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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판독 채널(18)에 의한 서보 웨지 신호의 처리에 응답하여,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 등의 서보 웨지 신호로부터 트랙

식별 신호(148) 및 위치 에러 신호(150)를 발생하는 서보 복조기(20)가 제공된다. 서보 복조기(20)는 서보 클럭 발생 회로

(90), 위치 에러 신호 회로(92), 및 트랙 식별 회로(76)를 포함한다. 서보 클럭 발생 회로(90)는 서보 기준 클럭 신호(110)

및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의 수신에 응답하여 동기 서보 클럭 신호(102)를 발생한다. 동기 서보 클럭 신호(102)는

서보 웨지 신호를 처리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 판독 채널(18)에 제공된다. 위치 에러 신호 회로(92)는 서보 클럭 발생 회로

(90)로부터의 동기 서보 클럭 신호(102) 및 판독 채널(18)로부터의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의 수신에 응답하

여 위치 에러 신호(150)를 발생한다. 판독 채널(18)은 동기 서보 클럭 신호(102)를 이용하여 서보 웨지 신호를 동기 샘플

링함으로써,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를 발생한다. 트랙 식별 회로(76)는 판독 채널(18)로부터의 디지털 서보

웨지 신호(116)의 수신에 응답하여 트랙 식별 신호(148)를 발생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디스크 드라이브 대용량 저장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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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디스크 드라이브 대용량 저장 시스템의 판독 채널 및 서보 복조기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3은 서보 복조기를 상세하게 도시하는 블록도.

도 4는 서보 복조기의 위치 에러 신호 회로의 어드레스 마크 회로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5는 서보 복조기의 서보 클럭 발생 회로의 신호들을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6은 위치 에러 신호 회로의 각종의 입력 신호 및 내부 신호를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동기 샘플 데이터 채널

11 : 제어 회로

12 : 디스크/헤드 어셈블리

14 : 전치 증폭기

13 : 데이터/파라미터 경로

16 : 기록 채널

18 : 판독 채널

20 : 서보 복조기

22 : 파라미터 메모리

24 : 디스크 제어 회로

26 : RAM

28 : 마이크로프로세서

29 : ROM

30 : 디스크 드라이브 대용량 저장 시스템

32 : 호스트

36 : 판독 채널/서보 복조기

40 : 가변 이득 증폭기

48 :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

50 : 에러 회로

52 : 위상 동기 루프

54 : 비터비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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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샘플 클럭 멀티플렉서

60 : 제로 위상 리스타트 회로

62 : 지연 동기 루프

76 : 트랙 식별 회로

90 : 서보 클럭 발생 회로

92 : 위치 에러 신호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정보 저장 분야 관한 것으로, 특히 동기 서보 복조를 위한 서보 복조기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보다 크고 보다 고

속인 대용량 저장 장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전자 데이터베이스와 멀티미디어 응용 분야 등의 컴퓨터 응용 분야

에서는 대용량의 디스크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증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ard disk drive : HDD)가 개선되고 진보되어 왔다. 종래

의 일부 디스크 드라이브는 최대 5 메가 바이트 저장 용량을 갖고, 14 인치 원판(platter)을 사용한 반면, 현재의 HDD는 통

상적으로 1 기가 바이트 이상이고, 3.5 인치 원판을 이용한다. 단위 면적 당 저장된 데이터의 양 즉, 면적 밀도(areal

density)에 있어서의 진보는 극적으로 가속화되었다. 예를 들면, 면적 밀도가 1980년대에는 매년 약 30% 증가하였고,

1990년대에는 매년 약 60% 증가하였다. 면적 밀도는 데이터가 저장 ·검색되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

HDD의 메가 바이트 당 비용은 그 면적 밀도에 반비례한다.

일반적으로, HDD와 같은 대용량 저장 장치 및 시스템은 회전 디스크 또는 원판 등의 자기 저장 매체, 스핀들 모터, 판독/기

록 헤드, 서보 액츄에이터(servo actuator), 서보 회로, 전치 증폭기(pre-amplifier), 판독 채널, 기록 채널, 메모리, 및

HDD의 동작을 제어하고 HDD를 호스트나 시스템 버스에 적절하게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제어 회로를 포함한다. 판독 채

널, 기록 채널, 서보 회로, 및 메모리 모두는 데이터 채널이라는 하나의 집적 회로로 구현될 수 있다. 때로, 제어 회로는 제

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HDD의 동작 중에 제공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한다.

HDD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때, 기록, 판독, 및 서보 동작을 수행한다. 전형적인 HDD는 데이터를 호스트 인터페이

스로부터 그의 제어 회로로 전송함으로써 기록 동작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제어 회로는 로컬(local)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dynamic random access memory : DRAM)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제어 회로 프로세서는 정보가 기록 채널을 통

해 디스크 원판에 전송될 수 있도록 일련의 작업 순서를 정한다. 기록/판독 헤드는 적절한 트랙 및 섹터로 이동된다. 마침

내, HDD 제어 회로는 기록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DRAM으로부터 섹터로 전송한다. 일반적으로, 섹터는 섹터 당 512

바이트의 사용자 데이터 등의 고정된 데이터 저장 능력을 갖는다. 기록 클럭은 기록 채널에서의 기록 동작의 타이밍을 제

어한다. 기록 채널은 데이터가 이후에 보다 신뢰성있게 검색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부호화한다.

판독 동작에서는, 판독될 적절한 섹터의 위치가 정해지고, 디스크에 미리 기록되어 있던 데이터가 판독된다. 기록/판독 헤

드는 디스크 원판의 자속(magnetic flux)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아날로그 판독 신호를 발생한다. 판독 채널은

아날로그 판독 신호를 수신하고, 그 신호의 상태를 조정하여, 그 신호로부터 "0" 또는 "1"을 검출한다. 판독 채널은 자동 이

득 제어 회로를 이용하여 판독 신호를 적절한 레벨까지 증폭함으로써 그 신호의 상태를 조정한다. 다음으로, 판독 채널은

원치 않는 고주파 잡음을 제거하도록 신호를 필터링하고, 채널을 등화하며, 신호로부터 "0" 및 "1"을 검출하고, 이진 데이

터를 제어 회로용으로 포맷한다. 다음으로, 이진 데이터 즉, 디지털 데이터는 판독 채널로부터 제어 회로로 전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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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에 저장된다. 다음으로, 프로세서는 데이터 전송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호스트에 알린다. 판독 클럭은 판독 채널에서

의 판독 동작의 타이밍을 제어한다. 판독 동작 시의 목표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검색하는 한편, 최대 잡음 환경(noisiest

environment)에서의 비트 에러율(bit error rate : BER)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최근,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던 원래의 데이터를, 이산 시간 신호 처리(discrete time signal processing : DTSP)를 이용하

여 재구성하고 판독하는 진보된 기술들이 판독 채널 일렉트로닉스(read channel electronics)에 이용되어 면적 밀도를 개

선하였다. 이러한 기술에 있어서, 데이터는 데이터 복구 클럭을 이용하여 동기 샘플링(synchronously sampled)된다. 다

음으로, 이와 같이 샘플링된 결과는 신호 처리 이론을 이용하는 일련의 수학적인 조작을 통해 처리된다. 동기 샘플 판독 채

널(synchronously sampled read channel)의 유형은 여러 가지이다. 부분 응답, 최대 가능성(partial response,

maximum likelihood : PRML); 확장형 PRML(extended PRML : EPRML); 고 확장형 PRML(enhanced, extended

PRML : EEPRML); 고정 지연 트리 검색(fixed delay tree search : FDTS); 및 결정 궤환 등화(decision feedback

equalization : DFE)는 DTSP 기술을 이용하는 동기 샘플 판독 채널의 여러 유형들 중의 일례이다. 앤드류 비터비

(Andrew Viterbi) 이후에 명명된 비터비(Viterbi) 알고리즘 - 앤드류 비터비는 비터비 알고리즘을 1967년에 개발하였음

- 을 수행하는 비터비 복호기는 상기의 여러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최대 가능성 검출이 통상적으로 수행된다.

