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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내장 디지탈 콘트롤러를 사용하는 온-더-플라이 에러 보정 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3개의  인터리브(interleave)로 배
열되어  있고,  2개의  크로스  체크(cross  check)  바이트  및  12개의  에러  보정  바이트가  부가되어  있는 
512 바이트 데이타 필드의 개략도.

제2도는 각각 상이한 데이타 전송 속도(transfer rate)와 사용자 데이타 저장 용량(storage 
capacity)을  갖는  8개  데이타  영역인  트랙  Z1  내지  Z8과  데이타  저장  표면(storage  surface)에  걸쳐 
연장하는 공통 정렬된 서보 섹터(servo sector) S를 도시하고 있는 회전 데이타 저장 디스크
(rotating data storage disk)의 데이타 표면의 평면도.

제3a도는  3바이트  에러  검출  코드(error  detection  code)를  채택하는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데
이타 섹터용 데이타 ID 필드의 개략도.

제3b도는  카운트  정보(count  information)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덜  강력한  2바이트  에러  검출 코
드를 채택할 수 있는 데이타 섹터 ID 필드의 개략도.

제4a도  및  제4b도는  본  발명의  방법을  구현하는  ECC  인코더/디코더(encoder/decoder)  및  크로스 체
킹(cross checking) 구조의 상세한 블럭도.

제5도는 제2도의 ECC 구조의 동작을 도시하고 있는 일련의 타이밍도.

제6a도 및 제6b도는 고정형 디스크 드라이브(fixed disk drive)의 데이타 시켄서 요소(data 
sequencer element)내에 있는 제2도의 ECC 구조를 도시하고 있는 블럭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원리를  구현하는  ECC  구조와  제6a도  및  제6b도의  데이타  시켄서를  포함하고  있는 
고정형 디스크 드라이브 데이타 저장 서브 시스템(subsystem)의 블럭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ECC 신드롬 발생기 회로        13 : 논리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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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제로기 회로                          26, 36, 40, 46, 58, 62 : 쉬프트 레지스터

28, 48, 60 : XOR 게이트 어레이    44, 50, 56 : 멀티플렉서

68 : 신드롬 잔류자 래치                78 : 제로 검출 회로

162 : 디스크 170 : 헤드

196 : 마이크로 콘트롤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데이타  스트림(data  stream)내의  바이트  에러를  검출하여  보정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발명은  프로그램된  디지탈  콘트롤러(Controller)를  포함하는  회전 디스
크  데이타  저장  서브  시스템  내의  저장  표면으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타  블럭과  같은  데이타  블럭 내
의 바이트 에러를 검출하여 보정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에러  보정  기술은  디스크  드라이브(disk  drive)  데이타  저장  서브  시스템과  테이프  드라이브(tape 
drive)  데이타  저장  서브  시스템  등과  같은  메모리  저장  장치(memory  stores)를  포함하여  디지탈 데
이타 처리 시스템들(processing system)에 공지되어 있고, 디지탈 데이타 통신 시스템
(communication  system)들에도  공지되어  있다.  디지탈  데이타  스트림의  실질적으로  인접한 블럭
(contigous  block)들,  세트(set)들  또는  서브세트(subset)들로부터  신드롬(syndrome)  정보를 발생시
키는  방법이  선택되어  구현된다.  "인접(contigous)"이란  용어는  블럭들의  사이  또는  블럭들을 분리
시키는  최소  간격(interval)  또는  시간  경과(time  lapse)로  블럭들이  다른  블럭의  바로  하나  뒤에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신드롬  정보는  전형적으로  데이타  기입(writing)  또는  전송  처리 
중에  인코더단(encoder  end)에서  블럭,  세트  또는  서브세트에  부가된다.  데이타  판독  또는  수신 처
리시,  여기에서는  "잔류자(remainder)"라고  불리우는  상기  수신된  에러  보정  신드롬  정보는  상기 수
신된  데이타  블럭으로부터  구해져서  0과  비교된다.  만약  0이  아닌  어떠한  잔류자  값  또는 바이트
(byte)라도  존재한다면  에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된  신드롬  정보의  성질(nature)과  양에 
따라 상기 데이타 블럭에 있는 하나 이상의 에러 버스트(burst)를 검출하여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에러  버스트는  에러  상태인  인접  비트  위치(bit  position)들의  세트이다.  단일  에러  버스트는 데이
타  블럭  내의  그와  같은  에러  비트  위치들의  한번의  발생(one  occurrence)이고,  그들의 인터리브들
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이중  에러(double  error)  버스트는,  예를  들면  데이타  블럭  내에  있는 에
러  버스트가  두번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다.  에러  보정  시스템  및  전략(strategy)들은  전형적으로 단
일  버스트  및  이중  버스트  에러들을  찾아내어  보정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실행  속도  및  상기  에러 
보정 전략에 의한 에러 버스트들에 대한 오보정의 낮은 가능성에 따라 평가된다.

종래  기술의  방법에서,  신드롬  변환기(syndrome  converter)는  전형적으로  탭(tap)들과  외부 승산기
(external  multiplier)  요소들을  갖는  쉬프트  레지스터(REG,  register)로  구현된다.  외부  형식으로 
가산기(summer)가 상기 신드롬을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로부터의 승수 항
(multiplier  term)들을  입력되는  데이타  스트림과  합성시켰다.  본  명세서에서  참조되는, 마차도
(Machado)에게  일반  양도(commonly  assigned)되고  개시된  미합중국  특허  제4,730,321호에서는,  논리 
요소(logical  element)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에러  보정  하드웨어를  구현하는데  요구되는 
구조적  요소(Structural  element)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쉬프트  레지스터가  가산  노드(summing 
node)를 포함하는 내부 형식(internal form)이 사용되었다.

디스크  드라이브들에  채택된  많은  에러  보정  코드  방식(code  scheme)들은  1  비트의  갈로이스 필드

[Galois  Field  : GF(2
1
)]를  채택해왔다.  따라서  1  비트  구현에  있어서,  승수  항들은  존재하거나 존

재하지  않으며,  상기  가산  노드는  익스클루시브  OR(exclusive  OR)  게이트로서  구현된다.  종전의 여
러  실시들은  위에서  참조되고  마차도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730,321호에서  행해졌던  것처럼 
갈로이스  필드  바이트(심볼당  8비트)를  기초로  하였다.  이와  같은  종래의  방법에서,  상기  신드롬 발
생기는  8비트를  받아들여서,  8비트를  출력한다.  상기의  참조되고  마차도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730,321호는  신드롬  발생기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게이트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원시 

요소(primitive element) alpha
1
항이 2B(16진수)인 갈로이스 필드를 채택하였다.

비트  입력에서  비트  출력이든지  바이트  입력에서  바이트  출력이든지  간에,  종래의  에러  보정  방법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특정  블럭  내에서  하나  이상의  에러들이  검출될  때  에러를  포함한  것으로  판단된 
블럭  내에  있는  버스트  에러  또는  에러들의  위치를  결정하여  보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간  동안 상
기 시스템 데이타 스트림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디스크  드라이브  데이타  저장  서브  시스템에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된  모놀리식(monolithic) 
디지탈  마이크로  콘트롤러를  대하는  것은  이제  보통이다.  이와  같은  마이크로콘트롤  요소들은 데이
타  변환기(transducer)  헤드  위치  조정(positioning)  및  트랙  추적(track  following)  동작을 관리하
고,  필요한  때에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과  함께  데이타,  명령  및  상태  값(status  value)들의  전송을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동작 및 계산을 행하는 데에 매우 강력하다.

에러  및  이에  따른  에러  보정  처리들은  양호하게  설계되고  제조된  디스크  드라이브에서는 상대적으
로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마이크로  콘트롤러의  계산  능력은  인터럽트에  의해  요구된 
때에  에러  위치  설정(location)  및  보정  동작을  수행하는  임무에  최적이다.  예를  들면,  만약  데이타 
블럭이 디스크 표면으로부터 판독되고 있다면,  다음 블럭의 판독은 상기 에러 위치 설정 및  보정 처
리동안  중단된다.  상기  참조된  마차도의  미합중국  특허  제4,730,321호에서의  경우처럼,  데이타 스트
림이  정지된  후에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  마이크로  콘트롤러는  에러를  갖고  있는  데이타  블럭에  대한 
ECC  잔류자를  얻는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콘트롤러는  상기  잔류자에  기초하여  에러의  위치  설정과 
보정을  하기  위한  값들을  계산한다.  그리고  나서,  잘못된  데이타  값들은  버퍼  메모리에  있는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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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에  삽입된  보정된  데이타  값들에  의해  대체된다.  보정한  후  다음으로,  상기  데이타  블럭은 호스
트  컴퓨터로  송신되는  데에  이용가능하게  되며,  그  시점에서  데이타  스트림은  데이타  블럭들의 흐름
이 계속되도록 허가될 것이다.

요약하면,  비트를  기초로  하든지  바이트를  기초로  하든지  간에  종래의  방법은  3가지의  공통 동작
(function)을  실행한다  :  상기  종래의  방법들은  입력  데이타를  판독하고  상기  복원된  잔류자  값을 0
과  비교한다.  만약  에러가  존재하면,  상기  방법들은  데이타  스트림을  중단시키고  나서, 비반복(non-
repeating)  또는  "소프트(soft)"  에러들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attempt)로,  예를  들면  상기  신드롬 
발생기를 통하여 상기 데이타를 재판독하여 그것을 재송신하는 등의 재시도(retry)를 실행할 
것이다.  만약  효과가  없으면,  즉  하드  데이타  에러(hard  data  error)가  존재하면,  상기  방법들은 에
러  보정  동작을  수행한다.  만약  이  동작이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데이타  스트림은  상기 시점으
로부터  재개된다.  만약  상기  에러가  보정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에러  메시지가  호스트 컴퓨
터 시스템 또는 통신 시스템에 송신되고, 데이타 전송 처리가 불확정적(indefinite)으로 중단된다.

매우  빠른  에러  보정을  수행하려는  종래의  여러  노력들이  있었다.  수천개의  게이트들을  갖는  특수 
하드웨어  칩에  구현되리라고  믿어졌던  한  구조(architecture)가  테넨골츠(Tenengolts)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782,490호에  기술되어  있는데,  그  개시된  내용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된다. 테넨
골츠는  고속  에러  보정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펌웨어(firmware)  모두를  채택하는 실시
예들을  언급하지만,  온-더-플라이(on-the-fly)  에러  보정의  구현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guidance)은 
제공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테넨골츠  특허  제8도  "에러  트래핑(trapping)"  실시예에서,  에러를 검
출하기  위해  사용된  레지스터와  동일한  쉬프트  레지스터가  상기  에러  트래핑  처리를  위해  에러가 검
출된  후에도  역시  사용됨으로써,  실시간(real  time)으로  입력하는  데이타의  다음  블럭을  위한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의 이용 가능성을 없애버린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것처럼, "온-더-플라이"란 표현은 최소화된 데이타 흐름 인터럽션
(interruption)으로 수행되며 상기 보정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디스크 회전 도달
[latency  :  회전(revolution)]을  요구하지  않는  에러  보정  처리를  의미한다.  ECC  "온-더-플라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타  에러들을  검출하여  보정하는  것  및  상기  검출과  보정을  다중  블럭들의 전
형적인  전송동안  데이타  블럭들의  흐름을  중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
으로  종래에는,  이러한  두가지  요구  조건들이  개념적으로  함께  다루어졌다.  실제로,  본  발명자들은 
상기  두가지  요구  조건들이  별개이며  에러  보정의  전체  문제의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측면(separable aspect)들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드롬  발생기는  전형적으로  에러  보정을  위한  하드웨어  구현  내에  제공된다.  이  신드롬  발생기는 
각각의  선정된  데이타  블럭에  대한  ECC  신드롬을  발생시키기  위해  데이타  스트림  상에 온-더-플라이
로  동작한다.  일단  신드롬이  발생되면,  상기  신드롬은  레코딩/ECC  인코딩  처리동안  데이타  블럭의 
끝에 전형적으로 부가된다.

상기  참조된  마차도의  특허  제4,730,321호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드롬  발생기  회로를 저
장  표면으로부터의  데이타  블럭  재생(readback)동안  잔류자  복원  회로로서도  역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스크  표면으로부터  오는  데이타  블럭  또는  서브  세트들로부터의  재생  동안  재발생된 상
기  신드롬  잔류자  바이트들은  하드웨어  비교기(comparator)에  의해  0과  비교된다.  만약  상기  잔류자 
바이트가  0이  아니라면,  상기  재생된  데이타  또는  그  인터리브에  에러가  존재한다.  마차도의  특허 
제4,730,321호의  방법에서는,  데이타  스트림이  그에  따라  중단되고,  상기  신드롬  발생기  쉬프트 레
지스터들  내에  유지된  상기  0이  아닌  잔류자  바이트들은  버스  구조(bus  structure)를  통해  상기 마
이크로  콘트롤러로  전달된다.  그후,  마이크로  콘트롤러는  상기  에러  또는  에러들의  위치를  정하여 
보정하기  위한  펌웨어  루틴(routine)을  실행한다.  상기  종래의  마차도의  특허  제4,730,321호의 방법
은  에러  보정  처리들을  수행하기  위한  장착형(on-board)  디지탈  마이크로  콘트롤러를  채택하였지만 
온-더-플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떠한 에러라도 검출되기만 하면 데이타 흐름은 중단된다.

온-더-플라이  에러  보정을  수행하는  다른  전형적인  방법은  에러  보정을  계산하여  보정을  하고  있는 
데이타  블럭의  하나  이상의  적절한  위치들에  잘못된  데이타에  대한  보정된  데이타를  삽입시키는 일
을  임무로  하는  하나  이상의  전용(dedicated)  하드웨어  프로세서들을  제공하여  왔다.  전형적으로 전
용  하드웨어  프로세서들과  관련하여  채택되는  것은  저장  용량이  전형적으로  4킬로비트(1바이트당 8
비트이면 512바이트)인 전용 FIFO 또는 버퍼 메모리(buffer memory)이다.

하드웨어를  기본으로  한  ECC  구조의  예가  상기  참조된  테넨골츠의  미합중국  특허  제4,782,490호에 
개시되어 있다.  잘  이해된 바와 같이,  테넨골츠는 제2도와 관련하여 에러 보정 및  크로스 체킹에 매
우  일반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하며,  온-더-플라이  에러  보정에  관한  언급이나  검토(discussion)는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테넨골츠의  제8도  실시예와  관련하여  버스트  에러를  검출한  신드롬은 상
기  에러의  위치가  정해질  때까지  원래의  ECC  복원  회로의  쉬프트  레지스터들을  통해  쉬프트된다. 0
값의  잔여  바이트(residue  byte)를  만날  때까지  필요한  시리얼  쉬프트의  수가  카운트된다.  그리고 
나서,  0바이트  잔여  바이트를  바로  뒤따르는  잔여  바이트들이  데이타  스트림에  삽입될  보정된 데이
타  값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동안,  이러한  카운트는  상기  에러  버스트  위치를  제공한다. 
테넨골츠가  "단일  버스트  보정이  레코드  전송  시간(record  transfer  time)에  수행되도록  "[테넨골츠 
컬럼(Column)  15,  47-48행]  허용하기  위하여  클럭  속도의  4배로  ECC  쉬프트  레지스터를  클럭시킬 것
을  제안하고  있지만,  만약  데이타  블럭들  사이에  상당한  갭(gap)이  존재하지  않거나  블럭  전송 지연
(delay)이  실제로  FIFO  블럭  버퍼  등과  함께  데이타  스트림에  프로그램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과정
이  다음의  인접  데이타  블럭을  실시간에(즉,  온-더-플라이로)  쉬프트  레지스터를  통하여  어떻게 전
달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테넨골츠의  제2도의  방법이  고속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명백하게 복
잡하기도  하다.  제8도의  방법은  상기  디코딩  처리가  펌웨어로  구현된다고  하더라도  더  느리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빠르다고  한다.  펌웨어  구현이  언급되었지만,  펌웨어  코드  리스팅(code  listing)과 
같은  세부  사항들은  상기  테넨골츠의  특허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상기  테넨골츠의  특허는, 
예를  들면  제2도에  주어진  하드웨어  구현의  제약  조건(constraint)  안에서  크로스  체킹과  ID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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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 에러 검출 기술들을 서술하고 있다.

단계간  전송(inter-step  transfer)을  피하기  위해  파이프라인(pipeline)  방식으로  동작하는  전용 병
렬  프로세서(parallel  processor)들을  포함하는  다른  고속  ECC  구조가  데오다(Deodhar)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567,594호에  기술되어  있는데,  상기  개시된  내용도  역시  참조로  함께  사용된다. 
데오다의  미합중국  특허  제4,567,594호에  개시된  기술은  리드-솔로몬(RS,  Reed-Solomon)  디코딩 처
리를  파이프라인  전용  프로세서들에  의해  최소한의  단계간  파라메타  전송(parameter  transfer)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단계들로 나눈다.

