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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기록 전류 제어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ATE(Adjacent Track Erasure)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록 전류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기록 전류 제어 방법은 기록 동작에 있어서 헤드의 열팽창(thermal pole tip protrusion; TPTP)에 의한

인접트랙지움의 발생을 억제하는 기록 전류 제어 방법에 있어서, 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하여 소정의 오버슈트전

류 및 기록 전류를 상기 헤드에 인가하는 과정; 기록 동작이 개시된 후 소정의 시간동안 대기하는 과정; 및 소정의 시간이

경과된 후 상기 오버슈트전류 및 기록전류의 크기를 소정의 크기만큼 낮추어주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기록 전류 제어 방법은 기록 동작에 있어서 TPTP가 포화되었을 때 오버슈트전류 및 기록 전류의 크기를

줄여줌으로써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ATE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진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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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도 2는 일반적인 헤드의 구조를 확대하여 도시한 것이다,

  도 3a 및 도 3b는 TPTP에 의한 영향을 도식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다.

  도 4는 기록 전류의 파형을 보이는 파형도이다.

  도 5는 오버슈트전류 OSC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TPTP의 프로파일을 측정한 결과를 보이는 그래프이다.

  도 6은 ATE 헤드에 의한 기록 상태를 도식적으로 보이는 그래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기록 전류 제어 방법에 있어서 헤드의 특성을 판별하는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기록 전류 제어 방법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ATE(Adjacent Track Erasure)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록 전류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컴퓨터의 보조 기억 장치들 중의 하나로서, 자기 헤드에 의해 하드디스크의 자성체층에 기록된

데이터를 읽거내거나(read), 자성체층에 데이터를 기록해 넣는(record) 장치이다.

  현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는 기록용 자기 헤드는 금속(일반적으로 permalloy; Ni 80%/Fe 20%)을 사용하고 헤드를

지지하는 슬라이더(slider)는 비금속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 전류가 자기 헤드의 금속 코일을 통하여 흐르게 되면 주울 열이 발생하고, 이 주울열 및 금속/비금속간의 열

팽창 계수의 차이로 인하여 폴(pole) 주변 부위가 돌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TPTP(Thermal Pole Tip Protrusion)

라고 부른다.

  이러한 TPTP의 양은 i2R에 비례한다. 여기서 i는 기록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내고, R은 기록 코일의 저항을 나타낸

다. 따라서, TPTP를 줄이기 위해서는 i와 R을 줄여야 한다. R은 기록 코일의 물성에 의해 결정되는 팩터(factor)로서 헤드

의 제작과 더불어 고정되어 버리며, i는 드라이브에서 사용하는 기록 전류(write current; WC)나 오버슈트전류(Over

Shoot Current; OSC)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TPTP의 양은 i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i는 R보다 더욱 민감한 팩터이다..

  한편, 최근 들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고밀도화됨에 따라 트랙 밀도(Track Per Inch; TPI)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트랙간 간섭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설계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팩터(factor)가 되었다.

  즉, 트랙 마진(track margin)의 확보와 더불어 같은 위치에의 연속적인 기록에 의해 인접 트랙들이 지워지는 소위 ATE

(Adjacent Track Erasure) 특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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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ATE 특성을 개선하는 기록 전류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에 따른 기록 전류 제어 방법은

기록 동작에 있어서 헤드의 열팽창(thermal pole tip protrusion; TPTP)에 의한 인접트랙지움의 발생을 억제하는 기록 전

류 제어 방법에 있어서,

  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하여 소정의 오버슈트전류 및 기록 전류를 상기 헤드에 인가하는 과정;

  기록 동작이 개시된 후 소정의 시간동안 대기하는 과정; 및

  소정의 시간이 경과된 후 상기 오버슈트전류 및 기록전류의 크기를 소정의 크기만큼 낮추어주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성 및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은 오버슈트전류 및 기록 전류의 크기를 억제함에 의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ATE 특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

공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기록 동작의 개시로부터 소정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헤드의 ATE 특성에 따라 오버슈트 전

류(Over-Shoot Current ; OSC) 및 기록 전류(Write Current ; WC)를 낮추어 줌으로써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ATE 특

성을 개선한다.

  관찰에 의하면 ATE 특성은 TPTP의 크기가 포화되었을 때 현저하게 발생된다. 이러한 현상에 근거하여 본 발명은 기록

동작이 개시된 후 소정 시간이 경과되면 오버슈트전류 OSC 및 기록 전류 WC를 낮추어 줌으로써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ATE 특성을 개선한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시스템은 회전하는 하드디스크의 표면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헤드를

구비한다. 헤드는 하드디스크의 자성층을 자화시키거나 또는 자성층에 기록된 자계를 검출하는 것에 의해 데이터를 써넣

거나 읽어내게 된다.