서보 동작에 있어서, 서보 회로는 매 섹터마다 저장된 서보 웨지(servo wedge)를 판독하고 복조하여 트랙 식별 신호 및

위치 에러 신호(position error signal : PES)를 발생한다. PES는, 판독/기록 헤드가 판독 동작 및 기록 동작의 양자를 위

해 적절하게 위치되도록, 소정의 트랙에 대한 판독/기록 헤드의 상대적인 정렬 상태를 나타낸다. 서보 웨지는 트랙 식별 신

호를 발생하기 위한 트랙 식별 정보, 및 PES를 발생하기 위한 트랙 오표시 즉, 위치 에러 정보를 포함한다. 위치 에러 정보

는 서보 버스트(servo burst)로서 제공될 수 있다. 트랙 식별 신호 및 PES는, 트랙이 트랙 식별 신호에 의해 식별될 수 있

고 판독/기록 헤드가 PES를 이용하여 트랙 상에 적절하게 정렬될 수 있도록, 판독 동작 및 기록 동작 중에 제어 회로에 제

공된다.

통상적으로, 서보 회로는 피크(peak) 검출 회로를 포함하는데, 피크 검출 회로는 서보 동작 중에, 트랙 식별 신호 및 PES가

발생될 수 있도록, 서보 웨지를 처리하는 것을 보조하는 데 이용된다. 피크 검출 회로를 이용하면, 전체 HDD 용량을 감소

시키고, 전력 소비가 과도해지며, 전체 HDD 성능에 악영향을 주는 트랙 재판독(reread)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피크 검출 회로가 서보 웨지를 처리하고 해당 트랙 식별 신호 및 PES를 발생하는 것이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전체 HDD

용량은 감소된다. 이러한 이유로, 부가적인 HDD 용량을 필요로 하는 보다 큰 서보 웨지가 피크 검출 회로에 제공되어야 한

다. 이것은 데이터/정보 저장에 이용될 수 있는 전체 HDD 용량을 감소시킨다. 전력 소비는 피크 검출 회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부가적인 회로로 인해 증가된다. 특히, 랩탑 또는 노트북 컴퓨터와 같이 휴대용 또는 배터리 전원 공급형 응용 분야

에서는 전력 소비가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부가적인 회로는 전체 조립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피크 검출 회로는 트랙

식별 신호 에러로 인해 희망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지 않을 수 있다. 트랙 식별 신호 에러는 트랙 재판독 동작을 유발하여

전체 HDD 성능을 저하시킨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된 바로부터, 서보 동작 중에 이용되는 개선된 서보 회로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피크 검출

회로를 이용하는 기존의 서보 회로의 단점과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제거 또는 감소시킨 동기 서보 복조를 위한 서보 복조기

및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은 기존의 동기 샘플 판독 채널과 조합하여 동작하며, 최소의 회로 구성을 이용하여 트랙 식별

신호 및 위치 에러 신호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발생하는 서보 복조기를 포함한다. 이는 피크 검출 회로를 필요로 하지 않게

하고, 전체 HDD 용량을 증가시키며, 전력 소비를 낮추고, 전체 HDD 성능을 개선시킨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서보 동작 중에 서보 웨지로부터 트랙 식별 신호 및 위치 에러 신호를 발생하는 서보 복조기가 제공된

다. 서보 복조기는 동기 샘플 판독 채널과 인터페이스하여 상기의 신호들을 발생한다. 서보 복조기는 서보 클럭 발생 회로,

위치 에러 신호 회로, 및 트랙 식별 회로를 포함한다. 서보 클럭 발생 회로는 기준 클럭 신호 및 서보 웨지 신호의 수신에 응

답하여 동기 서보 클럭 신호를 발생한다. 서보 클럭 신호는 서보 웨지 신호를 처리하는 데 이용되도록 판독 채널에 제공된

다. 위치 에러 신호 회로는 서보 클럭 발생 회로로부터의 동기 서보 클럭 신호 및 판독 채널로부터의 동기 샘플 서보 웨지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위치 에러 신호를 발생한다. 최종적으로, 트랙 식별 회로는 판독 채널로부터의 디지털 서보 웨지

신호 수신에 응답하여 트랙 식별 신호를 발생한다.

본 발명은 서보 웨지의 처리를 보조하는 피크 검출 회로를 사용하는 것 이상의 여러 기술적인 장점들을 제공한다. 본 발명

의 기술적인 장점은 트랙 식별 신호 및 PES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발생하여 전체 HDD 저장 능력을 증가시키는 능력을 포

함한다는 것이다. 서보 웨지 전용의 저장 용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HDD 저장 용량이 증대된다. 본 발명의 다른 기술적

인 장점은 전체 전력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피크 검출 회로를 제거하기 때문에 전체 회로 구성이 감소되어, 전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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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소비가 감소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기술적인 장점은 트랙 식별 신호 및 PES를 발생하는 정확도를 증진시킴으로써 트

랙 재판독을 줄이고 전체 HDD 성능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 외의 기술적인 장점들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

위와 도면으로부터 본 기술 분야에서의 숙련자라면 용이하게 이해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판독 동작 중에 데이터를 검색하고 기록 동작 중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이용되는 디스크 드라이브 대용량 저장

시스템(30)의 블록도이다. 디스크 드라이브 대용량 저장 시스템(30)은 판독 동작 및 기록 동작 중에 호스트(32)와 인터페

이스하여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으로서, 디스크/헤드 어셈블리(disk/head assembly)(12), 전치 증폭기(14), 동기 샘플 데

이터(synchronously sampled data : SSD) 채널(10), 및 제어 회로(11)를 포함한다.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2) 및 전치 증

폭기(14)는 자기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이용된다. SSD 채널(10) 및 제어 회로(11)는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2)에

기록하고 그로부터 판독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디스크 드라이브 대용량 저장 시스템(30)의 다양한 동작을 제어하는 데 이

용된다. 호스트(32)는 제어 회로(11)와 디지털 데이터를 교환한다.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2)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이용되는 복수의 회전 자기 디스크 또는 원판을 포함한다. 데이터는 자

기 원판 상의 자기 변화로서 저장된다. 판독/기록 헤드는 자기 원판의 각각의 면으로부터 데이터를 저장 및 검색하는 데 이

용된다. 데이터는 판독 데이터 신호 및 기록 데이터 신호의 형태로 제공된다. 판독/기록 헤드는 자기 저항(magneto-

resistive) 헤드와 같은 복수의 이용 가능한 판독/기록 헤드일 수 있다. 전치 증폭기(14)는 판독/기록 헤드와 SSD 채널(10)

간을 인터페이스하고, 판독 데이터 신호 및 기록 데이터 신호를 필요한 만큼 증폭시킨다.

SSD 채널(10)은 판독 동작 및 기록 동작 중에 전치 증폭기(14)를 통해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2)와 아날로그 데이터 신호

를 교환하고, 데이터/파라미터 경로(13)를 통해 제어 회로(11)와 디지털 데이터 신호를 교환하는 데 이용된다. SSD 채널

(10)은 기록 채널(16), 판독 채널(18), 서보 복조기(20), 및 파라미터 메모리(22)를 포함한다. SSD 채널(10)은 단일 집적

회로로 구현될 수 있다. 판독 채널(18) 및 서보 복조기(20)를 둘러싸는 점선으로 된 블록은 판독 채널(18)과 서보 복조기

(20)의 조합을 나타내고, 판독 채널/서보 복조기(36)로서 지칭될 수 있다. 도 2에 보다 상세히 도시된 판독 채널/서보 복조

기(36)는 단일 집적 회로로 구현될 수 있다.

기록 채널(16)은 기록 동작 중에 제어 회로(11)로부터 디지털 데이터를 데이터/파라미터 경로(13)를 통해 병렬로 수신한

다. 디지털 데이터는 저장되기 위한 재포맷이 수행되어,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2)에 제공된다. 기록 채널(16)은 레지스

터, 스크램블러(scrambler), 부호기(encoder), 직렬화기(serializer), 및 기록 전치 보상 회로(write precompensation

circuit)를 포함한다. 기록 채널(16)의 동작 및 타이밍은 위상 동기 루프(phase locked loop)에 의해 제어된다.

판독 채널(18)은 판독 동작 중에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2)로부터 아날로그 데이터 신호를 전치 증폭기(14)를 통해 수신

한다. 판독 채널(18)은 아날로그 데이터 신호를 상태 조정하여, 복호화하고, 포맷하며, 디지털 데이터 신호를 데이터/파라

미터 경로(13)를 통해 제어 회로(11)에 병렬로 제공한다. 판독 채널(18)은 자동 이득 제어 회로, 저역 통과 필터, 샘플러,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와 같은 등화기, 및 비터비 검출기와 같은 최대 가능성 부분 응답 검출기 등의 임의의 다양한 회로

모듈을 포함한다. 판독 채널(18)의 타이밍 및 동작은 위상 동기 루프에 의해 제어된다.

