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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에러 검출가능하고 또 에러 정정 가능한 서보 타이밍 마크(servo timing mark: STM)를 갖는 
다수의 서보 섹터를 구비하는 데이터 기록 디스크 드라이브(data recording disk drive)를 개시한다. 각
각의 STM은 n 비트 패턴으로된 디지털 정보로서 표시되어 각각의 트랙이 m개의 특정한 STM 패턴을 가지
게 되는데, 여기서 n 비트인 m개의 특정 STM 패턴 각각은 세트(set) 내의 다른 STM 패턴에 대해 1보다 
큰 d인 최소 슬라이딩 거리(minimum sliding distance: d)를 가진다. 에러 무관형 STM(error-tolerant 
STM)은  고정형  STM  비트  패턴  세트  또는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되는데,  여기서  STM  패턴은 
탐색(search)되고 있는 모든 패턴에 대해 슬라이딩 거리 d라고 불리우는 특정 최소 해밍 거리(Hamming 
distance)를 가진다. 이러한 STM 패턴은 트랙 인덱스, 서보 섹터 번호, 및 기록 헤드 번호를 표시하는 
비트와  같은  서보  섹터와  관련된  소정  비트를  포함할  수  있다.  디스크  드라이브는  반복  프리앰블 
패턴(repeating preamble pattern) 및 STM 패턴 사이의 슬라이딩 거리가 코드의 급수(power of code)에 
의해 정해지는 미리 선정된 한계 내에 속하는 경우 유효 STM을 인식하는 STM 디코딩 회로를 포함한다. 
디스크 드라이브는 코드에 의해 정해지는 한계 내에서 에러 정정력 및 에러 검출력을 적절히 타협(trade 
off)할 수 있도록 한다. STM 디코딩 회로는 에러 정정 및 에러 검출 비교값이 갱신될 수 있는 적응력을 
갖는다.

대표도

도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영역 기록(zoned recording), 서보 내장(embedded servo), 블록 고정형(fixed-block) 아키텍쳐를 
갖는 종래 기술의 디스크 드라이브의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본 발명을 구현할 수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 
형식의 도시도.

도 2는 서보 섹터에 의해 분할된 데이터 섹터를 도시하는 도 1의 디스크 드라이브용 트랙 포맷의 도시
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형식의 트랙 포맷 내의 서보 섹터이지만 본 발명에 따라 STM 코드를 형성하는 3개
의 특정 서보 타이밍 마크(STM)를 가지는 서보 섹터 도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STM 디코더를 포함하는 서보 전자 장치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5a는 STM 1이 입력 패턴 및 탐색 패턴 양자 모두인 경우의 상이한 쉬프트 위치(shift location)에 있
는 (7, 2, 3) STM 코드의 입력 데이터 패턴 도시도.

도 5b는 STM 2는 입력 패턴이고 STM 1은 탐색 패턴인 경우의 상이한 쉬프트 위치에 있는 (7, 2, 3) STM 
코드의 입력 데이터 패턴 도시도.

도 6은 STM 1이 입력 패턴 및 탐색 패턴 양자 모두인 경우의 상이한 쉬프트 위치에 있으며 또 2 비트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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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burst) 에러 정정력을 가지는 (7, 1, 3:2) STM 코드의 강조된 2 비트 버스트를 갖는 입력 데이터 
패턴 도시도.

도 7은 본 발명의 STM 디코더의 상세한 블록 다이어그램.

도 8a 내지 도 8c는 단일 비트 에러를 갖는 STM 2가 입력 패턴이고 모든 5개의 STM 패턴이 탐색되는 경
우 상이한 쉬프트 위치에 있는 (10, 5, 4) STM 코드의 입력 데이터 패턴 도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5 : 제어기 전자 장치

400 : STM 디코더

401 : 타이밍 회로

402 : TID 디코더

403 : PES 디코드 회로

404 : 액츄에이터 위치설정 제어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록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스크 드라이브에 관한 것으로, 특히 판독 및 기록 동작 
동안 데이터 트랙 상에 기록 헤드를 유지하기 위해 서보 타이밍 마크(STM)를 갖는 서보 섹터를 사용하는 
디스크 드라이브에 관한 것이다.

자기  기록  디스크  드라이브는  사용자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는  적층  공통  회전형  경질  자기  기록 
디스크(stacked, commonly-rotated rigid magnetic recording disk)를 합체한다. 데이터는 디스크의 표
면 상의 방사상으로 이격된(radially-spaced) 데이터 트랙에 기록된다. 기록 헤드는 디스크 상의 데이터
를 판독하고 또 디스크 상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하여 디스크의 회전 중심을 향한 경로(path) 및 상기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경로인 통상의 방사상 경로를 따라 액츄에이터에 의해 이동된다. 통상, 유도성 
판독/기록 헤드 또는 유도 기록 헤드와 자기저항 판독 헤드의 결합체일 수 있는 단일 기록 헤드는 각각
의 디스크의 대응 자기 기록 표면과 연관된다.

기록 헤드와 관련된 디스크 표면에 대한 기록 헤드의 정확한 방사상 위치 및 원주상 위치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방사상 위치 정보는 서보 정보로서 디스크 상에 기록되어 헤드를 원하는 데이터 트랙에 위치
시키고 또 판독 및 기록 동작 동안 헤드를 원하는 데이터 트랙 상부에 유지시키는데 사용된다. 원주상 
위치 정보는 트랙 둘레에 위치된 상이한 데이터 필드의 개시점(start)을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종래의 
고정 블록형(fixed-block) 아키텍쳐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는 고정 길이(fixed-length)이며 각을 
이루는 데이터 섹터(angular data sector)에 위치되며, 서보 정보는 데이터 섹터들 사이에 분산된 각을 
이루며 이격된 서보 섹터에 위치된다. 이러한 형식의 디스크 드라이브는 섹터 서보 또는 서보 내장형 디
스크 드라이브로서 불리어진다.

서보 내장형 디스크 드라이브에서는 각각의 서보 섹터들은 위치 에러 신호(position error signal: PES) 
버스트 형식의 후속 서보 정보 검출의 개시점을 찾기 위해 헤드에 의해 판독되는 서보 타이밍 마크(STM)
를 포함한다. PES 버스트는 헤드의 방사상 위치를 계산하고 또 헤드가 원하는 트랙의 중앙에 정렬되는 
것을 유지하도록 헤드를 재위치시키는 피드백 신호를 액츄에이터에 제공하기 위해 서보 전자 장치에 의

해 디코딩된다. "No-ID"
TM
 상표인 무헤더 아키텍쳐(headerless architecture)(이러한 경우는 데이터 섹터

를 위치시키기 위한 식별(ID) 피드가 없음)를 구현한 특정 형식의 블록 고정형 아키텍쳐 내장형 서브 디
스크 드라이브인 경우, 사용자 데이터가 판독 또는 기록될 특정 데이터 섹터를 위치시키는 것을 지원하
기 위해 STM들이 역시 사용된다. 이러한 형식의 디스크 드라이브는 IBM의 미국 특허 제 5,500,840호에 
개시되어 있다.

STM 다음으로 서보 섹터 내에 위치된 후속 서보 정보(PES 버스트) 및 트랙 ID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디스크 드라이브 동작을 행하기 위해서는 STM을 정확하게 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STM의 에러로 인하여 서보 섹터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 서보 전자 장치는 이전 STM에 기초하
여 서보 타이밍 정보를 발생하며 또 서보 트랙킹 및 타이밍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또한, 에러 유발 
상황(error condition)으로 인하여 서보 전자 장치가 STM을 잘못된 위치에서 부정확하게 검출한 경우,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트랙 ID 디코더 및 PES 디코더에 송신되어 결과적으로 트랙 ID 및 헤드 위치가 
잘못(miss)되거나 또는 부정확하게 해석되게 된다. 또한, 데이터를 판독 및 기록하기 위해 적절한 데이
터 섹터의 위치가 인덱스 STM의 식별부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헤드 아키텍쳐 형식의 디스크 
드라이브인 경우는 인덱스(트랙의 개시점)에 위치된 STM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

종래 기술의 디스크 드라이브는 서로 인접한 중복 STM 비트 패턴을 사용하고 또 고정된 비트 에러 수까
지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특정 형식의 단일 비트 패턴을 모든 STM에 사용함으로써 서보 타이밍 마크에 
대한 판독 신뢰성을 개선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충분하지 않으며 또 서보 전자 장
치에 의해 정확하게 디코딩될 수 있는 다수의 STM 패턴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어떠한 종래 기
술의 디스크 드라이브도 STM 정정력 및 검출력을 조금도 개선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상기 다수의 STM 패턴 가운데 하나 이상의 패턴이 비트 에러를 포함한 경우에도 트랙 ID, 트랙 
인덱스 및 헤드 번호와 같은 상이한 파라메타를 식별하는데 STM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중 형식의 ST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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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고, 또 에러 정정 및/또는 검출력을 변경하도록 정정 또는 적응될 수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종래 기술

다음에 개시되는 본 발명은 데이터 트랙 상에 기록 헤드를 위치 설정시키기 위하여 기록된 서보 정보를 
사용하는 데이터 기록 디스크 드라이브에 응용될 수 있다. 종래 기술 및 바람직한 실시예들이 블록 고정
형 아키텍쳐와 동심 데이터 트랙 내의 데이터 필드들 사이에 포함된 서보 정보를 사용하는 자기 기록 디
스크 드라이브에 관하여 설명되지만, 본 발명은 다른 데이터 아키텍쳐 및 서보 방법을 사용하는 자기 기
록 디스크 드라이브에 완전히 응용될 수 있으며 또 나선형 트랙 내에 서보 정보를 가지는 광 디스크 드
라이브에도 완전히 응용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의 디스크 드라이브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시된 디스크 드라
이브는 섹터 서보 및 영역 비트(zone bit) 기록(ZBR)을 갖는 블록 고정형 무헤더 아키텍쳐를 사용하여 
포맷팅된 디스크 드라이브이다. ZBR 디스크 드라이브에서는 디스크가 반지름 방향으로 배향된 다수의 영
역으로 분할된다. 각각의 영역은 트랙 세트로 구성된다. 외곽 영역의 트랙은 내부 영역의 트랙보다 더 
길기 때문에, 외곽 영역의 트랙은 내부 영역의 트랙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통상, 데이
터는 각각이 동일한 수의 데이터 바이트를 가지는 섹터에 저장된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내부 영역의 각
각의 트랙 상의 데이터 섹터 수보다 더 많은 수의 데이터 섹터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외곽 영역의 추가 
용량이 사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트랙당 데이터 섹터의 수가 영역마다 다르게 된다. IBM의 미국 특
허 제 5,210,660호는 전체 디스크에 걸쳐 단일의 고정된 수의 서보 섹터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영역에 대
해 일정한 서보 샘플링 속도를 가지는 ZBR 디스크 드라이브를 개시한다. 트랙당 가변수의 데이터 섹터와 
트랙당 고정수의 서보 섹터를 결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몇몇 데이터 섹터들이 서보 섹터에 의해 분할될 
수 있게 된다.