더  개선된  종래  기술의  에러  보정  방법은  데이타  콘트롤러  기능과  관련된  데이타  블럭  버퍼를 사용
한다.  이러한  방법은  상기  데이타  블럭  버퍼를  액세스하여  제어하기  위하여  DMA  채널을  사용한다. 
ECC  하드웨어는  블럭  버퍼에  DMA  요구를  발생시키므로써  보정될  잘못된  데이타  셀들에  의해 액세스
를 얻는다.  이러한 방법은 에러 보정 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데이타 블럭 버퍼 메모리를 사용하는 장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참조된  마차도에게  일반  양도된  미합중국  특허  제4,730,321호에 
따른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 방법은 "온-더-플라이" 에러 보정을 달성하지 못했다.

온-더-플라이로  단일  버스트  에러  보정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외에,  상기  참조된  마차도의  특허 제
4,730,321호에  기술된  방법의  다른  단점은,  단일  버스트  보정에의  유용성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이
중  버스트(double  burst)  보정  모드에서의  데이타  오검출  및  그에  따른  오보정의  가능성으로부터 발
생한다.  특수한  리드  솔로몬  에러  보정  앨거리듬(algorithm)의  보정  능력(correction  capability) 
내에서의  임의  에러(random  error)의  발생은  오보정  확률을  결국  0으로  만들  것이지만,  만약  임의 
에러의 수가 상기 보정 능력을 초과하면,  상기 오보정 확률은 약  0.233  정도로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이는  통계적으로  상기  보정  능력을  상회하여  발생하는  에러들의  거의  1/4이  오검출되며  오보정된 것
을  의미한다.  오검출  확률을  줄이기  위해  채택되어온  공지의  종래  기술들은  체크  섬(check  sum)들을 
데이타  블럭  내에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크로스  체크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크로스 체크
는  특별히  강력하지도  않았고,  데이타  블럭  내에서의  데이타  값들의  뒤섞임(shuffling)과 재배치
(rearrangement)를 검출할 수도 없었다.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종래  기술의  한계와  단점들을  극복한  방식으로  잔류자  래치(remainder 
latch)를  포함하는  하드웨어  감소된(hardware-reduced)  ECC  신드롬  발생기  회로와  내장  디지탈 콘트
롤러  및  블럭  버퍼를  효과적으로  조합하므로써  데이타  블럭의  시켄서  내에  있는  데이타  블럭들에 "
온-더-플라이" 에러 보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일반적인  목적은  데이타  흐름을  인터럽팅하지  않고  내장  마이크로  콘트롤러 감독기
(supervisor)에  의해  배경  동작(background  operation)으로서  요구된  대로  실행되는  드라이브  내장 
펌웨어(drive-resident  firmware)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정  처리가  실행되는  디지탈  데이타  시스템 
내에 "온- 더-플라이" 에러 보정의 실제적인 하드웨어가 최소화된 구현(hardware-minimized 
implementation)을 실현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일반적인  목적은  0이  아닌  ECC  신드롬  잔류자들을  선택적으로  래칭(latching)하기 
위한  래치를  포함하므로써  디지탈  데이타  시스템  내의  데이타  블럭들의  흐름을  중단시키지  않고 마
이크로  콘트롤러와  블럭  버퍼  메모리에  의해  온-더-플라이  에러  보정이  수행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ECC 신드롬 잔류자 복원 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일반적인  목적은  리드  솔로몬  에러  보정  다항식(polynomial)에  의해  데이타  블럭에 
있는  에러  버스트의  보정  가능성(correctability)을  체크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한  리드  솔로몬 크로
스  체크  다항식을  제공하는  것인데,  상기  크로스  체크  다항식  및  에러  보정  다항식은  원시  요소 

alpha
1
 항이 02(16진수)가 아닌 갈로이스 필드에 기초하고 있다.

본  발명의 더  상세한 목적은 2B(16진수)  값을 갖는 원시 요소 alpha
1
 항을  채택한 리드 솔로몬 크로

스 체크 다항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더  상세한  목적은  배경  동작으로  래치된  0이  아닌  신드롬  잔류자  바이트들로부터 존재한
다고  판단된  에러  버스트  내의  에러  위치와  값들을  결정하는  감독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디스크로부터  호스트  컴퓨팅  시스템으로의  데이타  블럭들의  흐름을  보통  중단시키지  않는,  디스크 
드라이브 데이타 저장 서브 시스템 내의 온-더-플라이 에러 보정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더  상세한  목적은  보정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온-더-플라이  크로스  체킹을  포함하는 
에러  보정  방법을  제공하므로써,  이에  따라  데이타  블럭  내의  검출된  에러의  오보정  확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더  상세한  목적은  데이타  블럭  ID  필드(헤더)에  대해  2바이트  또는  3바이트  실시간  에러 
검출뿐만  아니라,  데이타  블럭의  보정을  위한  잔류자들의  복구를  실행하기  위해  최소로  수정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최소화된 에러 보정/에러 검출 신드롬 발생기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더  상세한  목적은  에러  검출  처리의  완전성(integrity)을  희생하지  않고  하드웨어  요구 
조건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비연속적인  해(non-consecutive)들을  갖는  갈로이스  필드  발생기 다항
식을 채택한 리드 솔로몬에 기초된 ID 필드 에러 검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더  상세한  목적은  크로스  체킹을  수행하는  데에  요구되는  부가적인  하드웨어의  양을 최소
화하면서 에러 보정 처리의 크로스 체킹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및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상세한 목적은 식별된 데이타 블럭을 위해 에러 보정 처리 내에 채택된 것과 같
은 승수 항들을 채택하므로써, ID  필드 에러 검출 및 데이타 블럭 에러 보정 처리 양자 모두를 위한 
공통 승수 회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타 블럭 ID 필드 에러 검출 처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더  상세한  목적은  최소한  단일  버스트  에러의  경우에  실시간으로  데이타  흐름의  중단 없

27-4

특1995-0009384



이  데이타  블럭의  에러  보정과  데이타의  크로스  체킹  및  ID  필드의  에러  검출을  수행하는 최적화되
고 유연성 있는 하드웨어/펌웨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원리들에  따르면,  온-더-플라이  에러  보정  방법은  데이타  디코딩  처리  내에서  스트림의 
데이타  블럭을  보정한다.  각  블럭은  데이타  디코딩  처리  이전에  발생하는  인코딩  처리동안  선정된 
리드  솔로몬  코드에  따라  계산되고  부가된  ECC  신드롬  정보를  갖는다.  상기  디코딩  처리동안 발생하
는 보정 방법은 상기 에러 신드롬 정보에 관련된 잔류자 정보를 얻기 위해 데이타 블럭을 신드롬 정
보  복원  회로로  통과시키는  단계,  에러가  데이타  블럭  내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상기 잔류
자 정보를 0과  비교하는 단계,  및  만약 에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스트림의 다음 데이타 블
럭을  위해  상기  신드롬  정보  복원  회로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하여  상기  복원된  정보를  잔류자 래치
에  래칭시키는  단계,  상기  복원된  정보를  상기  잔류자  래치로부터  마이크로  콘트롤러로  전송하여 상
기  마이크로  콘트롤러가  에러  보정  서비스  루틴(service  routine)을  수행하도록  하는  단계,  선정된 
리드  솔로몬  에러  보정  앨거리듬에  따라  에러  버스트  또는  버스트들의  위치  및  보정된  값을 마이크
로 콘트롤러로 결정하는 단계,  및  에러 버스트를 포함하는 것으로 검출된 블럭 내에 있는 상기 에러 
버스트를 상기 보정된 값으로 교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방법의  한  측면으로서,  상기  데이타  블럭은  상기  인코딩  처리동안  계산되어  데이타 블럭
에 부가되는 리드 솔로몬 크로스 체크 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복원된 크로스 체크 신드롬 
정보를  신드롬  래칭에  래칭시키는  단계  및  가능한  오보정을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보정된  값의  상기 
복원된 크로스 체크 신드롬 정보에의 영향을 마이크로 콘트롤러로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방법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상기  데이타  블럭은  에러  보정에  채택된  것과  같은  종류의 
승수 항들을 채택하고 있는 리드 솔로몬 ID  필드 에러 검출 정보를 포함하는 최소한 하나의 ID 필드
를  포함하고,  이에  따라  상기  신드롬  정보  복원  회로가  상기  데이타  블럭  ID  필드에  있는  에러들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역시  본  발명에  따르면,  리드-솔로몬  에러  보정  코드  신드롬  발생기  장치는  고정형  디스크  드라이브 
데이타  저장  서브  시스템과  같은  것처럼  컴퓨팅  시스템내에서  데이타  블럭  전송로(transfer  path)에 
사용되기  위해  제공된다.  전송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인접한  각  데이타  블럭은  상기  블럭의  데이타 
내에 있는 에러 검출 및 보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 끝에 부가된 리드 솔로몬 에러 보정 코딩 신
드롬  정보를  포함한다.  각  데이타  블럭은  에러  보정  코딩  신드롬  정보가  상기  블럭의  크로스  체킹 
신드롬  정보에  또한  관련하여  도출되는  방식으로  각  데이타  블럭에  부가된  리드-솔로몬  크로스  체킹 

신드롬  정보를  더  포함한다.  인코딩  처리동안,  에러  보정  코드  신드롬  발생기는 x
8
+x

4
+x

3
+x

2
+1의 형식

을  갖는  필드  발생기  다항식에  의해  발생되는  갈로이스  유한 필드(2
8
)에  따라  에러  보정  코딩 신드

롬  정보를  계산하는데,  이때  상기  필드의  제1항은 x
5
+x

3
+x+1(이진수로는  00101011)이며,  각  에러 보

정  신드롬은 G(x)=x
4
+(alpha

18
)·x

3
+(alpha

87
)·x

2
+(alpha

18
)·x

1
+1의  형식이다.  인코딩  처리동안, 크로

스  체크  신드롬  발생기는  G(x)=x+alpha의  형식을  갖는  크로스  체킹  신드롬  정보를  계산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에러 보정 코딩 신드롬 정보 및 크로스 체킹 신드롬 정보는 각 데이타 블럭에 부가된다.

디코딩  처리동안,  리드-솔로몬  에러  보정  코드  신드롬  발생기  장치는  그를  통해  통과하고  있는 데이
타  블럭으로부터  신드롬  잔류자를  구하기  위해  잔류자  복원  회로로서  동작한다.  상기  신드롬 잔류자
는 에러 버스트 위치와 보정값이 상기 데이타 블럭에 대해 결정될 수 있도록 에러 보정 신드롬에 관
계된다.  상기  발생기  장치는  상기  잔류자를  0과  비교한다.  만약  상기  신드롬  잔류자가  0이  아니면, 
상기  잔류자는  크로스  체킹  신드롬에  관련된  크로스  체크  신드롬  잔류자와  함께  잔류자  래치에 래치
된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된  디지탈  마이크로  콘트롤러가  상기  래치된  잔류자로부터  에러  버스트 
위치와  보정된  값을  결정하고  이  보정된  값의  상기  래치된  크로스  체크  잔류자에  대한 영향(impac
t)을  체크한다.  그후,  이  마이크로  콘트롤러는  상기  보정된  값이  오보정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상기 
보정된 값으로 상기 데이타 블럭 내에 있는 에러 버스트를 대체하도록 만든다.

본  발명의 이러한 측면 중  한  면에서,  상기 크로스 체크 신드롬 발생기는 시리얼 바이트들의 클럭된 
데이타  스트림으로서  각각의  입력  데이타  블럭을  수신하기  위한  입력단,  합  바이트(sum  byte)를 발
생시키기  위해  상기  입력  데이타  블럭  클럭된  데이타  스트림의  각  바이트를  피드백  바이트(feedback 
byte)와  가산하기  위한  제1가산  접합(summing  junction),  제1곱  바이트(product  byte)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합  바이트를 alpha
1
과  곱하기  위한  승산기,  제1바이트  클럭  기간(byte  clock  period)동안 

상기 제1곱  바이트를 저장하고 후속 바이트 클럭 기간들 동안 후속 곱  바이트들을 저장하기 위해 상
기  승산기에  접속된  제1의  클럭된  래치단(latch  stage),  및  제2바이트  클럭  기간동안  상기  제1곱 바
이트를  저장하기  위해  제1의  클럭된  래치단에  접속되며  제2바이트  클럭  기간동안  제1곱  바이트를 상
기 가산 접합에 피드백 바이트로서 피드백시키기 위한 제2의 클럭된 래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상기 측면 중 다른 면에서,  상술된 리드-솔로몬 에러 보정 코드 신드롬 발생기 장치는 상
기  데이타  블럭의  데이타  ID  필드에  대한  에러  검출  신드롬을  실시간으로  발생시키기  위한  에러 검
출 회로를 더 포함한다.

첨부  도면들과  함께  제공된  양호한  실시예에  대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한다면  본  분야의 기술
에 숙련된 자들은 본  발명의 이와 같은 및  다른  목적,  측면,  장점들 및  특징들을 더  완전하게 이해
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은  저장  또는  통신에  관계없이  데이타  블럭들을  전송하는  어떠한  시스템에서도  효과적으로 
구현되는 한편, 고정형 디스크 데이타 저장 서브 시스템 내에서와 같이 데이타 저장 및 재생
(retrieval)  분야에서  특별한  유용성과  효율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되겠지만,  데이타  블럭들은  하나  이상의  데이타  저장  디스크들의  동심(concentric)  데이타  저장 
트랙  위치  내에  있는  데이타  필드  또는  데이타  섹터들로서  저장된다.  여기서  사용된  것처럼,  데이타 
블럭,  데이타  필드  및  데이타  섹터란  용어들은  실질적으로  교체  가능(interchangeable)하게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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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데이타  판독/기입  변환기는  관심있는  트랙  위치상에  선택적으로  위치되고,  블럭들은  상기  트랙 
위치  내의  데이타  섹터  저장  위치에  기입되거나  그곳으로부터  판독된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에러 
보정,  크로스  체킹  및  ID  필드  에러  검출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야기하는  것은  데이타  블럭들의 저
장 및 재생 처리이다.

예를 들어,  고정형 디스크 데이타 저장 서브 시스템 내에서 발견되는 예시적인 데이타 블럭 또는 필
드는  제1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1도에는  d[1]에서  d[512]까지  표시된  512개의  데이타  바이트가 
있다.  제1도는  xc[513]  및  xc[514]  바이트는  d[1]  내지  d[512]의  데이타  바이트를  크로스  체크하기 
위한  2개의  크로스  체크  바이트를  포함하며,  상기  데이타  바이트들과  크로스  체크  바이트들의  에러 
보정을  위해  사용되는  c[515]  내지  c[526]까지의  12개의  ECC  바이트가  있다.  제1도의  하단에 도시되
어  있는  것처럼,  이러한  특정의  디스크  드라이브  데이타  블럭의  예에서는  인터리브  1,  인터리브  2, 
인터리브  3의  세개의  인터리브들이  존재한다.  인터리브  1은  d[1],  d[4],  d[7],  d[10]  등의  바이트를 
포함한다.  인터리브  2는  d[2],  d[5],  d[8],  d[11]  등의  바이트들을  포함한다.  인터리브  3은  d[3], 
d[6],  d[9],  d[12]  등의  바이트들을 포함한다.  인터리브 1  및  2  각각은 171개의 데이타 바이트를 포
함하고,  인터리브  3은  170개의  데이타  바이트를  포함한다.  제1도에서  명백한  것처럼,  2개의  크로스 
체크  바이트  위치  xc[513]  및  xc[514]는  다른  인터리브에  위치하며,  각  인터리브에는  4개의  ECC 바
이트,  즉  인터리브  1에  바이트  c[517],  c[520],  c[523]  및  c[526],  인터리브  2에  바이트  c[515], 
c[518],  c[521]  및  c[524],  인터리브  3에  바이트  c[516],  c[519],  c[522]  및  c[525]가  위치한다. 에
러  보정  방식에서  내부  섹터(within-sector)  인터리브의  사용은  ECC  능력을  더  긴  에러  버스트 길이
까지  확장하기  위해  일반적인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연속  블럭  에러  버스트를  여러  인터리브에  걸쳐 
확장하므로써, 예를 들면 에러 보정 기술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본  양호한 에러 보정의 예에서,  단일 에러 버스트는 인터리브들 중  하나에 있는 한  바이트에서 발생
하는  하나의  에러라고  정의한다.  이중  버스트  에러는  인터리브들  중  하나의  인터리브  내의  2개의 바
이트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에러라고  정의된다.  제1도에  도시된  3개의  인터리브가  주어질  때,  에러를 
포함하는  각  바이트가  상기  3개의  인터리브들  중  다른  하나  내에  위치되는  한,  단일  버스트  에러는 
3바이트의 길이까지 일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상기 참조된 마차도의 특허에서 기술된 단일 버스트 에러 보정 방법에서와 같이,  본  에러 보정 예에 
채택된 갈로이스 필드는 다음 다항식으로부터 발생된다.

p(x)=x
8
+x

4
+x

3
+x

2
+1 (1)

[지금부터  달리  언급되지  않으면,  "+"  기호는  비트  대  비트의  익스클루시브  OR  동작을  나타낸다.] 
상기  필드의  제1요소는  상기  승산기를  구현하는  데에  필요한  게이트들의  수가  최소화되도록 선택된
다.

alpha
1
=x

5
+x

3
+x+1 (2)

본  양호한  실시예에서  구현되고  있는  리드-솔로몬  코드에  대한  모델(model)은  지수  옵(exponent 
offset) 126을 채용하는 다음의 발생기 다항식 G(x)에 의해 규정된다.

