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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기 디스크 장치 및 그 제어 방법

요약

자기 디스크 장치의 라이트 처리 시에, 고온이며 저압의 환경 하에서는 자기 헤드가 자기 디스크 매체와 접촉하여, 라이트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이 좋아지면 아무런 문제 없이 라이트 처리할 수 있어, 부주의하게 자기 디스크 매체의 일

부가 사용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자기 디스크 장치는 외부 환경의 모니터 기능을 갖고, 장치에 불리한 환경에서 저장한 데

이터를, 장치에 유리한 환경이 된 경우에, 장치가 불리한 환경에 있을 때 사용되지 않는 라이트 제한 영역으로, 옮기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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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행한다. 모니터 소자로서 온도 센서, 기압 센서, 매체의 소정 영역에 저장된 기준 신호를 소정 간격으로 판독하는 기

능 등에 의해, 외부 환경의 양호 여부를 판단한다. 외부 환경에 맞춰 설정한 정보 저장 용량이 외부 환경이 장치에 유리해

진 경우에, 확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스핀들 모터, 자기 디스크, 자기 헤드, 슬라이더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자기 디스크 매체(2)의 일례를 도시하는 평면도.

도 2는 자기 디스크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자기 디스크 매체(2)와 스핀들 모터(4)의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자기 디스크 장치(3) 및 이것을 적용한 시스템 전체의 개략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대응 정보 테이블(24)의 구성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을 적용한 자기 디스크 장치에서의 라이트 처리의 제어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라이트 제한 영역

12 : 라이트 가능 영역

13 : 데이터면

15 : 상온 상압

16 : 고온 상압 또는 상온 고압

17 : 고온 저압

24 : 대응 정보 테이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저압 환경 하에서 동작 가능한 자기 디스크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환경이 유리해진 경우에, 정보 저장 영역

이 증가하는 자기 디스크 장치의 제어 기술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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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장치의 진전에 따라, 자기 디스크 장치가 각종 제품 분야에서 이용되도록 되었다. 예를 들면, 자기 디스크 장치는 외

부 기억 장치, 가정용 퍼스널 컴퓨터, 그 밖의 전자 기기에 탑재되어 있으며, 이들 기기는 실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자기 디스크 장치는 정지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하면 좋다.

이에 대하여, 노트북 퍼스널 컴퓨터나 카 내비게이션에서는, 키보드 입력의 충격이나, 차량 주행에 따른 진동, 그 밖의 가

혹한 사용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기 디스크 장치를 둘러싼 사용 환경은, 반드시 자기 디스크 장치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차량, 소형

비행기에 탑재되는 경우에는 환경 압력이 크게 변동한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해발 3000m을 넘는 고지에서 동작하는 자

기 디스크 장치가 요구되도록 되었다.

자기 헤드를 탑재하는 슬라이더의 부상이 내려감으로써, 데이터 기록을 금지하는 제어 동작은, 기압의 저하나 온도의 상승

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동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고온이며 저압의 환경 하에서는 슬라이더와, 이것이 대향하는 자기 디스크 매체와의 「접촉」이 발생하여, 슬라이

더의 부상이 안정되지 않는다.

소정의 온도 범위를 초과하는 고온 환경 하에서, 기입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 디스크 장치를 개시하는 문헌으로서, 일

본 특개평9-245419호를 들 수 있다.

감압 환경 하에 있어서도 자기 헤드의 부상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기 헤드 슬라이더를 개시하는 문헌으로서, 일본 특개

2002-298532호를 들 수 있다.

[특허 문헌 1]

일본 특개평9-245419호 공보

[특허 문헌 2]

일본 특개2002-298532호 공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로터리 액튜에이터를 이용한 자기 디스크 장치에서는, 슬라이더를 지지하는 액튜에이터의 아암이, 회전하는 자기 디스크

매체 상을 요동한다. 그리고, 슬라이더와, 자기 디스크 매체의 회전 방향과의 사이에 소정의 각도(YAW각)가 생기므로, 슬

라이더를 자기 디스크 매체의 내주로부터 중주(中周)를 지나서 외주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요동시키면, 슬라이더의 부

상량은 YAW각 제로에 대응하는 반경 위치에서 높아지고, 그 밖의 반경 위치에서 낮아진다. 전형적으로는, 자기 디스크 매

체의 중주에서 높아지고, 내주, 외주에서 낮아진다.

