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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하드 디스크의 위치 제어에 필요한 서보 신호의 포멧 상에서 서보 
필드 내의 헤더(ID)나 서보 색터 ID 및 인덱스 등의 정보가 서로 필드 내의 다른 기록처에 함께 기록되도
록 하여 데이터 필드가 확장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관한 것으로, 헤드의 위치 제어를 위해 진폭을 검
출하여 위치 판단에 사용되는 서보 신호 즉, 버스트(BURST) P, Q, A, B에 헤더(ID)나 인덱스 그리고 서보 
섹터 ID와 같은 여러 가지 제어 정보를 기록하여 서보 버스트를 진폭(Amplitude)면에서만 사용하는데 그
치지 않고 타이밍 면(주파수 변조)에서도 사용하여 이중의 용도로 사용하여 서보 필드의 길이를 단축함으
로써, 상대적으로 데이터 필드의 길이를 늘려 HDD의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보 재생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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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필드가 확장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임베디드 서보형 하드 디스크 상의 서보 섹터에서의 서보 필드 및 ID 필드와 데이터 필드의 배치
도.

제2도는 종래의 하드 디스크 상의 헤더(ID)가 있는 서보 섹터의 포멧.

제3도는 종래의 하드 디스크 상의 헤더(ID)가 없는 서보 섹터 포멧의 제1형태(서보 섹터 ID가 있는 섹터)

제4도는 종래의 하드 디스크 상의 헤더가 없는 서보 섹터 포멧의 제2형태(서보 섹터 ID중 헤드 비트만 있
고 SSN은 없는 섹터).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하드 디스크 상의 버스트에 SSID가 포함된 서보 섹터의 포멧.

제6도는 제5도의 서보 필드의 상세한 포멧.

제7도는 제6도의 버스트부의 신호 파형도로서, 홀수 트랙에 함께 기록된 신호 및 SSID신호의 파형도.

제8도는 제6도의 버스트부의 신호 파형도로서, 짝수 트랙에 함께 기록된 버스트 신호 및 SSID 신호의 파
형도.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서보 섹터 포멧으로 형성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서보 회로의 블록도이다.

그리고 제10도 및 제11도는 ID, SSID, IDX 등의 정보가 기록된 서보 버스트의 트랙상의 위치를 나타낸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헤드                                         2 : 프리 엠프(2)

3 : AGC 앰프                                 4 : 게이트 어레이

5 : 디스크 제어기                            6 : CPU

7 : 헤드 비트 혹은 서보섹터헤더 신호처리부   8 : 보이스 코일 모터 구동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데이터 필드가 확장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에서 하드 디스크의 위치 제어에 필요한 서보 신호의 포멧 상에서 서보 필드 내의 헤더(ID)나 서보 색터 
ID 등의 정보가 서로 필드 내의 다른 기록처에 함께 기록되도록하여 데이터 필드가 확장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관한 것이다.

제1도는 임베디드 서보형 하드 디스크 상의 서보 필드 및 ID(헤더)와 데이터 필드의 배치도이다. 이 도면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드 디스크 상의 각 서보 섹터는 서보 필드와 데이터 섹터로 나뉘어진다. 데이터 
섹터는 다시 ID 필드와 데이터 필드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서보 필드에는 하드 디스크를 회전 구동(탐색
(SEEK) 및 추종(FOLLOWING))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가 기록되고, 데이터 필드에는 데이터, 즉 실제 필요
한 정보가 기록되며, ID 필드에는 헤드가 데이터 필드의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읽거나 기록할 수 있도
록 하는 정보인 ID정보(cylinder, head, sector)가 기록된다.