  도 1은 일반적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일반적으로 하드디

스크 드라이브 시스템(10)은 베이스(11) 상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며 정보가 기록되는 하드디스크(20)와, 정보의 기록 및

읽기를 위해 헤드(50)를 하드디스크(20) 상의 원하는 트랙 위치로 이동시키는 헤드 이송장치를 구비한다. 여기서, 하드디

스크(20)는 정보가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22)과, 이 하드디스크(20)의 회전이 정지될 때 헤드(50)가 파킹 되도록 마련된

파킹 영역(21)으로 구분되어 있다.

  헤드 이송장치는 헤드(50)가 탑재되며 베이스(11)상에 마련된 회동축(34)을 중심으로 회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헤드 조립

체(30)와, 헤드 조립체(30)를 전자기력에 의해 회동시키기 위한 구동부(40)를 구비한다.

  헤드 조립체(30)는 회동축(34)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액추에이터 암(32)의 단부에 결합되는 서스펜션(31)과, 하드디

스크(20)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하드디스크(20)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읽기 위한 헤드(미도시)를 구비하며 서스펜션(31)

에 설치되는 헤드 슬라이더(5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헤드 슬라이더(50)는 서스펜션(31)에 의해 하드디스크(20)쪽으로 바이어스되어 있으며, 하드디스크(20)가 회전하기 시

작하면 하드디스크(20)의 회전에 의해 발생되는 공기동압에 의해, 하드디스크(20)에 대하여 일정한 높이로 부상한 채로

비행(flying)하게 된다. 이때, 헤드 슬라이더(50)가 부상한 채로 비행하는 높이(이하, 비행 높이(Flying Height) ; FH)는 서

스펜션(31)의 하중(load)과, 하드디스크(20)의 회전에 따른 공기 흐름(air flow)에 의한 양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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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비행 높이는 하드디스크(20)가 회전하는 동안 헤드 슬라이더(50)가 하드디스크(20)에 대하여 부상한 채로 비행

할 때, 자기 헤드 슬라이더(50)의 선단 쪽에 마련되어 읽기 센서 즉, 자기 저항 헤드와 하드디스크(20)의 표면 사이의 간격

(gap)이다. 또한, 하중이란 서스펜션(31)에 의해 발휘된 힘을 말한다.

  도 2는 일반적인 헤드의 구조를 확대하여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자기 헤드(70)는 재생을 위한 자기저항헤드

(74)와, 기록을 위한 유도기록헤드를 포함하고 있다. 자기저항헤드(74)는 하드디스크(20)에 기록된 자기신호를 감지하여

읽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유도기록헤드는 하드디스크(20)의 자성층을 자화시키기 위한 누설 자석을 형성하기 위하여 일정

한 간격으로 분리되어 있는 탑 폴(top pole:71) 및 바텀 폴(bottom pole:72) 그리고 전류가 공급됨에 따라 자계가 발생되

는 기록용 코일(73)을 구비하여, 원하는 신호를 하드디스크(20)에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의 하드디스크(20)는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TPI(Track per Inch)를 증가시키고 트랙의 폭(W)을 줄이

는 추세에 놓여져 있다.

  하드디스크(20)의 트랙 폭을 줄이려면, 거기에 자기신호를 기록하는 유도 기록 헤드의 폭도 트랙폭의 감소에 맞춰서 줄

여주어야 하며, 좁아진 트랙에 적힌 자기 신호를 읽어내기 위해서 헤드(70)의 비행 높이(FH)도 낮출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헤드(70)의 비행 높이(FH)를 낮추게 되면 헤드(70)와 하드디스크(20)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서 ATE 특성을 바

람직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ATE 특성이 나쁜 헤드의 경우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도 3a 및 도 3b는 TPTP에 의한 영향을 도식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다. 도 3a에 도시된 것은 재생 동작을 수행할 때의

상태를 보이는 것이고, 도 3b는 기록 동작을 수행할 때의 상태를 보이는 것이다. 도 3b를 참조하면 도 3a에 도시된 것에 비

해 기록 폴이 돌출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 폴의 돌출은 비금속으로 구성된 헤드 슬라이더(50)와 헤드

(70) 사이의 열팽창 계수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TPTP의 양은 I2R에 비례한다. 여기서 i는 기록 전류를 나타내고, R은 기록 코일의 저항을 나타낸다. 따라서,

TPTP를 줄이기 위해서는 i와 R을 줄여야 한다.

  도 4는 기록 전류의 파형을 보이는 파형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에 있어서, 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의 값이 바뀌는 곳에

서 오버슈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4에 있어서 오버슈트 성분을 제공하기 위한 전류를 오버슈트전류

(Over Shoot Current ; OSC)라 한다.

