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G11B 21/02

(45) 공고일자   1999년11월01일

(11) 등록번호   10-0228795

(24) 등록일자   1999년08월12일
(21) 출원번호 10-1996-0082656 (65) 공개번호 특1998-0063210
(22) 출원일자 1996년12월31일 (43) 공개일자 1998년10월07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윤종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72) 발명자 신석호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1동 759 미광아파트 101-902
(74) 대리인 이건주

심사관 :    서호선

(54) 재할당 섹터가 있는 트랙에서의 억세스성능 향상방법

요약

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성능 향상

나.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재할당 섹터가 있는 트랙에서의 억세스 성능 향상

다. 그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HDD의 사용자 환경에서 추가 디펙(defect)이 발생하여 재할당섹터가 있는 트랙 억세스시 디펙섹터 전까지 
리드/라이트하고 디펙섹터는 스킵(skip)하고 나머지섹터들을 모두 억세스한다. 

라. 발명의 중요한 용도: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대표도

도8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통상적인 HDA의 개략적인 메카니즘 구성도

도 2는 다중플래터방식을 채용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디스크들의 부분 단면도

도 3은 디스크면 상의 각 트랙에 구성된 데이타 포맷도

도 4는 도 3의 서보섹터에 기록되어 있는 서보정보 패턴도

도 5는 다중플래터방식을 채용한 통상적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블럭 구성도 

도 6은 디펙섹터가 있는 트랙 및 디펙섹터에 대체된 재할당 섹터를 보여주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타 억세스 시퀀서 시작시 버퍼 포인터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어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대용량 저장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ard Disk Drive: 이하 HDD라 칭
함)에서 재할당 섹터가 있는 트랙에서의 리드/라이트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시스템의 보조기억장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HDD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첫째로는 대부
분의  회로부품들을  PCB(Printed  Circuit  Board)상에  장착한  회로부분  집합으로서  통상  PCBA(Pr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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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it Board Assembly)라 칭한다. 둘째로는 헤드와 자기 디스크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기구부품과 일부
의 회로부품들을 내장한 기구부분 집합으로서 이를 통상 HDA(Head Disk Assembly)라 칭한다.

도 1은 상기한 HDA의 개략적인 메카니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디스크 2는 호스트컴퓨
터로부터 전송된 데이타를 자기형태로 기록하며 스핀들모터에 의해 정속회전한다. 액츄에이터 6의 일측선
단에 부착되어 있는 헤드 4는 디스크 2가 정속 회전시 디스크 2의 면상에서 일정 높이로 부상하여 데이타
를 기록 또는 재생한다. 헤드 4를 일측선단에 부착하고 타측선단에 마그네트(magnet)에 잘붙는 철편 12이 
부착되어 있는 액츄에이터 6은 피봇베어링 8에 의해 지지된다. 상기 액츄에이터 6에는 피봇베이링 8과 철
편 6이 사이에 보이스 코일모터(Vioce Coil Motor)의 코일 10이 위치한다. 상기 액츄에이터 6는 보이스 
코일모터의  구동에  의거하여  피봇베어링  8을  축으로  회전하여  디스크  2의  방사선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도 1에서, 아웃터 크래쉬 스톱(outter crash stop) 14는 헤드 4가 디스크 2의 외측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베이스(base)에 설치되며, 마그네트 16(인너 크래쉬 스톱라고도 함)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비사용시 액츄에이터 6의 타측선단에 부착되어 있는 철편 12과 자력에 의해 접촉함으로서 액
츄에이터 6을 고정시킨다. 도 1에서는 액츄에이터 6이 마그네트 16에 의해 래치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도 2는 다중플래터방식을 채용하는 HDD에 있어서 디스크들의 부분 절단면도이다. 상기 다중 플래터 방식
은 데이타 저장용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채용된다. 도 2를 참조하면, 2장의 디스크 2가 스핀들모터 14의 
구동축에 장착되어 있고, 각 디스크 2A∼2D 면상에는 액츄에이터 6으로부터 수직으로 신장된 암에 부착된 
헤드 4A∼4D가 대응되어 위치하고 있다. 한편 각 디스크 2A∼2D 면에는 동심원을 따라가며 트랙들이 배열
되며, 각 트랙에는 해당 트랙번호(트랙0∼트랙N)가 부여된다. 각 헤드 4A∼4D에 대응하는 디스크들 2A∼
2D 면상의 동일 트랙번호에 해당하는 트랙들을 통상 실린더라 칭한다. 그러므로 각 디스크들간에서 동일
한 트랙번호는 하나의 실린더 번호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각 헤드 4A∼4D에 대응된 각 디스크 2A∼2D면 
상에 있는 모든 트랙번호 "트랙 0"는 "실린더 번호 0"가 된다. 