SSD 채널(10)의 다양한 회로 모듈은 향상된 성능 혹은 최적의 성능을 위한 동작 파라미터를 수신한다. 일반적으로, 동작

파라미터는 번-인(burn-in) 중에 계산되지만, 다른 시간에 계산될 수도 있다. 동작 파라미터는 SSD 채널(10)의 동작을 향

상시키는 데 이용된다. 또한, 동작 파라미터는 시스템에 따라 변하여 동작 성능에 영향을 주는 디스크 드라이브 대용량 저

장 시스템(30)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과 자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스타트-업(start-up) 중에, 동작 파라미터는 제

어 회로(11)로부터 데이터/파라미터 경로(13)를 통해 SSD 채널(10)로 제공된다. 파라미터 메모리(22)는 동작 파라미터를

저장한다. 다음으로, SSD 채널(10)의 다양한 회로 모듈은 파라미터 메모리(22)로부터 동작 파라미터를 액세스할 수 있다.

판독 채널(18)과 관련하여, 서보 복조기(20)는 트랙 식별 신호 및 위치 에러 신호(PES)를 발생하고, 판독 동작 및 기록 동

작 중에 이 신호들을 제어 회로(11)에 제공한다. 이 신호들은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2)의 디스크에 저장된 서보 웨지로부

터 비롯된 것이다. 트랙 식별 신호는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2)의 디스크 상의 여러 트랙들을 식별한다. PES는, 헤드가 판

독 동작 및 기록 동작 중에 적절히 위치되도록, 각각의 트랙 상에 판독/기록 헤드의 위치를 정하는 데 관한 것이다.

제어 회로(11)는 디스크 드라이브 대용량 저장 시스템(30)의 다양한 동작을 제어하는 데 이용되고, SSD 채널(10) 및 호스

트(32)와 디지털 데이터를 교환하는 데 이용된다. 제어 회로(11)는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 μP)(28), 디스크

제어 회로(24), 랜덤 액세스 메모리(random access memory : RAM)(26), 및 판독 전용 메모리(read only memory :

ROM)(29)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28), 디스크 제어 회로(24), RAM(26), 및 ROM(29)은 함께, 데이터가 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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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로부터 수신되어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2)에 저장되고 이후에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2)로부터 검색되어 호스트

(32)로 다시 제공되도록, 디스크 드라이브 대용량 시스템(30)에 제어 기능 및 논리 기능을 제공한다. ROM(29)은 디스크

드라이브 대용량 저장 시스템(30)을 동작시키고 제어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프로세서(28)에 의해 이용되는 미리 로드된

마이크로프로세서 명령어를 저장한다. 또한, ROM(29)는 스타트-업 중에 파라미터 메모리(22)에 제공되는 동작 파라미터

를 저장할 수 있다. RAM(26)은 판독 동작 및 기록 동작 중에 디지털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데 이용된다. 디스크

제어 회로(24)는, 디스크 드라이브 대용량 저장 시스템(30)을 호스트(32)와 인터페이스시키고 제어 회로(11)를 SSD 채널

(10)에 내부적으로 인터페이스시키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논리 및 버스 중재 회로(bus arbirtation circuitry)를 포함한다.

회로 구현에 따라, 임의의 다양한 회로가 디스크 제어 회로(24)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제어 회로(11)는 서보 복조기(20)로부터 트랙 식별 신호 및 PES를 수신하는 데 이용된다. 제어 회로(11)는 이 신호

들을 처리하여, 데이터가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4)의 디스크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판독될 수 있도록

판독/기록 헤드가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2) 상에 바람직하게 위치되고 정렬되게 한다.

동작에 있어서, 디스크 드라이브 대용량 저장 시스템(30)은 전력이 초기에 제공되는 경우, 초기화(initialization) 또는 스타

트-업 루틴(routine)으로 진행한다. 이와 같은 하나의 루틴은 마이크로프로세서(28)가 ROM(29)에 미리 저장되어 있던 동

작 파라미터를 데이터/파라미터 경로(13)를 통해 파라미터 메모리(22)에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동작 파라미터

는 판독 동작 중의 판독 채널(18)에 의해 이용되고 SSD 채널(10)의 다른 회로 모듈에 의해 이용되도록 파라미터 메모리

(22)의 메모리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초기화 루틴이 완료된 후에, 데이터는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2)에 기록되거나 그로부터 판독될 수 있다. 서보 복조기(20)

는, 판독/기록 헤드가 데이터를 판독 및 기록하기 위해 적절하게 위치되고 정렬되도록, 트랙 식별 신호 및 PES를 제공한

다.

판독 동작 중에, 호스트(32)는 데이터 요청을 개시한다.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2)의 판독/기록 헤드가 적절히 위치되면,

아날로그 데이터 신호가 전치 증폭기(14)에 제공된다. 판독 채널(18)은 전치 증폭기(14)로부터 아날로그 데이터 신호를 수

신하고, 이 아날로그 데이터 신호를 처리하여, 대응하는 디지털 신호를 제공한다. 이것은, 도 2에 도시되고 이후에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아날로그 데이터 신호를 동기 샘플링하고 디지털 신호를 검출하는 다양한 회로 모듈 및 기술을 이용

하는 것을 포함한다. 판독 채널(18)은 디지털 데이터 신호를 데이터/파라미터 경로(13)를 통해 디스크 제어 회로(24)에 제

공한다. 디스크 제어 회로(24)는 판독 동작, 기록 동작, 및 서보 동작 중에 SSD 채널(10), 호스트(32), RAM(26), 마이크로

프로세서(28), 및 ROM(29) 간의 다양한 디지털 논리 제어 및 중재 회로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디지털 데이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28)가 데이터가 전송될 준비가 되었음을 호스트(32)에 알릴 때까지 RAM(26)에 저장되어 있게 된다. 호스트(32)

는 퍼스널 컴퓨터의 시스템 버스와 같은 시스템 버스일 수 있다.

기록 동작 중에, 디지털 데이터 신호는 호스트(32)로부터 수신되고, 궁극적으로는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2)에 저장된다.

디지털 데이터는 초기에 호스트(32)로부터 제어 회로(11)에 제공된다. 제어 회로(11)는 디지털 데이터를 RAM(26)에 저장

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28)는 데이터가 RAM(26)으로부터 기록 채널(16)을 통해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2)로 전송되도

록 일련의 작업 순서를 계획한다. 이러한 데이터 교환은 데이터/파라미터 경로(13)를 통해 이루어진다. 기록 채널(16)은

디지털 데이터를 부호화하고, 데이터를 직렬로 배치한다. 다음으로,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2)의 헤드가 디스크 상의 적절

한 위치에 데이터를 기록 또는 저장하도록 적절하게 위치된 후, 기록 채널(16)은 데이터를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2)에 제

공한다.

도 2는 판독 채널(18)과 서보 복조기(20)의 조합인 판독 채널/서보 복조기(36)의 블록도이다. 판독 채널(18)은 판독 동작

중에는 아날로그 판독 신호를 처리하고, 상태를 조정하며, 서보 동작 중에는 수신된 서보 웨지 신호를 처리하는 데 이용된

다. 서보 동작 중에, 서보 복조기(20)는 적절한 트랙 식별 신호 및 PES가 서보 복조기(20)에 의해 발생되도록 판독 채널

(18)과 밀접하게 인터페이스한다. 따라서, 판독 채널/서보 복조기(36)는 판독 동작 중에는 판독 모드로 동작하고, 서보 동

작 중에는 서보 모드로 동작할 수 있다.

판독 채널(18)은 도 2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동기 샘플 판독 채널로 구현되었고, 부분 응답, 클래스 Ⅳ (PR4) 또는 듀오바이

너리, 디코드 판독 채널(partial response, class Ⅳ (PR4) or duobinary, dicode read channel)로 구현된다. 판독 채널

(18)은 판독 동작 중에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2)로부터 전치 증폭기(14)를 통해 수신된 아날로그 판독 신호를 처리하고

상태 조정하는 데 이용되는 다양한 회로 모듈을 포함한다. 판독 채널(18)의 회로 모듈은 가변 이득 증폭기(variable gain

amplifier : VGA)(40), 자동 이득 제어 회로(automatic gain control circuit : AGC)(44), 저역 통과 필터(low pass filter :

LPF)(42), 샘플러(sampler)(46),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finite impluse response : FIR)(48), 에러 회로(50), 위상 동기

루프(phase locked loop : PLL)(52), 샘플 클럭 멀티플렉서(sample clock multiplexer)(56), 및 비터비 검출기(54)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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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이 모든 회로 모듈들은 판독 동작 중에 아날로그 판독 신호를 상태 조정하기 위한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이용되

어, 대응하는 정확한 디지털 데이터 신호가 비터비 검출기(54)의 출력에서 제공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 신

호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 회로에 제공되고, 궁극적으로는 호스트 시스템에 제공된다.

