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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요약

서보 기록기는 트랙의 횡방향으로 연장되는 전이들로 구성된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을 생성한다. 두 개는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가지며 적어도 하나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적어도 세 개의 이격된 기록 소자가 이 기록 소

자에 대응하는 패턴들을 기록하며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 간의 거리인 "A" 거리와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

는 전이들 간의 거리인 "B" 거리를 모두 고정시킨다. 고정된 거리는 "B" 거리에 대한 시간과 비교하여 "A" 거리에 대한 시

간을 측정함으로써 횡적 위치의 정확한 감지를 제공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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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자기 테이프와 같은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에 대해 데이터 헤드를 횡적으로 배치시키는 서보 시스템(servo

system)에 관한 것이며, 특히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자기 테이프와 같은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는 자동화된 데이터 저장 라이브러리의 저장 선반 내에 저장되어 필요할 때 액

세스되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최대화시키는 한가지 방법은 매

체 상의 평행한 트랙들의 개수를 최대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통상적으로 트랙 팔로잉(track following)을 제공하며 트랙들

이 매우 밀접하게 이격되게 하는 서보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트랙 팔로잉 서보잉(track following servoing)의 실례는 세로 방향의 데이터 트랙들의 그룹들 간에 놓여 있는 사전기록된

평행한 세로 방향의 서보 트랙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로써 하나 이상의 서보 헤드가 서보 트랙을 판독하고 수반되는 트랙

팔로잉 서보가 헤드 또는 테이프의 횡적 위치를 조절하여 데이터 헤드가 데이터 트랙에 대해서 중앙에 위치하도록 서보 트

랙에 대해서 요구된 횡적 위치에 서보 헤드를 유지시킨다.

트랙 팔로잉 서보 시스템의 실례는 미국 특허 제 5,689,384 호의 타이밍 기반 서보 시스템을 포함한다. 타이밍 기반 서보

시스템은 가령 LTO(Linear Tape Open) 포맷과 함께 사용되며 이의 한 실례는 IBM LTO Ultrium(상표) 자기 태이프 드

라이브 및 이와 관련된 테이프 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선형 서보 트랙은 가령 선형 서보 트랙을 걸쳐서 횡적으로 연장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의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을 형성하는 사전기록된 자기

전이들의 상당한 전이 패턴을 포함한다. 가령, 이 패턴은 선형 서보 트랙의 방향에 대한 제 1 방향에서 방위각 배향을 갖는

또는 경사진 전이를 포함하거나 교번적으로 반대 방향에서 방위각 배향을 갖거나 경사진 전이를 포함한다. 이로써, 매체가

직선 방향으로 서보 판독 헤드에 대해서 이동할 때에 타이밍 기반 서보 트랙에 대한 서보 판독 헤드의 횡적 위치는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 개의 전이들 간의 시간과 비교하여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 개의 전이들 간의 시간을 측정

함으로써 감지된다. 서보 판독 헤드에 의해서 판독된 전이들의 상대적 타이밍은 헤드의 횡적 위치에 따라서 선형으로 변한

다. 따라서, 다수의 평행한 데이터 트랙들이 서보 트랙을 가로지르는 상이한 횡적 위치와 정렬된다.

서보 판독 헤드 및 디코더를 서보 패턴에 동기화시키는 것은 전이들의 두 개의 개별 세트를 구비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으

며, 각 세트는 전이들의 쌍들의 상이한 수의 그룹핑(grouping)을 포함하는데, 한 세트는 가령 4 쌍의 전이들을 갖는 그룹핑

을 포함하며, 다른 세트는 5 쌍의 전이들을 갖는 그룹핑을 포함한다. 이로써, 서보 트랙에 대한 서보 판독 헤드의 횡적 위치

는 가령 한 세트 내의 한 쌍의 제 1 전이와 그 쌍의 다른 전이 간의 시간의 측정과 같은,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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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전이들 간의 시간의 측정을 포함하며, 여기서 이러한 시간은 "A" 거리로 지칭되며, 이와 비교하여 한 세트 내의 한 쌍

의 제 1 전이와 다른 세트 내의 다른 쌍의 유사한 제 1 전이 간의 시간과 같은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 개의 전이들

간의 시간은 "B" 거리로 지칭된다.

종래의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은 "A" 거리를 형성하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들의 두 개의 이격된 기록 소

자들을 갖는 서보 기록기에 의해서 생성된다. 드라이브는 사전결정된 속도로 기록 소자들을 가로질러서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키며 타이밍된 펄스의 소스는 기록 소자가 각 펄스에 대해서 전이들의 단일 쌍을 기록하게 하며, 이로써 전

이들의 쌍들의 패턴이 선형 데이터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된다.

이론적으로, 포맷은 보다 높은 트랙 피치(pitch)로 확장가능하며, 여기서 데이터 트랙은 함께 보다 근접하게 된다. "A" 기

하학적 거리는 포토리소그래픽적으로 결정되며 서보 기록기 구동의 속도 또는 펄스의 타이밍과 무관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 개의 이격된 요소들을 사용하는 종래 기술 서보 기록기 생성기의 경우에, 이 기

록기 생성기는 서보 패턴 기록기의 공칭 테이프 속도에서 패턴들의 간의 기하학적 거리가 상술된 "B" 거리가 되도록 설정

된 펄스들 간의 주기로 주기적으로 펄스된다. 따라서, 서보 기록기 내의 테이프의 속도에서의 임의의 오차도 "B" 거리에서

의 오차를 유발하며 이 횡적 위치에서의 오차는 정확한 "B" 거리를 가정하는 펄스 "B" 펄스 타이밍을 기반으로하여 계산된

다. 그러므로, 한 세트 내의 한 쌍의 제 1 전이와 다른 세트 내의 다른 쌍의 유사한 제 1 전이 간의 "B" 기하학적 거리의 정

확도는 서보 기록기 구동시의 테이프의 속도의 정확도와 펄스들 간의 타이밍의 정확도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로써 전이들

의 다른 세트 내의 다른 쌍의 유사한 제 1 전이는 한 세트 내의 한 쌍의 제 1 전이에 대해서 오등록될 수 있다. 이로써, 소정

의 펄스 타이밍의 경우에, "B" 거리를 결정하는 전이들 간의 거리는 서보 기록기 내의 테이프의 속도에 엄격하게 비례한다.

이로써, 서보 기록기 속도 오차는 서보 트랙 팔로잉 시스템에 서보 위치 오차를 도입시키며 이로써 데이터 트랙 오등록

(misregistration)이 유발된다.

또한, 데이터 트랙 오등록은 "A" 펄스들 간의 거리가 "B" 펄스들 간의 거리에 보다 근접하게 되도록 데이터 트랙들이 위치

되는 경우에는 더욱 악화된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적어도 세 개의 이격된 기록 소자들을 이용

하여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 간의 거리 및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 간의 거리를 테이프의 속도와

무관하게 고정시키고, 전이들의 주기적 시퀀스의 동기화를 제공하며, 패턴의 오버라이팅(overwrite)을 방지하는 보다 정

확한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청구항 1에서 청구된 서보 기록기를 제공한다. 이 서보 기록기는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의 직선 방향에서 선

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을 생성한다. 이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은 선형 서보 트랙 상에서 횡적으로 연장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들의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로 구성되며, 이로써 타이밍 기반 서보 횡적 위치는

가령 "B" 거리인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개의 전이들 간의 시간에 비교하여 가령 "A" 거리인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

을 갖는 두개의 전이들 간의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결정된다.