HDD는 서보 메카니즘(servo mechanism)에 의해 헤드를 디스크상의 트랙들중 소망하는 어느 하나의 트랙에 
선택적으로 위치시킨다. 헤드를 특정 트랙에 위치시키는 것은 통상적으로 트랙 탐색(track seek)과 트랙 
추종(track following)으로 이루어지는 두 단계의 서보제어모드에 의해 수행된다. 트랙 탐색은 현재의 트
랙으로부터 원하는 트랙으로 헤드를 이동시키는 단계로서 탐색 모드라 한다. 트랙 추종은 탐색된 트랙을 
정확하게 추종하는 단계로서 추종 모드라 하며, 헤드가 일단 하나의 트랙에 위치될 경우 정확한 독출 및 
기록 동작을 위해 헤드를 트랙의 중심선을 추종하도록 유지시킨다. 

이러한 트랙탐색과 트랙추종, 및 데이타의 기록을 위해 디스크면 상의 트랙에는 도 3과 같은 데이타 포맷
을 가진다. 도 3은 디스크면 상의 각 트랙에 구성된 데이타 포맷도로서, 서보섹터와 데이타섹터가 교호적
으로 배치되어 있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도 4는 도 3의 서보섹터에 기록되어 있는 서보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각 헤드(헤드1, 헤드1, 헤드2, 헤드3)에 대응하는 트랙에는 서보섹터와 데이타섹터가 교
호적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상기  서보섹터는  트랙  탐색  및  트랙추종  등의  서보제어를  위해  마련되어 
있고, 데이타 섹터는 사용자 데이타를 기록하는 위해 마련되어 있다. 상기 서보 섹터는 통상 디스크 전체
용량의 9∼11%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도 3은 2장의 디스크를 채용하는 HDD에서 각 헤드에 대응하는 디스크의 동일 실린더상에 존재하는 4개의 
트랙들에 대한 섹터 포맷을 예를들어 보인 것이다. 도 3에서, 데이타섹터는 통상 ID필드(Identification 
field)와 데이타 필드로 구분된다. 상기 ID필드에는 해당 데이타 섹터를 식별하기 위한 헤더(header)정보
가 기록되고, 상기 데이타필드에는 디지탈 데이타가 기록된다. 데이타섹터 전,후위에는 서보섹터가 위치
한다. 

서보섹터에  기록되는  서보정보의  상세  구성을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서보섹터에는 프리앰블
(preamble),  서보  어드레스  마크(Servo  Address  Mark:  이하  SAM),  그레이코드(gray  code), 버스트
(A,B,C,D), 및 패드(PAD)로 구성된다. 상기 프리앰블은 서보정보 독출시에 클럭동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서보섹터앞의 갭(gap)을 제공하여 서보섹터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서보동기(servo sync)'라고도 칭한다. 
SAM은 서보의 시작을 알려 뒤이어지는 그레이코드를 읽기 위한 동기를 제공한다. 즉 SAM은 서보제어에 관
련된 각종 타이밍펄스 생성을 위한 기준점을 제공한다. 그레이코드는 각 트랙에 대한 정보 즉, 트랙번호
를  제공한다.  버스트(A,B,C,D)는  트랙탐색  및  트랙추종을  위해  요구되는  위치에러신호  PES(Position 
Error  Signal)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패드(PAD)는  서보섹터에서  데이타섹터로의  트랜지션 마진

(transition margin)을 제공한다.