실제로 서보 섹터는,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포멧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2도는 종래의 하드 디스
크 서보 섹터의 포멧으로, 데이터 섹터 상에 헤더(header, ID)가 있는 서보 섹터의 포멧이다. 서보 섹터
는 서보 필드 및 데이터 섹터(ID필드와 데이터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서보 필드에는 하드 디스크의 구
동에 필요한 정보가, AGC  SYNC, SAM(servo address mark), IDX, GRAY, BURST(P, Q, A, B)의 순으로 구성
된 포멧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SYNC는 동기 신호이며, SAM(servo address mark)은 제어 신호들을 정
확하게 발생시키기 위한 시간 동기의 시점을 검출하기 위한 것이며, IDX(인덱스)는 스핀들 모터의 회전 
속도를 감시하고 한 회전 즉 한 트랙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트랙의 물리적 시작점을 나타내며, GRAY CODE
는 트랙에 관한 정보인 트랙 어드레스가 수록되어 있으며, PAD는 시간적인 마진(margin)이며, BURST(P, 
Q, A, B)는 헤드의 위치가 1트랙 중심에서 얼마나 오프 트랙되어 있는가를 검출하기 위한 신호이다. 그리
고 데이터 섹터 내의 ID 필드는 데이터 필드에 기록되는 실용 정보를 읽거나 쓰기에 필요한 정보(실린더, 
헤드, 섹트)가 기록되어 있다.

한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 hard disk drive)의 서보 방식에는 크게 디스크면들 중 한 면 전체를 
서보 정보 기록면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면들을 데이터 기록면으로 사용하는 전용 서보(dedicated servo)
방식과 디스크면들 각각에 서보 정보와 데이터 정보를 동시에 기록하는 임베디드 서보(embedded servo) 
방식이 있다. 후자를 다시 구분하면 서보 오버헤드를 줄이려는 일련의 노력으로 WEDGED ID 및 PSEUDO ID
가 있으며, 제3도 및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HEADERLESS(IDLESS) FORMAT 등 새로운 방식이 최근에 출
현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 섹터에서 ID 필드가 삭제될 수 있게 되었다.

제3도 및 제4도는 각각 종래의 하드 디스크 서보 섹터의 포멧으로, 데이터 섹터 상에 헤더(header, ID)가 
없는 서보 섹터의 포멧의 제1형태 및 제2형태이다. 하나의 서보 섹터는 서보 필드 및 데이터 필드로 만 
구성되어 있다. 즉, 데이터 섹터는 ID 필드가 없이 데이터 필드로 만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제3도의 제
1형태는 서보 섹터에 헤드(head) 및 서보 섹터 번호(SNN : servo sector number)를 모두 갖춘 헤더(ID)가 
있는 경우이고, 제4도의 제2형태는 서보 섹터에 헤더(ID)가 있으나 헤드(head) 선택용 헤드 비트만 있고 
SSN(servo sector number)은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하드 디스크상의 데이터 섹터에 헤더가 없는 서보 섹
터 포멧을 갖는 임베디드 서보(embedded servo)방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보 오버헤드(overhea
d)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 필드에서 ID를 포함하는 ID 필드가 삭제된 것이다. 여기서, '오버헤
드'라 함은 데이터를 읽거나 쓰기 위하여 헤드의 위치 정보(주소)를 탐색하는 등의 부가적인 동작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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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스페이스 분배상의 서보 오버헤드를 더욱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하드 
디스크 상에서의 서보 필드를 줄여 데이터 필드가 확장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필드가 확장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는, 적
어도 1개 이상의 기록면을 갖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 상기 기록면들의 섹터 포멧은 트랙 번호
를 가진 그레이 코드와 서보 어드레스 마크 및 서보 버스트 필드를 포함하는 서보 필드 및 ID 필드가 없
는 데이터 필드 만으로 형성된 데이터 섹터로 이루어지되, 상기 ID필드의 ID 정보(SSID)가 상기 서보 버
스트 필드에 함께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버스트와 함께 기록된 ID 정보(SSID)는 상기 버스트의 영역에 상기 비스트 신호
의 주파수가 변조된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서보 필드에서 상기 ID 정보(SSID)가 홀수 
트랙 및 짝수 트랙에 관계없이 검출할 수 있도록 상기 버스트의 P 및 버스트의 Q에 각각 기록되는 동시에 
상기 버스트의 A 및 B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헤드가 온-트랙시 및 오프-트랙시에 관계없이 상기 ID 정보
(SSID)가 반복 검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데이터 필드가 확장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는, 적어도 1개 이상의 기록면을 갖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 상기 기록면들의 섹터 포
멧은 트랙 번호를 가진 그레이 코드와 서보 버스트를 포함하는 서보 필드 및 ID 필드가 없는 데이터 필드
만으로 형성된 데이터 섹터로 이루어지되, 상기 ID 필드에 포함되는 서보 섹터 번호와 헤드 선택용 헤드 
비트로 이루어진 서보 섹터 ID가 상기 서보 버스트와 동일 영역에 함께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서보 필드에서 상기 서보 섹터 번호가 상기 디스크 기록면의 홀수 트랙 및 짝수 
트랙에 관계없이 검출될 수 있도록 상기 버스트의 P 및 버스트의 Q에 각각 기록되고, 상기 헤드 비트가 
상기 헤드의 온-트랙시 및 오프-트랙시에 관계없이 반복 검출될 수 있도록 상기 버스트의 A 및 상기 버스
트의 B에 각각 기록된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서보 섹터 번호는 상기 버스트의 P 및 버스트의 Q에 상기 
버스트 신호의 주파수가 변조된 형식으로 기록되고, 상기 헤드 비트는 상기 버스트의 A 및 버스트의 B에 
상기 버스트 신호의 주파수가 변조된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필드가 확장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설명한다.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하드 디스크상의 버스트에 SSID가 포함된 서보 섹터의 포멧이다. 제6도는 제5도
의 서보 필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고, 제7도 및 제8도는 제6도의 버스트부의 신호 파형도로서, 제7도는 
홀수 트랙에 함께 기록된 버스트 신호 및 SSID 신호의 파형도이고, 제8도는 짝수 트랙에 함께 기록된 버
스트 신호 및 SSID 신호의 파형도이다.