본 발명에서, 서보 기록기 생성기는 적어도 세 개의 이격된 기록 소자를 포함하는데, 두 개는 서로 평행한 방향각 배향을

가지며, 적어도 하나는 이 평행한 방위각 배향과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이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기록 소자는 두 개의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기록 소자 중간에 위치한다. 드라이브는 기록 소자들을 가로질러서 직선

방향으로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키며 타이밍된 펄스의 소스는 이격된 기록 소자들이 동시에 기록하게 한다.

기록 소자들은 이격된 기록 소자들에 대응하는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의 패턴을 기록하며 이로써 이격된 기록 소자들은

"A" 거리인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 간의 거리 및 "B" 거리인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 간의 거리를

서보 기록기 내의 테이프의 속도와 무관한 포토리소그래픽적 정확도로 고정시킨다.

본 발명은 또한 서보 패턴을 기록하는 방법, 감지가능한 전이 패턴 및 선형 서보 트랙을 규정하는 자기 전이 패턴들 내에

기록된 사전기록된 서보 정보를 갖는 자기 테이프 매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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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예에서,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에서, 한 패턴의 한 단부에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이 다음

의 패턴의 반대되는 단부에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과 이어지며, 이로써 이 이어지는 전이들은 결합되어 전이

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나머지 부분이 아닌 상이한 수의 전이들을 갖는데 이로써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

스의 동기화를 제공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기록 소자가 짝수 개인 경우에, 타이밍된 펄스의 소스는 기록 소자들에 제공되는 펄스들의 세트들을 교

번하기 위해서 상이한 수의 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펄스들의 세트들은 상이한 수의 전이들을 갖는 교번하는 패턴을 기

록하며, 이로써 전이들의 반복하는 주기적 시퀀스의 동기화를 제공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타이밍된 펄스의 소스는 두 개의 인접하는 기록 소자들에 결합되며 다른 기록 소자들에는 별도로 결합된

다. 타이밍된 펄스의 소스는 타이밍된 펄스의 제 1 세트를 이격된 기록 소자 모두에게 제공하여 "A" 전이 간의 거리 및 "B"

전이 간의 거리를 고정시키도록 동시에 기록하며 또한 적어도 하나의 제 1 타이밍된 펄스를 오직 두 개의 인접하는 기록

소자들에만 제공하여 패턴 내부에 상이한 수의 전이들을 기록하며 이로써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동기화를

제공한다.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첨부 도면를 참조하여 다음의 본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분을 참조

하면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구현하는 자기 테이프 드라이브의 제어 시스템 및 자기 헤드 및 이와 연관된 서보 트랙을 갖는 자기 테이

프의 개략도,

도 2는 헤드가 헤드 출력 신호 및 해당 A 및 B 신호 간격을 따라서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을 트래킹할 때에 도 1의 테이프

헤드의 서보 헤드의 개략적인 도면,

도 3은 서버 기록 소자의 종래 기술 장치의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서보 기록 소자들의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서보 기록 소자들의 도면,

도 6(a) 및 도 6(b)는 도 4의 서보 기록 소자들에 의해 기록된 서보 패턴과 서보 헤드 출력 신호 및 대응하는 A 및 B 신호

간격을 각기 나타내는 도면,

도 7(a) 및 도 7(b)는 도 5의 서보 기록 소자들에 의해 기록된 서보 패턴과 서보 헤드 출력 신호 및 대응하는 A 및 B 신호

간격을 각기 나타내는 도면,

도 8(a) 및 도 8(b)는 개별 타이밍으로 개별 그룹 내부에 기록된, 도 5의 서보 기록 소자들에 의해 기록된 서보 패턴과 서보

헤드 출력 신호 및 대응하는 A 및 B 신호 간격을 각기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도 4의 서보 기록 소자를 갖는 자기 서보 기록 헤드의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서보 트랙을 생성하는 서보 기록기의 도면,

도 11은 도 6(a)의 서보 패턴을 생성하는 도 4의 서보 기록 소자를 사용하는 도 10의 서보 기록기의 서보 패턴 기록기의 일

실시예의 도면,

도 12는 도 7(a)의 서보 패턴을 생성하는 도 5의 서보 기록 소자를 사용하는 도 10의 서보 기록기의 서보 패턴 기록기의 일

실시예의 도면,

도 13은 도 8(a)의 서보 패턴을 생성하는 도 5의 서보 기록 소자를 사용하는 도 10의 서보 기록기의 서보 패턴 기록기의 일

실시예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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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본 발명의 서보 트랙을 구현하는 테이프 드라이브 저장 디바이스 및 이와 연관된 테이프 카트리지의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1에서, 자기 테이프(20)와 같은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위한 트랙 팔로잉 서보잉(track following servoing)의 실례

는 세부 방향 데이터 트랙(29)의 그룹들 간에 존재하는 또는 그룹들로부터 오프셋된 사전기록된 평행한 세로 방향의 서보

트랙(27)을 제공하는 것이다. 헤드 어셈블리(24)는 실선으로 도시되며 비교적 넓은 서보 트랙 내에 기록된 서보 패턴을 검

출하는 비교적 좁은 서보 판독 헤드(26)를 포함한다. 헤드 어셈블리는 데이터 트랙 영역(29) 상에 위치하며 서보 판독 헤드

로부터 오프셋된 데이터 판독 헤드(28)를 포함한다. 단일 서보 판독 헤드 및 단일 데이터 판독 헤드가 도시되었지만, 대부

분의 테이프 시스템은 다수의 서보 트랙 및 다수의 서보 판독 헤드 및 다수의 데이터 판독 및/또는 기록 헤드를 포함한다.

미국 특허 제 5,689,384에 개시된 바와 같이, 서보 판독 헤드(26)는 서보 트랙(27)의 폭보다 실질적으로 작으며 단일 데이

터 트랙의 폭의 절반보다 작은 폭을 가지며 이는 서보 트랙보다 실질적으로 폭이 작다. 서보 트랙 중앙선(30)은 테이프(20)

의 길이를 따라서 연장된다. 서보 판독 헤드(26)는 테이프(20)가 서보 트랙(27)의 길이를 따라서 헤드에 대해서 선형으로

이동할 때에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을 판독하며 서보 판독 헤드는 서보 라인(34)를 통해서 신호 디코더(36)

에 제공되는 아날로그 서보 신호를 생성한다. 신호 디코더는 서보 판독 헤드 신호를 처리하여 위치 신호를 생성하며 이 위

치 신호는 위치 신호 라인(38)을 통해서 서보 제어기(40)에 전달된다. 서보 제어기는 서보 제어 신호를 생성하며 이 신호를

제어 라인(42)을 통해서 헤드 어셈블리(24)에 제공하여 서보 헤드(26)를 횡적으로 위치시키며 이로써 오프셋된 데이터 헤

드(28)를 위치시킨다. 이로써, 트랙 팔로잉 서보는 서보 헤드 또는 테이프의 횡적 위치를 조절하여 데이터 헤드가 대응하

는 데이터 트랙에 대해서 중앙에 위치하도록 서보 트랙 또는 트랙들에 대해서 요구된 횡적 위치에서 서보 헤드 또는 테이

프를 유지한다.

선형 트랙 팔로잉 서보 시스템이 서보 판독 헤드가 데이터 헤드로부터 오셋된 테이프 환경에서 기술되었지만, 선형 트랙

팔로잉 서보 시스템은 가령 서보 트랙이 데이터와 동일한 트랙에서 레이 아웃되며 데이터 헤드에 의해서 판독되지만 트랙

의 서보 위치가 디스크를 둘러서 분포되며 데이터를 분리시키는 섹터들 내에 존재하는 섹터 서보 시스템을 갖는 디스크 드

라이브 환경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보 트랙들 각각은 몇 개의 데이터 트랙의 폭을 포함하지만 본 기술 분야

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데이터 헤드에 의해서 판독가능한 데이터 주파수로 사전기록된다.