G(x)=x
4
+alpha

18
·x

3
+alpha

87
·x

2
+alpha

18
·x+1 (3)

인수분해된 형식(factored form)으로 하면, 식 (3)은

G(x)=(x+alpha
126
)(x+alpha

127
)(x+alpha

128
)(x+alpha

129
) (3a)

가 된다.

상기  12개의  ECC  바이트들은  신드롬  발생기(10,  제4도에  도시됨)를  통해  연속적인  바이트  차례대로 
각  512바이트  블럭의  모든  사용자  데이타  바이트(및  2개의  체크  바이트)를  통과시키면서  발생된다. 
값  C(x)는  각  데이타  블럭에  대한  데이타  및  크로스  체크  바이트에  전적으로  기초한  디스크에 기입
된  인코딩된  데이타  다항식이다.  값  D(x)는  상기  데이타  블럭의  데이타  바이트들에만  전적으로 기초
한  인코딩된  데이타  다항식이다.  값  C'(x)는  디스크  표면으로부터  재생되는  것과  같이  인코딩된 데
이타  다항식이다.  따라서,  만일  보정이  가능하다면,  C'(x)는  검출되고  보정되어야  할  하나  이상의 
에러 버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값 R(x)는 값 C'(x)에 관련된 잔류자를 포함한다.

각  인터리브  내에  있는  각  신드롬  바이트에  대한  인코딩된  데이타  코드워드  C(x)는  다음  식에  의해 
발생된다.

C(x)=[x
4
·D(x) mod G(x)]+x

4
·D(x) (4)

동일한  신드롬  발생기(10)을  통한  재생  처리동안,  각  인터리브에  대한  잔류자  값  R(x)는  복원되고, 
0이 아니면 다음에 의하여 잔류자 래치(68)에 래치된다.

R(x)=C'(x) mod G(x) (5a)

=R3x3+R2x2+R1x+R0 (5b)

그  후,  프로그램된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은  각  인터리브에  대한  코드  워드의  각  부분  신드롬 바이
트(Si)를 다음 식에 따라 디코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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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i=0, 1, 2 및 3이고 지수에서의 +는 가산을 나타낸다.)

만약  잔류자  바이트[R(x)의  계수]가  0이  아닌  값을  가지면,  재생  데이타  블럭에  최소한  하나의  에러 
버스트가 존재한다.

여기서  주어진  본  양호한  실시예에서,  위의  상기  에러  보정  처리는  상기  3개의  인터리브의  각각에 
대한  최소한  하나의  에러  버스트를  온-더-플라이로  보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온-더
-플라이 에러 보정 처리에서, 부분 신드롬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는다.

S0=e1·alpha
126*L1

 (6)

S1=e1·alpha
127*L1 (7)

S2=e1·alpha
128*L1 (8)

S3=e1·alpha
129*L1 (9)

L1(위치)과 e1(단일 에러값)에 대한 해는 다음과 같다.

L1=log(alpha
L1
)=log(S1/S0) (10)

e1=S1·(S0/S1)
127
 (11)

본 발명의 시스템은 또한 다음의 부분 신드롬들에 따라 이중 버스트 에러 보정을 수행한다.

S0=e1·alpha
126*L1

+e2·alpha
126*L2

 (12)

S1=e1·alpha
127*L1

+e2·alpha
127*L2

 (13)

S2=e1·alpha
128*L1

+e2·alpha
128*L2

 (14)

S3=e1·alpha
129*L1

+e2·alpha
129*L2

 (15)

이러한 방정식들을 풀기 위하여 다음 단계들이 수행된다.

1. φ1과 φ2 값을 구한다 :

2. 에러 위치 지정 함수(error-locator) φ(x)의 해 X1과 X2를 구한다 :

φ(x)=x
2
+φ1x+φ2=0 (18)

선형  2차  방정식(18)을  푸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의  고전적인  방법은  모든  갈로이스 필
드  요소들을  상기  방정식에  대입하여  0값에  대해  검출하는  치엔  서치  루프(Chien  Search  loop)를 구
현하는  것이다.  0값에  대한  결과(zero-value  result)가  발견된  때,  상기  루프는  중단되고  입력 요소
는  그  즉시  X1로  정의된다.  아무  해도  발견되지  않으면,  보정  불능의  에러  경우(event)가  검출된다. 
식 (18)이 선형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φ1=x1+x2 (18a)

X2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X2=X1+φ1 (19)

3. 다음으로, 위치값 L1 및 L2가 계산된다 :

L1=log[x1] (20)

L2=log[x2] (21)

4. 다음으로 에러값 e1 및 e2가 계산된다 :

마이크로  프로세서(196)에  있어서의  적절한  처리  능력과  속도  및  보정  처리에서의  타당한  사용자 신
뢰 레벨이 주어지면, 본 방법을 가지고 온-더-플라이 이중 버스트 에러를 보정하는 것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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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임의  에러들에  대한  오보정  확률을  0.233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발생기  다항식  Gxc(x)가 리
드  솔로몬  크로스  체크를  실행하기  위하여  선택된다.  이  발생기  다항식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는
다.

Gxc(x)=X
2
+alpha

1
 (24)

이러한  크로스  체크  다항식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앨거리듬인  것으로  판명된다.  이것은  에러  보정 
처리를  크로스  체크하고  데이타  블럭  내의  데이타  값의  뒤섞임  및  오배열(misordering)에  민감하다. 
이러한  크로스  체크  방법은  인터리브당  최소한  단일  버스트  에러인  경우에  대해  온-더-플라이로,  또 
인터리브당 이중 버스트 에러인 경우에 대해 충분한 처리 속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만일 특정한 에러가 존재하면, 이 에러를 표시하는 정확한 방법은 다항식 E(x)

E(x)=eix
Li
 (25)

로 나타내는 것이다.

대응하는  크로스  체크  신드롬에서  데이타  블럭이  행해진  에러  보정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alpha
1

이  에러  다항식(25)의  x에  대입되고,  그  다음으로  크로스  체크  신드롬(XC)이  갱신된다.  신드롬 크로

스  체크(XC)=이전의  크로스 체크(XC)+eialpha
L1

는  다음에  설명되는  프로그램된  마이크로 콘트롤러
(196)에  의해  계산된다.  만약  상기  데이타  필드에  보정이  행해진  후  상기  갱신된  크로스  체크 바이
트가 0이 아니면 상기 에러는 본 방법에 의해 보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상기 방법은 예를 들면 이중 버스트 보정의 경우에서 현재의 에러 버스트가 0.233과  같이 선정된 오
보정  확률  내에  있지  않다는  것과,  단일  버스트  에러  시나리오(scenario)에서  온-더-플라이로 실행
된  에러  보정  동작이  데이타  버스트의  잘못된  보정  또는  "오보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에러 보정을 확인하기 위한 매우 빠른 온-더-플라이 방법을 제공한다.

언급한  것처럼,  위의  크로스  체크  다항식(5)에서  2가  아닌  선정된  값 alpha
1
(갈로이스  필드  상수)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정된  시작  옵셋(beginning  offset),  예를  들면  126으로  리드-솔로몬 
코드를  선택하므로써,  바람직한  alpha  상수는  2B(16진수)  또는  00101011(이진수)이라고  판명된다. 

특별히  양호한  이러한  실시예에,  상기  양호한 alpha
1
 상수에는  0들이  존재하는  만큼  많은  1들이 존

재한다.  따라서,  이것은  ECC  신드롬  발생기를  통해  전파(propagate)될  때  매우  급속하게  뒤섞이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  다항식  내에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충분한  "매스(mass)"  또는 "서브스턴스
(substance)"를 갖는다.

따라서,  상기  크로스  체크  다항식에  대한  해 alpha
n
을  선택함에  있어서,  ECC  다항식을  위해  선택된 

해들은 회피될 것이다 본  양호한 실시예에서 상기 ECC  해들은 n=126,  n=127,  n=128  및  n=129로 선택
된다.  크로스  체크  해  n=1과는  다른  이  값들은  상기  펌웨어를  간단하게  하고  온-더-플라이로의 인터
리브 당 단일 에러 버스트 보정의 크로스 체킹을 가속화시킨다.

본  발명의  구현되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데이타  포맷은  다수의,  예를  들면  8개의  방사상  데이타 영역
(radial  data  zone)을  채택하고 있다.  각  영역은 각각이 선정된 수의 데이타 섹터를 갖는 다수의 동
심  데이타  트랙들을  포함한다.  각  데이타  섹터는  데이타  ID  필드,  이를  뒤따르는  제1도의  512 데이
타 바이트 배열,  2개의 크로스 체크 바이트 및 12개의 ECC  바이트들을 포함한다.  상기 데이타 ID 필
드는  3개의  EDC  바이트가  뒤따르는  어드레스  필드를  포함한다.  데이타  저장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분할  데이타  필드(split  data  field)  또는  데이타  섹터들이  채택된다.  "분할  데이타  필드"란  것은 
서보  섹터  S가  상기  데이타  표면  상에서  방사상  스포우크(spoke)로서  연장하고,  최소한  몇개의 데이
타  섹터를  세그먼트들로  인터럽트  또는  분리되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고려된  형식의 영역
별  데이타  기록  기술은  일정  디스크  각속도(angular  velocity)와  가변  데이타  전송  속도를 채택하거
나,  고정  데이타  전송  속도를  채택하는데,  예를  들면  데이타  변환기가  방사상  외부  영역(radially 
outer  zone)에서  방사상  내부  영역(radially  inner  zone)으로  이동함에  따라  디스크  속도를  줄이게 
된다.  현재로서는,  스위칭된  데이타  전송  속도가  선호된다.  결과적으로,  다른  데이타  영역들에 대해
서  다른  데이타  전송  속도들이  존재하며,  디스크  저장  포맷(format)  내에서  데이타  저장  용량을 최
적화시키기  위해  선택된  상이한  영역들의  트랙들  내에  상이한  수의  데이타  섹터들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참조되고 마차도에게 일반 양도된 "가변 길이,  제로 런  길이 제한 코드들을 위
한  통합  인코더  디코더(Integrated  Encoder  Decoder  for  Variable  Length,  Zero  Run  Length  Limited 
Codes)"란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제4,675,652호에  개시되어  있는  것처럼,  데이타  저장 디스크(162)
의 저장 표면상에 데이타 조 화(data compaction)을 위해 1, 7 RLL 코딩 배치가 양호하게 
채택된다.

제2도의  레이아웃도(layout  diagram)에  의해  제공된  예에  도시된  것처럼,  예를  들어  2.5인치  직경의 
회전  데이타  저장  디스크(162)의  두개의  대향(opposite)  데이타  저장  표면들은,  예를  들면  각각 60
개의  데이타  섹터를  갖는  표면당  110개의  동심  데이타  저장  트랙들과  예를  들어  6.48M  바이트의  총 
저장  용량에  대해  초당  18.13M  비트(Mbps)(27.20㎒의  코딩된  데이타  주파수)의  원  데이타  속도(raw 
data  rate)를  갖는  방사상  최외부  영역(outermost  zone)  Z1을  포함하도록  규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방사상  안쪽에  있는  영역  Z2는,  예를  들어  각각  56개의  데이타  섹터를  포함하는  109개의  데이타 트
랙을  포함하며,  17.54Mbps(26.18㎒의  코딩된  주파수)의  원  데이타  속도를  갖는다.  영역  Z2는 디스크
(162)의  양면에  6.19M  바이트의  사용자  데이타를  저장한다.  제3데이타  영역  Z3은  각각  52개의 데이
타  섹터를  갖는  109개의  데이타  트랙을  포함하고,  15.69Mbps(23.53㎒의  코딩된  데이타  주파수)의  원 
데이타  속도를  갖으며,  따라서  디스크(162)의  양면에  5.75M  바이트의  사용자  데이타를  저장한다. 제
4데이타  영역  Z4는  각각  52개의  데이타  섹터를  갖는  109개의  데이타  트랙을  갖고, 15.69Mbps(23.53
㎒의  코딩된  데이타  주파수)의  원  데이타  속도를  갖으며,  따라서  데이타의  양면에  5.75M  바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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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데이타를  저장한다.  제5데이타  영역  Z5는  각각  47개의  데이타  섹터를  갖는  109개의  데이타 
트랙을  갖고,  14.77Mbps(22.15㎒의  코딩된  데이타  주파수)의  원  데이타  속도를  갖으며, 디스크(14)
의  양면에 5.19M  바이트의 사용자 데이타를 저장할 수  있다.  제6데이타 영역 Z6은  각각 44개의 섹터
를  갖는  108개의  데이타  트랙을  갖고,  14.00Mbps(21.00㎒의  코딩된  데이타  주파수)의  원  데이타 속
도를  갖으며,  디스크(162)의  양면에  4.81M  바이트의  사용자  데이타  용량을  달성한다.  제7데이타 영
역  Z7은  각각  41개의  섹터를  갖는  108개의  데이타  트랙을  갖고,  디스크(162)의  양면에  4.48M 바이트
를  저장하도록  12.95Mbps(19.43㎒의  코딩된  주파수)의  원  데이타  속도를  사용한다.  제8데이타  영역 
Z8은  각각  예를  들어  39개의  데이타  섹터를  갖는  108개의  데이타  트랙을  포함하고,  데이타(162)의 
양면에 4.26M 바이트를 저장하도록 12.09Mbps(18.13㎒의 코딩된 주파수)의 원 데이타 속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영역  Z8의  포맷을  뒤따르는  14개의  동심  데이타  트랙을  포함하는  표면(12)의 방
사상  최외부  영역  SYS는  디스크  드라이브  서브  시스템(100)의  동작에  필요한  시스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8데이타 영역의 안쪽에 있고 제8데이타 영역의 비트 전송 특성(transfer 
characteristic)을  갖는  여러  트랙들은  시스템  진단(diagnosis)  및  다른  값들을  저장하기  위해  이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들  8개의  데이타  영역들이  상술된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었지만,  이해되어야  할  것은 
영역의  수,  영역  당  트랙과  섹터의  수  및  각  영역  내에서의  데이타  전송  속도는  본  분야의  기술에 
숙달된  자들에게  잘  이해되듯이  헤드  및  미디어  설계(media  design)와  질(quality),  헤드  위치  서보 
시스템 및 요구되는 저장 용량에 따라 주어진 예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예에서,  42.91M 바이
트의  데이타  저장  용량은  단일  2.5인치  직경의  박막  미디어  데이타  저장  디스크(162)와  박막  데이타 
변환기 헤드(170a 및 170b)로 달성된다.

각  영역내에서  채택된  데이타  전송  주파수는,  예를  들어  시스템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의  제어하에 
동작하는  주파수  합성기(190)에  의해  양호하게  합성된다.  따라서,  이  합성기는  각  데이타  영역을 위
한 코딩된 주파수를 합성하여 PLL(188)에 출력하도록 설정된다.

제1도의  예로부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야  할  것은  데이타  시켄서(100)으로  하여금  바로  뒤따르는 섹
터의 데이타 필드의 구조적 레이아웃을 즉시 결정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각 데이타 섹터 ID  필드 내
에  카운트  바이트(count  byte)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레이아웃은  분할  데이타  필드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제2도에 도시된 것처럼 하나 이상의 인터럽팅 서보 섹터
(interrupting servo sector)들을 포함한다.

제2도는  또한  저장  디스크(162)의  데이타  표면  주위에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고  각  영역에  있는 데이
타  섹터들  사이에  내장되거나  실제로  인터럽트하는  다수의  등간격  분리  서보  섹터들  S(예를  들면, 
52개의  서보  섹터들)를  도시하고  있다.  이들  서보  섹터들  S는  최소한  몇개의  데이타  섹터들에서 인
터럽트하기  때문에,  서보  섹터  인터럽션  때마다  상기  드라이브로  하여금  데이타  속도에 재동기
(resynchronization)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  데이타  싱크  필드가  존재한다.  데이타  블럭  ID 
필드  제공된  데이타  필드  카운트  정보는  관심있는  데이타  필드의  레이아웃[즉,  서버  섹터 인터럽션
의  수와  위치  및  각각의  결과  데이타  필드  세그먼트(resultant  data  field  segment)의  길이]를 결정
하기  위하여,  데이타  기입  및  재생  처리동안  데이타  시켄서(100)에  의해  사용된다.  상기  바이트 위
치 카운트가 데이타 ID  필드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에서 ID  필드로부터 복원된 정보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발명은  유리하게도  선택된  헤드(170)의  의해  판독된 각
각의  데이타  ID  필드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리드  솔로몬  에러  검출  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일한 
신드롬 발생기 회로(10, 제4도)을 채택하고 있다.