이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요점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서보 필드에 기록되는 서보 버
스트 신호가 진폭 샘플링(Amplitude Sampling)되어 위치 제어에 필요한 정보로 사용되는 기능에, 서보 버
스트 신호 기록시 서보 버스트 신호의 펄스 타이밍 간격을 디코딩(주파수 변조)하는 방식으로 헤더(ID), 
서보 섹터 헤더(SSID :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혹은 인덱스 등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함께 미리 기록
하였다가 독출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기능을 부가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서보 신호 구성 방식 중의 임베디드 서보 방식에서 서보 샘플링 버스트(P, Q, A, B)에 해더
(HEADER, ID), 서보 섹터 헤더(SSID) 혹은 인덱스(INDEX)등과 같은 제어 정보를 함께 기록하고, 그 정보
를 검출하여 위치 제어 및 데이터 읽기/쓰기에 활용하는 방식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종래의 하드 디스크 섹터 포멧 즉, 데이터 섹터에 ID가 포함된 ID필드가 
있는 서보 섹터 포멧에서, ID필드를 생략하고 상기 ID를 서보 필드의 버스트에 함께 기록하는 방식으로, 
제5도에  도시된  바와  유사한  섹터  포멧(제5도의  서보  필드의  버스트에  SSID가  함께  기록됨)으로 
변경하여, 제6, 7, 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버스트 P, Q에 헤더(ID)를 기록하여 홀, 짝수 트랙에 무관하
게 서보 섹터 넘버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온-트랙용 샘플인 버스트 A, B에도 상기 ID를 동일하
게 각각 재기록하여 검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버스트 P, Q에 기록된 ID 신호에서 생길수 있는 에러나 
오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서로 신호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증가된다. 그리고 
버스트 A, B둘 다에 ID를 기록함은 온-트랙시 뿐만 아니라 오프-트랙시에도 ID를 쉽게 검출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버스트 A, B에 동시에 ID를 기록함으로써, 오프-트랙시 오프-트랙 방향에 따라 버스
트 A검출 신호가 커지면 버스트 B 검출 신호가 작아지고, 버스트 A 검출 신호가 작아지면 버스트 B검출 
신호가 커짐을 이용하여 버스트 신호를 쉽게 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3도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헤드리스 섹터 포멧의 제1형에서 서보 섹터 헤더(SSID) 즉 서보 
섹터 넘버(SSN : servo sector number)와 헤드 선택용 헤드 비트(섹션)를,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섹
터 포멧으로 변경하여, 제6, 7, 8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버스트 P, Q에 서보 섹터 넘버를 기록하여 
홀, 짝수 트랙에 무관하에 서보 섹터 넘버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헤드 비트(섹션)를 온-트랙용 샘플
인 버스트 A, B에 동일하게 두 번 기록해 두어 온-트랙시에 헤드 비트(섹션)를 검출할 수 있을 뿐  만 아
니라 오프-트랙시에도 헤드 비트(섹션)신호를 쉽게 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오프-트랙 방향에 따라 
버스트 A 검출 신호가 커지면 버스트 B검출 신호가 작아지고, 버스트 A검출 신호가 작아지면 버스트 B검
출 신호가 커져서 버스트 신호를 쉽게 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제4도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헤드리스 섹터 포멧의 제2형(제1형에서 서보 섹터 ID의 서보 섹터 
번호가 생략되고 대신에 인덱스가 서보 필드에 추가된 형태)에서 생략된 서보 섹터 ID의 서보 섹터 넘버
와 생략되지 않은 헤드 선택용 헤드 비트(섹션)를, 제5도에 도시된 바와 유사한 섹터 포멧으로 변경하여, 
제6, 7, 8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버스트 P, Q에 서보 섹터 넘버를 기록하여 홀, 짝수 트랙에 무관하게 
서보 섹터 넘버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헤드 비트(섹션)를 온-트랙용 샘플인 버스트 A, B에 동일하게 
두 번 기록해 두어 온-트랙시에 헤드 비트(섹션)를 검출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오프-트랙시에도 헤드 
비트(섹션) 신호를 쉽게 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오프-트랙 방향에 따라 버스트 A검출 신호가 커지
면 버스트 B 검출 신호가 작아지고, 버스트 A검출 신호가 작아지면 버스트 B 검출 신호가 커져서 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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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쉽게 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방식의 포맷으로 구성된 하드 디스크를 구동하는 서보 회로의 블록도가 제9도에 도시되어 있
다. 이 도면을 참조하여 서보 구동 회로의 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프리 앰프(2)는 헤드에 의해 검출된 미세한 아날로그 신호를 읽기 채널(READ CHANNEL) IC에 전달하기 전
에 미리 증폭한다.