한편, 저압 환경 하에서는 슬라이더의 부상량이 작아져, 자기 디스크 매체와 접촉하기 쉬워진다. 또한, 고온 환경이 되면

부상량이 작아져 슬라이더와 매체와의 접촉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로터리 액튜에이터를 이용한 자기 디스크 장치에서

는, 자기 디스크 매체의 소정의 반경 위치에서 접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데이터 기록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영역은 정보 저장으로서 이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원 발명자들은 고온이며 저압에 의해 발생한 접촉 상태가 해소되면, 그 영역을 아무런 지장없이 정보의 기록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기한 「데이터 기록을 할 수 없다」는, 접촉에 따른 RRO 성분의 증가를 오프 트랙량의 증가라고 간주하여, 제어 회로가

정보 기록을 금지하기 때문에,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접촉없이 부상한 경우에, 그 영역이 정보 기록에 적합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통상은 RRO 성분의 증가가 소정값을 초과하면, 라이트 제한 신호가 발생하여, 「데

이터 기록을 할 수 없다」는 상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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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온·저압 환경 하에서 동작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디스크 매체 상의 정보 저장 영역을 좁힌 자기 디스크 장치

라도, 반드시 고온·저압 환경 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는 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기 디스크 장치에서는 외부 환경이 저

압이 아니고, 또는 고온이 아니면, 아무런 지장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정의 영역, 예를 들면 자기 디스크 매체의 내주와 외

주가, 완전히 쓸모없게 되어 있었다.

본원 발명자들은, 정보 저장 용량이 부주의하게 감소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RRO 성분의 소정값 이

상의 정상적인 증가가, 슬라이더와 디스크 매체와의 가벼운 접촉 현상에 대응하고 있는 것, 그와 같은 RRO 성분의 정상적

인 증가에 의해 「접촉」을 검출할 수 있는 것, 기압 센서의 대체로 될 수 있는 것도 발견하였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자기 디스크 장치 자신이, 외부 환경의 모니터 기능을 갖고, 자기에게 불리한 환경에서 저장한 데이터를,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이 된 경우에, 불리한 환경에 있을 때 사용하지 않는 라이트 제한 영역으로, 옮기는 기능을 갖는다.

모니터 소자로서는, 온도 센서, 기압 센서를 이용해도 된다. 또한, 자기 디스크 매체의 소정 영역에 저장된 기준 신호를, 소

정의 시간 간격으로 판독하는 기능, 기타 환경이 저압이며 고온인 것을 의미하는 정보를 검출하는 기능에 의해, 온도 센서

등의 기능을 대체시켜도 된다. 이렇게 해서 외부 환경의 양호 여부를 자기 디스크 장치 자신이 판단한다.

불리한 조건 하에서, 종래 불사용으로 되어 있었던 영역(라이트 제한 영역)과, 불리한 조건 하에서도 기록할 수 있는 영역

(라이트 가능 영역)과, 이들의 대응 관계를 기록하는 대응 정보 테이블을 구비하여, 모니터 기능의 출력에 따라, 불리한 조

건 하에서는 라이트 제한 영역에는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고, 조건이 유리해졌을 때에 라이트 제한 영역으로 데이터를 옮기

는 제어를 행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라이트 제한 영역으로서, 예를 들면 자기 디스크 매체의 내주 또는 외주를 설정한다.

다른 실시예로서, 자기 디스크 장치의 외부로부터, 환경이 고온 또는 저압인 것을 의미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수단과, 이러

한 입력 정보로부터 환경이 자기 디스크 장치에 불리한 것, 즉 고온이며 저압을 판정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이 결과에 따

라, 상기한 제어를 행한다.

환경이 고온 또는 저압인 것을 의미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으로서, 예를 들면 카 내비게이션으로부터의 정보 입력 기능

을 들 수 있다.