제3a도는 분할 데이타 필드 포맷에 특별히 잘 적합한 현재의 양호한 데이타 블럭 ID  필드 배치를 도
시하고  있다.  각  ID  필드는  9바이트의  서문(preamble),  ID  필드  어드레스  마크  바이트(ID  AM), 3개
의  데이타  필드  카운트  바이트(CNT3,  CNT2  및  CNT1),  섹터  식별자  바이트(sector  indentifier  byte 
:  SECT)  및  헤드  식별자  바이트(HEAD)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2바이트  패드(PAD)가  뒤따르는 3개
의  에러  검출  코드  바이트(EDC1,  EDC2,  EDC3),  기입  슬라이스  갭  바이트(write  slice  gap  byte  : 
GAP2),  및  서보 섹터 S  위치에서 끝나는 데이타 필드가 존재한다.  상기 3개의 카운트 바이트내에 존
재하는  값들은  서보  섹터들에  의해  인터럽트  되는  상기  데이타  필드의  3개의  세그먼트들까지의 길이
들을  각각  결정한다.  예를  들면,  만약  데이타  필드의  인터럽션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CNT1은  예를 
들어  512바이트인  전  필드  세그먼트  길이를  나타낼  것이다.  만약  몇몇의  데이타  블럭들의  경우처럼 
데이타  필드의  2개의  서보  섹터  인터럽션이  존재하면,  예를  들어  CNT1은  제1데이타  필드  세그먼트의 
바이트  길이를  설명하고,  CNT2는  제2데이타  필드  세그먼트의  바이트  길이를  설명하며,  CNT3은 제3데
이타 필드 세그먼트의 길이를 설명한다.

바이트 카운트 값들을 포함하는 양호하게 영역화된 데이타 기록 방식에서 사용되는 ID 
필드들에서는,  각  ID  필드로부터  재생된  정보의  유효성(validity)을  체크하는  여러  검출  방법을 제
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최소한  몇개의  데이타  블럭들을  인터럽트하는  내장  서보  섹터  S로 분
할된  데이타  필드를  갖는  본  응용에서는  3개의  바이트  코드가  현재는  유용하다.  본  발명의  중요한 
면은  제4도의  신드롬  발생기를  사용하는  에러  검출  코딩  장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치
는  이미  개발되었다.  다음의  현재로서  가장  양호한  코드는  각  데이타  ID  필드에  부가되는  3개의 에
러 검출 체크 바이트를 발생시킬 것이다.

GEDC3(x)=x
3
+ax

2
+bx+c (26)

현재의 양호한 형식으로, 이 에러 검출 코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GEDC3(x)=x
3
+alpha

87
·x

2
+alpha

87
·x+1 (26a)

인수분해된 형식으로, 식 (26a)를 다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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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DC3(x)=(x+alpha
0
)(x+alpha

108
)(x+alpha

147
) (26b)

식들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alpha  계수들이  연속적이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코드는  3개의 에

러 검출 바이트들을 발생시킬 것이다. 제4도에 도시된 신드롬 발생기는 alpha
87
 승산기 논리

(multiplier logic)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논리는 에러 검출 처리에 사용 가능하다.

데이타  섹터들의  데이타  필드들을  인터럽트하는(데이타  ID  섹터들이  바이트  카운트들을  포함하지 않
는)  내장  서보  섹터들을  채택하지  않은  드라이브들인  경우는,  2바이트의  에러  검출  코드가  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2바이트  에러  검출  코드를  채택하는  ID  필드의  한  예는  제3b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3b도에  주어진  예에서,  ID  필드는  9바이트의  서문,  ID  필드  어드레스  마크  바이트(ID  AM), 
실린더  하이  바이트(cylinder  high  byte  :  CYL  HI),  실린더  로우  바이트(cylinder  low  byte  :  CYL 
LO),  헤드  바이트(HEAD),  섹터  바이트(SECT)  및  2개의  에러  검출  코드(EDC)(바이트  EDC1  및  EDC2)를 
포함한다.  이러한  EDC  바이트들을  2바이트  패드가  뒤따르고,  다음  데이타  섹터까지  인터럽트되지 않
고 계속되는 데이타 필드에 도달하기 전에 갭  2바이트가 뒤따르는데,  이보다 내장 서보 섹터 S가 앞
설 수도 있다.

현재 가장 양호한 2바이트 EDC 코드는 다음의 일반화된 관계식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GEDC2(x)=x
2
+ax+b (27)

여기에서 b는 1이 아니다. 이 관계식의 더 상세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GEDC2(x)=x
2
+x+alpha

18
 (27a)

인수분해된 형식으로 식 (27a)를 다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GEDC2(x)=(x+alpha
22
)(x+alpha

251
) (27b)

이러한 코드로는,  단  하나의 승산기 회로 alpha
18
만이  필요한데,  이  회로는 이미 제4a도  및  제4b도의 

ECC 신드롬 발생기 회로에 존재한다.

다른  EDC  코드들은  데이타  블럭의  ID  필드내에  있는  에러들을  검출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다음의 각  앨거리듬은 부가적인 승수 항을 필요로 하는데,  이  때문에 위에 주어
진 앨거리듬(26) 및 (27)보다 구현하기가 약간 더 복잡하다.

현재의 덜 양호한 3바이트 EDC 코드는 다음 관계식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GEDC3(x)=x
3
+alpha

18
·x

2
+alpha

87
·x+alpha

81
 (28)

=(x+alpha
5
)(x+alpha

6
)(x+alpha

7
) (28a)

현재의 덜 양호한 2바이트 EDC 코드는 다음 관계식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GEDC2(x)=x
2
+alpha

81
·x+alpha

81
 (29)

=(x+alpha
105
)(x+alpha

231
) (29a)

제4a도  및  제4b도를  참조하면,  ECC  신드롬  발생기  회로(10)은  데이타  필드에  대한  ECC  기능,  데이타 
필드에  대한  크로스  체킹  기능,  및  데이타  블럭  ID  필드에  대한  EDC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회로를 
동시에  구현한다.  단일의  간략화된  회로(10)  내에서  수행되는  이와  같은  다중  기능들은  본  발명에 
따른  온-더-플라이  에러  보정을  촉진한다.  제4도의  ECC  회로(10)은  시리얼로  바이트  데이타를 이동
시키는  입력용  시리얼  데이타  버스(12)를  포함한다.  논리  게이트(13)의  출력  상태에  따라,  데이타 
확장기  래치(data  extender  latch,  14)는  버스(12)  상의  시리얼  데이타를  내부  ECC  버스(16)  상으로 
이동시킨다.  버스(16)은  1바이트  폭의  익스클루시브  OR(여기에서는  XOR)  게이트  어레이(18)로 가는
데,  각  입력  바이트는  여기에서  출력  버스(outflow  bus,  63)상의  회로(10)은  ECC부를  빠져나가는 바
이트와  XOR  연산된다.  이  결과  합은  게이트(18)에  의해  버스(20)으로  통과되어,  여기에서  제로기 회
로(zeroer  circuit,  22)를  통해  다른  버스(24)로  간다.  제로기  회로(22)는  예를  들어  디스크  동작 
또는  디스크  포맷  동작에의  데이타  기입  동안과  같이  ECC  또는  EDC  바이트를  데이타  필드에  부가할 
때 버스(20)을 강제로 0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버스(24)는  3바이트  레지스터(26)으로  가고,  그  출력은  XOR  게이트  어레이(28)로  간다.  버스(24)는 

또한  버스(32)상에 alpha
18
 곱(product)을  발생시켜  출력시키고,  또  버스(34)상에 alpha

87
 곱을 발생

시켜  출력시키는  2  계수(bi-coefficient)  승산기(30)으로  간다. alpha
18
 곱은  바이트  폭(byte-wide) 

XOR  게이트  어레이(28)에서  쉬프트  레지스터(26)으로부터의  출력과  XOR되고,  그  결과  합은  다른 3바

이트  쉬프트  레지스터(36)으로  통과된다.  버스(34)상의 alpha
87
 곱은  다른  바이트  폭  XOR  게이트 어

레이(38)에서  레지스터(36)으로부터의  출력과  XOR된다.  XOR  어레이(38)의  출력  합은  다른  3바이트 
쉬프트  레지스터(40)을  통과하고,  버스(32)상의 alpha 18  곱은  쉬프트  레지스터(40)으로부터의  출력과 

XOR되어 버스(43)상에 출력 합을 출력시킨다.

다음으로,  버스(43)상의  출력  합은  멀티플렉서  MUX(44)를  통해  단일  바이트  레지스터(46)으로 선택
적으로  넘겨진다.  멀티플렉서(44)는  뒤에  설명될  EDC  처리와  함께  동작한다.  다음으로,  상기  단일 

바이트  레지스터(46)으로부터의  출력을  버스(54)상의 alpha
87

 곱과  XOR된다.  이와  관련하여,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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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상의 alpha
87

 곱은  멀티플렉서(50)과  제로기  회로(52)를  통해  버스(54)에  도달한다.  다음으로, 
XOR  게이트  어레이(48)로부터의  버스(55)상의  출력은  멀티플렉서(56)을  통해  제2의  단일  바이트 쉬
프트  레지스터(58)에  도달한다.  멀티플렉서(50  및  56)은  2개의  EDC  바이트  또는  3개의  EDC  바이트를 
갖는 ID 필드들 사이의 선택을 하는 데에 사용된다.

다음으로,  레지스터(58)의  출력은  XOR  게이트  어레이(60)에서  버스(54)상의 alpha
87
 계수와  XOR된다. 

이  XOR  어레이(60)에  의해  출력된  결과  합은  출력  버스(63)으로  직행하는  단일  바이트  쉬프트 레지
스터(62)로  간다.  레지스터(46,  55  및  62)를  포함하는 마지막 레지스터 그룹은 EDC  기능이 2  또는 3
개의  EDC  바이트  상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XOR  게이트  어레이(48  및  60)에  의해  분할된다.  이와 같
은  방식으로  데이타  섹터  ID  필드를  체크하기  위한  2바이트  또는  3바이트의  리드-솔로몬  에러  검출 
코드는  최소한의  부가  회로로  기존의  ECC  신드롬  발생기(10)  내에서  용이하게  실현되고  구현될  수 
있다.

정상적인  ECC  동작동안,  제로기  회로(52)는  입력  바이트  값(2바이트  EDC)  또는 alpha
87
 곱(3바이트 

EDC)  대신에  0의  계수를  부여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ECC  동작동안,  XOR  게이트  어레이(48  및  60)은 
레지스터(46,  58  및  62)  사이의  경로에서  기능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  멀티플렉서(56)은  2바이트 

EDC 동작동안 레지스터(58)에 alpha
87
 곱을 위치시키지 않는다.

마지막  레지스터(62)로부터의  출력  버스(63)은  멀티플렉서(64)를  통해  회로(10)으로  하여금  제1도에 
도시된  것과  같은  각  데이타  필드의  ECC  체크  바이트  위치들에  부가된  12개의  ECC  신드롬  바이트를 
적당한  시간에  발생시켜서  동기시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ECC  출력  버스(66)으로  간다.  2개의 제
어 신호(바이트 클럭 신호 BYTCLKA 및 ECC 가능 동작 신호 ECCENOP)는 AND 게이트(13)에서 
합성되고,  다음으로 그  출력은 래치(14)와  쉬프트 레지스터(26,  36,  40,  46,  58  및  62)를  차례로 통
해  바이트들을  클럭킹하기  위한  매스터  클럭  신호를  제공한다.  쉬프트  레지스터(26,  36,  40,  46,  58 
및  62)들은  초기화  제어  신호  CTLIEC의  요구(assertion)에  의해  선정된  초기값으로  초기화된다. 상
기 값들은 임의로 선택될 수 있지만,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들의 각 초기화에서 반복된다.

상술된  것처럼,  신드롬  잔류자  래치(68)은  신드롬  발생기  회로(10)내에  제공된다.  이러한 래치(68)
은  다수의  잔류자  바이트들을  수신하여  저장한다.  3개의  잔류자  바이트는  버스(70)상으로의 제1바이
트를  포함하는  레지스터(26)으로부터  수신된다.  3개의  추가  잔류자  바이트는  버스(72)상으로의 제4
바이트를  포함하는  쉬프트  레지스터(36)으로부터  수신된다.  3개의  추가  잔류자  바이트는 버스(74)상
으로의  제7바이트를  포함하는  쉬프트  레지스터(40)으로부터  수신된다.  제10잔류자  바이트는 버스
(76)상으로의  전송을  갖는  단일  바이트  쉬프트  레지스터(46)로부터  수신되며,  제11잔류자  바이트가 
버스(77)상으로의  전송을  갖는  레지스터(58)로부터  수신되는  반면에,  제12잔류자  바이트는 버스(7
9)상으로 수신된다.

잔류자 래치(68)은  3개의 제어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첫째로,  5비트 제어 신호 LADD[4  :  0]은  현재 
동작중인  마이크로  콘트롤러  사이클(cycle)의  5개의  최하위  어드레스  비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5개
의  어드레스  비트들은  온-더-플라이  ECC  동작동안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에  의한  처리를  위해 특정
한 래치된 잔류자 바이트를 페칭(fetching)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콘트롤러에 의해 사용된다. 
둘째로,  신드롬  래치  클로우즈  제어(syndrome  latch  close  control)  SYNLCLS,  신호는  온-더-플라이 
ECC  동작을  위해  특정한(예를  들면,  0이  아닌)  잔류자를  래치하기  위해  잔류자  래치(68)을 동작시키
는  데에  사용된다.  잔류자  래치(68)은  정상적으로는  투과  모드(transparent  mode)에  있다.  출력 라
인(80)에서와  같이  에러를  검출하면,  데이타  시켄서(100)은  쉬프트  레지스터(26,  36,  40,  46,  58  및 
62)로부터  잔류자  바이트들을  비동기적으로  래치시키기  위해  이  신호를  요구한다.  이러한  동작은 다
음  데이타  섹터를  위해  발생하는  재초기화(reinitialization)  전에  수행된다.  따라서,  이  12바이트 
ECC  신드롬  잔류자는  그로부터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에  의해  에러  위치와  에러  값들이  결정될  수 
있고,  다음  데이타  섹터가  신드롬  발생기  회로(10)을  통해  순환(circulating)되고,  그  잔류자 바이
트들이 복원되고 있는 동안 보정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세째로, 신드롬 래치 오픈 제어
(syndrome  latch  open  control)  SYNLOPE,  신호는  상기  신드롬  래치  클로우즈  제어  신호의  반대가 되
어야  한다.  이  SYNLOPE  신호는  상기  신드롬  잔류자  래치(68)이  그  투과  모드에  있을  때  하이(true, 
high)이고, 신드롬 래치(68)이 래치될 때 로우(low)이다.

버스(70,  72,  74,  76  및  77)상의 바이트 값들은 제로 검출 회로(60)으로 넘겨져서,  상기 값들이 0인
지를  보기  위해  체크된다.  신드롬  바이트들은  차례대로  쉬프트  레지스터  그룹(26,  36,  40)  및  3개의 
인터리브에  있는  개별  쉬프트  레지스터(46,  58  및  62)의  마지막  그룹을  거쳐  클럭킹되기  때문에, 신
드롬  레지스터의  4개  그룹  각각의  첫번째  것들로부터의  상기  바이트들만이  ECC  신드롬  제로  체킹을 
위한  제로  검출  회로에  입력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치는  논리  소자들을  절약시킨다.  데이타  판독 
동작  동안  0의  패리티(parity  with  0)는  현재의  데이타  블럭내에  어떠한  에러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5개의  제어값들이  제로  검출  회로(78)에  입력되는데,  이는  ECC  가능  동작  제어  ECCENOP,  에러  검출 
동작  제어  CRCOP,  에러  보정  동작  제어  ECCOP,  바이트  클럭  신호  BYTCLKA  및  노  크로스  체크  동작 
제어 NOXC이다.  이  제어 신호들은 제로 검출 회로(78)로  하여금 특정한 ECC  신드롬,  크로스 체크 신
드롬 또는 EDC 신드롬이 0인지를 결정 가능토록 하므로써 온-더-플라이 보정을 촉진시킨다.

단일  비트  잔류자  출력  제어값은  라인(80)에  제공된다.  이  라인은  제로  검출  회로(78)에  의해 결정
된 대로 체크되고 있는 잔류자 바이트가 0일 때 어떤 한 논리 상태에 있고, 패리티가 0이 아니면 다
른 논리 상태에 있을 것이다. 온-더-플라이 서비스 루틴은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에 의해 
호출되고,  라인(80)상의  단일  비트  신드롬  값이  0이  아닌  패리티인  때마다  실행의  일부분으로서 신
드롬  래치(68)에  의해  실제로  래치된  신드롬  바이트  값들은  신드롬  데이타  버스(82)상으로  디스크 
파일의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에  출력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각  데이타  필드에  부가된  1개의  ECC 
바이트를  체크하므로써  발생한다.  다른  에러  상태  마이크로  콘트롤러  관여(intervention)는,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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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에러 검출 코드(EDC)  동작  중의 3바이트의 ID  체크 필드나 2바이트의 ID  체크 필드를 체크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일단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이  섹터  온-더-플라이식으로  에러  버스트의  위치를  정하고  보정하면, 
잔류자  래치(68)에  역시  유지되고  필요에  따라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에  의해  판독되는  크로스 체
크  잔류자  바이트들에  대한  데이타  보정의  영향을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이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하였던 오보정 확률이 검사된다.