RDGATE 신호, 웨지 인에이블 신호(100), 및 도 2에 도시되지 않은 다른 제어 신호들은 판독 채널(18)에 제공되고, 필요

한 경우, 판독 채널(18)의 다양한 모듈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다. 판독 채널/서보 복조기(36)는 RDGATE 신호가 인에이블

되는 경우에는 판독 모드로 동작하고, 웨지 인에이블 신호(100)가 인에이블되는 경우에는 서보 모드로 동작한다.

서보 동작 중에, VGA(40)는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2)에 저장된 서보 웨지로부터 발생되는 아날로그 서보 웨지 신호를 전

치 증폭기(14)로부터 수신하고, 이 신호를 증폭하여, 증폭된 아날로그 서보 웨지 신호를 발생한다. VGA(40)는 AGC와 함

께, 판독 채널(18)에서 필요한 만큼 아날로그 서보 웨지 신호에 적절한 증폭을 제공하도록 동작한다. AGC(44)는 VGA(40)

에 의해 아날로그 서보 웨지 신호에 제공되는 증폭 및 이득이 적절하게 조정되도록 에러 회로(50)로부터 궤환 정보를 수신

한다. 에러 신호(50)는 샘플링 또는 이산 시간 신호 처리 중에 아날로그 에러 신호를 AGC(44)에 제공한다. 이러한 아날로

그 에러 신호는 AGC(44)의 입력으로서 제공되어, VGA(40)의 이득을 결정하는 데 이용된다.

VGA(40)는 판독 채널(18)에서의 또 다른 처리를 위해 증폭된 아날로그 서보 웨지 신호를 LPF(42)에 제공한다. LPF(42)

는 증폭된 아날로그 서보 웨지 신호를 수신하고, 원치 않는 고주파 잡음을 제거하도록 신호를 필터링하며, 서보 모드 동작

중에 필터링된 신호를 발생한다. 또한, LPF(42)는 파형 성형(waveform shaping) 및 진폭 부스트(amplitude boost)를 제

공한다. LPF(42)는 RDGATE 신호 및 웨지 인에이블 신호(100)에 의해 결정되는 바와 같이 판독 모드 및 서보 모드로 동

작되도록 Gm/C 성분을 이용하여 설계된 연속 시간 7차 필터(continuous time 7th order filter)일 수 있다. LPF(42)의 차

단 주파수 및 부스트는 프로그램 가능하다.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는 도 3에 상세히 도시된 바와 같이 샘플러(46)

및 서보 복조기(20)에 제공된다.

샘플러(46)는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를 수신하고, 이산 시간에서 연속 시간 신호를 동기 샘플링하며, 샘플링된 값

을 다음 샘플 시간까지 보유하거나 제공한다. PLL(42)은 샘플러(46)가 신호를 샘플링하고 보유하는 때를 나타내는 클럭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판독 동작 중에 샘플러(46)를 제어한다. 서보 복조기(20)는 동기 서보 클럭 신호(102)를 통해 서보

모드 중에 샘플러(46)의 샘플링 동작을 제어한다. 서보 동작이 수행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웨지 인에이블 신호(100)가 인에

이블되는 경우, 샘플 클럭 멀티플렉서(56)는 동기 서보 클럭 신호(102)를 샘플러(46)에 제공한다. 서보 동작 중에, 샘플러

(46)의 출력은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이다.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는, 서보 웨지 신호(112)가 샘

플러(46)에 의해 샘플링된 때에,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의 값 또는 진폭에 대응하는 이산값을 갖는다. 샘플러(46)

는 FIR(48)에 시계열 다중화(time sequence multiplex)되는 순환 샘플 앤드 홀드 회로(circular sample and hold

circuit)와 같은 샘플 앤드 홀드 회로일 수 있으며, 그 결과, 정확한 시계열값이 FIR(48)에 제공된다.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

지 신호(114)는 FIR(48) 및 서보 복조기(20)에 제공된다.

FIR(48)은 샘플러(46)로부터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를 수신하고, 비터비 검출기(54)의 대상 함수(target

function)로 등화된 이산 등화된 신호를 발생한다. FIR(48)은 복수의 필터 계수 또는 탭(tap)을 이용하여 신호를 필터링한

다. FIR(48)은 복수의 승산기를 포함하고, 각각의 승산기는 필터 계수들 중의 하나 및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

로부터 제공되는 이산값들 중의 연속하는 하나를 수신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승산기의 출력은 아날로그 가산기 회로와 같

은 가산기에 제공되고, 가산기는 이들 값들을 합산하여 FIR(48)의 출력을 제공한다.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의

이산값들이 변경되는 바와 같이, 이산값들 중 연속하는 하나는 하나의 승산기로부터 다음 승산기로 시프트되고, 그 결과

제1 승산기는 가장 나중의 이산값을 수신하고, 최종 승산기는 가장 이전의 이산값을 탈락시키고 그 다음의 이전 이산값을

수신한다.

FIR(48)은 프로그램 가능 디지털 회로에 의해 설정되는 계수를 갖는 5개의 탭 필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FIR(48)은 디지

털/아날로그 변환기를 통해 아날로그 값으로 변환되는 5개의 디지털 계수 또는 필터 탭 가중치를 수신할 수 있다. 다음으

로, 각각의 계수는 각각의 승산기에 제공된다. 각각의 승산기는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의 이산값들 중 연속하는 하

나를 수신한다. 5개의 모든 승산기들의 출력은 아날로그 가산기 회로에 제공되고, 이 아날로그 가산기 회로는 FIR(48)의

출력으로서 이산 등화된 신호를 제공한다. 계수 또는 탭 및 대응하는 승산기의 수는 변할 수 있다. FIR(48)은 이산 등화된

신호를 비터비 검출기(54) 및 에러 회로(50)에 제공한다.

에러 회로(50)는 FIR(48)에 의해 제공된 이산 등화된 신호를 수신하고 아날로그 에러 신호를 발생한다. 아날로그 에러 신

호는 PLL(52) 및 AGC(44)의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아날로그 에러 신호는 이상적인 목표값과 이산 등화된 신호의 이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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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지를 나타낸다. 에러 회로(50)는 이산 등화된 신호의 이산값을 여러 이상적인 목표값들 및

임계값들과 비교하기 위한 비교기 및 저장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도 2에는 도시되지 않았으나, 이 목표값들 및 임계값들은

에러 회로(50)에 제공된다.

PLL(52)은 판독 동작 및 서보 동작 중에 에러 회로(50)로부터 아날로그 에러 신호를 수신하고 클럭 신호를 발생한다. 또

한, PLL(52)는, 도 2에는 도시되지 않았으나 기준 클럭 신호를 수신하고 클럭 신호를 발생한다. 클럭 신호는 판독 동작 중

에 샘플러(46)의 샘플링 시간 또는 샘플링 간격을 제어하고, 판독 채널(18)의 여러 회로에 대한 타이밍 신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PLL(52)은 에러 신호를 수신하고, 그의 출력 클럭 신호의 주파수를 에러 신호에 대응하는 양만큼 조정한

다. 샘플 클럭 멀티플렉서(56)는 클럭 신호를 수신하고, 판독 동작 중에 클럭 신호를 샘플러(46)에 제공한다.