통상 참조번호 (102)로 참조되는 디스크 드라이브는 데이터 기록 디스크 (104), 액츄에이터 암 (106), 
데이터 기록 변환기 (108)(역시 기록 헤드로 불리움), 음성 코일 모터 (110), 서보 전자 장치 (112), 판
독/기록  전자 장치 (113),  인터페이스 전자 장치 (114),  제어기 전자 장치 (115),  마이크로프로세서 
(116), 및 RAM (117)을 포함한다. 기록 헤드 (108)은 유도 판독/기록 헤드 또는 자기저항 판독 헤드를 
가진 유도 기록 헤드의 결합체일 수 있다. 통상, 디스크 드라이브에는 디스크 모터에 의해 회전되는 허
브 상에 적층된 다수의 디스크들이 포함되는데, 이 경우 각각의 디스크의 각각의 표면에 대해 개별적인 
기록 헤드들이 대응된다. 데이터 기록 디스크 (104)는 회전 중심 (111)을 가지며 또 헤드를 위치 설정시
키기 위해 반지름 방향으로 이격된 트랙 집합으로 분할되는데, 이중 하나가 참조번호 (118)로 도시된다. 
트랙은 다수의 영역으로 반지름 방향으로 그룹지어 지는데, 이중 3개가 영역 (151), (152) 및 (153)으로 
도시된다. 디스크는 다수의 서보 섹터 (120)을 포함하는데, 이는 통상 반지름 반향으로 트랙을 가로질러 
연장된다. 각각의 트랙은 트랙의 개시점을 나타내는 참조 인덱스 (121)을 가진다. 각각의 영역 내에서, 

트랙은 다수의 데이터 섹터 (154)로 역시 원상에서 분할된다. 드라이브가 "No-ID
TM
" 상표의 데이터 아키

텍쳐(역시 "무헤더" 데이터 아키텍쳐로 불리움)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각각의 데이터 섹터
는 데이터 섹터를 특정하게 식별하기 위한 무 데이터 섹터 식별 번호(no data sector identification: 
ID) 필드를 포함한다. "블록 고정형 아키텍쳐"라는 용어의 통상의 의미에 따르면, 모든 데이터 섹터들은 
데이터 바이트로 표현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크기를 가진다. 그러나, 본 발명은 섹터당 512 바이
트로부터 섹터당 520 바이트와 같이 데이터 섹터 크기가 약간 변할 수 있도록 쉽게 적응될 수 있는데, 
이는 특정 구현예에 대한 경우 바람직할 수 있는 구성이다. 트랙당 데이터 섹터의 수는 영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또 몇몇 데이터 섹터는 서보 섹터 다음에서 바로 개시되지 않는다. 또한, 몇몇 데이터 섹터
는 서보 섹터에 의해 분할된다. 디스크 드라이브가 다수의 헤드를 갖는 경우, 모든 디스크 데이터 표면 
상에서 동일한 반지름을 갖는 트랙 집합을 "실린더"라고 한다.

판독/기록 전자 장치 (113)은 변환기 (108)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서보 정보를 서보 전자 장치 (112)에 
전달하고 또 데이터 신호를 제어기 전자 장치 (115)에 전달한다. 서보 전자 장치 (112)는 기록 헤드 
(108)의 위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음성 코일 모터 (110)을 구동하는 전류를 참조번호 (140)으로 표시되는 
라인 상에 발생시키기 위해 서보 정보를 사용한다. 인터페이스 전자 장치 (114)는 데이터 및 커맨드 정
보를 전달함으로써 인터페이스 (162)를 통하여 호스트 시스템(도시되지 않음)과 통신한다. 또한, 인터페
이스 전자 장치 (114)는 인터페이스 (164)를 통하여 제어기 전자 장치 (115)와도 통신한다. 마이크로프
로세서 (116)은 인터페이스 (170)을 통하여 다양한 다른 디스크 드라이브 전자 장치와 통신한다.

디스크 드라이브 (102)가 작동시에, 인터페이스 전자 장치 (114)는 인터페이스 (162)를 통하여 데이터 
섹터를 판독 또는 기록하기 위한 요구를 수신한다.  제어기 전자 장치 (115)는 인터페이스 전자 장치 
(114)로부터 요구된 데이터 섹터 목록을 수신하여 이를 원하는 데이터 섹터의 위치를 특정하게 식별하는 
영역, 실린더, 헤드 및 데이터 섹터 번호로 변환시킨다. 헤드 및 실린더 정보는 서보 전자 장치 (112)로 
전달되는데, 이는 적절한 실린더 상의 적절한 데이터 섹터 상부로 기록 헤드 (108)의 위치를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보 전자 장치 (112)에 제공된 실린더 번호가 현재 기록 헤드 (108)이 상부에 위치된 
트랙 번호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서보 전자 장치 (112)는 먼저 적절한 실린더 상에 기록 헤드 (108)을 
다시 위치 설정시키기 위하여 탐색 동작을 수행한다.

일단 서보 전자 장치 (112)가 적절한 실린더 상에 기록 헤드 (108)을 위치 설정시키면, 서보 전자 장치 
(112)는 원하는 데이터 섹터를 위치 식별하기 위한 섹터 계산(sector computation)을 실행하기 시작한

다. 서보 섹터 (120)이 기록 헤드 (108) 아래를 통과할 때, 미국 특허 제 5,500,848호에 개시된 No-ID
TM
 

방법이 각각의 서보 섹터를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서보 타이밍 마크(STM)이 서보 섹터
의 위치를 구하는데 사용되며, 또 인덱스 마크 (121)을 포함하는 서보 섹터로부터의 STM 카운팅 값은 각
각의 서보 섹터를 특정하게 식별한다. 추가 정보는 서보 전자 장치 (112) 및 제어기 전자 장치 (115)와 
관련되어 유지되며, 또 현재의 서보 섹터가 데이터 섹터를 분할하는지 또는 새로운 데이터 섹터가 현재
의 서보 섹터 바로 다음에 개시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현재의 서보 섹터로부터 다음 데
이터 섹터의 개시 위치(또는 거리)를 식별하는 또다른 정보는 서보 전자 장치 (112) 및 제어기 전자 장
치 (115) 내에 유지된다. 다음의 후속 서보 섹터 이전에 시작하는 임의의 추가 데이터 섹터의 위치(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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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식별하는 다른 정보도 역시 유지된다. 역시 또다른 정보는 인덱스 마크 (121)로부터의 데이터 
섹터 수를 식별한다. 이러한 정보는 제어기 전자 장치 (115)가 기록 헤드 (108) 아래를 통과하고 있는 
데이터 섹터 번호를 인터페이스 전자 장치 (114)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섹터 목록과 비교하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도 2를 참조하면, 디스크 (104)  상의 통상의 트랙 (118)의 일부분이 확대되어 도시된다. 인덱스 마크 
(121)은 트랙의 개시점을 표시하므로 서보 섹터 (210)보다 앞에 도시된다. 4개의 완전한 데이터 섹터는 
참조번호  (201),  (202),  (203)  및  (204)로서  도시된다.  3개의  대표적인  서보  섹터  (210),  (211)  및 
(212)가 역시 도시된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몇몇 데이터 섹터들은 서보 섹터에 의해 
분할되며, 몇몇 데이터 섹터는 서보 섹터 바로 다음에서 시작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섹터 
(202) 및 (204)는 각각 서보 섹터 (211) 및 (212)에 의해 분할된다. 데이터 섹터 (202)는 데이터 섹션 
(221) 및 (222)로 분할되며 또 데이터 섹터 (204)는 데이터 섹션 (224) 및 (225)로 분할된다. 데이터 섹
터 (203)은 서보 섹터 바로 다음이 아닌 데이터 섹터 (202)의 종단부 다음에서 바로 시작한다. 통상, 각
각의 서보 섹터는 STM으로 시작하는데, STM은 모든 서보 섹터에 대해 동일한 비트 패턴을 가진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에러 검출가능하고 또 에러 정정 가능한 서보 타이밍 마크(servo timing mark: STM)를 갖는 
다수의 서보 섹터를 구비하는 데이터 기록 디스크 드라이브(data recording disk drive)를 개시한다. 각
각의 STM은 n 비트 패턴으로된 디지털 정보로서 표시되어 각각의 트랙이 m개의 특정한 STM 패턴을 가지
게 되는데, 여기서 n 비트인 m개의 특정 STM 패턴 각각은 세트(set) 내의 다른 STM 패턴에 대해 1보다 
큰 d인 최소 슬라이딩 거리(minimum sliding distance: d)를 가진다. 에러 무관형 STM(error-tolerant 
STM)은  고정형  STM  비트  패턴  세트  또는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되는데,  여기서  STM  패턴은 
탐색(search)되고 있는 모든 패턴에 대해 슬라이딩 거리 d라고 불리우는 특정 최소 해밍 거리(Hamming 
distance)를 가진다. 2개의 패턴 사이의 해밍 거리는 2개의 패턴 내에서 상이한 비트의 수를 말한다. 본 
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해밍 거리는 2개의 입력 패턴을 XOR(exclusive OR'ing)시킨 결과 패턴 내의 1의 
수이다. STM 패턴 세트에 대한 슬라이딩 거리는 에러 정정력을 결정한다. 또한, STM 코드는 해밍 거리 
및 슬라이딩 거리를 산출하기 위해 (버스트 길이까지의) 각각의 버스트를 단일 에러 발생(single error 
event) 경우로 다룸으로써 버스트 에러를 역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STM 패턴은 트랙 인덱스, 서보 
섹터 번호, 및 기록 헤드 번호를 표시하는 비트와 같은 서보 섹터와 관련된 소정 비트를 포함할 수 있
다. 