트랙 팔로잉 서보 시스템의 실례는 미국 특허 제 5,689,384 호의 타이밍 기반 서보 시스템을 포함한다. 타이밍 기반 서보

시스템은 가령 LTO 포맷과 함께 사용되는데, 이 실례는 IBM LTO Ultrium 자기 테이프 드라이브 및 이와 연관된 테이프

카트리지를 포함한다.

도 2에서, 선형 서보 트랙(27)은 가령 선형 서보 트랙을 걸쳐서 횡적으로 연장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의 전이

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을 형성하는 사전기록된 자기 전이들의 감지가능한 전이 패턴을 포

함한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음영의 수직 스트라이프가 서보 트랙(27)의 폭을 가로질러서 연장된 기록된 자속

(magnetic flux)의 자화된 구역을 나타내고 이 스트라이프의 에지는 서보 판독 헤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서 검출되는 자

속 전이들을 포함함을 이해할 것이다. 이 자속 전이들은 두 개의 자기 극성을 갖는데, 각각은 스트라이프의 각 에지 상에

존재한다. 서보 판독 헤드가 가령 경로(50)를 따라서 서보 트랙(27)의 전이와 교차할 때에, 아날로그 신호 펄스(52)를 생성

하고 이 신호의 극성은 전이의 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령, 서보 판독 헤드가 (스트라이프와 교차하면서) 각 스트라이프

의 선두 에지 상에서 포지티브 펄스를 생성하며 (스트라이프를 떠나면서) 후미 에지 상에서 네거티브 펄스를 생성한다. 오

차 확율을 줄이기 위해서, 서보 제어 시스템은 동일한 극성을 갖는 자속 전이들 간의 시간 간격만을 타이밍한다. 실례로서,

스트라이프의 선두 에지를 가로질러서 이동할 시에 서보 판독 헤드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이 펄스가 오직 사용되며 스트라

이프의 후미 에지를 가로질러서 이동할 때에 생성되는 전이 펄스는 무시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용어 "전이"는 동일한 극

성을 갖는 신호를 생성하는 스트라이프의 에지를 지칭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패턴은 선형 서보 트랙의 방향에 대한 제 1 방향에서 방위각 배향을 갖는 또는 경사진 전이를 포함하거

나 교번적으로 반대 방향에서 방위각 배향을 갖거나 경사진 전이를 포함한다. 이로써, 매체가 직선 방향으로 서보 판독 헤

드에 대해서 이동할 때에 타이밍 기반 서보 트랙에 대해서 서보 판독 헤드를 횡적으로 배치시키는 것이 평행한 방위각 배

향(54)을 갖는 두 개의 전이들 간의 시간(이른바 B 간격)과 비교하여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53)을 갖는 두 개의 전이들 간

의 시간(이른바 A 간격)을 측정함으로써 감지된다. 미국 특허 제 5,689,384 호는 다양한 타입의 전이 및 이들의 배향을 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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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 판독 헤드에 의해서 판독된 전이들의 상대적 타이밍은 헤드의 횡적 위치에 따라서 선형으로 변한다. 따라서, 다수의

평행한 데이터 트랙들이 서보 트랙을 가로지르는 상이한 횡적 위치와 정렬된다.

서보 판독 헤드 및 디코더를 서보 패턴에 동기화시키는 것은 전이들의 두 개의 개별 세트를 구비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으

며, 각 세트는 전이들의 쌍들의 상이한 수의 그룹핑(grouping)을 포함하는데, 한 세트는 가령 4 쌍의 전이들을 갖는 그룹핑

을 포함하며, 다른 세트는 5 쌍의 전이들을 갖는 그룹핑을 포함한다. 여기서, "동기화"는 전이들의 주기적 시퀀스 내에서

감지된 전이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도 2에서, 한 쌍의 전이는 4 쌍의 그룹 내에서 전이(55,56)를 포함하며, 5

쌍의 그룹 내에서 전이(57,58)를 포함한다. 이로써, 서보 트랙에 대한 서보 판독 헤드의 횡적 위치는 가령 한 세트 내의 한

쌍의 제 1 전이와 그 쌍의 다른 전이 간의 시간의 측정과 같은,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 개의 전이들 간의 시간의

측정을 포함하며, 여기서 이러한 시간은 "A" 거리로 지칭되다. 서보 판독 헤드는 횡적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하학적 거

리로 변환되어야 하는 전이를 적시에 감지한다. 평행한 배향을 갖는 전이들 간의 거리는 횡적 위치와 무관하다. 평행한 전

이들은 공칭적으로는 서보 기록기에 의해서 고정된 거리로 떨어져서 기록되며 이로써 A 타이밍(53)을 B 타이밍(54)과 비

교함으로써 A 펄스의 기하학적 길이 및 횡적 위치가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횡적 위치는 (시간 A 및 B 펄

스가 측정되는 동안 변화되지 않는다면) 판독 디바이스 내의 테이프 속도와 무관함을 주목하라.

도 3의 종래 기술에서,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은 A 거리를 형성하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의 두 개의 이격

된 기록 소자(60,61)를 갖는 서보 기록기에 의해서 생성된다. 드라이브는 사전결정된 속도로 중앙선(62)으로 표시된 경로

를 따라서 기록 소자를 가로질러서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키며 타이밍된 펄스의 소스는 기록 소자가 각 펄스에

대해서 전이들의 단일 쌍을 기록하게 되며 이로써 전이들의 쌍들의 패턴이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에 기록된다.

이론적으로, 포맷은 보다 높은 트랙 피치(pitch)로 확장가능하며, 여기서 데이터 트랙은 함께 보다 근접하게 된다. "A" 기

하학적 거리는 포토리소그래픽적으로 결정되며 서보 기록기 구동의 속도 또는 펄스의 타이밍과 무관하다.

그러나,"B" 기하학적 거리의 정확도는 서보 기록기 드라이브 및 타이밍된 펄스의 속도의 정확도에 의존한다. 가령, 기록 소

자(60,61)가 점선(64,65)으로 표시된 전이들의 제 2 쌍을 기록할 것이다. 이로써, 전이들의 다른 세트 내의 다른 쌍의 유사

한 제 1 전이(64)는 한 세트 내의 한 쌍의, 가령 기록 소자(60)에 의해서 형성되는, 제 1 전이에 대해서 오등록될 수 있다.

이로써, 소정의 펄스 타이밍의 경우에, "B" 거리를 결정하는 전이들 간의 거리는 서보 기록기 내의 테이프의 속도에 엄격하

게 비례한다. 이로써, 서보 기록기 속도 오차는 서보 트랙 팔로잉 시스템에 서보 위치 오차를 도입시키며 이로써 데이터 트

랙 오등록(misregistration)이 유발된다.

도 4 및 도 5에서, 본 발명은 두 개의 기록 소자는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가지며 적어도 하나의 기록 소자는 상기 두 개 기

록 소자의 방위각 배향과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적어도 세 개의 이격된 기록 소자들을 갖는 서보 기록기를 사용하

는, 보다 정확한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이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기록 소자

는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기록 소자들 사이에 배치된다.

도 4의 실시예에서, 기록 소자(70,71,72)가 제공되는데, 기록 소자(70,72)는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가지며 기록 소자

(71)는 이 두 개의 기록 소자(70,72) 사이에서 위치하며 그의 배향은 상기 평행한 방위각 배향과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다.