읽기 채널 IC(3)는 프리 앰프(2)로부터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를 검출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다음, 
NRZ 데이터로 디코딩하여 디스크 제어기(5)로 보낸다. 여기서, AGC(31 : automatic gain control)은 프리 
앰프(2)에서 인가된 신호가 헤드(1)나 디스크 위치, 트랙 위치에 따라 진폭이 변하는데, 이 진폭이 일정
하게 되도록 자동으로 이득(gain)이 제어된다. 펄스 검출기(33)는 AGC(31)의 출력인 아날로그 신호를 일
정한 레벨을 기준으로 검출하여 디지털 펄스 신호를 생성한다. ENDEC(34 ; encoder/decoder)는 읽기시에 
펄스 검출기(33)의 디지털 신호 출력을 디코딩한다. (쓰기시에는 디스크 제어기(5)로부터 인가되는 NRZ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인코드된 데이터로 프리 엠프에 입력시킨다.). 서보 디모듈레이터(32)는 버스트 구
간의 P, Q, A, B의 진폭을 순서대로 캐취(sample  hold)하여 버스트들의 진폭 정보를 CPU(6)에 전달하여 
준다.

게이트 어레이(4)는 구동시 필요한 제어 신호들을 생성시켜 준다.

디스크 제어기(5)는 읽기 채널 IC(3)로부터 인가되는 NRZ 데이터 즉, 읽기 정보를 호스트(PC)에 전달하고 
호스트로 부터의 명령을 시스템에 전달하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한다.

CPU(6)는 게이트 어레이(4), 디스크 제어기(5), 보이스 코일 모터(VCM) 구동회로 등 시스템의 전반적인 
제어를 수행한다.

