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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스크 드라이브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 및 그 방법을사용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요약

디스크 드라이브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어드레스 변환 방법은 헤드별 데이터 전송

속도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헤드의 데이터 전송속도가 높은 물리 어드레스를 상대적으로 낮은 논리 어드레스에 맵핑함으

로써 디스크 드라이브의 물리 어드레스들과 논리 어드레스들을 맵핑하는 과정 및 디스크 드라이브의 논리 어드레스를 맵

핑에서 대응하는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헤드의 변경시점마다 발생하는 데이터 전

송속도의 변화를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HDD의 평면도이다.

도1b는 도1a의 HDD에 관한 전기 회로의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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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a는 헤드별 특성이 상이한 일반적인 HDD에서 헤드별 데이터 전송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2b는 종래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을 사용한 도2a의 HDD에서 순차적 판독/기록 동작의 결과이다.

도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스 변환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4는 도3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을 사용한 도2a의 HDD에서 순차적 판독/기록 동작의 결과이다.

도5a 및 도5b는 실제 성능 테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래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 및 도4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을 테스

트한 결과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스크 드라이브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 및 그 디스크 드라이브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헤드별 특성

이 상이한 디스크 드라이브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 및 그 방법을 사용하는 디스크 드라이브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HDD는 복수의 헤드들을 구비한다. 각 헤드는 대응하는 하드 디스크 표면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판독한다.

하드 디스크 표면에는 복수의 트랙들이 동심원 형상으로 존재한다. 트랙은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구획이다. 하드 디스크

표면의 최외주 트랙으로부터 내주를 향해 순서대로 0, 1, …과 같이 트랙 번호가 할당된다.

연속하는 복수의 트랙들은 존(zone)을 형성한다. 하드 디스크 표면은 복수의 존들로 구성된다. 최외각 존으로부터 순서대

로 존0, 존1, …이 된다.

HDD는 복수의 하드 디스크들이 겹쳐져서 구성될 수 있다. 이때, 각 하드 디스크에서의 동일 번호 트랙들은 원통형으로 배

치된다. 이것을 실린더라고 한다. 각 실린더에는 트랙 번호와 같은 번호가 할당된다. 즉, 최외주 실린더로부터 순서대로 실

린더0, 실린더1, …이 된다. 따라서, 트랙은 대응하는 헤드 번호와 실린더 번호로부터 특정될 수 있다.

각 트랙은 복수의 섹터들로 분할된다. 하드 디스크에 대한 통상의 데이터 판독/기록 동작은 섹터 단위로 행해진다.

섹터를 어드레스(address)하는 방식으로서 CHS(Cylinder Head Sector) 방식이 있다. CHS 방식은 실린더, 헤드, 섹터의

순서대로 물리 어드레스(Physical Address)를 지정함으로써 원하는 데이터에 엑세스하는 어드레스 방식이다.

CHS 방식에서 HDD에 대한 호스트가 지정할 수 있는 CHS 파라미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논리 블록 어드레스

(Logical Blocd Address: LBA)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LBA 방식은 실린더 번호, 헤드 번호, 섹터 번호를 0으로부터 시작

되는 논리적 일련번호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LBA 방식의 HDD는 LBA를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함으로써 원하는 데이터에 엑세스한다. HDD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은

LBA를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한편, HDD를 구성하는 복수의 헤드들에 있어서 헤드별 특성은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여기서, 헤드별 특성이란 헤드별 인

치당 비트수(Bit Per Inch), 헤드별 인치당 트랙수(Track Per Inch), 헤드별 트랙수 및 헤드별 트랙당 섹터수 등이다. 그러

므로, 헤드별 데이터 전송속도가 동일하다. 따라서, 종래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은 헤드별 데이터 전송속도를 고려하지 않

았다.

그러나, HDD는 헤드별 특성이 상이하도록 제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의 HDD 내에서 헤드별 데이터 전송속도가 상

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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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별 특성이 상이한 HDD에 종래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을 사용하면 헤드별 전송속도의 차이로 인하여 헤드의 변경시점

마다 데이터 전송속도의 굴곡이 생긴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순차적 판독/기록(SEQUENTIAL READ/WRITE)

동작시 데이터 전송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하는 현상이 생긴다.

종래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에 의하면 헤드별 특성이 상이한 HDD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LBA는 상대적으로 데이터 전송속

도가 낮은 헤드의 물리 어드레스로도 변환될 수 있다.

그런데, HDD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낮은 LBA에서 HDD를 테스트한다. 그리고, OS(Operating

System)에서 자주 사용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디렉토리, FAT(File Allocation Table) 등은 대부분 낮은 LBA에 위치한

다.