도 5은 통상적인 HDD 블럭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2장의 디스크와 상기 디스크면에 각각 대응된 4
개의 헤드를 장착한 HDD를 일예로 하고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디스크들 110은 스핀들(spindle)모터 134
에 의해 회전한다. 헤드들 112 각각은 디스크들 110중 대응하는 하나의 디스크면 상에 위치하며, 환상 보
이스 코일(rotary voice coil) 액츄에이터 130과 결합된 E-블럭 어셈블리 114로부터 디스크들 110쪽으로 
신장된 서포트 암들에 각각 대응되게 설치된다. 전치증폭기 116은 리드 시에는 헤드들 112중 하나에 의해 
픽업된 신호를 전치 증폭하여 아나로그 리드신호를 리드/라이트 채널(read/write channel)회로 118로 인
가하며, 라이트 시에는 리드/라이트 채널회로 118로부터 인가되는 부호화된 라이트데이타를 헤드들 112중 
대응하는 하나의 헤드를 통해 디스크 상에 라이트 되도록 한다. 리드/라이트 채널회로 118은 전치증폭기 
116으로부터 인가되는 리드신호로부터 데이타 펄스를 검출하고 디코딩하여 DDC(Disk  Data  Controller) 
120에 인가하며, DDC 120으로부터 인가되는 라이트데이타를 디코딩하여 전치증폭기 116에 인가한다. DDC 
120은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타를 리드/라이트 채널회로 118과 전치증폭기 116을 통해 디스
크 상에 라이트 하거나 디스크 상으로부터 데이타를 리드하여 호스트 컴퓨터로 송신한다. 또한 DDC 120은 
호스트 컴퓨터와 마이크로 콘트롤러 124간의 통신을 인터페이스 한다. 버퍼 램 122는 호스트 컴퓨터와 마
이크로 콘트롤러 124와 리드/라이트 채널회로 118 사이에 전송되는 데이타를 일시 저장한다. 마이크로 콘
트롤러 124는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수신되는 리드 또는 라이트 명령에 응답하여 트랙 탐색 및 트랙 추종
을 제어한다. 메모리 126은 마이크로 콘트롤러 124의 수행 프로그램 및 각종 설정값들을 저장한다. 서보
구동부 128은 마이크로 콘트롤러 124에서 제공하는 헤드들 112의 위치 제어를 위한 신호에 응답하여 액츄
에이터 130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전류를 발생하여 액츄에이터 130의 보이스 코일에 인가한다. 액츄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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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은 서보구동부 128로부터 인가되는 구동전류의 방향 및 레벨에 대응하여 헤드들 112를 디스크들 110상
에서 이동시킨다. 스핀들 모터 구동부 132는 마이크로 콘트롤러 124로부터 발생되는 디스크들 110의 회전 
제어를 위한 제어값에 따라 스핀들 모터 134를 구동하여 디스크들 110을 회전시킨다. 

이러한 HDD는 사용자 환경에서 디펙섹터(defect sector)가 발생하면 통상 디스크에 마련되어 있는 예비섹
터(spare sector)를 가지고 재할당 해준다. 그후 동작상태에서 디펙이 있는 트랙에서 디펙을 포함한 섹터
들의 억세스명령을 수신하면 드라이브는 통상 디스크의 메인터넌스(maintance)영역에 있는 디펙리스트를 
서치(search)하여 해당 트랙에 디펙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만약 해당 트랙에 디펙이 있는 경우 디펙 전의 
섹터까지 억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는 디펙섹터의 재할당된 섹터로 탐색하여 그 재할당섹터를 억세스하게 
된다. 그런다음 다시 원래의 트랙으로 이동하여 디펙섹터의 다음 섹터부터 억세스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런데 종래와 같이 트랙에 디펙들이 있게 되면 상기 디펙들에 대응된 재할당섹터들을 각각 억세스하기 
위해 매번 탐색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호스트로의 데이타 전송 처리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는 드라이브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디펙이 있는 트랙의 리드/라이트(억세스)시에 탐색횟수를 줄여줌으로 드라이브
의 데이타전송 처리율(throughput)을 높여주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디펙이 있는 트랙의 엑세스 방식을 개선하여 드라이브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제
공하는데 있다.  

상기한 목적에 따라, 본 발명은, 디펙섹터 대체가능한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 상기 디펙섹터가 
있는 트랙의 억세스시 상기 디펙섹터를 제외한 부분을 먼저 억세스하고 나중에 상기 디펙섹터에 대체된 
재할당섹터를 억세스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중 동일한 구성요
소들은 가능한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
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HDD가  사용자  환경에서  디펙이  발생하게  되면  드라이브는  디스크에  마련되어  있는  예비섹터(spare 
sector)로서 디펙난 섹터를 대체 시켜준다.   

도 6은 디스크상에서 디펙섹터가 있는 트랙 및 디펙섹터에 대체된 재할당 섹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6의 (a)에서 섹터 2가 디펙이 발생되어 디펙섹터가 되는데, 그러면 드라이브에서는 재할당 영역에 있는 
(b)와 같은 섹터로서 디펙난 섹터 즉, 섹터 2를 재할당해준다. 

본 발명에서는 도 6과 같은 디펙이 있는 트랙을 억세스(리드 또는 라이트)할시에 디펙섹터으로 인한 탐색
횟수를 줄여 드라이브의 데이타전송 처리율을 높여주기 위해 도 7과 같이 버퍼 포인터들을 설정한다.   

도 7은 도 6과 같은 상태의 트랙에서 데이타 억세스 시퀀서 시작시 버퍼 램(도 5의 122)의 버퍼 포인터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6과 관련해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서는 해당 트랙에서 억세스 대상의 
섹터들중  디펙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섹터들을  억세스하기  위해  1차  버퍼포인터(primary  buffer 
pointer)와 2차 버퍼포인터(secondary buffer pointer)를 설정한다. 데이타 억세스 시퀀스 시작시, 1차 
버퍼포인터는 억세스 대상의 섹터들 중 첫섹터에 대응된 버퍼영역 BF0을 가리키게 설정하고 2차 버퍼포인
터는 디펙섹터(섹터2) 바로 다음 섹터에 대응된 버퍼영역 BF3을 가리키게 설정한다. 그리고 1차 버퍼포인
터의 시작어드레스와 종료어드레스도 설정해 놓는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어 흐름도이다. 도 6과 같은 트랙내 섹터들에 있는 데이타를 리드하여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하는 동작을 일예로 들어 설명한다.  하기에서는 도 5∼도 8이 참조되어 설명될 것
이다. 