크로스  체크  잔류자  바이트들을  얻기  위하여,  ECC  데이타  버스(16)상의  데이타  블럭은  XOR 게이트

(84)를  통과한다.  게이트(84)로부터의  출력은  버스(88)상에 alpha
1
을  계산하여  출력하는 멀티플라이

어(86)을  통과한다.  그리고  나서, alpha
1
 곱은  2바이트의  크로스  체크  쉬프트  레지스터(90a  및 90

b)로  래치된다.  쉬프트  레지스터(90b)로부터의  출력은  크로스  체크  바이트가  제1도에  도시된  것처럼 
데이타  필드에  부가될  수  있도록  XOR  게이트  어레이(84)에  피드백(feed-back)되고,  또한 멀티플렉서
(64)에 다른 입력을 제공한다.

레지스터(90a)로부터의  출력  버스(94)는  제1크로스  체크  바이트가  신드롬  래치(68)에  래치되고  또 
제로  검출  회로(78)에  의해  체크되도록  만든다.  유사하게,  레지스터(90b)로부터의  출력  버스(96)은 
제로  검출  회로(78)에  의해  0의  패리티에  대해  체크될  뿐만  아니라  제2크로스  체크  바이트가  잔류자 
래치(68)에 래치되도록 만든다.

ECC  잔류자  바이트  값이  0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12개의  ECC  잔류자  바이트들이  잔류자  래치에 래치
될  때,  레지스터(90a  및  90b)에  있는  2개의  크로스  체크  잔류자  바이트들이  잔류자  래치(68)에  역시 
래치된다.  그후,  크로스  체크  잔류자  바이트들은  부분  신드롬  바이트  XC1  및  XC2로  변환된다. 마이
크로  콘트롤러(196)에  의한  에러  버스트  보정의  계산을  뒤따르는  ECC  동작  후에,  마이크로 콘트롤러
는  부분  신드롬  바이트  XC1  및  XC2에  대한  상기  보정의  영향을  계산한다.  만약  그러한  바이트들이 
데이타  에러의  보정  후에  0이  아니면,  온-더-플라이  에러  보정에  의해  보정될  수  없는  에러가 존재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데이타  스트림은  중단되고,  예를  들면  SCSI  인터페이스  관례(convention)에 
따라  호출된  종래의  ECC  처리  과정(procedure)에  따라  재시도가  행해질  수  있다.  결국  만약  크로스 
체크  잔류자  바이트들이  보정후에  0이  아니면,  상기  에러는  보정불능으로  판단되고,  디스크 드라이
브는  정지하며,  호스트  장치(host  equipment)에게  보정  불능의  에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린다. 
만약  크로스  체크  바이트가  에러  보정  후에  0이면,  그에  따라  데이타  오보정  확률이  현저하게 감소
하였다고 판단된다.

크로스  체크  쉬프트  레지스터(90a  및  90b)는  초기화  제어  신호  CTLIEC에  의해  초기화되는데,  이는 
상기  레지스터들을  공지된  상태에  설정하며,  상기  레지스터들은  바이트  클럭  신호  BYTCLKA와,  제어 
게이트(89)에  의해  결정된  것처럼  ECC  및  크로스  체크  동작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ID  필드  에러 
검출 동작 대신에) 나타내는 신호에 의해 클럭된다.

다음의  설명은  제4도에  그  레이블(label)이  나와  있는  여러  제어  및  데이타  신호들을  요약한다.  이 
신호들에 대한 타이밍은 제5도에 도시된 타이밍도에 제공된다.

SYNLDAT[7  :  0]  신드롬  래치된  데이타  :  1바이트의  신드롬  데이타가  상기  5비트  래치된 어드레스
(LADD)  버스  상의  어드레스에  의해  결정되어  선택되고  래치된  신드롬  바이트  위치로부터  판독된다. 
이 바이트는 마이크로 콘트롤러 판독 동작동안 마이크로 콘트롤러 어드레스/데이타 버스로 
넘겨진다. 이 데이타는 RSECC 제어 신호에 의해 스트로빙(strobing)된다.

LADD[4  :  0]  래치된 어드레스 버스 :  현재 동작하고 있는 마이크로 콘트롤러 어드레스 싸이클의 5개
의  최하위  어드레스  비트가  신드롬  래치(68)의  바이트  레지스터들  중  특정한  하나를  어드레스하기 
위하여  입력된다.  이  5개의  어드레스  비트는  어느  래치된  신드롬  바이트가  마이크로  콘트롤러  판독 
동작동안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에로 판독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SYNLCLS  신드롬  래치  클로우즈  :  이  신호는  온-더-플라이  에러  보정동안  신드롬  래치(68)을 폐쇄하
는  데에  사용된다.  신드롬  래치(68)은  보통  투과  모드에  있다.  ECC  신드롬에서  에러를  검출하면, 데
이타  시켄서  회로(100,  제6a도  및  제6b도)은  에러를  표시하는  신드롬  데이타가  유실되지  않도록 상
기  데이타를  신드롬  발생기  쉬프트  레지스터들로부터  신드롬  래치(68)로  비동기적으로  래치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신호를  내놓는다.  데이타  시켄서(100)에  의한  이와  같은  신호는  다음  데이타  섹터를 
위해  초기화  제어  신호  CTLIEC를  통하여  발생하는  재초기화에  앞서  행해진다.  따라서,  인코딩된 에
러  위치를  포함하고  있는  신드롬은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에  의해  디코딩되고,  다음  섹터가 판독되
어  신드롬  쉬프트  레지스터  세트(26,  36,  40)과  레지스터(46,  58  및  62)의  마지막  그룹을  통과하는 
동안 보정될 수 있다.

SYNLOPE  신드롬  래치  오픈  :  이  제어  신호는  신드롬  래치  클로우즈  제어  신호의  반대이어야  한다. 
이는  신드롬  래치(68)이  투과  모드(래치  출력=신드롬)에  있을  때에는  참(true)이고,  신드롬 래치
(68)이 래치되고 정적(static)이면 거짓(false)이다.

ECCCRCN  ECC/CRC  제어  :  이  신호는  ECC  발생기(10)이  어느  형식의  신드롬을  계산할  것인가를 나타낸
다.  참일  때,  이  제어  라인은  ECC와  크로스  체크가  데이타  바이트들  상에서  계산된  것을  나타낸다. 
거짓일 때, 이 라인은 EDC가 ID 필드의 바이트들 상에서 가산될 것을 나타낸다.

CTLIEC  제어  인터럽트 ECC  :  참일  때,  이  제어  라인은 ECC  발생기와 크로스 체크 발생기 모두의 모
든  신드롬  바이트들을  선정된  값에  비동기적으로  설정하는  데,  이  값은  불변이지만  0과  1의  임의의 
패턴이다.

WRGATE  기입  게이트  :  CRCOP(ID  필드의  에러  검출)  또는  ECCOP(ECC  동작)  중  하나가  신드롬 발생기
로  하여금  바이트  클럭  BYTCLKA에  의해  클럭되고  있는  동안  신드롬  계산을  계속하는  것을 중지하도
록 하기 위해 참인 값의 신호일 때 이러한 제어 신호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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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2B  EDC  2바이트 포맷 :  참인 값을 갖을 때, 이 제어 신호는 데이타 ID  필드 상에서의 EDC를 위해 
2바이트  포맷을  선택한다.  이러한  경우,  동일  신드롬  발생기는  2바이트  EDC를  위해  사용된다. 거짓
인 때, 이 라인은 3바이트 EDC 신드롬 처리를 선택한다.

SYNDO  잔류자가 0  :  제로 검출 회로(78)에  의해 출력된 이 제어 신호는 에러 검출을 위해 사용된다. 
2바이트  EDC  포맷  상에서,  이  신호는  만약  두  EDC  잔류자  바이트가  0이면,  BYTCLKA의  상승 엣지
(rising  edge)를  뒤따르는 신호가 될  것이다.  3바이트 EDC  포맷인 경우는 ECC  동작동안,  만약 이 신
호가  바이트  클럭  BYTCLKA의  마지막  3개의  상승  엣지를  뒤따라  참인  경우라면,  이러한  제어  신호는 
0의  EDC  잔류자  바이트  상태를  나타낼  것이다.  즉,  만약  BYTCLKA의  마지막  2개의  상승  엣지  상에서 
ECCENAB가  참이고 ECCENAB가  로우로 된  후  BYTCLKA의  상승 엣지 상에서 이  신호가 참이라면,  ECC 잔
류자 바이트는 0이다.

SERDOUT[7  :  0]  시리얼/디시리얼(Serial/Deserial)  데이타  출력  :  이  버스(12)는  데이타  바이트들을 
신드롬이  계산될  ECC  회로(10)에  운반한다.  데이타는  BYTCLKA의  상승  엣지에서  유효해야  한다. 데이
타  시켄서  판독  동작  상에서,  ECCIN  데이타는  시리얼라이저/디시리얼라이저  SERDES(106)으로부터 오
는데,  이는  앞에서  참조된  마차도에게  일반  양도된  미합중국  특허  제4,675,652호에  더  상세하게 설
명되어  있다.  모든  데이타  바이트,  크로스  체크  바이트  및  ECC  바이트들이  BYTCLKA에  동기되어 클럭
킹된다.  데이타  시켄서  기입  동작  상에서,  ECCIN  데이타는  FIFO  버퍼  메모리로부터  오는데,  모든 데
이타  바이트는  BYTCLKA에  동기되어  클럭킹되고,  크로스  체크  바이트와  신드롬  바이트는  계산되어 데
이타  스트림에  부가된다.  마지막  데이타  바이트를  뒤따라,  ECCIN은  상기  ECC  신드롬이  크로스  체크 
바이트 상에서 계산될 수 있도록 ECCOUT에 접속되어야 한다.

ECCDOUT[7  :  0]  ECC  데이타  출력  :  이  버스(66)은  ECC  회로(10)의  데이타  출력을  운반한다. 데이타
는  BYTCLKA의  상승  엣지  상에서  유효하다.  ECC  신드롬  데이타는  WRGATE와  ECCOP  제어  라인이  참인 
동안  바이트  시리얼  포맷으로  이  포트(port)에서  이용  가능하다.  EDC  신드롬  데이타는  WRGATE  및 
CRCOP 제어 라인들이 참인 때 이용 가능하다.

BYTCLKA 바이트 클럭 A : 이 신호는 모든 ECC 및 EDC 동작을 위한 기본 클럭 신호를 나타낸다.

ECCENOP  ECC  가능  동작  :  이러한  제어  라인은  어느  BYTCLKA  엣지가  ECC  회로(10)을  위한  데이타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BYTCLKA  신호는  어떠한  일시적인  에러(transient  error)들도 
BYTCLKA가  참인  동안  발생하지  않도록  AND  게이트(13)에  있는  이  신호와  함께  내부적으로 게이트된
다.

CRCOP  EDC  및  크로스  체크  제어  이  제어  라인은  어느  바이트가  EDC  바이트이고  어느  바이트가 크로
스  체크  바이트인지를  나타낸다.  이  신호는  EDC  또는  크로스  체크  바이트가  ECC  발생기  블럭(10)에 
클럭킹될 경우에는 BYTCLKA의 상승 엣지에서 참이어야 한다.

ECCOP  ECC  동작 제어 :  이  제어 라인은 어느 바이트가 ECC  바이트들인지를 나타낸다.  이 신호는 ECC 
바이트가 ECC 신드롬 발생기(10)에 클럭되는 동안 BYTCLKA의 상승 엣지 상에서 참이어야 한다.

제5도의  타이밍도를  참조하면,  공통  수평  시간  축(common  horizontal  time  base)  상을  따라  타이밍 
신호들의  상부  그룹은  ID  필드  상에서의  EDC  체크동안  리스팅된  제어  신호들의  다양한  논리 상태들
을 나타낸다.  제5도의 타이밍 신호의 하부 그룹은 ECC  및  크로스 체크 동작동안 리스팅된 제어 신호
들의 다양한 논리 상태들을 나타낸다.

제6a도  및  제6b도를  참조하면,  EEC  신드롬  발생기  회로(10)이  제7도에  도시되고  이후에  상세하게 설
명될  것처럼,  전체적인  디스크  드라이브  구조(160)의  데이타  시켄서(100)  내의  단지  하나의 기능적
인  요소란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타  시켄서(100)은  펄스  검출기(pulse  detector)로부터  직접 입력하
는  데이타를  수신하는  데이타  필드  어드레스  마크(Address  Mark  :AM)  검출기(102)를  포함한다.  이 
검출기(102)는  고주파  플럭스  전이(flux  transition)의  시켄서를  찾으며,  그와  같은  것이  검출된  때 
그  다음으로,  PLL(188)이  상기  시켄서에  락킹(locking)되고,  복원된  디지탈  런  길이(run  length) 인
코딩  데이타는  어드레스  마크  시켄서의  존재  여부를  위해  체크된다.  이와  관련하여,  어드레스  마크 
검출기(102)는  1,  7  인코딩  규칙들과  모순되고  어드레스  마크를  나타내기로  먼저  결정되어  있는 특
이한(unique)  비트  시켄서를  검출하기  위하여  데이타  스트링을  감시(monitoring)한다.  어드레스 마
크  검출기(102)는  어드레스  마크를  나타내는  비트  시켄서가  원  데이타  스트림에서  발견될  때마다 어
드레스  마크  기본  제어  신호(address  mark  found  control  signal)뿐만  아니라  원  데이타 스트림으로
부터의  바이트  클럭  신호  BYTCLKA를  발생시킨다.  1,  7  런  길이  제한  인코더/디코더  ENDEC(104)는 시
리얼 데이타를 1,  7  런  길이 제한(Run  Length  Limited  :  RLL)  코드로 인코딩하거나 그로부터 디코딩
하며,  시리얼라이저/디시리얼라이저  SERDES(serializer/deserializer  :  106)은  데이타  바이트들을 
시리얼  비트별(bit-by-bit)  포맷으로  묶기도  하고,  풀어내기도  한다.  인코더/디코더  ENDEC(104)  및 
SERDES(106)은  참조하여  상술한  마차도의  미합중국  특허  제4,675,652호에  기술된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 FIFO 바이트 레지스터(108)은 데이타 바이트들이 시켄서(100)과 외부 캐쉬 버퍼(cache 
buffer)  메모리  어레이(214)  사이에  비동기적으로  전송되고,(디스크로부터의  재생된  원  데이타 스트
림과  동기된  BYTCLKA와  반대로)  외부  표준  크리스탈  클럭(crystal  clock  standard)에  의해  클럭되게 
한다.  멀티플렉서(110)은  ECC  발생기(10)에  의해  발생된  ECC  신드롬  바이트가  저장  표면으로의 데이
타  블럭  흐름(data  block  flowing)에  부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입가능  제어  저장(writeable 
control  store  :  WCS)  버스(134)  상에 있는 데이타 값들이 또한 저장을 위해 디스크에 보내질 수 있
도록 시리얼라이저/디시리얼라이저 SERDES(106)과 인코더/디코더 ENDEC(104)를 통한 양방향 
(bidirectional) 데이타 흐름을 조절한다.

데이타  ID  필드로부터의  판독된  기준  데이타  섹터(즉,  물러적인  섹터  및  변환기  헤드)  식별 바이트
들은  비교  멀티플렉서(comparison  multiplexer,  112)를  통해  비교  회로(114)로  전달된다.  비교 회로
(114)는  섹터  카운터(116)에  유지된  기준  식별  바이트와  SERDES(106)으로부터  수신된  실제의  데이타 
섹타  식별  코드를  비교한다.  만약  일치한다면,  요구되는  섹터  위치가  도달되고,  비교=0의  제어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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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교 회로(114)에 의해 점프 제어 MUX 회로(jump control Mux circuit, 132)에 출력된다.

기입가능  제어  저장  WCS  RAM(116)은  시켄서(110)의  모든  동작  상태들을  제어하고,  마이크로 콘트롤
러  어드레스(MICRO  ADDR)  디코더(118)에  의해  디코딩된  어드레스들에  의해  제어된  위치들에서 마이
크로  콘트롤러(196)에  의해  직접  판독  및  기입된  정보로  로우드될  수  있는  제어  워드들을  저장하는 
이중  기능(dual  function)을  제공한다.  BYTCLKA  클럭  싸이클의  1/2동안,  멀티플렉서(120)은  WCS 

RAM(116)에 대한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에 의한 직접 액세스를 가능하게 한다.