그리고 쉬프트 레지스터1(71), 디코더(72) 및 쉬프트 레지스트2(73)로 구성된 헤드 비트 혹은 서보 섹터 
헤더 신호 처리부(7)는 읽기 채널 IC(3)로부터 출력된 읽기출력신호(RD-OUT)에서 헤드 비트(head bit) 혹
은 서보섹터헤더(SSID)를 선별 처리하여 게이트 어레이(4)에 전달한다. 즉, 버스트에 기록된 정보가 프리 
앰프(2)와 읽기 채널 IC(3)을 통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쉬프트 레지스터1(71)에 입력되면, 디코더
(72)로  병렬로  전달되어  디코딩된다.  다시  병렬로  쉬프트  레지스터2(73)로  전달되어  쉬프트 레지스터
2(73)는 직렬로 게이트 어레이(4)에 정보를 전달한다. 게이트 어레이(4)는 정보를 받으면 현재의 서보 섹
터 위치와 선택된 헤드(1)를 알게되고 버스를 통해 디스크 제어기(5)나 CPU(6)에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

이와 같이 구성된 서보 회로의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보 신호를 미리 HDA(HEAD DISK ASSEMBLY)내의 미디어에 기록하는 서보라이트(SERVOWRITE)후, 하드 디스
크 상에는 제7도 및 제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리드백 신호(READBACK SIGNAL)'와 같은 신호가 기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신호는 헤드(1)를 통해 프리 앰프(2)로 보내진다. 프리앰프(2)에서 증폭된 읽기입력신
호(RD-IN)는 AGC HOLD 상태로 AGC 앰프(31)에서 재차 증폭된 후, 펄스 검출기(33)를 거쳐 읽기출력신호
(RD-OUT : READ OUT DIGITAL PULSE)로 게이트 어레이(4)로 출력된다. 이 신호가, 제7도 및 제8도에 도시
된 바와 같은, 검출된 디지털 신호(DETECTED DIGITAL SIGNAL)이다. 프리 앰프(2)와 읽기 채널을 통해 출
력된 이 디지털 신호가 쉬프트 레지스터1(71), 디코더(72) 및 쉬프트 레지스터2(73)를 거치면서 헤드(1) 
선택용 헤드 비트(head bit) 및 서보섹터헤더(ssid) 가 선별되어 직렬로 게이트 어레이(4)에 전달된다. 
게이트 어레이(4)에 헤드(1) 선택용 헤드 비트(head bit) 및 서보섹터헤드가 전달되면 현재의 서보 섹터 
위치와 선택된 헤드(1)가 버스를 통해 디스크 제어기(5)나 CPU(6)에 통보된다. 따라서, CPU(6)는 통보된 
정보에 따라 디스크 제어기(5) 및 VCM 구동부(8)를 통하여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어한다.

여기서, 버스트에 기록되는 정보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서보 라이트(SERVOWRITE)시에는, 제7도 및 제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종래 혹은 종래의 해드리
스(HEADLESS) 임베디드 서보 방식에서 서보 필드에 위치하던 서보 섹터 신호(servo sector number), 헤드
(1) 선택용 헤드 비트(head bit) 등의 신호를 서보 버스트 P, Q, A, B에 기록한다.

따라서, 읽기시에는 짝수 트랙일 경우, 제7도 및 제10도와 제1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버스트 P는 없고 
버스트 Q는 최대 진폭으로 읽혀지고, 버스트 A 및 버스트 B는 최대 진폭의 반정도로 읽혀지며, 홀수 트랙
일 경우, 제8도 및 제10도와 제1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버스트 P는 최대 진폭을 읽혀지고 버스트 Q는 
없으며, 버스트 A 및 버스트 B는 짝수 트랙일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대 진폭의 반정도로 읽혀진다.

버스트 P 및 버스트 Q는 트랙에 따라 번갈아 하나씩 만 나오므로 진폭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종래 혹은 
종래의 헤드리스 섹터 포멧에서 헤드 선택 번호, 서보 섹터 번호를 미리 정한 신호 포멧(인코딩 포멧)으
로 기록한다. 그러면 '온-트랙'시나 '오프-트랙'시에도 해당 정보(그레이 코드, 서보 섹터 번호 등)가 
RD-OUT 출력 신호로부터 레지스터(71), 디코더(72), 레지스터2(73)의 회로를 통해 디코딩되어 사용할 수 
있다.