도 5의 마이크로 콘트롤러 124는 DDC 120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도 8의 200단계에서 1차 버퍼포인터를 
설정하고, 버퍼램 122에 상기 1차 버퍼포인터의 시작어드레스 및 종료어드레스도 설정한다. 도 6과 도 7
로 일예를 들면, 상기 1차 버퍼포인터의 시작어드레스는 섹터0의 데이타를 저장할 버퍼영역 BF0으로 설정
되고 종료어드레스는 섹터1의 데이타를 저장할 버퍼영역 BF1로 설정된다. 그후 마이크로 콘트롤러 124는 
DDC 120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202단계에서 2차 버퍼포인터를 설정하고 2차 버퍼포인터의 시작어드레스
를 디펙섹터 다음 섹터의 버퍼영역으로 설정한다. 즉 2차 버퍼 포인터의 시작어드레스는 섹터3의 데이타
를 저장할 버퍼영역 BF3으로 설정된다. 

그후 마이크로 콘트롤러 124는 204단계에서 1차 포인터가 설정한 어드레스 크기만큼의 섹터들, 즉 섹터
0,1에 대해 리드를 수행하고 리드된 데이타를 DDC 120을 통해 버퍼램 122의 해당 버퍼영역 BF0,1에 각각 
저장한다. 그런다음 206단계에서 리드대상의 섹터가 디펙섹터가 인가를 체크하여 디펙섹터이면 208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디펙섹터를 스킵(skip)한다. 그후 210단계에서 2차 버퍼포인터의 시작어드레스에 대응된 
현 트랙상의 섹터로부터 리드를 시작하고, 리드된 데이타를 버퍼램 122에서 2차 버퍼포인터가 가리키는 
시작어드레스의 버퍼영역 BF3으로부터 저장을 시작한다. 

이후 212단계에서 리드대상의 데이타들에 대한 데이타 리드완료가 되면 마이크로 콘트롤러 124는 214단계 
및 214단계에서 디펙섹터 즉, 섹터2에 대체된 재할당 섹터로 탐색을 수행하여 상기 재할당 섹터를 리드한
다. 그후 218단계에서는 상기 재할당 섹터에서 리드된 데이타를 1차 버퍼포인터의 마지막어드레스 다음의 
어드레스가 가리키는 버퍼영역 BF2에 저장을 한다. 그후 220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리드되어 버퍼램에 저장
된 모든 데이타를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하게 된다.  

한편 호스트 컴퓨터에서 라이트할 데이타들이 버퍼램 122에 저장되었을 경우에는 전술한 데이타 리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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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과 반대의 과정으로 수행된다. 즉, 1차 버퍼포인터가 가리키는 버퍼영역의 데이타들이 해당 트랙의 
섹터에 각각 라이트되고, 그후 2차 버퍼포인터가 가르키는 버퍼영역에 데이타들이 해당 트랙의 섹터에 각
각 라이트된다. 물론 1차 버퍼포인터에서 2차 버퍼포인터로 넘어가는 동안에는 트랙상의 디펙섹터는 스킵
된다. 그후에는 1차 버퍼포인터가 가리킨 마지막 어드레스 다음의 어드레의 버퍼영역에 있는 데이타가 재
할당섹터로 라이트된다. 재할당섹터로 데이타가 라이트될 때에는 트랙탐색이 선행된다.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
서 벗어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의 범위와 특허청구의 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 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디펙이 있는 트랙의 리드/라이트(억세스)시에 탐색횟수를 줄여줌으로 드라이
브의 데이타전송 처리율(throughput)을 높여 주어 드라이브의 성능이 좋아진다. 특히 디펙 섹터가 많은 
드라이브에서는 더욱 큰 성능향상을 이룰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펙섹터 대체가능한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 

상기 디펙섹터가 있는 트랙의 억세스시 상기 디펙섹터를 제외한 부분을 먼저 억세스하고 나중에 상기 디
펙섹터에 대체된 재할당섹터를 억세스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펙섹터를 제외한 부분을 먼저 억세스시에는, 디펙섹터 이전의 섹터들을 억세스하
기 위한 1차 버퍼포인터와 디펙섹터 이후의 섹터들을 억세스하기 위한 2차 버퍼포인터가 이용됨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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