디스크 드라이브는 반복 프리앰블 패턴(repeating preamble pattern) 및 STM 패턴 사이의 슬라이딩 거리
가 코드의 급수(power of code)에 의해 정해지는 미리 선정된 한계 내에 속하는 경우 유효 STM을 인식하
는 STM 디코딩 회로를 포함한다. 디스크 드라이브는 코드에 의해 정해지는 한계 내에서 에러 정정력 및 
에러 검출력을 적절히 타협(trade off)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최적 STM 코드를 설계하기 위하여는 
검출력의 일부가 정정을 위해 희생되거나 또는 정정력의 일부가 검출을 위해 희생될 것이 요구된다. 또
한, 코드 내의 에러 무관형 STM 패턴은 서보 섹터 개시를 신뢰할 수 있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디스크 드라이브의 상태(health)에 대한 표시도 역시 제공한다. 에러 비트 수
가 모니터링될 것을 검출 프로세스의 일부가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모니터링된 비트 에러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예측적 오류 분석(predictive failure analysis)에 사용된다. 이러한 정보는 디스크 
드라이브 사용자가 데이터 백 업(backing up)과 같은 정정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STM 디코딩 회로는 에러 정정 및 에러 검출 비교값이 갱신될 수 있는 적응력을 갖는다. 이는 디스크 드
라이브 제조자들이 언제라도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제조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 동안
의 에러율(error rate)이 전체 제조 프로그램에 대한 값보다 큰 값일 것이다. 따라서, 양품률(yield)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앞선 제조 단계 동안 낮은 정정 레벨(따라서 높은 검출 레벨)인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프로세스가 더 양호하게 제어되면, 정정 레벨은 증가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성능이 향상되게 
된다.

본 발명의 특징 및 장점을 더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첨부 도면과 관련하여 행해진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야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바람직한 실시예

STM 코드를 갖는 서보 시스템의 동작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데이터 트랙과 같은 데이터 트랙의 일부분의 상세도로서 본 발명에 따른 서보 타
이밍 마크(STM)를 사용하기 위한 특정 패턴 집합 또는 코드를 도시한다. 인덱스 마크 (121)은 데이터 트
랙의 개시점을 나타내며 STM 패턴 세트 중에서 제 1 STM(STM 1)이다. 다른 인덱스 STM 2 (303)은 세트의 
제 2 STM이며 짝수 번째인 서보 섹터의 개시점을 식별하도록 모든 짝수 번째 서보 섹터 내에 제시된다. 
STM 3 (313)은 세트의 제 3 STM이며 또 홀수 번째인 서보 섹터를 식별하도록 모든 홀수 번째 서보 섹터 
내에 제시된다.

인덱스 (STM 1)은 트랙의 개시점을 신호하며 통상의 서보 섹터 (210)에 선행하여 도 3에 도시된다. STM 
1은 본 실시예에서는 데이터 트랙의 개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시되나, 이는 데이터 트랙 상의 임의의 
특정  위치를  표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서보  섹터  (210)은  기록  대  판독  복구(write-to-read 
recovery: W-R) 필드 (301), 필드 (302)로서 도시된 서보 섹터 프리앰블 패턴, 제 2 서보 타이밍 마크 
STM  2  (303),  트랙 식별(TID)  필드 (304)  및 위치 에러 신호(PES)  필드 (305)를 포함한다. W-R  필드 
(301)은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서보 정보를 판독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시간을 기록 시스템에 제
공한다.  또한,  이는  스핀들  모터  속도의  요동(fluctuation)  및  다른  효과에  대한  시간  상의 
허용오차(tolerance)를 제공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프리앰블 필드 (302)가 자동 이득 제어(A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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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로서 도시된다. 프리앰블 필드 (302)는 통상 모두 "1" 패턴인 고정 주파수 신호이며, 이는 이전 필
드로부터 STM 패턴을 구별하는데 사용되고, 통상 판독 증폭기의 이득을 조정하기 위해 역시 사용되며 또 
서보 정보를 정확하게 판독하기 위해 필요하다. STM 2 (303)은 짝수 번째 서보 섹터의 개시점을 식별하
는 정확한 기준점을 제공하는 타이밍 정렬 마크이며, 또 이는 뒤따르는 후속 서보 정보를 위치시키는데 
사용된다(즉, 이는 서보 시스템이 TID 필드 (304) 및 PES 필드 (305)를 판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STM 2 (303)은 데이터 섹터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타이밍을 제공하며, 후속 서보 섹터의 위치를 알아
내는 것을 도우며, 또 에러 처리를 지원하는데 역시 사용된다. TID 필드 (304)는 트랙 번호, 서보 섹터 
번호 및 헤드 번호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대략의 헤드 위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트랙 번호는 트
랙마다 변하며, 이는 통상 그레이 코드(gray code)를 사용하여 인코딩된다. PES 필드 (305)는 판독 및 
기록 동작을 위하여 헤드를 정확하게 정렬시키는데 사용되는 매우 정확한 반지름 방향의 위치 정보를 포
함한다. 연속하는 서보 섹터 (211)은 STM 3 (313)이 STM 패턴 세트 내의 제 3 패턴 (STM3)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서보 섹터 (210)과 동일하며 또 이는 홀수 번째 서보 섹터로서 서보 섹터 (211)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또 아래에서 더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3개의 특정 
STM들이 서보 시스템의 시간 설정을 위해 사용되며 또 이들은 패턴 세트 또는 코드를 함께 형성한다.

도 4는 서보 전자 장치 (112)의 상세한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작동시, 제어기 전자 장치 (115)는 액츄에
이터 위치 설정 제어기 (404)에 입력을 제공하는데, 이에 따라 상기 제어기는 헤드의 위치를 설정하도록 
액츄에이터에 신호 (140)을 제공한다. 제어기 전자 장치 (115)는 액츄에이터 위치 설정 제어기에 대한 
입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보 전자 장치로부터 판독된 서보 정보를 사용한다. 서보 정보는 판독/기록 전
자 장치 (113)(도 1)에 의해 판독되며, 또 신호 (166)은 서보 전자 장치 (112)에 입력된다. STM 검출기 
(400)은 판독/기록 전자 장치 (113)으로부터 클럭킹된 데이터 스트림을 입력으로 수신하며, 또 제어기 
전자 장치 (115)로부터 제어 입력 (430)을 수신한다. 일단 STM이 검출되면, STM  검출 신호(STM found 
signal)이 발생된다. STM 검출 신호 (420)은 타이밍 회로 (401)을 조정하는데 사용되는데, 상기 타이밍 
회로는 나머지 서보 섹터에 대한 동작 순서를 제어한다. 또한, STM 검출 신호 (420)은 제어기 전자 장치 
(115)에 역시 전송될 수 있다. 3개의 STM 각각은 프리앰블 필드 (302)(도 3)와는 뚜렷이 다른 비트 패턴
이다. 모든 STM 패턴을 검출 및 디코딩하기 위한 STM 검출기 (400)의 상세한 동작이 도 7을 참조하여 상
세하게 설명된다. STM을 검출한 후, TID 디코더 (402)는 통상 그레이-코드 형태로 인코딩된 클럭킹된 데
이터 스트림 (166)을 판독하며, 또 제어기 전자 장치 (115)에 디코딩된 TID 정보 (424)를 전달한다. 후
속적으로, PES 디코드 회로 (403)은 판독/기록 전자 장치 (166)으로부터 PES 신호를 포착한 다음, 위치 
정보를 제어기 전자 장치 (115)에 전달한다. 비록 디지털 또는 임의의 다른 형식일 수 있다 하더라도, 
PES 디코드 회로 (403)에 대한 입력은 통상 아날로그 형식이다. 또한, PES 디코드 회로 (403)은 서보 전
자 장치 모듈 (112) 내에 상주할 필요는 없다.

정확한 STM 검출의 필요성

STM에 대한 정확한 검출은 TID 필드 (304) 및 PES 필드 (305)와 같은 서보 정보를 인식하기 위해 요구되
며, 또 폐루프형(closed-loop) 액츄에이터 제어를 위해 필요하다. 또한, STM 검출은 서보 섹터들 사이에 
위치된 데이터 섹터를 판독 또는 기록하기 위해 요구되는 섹터 펄스를 발생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STM은 디스크 드라이브의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종래 기술의 디스크 드라이브 서보 시스템은 
소정의 에러가 존재하는 경우 STM을 검출하는 것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방법은 검출 회로가 고정된 
간격 내에 고정된 수의 에러를 허용하는 비전이 기록 갭(transitionless recording gap), 및 개별적으로 
디코딩되거나 또는 대부분이 디코딩된 서로에 대해 인접 배치된 중복 STM 비트 패턴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은 효율적인 포맷 방식이 아니며 또 정정 능력 면에서 열악하다.

충분한 수의 STM 비트가 에러를 가진 경우, 서보 전자 장치가 STM을 검출할 수 없게 된다. 이는 STM 서
보 섹터를 뒤따르는 TID 및 PES 정보가 역시 누락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서보 섹터가 인식되지 않
은 경우, 서보 시스템은 이전의 STM에 기초하여 서보 타이밍 정보를 발생한다. 그러나, 서보 트랙킹 및 
타이밍 정확도는 감소된다. 타이밍 및 위치 부정확도가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기 전에 누락될 수 있
는 연속한 STM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서보 전자 장치가 오류 위치에서 STM을 부정확하게 검출하게 만드는 에러 조건이 역시 있을 수 있
다. 오류 STM의 검출(occurrence)은 누락된 STM보다 더 큰 문제를 유발한다. 오류 STM은 오류 데이터가 
TID 및 PES 디코더에 전송되도록 만들므로써, 그 결과 TID 또는 PES가 누락 또는 부정확하게 해석되도록 
만든다. 오류 STM은 디스크 드라이브 성능 및 데이터 완전성이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측정된 TID 및 PES 값들이 예측된 값과 크게 다른 경우는 서보 시스템이 그 값(offending 
value)을 무시한다. 이는 트랙 상에 헤드를 유지시키고 또 트랙들 사이에서 탐색하기 위해 요구되는 유
효  서보  섹터의  수보다  작은  수의  유효  서보  섹터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파일  성능(file 
performance)에 영향을 준다. 정정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에러 조건은 디스크 드라이브가 STM의 에러 조
건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의 에러는 STM이 원하는 타이밍 윈도우 내에 위치되지만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경우 발생한다. 그 결과, 미세한 게이팅 변화는 작은 PES 에러를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디스크 드라이브의 데이터 검색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작은 트랙킹 에러를 발생하게 된
다. 또한, 후속 STM들이 이러한 에러를 가지는 STM을 사용하여 위치되기 때문에, 후속한 STM들을 위치시
키는 정확도 및 확률이 떨어진다. 또한, 정확도는 서보 섹터에 대한 트랙 둘레에서의 데이터 배치에 역
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서보  섹터에  대한  예비(premature)  표시가  STM에  의해 
표시(posting)되는 경우 서보 섹터 또는 다른 데이터 섹터의 일부분이 데이터에 의해 중복 기입될 수 있
게 된다.