비터비 검출기(54)는 FIR(48)로부터의 이산 등화된 신호에 의해 제공되는 부분 응답 신호를 분석하기 위한 비터비 알고리

듬을 구현하는 최대 가능성 검출기 또는 비터비 복호기이다. 비터비 검출기(54)는 서보 모드 동작 중에 디지털 서보 웨지

신호(116)를 발생한다. 최대 가능성 검출을 수행함에 있어서, 비터비 알고리듬은 트렐리스도(trellis diagram)의 분지

(branch)들을 따라 최상의 경로를 결정하는 반복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최대 가능성 검출은 복수의 연속하는 데이터 샘플

들을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경로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복수의 연속하는 샘플들을 분석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순서

가 선택된다. 비터비 검출기(54)는 미터 회로(metric circuit) 및 짝수 ·홀수 트렐리스 회로(even and odd trellis circuit)

를 포함하는 트렐리스 블록을 포함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판독 채널(18)은 부분 응답, 클래스 Ⅳ (PR4) 또는 듀오 바이너리, 디코드 판독 채널로 구현된 동기 샘플

판독 채널이다. PR4 판독 채널에 있어서, FIR(48)에 의해 제공된 이산 등화된 신호는 짝수 ·홀수 삽입 신호(even and odd

interleave signal)로 분해된다. 짝수 ·홀수 삽입 신호는 이산 등화 신호의 각각의 이산값을 교번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발생

될 수 있고, 그 결과 홀수 삽입 신호는 매번 다른 이산값을 포함하며 짝수 삽입 신호는 나머지 이산값들을 포함한다. 각각

의 삽입 신호는 비터비 검출기(54)에 의해 개별적으로 분석되고, 그 다음 하나의 디지털 데이터 출력 신호로 삽입 또는 조

합된다.

미터 회로는 짝수 삽입 신호 및 홀수 삽입 신호를 교번적으로 분석하고, 응답으로 2 비트 전이 신호(two bit transition

signal)를 제공한다. 이러한 전이 신호는 음의 전이 신호 및 양의 전이 신호를 포함한다. 전이 신호는 홀수 삽입 신호를 위

한 전이 신호 및 그 다음 짝수 삽입 신호에 대한 전이 신호를 교번적으로 제공한다. 트렐리스 블록은 짝수 트렐리스 회로

및 홀수 트렐리스 회로를 포함하고, 이 각각의 회로는 미터 회로로부터 대응하는 전이 신호를 수신한다. 홀수 트렐리스 회

로 및 짝수 트렐리스 회로는 전이 신호의 순차적인 복호화를 위해 논리 트리 또는 결정 트리로서 작동한다. 홀수 트렐리스

회로 및 짝수 트렐리스 회로의 디지털 출력 신호들은 서보 동작 중에 디지털 서보 웨지 신호(116)로서의 역할을 하는 하나

의 디지털 데이터를 발생하도록 삽입 또는 재조합된다.

서보 동작 중의 작동에 있어서, 판독 채널(18)은 웨지 인에이블 신호(100)가 인에이블된 경우에 디스크/헤드 어셈블리(12)

로부터 아날로그 서보 웨지 신호를 수신한다. VGA(40)는 아날로그 서보 웨지 신호를 수신하여 이 신호에 적절한 이득 또

는 증폭을 제공하고, 이 신호를 LPF(42)에 제공한다. AGC(44)는 적절한 증폭 또는 이득을 결정하도록 이득 신호를 VGA

(40)에 제공한다. AGC(44)는 VGA(40)에 제공된 이득 신호에 대해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에러 회로(50)로부터 궤

환 정보를 수신한다. LPF(42)는 아날로그 서보 웨지 신호를 필터링하고,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를 발생한다.

PLL(52)의 제어 하에서, 샘플러(46)는 LPF(42)로부터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를 수신하고, 이러한 신호를 동기 샘

플링한다. 샘플러(46)는 응답으로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를 발생한다. FIR(48)은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

호(114)를 수신하여 상태 조정하고 등화하며, 판독 채널(18)의 원하는 채널 응답을 갖는 이산 등화된 신호를 발생한다. 비

터비 검출기(54)는 이산 등화된 신호를 수신하고 이 신호를 분석하여, 서보 동작 중에 서보 복조기(20)에 제공될 디지털 서

보 웨지 신호(116)를 발생한다. 서보 복조기(20)는 서보 기준 클럭(110), 웨지 인에이블 신호(100), 서보 AGC 인에이블

신호(104), 임계 신호, 및 판독 채널(18)로부터의 다양한 신호 - 예를 들면,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 및 디지털 서보 웨지 신호(116) - 를 수신하고, 이 신호들을 이용하여 서보 동작 중에 동기 서보 클

럭 신호(102) 및 서보 복조기 출력 신호(152)를 발생한다. 서보 복조기 출력 신호(152)는 트랙 식별 시간 주기 중에 트랙

식별 신호(148)를 제공하고, PES 시간 주기 중에는 PES(150)를 제공한다. 이 신호들은 판독/기록 헤드가 판독 동작 및 기

록 동작 중에 적절히 위치되고 정렬되도록 제어 회로(11)에 제공된다. 따라서, 서보 복조기(20)는 서보 복조기 출력 신호

(152)가 서보 동작 중에 발생되도록, 동기 서보 클럭 신호(102)의 제어 하에 판독 채널(18)을 이용하여, 필터링된 서보 웨

지 신호(112),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 및 디지털 서보 웨지 신호(116)를 발생한다. 도 3, 도 4, 도 5, 및 도 6

은 서보 복조기(20)의 동작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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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서보 복조기(20)의 블록도이다. 서보 복조기(20)는 판독 채널(18)과 관련하여, 트랙 식별 신호(148) 및 위치 에러

신호(150)를 포함하는 서보 복조기 출력 신호(152)를 발생하는 데 이용된다. 서보 복조기(20)는 점선으로 표시된 서보 클

럭 발생 회로(90), 점선으로 표시된 위치 에러 신호 회로(92), 및 트랙 식별 회로(76)로서 표시되는 세 동작 영역으로 구성

될 수 있다.

서보 클럭 발생 회로(90)는 판독 채널(18)로부터의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 서보 AGC 인에이블 신호(104), 및 서

보 기준 클럭 신호(110)를 수신하고, 응답으로 동기 서보 클럭 신호(102)를 발생한다. 서보 클럭 발생 회로(90)는 동기 서

보 클럭 신호(102)를 발생하여, 동기 서보 클럭 신호(102)와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 간의 위상 편차가 최소화되게

한다. 일반적으로, 서보 기준 클럭 신호(110) 및 동기 서보 클럭 신호(102)는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의 주파수보다

큰 주파수를 갖는다. 예를 들면,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는 약 10 ㎒의 주파수로 생성되는 반면, 서보 기준 클럭

(110)은 약 40 ㎒의 주파수로 제공될 수 있다. 동기 서보 클럭 신호(102)는,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가 동기 샘플링

되어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가 발생되도록,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샘플 클럭 멀티플렉서(56)에 제공되고

나서 샘플러(46)에 제공된다. 서보 클럭 발생 회로(90)는 제로 위상 리스타트(zero phase restart) 회로(60) 및 지연 동기

루프(delay lock loop : DLL)(62)를 포함한다. 도 5는 서보 클럭 발생 회로(90)의 여러 신호의 타이밍을 도시한다.

제로 위상 리스타트 회로(60)는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 서보 AGC 인에이블 신호(104), 서보 기준 클럭 신호(110)

를 수신하고, 응답으로 제로 위상 리스타트 신호(130)를 발생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보 AGC 인에이블 신호

(104)가 인에이블 상태로부터 언인에이블(unenable) 상태로 전이된 후에, 제로 위상 리스타트 회로(60)는 비교기를 이용

하여,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와 서보 기준 클럭 신호(110)를 비교한다. 도 2를 참조하여 설명된 아날로그 서보 웨

지 신호와 같은 서보 웨지 신호가 서보 동작 중에 AGC 정보를 판독 채널(18)에 제공하는 시간 중에는 서보 AGC 인에이블

신호(104)가 인에이블 상태로 제공된다. AGC 인에이블 신호(104)가 인에이블 상태로부터 언인에이블 상태로 전이된 후

에, 서보 기준 클럭 신호(110) 및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가 비교되고, 제로 위상 리스타트 신호(130)가 발생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로 위상 리스타트 신호(130)는 서보 기준 클럭 신호(110)와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 간

의 위상 편차에 대응하는 시간 주기 동안 인에이블 상태로 제공된다.

지연 동기 루프(62)는 서보 기준 클럭 신호(110)와 함께 제로 위상 리스타트 회로(60)로부터의 제로 위상 리스타트 신호를

수신하고, 응답으로 동기 서보 클럭 신호(102)를 발생한다. 지연 동기 루프(62)는 제로 위상 리스타트 신호(130)에 의해

결정된 양만큼 서보 기준 클럭 신호(110)의 위상을 조정하여, 동기 서보 클럭 신호(102)가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

와는 동상으로 제공되고, 서보 기준 클럭 신호(110)의 주파수와는 동일한 주파수로 제공된다.