카 내비게이션으로 자기 디스크 장치의 현재 위치와 해발을 인식하여, 특정한 범위에 있을 때 특정한 기압 하에 있다고 판

단한다. 또한, 각 센서로부터 직접 출력 신호를 자기 디스크 장치에 입력하여, 그 때의 기압이나 온도를 인식하여, 특정한

기압 또는 온도 범위 하에 있다고 판단한다.

다른 실시예로서, 매체의 소정 영역에 저장된 기준 신호를 소정의 시간 간격으로 판독하는 기능에 의해, 미리 판독된 기준

신호의 진폭과, 판독된 신호의 진폭을 비교하여, 일정값 이상의 증가를, 불리한 환경이라고 판단하는 기능을 갖는다.

다른 실시예로서, 자기 디스크 장치에 불리한 특정한 온도 또는 기압 하에서, 데이터의 라이트 가능 영역을 설정하는 기능

을 갖는다.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자기 디스크 매체(2)의 일례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1개의 자기 디스크 매체의 1개의 매체면 위에, 동심

원 형상으로, 내측으로부터 라이트 제한 영역(11a), 라이트 가능 영역(12), 라이트 제한 영역(11b)이 설정되어 있다. 각 영

역의 경계는 미리 정해진다.

도 2는 자기 디스크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자기 디스크 장치(3)에는 자기 디스크 매체(2), 자기 헤드(20), 스핀들 모터(4), 캐리지(6), 그 밖의 기구 부품이 있다. 데이

터를 리드 및 라이트하는 자기 헤드(20)와, 데이터를 기록하는 자기 디스크 매체(2)가 주요 부품이다. 베이스(22)의 이면

에는 전자 회로 기판이 부착되어 있다. 전자 회로 기판은 자기 디스크 장치(3)의 내부에 설치되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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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들 모터(4)에 의해 자기 디스크 매체(2)가 회전하여 정상 회전에 이르면, 회전에 의해 자기 디스크 매체(2)의 표면에

발생한 공기류가, 일정한 간격(부상량)을 유지하여 자기 헤드(20)를 부상시킨다. 자기 헤드(20)와 자기 디스크 매체(2)는,

미소한 거리를 유지하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속 수십 미터의 상대 속도로 대향하고 있어도, 서로는 손상을 주지 않는다.

캐리지(6)는 피봇(10)을 중심으로 회전 가능하게 베이스(22)에 설치되고, 보이스 코일(8)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마그네트

(7)의 자계와의 상호 작용으로 요동한다. 캐리지(6)의 선단에는 헤드 아암(5), 이 선단에 설치된 도시하지 않은 슬라이더,

슬라이더에 탑재된 자기 헤드(20)가 설치되어 있다.

캐리지(6)의 요동에 수반하여, 자기 헤드(20)가 램프(9)를 활강하여, 회전하는 자기 디스크 매체(2)의 위에서 부상하여, 임

의의 위치에 위치 결정된다. 위치 결정된 자기 헤드(20)는 자기 디스크 매체(2) 상의 소정의 도시하지 않은 트랙을 추종하

여(팔로잉), 데이터의 라이트 또는 리드를 행한다.

자기 헤드(20)가 탑재되는 슬라이더에는 자기 디스크 매체(2)와 대향하는 면에 도시하지 않은 소정의 패턴이 형성되어 있

으며, 그 일부가 부압(負壓)을 발생시킨다. 이 패턴에는 정압(正壓)을 발생하는 부분도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에 의해 발생

하는 압력의 균형과, 헤드 아암(5) 등이 슬라이더를 자기 디스크 매체(2)에 압박하는 하중과의 균형에 의해, 슬라이더가 자

기 디스크 매체(2) 상에서 부상한다.

자기 헤드(20)의 부상량은 자기 디스크 장치 내부의 기압이나 공기의 점성에 의해 결정된다. 고온 환경 하에서는 공기의

점성이 저하되어, 자기 헤드(20)가 받는 부력이 저하되므로, 부상량이 작아진다. 또한, 저압 환경 하에서는 자기 디스크 장

치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고, 자기 헤드(20)가 받는 부력이 저하되므로, 역시 부상량이 작아진다.