또한,  무헤더  아키텍쳐로  구성된  디스크  드라이브인  경우  서보  섹터  및  데이터  섹터들을 
찾아내는(locating) 일이 인덱스 STM에 대한 식별과 함께 개시되기 때문에 인덱스 STM(도 3의 STM 1)에 
대한 정확한 식별이 역시 중요하다. 통상, 인덱스 서보 섹터(즉, 트랙 상에서의 제 1 서보 섹터)를 식별
하는 정보는 TID 영역 내에서 인코딩되지만, 이는 역시 STM 내에 인코딩될 수 있다. 데이터 트랙, 영역, 
헤드 등에 대한 특정 정보는 인덱스 서보 섹터 내에 또는 이에 상대적으로 위치될 수 있다. 따라서, 재
생 가능하고 정확하게 디코딩될 수 있으며, 에러에 강한 인덱스 STM이 빠르고 또 정확한 데이터 복구를 
달성하는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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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M 코드

본 발명에서는 에러 무관형 STM이 고정된 STM 비트 패턴 세트 또는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되는데, 여
기서 STM 패턴은 탐색시 모든 패턴에 대해 슬라이딩 거리 d로 불리우는 소정의 최소 해밍 거리를 가진
다. 2개의 패턴 사이의 해밍 거리는 2개의 패턴에서 서로 다른 비트 수를 말한다. 본 발명의 경우, 이는 
2개의 입력 패턴을 XOR시킨 결과로 발생되는 패턴 내의 1의 수이다. 패턴 세트에 대한 슬라이딩 거리는 
에러 정정력을 결정한다.

이러한 STM  패턴은 서보 섹터와 관련된 임의의 비트도 포함할 수 있다.  패턴 산출 프로세스(pattern 
evaluation process)는 병렬 바이트로 변환된 R/W 전자 장치로부터 출력된 일련의 비트를 사용하여 개시
된다. 길이 n인 쉬프트 레지스터는 길이가 n 비트인 STM 패턴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각각의 쉬프팅
은 고정형 STM 비트 패턴과 비교해 볼 경우 코드의 기준을 형성하는 새로운 패턴을 생성한다. 슬라이딩 
거리라는 개념은 이러한 쉬프트 레지스터를 통해 본 패턴의 변화 거동을 설명한다. 쉬프트 레지스터는 
입력 데이터를 따라 슬라이딩하는 윈도우로서 간주될 수 있다. STM의 에러 정정/검출력은 쉬프트 레지스
터의 내용과 고정형 STM 패턴 사이의 최소 거리를 유지시키는 것에 좌우된다. 유효한 STM은 반복 프리앰
블 패턴(이는 통상 …11111…인 패턴)과 STM 패턴 사이의 슬라이딩 거리가 코드의 급수에 의해 정해지는 
미리 정해진 한계 내에 속하는 경우 인식된다.(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본 명세서의 나머지 
설명은 상기 프리앰블 패턴을 가정한다). 이러한 한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코드 종
속도(code dependency)가 다음의 파라메타에 의해 정해진다.

d = 코드 내의 STM 패턴 사이의 슬라이딩 거리

s = 정정 가능한 에러 수, 및

f = 검출 가능한 에러 수

에러 정정 및 검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수학식 1에 의해 정의되는 슬라이딩 거리 d로부터 결정된다.

(수학식 1)

d ≥ 2s + t + 1

비트 패턴 내에서의 쉬프팅 프로세스 동안 얻어지는 거리가 원하는 위치인 모든 위치에 대한 거리 d보다 
더 큰 경우, 에러를 정정 또는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패턴 세트가 세트 내의 모
든 패턴 사이의 슬라이딩 거리 d를 갖는 경우, 코드는 s개의 에러까지 정정할 수 있으며 또 t개의 더 많
은 에러까지 검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7인 코드는 (검출시 0비트인) 최대 3 비트의 에러를 정정할 
수 있거나 또는 (정정시 0 비트인) 최대 6 비트의 에러를 검출할 수 있다. 따라서, 에러 정정력과 에러 
검출력을 수학식 1에 의해 정해지는 한계 내에서 타협(tradeoff)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패턴 코드의 최
대 정정력은 다음의 수학식 2에 의해 정해진다.

(수학식 2)

따라서, 최적 STM 코드 설계는 검출력의 일부가 정정을 위해 희생되거나 또는 정정력의 일부가 검출을 
위해 희생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본 발명의 적응력 특징 면에서 설명된다. 또한, 코
드 내의 에러 무관형 STM 패턴은 서보 섹터 개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보장할 뿐만 아니
라, 디스크 드라이브의 상태에 대한 표시를 역시 제공한다. 검출 프로세스의 일부는 에러인 비트의 수가 
모니터링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모니터링되는 비트 에러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예측적 오
류 분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사용자가 데이터 백 업과 같은 정정 동작을 행하는데 사
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사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STM 코드를 설명하기 위하여,  = …1111…과 

같은 반복 패턴 프리앰블 를 가정해 본다. STM 코드 C는 다음과 같은 경우 크기 m, 길이 n 및 슬라이

딩 거리 d인 코드라고 부른다.

C = { [0], [1],…, [m-1]}

여기서 각각의 [i]는 길이가 n인 패턴이며, 또 비트별 연결(bitwise concatenation)( , [j]) 상에서 

길이 n인 윈도우를 슬라이딩함으로써 얻어진 임의의 패턴과 [i] 사이의 해밍 거리가 최소한 d이다(단, 

슬라이딩 패턴이 [i] 자체인, 즉 거리가 0인 경우는 제외). 즉, 코드 C에는 m개의 패턴이 있다는 것이

다. 코드 내의 주어진 패턴 [i]가 입력 스트림에 대한 모든 쉬프팅 결과에 대해 비교되는 경우, 특정 

패턴이 예측되는 경우와는 다른 모든 쉬프팅된 패턴에 대해 최소 d인 거리가 유지된다. 이러한 코드 C는 
(n, m, d) 코드로 표시된다. 아래에서 설명되는 버스트 에러(burst error)인 경우, 버스트 길이 b는 추
가적인 파라메타이다. 버스트 코드는 (n, m, d: b)인 표기로 표시된다. 표기 상으로는 (n, m, d) = (n, 
m, d: 1)이 됨을 주목해야 한다. 슬라이딩 거리 d는 코드의 에러 허용 한계를 결정한다. 버스트 에러를 
처리하는 경우, 슬라이딩 거리는 고려되는 버스트 길이 b에 대한 버스트 슬라이딩 거리로 대체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코드를 가정해 본다.

C = {0000010, 0010111}

이러한  예에서,  각각이  7  비트인  2개의  패턴이  존재하며  또  슬라이딩  거리는  3이다.  따라서,  C는 
(7,2,3)인 코드이다. 2개의 패턴이 서로에 대해 거리 3이라는 사실, 즉 2개의 패턴 사이에 3개의 비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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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는 사실(이는 아래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이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은 아님)이 명백하다. 도 5a
는 이러한 (7,2,3) 코드를 상단 행(top row) 형식으로 프리앰블과 연결된 패턴 1(예를 들어, STM 1)을 
가지는 입력 데이터 패턴을 도시하는 표이다. 다른 행들은 패턴 1을 상이하게 쉬프팅된 패턴으로 도시한
다. 쉬프트 레지스터의 내용은 상단 행 내에 있는 셀의 값인데, 이는 소정 쉬프팅된 경우 낮은 행에 있
는 엔트리가 되는 값이다. 좌측 칼럼은 쉬프트 레지스터 내의 패턴과 탐색 패턴 사이의 해밍 거리를 도
시한다. 쉬프트 패턴이 상기 패턴과 상이한 비트가 설명의 편의상 강조되어 도시된다. 이러한 예에서는 
쉬프트 값이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최소 해밍 거리가 최소한 3임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7,2,3) 코드는 단일 비트 에러를 정정하거나 또는 어떠한 정정도 시도되지 않는 경우(d=3)는 2
개의 에러 비트까지 검출할 수 있다. 단일 비트 에러의 정정은 쉬프트 레지스터 및 탐색 패턴 사이의 해
밍 거리가 0 또는 1인 경우를 검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2개의 에러까지 검출하는 것은 해밍 거리가 
1 또는 2인 경우(거리가 0인 경우만 패턴이 검출된 것으로 간주됨)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코드는 d=3
인 기준과 일치한다는 것을 도시하기 위하여, 3개의 다른 경우가 검토되어야 한다. 입력 패턴이 패턴 1 
및 탐색 패턴이 패턴 2인 경우와 입력 패턴이 패턴 2 및 탐색 패턴이 패턴 1인 경우, 이것은 입력 패턴
이 패턴 2(예를 들어 STM 2) 및 탐색 패턴이 패턴 2인 경우이다. 상기 마지막 경우가 도 5b의 표에 도시
된다. 다른 경우는 유사한 결과를 발생한다. 이러한 코드 예인 경우 (원하는 정합을 제외하고는) 모든 
탐색/쉬프트 조합에 대해 슬라이딩 거리가 d=3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는 수학식 2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든 단일 비트 에러(s=1)를 정정할 수 있다.

상기 (7,2,3) 코드의 예에서와 같이, 2개의 패턴을 갖는 코드(m=2)는 일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충분하
지 않을 수 있다. 코드의 크기 또는 정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드는 비용은 n값이 커질 수록(더 긴 STM 
패턴) 더 커진다. 다음은 상이한 크기의 코드에 대해서 본 발명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물
론, 다른 가능성도 있으며, 또 m=5보다 더 큰 코드 크기가 있을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코드를 발생하는 
방법 및 디코딩 알고리즘은 아래에서 설명된다.

m = 2 : 인덱스 및 하나의 비인덱스(nonindex). 인덱스는 역시 d에 대해 강도를 갖는다.

m = 3 : 인덱스 및 2개의 비인덱스. 2개의 비인덱스는 1 비트인 서보 섹터 번호(짝수 및 홀수인 서보 섹
터를 다루는 도 3의 경우에 해당함), 또는 1 비트인 헤드 번호일 수 있다.

m = 4 : 인덱스, 대체 인덱스(alternate index), 및 2개의 비인덱스. 대체 인덱스는 다른 섹터 위치를 
이전 인덱스가 누락된 경우 사용될 수 있는 인덱스로 정의한다.

m = 5 : 인덱스 및 4개의 비인덱스; 예를 들어 서보 섹터 번호의 2개의 최하위 비트(LSB).