도 5의 실시예에서, 4 개의 이격된 기록 소자(80-83)가 제공된다. 기록 소자(80,82)는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가지며 기록

소자(81,83)는 상기 두 개의 기록 소자의 방위각 배향과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서는 평행하다. 다른 방

위각 배향을 갖는 두 개의 기록 소자 중 하나(81)는 두 개의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기록 소자 사이에 배치된다. 이와

달리, 두 개의 기록 소자(81,83)가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기록 소자로서 간주되며 기록 소자(80,82)는 서로 다른 방위

각 배향을 갖는 기록 소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록 소자(82)가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기록 소자들 사이

에 배치된다.

도 6(a) 및 도 6(b)에서,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은 드라이브가 중앙선(78)의 경로를 따라서 기록 소자를 가

로질러서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킬 때에 도 4의 기록 소자(70-72)에 에너지를 인가하는 서보 기록기에 의해서

생성된다. 타이밍된 펄스의 소스는 이격된 기록 소자(70-72)가 동시에 기록하게 하며, 이로써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의

전이들은 이격된 기록 소자에 대응한다. 가령,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의 전이들(90,91,92)은 동시에 기록되며 각기 세

개의 이격된 기록 소자(70,71,72)에 각기 대응한다. 5 개의 전이들의 완전한 패턴은 괄호 94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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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격된 기록 소자(70-72)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 간의 거리 즉 A 거리 및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의 간의 거리 즉 B 거리를 모두 고정시킨다. 이로써, A 타이밍 및 B 타이밍 모두는 서보 기록의 동일한 수간에

대해서 참조되며 위치 오차 신호는 서보 기록 테이프 속도와 무관하게 될 것이다. 가령, 이격된 기록 소자(70,71)로 동시에

기록하는 것은 두 전이들(90,91)을 고정시키며 이들 간의 A 거리(95)도 고정시킨다. 이격된 기록 소자(70,72)로 동시에 기

록하는 것은 두 전이들(90,92)을 고정시키며 이들 간의 B 거리(96)도 고정시킨다. 이로써, 세 개의 이격된 기록 소자로 동

시에 기록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타이밍된 펄스의 세트가 기록 소자에 제공되며, 펄스의 각 세트는 전이들의 패턴, 가령 전이들의

패턴(94)을 기록하며 이 펄스들의 세트들은 이격되는데 이로써 다른 패턴에 의한 전이들의 하나의 패턴의 오버라이팅

(overwrite)을 방지하는데, 가령 패턴(97)을 이격시켜서 패턴(94)의 전이를 오버라이팅하는 것을 방지한다.

도 6(b)는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동기화를 제공하는 전이들의 구성을 도시한다. 구체적으로, 전이들의 반복

되는 주기적 시퀀스에서, 가령 패턴(94)의 전이(98)와 같은 하나의 패턴의 한 단부에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

은 가령 패턴(97)의 전이(99)와 같은 다음 패턴의 반대 단부에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과 이어진다. 이로써,

이 이어지는 전이들은 결합되어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나머지 부분이 아닌 상이한 수의 전이들을 갖는데 이

로써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동기화를 제공한다.

도 7(a) 및 도 7(b)에서,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은 드라이브가 중앙선(88)의 경로를 따라서 기록 소자를 가

로질러서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킬 때에 도 5의 기록 소자(80-83)에 에너지를 인가하는 서보 기록기에 의해서

생성된다. 타이밍된 펄스의 소스는 이격된 기록 소자(80-83)가 동시에 기록하게 하며, 이로써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의

전이들은 이격된 기록 소자에 대응한다. 가령,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의 전이들(100,101,102,103)은 동시에 기록되며

각기 세 개의 이격된 기록 소자(80,81,82,83)에 각기 대응한다. 5 개의 전이들의 완전한 패턴은 괄호 105로 표시된다.

따라서, 이격된 기록 소자(80-83)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 간의 거리 즉 A 거리 및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의 간의 거리 즉 B 거리를 모두 고정시킨다. 가령, 이격된 기록 소자(80,81)로 동시에 기록하는 것은 두 전이들

(100,101)을 고정시키며 이들 간의 A 거리(106)도 고정시킨다. 이격된 기록 소자(80,82)로 동시에 기록하는 것은 두 전이

들(100,102)을 고정시키며 이들 간의 B 거리(107)도 고정시킨다. 마찬가지로, 이격된 기록 소자(82,83)로 동시에 기록하

는 것은 두 전이들(102,103)을 고정시키며 이들 간의 A 거리(108)도 고정시킨다. 이격된 기록 소자(81,83)로 동시에 기록

하는 것은 두 전이들(101,103)을 고정시키며 이들 간의 B 거리(109)도 고정시킨다. 이로써, 4 개의 이격된 기록 소자로 동

시에 기록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을 제공한다.

다른 동기화 실시예가 기록 소자(80-83)의 짝수개를 사용하는 도 5 및 도 7(b)의 장치가 제공된다. 타이밍된 펄스의 소스

는 펄스들의 교번하는 세트들 각각에 대해서 기록 소자(80-83)로 상이한 수의 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기록 소자(80-

83)는 펄스되어 상이한 수의 전이들을 갖는 교번하는 패턴들을 기록하여, 이로써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동

기화를 제공한다. 가령, 패턴(105)은 5 개의 펄스로 기록되며 전이들의 5 개의 세트를 기록하고 교번하는 패턴(115)은 4

개의 펄스로 기록되며 전이들의 4 개의 세트를 기록하며 이로써 동기화를 제공한다.

도 8(a) 및 도 8(b)에서, 도 2에 도시된 패턴을 복제하지만 여기에서는 고정된 A 거리 및 고정된 B 거리를 갖는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이 생성된다. 이 서보 패턴은 이후에 기술될 바와 같이 펄스 소스가 기록 소자(80,81) 및 기록

소자(82,83)로 개별적으로 결합되는 서보 기록기에 의해서 생성된다.

드라이브는 중앙선(88)의 경로를 따라서 기록 소자를 가로질러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킨다. 도 8(b)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이격된 기록 소자(80-83)가 4 개의 전이를 동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타이밍된 펄스의 소스가 펄스를 모든 기록

소자에게 제공하며, 이로써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의 전이들은 이격된 기록 소자들에 대응하게 된다. 가령, 괄호 118로

표시된 전이들의 패턴에서,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의 전이들(120,121,122,123)은 동시에 기록되며 이격된 기록 소자

(80,81,82,83)에 각기 대응한다.

따라서, 이격된 기록 소자(80-83)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 간의 거리 즉 A 거리 및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의 간의 거리 즉 B 거리를 모두 고정시킨다. 가령, 이격된 기록 소자(80,81)로 동시에 기록하는 것은 두 전이들

(120,121)을 고정시키며 이들 간의 A 거리(126)도 고정시킨다. 이격된 기록 소자(80,82)로 동시에 기록하는 것은 두 전이

들(120,122)을 고정시키며 이들 간의 B 거리(127)도 고정시킨다. A 거리의 경우에는 기록 소자(82,83)에 대해서 그리고

B 거리의 경우에는 기록 소자(81,83)에 대해서 도 7(b)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그 거리들이 고정된다. 이로써, 4 개의 이격

된 기록 소자로 동시에 기록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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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동기화 실시예에서, 타이밍된 펄스의 소스는 도 5의 두 개의 인접하는 기록 소자들에게 결합되며 다른 기록 소자들로