버스트 A와 버스트 B는 '온-트랙'시에는 제7도 및 제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진폭이 버스트 P 및 버스트 
Q의 절반 정도로 동일하게 나누고 '오프-트랙'시에는 방향에 따라 서로 반대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데 버스트 A 검출 신호가 크면 버스트 B검출 신호가 작아지고 버스트 A 신호가 작아지면 버스트 B 검출 
신호가 커지는 식으로 변하므로 '오프-트랙'시에도 둘 중 어느 하나는 읽혀지게 된다. 이 버스트에는 상
기의 서보 섹터 번호 등의 정보를 기록할 수도 있고, 제7도 및 제8도의 실시예에서와 같이 실린더 헤드
(1) 선택용 헤드 선택 정보(헤드 비트)를 기록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다른 데이터 필드를 확장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는 헤드(1)의 위치 
제어를 위해 진폭을 검출하여 위치 판단에 사용되는 서보 신호 즉, 버스트(BURST) P, Q, A, B에 헤드 선
택 비트(HD : head)나 서보 섹터 넘버(SSN)와 같은 여러 가지 제어 정보를 기록하여 서보 버스트를 진폭
(Amplitude) 면에서만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타이밍 면(주파수 변조)에서도 사용하여 이중의 용도로 사
용하여 서보 필드의 길이를 단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데이터 필드의 길이를 늘려 HDD의 용량을 증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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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뿐 만 아니라 정보 재생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1개 이상의 기록면을 갖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 상기 기록면들의 섹터 포멧은 트랙 번
호를 가진 그레이 코드와 서보 어드레스 마크 및 서보 버스트 필드를 포함하는 서보 필드 및 ID 필드가 
없는 데이터 필드 만으로 형성된 데이터 섹터로 이루어지되, 상기 ID필드의 ID 정보가 상기 서보 버스트 
필드에 함께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필드가 확장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트와 함께 기록된 ID 정보는 상기 버스트의 영역에 상기 버스트 신호의 주파수
가 변조된 형식으로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필드가 확장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서보 필드에서 상기 ID 정보가 홀수 트랙 및 짝수 트랙에 관계없이 검출할 수 있도
록 상기 버스트의 P 및 버스트의 Q에 각각 기록되는 동시에 상기 버스트의 A 및 B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헤드가 온-트랙시 및 오프-트랙시에 관계없이 상기 ID 코드가 반복 검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필드가 확장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4 

적어도 1개 이상의 기록면을 갖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 상기 기록면들의 섹터 포멧은 트랙 번
호를 가진 그레이 코드와 서보 버스트를 포함하는 서보 필드 및 ID 필드가 없는 데이터 필드만으로 형성
된 데이터 섹터로 이루어지되, 상기 ID 필드에 포함되는 서보 섹터 번호와 헤드 선택용 헤드 비트로 이루
어진 서보 섹터 ID가 상기 서보 버스트와 동일 영역에 함께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필드가 확
장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트와 함께 기록된 상기 서보 섹터 ID는 상기 버스트의 영역에 상기 버스트 신
호의 주파수가 변조된 형식으로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필드가 확장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서보 필드에서 상기 서보 섹터 번호가 상기 디스크 기록면의 홀수 트랙 및 짝수 트
랙에 관계없이 검출될 수 있도록 상기 버스트의 P 및 버스트의 Q에 각각 기록되고, 상기 헤드 비트가 상
기 헤드의 온-트랙시 및 오프-트랙시에 관계없이 반복 검출될 수 있도록 상기 버스트의 A 및 상기 버스트
의 B에 각각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필드가 확장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서보 섹터 번호는 상기 버스트의 P 및 버스트의 Q에 상기 버스트 신호의 주파수가 
변조된 형식으로 기록되고, 상기 헤드 비트는 상기 버스트의 A 및 버스트의 B에 상기 버스트 신호의 주파
수가 변조된 형식으로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필드가 확장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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