도 3에 도시된 트랙 부분에 관하여 설명된 본 발명에서는 3개의 STM 패턴(인덱스에 대해서는 STM 1, 짝
수 서보 섹터에 대해서는 STM 2, 및 홀수 서보 섹터에 대해서는 STM 3)이 (16,3,7)인 (n,m,d) 코드로서 
정의되는 STM 코드 내의 3개의 특정 패턴인데, 여기서 m은 코드 내의 STM의 수이다. STM 패턴의 비트 길
이  n은  비트  오류  메카니즘  및  원하는  패턴  수에  따라  설계된다.  통상의  오류  메카니즘은  비트 
쉬프트(bit shift), 단일 비트(single bit), 버스트(burst) 등을 포함한다.

각 STM 패턴이 STM 패턴에 대응하는 비트의 정확한 패턴으로 디스크 상에 기록될 수 있지만, 이것은 디
스크 상에 기록되는 자기 전이(magnetic transition)의 패턴 또는 시퀀스(sequence)가 STM 디코더에 제
시되는 대응 STM 패턴으로 고유하게 번역될 수 있으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디스크 상에 기록된 각 
STM은 단지 n 비트의 디지털 정보의 소정의 패턴을 나타낸다.

STM 코드 생성

지금까지  기술된  STM  코드  및  이하  표에  리스트된  STM  코드는  컴퓨터의  탐색  알고리즘(search 
algorithm)에 의해 생성된다. 탐색 알고리즘은 타겟 거리를 충족시키는 세트를 발견하기 위해 입력 패턴
을 검사한다. 하나의 코드 생성 알고리즘이 이하에 도시된다.

1. n, d를 선택하여 최대 m을 갖는 코드를 찾아낸다.

2. 프리앰블 패턴 로 연결되는 경우 슬라이딩 거리 d에 대한 0 ≤ i ＜ 2
n
인

 
모든 n 비트 패턴 [i]를 

검사한다. 패턴이 슬라이딩 거리 d와 일치하거나 또는 초과할 경우, 그 패턴이 엘리먼트의 리스트에 추

가된다. 이것은 m = 1인 모든 코드에 대해 0 ≤ i ＜ k인 리스트 [1][i]를 생성하는데, 여기서 k는 

리스트 내의 엘리먼트의 수이다. k = 0일 경우, 그러한 리스트는 존재 하지 않는다.

3. m = m + 1인 엘리먼트를 갖는 코드들을 검사한다. 이전 m의 값에 대한 코드 리스트 내의 각 코드는 
m=1인  리스트로부터  코드  워드를  사용하여  엘리먼트  1만큼  코드를  확장하려고  시도한다.  교차 
항목(cross term)들 을 포함하는 모든 엘리먼트 간에 슬라이딩 거리가 일치되는 경우에 상기 코드가 확

장된다. 특히 [m-1][j], 0 ≤ j ＜ m-1인 선행 리스트로 부터의 각 코드에 대해, 엘리먼트 [m-1][m-

1]= j 로 리스트의 m개의 모 든 엘리먼트의 슬라이딩 거리를 차례로 검사한다. 모든 검사가 슬라이딩 

거리 d와 일치하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 검사되는 코드는 0≤ i ＜ k인 코드 [m][i]의 리스트에 추

가된다. k = 0인 경우, 그러한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소정 값에 대해 k=0이 될 때까지 m의 다음 값에 대해 단계 3을 반복한다.

그 결과는 1 ≤ x ≤ m인 모든 (n, x d) STM 코드의 리스트가 될 것이 다.

슬라이딩 거리로부터 예를 들어, 슬라이딩 버스트 거리와 같은 소정의 다른 거리로 기준을 변경하기 위
해 상기 알고리즘을 갱신(이하 도시됨)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자 장치 내의 디코더가 디스크 상의 단일 
비트 에러를 데이터 스트림 내의 2 비트 에러로 변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버스트들을 핸들
링하는 코드가 있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독립 비트 에러를 정정하는 상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생성되는 코드의 특정 예가 이하에 기술된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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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이 에러 위치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는 가장 일반적인 코드이다. 아래의 코드가 
(8,5,3) 코드라는 것이 쉽게 검증될 수 있다.

C={00000010, 00010111, 00011001, 00101000, 01001111}

마찬가지로 아래의 코드는 (10,5,4) 코드이다.

C={0000001001, 0001000111, 0001101100, 0010110101, 0010111010}

마지막으로 아래의 코드는 (12,5,5) 코드이다.

C={000011101001, 000100011000, 000100110111, 001010000010, 001011010101}

아래 표 1은 독립 비트 에러에 대한 다양한 n, m 및 d 값에 대한 최적의 STM 코드의 세트를 리스트한다. 
슬라이딩 거리 d 및 다수의 코드 워드(codeword) m의 각 선택에 대해, 최소 길이 n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기 표들은 (n,m,d)인 코드가 존재하지만, (n,m+1,d)인 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댄
다. "."의 값은 코드가 측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 표시된 값은 n에 대한 상위 경계이며, 
더 짧은 코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

슬라이딩 거리 d 및 m개의 코드 패턴을 갖는 STM 코드에 대한 코드 n의 길이

d m=1 m=2 m=3 m=4 m=5

3 5 7 7 8 8

4 7 8 9 10 10

5 9 11 11 12 12

6 11 13 13 14 .

7 12 15 16 16 .

8 14 17 17 . .

9 16 18 19 . .

10 18 20 . . .

11 20 . . . ..

12 22 . . . .

13 24* . . . .

14 27* . . . .

또한 버스트 에러를 핸들링하기 위한 최적의 STM 버스트 코드들이 생성되어 있다. 상기 코드 생성 알고
리즘의 단계 2 및 단계 3의 슬라이딩 거리는 슬라이딩 버스트 거리로 대체된다. (버스트 길이까지의) 각 
버스트는 해밍 거리 및 슬라이딩 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단일 에러 이벤트로서 취급된다. 도 6은 (7, 1, 
3:2) 코드에 대한 탐색 프로세스를 도시한다. 이 코드는 7 비트 길이의 하나의 패턴을 가지며, 2 비트 
버스트들에 대해 슬라이딩 거리 3을 갖는다. 따라서, 하나의 2 비트 버스트까지 정정할 수 있다. 도 6의 
좌측 칼럼은 쉬프트 패턴 및 STM 패턴 간의 2 비트 버스트 거리를 리스트한다. 2 비트 버스트들은 에러
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각 행에 강조되어 있다. 버스트는 버스트 길이보다 작은 에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아래의 코드는 2 비트 버스트 에러까지 정정할 수 있는 (9, 4, 3: 2) 코드이다.

C={000010001, 010000011, 010010110, 010111001}

아래의 코드는 3 비트 버스트 에러까지 정정할 수 있는 (11, 4, 3: 3) 코드이다.

C={00000010001, 00101000011, 01100100111, 01101111010}

아래의 표 2는 버스트 에러 STM 코드에 대한 표이다. 표는 슬라이딩 거리 d에 의해 배열된다. 각 표에
서, 제 1 칼럼은 최대 버스트 길이를 리스트하며, 그 다음 칼럼은 패턴의 수 m에 따라 배열된다. 각 엔
트리는 코드에 대해 요구되는 STM 패턴 내의 비트 수 n이다. 다시 말하면, 표 2는 (n, m, d: b) 코드가 
존재하지만, (n, m+1, d: b) 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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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인 경우, 최적의 STM 버스트 에러 코드의 일부

버스트 길이 b m=1 m=2 m=3 m=4

2 7 9 9 9

3 9 10 11 11

4 11 12 13 13

5 13 14 15 15

6 15 16 . .

7 17 18 . .

8 19 20 . .

9 21* . . .

10 23* . . .

11 25* . . .

12 27* . . .

* 일부를 서치(search)한 것으로, 이것은 n 상의 상위 한계이다.

[표 2b]

d=4인 경우, 최적의 STM 버스트 에러 코드의 일부

버스트 길이 b m=1 m=2 m=3 m=4

2 10 11 12 .

3 13 14 15 15

4 15 . . .

5 18 . . .

6 . . . .

7 . . . .

8 27 . . .

* 일부를 서치한 것으로, 이것은 n 상의 상위 한계이다.

[표 2c]

d=5인 경우, 최적의 STM 버스트 에러 코드의 일부

버스트 길이 b m=1 m=2 m=3 m=4

2 12 14 15 15

3 16 18 . .

4 20 . . .

5 27* 27* . .

* 일부를 서치한 것으로, 이것은 n 상의 상위 한계이다.

[표 2d]

d=6인 경우, 최적의 STM 버스트 에러 코드의 일부

버스트 길이 b m=1 m=2 m=3 m=4

2 15 17 18 .

[표 2e]

d=7인 경우, 최적의 STM 버스트 에러 코드의 일부

버스트 길이 b m=1 m=2 m=3 m=4

2 18 20 . .