부상량이 작아지면, 자기 디스크 매체(2)와 자기 헤드(20)와의 접촉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안정된 부상을 할 수 없다. 이

접촉은, 자기 헤드(20)에 불필요한 진동이나 충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기 헤드(20)는 자기 디스크 매체(2)의 트랙을,

소정의 범위에서 팔로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팔로잉을 소정의 정밀도로 행할 수 없으면(오프 트랙), 인접하는 트랙의 정보를 덮어쓰기하여 파괴하기 때문에, 데이터 기

록이 금지된다(라이트 금지 기능).

또, 소정량의 오프 트랙을 검출하여 라이트 금지를 하는 기능은, 기압 저하에 한정되지 않고, 물리적 충격을 계기로 발휘된

다.

여기서는, RRO 성분의 소정값 이상의 정상적인 증가를 슬라이더와 디스크 매체가 가볍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서 검출하

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슬라이더가 윤활제를 통해 자기 디스크 매체와 접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기 디스크 장치(3)는 피봇(10)을 회전 중심으로 하는 로터리 액튜에이터를 채용하고 있다. 이 액튜에이터의 요동에 따

라, 자기 헤드(20)를 탑재하는 슬라이더와, 자기 디스크 매체(2)의 접선 방향의 기울기(YAW각)가 변화한다.

YAW각을 자기 디스크 매체(2)의 어떤 반경 위치에서 제로로 할지는 설계적 사항이다. 통상은 자기 디스크 장치의 액세스

가능한 자기 디스크 매체(2)의 내주로부터 외주에서, 슬라이더의 부상량이 일정하게 되도록, 매체(2)의 중주에서 제로가

되도록 설계한다. 이 때문에, 부상량은 매체(2)의 중주 부근에서 높아지고, 외주 및 내주에서 낮아진다.

도 3은 자기 디스크 매체(2)와 스핀들 모터(4)의 단면도이다. 매체(2)의 반경 위치에 대한 자기 헤드(20)의 부상 프로파일

을, 온도와 기압을 파라미터로 하여 점선으로 나타내고 있다. 상온·상압(15), 고온·상압 또는 상온·고압(16), 고온·저압(17)

이다.

자기 디스크 매체(2)의 반경 위치에서, 최내주로부터 소정의 폭(11a), 최외주로부터 소정의 폭(11b)은 정보의 기록을 제한

하는 영역(이하, 라이트 제한 영역이라고 함)이다. 또한, 이들을 제외한 중앙 부분(12)은 정보의 기록을 제한없이 행하는

영역(이하, 라이트 가능 영역이라고 함)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자기 디스크 장치(3) 및 이것을 적용한 시스템 전체의 개략을 예시한다. 메모리(33)를 내장하고, 자기 디

스크 매체(2)를 이용하여 호스트(1)에 결합한 시스템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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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33)는 자기 디스크 장치(3)의 CPU(31)의 외부 메모리이어도, 캐쉬 메모리이어도 된다. 또한, 이 시스템은 상위 장

치인 호스트(1)와, 외부 기억 장치로서의 자기 디스크 장치(3)를 갖고 있다.

이 구성은, 소위 대형 계산기 시스템의 상위 장치로서의 호스트(1)와, 외부 기억 장치로서의 자기 디스크 장치(3)이어도 된

다.

자기 디스크 장치(3)는 마이크로 프로세서(31), 하드디스크 컨트롤러(32), 메모리(33), 리드 라이트 채널(34), 리드 라이트

IC(35), 기압 온도 센서(36), 자기 디스크 매체(2)를 주요 구성 요소로 하며, 이들 이외의 기구 부분도 갖고 있다.

센서(36)의 아날로그 출력은,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37)를 통하여, CPU(31)에 입력된다. 소정의 보상 회로(38)를 개재

시켜도 된다. 또한, 리드 라이트 채널(34)은 자기 헤드(20)에 소정의 직류 전류를 공급하는 기능 Is, 소정의 라이트 전류 Iw

를 공급하는 기능, 라이트해야 할 정보를 미리 보상하는 기능 WPC, 보상의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WPC 레지스터를 갖고

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31)는 하드디스크 컨트롤러(32), 메모리(33), 리드 라이트 채널(34)을 지배하여, 호스트(1)와 자기 디

스크 매체(2)와의 사이의 정보의 교환, 그 밖의 자기 디스크 장치(3)의 제어를 행한다. 하드디스크 컨트롤러(32)는 호스트

(1)와 자기 디스크 매체(2) 사이에 있어서, 데이터 및 커맨드의 입출력 등의 제어를 담당하고 있다. 메모리(33)는 호스트

(1)로부터 액세스된 데이터를 보유하는 영역과, 자기 디스크 매체(2)에 저장되어 있는 관리 정보인 대응 정보 테이블(24)

(도 5)을 저장하는 영역을 갖고 있다.