지연 동기 루프(62)는 제로 위상 리스타트 신호(130)에 의해 표시되는 양만큼 서보 기준 클럭 신호(110)의 위상을 지연하

는 데 이용되는 일련의 버퍼 또는 인버터 등의 복수의 지연 블록을 포함한다. 지연 동기 루프(62)가 일련의 버퍼와, 필요한

개수의 버퍼를 선택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데 이용되는 멀티플렉서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어서, 서보 기준 클럭 신호

(110)는 제로 위상 리스타트 신호(130)가 인에이블 상태로 제공되는 시간과 동일한 양만큼 지연된다. 동기 서보 클럭 신호

(102)는 상술된 바와 같이 위치 에러 신호 회로(92)의 어드레스 마크 회로(64) 및 판독 채널(18)의 샘플 클럭 멀티플렉서

(56)에 제공된다.

위치 에러 신호 회로(92)는 판독 채널(18)로부터의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의 수신에 응답하여 트랙 인에이블

신호(106) 및 위치 에러 신호(150)를 발생하는 데 이용된다. 위치 에러 신호 회로(92)는 어드레스 마크 회로(64), 상태 장

치(state machine)(66), 아날로그 가산기 회로와 같은 제1 가산기 회로(68), 제2 가산기 회로(70), 제3 가산기 회로(72),

제4 가산기 회로(74), 및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80)를 포함한다.

어드레스 마크 회로(64)는 서보 클럭 발생 회로(90)로부터의 동기 서보 클럭 신호, 웨지 인에이블 신호(100), 임계 신호,

및 판독 채널(18)로부터의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를 수신한다.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는 동기 서

보 클럭 신호(102)의 제어 하에, 샘플러(46)에 의해 미리 샘플링된 것이다. 어드레스 마크 회로(64)는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를 처리하고,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가 어드레스 마크 정보를 제공한 후에 어드레스 마크 인에

이블 신호(108)를 인에이블 상태로 발생한다. 어드레스 마크 회로(64)의 상세는 도 4에 도시되어 있으며, 이하 상세히 설

명한다.

어드레스 마크 인에이블 신호(108)는 상태 장치(66) 및 도시된 여러 가산기 회로들에 제공된다. 상태 장치(66)는 어드레스

마크 인에이블 신호와 함께 동기 서보 클럭 신호(102)를 수신하고, 서보 복조기(20)의 다른 회로를 인에이블시키는 데 이

용되는 여러 신호들을 발생한다. 예를 들면, 상태 장치(66)는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6)가 트랙 식별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 중에 트랙 인에이블 신호(106)를 인에이블 상태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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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장치(66)는, 트랙 인에이블 신호(106), 제1 가산기 회로 인에이블 신호(120), 제2 가산기 회로 인에이블 신호(122),

제3 가산기 회로 인에이블 신호(124), 및 제4 가산기 회로 인에이블 신호(126)를 포함하는 다양한 출력 신호들을 발생하

는 데 이용되는 프로그램 가능 타이머 등의 다양한 타이머 또는 카운터를 포함한다. 상태 장치(66)는 상태 장치(66)의 다양

한 타이머 및 카운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클럭으로 동기 서보 클럭 신호(102)를 사용한다. 도 6은 이후에 상세하게 논의되

는 바와 같이 상태 장치(66) 및 그에 관련된 타이밍에 의해 발생되는 출력 신호를 도시한다. 도 3에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상태 장치(66)는 상태 장치(66)의 각각의 출력 신호들이 인에이블되는 시간 길이와 이러한 신호들이 인에이블되는 시점을

결정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가능 제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위치 에러 신호 회로(92)의 설명을 마치기 전에, 트랙 식별 회로(76)를 이하 설명한다. 트랙 식별 회로(76)는 판독 채널

(18)로부터의 디지털 서보 웨지 신호(116) 및 트랙 인에이블 신호(106)를 수신하고, 출력으로 트랙 식별 신호(148)를 발

생한다. 트랙 식별 회로(76)의 동작은 상태 장치(66)가 제공하는 인에이블 신호(106)에 의해 제어된다. 트랙 식별 회로

(76)는 디지털 서보 웨지 신호(116)를 수신하는 시프트 레지스터로 구현될 수 있고, 트랙 인에이블 신호(106)가 인에이블

상태로 제공되는 기간 중에 트랙 식별 신호(148)로서 해당 디지털 신호를 제공한다. 트랙 인에이블 신호(106)가 인에이블

상태로 제공되는 시간 주기는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 또는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가 도 5에 도시된 바

와 같이 트랙 식별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 주기에 대응한다. 트랙 식별 정보가 서보 웨지에 의해 제공되는 시간 중에, 트랙

식별 신호(148)는 서보 복조기 출력 신호(152)로서의 역할을 한다.

위치 에러 신호 회로(92)의 설명을 다시 참조하면, 위치 에러 신호 정보가 서보 웨지에 의해 제공되는 제1 주기의 시간 중

에, 상태 장치(66)는 제1 가산기 회로 인에이블 신호(120)를 발생한다. 제1 가산기 회로(68), 제2 가산기 회로(70), 제3 가

산 회로(72), 및 제4 가산기(74)는 모두 아날로그 가산기 회로 등의 가산기 회로이다. 어드레스 마크 인에이블 신호(108)

가 어드레스 마크 회로(64)로부터 인에이블 상태로 제공되면, 이 가산기 회로들은 리세트된다.

제1 가산기 회로(68)는 상태 장치(66)로부터의 제1 가산기 회로 인에이블 신호(120) 및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

(114)를 수신한다. 위치 에러 신호 정보가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를 이용하여 서보 웨지에 의해 제공되는 제1

주기 중에, 제1 가산기 회로 인에이블 신호(120)는 인에이블 상태로 제공된다. 이러한 주기 중에, 제1 가산기 회로(68)는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를 아날로그 가산기 회로 또는 아날로그 합산기 회로에 제공함으로써 제1 신호(140)를

발생한다. 다음으로, 제1 신호(140)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80)에 제공된다.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80)는 제1 신호

(140)를 아날로그 상태로부터 디지털 상태로 변환시키고, 제1 주기 중에 서보 복조기 출력 신호(152)로서의 역할을 하는

위치 에러 신호(150)를 제공한다.

제2 가산기 회로(70), 제3 가산기 회로(72), 및 제4 가산기 회로(74)는 제1 가산기 회로(68)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지

만, 위치 에러 신호 정보가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를 이용하여 서보 웨지로부터 제공되는 이후의 주기에, 상태

장치(66)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회로들에 대응하는 가산기 인에이블 신호가 발생된다는 점은 다르다. 이 가산기 회로들의

동작 및 타이밍은 도 5 및 도 6에 보다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제2 가산기 회로(70)는 위치 에러 신호 정보가 제공되는 제2

주기 중에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80)에 의해 변환되는 제2 신호(142)를 발생한다. 제3 가산기 회로(72)는 위치 에러 신

호 제공되는 제3 주기 중에 제3 신호(144)를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제4 가산기 회로(74)는 위치 에러 신호 정보가 제공되

는 제4 주기 중에 제4 신호(146)를 발생한다. 제2 신호(142), 제3 신호(144), 및 제4 신호(146)는 그들의 각 시간 주기 중

에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80)에 각각 제공된다.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80)의 해당 출력은 이 시간들 중에 서보 복조기

출력 신호(152)로서의 역할을 하는 위치 에러 신호(150)이다. 위치 에러 신호 정보가 제공되는 제1 주기, 제2 주기, 제3 주

기, 및 제4 주기는 서보 웨지 신호에 의해 제공되는 서보 버스트 신호에 대응할 수 있다.