STM 코드에 대한 디코딩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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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도 3의 트랙 부분에 도시되는 STM 코드와 함께 사용하는 에러 정정 및 검출 특성을 갖는 STM 디
코더 (400)의  회로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검출 프로세스는 쉬프트 레지스터 (505)에  대해 리셋 펄스 
(524)를 사용하여 개시한다. 리셋 펄스 (524)는 프리앰블 패턴을 쉬프트 레지스터 (505)에 미리 로드한
다. 각 클럭 전이(clock transition) (522)가 발생하면, 판독/기록 전자 장치 (113)(도 1에 도시됨)으로
부터 출력되는 직렬 데이터 비트 (520)은 쉬프트 레지스터 (505)를 사용하여 병렬 비트 (528)로 변환된
다. 각 쉬프트시, 쉬프트 레지스터 (505)의 n  비트 (528)  출력은 패턴 레지스터들 (501),  (502),  및 
(503)  내에  저장된  고정  비트  패턴  STM1,  STM2,  및  STM3과  (511),  (512),  및  (513)에서  각기 
XOR(exclusive OR'ed)된다. 필터 (541), (542) 및 (543)은 각기 XOR 출력 (531), (532), 및 (533)을 수
신하고,  XOR  출력을  코드  파워  레지스터  (504)에  저장된  값  (534)와  비교한다.  (531),  (532),  또는 
(533)의 에러 비트 수가 코드 파워 레지스터 (504)에 저장된 에러 정정력 (534) 내에 속하는 경우, STM 
검출 표시 (551), (552), 또는 (553)은 필터 (541), (542), 또는 (543)의 출력으로 나타난다. STM 패턴 
식별은 (562)에서 확인(qualified)되며, 신호 출력 (563)에서 식별된 특정 STM 패턴으로서 디스크 구동 
제어기 (115) (도 1 참조)로 보고된다. 비트에 에러가 있다는 표시는 (571), (572), 및 (573)에서 각기 
플래그(flag)되며, 에러의 총 수는 (581), (582), 및 (583)에서 각기 기록(log)된다. 검출된 STM에 대해 
기록(log)된  총  에러는  (562)에서  디코딩되어  제어기  전자  장치  (115)에  신호  (564)로  전송된다. 
산출(evaluation) 회로 (565)로부터 도출되는 타이밍 펄스 (561)은 패턴 ID 및 에러 섬(sum)이 유효한 
시점을 결정한다. 또한, 소정의 STM이 발견되었다는 표시는 OR 게이트 (585)에 입력되며 에러들이 검출
되었다는 표시는 OR 게이트 (586)에 입력된다. OR 게이트 (585) 및 (586)의 출력은 확인(qualification)
용 산출(evaluation) 회로 (565)로 전송된다. 누락(miss)된 STM을 표시하는 신호 (566), 에러가 정정된 
STM (567), 및 검출된 STM (568)은 자신들이 리셋 신호 (524) 및 윈도우의 종단(end) 신호 (526)에 의해 
정의되는 유효 타이밍 윈도우 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어기 전자 장치 (115)로 전송된다.

여러 경우에, 프리앰블 패턴을 갖는 쉬프트 레지스터 (505)를 미리 로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예로, 프리앰블이 모두 1 패턴이기 때문에 쉬프트 레지스터가 각 쉬프트 위치 내에 1로 미리 로드된다. 
따라서 프리앰블 필드 내에 필요로 하는 비트의 수는 적어도 STM 패턴의 수만큼 되도록 요구되지 않는
다. 그 다음, 프리앰블 윈도우 내에 필요로 하는 비트의 수는 리셋 펄스 (524)의 타이밍 정확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더 작은 비트의 STM 기능에 대해 필요하기 때문에 저장용량이 증가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타이밍 에러의 허용 한계를 증가시키는 추가적인 장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STM 검출기가 2 비
트의 에러를 정정하도록 구성되는 경우, 그 다음 더 이상 추가적인 에러가 없다고 가정하면, 리셋 펄스
가 STM 패턴 자체 내로 2 비트까지 발생할 경우 STM을 정확히 위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도 7의 디코딩 회로에 의해 디코딩 알고리즘이 이하에 상세히 설명된다. 소정의 (n ,m d) 코드 C가 사용
되는 경우, 알고리즘은 STM 패턴을 정확하게 식별하도록 한다. 상기 수학식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에러 

정정 및 에러 검출 간의 타협(tradeoff)이 존재한다. [0], [1],..., [m]을 C내의 코드 워드(STM 패

턴) 및 반복 패턴(프리앰블 패턴) 로 한다. 은 저장된 시퀀스 ( , )의 (에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

이 있음) 수신된 버전(version)이라고 가정한다. 디코더는 을 통해 길이 n의 윈도우를 쉬프팅하는 것을 

유지한다. 각 쉬프트에 대해, 가능한 3개 중 하나를 결정한다.

를 을 통해 길이 n의 윈도우를 슬라이딩함으로써 획득되는 패턴으로 하고, l[j]을 각 [j] 및 0 ≤ 

j ＜ m-1인  간의 거리로 하면, 3개의 결정이 가능하다.

1. 소정의 j에 대해 l[j] ≤ s인 경우, STM 패턴은 [j]이다.

2. 소정의 j에 대해 s + l ≤ s + t인 경우, (에러들로 인한 잘못된 위치에서 STM을 검출하는 것을 방지
하는) STM 에러인 정정할 수 없는 에러를 선언한다.

3. 0 ≤ j ＜ m-1인 각 j에 대해, s + t + 1 ≤ l[j]인 경우, 그 다음 후속 쉬 프트 위치로 계속 진행한
다.

4. 마지막으로, STM 또는 정정할 수 없는 에러를 발견함없이 타이밍 윈도 우의 종단부(end)에 도달하는 
경우, 그 결과는 누락(missing) STM이다.

상기 알고리즘 내의 제 2 단계는 2s=d-1인 경우 생략되는데, 여기서 알고리즘은 단지 정정하는데만 사용
된다. 상기 절차는 에러 s에 의해 후 판독 패턴(read back pattern)으로부터 STM 패턴을 정확하게 결정
한다.

또한, s보다 큰 에러가 발생하고 s+t보다 크지 않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에러들은 검출되며 
잘못된 식별은 발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래의 (10,5,4) 코드

C={0000001001, 0001000111, 0001101100, 0010110101, 0010111010}

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d=4이며, 수학식 1로부터 s=1 및 t=1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C는 1 비트의 에러를 정정하며 2 
비트의 에러를 검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5개의 STM 패턴이 존재하며 단일 비트 에러를 갖는 모든 
패턴이 정정된다. 즉, 단일 비트 에러까지 정확하게 정정되며 2 비트 에러를 갖는 모든 패턴이 검출된
다. 프리앰블 패턴(도 3 참조) 선행 STM이 ...1111...이며 기대 후 판독 STM 패턴(expected read back 
STM  pattern)  (0001101100)이  (밑줄  친  이하에  도시되는)  단일  비트  에러를  포함하면 

=...1110101101100의 에러 패턴이 판독된다. 이러한 단일 비트 에러를 인식하기 위해, 디코딩 알고리즘

은 을 통해 윈도우를 슬라이딩하며 코드 내의 각 패턴에 대한 거리를 측정한다. 이러한 거리들이 적어

도 3인 경우 쉬프팅을 유지하며, 거리가 0, 1, 또는 2인 경우 쉬프팅을 중단한다. 패턴에 대한 거리가 0 
또는 1 중 하나인 경우, 식별이 발생한다. 패턴에 대한 거리가 정확히 2인 경우 에러 검출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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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도 8A 내지 도 8B에 명백히 예시된다. 거리 값은 좌측 칼럼에 도시되어 있다. 각 쉬프트에서, 5
개의 모든 STM 패턴은 입력에 대하여 비교된다. 우측 칼럼은 STM 번호를 리스트한다.

버스트 코드 디코더

버스트 길이 b 및 버스트 코드 길이 n의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로직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의 
방법은 에러를 카운트하는 카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LSB에서 시작하여 각 비트가 차례로 검사
된다. 1을 만날 경우, 카운터가 증가된 후 검사가 비트 b를 건너뛰고(버스트를 건너뛰고) 검사를 계속한
다. 고속 클럭이 버스트 카운트 계산시 지체(delay)를 최소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디코
더가 가장 유용하다. 버스트 카운트를 계산하는데 1비트 타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다중 파이프
라인된 카운터들이 사용된다. 또한, 버스트들을 카운트하는데 조합 로직(combinatorial logic)을 사용하
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독립 비트 에러 디코더의 제 1 단계의 가산기(adder)가 버스트 코
드 검출기에 의해 교체된다. n이 b의 배수가 아닌 경우 이러한 버스트 코드 검출기 단계는 추가적인 출
력을 갖는 출력 n/b를 가진다. 그 다음 이러한 출력은 버스트 카운트를 획득하기 위해 함께 추가된다. 
일반적인 버스트 검출기 로직은 에러 패턴에서 만나게 되는 1이 선행 버스트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버
스트로서 카운트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로직 수학식이 아래에 도시된다.

x[i] = 0 ≤ i ≤ n-1인 입력 벡터 x의 비트 i

w[i] = 크기 b의 버스트가 비트 i에서 시작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즉, w[i]=1이 아니면, 크기 b의 
버스트는 비트 i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db
 
= 총 버스트 카운트, 즉 w[i]의 합계

물론 상이한 로직 구성을 사용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예는 어떻게 방정식 3이 버스트 거리 db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도시한다. 이러한 예는 

n=6, b=2이며 입력이 벡터 110010이라고 가정한다.

프로그램 가능한 하드 웨어

따라서, 성능과 신뢰성 간에 조절되는 균형이 존재한다. 통상, 정정 수준은 정정될 수 있거나 또는 검출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낮도록 선택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에러 비율에 좌
우된다. 하드웨어는 에러 정정 및 에러 검출 비교 값이 이를 테면, 프로그램 가능한 레지스터들(도 7 내
의 항목 (504))에 의해 갱신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동작에 대해 적응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제조자
가 이를 테면, 제조하는 동안 언제라도 상기 값을 설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제조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 그 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다 에러율이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양품률을 증가시키기 위
해 제조의 초기 단계 동안 더 낮은 정정 레벨 (따라서 더 높은 검출 레벨)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 일단 
프로세스가 보다 잘 제어되면, 동시에 성능 향상을 제공하는 상기 레벨의 정정이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성능을 검사함으로써 동작하고 있는 동안 적절한 드라이브가 세팅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코드의 특성이 주어지면, 또한 프로그램 가능한 특정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레
지스터(도 7에 도시되는 (501, 502, 503))에 각각의 STM 패턴을 저장함으로써 달성된다. 또한 코드의 길
이가 조정 가능한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가능한 레지스터들은 쉬프트 레지스터
들의 길이 및 디코더 체인의 폭을 설정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설계자에게 매우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 
OEM 벤더가 그들의 소비자가 STM 특성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매우 큰 유연성을 허용할 필요가 있기 때
문에, 이것이 OEM 벤더에게 특히 유용하다.

