 도

입됨에 따라 언로드시 외부 충격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동시에 비 구동 시 충격해석의 경우 그 

정확도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로드시 언로드에 비하여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슬라이더와 디스크의 충돌의 위험이 높은데   비하

여 구동시의 외부 충격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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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분석이 어렵다. 이는 구조적 부분과 공기 유동

적 부분의 연성적 분석, 램프와 디스크의 비선형적 

충돌 해석 분석 등이 비선형적인 해석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램프와 디스크의 비선

형적 충돌 해석 분석의 경우, 램프와 디스크의 충돌 

과정이 슬라이더의 동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주며 이

러한 움직임의 변화가 충격방지 능력을 저하시킨다. 

또한 램프와 디스크 간격이 최근에 와서 감소하였고 

이는 램프와 디스크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 시킨

다. 따라서 가동 시 충격해석을 분석함에 있어서 램

프와 디스크의 비선형적 충돌과정을 포함시켜서 해

석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검증된 해석 모델 을 바탕으로 램프와 

디스크의 비선형적 충돌과정 포함 유무에 따른 슬라

이더의 수직방향의 움직임, Pitch, Roll방향의 움직

임 등의 슬라이더의 동적인 거동을 비교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동작 상태 충격 시에 램프 충돌 유무에 따른 
디스크와 슬라이더의 거동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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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s portability of storage device has been increased,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pre-
cise anti-shock analysis. For non-operational shock analysis, the accuracy of non-operational shock 
simulation has been improved. However, because operational shock analysis includes nonlinear proc-
ess, it is hard to get clear result from operational shock simulation. In this paper, by using Lagrange 
multiplier method, the FE model including ramp-disk contact of nonlinear process will be analyzed. 
Through this, we find ramp-disk contact affect the dynamic of slider. Additionally, for the more ac-
curate analysis, we should include ramp-disk contact process at the F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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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ir bearing stiffness 

2. 시뮬레이션

2.1 시뮬레이션 모델
 램프 디스크 충돌의 유무에 따른 슬라이더의 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5인치 stamped base 유

한요소 모델을 Figure 1과 같이 구축하였다.    슬

라이더와 디스크 사이에는 공기 특성을 위해 수직방

향의 강성을 갖는 4개의 선형스프링이 모델링 되었

다.   스프링 강성의 크기는 Table 1과 같고 스프

링의 위치는 Figure 2와 같은데 각각의 경우 슬라이

더의 각 모서리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다. 이를 통

하여 유한요소 모델 해석 시 슬라이더의 수직방향의 

움직임이나 Pitch나 Roll방향등의 슬라이더의 동적

인 거동을 분석할 수 있다. 충격에 대한 시뮬레이션 

구현의 경우 라지 메스 방법을 이용하여  Figure 3

과 같이 가상의 거대질량과 베이스 볼팅 부분을 구

속하여 외부 충격을 가상의 거대 질량에 받도록 함

으로서 실제와 같은 부분에서 충격이 적용되도록 구

현하였다.   충격의 크기는 250G이고 충격시간은 

1ms이다. 램프와 디스크의 비선형적 충돌과정의 경

우 라

그랑지 승수법을 이용하여 접촉 현상을 모델링을 

하였다. 

2.2 시뮬레이션 결과
Figure 4는 외부 충격에 따른 램프디스크 접촉의 

유무에 따른 슬라이더의 거동에 대한 결과이다. 

Figure 4의 결과에 볼 수 있듯이 0.6ms 지점 에서 

램프와 디스크의 충돌이 발생하고 이후의 거동이 램

프와 디스크의 충돌이 없는 경우와 다른 거동을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Roll 방향의 경우는 급

격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램프와 디스

크가 접촉이 발생하면서 디스크 접촉 부분에서의 강

성이 높아짐에 의함인데 충돌이 없는 경우 디스크와 

슬라이더 사이의 선형 스프링의 강성이 디스크의 강

성에 비하여 매우 크지만 충돌이 발생하면서 디스크 

접촉 부분에서의 강성이 높아짐에 따라 디스크와 슬

라이더 사이의 선형 스프링의 강성과 비슷해지면서 

Figure 1. HDD F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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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lider dynamics(vertical force, pitch 
moment, roll moment)

Figure 2. Linear Air bearing

Figure 3. Large mas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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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더의 거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3. 결  론

램프와 디스크의 비선형적 충돌과정이 하드디스크

의 슬라이더의 거동에 영향을 줌을 확인하였다. 

Figure 4의 결과를 통해 램프와 디스크의 충돌과정

을 포함시키는 유무에 따라서 슬라이더 디스크 간격

의 변화와 슬라이더 수직방향의 움직임이나 Pitch나 

Roll방향등의 슬라이더의 동적인 거동이 차이가 남

을 확인 하였다. 이로 통하여 가동 시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램프 디스크의 비선형적 충돌과정

을 포함해서 해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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