호스트(1)로부터의 임의의 액세스는 논리 어드레스를 지정하여 이루어져, 이것을 자기 디스크 장치(3)가 실린더 번호, 헤

드 번호, 섹터 번호, 그 밖의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하여 액세스한다.

도 5는 대응 정보 테이블(24)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테이블(24)의 정보는 자기 디스크 매체(2)의 도시하지 않은

관리 영역에 저장되어 있으며, 자기 디스크 장치(3)에 전원이 투입되면 즉시 판독되고, 메모리(33)(도 4)에 전개되어, 대응

관계의 관리에 이용된다. 테이블(24)의 정보의 판독은, 자기 디스크 매체(2)로부터 사용자의 데이터를 리드를 하기 직전,

또는 도시하지 않은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데이터의 라이트를 하기 직전에 행해도 된다. 또, 테이블(24)의 정보, 그 밖의 관

리 데이터는 자기 디스크 장치의 전원 차단 전, 또는 전원 투입 후의 소정 시간의 경과 후, 관리 영역에 보존되어, 다음의 전

원 투입 직후, 그 밖의 필요한 계기에 사용된다.

대응 정보 테이블(24)은 고온 저압 시 저장 어드레스부(41)와, 통상 저장 어드레스부(42)를 대응시켜 구비한다.

고온 저압 시 저장 어드레스부(41)는 외부 환경이 고온이며 저압 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라이트 가능 영역의 어드레스이

다. 통상 저장 어드레스부(42)는 외부 환경이 「고온이며 저압」이 아닌 경우, 자기 디스크 장치(3)에 의해, 고온이며 저압

시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동하는 곳인 라이트 제한 영역의 어드레스이다.

자기 디스크 장치(3)가 호스트(1)로부터의 데이터를 기입할 때에, 외부 환경이 자기 디스크 장치에 불리하다는 것을 검출

하면, 라이트 가능 영역에 데이터를 기입하고, 그 취지를 대응 정보 테이블(24)에 저장한다. 자기 디스크 장치(3)는 다른

기회에, 고온 저압 시의 저장 어드레스로 나타낸 데이터를, 대응하는 통상 저장 어드레스에 나타낸 라이트 가능 영역으로

이동한다. 즉, 데이터의 이동·재기입을 행한다.

상온 또는 상압의 환경 하에서는, 자기 디스크 매체(2)의 데이터면(13)(도 3) 전체를 리드 에리어 및 라이트 에리어로서 사

용한다. 한편,

1) 자기 디스크 장치(3)가 섭씨 60℃ 이상, 또는 외부 온도가 환산하여 자기 디스크 장치에서 섭씨 60℃ 이상, 또는

2) 외부 환경이 해발 2000m 이상의 기압이 된 경우, 자기 디스크 매체(2)의 내주(11a) 및 외주(11b)를 라이트 제한 영역

이라고 인식하여, 데이터의 저장을 행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전체 데이터 에리어의 15%를 내주(11a)와 외주(11b)에 할당한다. 이러한 내외주(11)는 고온 저압 환경 하에서

자기 헤드(20)와 매체(2)와의 접촉이 발생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고온 저압이어도 자기 디스크 매체(2)의 중주이면, 문제없이 데이터 라이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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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저압의 환경 하에서 어떤 영역을 라이트 가능 영역으로 할지는, 자기 헤드(2)의 부상량을 어떻게 초기 설계할지, 자기

디스크 매체(2)에 설치된 트랙의 밀도, 섹터의 포맷의 형식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기 디스크 장치(3)의 로트마다, 기종마다 일률적으로 라이트 가능 영역, 라이트 제한 영역을 설정해도 된다. 또

한, 자기 디스크 장치(3)를 고온(섭씨 60℃ 이상) 또는 저압(해발 2000m 이상에 상당하는 기압)의 환경 하에 노출하여, 장

치마다 실측하여 설정해도 된다.