  기록 전류는 자계의 세기를 보자력 근처에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오버슈트전류는 기록을 위한 자계의 방향이 전환되

는 위치에서 자계의 세기를 보자력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트리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록 동작에 있어서 TPTP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록 전류 WC 및 오버슈트전류 OSC가 된다.

  도 5는 오버슈트전류 OSC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TPTP의 프로파일을 측정한 결과를 보이는 그래프이다. 도 5에 있어서

종축은 TPTP의 크기를 나타내며, 횡축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도 5에는 오버슈트전류 값이 0(a), 1(b), 5(c), 10(d),

15(e), 20(f), 25(g) 및 30(h)인 경우에 TPTP의 크기를 [nm]단위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0, 1, 2,,,,등은 스텝 값을 말

하며, 예를 들면 오버슈트전류는 최저값과 최고값 사이에서 32스텝으로 제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5에 있어서 b 곡선

은 1스텝 즉, 오버슈트전류를 최저값에서 1스텝만큼 높은 값으로 설정했을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TPTP의 변화를 보인

다.

  도 5를 참조하면, 오버슈트전류의 값이 커질수록 TPTP의 크기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에 의하면 오버슈

트전류를 4스텝 변화시킴에 따라 TPTP는 10Å정도 발생하며, 통상 FH가 100Å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오버슈트전류의 4

스텝 변화에 대해 약 10%정도 FH가 감소하는 것이며, TPTP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도 6은 ATE 헤드에 의한 기록 상태를 도식적으로 보이는 그래프이다. 도 6에 있어서 종축은 트랙 번호를 나타내고, 횡축

은 섹터 번호를 나타낸다. 도 6에서 각각의 트랙 번호들이 51633, 51634, 그리고 51635인 3개의 트랙들이 도시되며, 가

운데 트랙(트랙번호 #51634인 트랙)이 테스트되는 트랙이고, 위아래의 트랙들(트랙번호가 각각 #51633, #51635인 트랙

들)이 인접트랙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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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도 6에 있어서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의 순서로 섹터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이며, 우측으로 갈수록 기록 시간이 더

경과된 것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각각의 트랙들에 있어서 흰 색의 점들로 보여지는 것은 에러가 없는 부분이고, 회색으로

보여지는 것은 몇 번의 리트라이 동작에 의해 읽혀지는 부분이며, 검은 색으로 보여지는 것은 에러에 의해 읽혀질 수 없는

부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검은 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즉, ATE에 의해 에러가 발생되는 부

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해 ATE 헤드에 의해 기록하는 경우 기록 동작이 개시되고 나서 시간이 경과될수

록 ATE의 영향에 의해 지워지는 트랙들이 늘어나고, 기록 동작의 후반에는 트랙들이 거의 모두 지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ATE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TPTP의 크기가 포화된 이후의 오버슈트전류 및 기록전류의 크기

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기록 전류 제어 방법에 있어서 헤드의 특성을 판별하는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먼저, 최적의 오버슈트전류 o-OSC 및 기록 전류 o-WC를 결정한다.(s702)

  구체적으로 테스트 대상이 되는 트랙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기록된 데이터를 읽어내어 소정의 에러율 BER(Bit Error

Rate)를 만족하는 최적의 오버슈트전류 OSC 및 기록 전류 WC를 결정한다

  s702과정에서 결정된 최적의 오버슈트전류 o-OSC 및 기록 전류 o-WC를 사용하여 헤드의 ATW(Adjacent Track

Write) 테스트를 수행한다.(s704)

  구체적으로 테스트 대상이 되는 트랙의 양 옆의 트랙들에 소정 횟수만큼 반복하여 데이터를 기록하고, 테스트 대상이 되

는 트랙에 기록된 데이터를 읽어내어 에러의 개수를 계수한다. 이때, 리트라이 횟수 및 에러 정정 코드의 한계를 통상의 것

보다 낮게 설정한다.

  에러의 개수를 소정의 임계값 A와 비교한다. (s706) 여기서, 에러의 개수는 ATE의 정도를 나타내게 되고, 임계값 A는

ATE 헤드의 여부 즉 ATE 특성이 나쁜 헤드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값이다.

  S706과정에서 에러의 개수가 A보다 같거나 크다면 ATE 헤드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인 헤드(Normal head)인 것으

로 판정된다.

  ATE 헤드라면 기록 동작시의 오버슈트전류 OSC 및 기록 전류 WC를 제어하게 된다.(s708) 즉, ATE 헤드라면 TPTP가

포화되었을 때 오버슈트전류 OSC 및 기록 전류 WC의 크기를 소정의 크기만큼 낮추어줌에 의해 ATE의 발생을 억제하게

된다. 한편, 정상적인 헤드인 경우에는 TPTP가 포화되더라도 ATE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오버슈트전류 OSC 및 기록

전류 WC의 크기를 낮추어주지 않아도 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기록 전류 제어 방법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기록 동작이 개시되면 제1기록전류 WC1 및 제1오버슈트전류 OSC1을 인가한다. 이 제1기록전류 WC1 및 제1오버슈트

전류 OSC1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동작 환경에 따라 최적값으로 설정된 것일 것이다.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의 동작 온도에 따라 설정된 것일 수 있다.