BYTCLKA  싸이클의  다른  1/2동안  시켄서  콘트롤러(122)로부터의  어드레스는  WCS  메모리  영역(116)의 
어드레싱에  사용된다.  콘트롤러(122)는  다수의  선정된  상태들로  점프할  수  있게  하는  시켄서(SEQ) 
제어  디코더  블럭(124),  다양한  어드레스들  중에서  선택하는  시켄서  어드레스  멀티플렉서(126), 멀
티플렉서(120)을  통해  WCS(116)에  인가하기  위한  마지막  시켄서  어드레스를  갖고  있기  위한  마지막 
어드레스(LAST  ADDR)  레지스터(128)  및  레지스터(128)에  유지된  마지막  어드레스를  시켄서 어드레스
(SEQ ADDR) 멀티플렉서(126)에 선택적으로 피드백하는 WCS ADDR 멀티플렉서(130)을 포함한다.

시켄서  콘트롤러(122)는  제6a도  및  제6b도에  나타난  것처럼  다수의  논리  입력으로부터  점프  제어 신
호를  발생하는  점프  제어  멀티플렉서(132)에  의해  직접  제어된다.  28비트  폭의  WCS  데이타 버스
(134)는  WCS  메모리(116)과  직접  통신하고,  그  안에  있는  값들이  제6a도  및  제6b도에  도시된 경로들
을  따라  시켄서(100)을  통해  순환할  수  있도록  한다.  OPCODE  버스(136)은  각  5비트의  OPCODE를 
OPCODE  디코더(138)에서  나오는  도시된  제어  라인들  상에  다수의  논리  상태들로  디코딩하는  OPCODE 
디코더(138)로  간다.  ECC/CRC  SEL  라인,  ECCOP  라인,  및  CRCOP  라인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ECC 신
드롬  발생기(10)에  직접  접속한다.  PUSH  SEL  라인은,  예를  들어  데이타  필드  카운트  바이트  C3,  C2 
및  C1이  4바이트  레지스터  스택(register  stack  :  142)의  최상부에  직접  푸쉬(push)되도록  가능하게 
하는  PUSH  멀티플렉서(140)에  연장된다.  스택  최상부(705)  버스  및  넥스트  스택(NOS)  버스는 스택
(142)를  시켄서  카운터(146)을  1값들로  역시  로우드시킬  수  있는  멀티플렉서(144)를  경유하여 바이
트  시켄서  카운터  SEQ  CNTR(146)에  접속시킨다.  바이트  시켄서  카운터(146)은  현재의  바이트 카운트
(블럭  내의  바이트로  남아  있는  필드  길이)를  쉬프트  레지스터(100)내에  유지한다.  현재  로우딩된 
바이트  카운트가  0으로  증가될  때,  특정  필드의  끝(end)이  도달되고,  시켄서  카운터(146)은  다음 상
태가 다음으로 호출될 수 있도록 SCNT=0 값을 점프 제어 멀티플렉서(132)에 출력한다.

제어  디코더(148)은  WCS  RAM(116)으로부터  제1차  제어  바이트들(PRI  CTL),  제2차  제어  바이트들(SEC 
CTL)  및  카운트  선택  바이트(CSEL)들을  수신하고,  이  값들을  기입  게이트  신호  WRGATE  및  ECC 신드
롬  발생기(10)을  직접  제어하는  초기화  ECC  신호  IECC를  포함하여,  제6a도  및  제6b도의 디코더(14
8)로부터 나오는 도시된 제어 라인들로 출력되는 특정 논리 제어값들로 디코딩한다.

루프(LOOP)  카운터(150)는  특정한  데이타  블럭  전송  처리(transaction)  동안  행해지는  루프(각 루프
는  명목상으로  데이타  블럭을  전송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태들을  나타낸다)의  수로 프리세트(prese
t)되고,  카운트가  0에  도달한  때  LOOPCNT=0  제어값을  발생시킨다.  요구되는  수의  데이타  블럭들이 
전송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  제어값은  점프(JUMP)  제어  멀티플렉서(132)에  역시  제공된다. 인덱
스  타임아웃(INDEX  TIMEOUT)  카운터(152)는  시켄서  콘트롤러(124)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덱스 
타임아웃  값  INXCNT=0을  발생시키므로써  각  트랙의  시작을  추적한다.  서보  섹터  S의  첫번째에 저장
된  원  인덱스  신호(raw  index  signal)는  서보  콘트롤러(180)에  의해  1회전당  한번씩  검출되고 인덱
스  카운터(152)를  클럭킹하는  데에  사용된다.  시켄서  콘트롤러에의  다른  입력들은  점프  제어 멀티플
렉서(132)로부터의  점프값,  어드레스  마크  검출기(102)로부터의  어드레스  마크  기본  값  AMFOUND  및 
쉬프트 레지스터 카운터(146)으로부터의 바이트 시켄서 카운터 SCNT=0 값이다.

제7도를  참조하면,  고정형  디스크  드라이브  데이타  저장  서브  시스템(160)은  3.5인치  직경  또는  더 
양호하게는  예를  들어  2.5인치  직경의  저장  디스크(비록  본  발명이  크든  작든  어떠한  실용적인 디스
크의  직경과도  잘  동작할지라도)일  수  있고,  디스크(162)가  지지되는  디스크  스핀들  허브(spindle 
hub)와  함께  형성된  직접  구동  브러쉬리스  DC  스핀들  모터(direct  drive  brushless  DC  spindle 
motor)와  같은  스핀들  모터(164)에  의해  3600  RPM과  같은  실질적으로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하는 최
소한  하나의  회전  데이타  저장  디스크(162)를  포함한다.  모터(164)는  시켄서(100),  ENDEC(104), 서
보  콘트롤러(180)  및  PWM  출력(178),  마이크로  콘트롤러  인터페이스(202)  및  버퍼  메모리 콘트롤러
(210)을  역시  포함하는  VLSI  회로  칩  내에  포함된  모터  콘트롤러(168)에  의해  제어되는  모터  구동 
회로(166)에 의해 구동된다.

모터  콘트롤러(168)은,  예를  들어  다수의  서보  섹터  S들  중  첫번째로부터  원  인덱스  펄스를 공급하
는  서보  콘트롤러(180)에  직접  응답한다.  상기  원  인덱스  펄스는  기준  주파수에  대해  타이밍이 맞추
어지고,  서보  콘트롤러(180)은  수시로  나타날  수  있는  가속  또는  감속  명령을  모터  구동기(166)에 
전달한다.

다수의,  예를  들어  박막  데이타  변환기  헤드(170a  및  170b)는  최소한  하나의  데이타  저장 디스크
(162)의  반대편  주데이타  저장  표면들과  각각  관련된다.  상기  데이타  변환기  헤드들은,  비록 반드시
는  아니지만,  양호하게  무게  중심이  잡힌  회전  보이스  코일  기동기(voice  coil  actuator  :  172)의 
암  어셈블리(arm  assembly,  171)의  수직  정렬  암들에  부착되어  있는  인-라인  정렬  로우드 빔(in-
line  aligned  load  beam)에  장착된다.  헤드(170a  및  170b)는  데이타  표면에  대해  보통 접촉-시작-중
지(contact-start-stop)의  관계로  동작하고,  예를  들어  윈체스터  고정형  디스크  기술에  일반적인 것
처럼 에어 베어링(air bearing) 상에서 동작하는 동안 표면 위를 "이동(fly)"한다.

기동기(172)의  코일은  필터(176)으로부터  수신된  저역  필터링되고  폭  변조된  펄스로부터의  응답에 
양방향  구동  전류를  만드는  서보  구동  회로(174)에  의해  구동된다.  필터(176)은  서보  콘트롤러(180) 
내의  서보  PWM(Pulse  Width  Modulator,  178)에  접속된다.  펄스  검출기(184)에  의해  성형(shaping)된 
서보  펄스들과  피크  검출기(192)에  의해  검출된  피크는  애널로그/디지탈(A/D)  변환기(194)에서 디지
탈  값으로  변환되어  마이크로  콘트롤러  MICRO(196)으로  직접  전달된다.  내장  서보  섹터 S로부터
(coarse)  헤드(170)에  의해  판독된  조야한(coarse)  헤드  위치  정보는  PLL(188),  ENDEC(104)  및 시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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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100)과  독립적인  방식으로  서보  콘트롤러(180)에  의해  직접  디코딩된다.  서보  콘트롤러(180)은 
자신의 데이타 판독기에 의해 디코딩된 트랙 식별 필드와 미세 위치 옵셋 신호(fine position 
offset  signal)들을  갖는  각  서보  섹터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필드들에  대한  타이밍을  설정하는 매스
터  상태  머쉰(master  state  machine)으로  구현된다.  상기  미세  위치  옵셋  신호들의  진폭들은  피크 
검출기(192)에서  샘플링되어  유지되며,  시켄서간  공유  동작(time  shared  operation)의  서보 위상
(servo  phase)동안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에  의해  처리된다.  드라이브(160)에  대해  현재  양호한 서
보 장치의 더 상세한 사항들은 1990년 8월 17일 출원되고 일반 양도된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
07/569,065호에 나와 있고, 그 개시 내용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된다.

예를  들어  각  데이타  헤드(170a  또는  170b)는  캘리포니아주  투스틴  소재  실리콘  시스템즈  인크.에 
의해 제조된 SSI 32R4610R 2 또는 4형의 채널 박막 헤드 판독/기입 장치 또는 그 등가물
(equivalent)과  같은  프리앰프/선택/기입(preamplifier/select/write)  구동  회로(182)  내에  포함된 
헤드  선택  회로에  의해  선택된다.  선택된  헤드에  의해  변환된  애널로그  플럭스  전이  신호(analog 
flux  transition  signal)는  봉된  헤드  및  디스크  어셈블리  내에,  그리고  저장  표면으로부터 복원
된  애널로그  신호의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를  증가시키기  제어  변환기  헤드(170a 
및  170b)에  근접하게  다중  전도성  트레이스를  운반하는  박막의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MylarTM )에 양

호하게 장착되는 회로(182)의 프리앰프부에서 선행 증폭된다.

그후,  복원된  애널로그  데이타는  애널로그  플럭스  전이를  종래의  디지탈  논리  엣지(digital  logic 
eddge)로  변환시키는  펄스  검출기(184)를  통과한다.  기입  사전  보상  회로(write  precompensation 
circuit,  186)은  시켄서(100)으로부터  수신된  디스크에  기입될  데이타를  사전  보상한다.  상기  사전 
보상된  기입  데이타는  선택된  헤드  변환기에  전달하기  위해  헤드  선택/프리앰프  회로(182)에  직접 
공급된다.

위상  고정  루프  회로  PLL(188)은  디지탈  엣지들을  데이타  비트  쌍들(인코딩된  데이타)로  분리하도록 
동작하고,  상기  데이타  비트  쌍들을  제6도에서  시켄서(100)의  일부로서  도시된  ENDEC(104)에 전달한
다. 주파수 합성기(190)은 다양한 기준 주파수들이 상술된 영역화 비트 레코딩(zoned bit 
recording)에  제공되기  위해  합성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합성기(190)은  프로그램된  마이크로 콘
트롤러(196)의 제어에 따라 직접 동작한다. 펄스 검출기(184), 기입 사전 보상 회로(186), 
PLL(188),  주파수  합성기(190)  및  서보  버스트  피크  검출기(192)는  내셔널  세마이  컨덕터 코포레이
션에 의해 제조된 DP8491형  또는 그 동등물과 같은 단일 VLSI  집적 회로 패키지 내에 모두 용이하게 
포함된다.

마이크로  콘트롤러  어드레스/데이타  버스(198)과  고순위(high  order)  어드레스  버스(200)은 마이크
로  콘트롤러(196)으로부터  직접  시켄서(100),  ENDEC(104),  모터  콘트롤러(168),  서보  콘트롤러(180) 
및  버퍼  메모리  콘트롤러(210)과  통신하는  마이크로  콘트롤러  인터페이스(202)에  직접  연장된다. 언
급된  것처럼,  이  회로들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제6도에서의  이  회로들을  위한  단일  블럭에  의해 제
시된  것처럼  단일  VLSI  특정  응용  CMOS  회로  내에  양호하게  구현된다.  어드레스  버스(204)는 마이크
로  콘트롤러  인터페이스(202)로부터  프로그램  메모리  EPROM(206)으로  연장된다.  프로그램 메모리
(206)을  어드레싱하기  위한  소정의  어드레스  비트  위치들이  발생되어,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에 의
해 어드레스 버스(208) 상으로 프로그램 메모리(206)에 직접 출력된다.

버퍼  메모리  콘트롤러(210)은  버퍼  어드레스  BUFF  ADDR을  발생시키고,  상기  어드레스를  버스(212) 
상으로  데이타  캐쉬로  양호하게  형성되는  버퍼  메모리(214)에  출력한다.  데이타  블럭들은  버퍼 데이
타  버스(216)을  통해  시켄서(100)과  버퍼  메모리(214)  내에  있는  FIFO  레지스터(108)에  전송되며, 
또  그로부터  전송된다.  이러한  버스(216)은  또한  호스트  시스템에  접속된  인터페이스  버스(220)을 
통하여  데이타  블럭  및  명령  값들을  수신하고,  상기  값들과  블럭들을  메모리(214)에  저장하며,  상태 
값들과  블럭들을  인터페이스  버스(220)을  통해  메모리(214)로부터  호스트로  복귀시키는  인터페이스 
제어  회로(218)에  연장된다.  상기  인터페이스  회로는  본  분야의  기술에  공지된  것처럼  표준  SCSI 인
터페이스와  같은  산업  표준  호스트-서브  시스템  버스  레벨  인터페이스나  IDE  인터페이스  포준(IBM 
AT  버스)을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NCR형  5380  SCSI  인터페이스  콘트롤러는  종래  표준의  SCSI 
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인터페이스 제어 회로(218)이다.

직접  메모리  액세스  경로는  마이크로  인터페이스(202)와  버퍼  콘트롤러(210)을  통하여  마이크로 콘
트롤러(196)과  버퍼  메모리(216)  사이에  존재한다.  이러한  경로로,  본  발명의  온-더-플라이  에러 보
정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에러  위치로부터  에러  바이트를  제거(withdrawing)하고,  에러  바이트를 보
정값과  XOR하고,  이  보정값을  에러  위치에  기입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콘트롤러가  버퍼 메모리(21
4)의 특정 바이트 위치들에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듯이,  디스크  드라이브(160)은  본  발명의  온-더-플라이  에러  보정 기술
의  사용을  위한  현재의  양호한  서브  시스템  또는  환경이다.  본  분야  기술에  숙련된  자들에  의해 평
가될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로우 레벨(low  level)의  반복적인 신드롬 발생 및  체크 임무는 제4a도 
및  제4b도에  도시되어  설명된  신드롬  발생기  하드웨어에서  구현된다.  에러  보정값을  계산하는  하이 
레벨(high  level)의  임무는  본  명세서에  윤곽이  드러난  에러  보정  서비스  루틴  프로그램에  따라 마
이크로 콘트롤러(196)에 의해 필요한 때에 실행된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양호하게,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은  서보  섹터당  2상(two-phase)  시간  분할 장
치로  동작하는  NEC  78322  또는  등가의  단일  모놀리식  마이크로  콘트롤러인데,  각  서보  섹터의 도달
에 대한 제1기간(time  interval)은  헤드 위치 결정을 위한 서보 제어 동작에 할당되고,  제2  및  후속 
기간은 예를 들어 에러 보정 동작을 포함하는 다른 임무에 할당된다.  이와 같은 형식의 디스크 드라
이브  구조의  개관(overview)은  문(Moon)  등에게  일반  양도된  미합중국  특허  제4,669,004호에 제공되
어  있고,  그  개시  내용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된다.  제2  및  후속  기간동안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에 
의해  실행되는  임무들을  관리하기  위한  계층적  시스템(hierarchical)은  1988년  5월  10일에  출원되어 
일반  양도된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07/192,353호,  즉  현재의  미합중국  특허  제5,005,089호에 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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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그  내용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된다.  예시적인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의  에러  보정 기능들
은  다중  마이크로  콘트롤러  구조  내의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  콘트롤러에  의해  개선된  실시간 성능으
로, 그러나 고가로 용이하게 실행될 수 있다.

개괄하면,  디스크로부터의  데이타  판독  동작을  위한  에러  보정  처리는  데이타  재생  처리동안(및  각 
데이타  블럭이  직전의  데이타  기입  동작  동안  부가된  자신에게  부가된  신드롬  바이트  및  크로스 체
크 바이트를 가진 후)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포함한다.

1.  신드롬  발생기(10)의  쉬프트  레지스터들을  임의의  순서로  0과  1의  반복  패턴일  수  있는  선정된 
공지 상태에 프리세트하는 단계.

2.  신드롬  발생기(10)을  통과하므로써  디스크로부터  판독된  데이타  바이트들의  스트림으로부터 데이
타  블럭(데이타  섹터)에  대한  신드롬  잔류자  바이트들  및  크로스  체크  신드롬  잔류자  바이트들을 발
생시키는 단계.