따라서, 종래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은 헤드별 특성이 상이한 HDD에서의 성능 테스트 및 OS 구동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헤드별 데이터 전송 속도가 상이한 디스크 드라이브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에 있어

서, 헤드별 데이터 전송 속도를 고려하여 물리 어드레스들과 논리 어드레스들을 맵핑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속도의 변화를

감소시키는 어드레스 변환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헤드별 데이터 전송 속도가 상이한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 헤드별 데이터 전

송속도에 기초하여 논리 어드레스를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속도의 변화를 감소시키는 디스크 드라이

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스 변환 방법은, 헤드별 데이터 전송 속도에 기초

하여 상대적으로 헤드의 데이터 전송속도가 높은 물리 어드레스를 상대적으로 낮은 논리 어드레스에 맵핑함으로써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의 물리 어드레스들과 논리 어드레스들을 맵핑하는 과정 및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의 논리 어드레스를 상

기 맵핑에서 대응하는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개별적으로 결정

되는 복수의 헤드들 및 상기 헤드별 데이터 전송 속도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논리 어드레스를 상대적으로 헤드의 데

이터 전송 속도가 높은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1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의 평면도이다. 도1a를 참조하면, HDD(100)는 스핀들 모

터(spindle motor)(104)에 의해 회전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기 디스크들(102)을 포함할 수 있다.

스핀들 모터(104)는 HDD(100)의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106)에 장착될 수 있다. HDD(100)는 디스크들(102)을

싸는 커버(108)를 더 포함할 수 있다.

HDD(100)는 복수의 헤드들(110)을 포함할 수 있다. 각 헤드(110)는 회전 디스크(102)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각 헤드(20)

는 디스크들(102)의 자기장들을 자화하고 감지하는 분리된 기록 및 판독 소자들(둘 다 미도시)을 구비할 수 있다.

각 헤드(110)는 플렉슈어(flexure)(112)에 장착되어 헤드 짐벌 어셈블리(Head Gimbal Assembly: HGA)를 형성하여 수

평이 유지될 수 있다. 플렉슈어(112)는 액튜에이터 암(actuator arm)(114)에 부착되고, 액튜에이터 암(114)은 베어링 어

셈블리(116)에 의해 베이스 플레이트(106)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다.

복수의 헤드들(110)에 있어서 헤드별 특성은 각각 개별적이다. 즉, 헤드별 인치당 비트수(Bit Per Inch), 헤드별 인치당 트

랙수(Track Per Inch), 헤드별 트랙수 및 헤드별 트랙당 섹터수 등은 각 헤드에 대하여 개별적이다. 그러므로, 헤드별 데

이터 전송속도가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헤드별 특성은 디스크(102)의 시스템 실린더에 기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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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코일(118)은 자석 어셈블리(120)에 연결되어 보이스 코일 모터(VCM)를 생성한다. 보이스 코일(118)에 전류를 제

공하는 것은 액튜에이터 암(114)을 회전시키는 토크(torque)를 생성하고 헤드들(110)이 디스크들(102)의 표면들을 가로

질러 이동하게 한다.

HDD(100)는 인쇄 회로 기판(printed circuit board) 어셈블리(124)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인쇄 회로 기판 어셈블리(124)

는 인쇄 회로 기판(128)에 연결된 복수의 집적회로들(126)을 포함할 수 있다. 인쇄 회로 기판(128)은 전선들(미도시)에 의

하여 보이스 코일(118), 헤드들(110), 및 스핀들 모터(104)에 연결된다.

도1b는 도1a의 HDD(100)에 관한 전기 회로의 개략도이다. 도1b를 참조하면, 회로(150)는 헤드(110)에 연결되는 전치-

증폭 회로(152)를 포함할 수 있다. 전치-증폭 회로(152)는 판독/기록 채널 회로(162)에 연결된 판독 데이터 채널(154) 및

기록 데이터 채널(156)을 갖는다.

전치-증폭 회로(152)는 또한 제어부(164)에 연결된 판독/기록 인에이블 게이트(160)를 갖는다. 데이터는 판독/기록 인에

이블 게이트(160)를 인에이블함으로써 디스크(102)상에 기록되거나 디스크(102)로부터 판독될 수 있다.

판독/기록 채널 회로(162)는 각각 판독 및 기록 채널(166, 168)을 통하여, 그리고 각각 판독 및 기록 게이트(170, 172)를

통하여 제어부(164)에 연결된다. 판독 게이트(170)는 데이터가 디스크(102)로부터 판독되어야 할 때 인에이블된다. 기록

게이트(172)는 디스크(102)에 데이터를 기록할 때 인에이블되어야 한다.

제어부(164)는 소프트웨어 루틴에 따라서 동작하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루틴은 디스

크(102)로부터 데이터를 기록하고 판독하는 루틴을 포함한다.