는 개별적으로 결합된다. 이로써, 도 5 및 도 8(b)의 구성에서, 타이밍된 펄스의 소스는 도 5의 두 개의 인접하는 기록 소자

들(80,81)에게 결합되며 다른 기록 소자들(82,83)로는 개별적으로 결합된다. 타이밍된 펄스의 소스는 상술된 바와 같이 타

이밍된 펄스들의 한 세트를 모든 이격된 기록 소자(80-83)로 제공하며 이로써 전이들 간의 거리들을 고정시키도록 동시에

기록하게 되는데 여기서 타이밍된 펄스는 제 1 타이밍된 펄스로 지칭되며, 추가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추가적인 타이밍된

펄스를 오직 두 개의 인접하는 기록 소자(80,81)에게만 제공하는데, 여기서 이 추가된 펄스는 제 2 타이밍된 펄스로 지칭

되며 이로써 동기화를 위해서 패턴 내부의 상이한 수의 전이들을 기록한다. 가령, 전이들(128,129)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

나의 추가적인 타이밍된 펄스가 기록 소자(80,81)에 제공되며 이로써 상이한 수의 전이들을 그 패턴의 해당 부분에 제공하

며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동기화를 제공하게 된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하

다. 즉, 도 5의 기록 소자의 쌍(82,83) 및 기록 소자의 쌍(80,81)을 개별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이 서보 기록기 헤드는 도

3의 종래 기술 서보 기록기 헤드로 기록될 수 있는 임의의 패턴을 기록할 수 있지만 동시적 펄스 인가로 인해서 서보 기록

기 헤드 내부에 구축된 4 개의 전이들의 패턴을 정확하게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 특허 제 5,689,384의 기록 헤드를 기반으로 하는 다중 갭 서보 기록 헤드(400)가 도 9에 도시된다. 이 도시된 헤드는

패터닝된 NiFe(또는 다른 적합한 자기 물질) 폴 피스 영역(a patterened NiFe pole piece region)(404)을 갖는 페라이트

링(a ferrite ring)(402)을 포함한다. 두 개의 페라이트 블록(406,408)은 기록 헤드의 벌크를 형성하며 유리 스페이서

(411)에 의해서 분리된다. 교차 슬롯(412)이 헤드 내부에서 새겨져서 헤드가 자기 태이프와 함께 동작할 때에 포함된 공기

를 제거한다. 폴 피스 영역(404)은 본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은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에 의해서 기록 소자의 요구

된 서보 패턴(414)의 형상으로 패터닝된다. 코일(420)이 배선 슬롯(422)을 통해서 페라이트 블록(408) 중 하나를 둘러서

감겨져서 헤드를 완성한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서보 기록기(502)의 실시예를 사용하여 상술된 서보 패턴을 갖는 자기 테이프(504)를 생성하는

프로세스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서보 기록기(502)의 다른 실시예들은 도 11 내지 도 13에 도시된다.

공급 릴(supply reel)(520), 테이크 업 릴(take-up reel)(522), 롤(roll)(505)을 포함하는 드라이브가 패터닝된 기록 소자

를 갖는 기록 헤드(510)를 가로질러 화살표(512)의 방향으로 자기 테이프(504)를 이동시킨다. 이 기록 헤드는 도 4 또는

도 5의 기록 소자를 갖는 도 9에 도시된 헤드(400)와 동일하다. 테이프(504)가 서보 기록 헤드(510)를 가로질러 이동할 때

에, 펄스가 미국 특허 제 5,689,384 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기록 소자에 제공되며 이로써 기록 소자에 에너지를 인가하며

서보 패턴을 테이프 상에 기록한다. 패턴 생성기(516)는 패턴 펄스를 펄스 생성기(518)에 제공하며 펄스 생성기는 패턴 펄

스에 따라서 헤드에 에너지를 제공한다. 서보 판독 헤드(524)는 기록된 서보 패턴을 판독하며 서보 신호를 전치증폭기

(526)에 제공하며 이 전치증폭기는 서보 신호의 증폭된 버전을 패턴 입증기(528)에 제공하며 이 입증기는 서보 패턴을 입

증한다. 만일에 서보 패턴을 허용불가능한 품질로 만들 수 있는 임의의 오차가 발견되면, 이 입증기는 불량 테이프 표시 헤

드를 동작시켜서 테이프의 불량 부분이 테이프 카트리지 내부로 로딩되지 않도록 테이프(504) 상에 자기 마크를 표시한

다.

도 11은 기록 헤드(510) 내의 도 4의 기록 소자(70-72)를 사용하는 서보 기록기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패턴 생성기(516)

는 펄스 생성기(518)를 동작시켜서 펄스를 제공하며 이 펄스는 이격된 기록 소자(70-72)가 동시에 기록하게 하며, 이로써

가령 도 6(b)의 전이들(90,91,92)과 같은 전이들이 동시에 기록되며 추가적인 동시에 기록되는 전이들과 함께 5 개의 전이

들의 완벽한 패턴을 형성하며 각각은 괄호 94로 표시된 바와 같다.

이로써, 이격된 기록 소자(70-72)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 간의 거리 즉 A 거리(95) 및 평행한 방위각 배

향을 갖는 전이들 간의 거리 즉 B 거리(96)를 모두 고정시킨다.

상술된 바와 같이, 펄스들은 기록 소자들에 제공된 타이밍된 펄스들의 세트들이며, 펄스들의 각 세트는 가령 전이들의 패

턴(94)과 같은 전이들의 패턴을 기록하며 다른 것에 의한 전이들의 하나의 패턴의 오버라이팅을 방지하도록 이격되는데

가령 패턴(94)의 전이들을 오버라이팅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패턴(97)을 이격시킨다.

패턴 생성기(516) 및 펄스 생성기(518)에 의해서 제공되는 펄스들의 타이밍은 상술한 바와 같이 동기화를 제공한다. 구체

적으로, 도 6(b)에서, 가령 패턴(94)의 전이(98)와 같은 하나의 패턴의 한 단부에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은

가령 패턴(97)의 전이(99)와 같은 다음 패턴의 반대 단부에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과 함께 계속된다. 이로써,

이러한 계속되는 전이들은 결합되어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나머지가 아닌 상이한 수의 전이들을 갖는데 이

로써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동기화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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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기록 헤드(510) 내의 도 5의 기록 소자(80-83)를 사용하는 서보 기록기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패턴 생성기(516)

는 펄스 생성기(518)를 동작시켜서 펄스를 제공하며 이 펄스는 이격된 기록 소자(80-83)가 동시에 기록하게 하며, 이로써

가령 도 7(b)의 전이들(100,101,102,103)과 같은 전이들이 동시에 기록되며 추가적인 동시에 기록되는 전이들과 함께 5

개의 전이들의 완벽한 패턴을 형성하며 각각은 괄호 105로 표시된 바와 같다.

이로써, 이격된 기록 소자(80-83)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 간의 거리 즉 A 거리(106,108) 및 평행한 방위

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 간의 거리 즉 B 거리(107,109)를 모두 고정시킨다. 이로써, 4 개의 이격된 기록 소자로 동시에 기록

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을 제공한다.

도 12, 도 5 및 도 7(b)에서, 동기화는 펄스들의 교번 세트들 각각에 대해서 기록 소자(80-83)로 상이한 수의 펄스를 제공

하는 펄스 생성기(518) 및 패턴 생성기(516)에 의해서 제공된다. 이로써, 기록 소자(80-83)는 펄스되어 상이한 수의 전이

들을 갖는 교번하는 패턴들을 기록하여, 이로써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동기화를 제공한다. 가령, 패턴(105)

은 5 개의 펄스로 기록되며 전이들의 5 개의 세트를 기록하고 교번하는 패턴(115)은 4 개의 펄스로 기록되며 전이들의 4

개의 세트를 기록하며 이로써 동기화를 제공한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펄스의 타이밍은 오버라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서 전이들의 세트들을 이격시키도록 된다.