3.  각  인터리브의  마지막  바이트가  신드롬  발생기(10)에  클럭킹될  때,  각  인터리브에  대한  잔류자 
바이트가 0과 같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체크하는 단계.

a.  만약  각  인터리브에  대한  잔류자  바이트들이  0이면,  보정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블럭 또
는 섹터까지 기다린다.

b.  만약  인터리브에  대한  하나  이상의  잔류자  바이트들이  0이  아니고,  신드롬  래치가  상기  신드롬을 
갖는 데에 이용 가능하면 단계(4)로 간다.

c.  만약  잔류자  바이트들이  0이  아니고,  신드롬  래치가  상기  신드롬을  현재로써는  이용가능하지 않
다면(마지막  데이타  블럭으로부터의  잔류자  바이트들이  이미  시작된  온-더-플라이  보정  동작동안 상
기  래치에  래치된  채로  있다는  것을  의미함),  데이타  흐름을  중지한다;  온-더-플라이  에러  보정의 
수행을 계속할 수 없음.

4. 각 인터리브에 대한 잔류자 바이트를 신드롬 래치(68)에 래치시키는 단계.

이 잔류자 바이트들을(각 인터리브에 대한) R0, R1, R2 및 R3의 다음 형식을 갖는다.

R(x)=R3x
3
+R2x

2
+R1x+R0 (30)

현재의  데이타  블럭에  대한  잔류자  바이트  Ri가  신드롬  래치(68)로  래치된  후,  신드롬  발생기(10)은 
계속해서  다음  데이타  블럭을  위한  잔류자  바이트들을  디코딩한다.  인접  데이타  블럭들로부터의  한 
쌍의  0이  아닌  잔류자  바이트는  현재  채택된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이  온-더-플라이로  연속적인 데
이타  블럭으로부터  잔류자  바이트를  수신하여  저장  위한  충분한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공간이 부
족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된  온-더-플라이  에러  보정  처리의  실행을  효과적으로  중지시킬  것이다. 
그러나,  증가된  랜덤  액세스  메모리  공간이  상기  바이트들의  값을  갖는데  사용되고,  그에  따라 다수
의  연속적인  데이타  블럭들에  대한  온-더-플라이  에러  보정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이유가 없
다.  중지(shut-down)의  가능성은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이  제1에러를  보정하여  크로스  체크 신드롬
으로  보정을  시험하기  위해  요구하는  시간에도  역시  의존한다.  또  다른  제한은  블럭  버퍼 메모리
(214)의  크기에도  존재한다.  또한,  신드롬  발생기(10)은  에러  보정을  가속하기  위하여  신드롬 래치
를  통하여  부분  신드롬  바이트들을  직접  계산하여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에  출력시키기  위한 부가
적인 회로의 설치(provision)에 의해 변형될 수 있다.

5.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이  에러  보정  서비스  루틴을  호출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그  루틴의 실행
을 개시하는 단계.

6.  에러  보정  앨거리듬의  실행  동안  요구될  때마다  잔류자  래치(68)로부터  마이크로 콘트롤러(196)
으로 잔류자 바이트들을 전송하는 단계.

그 후, 만약 잔류자 바이트 중 어느 것도 0이 아니면, 펌웨어는 부분 신드롬 S0,  S1,  S2  및 S3이 얻
어지도록 잔류자 바이트 R(x)를 다음 식에 따라 부분 신드롬 바이트 S(x)로 변환한다.

여기에서,  i=0,  1,  2  및  3임.[지수에 있는 +  기호(symbol)는  XOR  연산이 아니라 산술 가산을 나타낸
다.]  요구된  하드웨어의  양을  적정하게  최소화하기  위해  잔류자  바이트  Ri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타
를  재생하는  동안  신드롬  발생기  회로(10)이  역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한
다.

7.  각  인터리브에  대하여,  잔류자  바이트를  3개의  인터리브  중  하나  내에  있는  부분  신드롬 바이트
들로 변환시키는 단계.

S0=Data modulo(X+alpha
126
)

S1=Data modulo(X+alpha
127
)

S2=Data modulo(X+alpha
128
)

S3=Data modulo(X+alpha
129
)

a.  온-더-플라이 단일 버스트 에러 보정.  온-더-플라이 단일 버스트 에러 보정인 경우 L1을  에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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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라 하고 e1을 에러 값이라 하자.

(1)  만약(S0=0),  또는  (S1=0)  또는  (S2=0)  또는  (S3=0)이면,  이중  버스트  에러  보정  앨거리듬으로 
간다.

(2)  만약  [S1/S0=S2/S1=S3/S2)이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중  버스트  에러  보정  앨거리듬으로 
간다.

(3) L1=Log[S1/S0]과 e1=S1(S0/S1)
127
을 실행하라.

(4)  만약  L1이  선정된  범위  밖이면(즉,  인터리브  1에  대해  0-175,  인터리브  2  및  3에  대해  0-174), 
이중 버스트 보정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아래의 단계 (8)로 간다.

b.  이중  버스트  에러  보정.  이중  버스트  에러  보정을  위하여,  L1과  L2를  에러  위치들로  하고,  e1과 
e2를 해당 위치에서의 에러 값이라고 하자.

(1) 식 (16) 및 (17)에 따라 ø1과 ø2를 계산한다.

(2) 만약 ø1 또는 ø2의 분모 또는 분자가 0이면, 보정 불능의 에러라고 호스트에 알린다.

(3) 위에 주어진 이차 방정식 (18)의 해들을 구하여, 결과값 X1 및 X2를 출력한다.

(4) 만약 ø(x)가 해가 없으면, 보정 불능 에러를 호스트에 알린다.

(5)  위의 식 (19)  및 (20)에 따라 에러 위치 L1과 L2를 계산한다.  만약 L1  또는 L2  중의 어느 하나
가 선정된 허용값의 범위를 벗어나 위치한 값을 가지면, 보정 불능 에러를 호스트에 알린다.

(6)  위의 식 (21)  및 (22)에 따라 에러값 e1  및 e2를 계산한다. 만약 e1  또는 e2중 어느 하나가 0이
면, 보정 불능 에러를 호스트에 알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래의 단계 (8)로 진행한다.

8.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은  크로스  체크  부분  신드롬에  대한  변경된  바이트의  효과를  계산하고, 
이  계산된  값을  저장하며,  데이타  블럭의  다른  두  인터리브  각각에  대해서  이러한  처리를  반복하는 
단계.

9.  만약  상기  보정이  크로스  체크  체킹  단계(8)를  통과하면,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은  블럭  내의 
에러  위치로부터  에러  바이트를  제거시키고,  이  에러  바이트를  보정된  바이트를  만들기  위하여 보정
값과  XOR하고,  이  보정된  바이트를  에러  위치에  다시  기입하므로써  마이크로  인터페이스(22)와  버퍼 
제어(210)을 통하여 가는 버퍼 메모리(214)로의 DMA 채널을 사용하여 에러를 보정하는 단계.

10. 에러 보정을 고려하는 단계.

a.  만약 크로스 체크 부분 신드롬이 0이면,  상기 에러 보정 처리는 오보정 확률 내에 있다고 판단되
고,  따라서  완료된다.  즉,  신드롬  래치(68)은  해제(releasing)되고,  보정된  에러를  포함하는  메모리 
버퍼(214)에 있는 데이타 블럭이 호스트에 대한 전송을 위해 해제된다.

b.  만약  크로스  체크  부분  신드롬이  0이  아니면,  온-더-플라이  에러  보정은  중지되고,  단계(11)이 
수행된다.

11.  보정이 달성될 때까지,  또는 상기 에러가 처음 검토될 때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1
회  또는  2회  이상의  재시도가  행해지는데,  상기의  경우  보정  불능의  에러가  호스트에  통지된다. 재
시도가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에서  프로그래밍에  의해  명령될  때,  상기  재시도는  데이타  흐름이 인
터럽트된  후에  이러한  처리가  실행된다는  점에서  오프  라인(off  line)으로  마이크로  콘트롤러에 의
해  수행된다.  에러  메시지가  발생되어  호스트에  송신될  수  있고,  인터페이스  표준처럼  예를  들어 8
번의 재시도 동안 재시도 처리는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온-더-플라이  ECC는  호스트  머쉰에  대해  투과한  방식으로  데이타가  디스크로부터  호스트에 
전송되는  판독  채널  처리(read  channel  process)의  일부  배경으로서  본질적으로  발생한다.  만약 여
기에  설명된  투과  온-더-플라이  ECC  방법이  사용자  허용  신뢰도  수준(user-acceptable  confidence 
level)까지 에러 또는 에러들을 보정하지 못하면, 더 많은 종래의 에러 복원 활동(recovery 
activity)  및  처리가  예를  들어  종래의  표준  SCSI  에러  보정에  의하여  호스트와의  인터페이스에서 
전경(前景 : foreground)으로 발생할 수 있다.

ID  필드들을 체크하기 위한 에러 검출 처리들은,  만약 에러가 ID  필드 안에서 검출되면 섹터가 액세
스 불능이라고 선언되거나 액세스될 때까지 반복되도록 전적으로 시켄서(100) 내에서 실행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기술하였지만,  본  발명의  목적들이  완전히  달성되었다는  점과,  본 분야
의 기술에 숙련된 자들은 구조의 많은 변경들 및 본 발명의 실시예 및 응용의 폭 넓은 변화가 본 발
명의  교시(spirit)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는  점이 
평가되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개시  및  설명은  순수하게  설명적인  것이고  어떠한  의미로도 제한적으
로 의도된 것은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타  블럭들의  다수의  연속적인  데이타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블럭  버퍼  메모리  수단을 
경유하여  소오스에서  목적지로  흐르는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데이타  블럭들의  시켄서  내의  데이타 블
럭  상에서  온-더-플라이  에러  보정을  실행하고,  상기  블럭  버퍼  메모리  수단을  통해  송신된  데이타 
블럭들의  흐름을  감독하기  위한  마이크로  콘트롤러  수단(196)을  포함하는  리드-솔로몬  에러  보정 장
치에  있어서,  소오스로부터  송신되는  바이트들에  부속한  데이타  블럭에  부가된  신드롬  바이트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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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어  있는  상기  데이타  블럭을  위한  다수의  에러  보정  잔류자  바이트들을  복원하도록  상기 소오스
로부터  각  데이타  블럭을  수신하여  처리하기  위해  스트림에  접속되는  갈로이스  필드  신드롬  발생기 
및  잔류자  복원  회로  수단(10)을  더  포함하고,  상기  발생기  및  잔류자  복원  회로  수단(10)은,  상기 
복원된  다수의  에러  보정  신드롬  바이트들  중  선정된  바이트들을  명목  값과  비교하기  위한  체킹 수
단(78)과  상기  체킹  수단(78)에  의해  결정된  대로의  비등가(non-equivalance)에  응답하여  복원된 부
분  에러  보정  잔류자  바이트를  래치시키기  위한  래치  수단(68)을  포함하며,  상기  마이크로  콘트롤러 
수단(196)은  에러 보정 서비스 루틴 펌웨어 수단을 실행하고 그  즉시 상기 복원된 에러 보정 잔류자 
바이트들을  선택적으로  얻기  위한  래치  수단(68)에  직접  액세스하며,  또  상기  구해진  재발생  에러 
보정  잔류자  바이트로부터  최소한  하나의  에러  위치  및  대응하는  에러  값을  계산하고  에러라고 결정
된  블럭의  데이타를  대체하기  위한  보정된  데이타를  발생시키기  위한  계산  수단을  구현하며,  에러 
데이타들이  목적지에  전송되기  전에  버퍼  메모리  안에  저장된  블럭의  에러  데이타를  보정된 데이타
로  대체하기  위해  상기  버퍼  메모리  수단에  직접  액세스하기  위한  직접  액세스  수단을  제어하기 위
하여, 상기 비등가에 응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기  및  복원  회로  수단(10)은  각  데이타  블럭에  앞서  부가된  크로스  체킹 
신드롬  정보를  상기  소오스로부터  흐르기  전에  복원하고  상기  래치  수단(68)  안에  상기  복원된 크로
스  체킹  신드롬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리드-솔로몬  크로스  체크  신드롬  발생기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마이크로  콘트롤러  수단(196)은  에러  보정  서비스  루틴  펌웨어  수단을  수행하고  상기  복원된 
크로스 체킹 신드롬 정보에 대한 에러 보정의 영향을 추가로 체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기 및 복원 회로 수단(10)은  상기 각 데이타 블럭의 데이타 ID  필드에 앞
서 부가된 에러 검출 신드롬 정보를 복원하여 체크하기 위한 에러 검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기  및  복원  회로  수단(10)은 x
8
+x

4
+x

3
+x

2
+1의  형식을  갖는  필드  발생기 다

항식에  의해  발생되고  첫  항이 x
5
+x

3
+x+1(이진수로는  00101011)이며  각  에러  보정  신드롬  다항식이 

G(x)=x
4
+(alpha

18
)·x

3
+(alpha

87
)·x

2
+(alpha

18
)·x

1
+1  형식인  갈로이스 필드(2

8
)에  따라  보정  코딩 신드

롬 정보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데이타  블럭들의  다수의  연속적인  데이타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블럭  버퍼  메모리  수단을 
경유하여  소오스로부터  목적지로  흘러가는  실질적으로  인접한  데이타  블럭의  시켄서  내의  데이타 블
럭 상에서 에러 보정과 크로스 체킹을 실행하고,  상기 블럭 버퍼 메모리 수단을 경유하여 송신된 데
이타  블럭의  흐름을  감독하기  위한  마이크로  콘트롤러  수단(196)을  포함하는  리드-솔로몬  에러  보정 
및  크로스  체킹  장치에  있어서,  소오스로부터  송신되는  바이트들에  부속한  데이타  블럭에  부가된 신
드롬  바이트에  연관되어  있는  상기  데이타  블럭을  위한  다수의  에러  보정  잔류자  바이트들을 복원하
도록  상기  소오스로부터  각  데이타  블럭을  수신하여  처리하기  위해  스트림에  접속되는  갈로이스 유
한  필드  신드롬  발생기  및  잔류자  복원  회로  수단(10)을  더  포함하고,  상기  발생기  및  잔류자  복원 
회로  수단(10)은,  명목값에  대해  등가인지  비등가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기  복원된  다수의  에러 
보정  신드롬  바이트들  중  선정된  바이트들을  명목값과  비교하기  위한  체킹  수단(78)을  포함하고, 다
항식

G(x)=x
2
+a(a는 1이 아님)

에  따라  소오스로부터  송신되는  정보에  부속한  데이타  블럭에  부가된  크로스  체크  신드롬  정보에 관
련된 크로스 체킹 잔류자 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리드-솔로몬 크로스 체크 신드롬 복원 수단을 더 포
함하며,  마이크로  콘트롤러  수단(196)은  에러  보정  서비스  루틴  펌웨어  수단을  실행하고,  그  즉시 
상기  복원된  에러  보정  잔류자  바이트들을  선택적으로  얻기  위한  래치  수단(68)에  직접  액세스하며, 
또  상기  구해진  재발생  에러  보정  잔류자  바이트로부터  최소한  하나의  에러  위치  및  대응하는  에러 
값을  계산하고  에러라고  결정된  블럭의  데이타를  대체하기  위한  보정된  데이타를  발생시키고, 크로
스 체크 잔류자 정보에 대해 보정된 데이타의 효과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 수단을 구현하며,  에러 데
이타들이  목적지에  전송되기  전에  버퍼  메모리  안에  저장된  블럭의  에러  데이타를  보정된  데이타로 
대체하기 위해 상기 버퍼 메모리 수단에 직접 액세스하기 위한 직접 액세스 수단을 제어하기 
위하여, 상기 비등가에 응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리드-솔로몬  크로스  체크  신드롬  정보는  다항식 G(x)=x
2
+alpha

1
에  따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데이타  블럭들의  다수의  연속적인  데이타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블럭  버퍼  메모리  수단을 
경유하여  소오스로부터  목적지로  흐르는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데이타  블럭들의  시켄서  내에  있는 데
이타  블럭  상에서  에러  보정을  실행하고,  상기  각  블럭의  데이타  ID  필드  상에서  에러  검출을 실행
하며,  상기  블럭  버퍼  메모리  수단을  통해  데이타  블럭의  흐름을  감독하기  위한  마이크로  콘트롤러 
수단(196)을  포함하는  리드-솔로몬  에러  보정  및  검출  장치에  있어서,  소오스로부터  송신되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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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에  부속한  데이타  블럭에  부가된  신드롬  바이트에  연관되어  있는  상기  데이타  블럭을  위한 다수
의  에러  보정  잔류자  바이트들을  복원하도록  상기  소오스로부터  각  데이타  블럭을  수신하여 처리하
기  위해  스트림에  접속되는  갈로이스  유한  필드  신드롬  발생기  및  잔류자  복원  회로  수단(10)을  더 
포함하고  상기  발생기  및  잔류자  복원  회로  수단(10)은  등가인지  비등가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
기  복원된  다수의  에러  보정  신드롬  바이트들  중  선정된  바이트들을  명목값과  비교하기  위한  체킹 
수단(78)을 포함하고, 다항식