프로그램 가능한 정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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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율을 대략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디스크 드라이브는 STM 서치(search) 동작 동안 획득되는 거리 값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가 현재 정정 레벨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도
록 한다. 특히, 각 STM 코드는 슬라이딩 거리 규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 장치는 각각의 STM 패턴으로
부터 쉬프트 레지스터 내용들의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어느 STM이 검출되는지를 결정한다. 에러가 존재하
지 않는 경우, 최소 거리는 단지 하나의 패턴에 대해 0일 것이다. 그러나, 에러가 존재하는 경우, 최소 
거리는 0이 아닐 수 있다. STM 에러가 정정되는 경우 (즉 STM 검출 신호가 생성되도록 정확하게 식별되
는 에러를 갖는 STM인 경우), 거리 값이 실제 에러의 수와 일치한다는 가정이 세워진다. 따라서, 정정되
었던 0이 아닌(nonzero) 거리 값을 카운트하면 그러한 에러에 대한 발생율을 산출할 수 있다. STM이 단
일 비트 에러( 예를 들어, 프리앰블 필드 내의)와 동일한 거리 0에서 여전히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것은 정확한 측정이 아니며 에러의 수가 검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또한 1의 거리가 된다. 정정될 수 
있는 에러보다 더 많은 에러를 검출함으로써 STM 서치가 중단되는 경우, 에러의 수는 s+1의 값으로 산출
될 수 있다. 실제 에러의 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s+1은 가장 가까운 수의 에러를 나타낸다. 
STM 서치가 STM을 검출함없이 또는 에러 검출로 인한 중단없이 종료되는 경우, 에러의 수는 s+t+1로 추
산될 수 있다. 또한, s+t+1은 에러 수에 가장 가깝다.

그러한 이벤트를 기록하기 위해 STM 탐색기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s=1에서 정정 레벨 
세트 및 t=2에서 탐색 파워 세트 갖는 코드(12, 5, 5)를 고려한다. 단일 비트 에러의 수는 1의 거리와 
함께 정정된 STM의 수를 카운트함으로써 추산될 수 있다. 2 비트 에러의 수는 검출된 에러에 대해 중단
된 STM 서치의 수를 카운트함으로써 추산될 수 있다. 4 비트 에러의 수는 STM을 검출함 없이 또는 에러 
검출을 위해 중단없이 종료된 STM 서치 수를 카운트함으로써 추산될 수 있다. 카운팅은 하드웨어에 의해 
달성될 수 있거나 또는 이를 테면, 카운터 또는 레지스터를 통해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대해 이용 가능
한 거리 값을 생성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내에 달성될 수 있다. 일단 에러율이 산출이 이루어졌으면, 그것
은 정정 레벨을 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은 필요한 만큼 간단하거나 또는 복잡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정정 레벨을 조정하기 위한 간단한 기준은 에러 검출율을 고찰하는 것이다. 소정 개수의 
STM 동작후에 최고 레벨에서 검출된 에러들의 수가 소정 임계값(threshold) 이하인 경우, 정정 레벨은 
증가될 수 있다. (정정이 필요한 각 에러에 대해, 2가지 에러의 검출성이 단념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
다.)  마찬가지로,  소정  개수의  STM  동작후에  최고  레벨에서  탐색된  에러들의  수가  소정의 
임계값(threshold)을 초과하는 경우, 정정 레벨은 추가적인 검출이 존재하지 않으면 너무 높게 결정될수 
있거나 또는 이용 가능한 정정력이 더 존재하면 너무 낮게 고려될 수 있다. 헤드 위치와 같은 효과를 포
함하는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 분명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정의 헤드, 트랙, 또는 섹터가 상기 디스
크 드라이브에 대한 평균보다 더 높은 에러율을 가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상기 레벨이 조정될 수 있
다.  서보  섹터가  전자  장치  속도(예를  들어,  100  마이크로초만큼  떨어진)에  비교되는  장  시간 
간격(long-time interval)으로 이격되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성공적인 서보 섹터들 간의 정정
력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적응력 알고리즘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이 두가지의 조합으
로 설계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획득된 에러율 정보가 다수 사용될 수 있다. 첫째, 상기 정보는 특정 위치에서 적절한 
정정 레벨 및 검출 레벨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표면 상의 에러율을 맵핑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예측적 오류 분석(predictive failure analysis : PFA)에 사용될 수 있다. PFA에 대해서, 어쩌면 위치를 
포함하는 오류율 정보의 시간 산출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에러율이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또는 소정의 에러율에서 영역의 수가 임계값 이상인 경우, 적당한 오류(failure)가 
예측된다. STM으로부터 오류율 정보를 사용하는 장점은 디스크 드라이브를 오프 라인(offline)할 필요없
이  정보가  지속적으로  수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화된  오류  예측(localized  failure 
prediction)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디스크  드라이버가  복구할  수  있는 
오류(failure)이다. 예를 들어, STM 영역에 대해 근본적인 오류율이 증가되는 경우, STM이 계속 판독 가
능한 동안 연관된 데이터 섹터들을 재배치하는 것이 현명하다. STM이 완전히 고장나는 경우 소비자 데이
터가 추후에 손실됨없이 이러한 섹터는 완전히 회피될 수 있다.

또는 프로그램 가능한 정정력은 오류 복구에 대해 유용하다. 오류 복구 절차는 STM을 시도하고 복구하기 
위해 적절한 정정 레벨 및 검출 레벨을 조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완전한 세팅이 검출될 때까
지 다중 회전(revolution)을 반복하여 다양한 레벨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에러를 복구할 경우, 통상 
디스크 드라이브는 손상된 영역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려고 시도하여 손상되지 않은 영역으로 데이터
를 재배치한다. STM들이 판독 불가능하다면, 연관된 STM들에 대해 정정력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러한 경
우에 바람직하다. 이것은 정정이 잘못될 가능성을 증가시키지만, 서보 그레이 코드, PES 코드, 및 데이
터 ECC와 같은 것들을 검출하기 위해 다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는 서보 섹터의 
끝 지점에 대해 앞서 이용할 수 없지만, 복구 판독 동작에 대해서 사용될 필요는 없다. 다른 정보가 (기
대 값과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정정이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우, 그 다음에 동작이 재시도될 
수 있다. 데이터 복구 절차가 STM들의 잘못된 정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잘못 정정된 STM에 의해 발생되는 가능한 타이밍 에러 및 트래킹 에러를 피하기 위해 복
구가 진행되는 동안 에러 검출 레벨을 증가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프로그램 가능한 정정력의 다른 중요한 용도는 제조 양품률을 증가시키며 검사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다. 통상, 디스크 드라이브 제조는 STM 패턴을 구비하는 서보 품질의 검사를 포함한다. 시스템을 긴장시
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가능도 및 에러율 리포팅(reporting)이 없으면 검사가 늦어진다. 
이러한 종래의 시스템은 STM의 검출 여부에 좌우된다. 프로그램 가능도는 서보 검사로 하여금 검사에 가
장 적절한 정정 및 검출의 레벨에서 수행되도록 하는데, 여기서 이는 공칭 동작 레벨(nominal operating 
level)로서 동일한 레벨일 수 없다. 또한 정정된 에러 수를 리포팅하는 것은 검사 화면이 상이한 레벨에
서 수행되는 동안 디스크 드라이브가 레벨 1에서 동작되도록 한다. 이것은 중요한 장점을 갖는다. 첫째,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보 성능은 적격 심사(screening) 기준과 독립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 더욱 정확
한 서보 트랙킹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것은 특정 서보 패턴이 에러 중 1번 에러를 갖는 불량(bad)으로 플
래그되도록 하지만,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보가 계속 STM을 사용하도록 한다. 둘째, 검사를 허용함으
로써 시스템을 긴장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정할 수 없는 STM보다 더 작은 에러에서 STM들을 플래그하
도록 한다. 예를 들어, (16, 3, 7) 코드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공칭 동작점(nominal operating point)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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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s=2 및 t=2를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0,1, 또는 2 비트 에러를 갖는 STM을 발견하며 
3 또는 4 비트 에러를 갖는 서치를 중단할 것이다. 제조 검사 동안, 서보가 s 및 t에 대해 이러한 값을 
가지고 동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제조시, STM 내의 하나의 추가적인 에러가 결과적으로 연관된 
서보 섹터의 손실로 되기 때문에, 2 개의 정정된 에러를 갖는 STM들이 불량(bad)으로서 플래그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정될 수 있다. 또한, 제 2 에러가 장래의 소정 시점에서 STM 내에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
하고 STM이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STM들이 단일 에러를 갖는 불량(bad)으로서 플래그되지 않는 경
우, 제조 양품률이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검사 절차는 정정된 에러 수를 모니터하여 디스크 드라이브
와는 다른 정정 레벨에서 효과적으로 동작한다. 이 접근 방법은 2개의 에러에 대해 플래그된 STM들이 서
보 트래킹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한다. 상기 정정의 레벨이 상기 드라이브에 대해 하나의 에러로 낮아
지면, 2개의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연관된 서보 정보가 없어지며 트래킹 정확도가 감소된다. 이것은 어
쩌면 후속 서보 섹터들이 잘못하여 불량으로 결국 플래그되는 종래의 서보 섹터로부터의 위치 및 타이밍 
정보의 손실로 인해 긴장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정정 가능한 에러의 임시적 및 공간적인 점유를 
관찰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향상이 분명히 가능하다. 이러한 예는 (단일 에러들이 통과되도록 함으로
써) 양품률을 향상시키며 동작 조건을 긴장시킴없이 검사 조건을 긴장시킴으로써 검사 시간을 개선하는 
장점이 있다. 완전히 실패한 STM들만을 플래그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111...의 프리앰블 패턴은 본 명세서에 설명된 모든 예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상이한 프리앰블 패턴
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드문 드문한(isolated) 에러 및 버스트 에러를 핸들링하기 위한 코드 및 시스
템이 설계될 수 있는 방법이 도시되었다. 이것으로부터 예를 들어, 3 버스트 에러 및 드문 드문한 에러 
또는 인터리브된(interleaved) 버스트 에러와 같은 임의의 에러 기준에 대한 코드 및 시스템들이 설계될 
수 있다. 상술한 코드는 피크(peak) 검출 및 PRML 채널들에서 보게되는 것과 같은 가장 가능성 있는 채
널 특성에 사용된다.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형식 및 상세한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변
경이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시된 본 
발명은 예시적인 것으로만 간주되며 첨부된 청구 범위에 기재된 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STM 디코딩 회로는 에러 정정 및 에러 검출 비교값이 갱신될 수 있는 적응력을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록 디스크(recording disk) 및 기록 디스크로부터 정보를 판독하는 기록 헤드를 갖는 데이터 기록 디
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

a) 각 트랙이 기록 헤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서보 정보를 포함하는 복수개 의 서보 섹터를 가지며 m(m
＞1)개의 고유 서보 타이밍 마크(STM) 패턴 의 세트를 가지는 복수개의 트랙을 구비한 디스크―여기서 
각각의 서보 섹터는 디스크 상에 기록되는 STM을 포함하며 n 비트의 디지털 정보로 이루어진 패턴으로서 
표시됨―;

b)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한 모터;

c) 상기 서보 섹터 내의 정보를 판독하는 기록 헤드(recording head);

d) 상기 기록 헤드에 연결되며 상기 기록 헤드를 상이한 트랙들에 위치시키 며 그 트랙들 상에 유지하기 
위한 액츄에이터;

e) 상기 디스크가 회전하여 서보 섹터 존재 신호를 발생함에 따라 상기 기록 헤드에 의해 판독되는 m개
의 고유 STM 패턴을 각각 검출하 기 위한 STM 디코더; 및

f) 상기 STM 디코더에 결합되며 STM 디코더에 의해 STM들을 검출한 후 서보 섹터로부터 상기 기록 헤드
에 의해 판독되는 서보 정보에 응답하여 액츄에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서보 전자 장치