판독/기록 채널 회로(162)와 제어부(164)는 또한 HDD(100)의 보이스 코일 모터와 스핀들 모터(104)를 제어하는 모터 제

어 회로(174)에 연결될 수 있다.

제어부(164)는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176)에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176)는 읽기

용 기억 장치("ROM")일 수 있다.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176)는 제어부(164) 및 HDD(100)를 동작시키는 명령어들

을 저장할 수 있다. 양자택일로, 제어부(164)는 HDD(100)를 동작시키는 펌웨어를 가질 수 있다.

도2a는 헤드별 특성이 상이한 일반적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ard Disk Drive: HDD)에서 헤드별 데이터 전송속도를 나

타내는 그래프이다. 도2a를 참조하면, 존0 내지 존3는 디스크 표면의 존들 중에서 일부의 존들이다. 헤드0는 디스크의 한

표면에 대응하는 헤드이고, 헤드1은 디스크의 다른 표면에 대응하는 헤드이다. 존 번호와 헤드 번호는 물리 블록 어드레스

(Physical Block Address: PBA)를 형성한다.

존0에서 헤드별 데이터 전송속도를 비교하면, 헤드0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60000 KBytes/s, 헤드1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53000 KBytes/s으로 각각 다르다. 존1에서 헤드별 데이터 전송속도를 비교하면, 헤드0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55000

KBytes/s, 헤드1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48000 KBytes/s으로 각각 다르다. 존2와 존3에서도 헤드들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각각 다르다.

이것은 헤드별 특성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헤드별 특성은 인치당 비트수(Bit Per Inch), 헤드별 인치당 트랙

수(Track Per Inch), 헤드별 트랙수 및 헤드별 트랙당 섹터수 등이다. 이것들 중에서 특히 헤드별 트랙당 섹터수는 헤드별

데이터 전송 속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도2a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존0, 헤드0)의 60000 KBytes/s, (존1, 헤드0)의 55000 KBytes/

s, (존0, 헤드1)의 53000 KBytes/s, (존2, 헤드0)의 50000 KBytes/s, (존1, 헤드1)의 48000 KBytes/s, (존3, 헤드0)의

45000 KBytes/s, (존2, 헤드1)의 44000 KBytes/s, (존3, 헤드1)의 41000 KBytes/s, …이다.

따라서, PBA를 데이터 전송 속도가 높은 것부터 나열하면, (존0, 헤드0), (존1, 헤드0), (존0, 헤드1), (존2, 헤드0), (존1,

헤드1), (존3, 헤드0), (존2, 헤드1), (존3, 헤드1), …이다.

그러나, 종래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은 헤드별 데이터 전송 속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종래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에 따르면

단순히 (존0, 헤드0), (존0, 헤드1), (존1, 헤드0), (존1, 헤드1), (존2, 헤드0), (존2, 헤드1), (존3, 헤드0), (존3, 헤드1),

…의 순서에 따라 논리 블록 어드레스(Logical Block Address: LBA)가 오름차순으로 맵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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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b는 종래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을 사용한 도2a의 HDD에서 순차적 판독/기록(SEQUENTIAL READ/WRITE) 동작의

결과이다. 도2b에서, 가로축은 순차적인 LBA들이고, 세로축은 헤드의 데이터 전송속도이다.

도2b를 참조하면, LBA 00000 내지 09999에서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60000 KBytes/s이다. 그리고, 헤드가 변경되는

LBA 10000 내지 19999에서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LBA 00000 내지 09999에서의 데이터 전송속도보다 낮은 53000

KBytes/s이다.

그러나, 다시 헤드가 변경되는 LBA 20000 내지 29999에서 데이터 전송속도는 LBA 10000 내지 19999에서의 데이터 전

송속도보다 높은 55000 KBytes/s이다. 그리고, 도1b의 그래프는 그 이후의 영역들에 있어서도 굴곡진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종래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에 의하면 순차적 판독/기록(SEQUENTIAL READ/WRITE) 동작시 데이터 전송 속도

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도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스 변환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3을 참조하면,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헤드별 트랙

당 섹터수가 분류된다(S310). 헤드별 트랙당 섹터수는 헤드별 데이터 전송 속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트

랙당 섹터수가 많을수록 헤드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빨라진다.

헤드별 트랙당 섹터수에 기초하여 디스크 드라이브의 물리 어드레스들과 논리 어드레스들이 맵핑된다(S320). 이때, 상대

적으로 헤드의 트랙당 섹터수가 많은 물리 어드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논리 어드레스에 맵핑된다. 즉, 상대적으로 헤드의

데이터 전송속도가 높은 물리 어드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논리 어드레스에 맵핑된다.