GEDC2(x)=x
2
+ax+b, (b는 1이 아님)

에  따르는  2바이트  신드롬에  따라  ID  필드에  부가된  에러  검출  정보를  갖는  상기  데이타  ID 필드에
서 에러를 검출하기 위한 에러 검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 검출 수단은 다항식

GEDC2(x)=x
2
+x+alpha

18

에 따라 2바이트 신드롬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기 및 복원 회로 수단은 다항식

GEDC2(x)=x
2
+alpha

81
·x+alpha

81

에  따라 2바이트 신드롬을 발생시키므로써 상기 각  데이타 블럭의 데이타 ID  필드에 있는 에러를 검
출하기 위한 에러 검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데이타  블럭들의  다수의  연속적인  데이타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블럭  버퍼  메모리  수단을 
경유하여  소오스로부터  목적지로  흐르는  실질적으로  연속한  데이타  블럭들의  시켄서  내의  데이타 블
럭 상에서 에러 보정을 실행하고,  상기 각 블럭의 데이타 ID  필드 상에서 에러 검출을 실행하며, 상
기  블럭  버퍼  메모리  수단을  통해  데이타  블럭의  흐름을  감독하기  위한  마이크로  콘트롤러 수단
(196)을  포함하는  리드-솔로몬  에러  보정  및  검출  장치에  있어서,  소오스로부터  송신되는 바이트들
에  부속한  데이타  블럭에  부가된  신드롬  바이트에  연관되어  있는  상기  데이타  블럭을  위한  다수의 
에러  보정  잔류자  바이트들을  복원하도록  상기  소오스로부터  각  데이타  블럭을  수신하여  처리하기 
위해  스트림에  접속되는  갈로이스  유한  필드  신드롬  발생기  및  잔류자  복원  회로  수단(10)을  더 포
함하고  상기  발생기  및  잔류자  복원  회로  수단(10)은  등가인지  비등가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기 
복원된  다수의  에러  보정  신드롬  바이트들  중  선정된  바이트들을  명목값과  비교하기  위한  체킹 수단
(78)을 포함하고, 다항식

GEDC3(x)=x
3
+ax

2
+bx+c

에  따르는  3바이트  신드롬에  따라  ID  필드에  부가된  에러  검출  정보를  갖는  상기  데이타  ID 필드에
서 에러를 검출하기 위한 에러 검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 검출 수단은 다항식

GEDC3(x)=x
3
+alpha

87
·x

2
+alpha

87
·x+1

의 형식을 갖는 3바이트 신드롬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기 및 복원 회로 수단은 다항식

GEDC3(x)=x
3
+alpha

87
·x

2
+alpha

81
·x+alpha

18

의  형식을  갖는  3바이트  신드롬을  발생시키므로써  각  데이타  블럭의  데이타  ID  필드에  있는  에러를 
검출하기 위한 에러 검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전송되고 있는 각 데이타 블럭이 상기 블럭의 데이타 내의 에러의 검출 및 보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
하여 그 끝에 부가된 리드 솔로몬 에러 보정 코딩 신드롬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에러 보정 코딩 신
드롬  정보가  블럭의  크로스  체킹  신드롬  정보에  관련하여  역시  도출되는  각  데이타  블럭에  부가된 
리드-솔로몬 크로스 체킹 신드롬 정보를 더  포함하는 계산 시스템 내의 데이타 블럭 전송 경로에 사

용하기 위한  리드-솔로몬  에러  보정  코드  신드롬  발생기  장치에  있어서, x
8
+x

4
+x

3
+x

2
+1의  형식을  갖는 

필드  발생기  다항식에  의해  발생된,  제1항이 x
5
+x

3
+x+1(이진수로는  00101011)이고  각  에러  보정 신드

롬  다항식은 G(x)=x
4
+(alpha

18
)·x

3
+(alpha

87
)·x

2
+(alpha

18
)·x

1
+1의  형식인  갈로이스  필드(28)에  따라 

에러 보정 코딩 신드롬 정보를 계산하기 위한 에러 보정 코드 신드롬 발생기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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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x
2
+b(b는 1이 아님)

형식의  다항식으로부터  크로스  체킹  신드롬  정보를  계산하기  위한  크로스  체크  신드롬  발생기 수단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크로스  체크  신드롬  발생기  수단은 G(x)=x
2
+alpha

1
 형식의  다항식으로부터 크

로스 체킹 신드롬 정보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크로스  체크  신드롬  발생기  수단은  각각의  입력하는  데이타  블럭을  시리얼 
바이트들의  클럭된  데이타  스트림으로서  수신하기  위한  입력(12),  합  바이트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상기  입력하는  데이타  블럭  클럭된  데이타  스트림과  각  바이트를  피드백  바이트와  가산하기  위한 제

1가산  접점  수단(84),  제1곱  바이트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기  합  바이트를 alpha
1
로  곱하기  위한 

제1승산기  수단(86),  제1바이트  클럭  기간동안  상기  제1곱  바이트를  저장하고,  후속  바이트  클럭 기
간들동안  후속  곱  바이트들을  저장하기  위해  상기  제1승산기  수단(86)에  접속된  제1클럭된  래치 스
테이지  수단(90a),  및  제2바이트  클럭  기간  동안  상기  제1곱  바이트를  저장하기  위해  상기 제1클럭
된  래치  스테이지  수단에  접속되고,  상기  가산  접점(84)로의  피드백  바이트로서  상기  제1곱 바이트
를  제2바이트  클럭  기간  동안  피드백하기  위한  제2클럭된  래치  스테이지  수단(90b)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x
8
+x

4
+x

3
+x

2
+1의  형식을  갖는  필드  발생기  다항식에  의해  발생된,  제1항이 x

5
+x

3
+x+1(이진수로는 

00101011)이고,  각  에러  보정  신드롬은 G(x)=x
4
+(alpha

18
)·x

3
+(alpha

87
)·x

2
+(alpha

18
)·x

1
+1의  형식인 

갈로이스 필드(2
8
)에  따라  에러  보정  코딩  신드롬  정보를  계산하기  위한  온-더-플라이  에러  보정 코

드 신드롬 발생기 수단을 포함하며,  전송되고 있는 각  데이타 블럭이 상기 블럭의 데이타 내의 에러
의  검출  및  보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  끝에  부가된  리드-솔로몬  에러  보정  코딩  신드롬 정보
를 포함하고,  상기 에러 보정 코딩 신드롬 정보가 블럭의 크로스 체킹 신드롬 정보에 관련하여 역시 
도출되는,  각  데이타  블럭에  부가된  리드-솔로몬  크로스  체킹  신드롬  정보를  더  포함하는  계산 시스
템 내의 데이타 블럭 전송 경로에 사용하기 위한 리드-솔로몬 에러 보정 코드 신드롬 발생기 장치에 
있어서,  상기  에러  보정  코드  신드롬  발생기  수단은  잔류자  래치  수단(68),  및  데이타  블럭의 데이
타 ID 필드를 위한 에러 검출 신드롬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데이타  블럭의  데이타  ID  필드를  위한  에러  검출  신드롬을  발생시키기  위한  상기 
수단은

GEDC2(x)=x
2
+ax+b(b는 1이 아님)

형식의 2 바이트 신드롬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에러 검출 신드롬을 발생시키기 위한 상기 수단은

GEDC2(x)=x
2
+x+alpha

18

형식의 2바이트 신드롬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데이타  블럭의  데이타  ID  필드를  위한  에러  검출  신드롬을  발생시키기  위한  상기 
수단은

GEDC2(x)=x
2
+alpha

81
·x+alpha

81

형식의 2바이트 신드롬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데이타  블럭의  데이타  ID  필드를  위한  에러  검출  신드롬을  발생시키기  위한  상기 
수단은

GEDC3(x)=x
3
+ax

2
+bx+c

형식의 3바이트 신드롬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데이타  블럭의  데이타  ID  필드를  위한  에러  검출  신드롬을  발생시키기  위한  상기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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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DC3(x)=x
3
+alpha

87
·x

2
+alpha

87
·x+1

형식의 3바이트 신드롬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데이타  블럭의  데이타  ID  필드를  위한  에러  검출  신드롬을  발생시키기  위한  상기 
수단은

GEDC3(x)=x
3
+alpha

81
·x

2
+alpha

87
·x+alpha

18

형식의 3바이트 신드롬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3 

데이타  블럭  디코딩  처리  내에서,  각각이  상기  데이타  디코딩  처리  전에  발생하는  인코딩  처리동안 
선정된  리드  솔로몬  코드에  따라  계산되고  부가된  에러  신드롬  정보를  갖는  실질적으로  연속하는 데
이타  블럭들의  스트림  내에서  상기  데이타  블럭을  보정하기  위한  온-더-플라이  에러  보정  방법에 있
어서,  상기 에러 신드롬 정보와 관련된 복원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상기 데이타 블럭을 신드롬 정보 
복원  회로(10)을  통과시키는  단계,  에러  버스트가  상기  데이타  블럭  내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
해  상기  복원된  정보를  0과  비교하는  단계,  및  만일  에러  버스트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스트림의 
다음  데이타  블럭을  위하여  상기  신드롬  정보  복원  회로(10)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상기  복원된 
정보를  신드롬  래치(68)로  래치시키는  단계,  마이크로  콘트롤러(196)이  에러  보정  서비스  루틴 펌웨
어  수단을  호출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단계와  그  즉시,  상기  복원된  정보의  바이트들을  상기  신드롬 
래치(68)로부터  상기  마이크로  콘트롤러  수단(196)으로  선택적으로  전송하는  단계,  펌웨어  수단에 
의해  마이크로  콘트롤러  수단(196)  내에서  구현되는  선정된  리드-솔로몬  버스트  에러  보정 앨거리듬
에  따라  에러  버스트의  위치와  보정된  값을  상기  마이크로  콘트롤러  수단(196)과  상기  펌웨어 수단
으로  결정하는  단계,  및  호스트  시스템으로  전달되기  전에  에러  버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검
출된  블럭내의  에러  버스트를  상기  보정된  값으로  대체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블럭은  상기  인코딩  처리동안  데이타  블럭에  계산되고  부가된  리드 
솔로몬 크로스 체크 정보를 더  포함하면,  상기 방법은 복원된 크로스 체크 잔류자 정보를 상기 잔류
자  래치(68)에  래치시키는  단계,  상기  복원된  크로스  체크  잔류자  정보를  복원된  크로스  체크  부분 
신드롬  정보로  변환시키는  단계,  및  상기  보정값이  결정된  후  가능한  오보정을  검출하기  위하여 펌
웨어에  의해  가능하게  된  마이크로  콘트롤러  수단으로  상기  복원된  크로스  체크  부분  신드롬  정보에 
대한 상기 보정값의 효과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최소한  하나의  회전  데이타  저장  디스크(162),  데이타를  상기  디스크에  기입하고  상기  디스크로부터 
데이타를  판독하기  위한  최소한  하나의  방사상  위치  지정  가능  데이타  변환기(170),  데이타  기입 동
작동안  다수의  블럭들을  저장할  수  있는  블럭  버퍼  메모리  수단(214)로부터의  데이타  블럭들을 직렬
로  상기  디스크(162)  상에  시켄서하고  데이타  판독  동작동안  상기  블럭  버퍼  메모리  수단(214)로 전
달하기  위하여  시리얼  데이타를  데이타  블럭으로  시켄서하기  위한  시켄서  수단(100)  및  상기  데이타 
변환기  헤드(170)를  선택된  데이타  트랙  위치에  위치시키기  위한  헤드  위치  설정  수단(172)를 감독
하고  상기  데이타  시켄서  수단(100),  상기  블럭  버퍼  메모리  수단(214)  및  호스트에  대한 인터페이
스를  경유하여  호스트  컴퓨터로의  데이타  전송을  감독하기  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수단(196)을 포
함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데이타  저장  서브  시스템(160)  내에서  온-더-플라이  에러  보정을  실행하기 
위한  리드-솔로몬  에러  보정  장치에  있어서,  데이타  기입동안  상기  디스크(162)에  기입되고  있는 바
이트들에  부속한  데이타  블럭에  부가되어  있는  상기  데이타  블럭을  위한  다수의  부분  에러  보정 신
드롬  바이트들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각  데이타  블럭을  수신하여  처리하기  위한  상기  시켄서 수단
(100)에  접속되며,  상기  디스크로부터  판독된  각  데이타  블럭으로부터  다수의  에러  보정  잔류자 바
이트들을  검출하기  위한  갈로이스  필드  신드롬  발생기  및  복원  회로  수단(10)을  더  포함하고,  상기 
발생기  및  복원  회로  수단(10)은  상기  재생된  다수의  에러  보정  잔류자  바이트들  중  선정된 바이트
들을  명목  값과  비교하기  위한  체킹  수단(78)  및  상기  체킹  수단(78)에  의해  결정된  대로  비등가에 
응답하여  복원된  에러  보정  잔류자  바이트들을  래치시키기  위한  래치  수단(68)을  포함하며,  상기 프
로그램된  마이크로  프로세서  수단(196)은  복원된  에러  보정  잔류자  바이트들을  선택적으로  구하기 
위한  상기  래치  수단(68)에의  직접  액세스를  구현하고,  상기  구해진  재생된  에러  보정  잔류자 바이
트들로부터  에러  위치와  에러값을  계산하여  에러라고  결정된  블럭의  데이타를  대체하기  위해  보정된 
데이타를  발생시키기  위한  계산  수단을  더  구현하기  위한  에러  보정  서비스  루틴  수단을  포함하며, 
호스트로  전송되기  전에  저장된  블럭의  에러  데이타를  보정값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기 
버퍼 메모리 수단에 직접 액세스하기 위한 직접 액세스 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기 및  복원 회로 수단(10)은  상기 크로스 체크 신드롬 발생기 수단이 상
기  디스크로부터  판독된  각  데이타  블럭으로부터  상기  래치  수단에  의하여  부가적으로  래치된 크로
스  체킹  잔류자  바이트들을  복원시키고,  데이타  기입에  부속한  데이타  블럭에  크로스  체킹  신드롬 
정보를  계산하여  부가하기  위한  리드-솔로몬  크로스  체크  신드롬  발생기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  수단(196)은  펌웨어  수단에  의하여  에러  데이타를  상기  보정된  값으로  대체하기 
전에  제안된  에러  보정의  복원된  잔류자  바이트들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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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기  및  복원  회로  수단(10)은  상기  각  데이타  블럭의  데이타  ID  필드의 
에러  검출  잔류자  바이트들을  복원하여  체크하기  위한  에러  검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기 및  복원 회로 수단(10)은 x
8
+x

4
+x

3
+x

2
+1의  형식을 갖는 필드 발생기 다

항식에 의해 발생된, 제1항이 x
5
+x

3
+x+1(이진수로는 00101011)이고, 각 에러 보정 신드롬이 

G(x)=x
4
+(alpha

18
)·x

3
+(alpha

87
)·x

2
+(alpha

18
)·x

1
+1  형식인  갈로이스  필드에  따라  에러  보정  코딩 신

드롬 정보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기  및  복원  회로  수단(10)은 G(x)=x
2
+a  (a는  1이  아님)  형식의  체킹 신

드롬  정보를  계산하기  위한  리드-솔로몬  크로스  체크  신드롬  발생기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크로스  체크  신드롬  발생기  수단은 G(x)=x
2
+alpha

1
의  형식의  체킹  신드롬 정

보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기 및 복원 회로 수단(10)은 다항식

G(x)EDC2=x
2
+ax+b (b는 1이 아님)

형식의  2바이트  신드롬을  발생시키므로써  상기  각  데이타  클럭의  데이타  ID  필드에  있는  에러를 검
출하기 위한 에러 검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 검출 수단은 다항식

GEDC2(x)=x
2
+x+alpha

18

형식의 2바이트 신드롬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기 및 복원 회로 수단(10)은 다항식

GEDC2(x)=x
2
+alpha

81
·x+alpha

81

형식의  2바이트  신드롬을  발생시키므로써  상기  각  데이타  블럭의  데이타  ID  필드에  있는  에러를 검
출하기 위한 에러 검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4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기 및 복원 회로 수단(10)은 다항식

GEDC3(x)=x
3
+ax

2
+bx+c

형식의  3바이트  신드롬을  발생시키므로써  상기  각  데이타  블럭의  데이타  ID  필드에  있는  에러를 검
출하기 위한 에러 검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 검출 수단은 다항식

GEEC3(x)=x
3
+alpha

87
·x

2
+alpha

87
·x+1

형식의 3바이트 신드롬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 검출 수단은 다항식

GEDC3(x)=x
3
+alpha

81
·x

2
+alpha

87
·x+alpha

18

형식의 3바이트 신드롬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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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된  마이크로  프로세서  수단(196)은  단일  마이크로  프로세서(196)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된  마이크로  프로세서(196)은  상기  에러  보정  서비스  루틴의  실행을 
포함하는  헤드  위치  제어  및  감독과  데이타  흐름  감독  사이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196)의  기능적 
동작들을 나누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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