도 6에, 본 발명을 적용한 자기 디스크 장치에서의 라이트 처리의 제어 흐름을 도시한다.

호스트(1)는 소정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논리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하드디스크 컨트롤러(32)에 라이트 명령을 발한다

(단계 501). 자기 디스크 장치(3)는 목적으로 하는 섹터에 자기 헤드를 씨크시키기 전에, 논리 어드레스를 물리 어드레스

로 변환하고(단계 503), 라이트 제한 영역이면 씨크한 후, 라이트 가능한지의 여부를 시도한다(단계 505).

여기서 물리 어드레스가 라이트 가능 영역이면 통상의 라이트 처리를 하면 되므로, 제어 흐름에는 도시하지 않는다.

단계 505에서 라이트 가능이면, 라이트 제한 영역에 기입하고(단계 507), 호스트로부터 다음의 명령이 있는지를 체크하여

(단계 509), 명령이 있으면 단계 503으로 되돌아간다. 명령이 없으면 라이트 처리를 종료한다.

단계 505에서 라이트 불가능이면, 자기 디스크 장치(3)는 그 물리 어드레스를 대응 정보 테이블(24)에 없는 영역의 라이트

가능 영역의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하여, 그 대응 관계를 대응 정보 테이블(24)에 등록한다(단계 511). 그리고, 라이트 가능

영역에 기입한다(단계 513). 라이트 가능 영역에 실제로 기입한 후에, 그 대응 관계를 테이블(24)에 등록해도 된다.

호스트로부터 다음의 명령이 있는지를 체크하여(단계 515), 명령이 있으면 단계 503으로 되돌아간다. 명령이 없으면, 대

응 정보 테이블(24)을 검색하고(단계 517), 등록 유무를 체크한다(단계 519).

단계 519에서 등록이 있으면 라이트 처리를 종료한다. 일반적으로는 등록이 있으며, 등록이 없지는 않아, 단계 521로는 진

행하지 않는다.

WAIT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기능은 대응 정보 테이블(24)에 대응 관계가 등록되어 있으며, 외부 환경이 통상의 기압으로 되어 있을 때, 기동한다. 또

한, 이 외에, 단순히 일정 시간의 경과에 의해 기동해도 되고, 기압 센서로부터 입력하는 신호값이 소정의 임계값을 초과한

것을 계기로 기동해도 된다.

기압 센서의 출력 신호를 감시하는 것이 직접적이지만, 자기 디스크 장치의 외부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통상의 기압인

것을 추찰해도 된다.

외부가 통상의 기압으로 되어 있으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응 관계가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 본래의 등록 정보

로는 될 수 없는 더미의 등록 정보를 초기값으로 하여, 대응 정보의 검색을 기동한다(단계 517).

이에 의해, 등록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단계 519에서 등록이 없어, 라이트 가능 영역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한다(단계 521)

. 라이트 제한 영역에, 판독한 데이터를 기입한다(단계 523). 대응 정보의 등록을 대응 정보 테이블(24)로부터 삭제하여(단

계 525), WAIT 기능을 종료한다.

또, 도 6의 개시 전에, 자기 디스크 장치의 전원이 투입되어, 소정의 초기화가 행해지는 것을 요한다.

어떤 영역을 라이트 가능 영역, 라이트 제한 영역으로 할지의 설정은, 통상은 자기 디스크 장치(3)의 제조 공정에서 행해진

다. 로트마다, 기종마다 일률적으로 설정해도 된다. 감압 분위기 속에서 개별적으로, 기압 센서나 온도 센서로부터의 신호

에 기초하여, 장치마다 설정해도 된다.