  이후 N시간이 경과되면 즉, TPTP가 포화되는 시점에서 제2기록전류 WC2 및 제2오버슈트전류 OSC2을 인가한다. 여기

서,

  WC2 = WC1 - m,

  OSC2 = OSC1 - m'를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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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경과시간 N은 TPTP가 포화되는 시점에 상응하며, 그 값은 개개의 헤드마다 다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록 헤드

의 코일 턴(turn)수, 인덕턴스, 프리앰프의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제조 공정단계에서 미리 측정되고 사용자 환경

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메인티넌스 실린더(maintenance cylinder) 등에 저장된다.

  예를 들어 경과 시간 N은 복수의 헤드들에 대해 ATE가 포화되는 시간을 검출하고 검출된 시간들의 평균값을 산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거나 혹은 각각의 헤드마다 ATE가 포화되는 시간을 검출함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헤드마다 ATE 특성이 다르므로 m 및 m'의 값도 헤드마다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을 위하여 헤드의 ATE 특

성도 제조 공정에서 미리 검사된다. 검사 결과 헤드의 ATE 특성에 따라 m 및 m'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헤드의 ATE 특

성을 결정하는 것은 도 7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 있다.

  Normal 헤드라면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기록 동작이 개시될 때 인가되는 오버슈트전류 OSC 및 기록 전류 WC를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그대로 유지한다.(s710)

  그 이유는 Normal 헤드인 경우에는 TPTP의 크기가 포화되더라도 ATE 헤드에 비해 ATE가 그다지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 동작에서 오버슈트전류 OSC 및 기록 전류 WC를 감소시키지 않아도 좋기 때문이다.

  여기서, ATE 헤드에서 오버슈트전류 OSC 및 기록 전류를 WC를 조절하는 정도는 s704과정에서 계수된 에러의 개수 A

를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될 수도 있다. 설정된 기록 전류 제어 파라미터들을 디스크의 메인티넌스 실린더에 기록되고, 사

용자 조건에서 참조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기록 전류 제어 방법은 기록 동작에 있어서 TPTP가 포화되었을 때 오버슈트전류 및 기록 전류의 크기를

줄여줌으로써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ATE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진다.

  본 발명에 따른 기록 전류 제어 방법에 의하면 헤드의 ATE 특성에 따라 기록 전류 제어 파라미터를 부여함으로써 하드디

스크 드라이브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기록 전류 제어 방법에 따르면 과도한 오버슈트전류(OSC) 및 WC에 의한 헤드 수명의 단축 및 헤드 신뢰

성의 저하를 개선하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수명 및 신뢰도를 개선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록 동작에 있어서 헤드의 열팽창(thermal pole tip protrusion; TPTP)에 의한 인접트랙지움의 발생을 억제하는 기록

전류 제어 방법에 있어서,

  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하여 소정의 오버슈트전류 및 기록 전류를 상기 헤드에 인가하는 과정;

  기록 동작이 개시된 후 소정의 시간동안 대기하는 과정; 및

  소정의 시간이 경과된 후 상기 오버슈트전류 및 기록전류의 크기를 소정의 크기만큼 낮추어주는 과정을 포함하는 하드디

스크 드라이브의 기록 전류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오버슈트전류 및 기록 전류를 낮추어주는 정도는 상기 헤드의 인접트랙지움(Adjacent Track Erasure;

ATE) 특성에 의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기록 전류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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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시간은 상기 헤드의 TPTP의 크기가 포화되는 시간에 상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드디

스크 드라이브의 기록 전류 제어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시간은

  복수의 표본 헤드들에 대해 ATE가 포화되는 시간을 검출하는 과정; 및

  상기 검출된 시간들의 평균값을 산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기록 전

류 제어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시간은

  헤드마다 ATE가 포화되는 시간을 검출함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기록 전류 제어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의 ATE 특성을 측정하는 과정; 및

  측정된 ATE 특성에 상응하여 상기 헤드에 대하여 오버슈트전류 및 기록전류의 크기를 낮추어주는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

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기록 전류 제어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ATE 특성을 측정하는 과정은

  테스트 대상이 되는 트랙의 양 옆의 트랙들에 소정 횟수만큼 반복하여 데이터를 기록하는 과정;

  상기 테스트 대상이 되는 트랙에 기록된 데이터를 읽어내어 에러의 개수를 계수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상기 에러의 개수에 상응하여 상기 오버슈트전류 및 기록전류의 크기를 낮추어주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기록 전류 제어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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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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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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