예를 들어, 도2a와 같은 헤드별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갖는 HDD에서 (존0, 헤드0), (존1, 헤드0), (존0, 헤드1), (존2, 헤드0)

, (존1, 헤드1), (존3, 헤드0), (존2, 헤드1), (존3, 헤드1), …의 순서에 따라 LBA가 오름차순으로 맵핑된다.

도4는 도3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을 사용한 도2a의 HDD에서 순차적 판독/기록 동작의 결과이다. 도4를 참조하면, LBA

00000 내지 09999에서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60000 KBytes/s이다. 헤드가 변경되는 LBA 10000 내지 19999에서의 데

이터 전송속도는 LBA 00000 내지 09999에서의 데이터 전송속도보다 낮은 55000 KBytes/s이다.

그리고, 다시 헤드가 변경되는 LBA 20000 내지 29999에서 데이터 전송속도는 LBA 10000 내지 19999에서의 데이터 전

송속도보다 낮은 53000 KBytes/s이다. 도4의 그래프는 그 이후의 영역들에 있어서도 일정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도2b와 같이 종래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을 사용했을때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현상이 해소

된다.

다시 도3을 참조하면, 표2와 같은 맵핑 테이블이 디스크 드라이브의 시스템 실린더에 기록된다(S330).

상기 과정들(S310 내지 S330)은 디스크 드라이브의 제조 공정 중에 수행될 수 있다.

디스크 드라이브에 전원이 인가되면 디스크 드라이브는 시스템 실린더에 기록된 맵핑 테이블을 메모리에 업로드한다

(S340). 그리고, 디스크 드라이브는 논리 어드레스를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할 필요가 있을 때, 논리 어드레스를 업로드된

맵핑 테이블에서 대응하는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한다(S350).

도5a 및 도5b는 실제 성능 테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래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 및 도4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을 테스

트한 결과이다. 도5a는 종래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을 테스트한 결과이고, 도5b는 도4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을 테스트한

결과이다. 도5a 및 도5b에서 가로축은 LBA이고 세로축은 헤드의 데이터 전송속도이다.

도5a에서 종래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을 사용하면 심한 굴곡들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도5b에서 도4의 어드

레스 변환 방법을 사용하면 심한 굴곡들이 형성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물리 어드레스들과 논리 어드레스들의 맵핑 테이블을 생성함에 있어서, 헤드별 트랙당 섹터수 이외에도 헤드별 데이터 속

도를 결정하는 다른 헤드별 특성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헤드별 데이터 속도를 직접 측정하고, 측정 결과에 기초하여

맵핑 테이블을 생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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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헤드별 특성이 상이한 HDD에서 헤드의 변경시점마다 발생하는 데이터 전송속도의

변화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순차적 판독 기록/동작시 데이터 전송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하는 현상이 해소된다.

또한, 헤드의 데이터 전송속도가 높은 물리 어드레스에 낮은 LBA를 맵핑시킹으로써 HDD의 성능 테트스 및 OS 구동에 있

어서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헤드별 데이터 전송 속도가 상이한 디스크 드라이브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에 있어서,

상기 헤드별 데이터 전송 속도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헤드의 데이터 전송속도가 높은 물리 어드레스를 상대적으로 낮은

논리 어드레스에 맵핑함으로써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의 물리 어드레스들과 논리 어드레스들을 맵핑하는 과정;및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의 논리 어드레스를 상기 맵핑에서 대응하는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어드레스 변환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맵핑 과정은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헤드별 트랙당 섹터수를 분류하는 과정;및

상기 헤드별 트랙당 섹터수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헤드의 트랙당 섹터수가 많은 물리 어드레스를 상대적으로 낮은 논리

어드레스에 맵핑함으로써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의 물리 어드레스들과 논리 어드레스들을 맵핑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어드레스 변환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변환 과정은

상기 맵핑에 따른 맵핑 테이블을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에 기록하는 과정;및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의 논리 어드레스를 상기 기록된 맵핑 테이블에서 대응하는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과정을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어드레스 변환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맵핑 테이블 기록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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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스크 드라이브의 시스템 실린더에 기록함을 특징으로 하는 어드레스 변환 방법.

청구항 5.

헤드별 데이터 전송 속도가 상이한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 속도가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복수의 헤드들;및

상기 헤드별 데이터 전송 속도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논리 어드레스를 상대적으로 헤드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높은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헤드별 트랙당 섹터수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논리 어드레스를 상대적으로 헤드의 트랙당 섹터수가 많은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물리 어드레스들과 논리 어드레스들을 상기 헤드별 데이터 전송 속도에 기초하여 맵핑한 맵핑 테이블이 저장된 디스크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논리 어드레스를 상기 맵핑 테이블에서 대응하는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드

라이브.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는

상기 맵핑 테이블을 시스템 실린더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전원이 인가되면 상기 디스크로부터 상기 맵핑 테이블을 다운로드하는 메모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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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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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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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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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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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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