도 4는 어드레스 마크 회로(64)의 상세한 블록도이다. 어드레스 마크 회로(64)는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 임

계 신호, 동기 서보 클럭 신호(102), 웨지 인에이블 신호(100)를 수신하고, 응답으로 어드레스 마크 인에이블 신호(108)를

발생한다. 어드레스 마크 인에이블 신호(108)의 인에이블 상태로부터 언인에이블 상태로의 전이는 어드레스 마크 정보가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에 의해 제공되고, 트랙 식별 정보가 그 다음 제공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어드레스 마크 회로(64)는,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를 정류하고 정류된 신호를 비교기(82)에 대한 입력으로서

제공하는 정류기 회로(80)를 포함한다. 또한, 비교기(82)는 또한 프로그램 가능 임계 신호 등의 임계 신호를 수신하고, 이

들 두 입력 신호를 비교한다. 정류기 회로(80)의 출력이 임계 신호를 초과하는 경우, 비교기(82)는 출력 신호를 인에이블

상태로 발생한다. 따라서, 도 5의 타이밍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마크 정보가 제공되는 주기 중에, 임계 신호는 정

류기 회로(80)의 출력을 초과하여야 하고, 비교기(82)의 출력은 인에이블 상태로부터 언인에이블 상태로 전이되어, 이 주

기 중에 언인에이블 상태로 제공될 것이다. 비교기(82)의 출력은 다운 카운터(84) 및 AND 게이트(86)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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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카운터(84)는 웨지 인에이블 신호(100)가 인에이블 상태로 제공되는 시간 주기 중에 인에이블 되는 카운터이다. 비교

기(82)의 출력이 인에이블 상태로 제공되는 경우, 다운 카운터(84)는 프로그램 가능 초기값으로부터 다운 카운팅을 시작

한다. 다운 카운터(84)는 동기 서보 클럭 신호(102)의 클럭 사이클마다 또는 복수의 클럭 사이클마다 프로그램 가능 초기

값으로부터 다운 카운트를 수행한다. 다운 카운터(84)는 비교기(82)의 출력이 언인에이블 상태로부터 인에이블 상태로 전

이할 때마다 리세트된다.

다운 카운터(84)가 초기값으로부터 0으로 카운트할 때마다 다운 카운터(84)는 그의 출력을 인에이블 상태로 AND 게이트

(86)에 제공한다. 어드레스 마크 정보가 제공되는 시간 중에, 비교기(82)의 출력은 언인에이블 상태로 제공되어, 다운 카운

터(84)가 초기값으로부터 0으로 다운 카운팅하게 한다. 이와 같은 시간에, 다운 카운터(84)는 그의 출력 신호를 인에이블

상태로 AND 게이트(86)에 제공한다. 다운 카운터(86)는 일정 수의 클럭 사이클과 같이 고정된 시간 주기 동안 그의 출력

을 인에이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트랙 식별 정보가 동기 샘플링된 웨지 신호(114)에 반영된

바와 같은 서보 웨지 신호에 의해 제공될 때마다, 비교기(82)의 출력은 인에이블 상태로 AND 게이트(86)에 제공된다. 이

와 같은 시간에, 정류기 회로(80)의 출력은 임계값을 초과하고, 그 결과 비교기(82)는 인에이블 상태의 출력 신호를 발생한

다. 이와 같은 시간에, AND 게이트(86)에 제공된 2개의 입력 신호는 인에이블 상태이고, AND 게이트(86)의 출력은 인에

이블 상태로 발생된다. AND 게이트(86)의 출력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마크 인에이블 신호(108)로서의 역

할을 한다. 비교기(82)의 출력이 인에이블됨에 따라, 다운 카운터(84)는 리세트되고, 다운 카운터(84)의 출력은 결국 언인

에이블 신호로 리세트된다.

도 5는 서보 복조기(20)의 서보 클럭 발생 회로(90)의 신호를 도시하는 타이밍도이다. 상술된 바와 같이, 서보 클럭 발생

회로(90)는 판독 채널(18)의 LPF(42)로부터의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 서보 AGC 인에이블 신호(104), 서보 기준

클럭 신호(110)를 수신하고, 최종적으로는 응답으로 동기 서보 클럭 신호(110)를 발생한다.

"헤더(header)" 정보 또는 AGC 정보가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를 이용하여 서보 웨지에 의해 제공되는 시간 중에,

서보 AGC 인에이블 신호(104)는 인에이블 상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간 중에,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

이, 판독 채널의 AGC(44)는 아날로그 서보 웨지 신호를 적절하게 증폭하기 위해 VGA(40)에 제공되는 이득 신호를 확정

하는 데 이용된다. AGC 인에이블 신호(104)가 인에이블 상태로부터 언인에이블 신호로 전이된 이후에, 제로 위상 리스타

트 회로(60)는 비교기 회로를 이용하여 서보 기준 클럭 신호(110)와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를 비교함으로써 제로

위상 리스타트 신호(130)를 발생한다. 제로 위상 리스타트 신호(130)는 서보 기준 클럭 신호(110)와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 간의 위상 편차에 대응한다. 제로 위상 리스타트 신호(130)는 서보 기준 클럭 신호(110)와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의 위상이 서로 다른 시간 주기 중에 인에이블 상태로 제공된다.

제로 위상 리스타트 신호(130)는 서보 기준 클럭 신호(110)와 함께 지연 동기 루프(62)의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지연 동기

루프(62)는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와 동상인 동기 서보 클럭 신호(102)를 발생하기 위해 제로 위상 리스타트 신호

(130)와 동일한 양만큼 서보 기준 클럭 신호(110)를 지연시킨다.

도 6은 서보 복조기(20)의 위치 에러 신호 회로(92)에 이용되는 여러 입력 신호 및 내부 신호를 도시하는 타이밍도이다. 동

기 서보 클럭 신호(102)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마크 회로(64)의 여러 입력 중의 하나로서 제공된다. 어드레

스 마크 회로(64)는 응답으로 어드레스 마크 인에이블 신호(103)를 발생한다. 어드레스 마크 인에이블 신호(108) 및 동기

서보 클럭 신호(102)는 상태 장치(66)의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상태 장치(66)는 외부 포트들을 통해 프

로그램 가능한 다양한 타이머 또는 카운터 회로를 포함한다. 상태 장치(66)는 여러 인에이블링 신호를 위치 에러 신호 회

로(92) 및 트랙 식별 회로(76)의 나머지 회로에 제공하며, 그 결과 서보 복조기 출력 신호(152)가 발생되고, 최종적으로는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 회로(11)에 제공될 수 있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필터링된 서보 웨지 신호(112)는 어드레스 마크 정보가 제공된 이후에 트랙 식별 정보를 제공한

다. 이것은 어드레스 마크 인에이블 신호(108)가 인에이블 상태로부터 언인에이블 상태로 전이하는 경우에 신호된다. 상

태 장치(66)는 트랙 식별 정보가 제공되면 트랙 인에이블 신호(106)를 발생하고 이 신호를 인에이블 상태로 제공한다. 트

랙 인에이블 신호(106)가 인에이블 상태로 제공되는 시간 중에, 트랙 식별 회로(76)는 트랙 식별 신호(148)로서 디지털 서

보 웨지 신호(116)를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하여 제공하며 트랙 식별 신호(148)는 이러한 시간 중에 서보 복조기 출력 신

호(152)로서의 역할을 한다.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114)와 같은 서보 웨지 신호가 위치 에러 신호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 중에, 상태 장치(66)는

서보 웨지 신호에 의해 제공되는 4 개의 서보 버스트 신호에 대응하는 4개의 인에이블 신호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상태

장치(66)는 제1 서보 버스트가 서보 웨지 신호에 의해 제공되는 시간 주기 중에 제1 가산기 회로 인에이블 신호(120)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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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 상태로 제공한다. 위치 에러 신호 정보가 제공되는 시간 주기 중에 서보 웨지 신호가 부가적인 서보 버스트 신호를

제공하는 연속하는 시간 주기 중에, 제2 가산기 회로 인에이블 신호(122), 제3 가산기 회로 인에이블 신호(124), 및 제4 가

산기 회로 인에이블 신호(126)가 인에이블 상태로 제공된다.