도 13은 기록 헤드(51) 내의 도 5의 기록 소자(80-83)를 사용하는 서보 기록기의 실시예를 도시하며, 여기서 패턴 생성기

(516)는 펄스 생성기(518) 및 펄스 생성기(519)로 개별적으로 결합된다. 이로써, 펄스의 소스는 기록 소자(80,81) 및 기록

소자(82,83)에 개별적으로 결합된다. 기록 헤드(510)는 두 개의 구역을 갖는 단일 고정 헤드이며 이 구역에서 기록 소자가

위치하며 개별적으로 에너지를 받으며 이는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또한, 도 8(b)에서, 드라이브가 기록 소자를 가로질러 자기 테이프(504)를 이동시킬 때에, 타이밍된 펄스의 소스는 펄스를

모든 기록 소자에 제공하며 이로써 이격된 기록 소자(80-83)는 동시에 4 개의 전이들을 기록하며 이로써 선형 데이터 저

장 매체 상의 전이들은 이격된 기록 소자에 대응하게 된다. 가령, 괄호 118로 표시된 전이들의 패턴에서, 전이들

(120,121,122,123)은 동시에 기록되며 이격된 기록 소자(80,81,82,83)에 각기 대응한다. 이로써, 이격된 기록 소자(80-

83)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 간의 거리 즉 A 거리(126) 및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전이들 간의 거리 즉

B 거리(127)를 모두 고정시킨다.

타이밍된 펄스들의 소스를 도 5의 두 개의 인접하는 기록 소자(80,81)에 결합하고 다른 기록 소자(82)를 개별적으로 결합

시킴으로써, 패턴은 동기화될 수 있으며 도 2의 패턴과 유사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패턴 생성기(516) 및 펄스 생성

기(518,519)는 제 1 타이밍된 펄스를 모든 이격된 기록 소자(80-83)로 제공하며 전이들을 동시에 기록하여 이 전이들 간

의 거리들을 고정시킨다. 동기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패턴 생성기(516)는 오직 펄스 생성기(518)만을 동작시켜서 적어도

하나의 제 2 타이밍된 펄스를 오직 인접하는 두 개의 기록 소자(80,81)에게 제공하며 이로써 그 패턴 내부의 상이한 수의

전이들을 기록한다. 이로써, 추가적 전이는 모든 기록 소자보다 작은 요소들에 의해서 기록된다. 이는 동시에 기록된 전이

들보다 수적으로 작은 패턴의 부분으로 전이를 더한다. 가령, 한 제 2 타이밍된 펄스가 제공되어 기록 소자(80,81)를 기록

하며 전이들(128,129)을 기록하고 이로써 그 패턴의 그 부분의 상이한 수의 전이들을 제공하며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동기화를 제공한다. 다시 말하자면, 상술한 바와 같이, 펄스의 타이밍은 오버라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이들의

세트들을 이격시키도록 된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패턴 생성기 및 펄스 생성기의 다른 구성 및 타이밍된 펄스의 다른 타이밍이 기록 소자의 다른 실

시예와 함께 사용되어 A 거리 및 B 거리를 모두 고정시키도록 전이들의 패턴을 생성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을 갖는 테이프와 함께 사용되는 트랙 팔로잉 서보잉을 사용하는

테이프 드라이브 시스템(10)의 실례를 도시한다. 이 테이프 드라이브(12)는 테이프 카트리지(14)를 수용하며 커플링(18)

에 의해서 호스트 시스템(16)에 결합된다. 테이프 카트리지는 자기 테이프(20)의 길이를 포함하는 하우징(19)을 포함한다.

테이프 드라이브(12)는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을 갖는 자기 테이프의 길이와 함께 사용되기 위해서 구성된

다. 이 테이프 드라이브는 서보 판독 헤드가 서보 패턴을 따르는 경로를 트레이스할 때에 서보 정보를 판독하고 도 1를 참

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데이터 헤드의 위치를 제어하는 위치 신호를 생성한다.

서보 패턴에서, "A" 거리 및 "B" 거리는 본 발명에 따라서 이격된 기록 소자들이 동시에 기록됨으로써 고정되며, 하나의 패

턴과 다음 패턴의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이어지는 전이들이 결합되어서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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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부분과 다른 상이한 수의 전이들을 가지게 됨으로써 전이들의 주기적 시퀀스의 동기화가 이루어지고, 펄스들의 세트

를 이격시켜 패턴의 오버라이팅(overwrite)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써 보다 정확한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에서 직선 방향으로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a linear servo track timing based

servo pattern)을 생성하는 서보 기록기(servo writer)━상기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은 상기 선형 서보 트랙의 횡방향으

로 연장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azimuthal orientation)들을 갖는 전이(transition)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

스를 포함하며, 상기 직선 방향으로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키는 동안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 개

의 상기 전이들 간의 시간과 비교되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 개의 상기 전이들 간의 시간의 측정을 기반으로 하

여 상기 선형 서보 트랙에 대한 횡적 위치를 결정함으로써 상기 타이밍 기반 서보 트랙은 감지됨━에 있어서,

적어도 세 개의 이격된 기록 소자들━상기 기록 소자 중 둘은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가지며, 상기 기록 소자 중 적어

도 하나는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두 개의 기록 소자들과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가짐━과,

상기 기록 소자들을 가로질러 상기 직선 방향으로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키는 드라이브(drive)와,

상기 기록 소자들에 결합되어 타이밍된 펄스를 제공하여 상기 이격된 기록 소자들이 동시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상기 드라

이브가 상기 기록 소자들을 가로질러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킬 때에 상기 이격된 기록 소자들에 대응하는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의 전이들의 패턴을 기록하며, 이로써 상기 이격된 기록 소자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

는 상기 동시에 기록된 전이들 간의 거리와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동시에 기록된 전이들 간의 거리를 고정

시키는 타이밍된 펄스의 소스(a source of timed pulse)를 포함하고,

상기 타이밍된 펄스의 소스는 상기 전이들의 패턴을 각각 기록하는 펄스들의 세트를 상기 기록 소자들에 제공하며, 상기

펄스들의 세트를 이격시켜 상기 전이들의 하나의 패턴이 다른 패턴과 오버라이팅(overwrite)되는 것을 방지하며,

상기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상기 기록 소자는 상기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두 개의 기록

소자들 사이에 위치하며, 상기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에서, 하나의 패턴의 한 단부에서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

향을 갖는 상기 전이들이 다음 패턴의 반대 단부에서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전이들과 이어지도록, 상기 타

이밍된 펄스들의 소스는 상기 펄스들의 세트들을 추가적으로 이격시키며, 이로써 상기 하나의 패턴과 상기 다음 패턴의 서

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이어지는 전이들이 결합되어서 상기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나머지 부분

과 다른 상이한 수의 전이들을 가지게 됨으로써, 상기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동기화를 제공하는

서보 기록기.