를 포함하고,

n 비트로 이루어진 m개의 고유 STM 패턴이 각각 해당 세트 내의 다른 STM 패턴에 대해 최소 슬라이딩 거
리 d(d＞1)를 가지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가 자기 기록 디스크이고, 상기 트랙이 일반적으로 동심(concentric)으로 배열되며 또한 서
보 섹터들이 산재되어 있는 복수개의 데이터 섹터들을 갖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세트 내의 STM들 중의 어느 하나가 트랙 상의 고유 위치를 나타내는 인덱스 STM인 디스크 드라이
브.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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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덱스 STM들 중의 어느 하나가 트랙의 개시점을 나타내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세트 내의 STM들 중의 어느 하나는 짝수 번째 서보 섹터를 나타내는 짝수 섹터 번호 STM이고, 상기 
세트 내의 STM들 중의 다른 하나는 홀수 번째 서보 섹터를 나타내는 홀수 섹터 번호 STM인 디스크 드라
이브.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복수개의 STM 패턴은 각각의 STM 패턴이 자신이 위치된 서보 섹터의 번호의 일부를 나타내도록 배열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복수개의 STM 패턴은 각각의 STM이 자신이 기록되는 디스크와 연관된 기록 헤드의 번호의 일부를 나타내
도록 배열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복수개의 STM 패턴은 각각의 STM 패턴이 자신이 기록되는 트랙의 번호의 일부를 나타내도록 배열되는 디
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각각의 서보 섹터는 프리앰블 패턴(preamble pattern)을 포함하며, n 비트로 이루어진 m개의 고유 STM 
패턴은 각각 프리앰블 패턴과 각각의 STM 패턴의 연결에 대해 최소 슬라이딩 거리를 갖는 디스크 드라이
브.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앰블 패턴이 자동 이득 제어(automatic gain control:AGC) 패턴인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딩 거리 d는 단일 비트 에러이며, 상기 STM 디코더는 상기 기록 헤드로부터 판독되며 STM 패
턴 중의 어느 하나를 갖는 프리앰블 패턴의 연결을 포함하는 비트 에러 내에서 에러가 s 비트―여기서 s
는 m개의 고유 STM 패턴 세트의 STM 에러 정정력를 나타내며 (d-1)/2  이하임―까지에 존재하는 m개의 
STM 패턴 각각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STM 디코더가

a) 상기 기록 헤드에 의해 판독되는 STM 패턴의 직렬 비트를 n개의 병렬 비트로 변환하기 위한 쉬프트 
레지스터;

b) 상기 세트 내의 m개의 고유 STM 패턴과 일치하는 고정 비트 패턴을 저 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

c) 쉬프트 레지스터의 출력과 고정 STM 비트 패턴을 XOR(exclusive OR)한 값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 및

d) XOR된(exclusive OR'ed) 출력에 포함된 1의 수가 s이하인 경우 STM 발견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

을 추가로 포함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STM 디코더가 XOR된(exclusive OR'ed) 출력에 포함된 1의 수가 0보다 크며 s이하인 경우, 하나 이
상의 에러 비트를 갖는 정확히 식별된 STM 패턴을 나타내는 STM 정정 에러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STM 디코더가 예정된 시간 간격 동안 발생되는 STM 정정 에러 신호의 수를 기록(log)하기 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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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STM 디코더는 1의 수가 0보다 크며 s이하인 경우, XOR된 출력에 포함된 1의 수와 일치하는 STM 정
정 에러 카운트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STM 디코더가 예정 시간 간격 내에 상기 STM 정정 에러 카운트 값을 기록(log)하기 위한 수단을 추
가로 포함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17 

제 12 항에 있어서,

s=(d-1)/2이며, 상기 STM 디코더는 XOR된 출력에 포함되는 1의 수가 예정 시간 윈도우 동안 s보다 큰 값
을 유지하는 경우 STM 누락(missed)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18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STM 디코더가 값 s를 저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가능한 저장 수단을 추가로 포함함으로써 상기 STM 
에러 정정력이 디스크 드라이브 내에서 갱신될 수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19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STM 패턴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이 프로그램 가능함으로써 상기 고정 STM 패턴이 디스크 
드라이브 내에서 갱신될 수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STM 디코더가 각각의 m개의 STM 패턴에서는 s 비트까지의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수단 및 (2s+t)가 
(d-1)이하인 각각의 m개의 STM 에러 패턴에서는 에러가 s+t가 될 때까지 정정함없이 검출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STM 디코더가

a) 상기 기록 헤드에 의해 판독되는 직렬 비트를 n개의 병렬 비트로 변환하 기 위한 쉬프트 레지스터;

b) 상기 세트 내의 m개의 고유 STM 패턴과 일치하는 비트 패턴을 저장하 기 위한 저장 수단;

c) 쉬프트 레지스터의 출력과 고정 STM 비트 패턴을 XOR한 값을 결정하 기 위한 수단; 및 

d) XOR된 출력내에 포함된 1의 수가 s이하인 경우, STM 발견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수단

을 추가로 포함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STM 디코더는 1의 수가 0보다 크고 s이하인 경우, XOR된 출력에 포함되는 1의 수와 일치하는 STM 
정정 에러 카운트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STM 디코더가 예정 시간 간격 내에 상기 STM 정정 에러 카운트 값을 기록(log)하기 위한 수단을 추
가로 포함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24 

제 21 항에 있어서, 

STM 디코더는 상기 XOR된 출력에 포함된 1의 수가 s보다 크고 s+t 이하인 경우, STM 정정 불가능 에러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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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항에 있어서,

STM 디코더는 상기 XOR된 출력에 포함되는 1의 수가 예정 시간 윈도우동안 s + t보다 큰 값을 유지하는 
경우, STM 미스(missed)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26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STM 디코더가 값 s를 저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가능한 저장 수단을 추가로 포함함으로써 상기 STM 
에러 정정력이 디스크 드라이브 내에서 갱신될 수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27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STM 패턴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이 프로그램 가능함으로써 상기 STM 패턴이 디스크 드라
이브 내에서 갱신될 수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2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딩 거리 d는 에러가 연속된 b개의 비트(consecutive bit)까지로 이루어진 버스트들이며, 상
기 STM 디코더는 상기 기록 헤드로부터 판독되며 STM 패턴 중의 하나를 갖는 프리앰블 패턴의 연결을 포
함하는 데이터에서 에러가 연속된 b개의 비트까지로 이루어진 s개의 버스트들―여기서 s는 b개의 비트까
지의 버스트에 대한 STM 버스트 에러 정정력을 나타내며 (d-1)/2이하임―까지에 존재하는 m개의 STM 패
턴 각각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2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STM 디코더가 m개의 STM 패턴을 보유하기 위해 적어도 m개의 레지스터들로 이루어진 세트를 포함하
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STM 디코더가 상기 STM 패턴 레지스터들의 수와 상이한 STM 패턴의 수를 선택하기 위한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1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STM 디코더가 정정 또는 검출 레벨을 선택하기 위한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정정 또는 검출 레벨을 선택하기 위한 레지스터가 정정값 s를 저장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3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STM들을 판독하도록 재시도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정정 또는 검출 레벨을 선택하기 위한 
레지스터 내의 정정 또는 검출 레벨이 상기 STM 판독 재시도에 응답하여 선택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4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정정 또는 검출 레벨을 선택하기 위한 레지스터 내의 정정 또는 검출 레벨이 저장된 에러의 비트 
수에 응답하여 선택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가 미리 로드된 패턴을 포함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로드된 패턴이 프리앰블 패턴인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7 

자기 기록 디스크(magnetic recording disk), 및 자기 기록 디스크로부터 정보를 판독하며 자기 기록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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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에 정보를 기록하는 기록 헤드를 가지며 고정 블록 아키텍쳐가 내장된 서보 자기 기록 디스크에 있
어서,

a) 각 트랙이 복수개의 데이터 섹터 및 기록 헤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서 보 정보를 포함하며 각을 이
룬 방향으로 이격된 복수개의 서보 섹터―여 기서 각각의 서보 섹터는 디스크 상에 기록되는 서보 타이
밍 마크(STM) 를 포함하며 n 비트의 디지털 정보 패턴으로서 표시됨―로 분할되며 m(m＞1)개의 고유 STM 
패턴의 세트를 갖는 일반적으로 동심으로 배열 되는 복수개의 데이터 트랙을 갖는 자기 기록 디스크;

b)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한 모터;

c) 서보 섹터 내의 정보를 판독하며 데이터 섹터 내의 사용자 데이터를 판독 하는 기록 헤드(recording 
head);

d) 상기 기록 헤드에 연결되며 상이한 트랙들에 대한 위치를 결정하며 기록 및 판독 동작 동안 데이터 
트랙 상에 헤드를 유지하기 위한 액츄에이터;

e) 상기 디스크가 회전하여 서보 섹터 존재 신호를 발생함에 따라 상기 기록 헤드에 의해 판독되는 m개
의 고유 STM 패턴을 각각 검출하 기 위한 STM 디코더; 및

f) 상기 STM 디코더에 결합되며 STM 디코더에 의해 STM들을 검출한 후 서보 섹터로부터 상기 기록 헤드
에 의해 판독되는 서보 정보에 응답하여 액츄에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서보 전자 장치

를 포함하고,

n 비트로 이루어진 m개의 고유 STM 패턴이 각각 해당 세트 내의 다른 STM 패턴에 대해 최소 슬라이딩 거
리 d(d＞1)를 가지는 디스크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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