이 가산기 회로 인에이블 신호들이 인에이블 상태로 제공되는 시간 주기는 프로그램 가능하며, 변경될 수 있다. 부가적으

로, 트랙 인에이블 신호(106)가 인에이블 상태로부터 언인에이블 상태로 전이하는 시점과 제1 가산기 회로 인에이블 신호

(120)가 인에이블 상태로 제공되는 시점 사이의 시간 주기 즉, 도 6에 문자 "A"로 표시된 시간 주기 또한 프로그램 가능하

다. 문자 "B"는 제1 가산기 회로 인에이블 신호(120)가 인에이블 상태로 제공되는 시간 주기를 나타낸다. 이것은 도 6에 도

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간 주기 또한 프로그램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유사하게, 제1 가산기 회로 인에이블 신호

(120)가 인에이블 상태로부터 언인에이블 상태로 전이하는 시점과 제2 가산기 회로 인에이블 신호(122)가 언인에이블 상

태로부터 인에이블 상태로 전이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 주기를 표시하는 문자 "C" 또한 프로그램 가능한 시간 주기이다. 상

태 장치(66)에 의해 발생된 신호 중의 어느 것이라도 프로그램 가능한 시간 주기 동안 인에이블 상태로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상술된 장점을 만족시키는 트랙 식별 신호 및 위치 에러 신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생하는 서

보 복조기 및 방법이 제공됨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가 상세히 도시되었으나,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

고도 다양한 변경, 대체, 및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 회로와 같은 다양한 다른 회로가 제1

가산기 회로(68), 제2 가산기 회로(70), 제3 가산기 회로(72), 제4 가산기 회로(74), 및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80)를 대

신하여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이산 또는 분리 회로로서 바람직한 실시예에 도시되고 설명된 회로들은 본 발명의 범위를 벗

어나지 않고도 하나의 회로에 조합되거나 개별적인 회로로 분리될 수 있다. 서보 웨지는 트랙 식별 정보 및 위치 에러 신호

정보와 같은 정보를 임의의 순서로 제공할 수 있다. 서보 복조기(20)에 제공되는 많은 신호들은 프로그램 가능 신호일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 개시된 직접 접속은 당업자에 의해 2개의 장치가 직접 접속하지는 않지만 본 발명이 설명하는 원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간 장치(들)를 통해 단순 서로 결합하도록 변경될 수 있다. 변경, 대체, 및 개조된 또 다른 예들이

당업자에게 의해 쉽게 확인될 수 있고, 본 발명의 범위 및 사상을 벗어나지 않고도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서보 웨지의 처리를 보조하는 피크 검출 회로를 사용하는 것 이상의 여러 기술적인 장점들을 제공한다. 본 발명

의 기술적인 장점은 트랙 식별 신호 및 PES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발생하여 전체 HDD 저장 능력을 증가시키는 능력을 포

함한다는 것이다. 서보 웨지 전용의 저장 용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HDD 저장 용량이 증대된다. 본 발명의 다른 기술적

인 장점은 전체 전력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피크 검출 회로를 제거하기 때문에 전체 회로 구성이 감소되어, 전체 전

력 소비가 감소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기술적인 장점은 트랙 식별 신호 및 PES를 발생하는 정확도를 증진시킴으로써 트

랙 재판독을 줄이고 전체 HDD 성능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기 샘플 판독 채널(synchronously sampled read channel)에 의한 서보 웨지 신호(servo wedge signal) 처리에 응답

하여, 트랙 식별 신호(track identification signal) 및 위치 에러 신호(position error signal)를 발생하는 서보 복조기

(servo demodulator)에 있어서,

기준 클럭 신호 및 상기 서보 웨지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서보 웨지 신호의 처리를 위해 상기 판독 채널에 제공되

는 동기 서보 클럭 신호를 발생하도록 동작하는 서보 클럭 발생 회로;

상기 서보 클럭 발생 회로의 상기 동기 서보 클럭 신호와 상기 판독 채널로부터의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위치 에러 신호를 발생하도록 동작하는 위치 에러 신호 회로; 및

상기 판독 채널로부터 디지털 서보 웨지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트랙 식별 신호를 발생하도록 동작하는 트랙 식별 회로

를 포함하는 서보 복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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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는, 상기 판독 채널에서, 상기 동기 서보 클럭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서보 웨지 신호를

동기 샘플링함으로써 발생되는 서보 복조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서보 웨지 신호는, 상기 판독 채널에서, 상기 동기 서보 클럭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서보 웨지 신호를 동기 샘

플링하고 상기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에 대해 최대 가능성 검출(maximum likelihood detection)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서보 복조기.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서보 웨지 신호는 어드레스 마크 부분, 트랙 식별 부분, 및 위치 에러 부분을 포함하는 서보 복조기.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에러 신호 회로는 상기 서보 웨지 신호의 트랙 식별 부분이 제공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트랙 인에이블 신호를 발

생하도록 동작하고,

상기 트랙 식별 회로는 상기 트랙 인에이블 신호 및 상기 디지털 서보 웨지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트랙 식별 신호를 발생

하도록 동작하는 서보 복조기.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에러 신호 회로는

상기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를 수신하고 처리하며, 상기 서보 웨지 신호의 어드레스 마크 부분이 제공되었음을 나

타내는 어드레스 마크 인에이블 신호를 인에이블하도록 동작하는 어드레스 마크 회로

를 포함하는 서보 복조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마크 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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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를 정류하고, 정류된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를 응답으로 발생하도록 동작하는

정류기 회로;

상기 정류된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 및 임계 신호를 비교하고, 상기 정류된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가 상기

임계 신호보다 큰지를 나타내는 비교 신호를 응답으로 발생하도록 동작하는 비교기; 및

상기 비교 신호를 수신하고, 시간 주기 중에 소정 상태의 상기 비교 신호를 수신하면 어드레스 마크 인에이블 신호를 인에

이블하도록 동작하는 타이머

를 포함하는 서보 복조기.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머는, 상기 임계 신호가 상기 정류된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복수의 연속하는

비교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어드레스 마크 인에이블 신호를 인에이블 상태로 발생하는 다운 카운터인 서보 복조기.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서보 웨지 신호는 위치 에러 부분을 포함하고, 상기 위치 에러 부분은 복수의 위치 에러 버스트(burst)를 포함하며, 상

기 위치 에러 회로는 상기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가 상기 위치 에러 부분을 제공하는 경우에 상기 위치 에러 신호를

발생하도록 동작하는 서보 복조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에러 신호 회로는

상기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에 의해 제공되는 상기 복수의 위치 에러 버스트를 수신하고 처리하여 상기 위치 에러

신호를 발생하는 복수의 샘플링 및 변환 회로; 및

상기 동기 서보 클럭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복수의 위치 에러 버스트 중의 대응하는 하나를 처리하도록 상기 복수의 샘플

링 및 변환 회로 각각을 인에이블하는 복수의 인에이블 신호를 제공하도록 동작하는 상태 장치

를 포함하는 서보 복조기.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에 의해 제공되는 상기 위치 에러 버스트들 각각은 복수의 샘플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샘플링 및 변환 회로 각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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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치 에러 버스트들 중의 하나로부터 상기 복수의 샘플을 합산하고, 응답으로 출력을 발생하는 가산 회로; 및

상기 가산 회로부터의 출력을 수신하고, 상기 위치 에러 신호의 역할을 하는 디지털 출력 신호를 응답으로 발생하도록 동

작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를 포함하는 서보 복조기.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 샘플링된 서보 웨지 신호에 의해 제공되는 상기 위치 에러 버스트들 각각은 복수의 샘플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샘플링 및 변환 회로 각각은

상기 위치 에러 버스트들 중의 하나로부터 상기 복수의 샘플을 아날로그 상태로 수신하고, 상기 복수의 샘플을 디지털 상

태로 변환하도록 동작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및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로부터 상기 디지털 상태의 복수의 샘플을 수신하고, 상기 복수의 샘플을 합산하여 상기 위치

에러 신호를 발생하도록 동작하는 가산 회로

를 포함하는 서보 복조기.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보 클럭 발생 회로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 및 상기 서보 웨지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기준 클럭 신호와 상기 서보 웨지 신호간의 위상 편차와 동

일한 주기를 가진 제로 위상 리스타트(zero phase restart) 신호를 발생하는 제로 위상 리스타트 회로; 및

상기 기준 클럭 신호 및 상기 위상 리스타트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기준 클럭 신호를 상기 제로 위상 리스타트 신호와 동

일한 양만큼 지연시킴으로써 상기 동기 서보 클럭 신호를 발생하도록 동작하는 지연 동기 루프(delay lock loop) 회로

를 포함하는 서보 복조기.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보 웨지 신호는 헤더 부분을 포함하고, 상기 서보 클럭 발생 회로는 상기 서보 웨지 신호가 상기 헤더 부분을 제공

하는 경우에 상기 동기 서보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서보 복조기.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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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랙 식별 회로는 상기 디지털 서보 웨지 신호가 트랙 식별 정보를 제공하는 주기 중에 상기 디지털 서보 웨지 신호를

수신하도록 동작하는 시프트 레지스터인 서보 복조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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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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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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