청구항 5.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에서 직선 방향으로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a linear servo track timing based

servo pattern)을 생성하는 서보 기록기(servo writer)━상기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은 상기 선형 서보 트랙의 횡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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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장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azimuthal orientation)들을 갖는 전이(transition)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

스를 포함하며, 상기 직선 방향으로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키는 동안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 개

의 상기 전이들 간의 시간과 비교되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 개의 상기 전이들 간의 시간의 측정을 기반으로 하

여 상기 선형 서보 트랙에 대한 횡적 위치를 결정함으로써 상기 타이밍 기반 서보 트랙은 감지됨━에 있어서,

적어도 세 개의 이격된 기록 소자들━상기 기록 소자 중 둘은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가지며, 상기 기록 소자 중 적어

도 하나는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두 개의 기록 소자들과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가짐━과,

상기 기록 소자들을 가로질러 상기 직선 방향으로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키는 드라이브(drive)와,

상기 기록 소자들에 결합되어 타이밍된 펄스를 제공하여 상기 이격된 기록 소자들이 동시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상기 드라

이브가 상기 기록 소자들을 가로질러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킬 때에 상기 이격된 기록 소자들에 대응하는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의 전이들의 패턴을 기록하며, 이로써 상기 이격된 기록 소자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

는 상기 동시에 기록된 전이들 간의 거리와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동시에 기록된 전이들 간의 거리를 고정

시키는 타이밍된 펄스의 소스(a source of timed pulse)를 포함하고,

상기 타이밍된 펄스의 소스는 상기 전이들의 패턴을 각각 기록하는 펄스들의 세트를 상기 기록 소자들에 제공하며, 상기

펄스들의 세트를 이격시켜 상기 전이들의 하나의 패턴이 다른 패턴과 오버라이팅(overwrite)되는 것을 방지하며,

상기 기록 소자는 짝수 개이고,

상기 타이밍된 펄스들의 소스는 상기 기록 소자에 제공된 상기 펄스들의 교번하는 상기 세트들에 대해 상이한 수의 펄스들

을 제공하고,

이로써, 상기 펄스들의 세트들은 상이한 수의 상기 전이들을 갖는 교번하는 상기 패턴들을 기록함으로써, 상기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동기화를 제공하는

서보 기록기.

청구항 6.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에서 직선 방향으로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a linear servo track timing based

servo pattern)을 생성하는 서보 기록기(servo writer)━상기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은 상기 선형 서보 트랙의 횡방향으

로 연장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azimuthal orientation)들을 갖는 전이(transition)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

스를 포함하며, 상기 직선 방향으로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키는 동안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 개

의 상기 전이들 간의 시간과 비교되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 개의 상기 전이들 간의 시간의 측정을 기반으로 하

여 상기 선형 서보 트랙에 대한 횡적 위치를 결정함으로써 상기 타이밍 기반 서보 트랙은 감지됨━에 있어서,

적어도 세 개의 이격된 기록 소자들━상기 기록 소자 중 둘은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가지며, 상기 기록 소자 중 적어

도 하나는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두 개의 기록 소자들과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가짐━과,

상기 기록 소자들을 가로질러 상기 직선 방향으로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키는 드라이브(drive)와,

상기 기록 소자들에 결합되어 타이밍된 펄스를 제공하여 상기 이격된 기록 소자들이 동시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상기 드라

이브가 상기 기록 소자들을 가로질러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킬 때에 상기 이격된 기록 소자들에 대응하는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의 전이들의 패턴을 기록하며, 이로써 상기 이격된 기록 소자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

는 상기 동시에 기록된 전이들 간의 거리와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동시에 기록된 전이들 간의 거리를 고정

시키는 타이밍된 펄스의 소스(a source of timed pulse)를 포함하고,

상기 타이밍된 펄스의 소스는 상기 전이들의 패턴을 각각 기록하는 펄스들의 세트를 상기 기록 소자들에 제공하며, 상기

펄스들의 세트를 이격시켜 상기 전이들의 하나의 패턴이 다른 패턴과 오버라이팅(overwrite)되는 것을 방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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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타이밍된 펄스들의 소스는 적어도 두 개의 인접하는 상기 기록 소자들에게 결합되며 다른 상기 기록 소자들에는 개별

적으로 결합되고,

상기 타이밍된 펄스들의 소스는 제 1 타이밍된 펄스들을 모든 이격된 기록 소자들에 제공하여 상기 모든 기록 소자들이 동

시에 기록하게 하여 상기 전이들 간의 상기 거리들을 고정시키고, 상기 소스는 적어도 하나의 제 2 타이밍된 펄스를 모든

기록 소자보다 적은 기록 소자 및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인접하는 기록 소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상기 적어도 두 개

의 인접하는 기록 소자들에게 상이한 수의 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상기 패턴 내부의 상이한 수의 상기 전이들을 기록함으

로써 상기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동기화를 제공하는

서보 기록기.

청구항 7.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에서 직선 방향으로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을 생성하는 방법━상기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은 상기 선형 서보 트랙의 횡방향으로 연장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들을 갖는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

기적 시퀀스를 포함하며, 상기 직선 방향으로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키는 동안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 개의 상기 전이들 간의 시간과 비교되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 개의 상기 전이들 간의 시간의 측정을

기반으로 하여 상기 선형 서보 트랙에 대한 횡적 위치를 결정함으로써 상기 타이밍 기반 서보 트랙은 감지됨━에 있어서,

적어도 세 개의 이격된 기록 소자들━상기 기록 소자 중 둘은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가지며, 상기 기록 소자 중 적어

도 하나는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두 개의 기록 소자들과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가짐━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기록 소자들을 가로질러 상기 직선 방향으로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키는 단계와,

상기 이격된 기록 소자들이 동시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상기 기록 소자들을 가로질러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가 이동할

때에 상기 이격된 기록 소자들에 대응하는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의 전이들의 패턴을 기록하며, 이로써 상기 이격

된 기록 소자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동시에 기록된 전이들 간의 거리와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

기 동시에 기록된 전이들 간의 거리를 고정시키는 타이밍된 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타이밍된 펄스를 제공

하는 단계는 상기 전이들의 패턴을 기록하는 펄스들 각각의 세트를 상기 기록 소자들에 제공하여 상기 펄스들의 세트를 이

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이로써 상기 전이들의 하나의 패턴이 다른 패턴과 오버라이팅(overwrite)되는 것을 방지하며,

적어도 세 개의 이격된 기록 소자들을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상기 기록 소자를 상

기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두 개의 기록 소자들 사이에 위치시키는 것을 더 포함하며, 상기 타이밍된 펄스들

을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에서, 하나의 패턴의 한 단부에서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전이들이 다음 패턴의 반대 단부에서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전이들과 이어지며, 이로써 상기 하

나의 패턴과 상기 다음 패턴의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이어지는 전이들이 결합되어서 상기 전이들의 반복되

는 주기적 시퀀스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상이한 수의 전이들을 가지게 됨으로써, 상기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동기화를 제공하는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 생성 방법.

청구항 8.

적어도 하나의 선형 서보 트랙을 규정하는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에서 직선 방향으로 서보 정보를 기록하는 감지가능한

전이 패턴━상기 감지가능한 전이 패턴은 상기 선형 서보 트랙의 횡방향으로 연장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들을

갖는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을 포함하며, 상기 직선 방향으로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키는 동안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 개의 상기 전이들 간의 시간과 비교되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

향을 갖는 두 개의 상기 전이들 간의 시간의 측정을 기반으로 하여 상기 선형 서보 트랙에 대한 횡적 위치를 결정함으로써

상기 타이밍 기반 서보 트랙은 감지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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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형 서보 트랙의 횡방향으로 연장되는 상기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들을 갖는 적어도 세 개의 이격된 상기 전

이들의 반복되는 패턴━상기 전이들 중 둘은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가지며, 상기 전이들 중 적어도 하나는 서로 평행

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두 개의 전이들과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가짐━을 포함하되,

상기 적어도 세 개의 이격된 전이들은 동시에 기록되어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동시에 기록된 전이들 간의 거

리와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동시에 기록된 전이들 간의 거리를 고정시키며, 이로써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

을 갖는 상기 동시에 기록된 전이들 간의 거리와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동시에 기록된 전이들 간의 거리를

규정하고, 상기 전이들은 전이들의 세트로 배열되고, 상기 반복되는 패턴을 형성하며, 상기 전이들의 세트는 이격되어 상

기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의 전이들이 다른 패턴의 전이들과 오버라이팅(overwrite)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어도 세개의 이격된 상기 전이들의 상기 반복되는 패턴은, 상기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상기 전이는 상

기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두개의 전이들 사이에 위치하고, 상기 전이들의 세트들은 추가적으로 이격되어,

상기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에서, 하나의 패턴의 한 단부에서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전이들이

다음 패턴의 반대 단부에서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전이들과 이어지며, 이로써 상기 하나의 패턴과 상기 다

음 패턴의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이어지는 전이들이 결합되어서 상기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상이한 수의 전이들을 가지게 됨으로써, 상기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동기화를 제공하는

감지가능한 전이 패턴.