기압 저하에 의해 데이터를 기입할 수 없는 것은, 실제로 자기 디스크 매체(2)의 내주, 외주에서 발생한다. YAW각과의 관

계에서 이들 이외의 반경 위치에서도, 데이터를 기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압이 저하되어도 라이트 처리가 가

능한 영역을 라이트 가능 영역으로 설정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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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 센서나 온도 센서의 신호, 자기 디스크 장치의 외부로부터의 신호를 이용하여, 「데이터 기록을 할 수 없다」는 상태

를 직접 검출해도 된다. 그러나, RRO 성분이 소정값을 초과하면, 자기 디스크 장치가 「데이터 기록을 할 수 없다」고 인

식하기 때문에, RRO 성분에 대응하는 신호나, 오프 트랙 신호를 감시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외부 환경의 온도, 기압을 검출하기 위해서, 온도 센서, 기압 센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디스크 장치의 안팎에 있어

서의 센서의 부착 위치도 고려한다. 카 내비게이션이나 GPS의 위치 정보로부터, 그 환경에서 해발이 몇 m인지, 기타 표고

의 정보를 산출하여, 기압 정보로 바꾸어도 된다.

또한, WAIT 기능을 이용하여, 소정의 시간 경과를 대기하여, 자기 디스크 매체(2) 상의 정해진 트랙을 팔로잉하여, 그 데

이터를 판독할 때의 출력 신호의 값과, 미리 정한 출력 신호의 기준값과의 비교에 의해, 외부 환경의 변화를 추찰하여, 자

기 디스크 장치에 불리할지 유리할지를 판단해도 된다.

헤드의 부상량이 작아지면, 매체 상에 저장된 기준 신호의 재생 신호의 진폭이 커지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소정의 임

계값, 예를 들면 15%의 증가로 부상량이 작아진 것, 라이트에 적당하지 않은 것 등을 검지해도 된다. 팔로잉하는 소정의

트랙은 부상량이 작아지는 내주 또는 외주가 바람직하다.

발명의 효과

외부 환경에 맞춰 설정한 정보 저장 용량이, 설정한 외부 환경보다 자기 디스크 장치에 유리해진 경우에, 정보 저장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미리, 라이트 제한 영역, 라이트 가능 영역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디스크 장치의 동작 환경을 확장할 수 있다.

통상의 환경이면, 라이트 가능 영역에 대응하는 정보 저장 용량을 초과한 용량을 보증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기 디스크 장치에 있어서,

자기 디스크 매체와,

상기 자기 디스크 매체를 회전시키는 스핀들 모터와,

회전하는 상기 자기 디스크 매체에 대하여 정보의 기록 또는 재생을 행하는 자기 헤드를 탑재하는 슬라이더와,

상기 자기 헤드를 상기 슬라이더마다 상기 자기 디스크 매체 상에 위치 결정하는 액튜에이터와,

상기 스핀들 모터 및 상기 액튜에이터를 고정하는 베이스와,

기압을 감지하는 수단과,

상기 자기 헤드와, 외부와의 신호의 교환을 하는 인터페이스, 제어 회로, R/W 채널, 전자 회로와,

상기 액튜에이터, 상기 스핀들 모터, 상기 전자 회로의 제어를 행하는 CPU와,

베이스와 조합하여 공간을 형성하는 커버를 포함하고,

상기 자기 디스크 장치가 놓인 환경의 기압에 기초하여, 상기 자기 디스크 매체 중 적어도 2개의 영역을 구분하여 사용하

는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디스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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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기압을 감지하는 기능으로서, 오프 트랙 신호를 이용하는 자기 디스크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2개의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은, 기압이 낮고 온도가 높을 때에, 상기 슬라이더와 상기 자기 디스크 매체가 접촉

하는 영역인 자기 디스크 장치.

청구항 4.

자기 디스크 장치가 나누어 관리하는 적어도 2개의 영역을 갖는 자기 디스크 매체와, 기압을 감지하는 기능을 갖는 자기

디스크 장치의 제어 방법에 있어서,

기압이 낮을 때에, 데이터를 상기 자기 디스크 매체의 하나의 영역에 기록하는 제1 단계와,

기압이 높을 때에, 데이터를 상기 자기 디스크 매체의 다른 1개의 영역에 기록하는 제2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자기 디스크 장치의 제어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제1 단계에서 기록한 데이터를 기압이 높을 때에 상기 자기 디스크 매체의 다른 1개의 영역으로 이행하는 제3 단계를 더

포함하는 자기 디스크 장치의 제어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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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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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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