청구항 9.

적어도 하나의 선형 서보 트랙을 규정하는 자기 전이 패턴 내에 직선 방향으로 기록된 사전기록된 서보 정보를 갖는 자기

테이프 매체━상기 자기 전이 패턴은 상기 선형 서보 트랙의 횡방향으로 연장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들을 갖

는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을 포함하며, 상기 직선 방향으로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

체를 이동시키는 동안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 개의 상기 전이들 간의 시간과 비교되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

을 갖는 두 개의 상기 전이들 간의 시간의 측정을 기반으로 하여 상기 선형 서보 트랙에 대한 횡적 위치를 결정함으로써 상

기 타이밍 기반 서보 트랙은 감지됨━에 있어서,

상기 선형 서보 트랙의 횡방향으로 연장되는 상기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들을 갖는 적어도 세 개의 이격된 상기 자

기 전이들의 반복되는 패턴━상기 자기 전이들 중 둘은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가지며, 상기 자기 전이들 중 적어도 하

나는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두 개의 자기 전이들과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가짐━을 포함하되,

상기 적어도 세 개의 이격된 자기 전이들은 동시에 기록되어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동시에 기록된 자기 전이

들 간의 거리와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동시에 기록된 자기 전이들 간의 거리를 고정시키며, 이로써 서로 다

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동시에 기록된 자기 전이들 간의 거리와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동시에 기록된

자기 전이들 간의 거리를 규정하고, 상기 자기 전이들은 자기 전이들의 세트로 배열되고, 상기 반복되는 패턴을 형성하며,

상기 자기 전이들의 세트는 이격되어 상기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의 자기 전이들이 다른 패턴의 자기 전이들과 오버라이팅

(overwrite)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어도 세개의 이격된 상기 자기 전이들의 상기 반복되는 패턴은, 상기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상기 자기

전이는 상기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두개의 자기 전이들 사이에 위치하고, 상기 자기 전이들의 세트들은 추

가적으로 이격되어, 상기 자기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에서, 하나의 패턴의 한 단부에서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

향을 갖는 상기 자기 전이들이 다음 패턴의 반대 단부에서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자기 전이들과 이어지며,

이로써 상기 하나의 패턴과 상기 다음 패턴의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이어지는 자기 전이들이 결합되어서

상기 자기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상이한 수의 자기 전이들을 가지게 됨으로써, 상기 자

기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동기화를 제공하는

자기 테이프 매체.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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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에서 직선 방향으로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을 생성하는 방법━상기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은 상기 선형 서보 트랙의 횡방향으로 연장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들을 갖는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

기적 시퀀스를 포함하며, 상기 직선 방향으로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키는 동안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 개의 상기 전이들 간의 시간과 비교되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 개의 상기 전이들 간의 시간의 측정을

기반으로 하여 상기 선형 서보 트랙에 대한 횡적 위치를 결정함으로써 상기 타이밍 기반 서보 트랙은 감지됨━에 있어서,

적어도 세 개의 이격된 기록 소자들━상기 기록 소자 중 둘은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가지며, 상기 기록 소자 중 적어

도 하나는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두 개의 기록 소자들과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가짐━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기록 소자들을 가로질러 상기 직선 방향으로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키는 단계와,

상기 이격된 기록 소자들이 동시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상기 기록 소자들을 가로질러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가 이동할

때에 상기 이격된 기록 소자들에 대응하는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의 전이들의 패턴을 기록하며, 이로써 상기 이격

된 기록 소자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동시에 기록된 전이들 간의 거리와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

기 동시에 기록된 전이들 간의 거리를 고정시키는 타이밍된 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타이밍된 펄스를 제공

하는 단계는 상기 전이들의 패턴을 기록하는 펄스들 각각의 세트를 상기 기록 소자들에 제공하여 상기 펄스들의 세트를 이

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이로써 상기 전이들의 하나의 패턴이 다른 패턴과 오버라이팅(overwrite)되는 것을 방지하며,

적어도 세 개의 이격된 기록 소자들을 제공하는 단계는 짝수개의 상기 기록 소자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타이밍

된 펄스를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기록 소자에 제공된 상기 펄스들의 교번하는 상기 세트들에 대해 상이한 수의 펄스들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로써, 상기 펄스들의 세트들은 상이한 수의 상기 전이들을 갖는 교번하는 상기 패턴들을 기록

함으로써, 상기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동기화를 제공하는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 생성 방법.

청구항 11.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에서 직선 방향으로 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을 생성하는 방법━상기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은 상기 선형 서보 트랙의 횡방향으로 연장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들을 갖는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

기적 시퀀스를 포함하며, 상기 직선 방향으로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키는 동안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 개의 상기 전이들 간의 시간과 비교되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두 개의 상기 전이들 간의 시간의 측정을

기반으로 하여 상기 선형 서보 트랙에 대한 횡적 위치를 결정함으로써 상기 타이밍 기반 서보 트랙은 감지됨━에 있어서,

적어도 세 개의 이격된 기록 소자들━상기 기록 소자 중 둘은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가지며, 상기 기록 소자 중 적어

도 하나는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두 개의 기록 소자들과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가짐━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기록 소자들을 가로질러 상기 직선 방향으로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동시키는 단계와,

상기 이격된 기록 소자들이 동시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상기 기록 소자들을 가로질러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가 이동할

때에 상기 이격된 기록 소자들에 대응하는 상기 선형 데이터 저장 매체 상의 전이들의 패턴을 기록하며, 이로써 상기 이격

된 기록 소자는 서로 다른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기 동시에 기록된 전이들 간의 거리와 서로 평행한 방위각 배향을 갖는 상

기 동시에 기록된 전이들 간의 거리를 고정시키는 타이밍된 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타이밍된 펄스를 제공

하는 단계는 상기 전이들의 패턴을 기록하는 펄스들 각각의 세트를 상기 기록 소자들에 제공하여 상기 펄스들의 세트를 이

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이로써 상기 전이들의 하나의 패턴이 다른 패턴과 오버라이팅(overwrite)되는 것을 방지하며,

상기 타이밍된 펄스를 제공하는 단계는 제 1 타이밍된 펄스들을 모든 이격된 기록 소자들에 제공하여 상기 모든 기록 소자

들이 동시에 기록하게 하여 상기 전이들 간의 상기 거리들을 고정시키고, 적어도 하나의 제 2 타이밍된 펄스를 모든 기록

소자보다 적은 기록 소자 및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인접하는 기록 소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인

접하는 기록 소자들에게 상이한 수의 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상기 패턴 내부의 상이한 수의 상기 전이들을 기록함으로써

상기 전이들의 반복되는 주기적 시퀀스의 동기화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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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서보 트랙 타이밍 기반 서보 패턴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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