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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트랙기록매체에트랙센터링서보신호들을기록하기위한기록헤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자기  저장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높은  기계적  정밀도를  가지고  테이프 <1>
상에 서보 신호들을 기록하기 위한 기록 헤드에 관한 것으로써, 기록된 트랙들을 기록 매체 상에 위치시
키는데 사용하기 위한 정확한 참조(reference)를 제공한다.

배경기술

주어진  기록  매체(예컨대,  테이프)의  표면에  기록된  데이터의  양에  대한  증가는  제조업자들에게 <2>
있어서 끊임없는 연구과제이다.  기록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복구하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가
능한 작은 면적의 기록 매체에 각각의 자기 데이터 신호를 저장한다는 것은 데이터 밀도의 증가라는 목적
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좁고,  가깝게  위치한  트랙에  데이터의  정확한  기록  및  기록된  데이터의  복구에  대한  한가지 문제<3>
점은 기록 매체가 기록 헤드에 대하여 세로방향으로 움직일 때 가로방향의 이탈이다.  데이터 트랙이 좁
고 서로 가까이 놓여 있기 때문에, 트랙들간의 공간은 기록 매체의 가로방향 이탈을 수용할 수 없으며, 
초기에 하나의 트랙에 배정된 트랜스듀서는 기록 매체가 트랜스듀서를 지나 이동될 때 이탈되게 된다.  
테이프 이탈은, 특히 정지 및 시작 상태에서, 그러나 정상 상태의 전송에 있어서도 트랜스듀서에 대하여 
세로 및 가로로 상당히 큰 양의 편위를 유발한다.  이런 큰 편위들은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헤드의 정확
한 설정을 특히 어렵게 한다.  상기의 편위 및 테이프 움직임의 불균일성 때문에, 트랙 밀도가 증가하고 
트랙들이 서로 더 가까이 설정됨에 따라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헤드의 정확한 설정은 더욱 중요하게 되
었다.

가로방향으로의  테이프  이탈을  보상하고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헤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4>
으로, 기록 매체가 헤드를 통과할 때 기록 매체의 위치에 대응하여 물리적으로 기록 헤드의 위치를 조절
하는 서보 시스템이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서보 시스템들은 기록 헤드의 참조로서 기록 매체에 미리 기
록된 서보 추적용 센터링 신호(servo tracking centering signals)를 사용하고, 테이프에 미리 기록된 몇 
개의 서보 신호들의 긴 트랙들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에 대하여 기록 헤드의 위치를 조정한다.

비록  이러한  서보  추적  시스템들이  트랙  폭  및  기록  매체  상의  트랙들  사이의  공간을  많이 줄이<5>
지만, 트랙 폭 및 기록 매체 상의 트랙들 사이의 공간을 더 많이 줄이려는 제조업자들의 노력은 더 좁고 
서로 가까운 서보 추적용 신호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트랜스듀서의 성능에 의하여 제한된다.

자기  매체  상에  서보  추적용  센터링  신호를  기록하는  몇몇  트랜스듀서들은  감지될  신호들을  기록 <6>
매체 상에 한 번에 한 트랙씩 내장함으로써 각 트랙을 위한 서보 추적용 신호를 순차적으로 쓰는 라이트 
코어(write core)를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라이트 코어가 트랙에 대한 추적용 신호를 기록할 때 서보 
시스템은 각 트랙에 대하여 트랜스듀서를 정확하고 높은 정밀도로 위치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테이프가 
길이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받는 인장력(tension)에 기인하여 기록 매체의 정상 상태뿐만 아니라 시작
과 정지 상태에서 가로방향 및 세로방향으로 발생하는 트랜스듀서 헤드에 대한 기록 매체의 편이 때문에, 
기록 매체상의 트랙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로방향 및 세로방향으로 서보 추적용 센터링 신호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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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기 위하여 시스템이 단일 트랙 라이트 코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렵고 비실용적이다.

기록  매체의  가로방향으로의  편이에  기인한  서보  추적용  센터링  신호들을  기록하기  위한  단일의 <7>
트랙 트랜스듀서의 정확한 위치설정에 있어서 마주치는 어려움, 그리고 트랜스듀서를 통과하는 저장 매체
의 계속적인 이동 때문에 생기는 세로방향의 오프셋(offset) 외에도, 트랙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확장된 
기록 센터링 신호들이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가 발생하는 것은 기록 매체의 각 트랙에 대한 센터링 신호
가 기록될 때 기록 매체의 전체 길이가 트랜스듀서를 지나서 이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수의 트랙
들을 갖는 저장 매체에 대하여는, 트랜스듀서를 통과하여 저장 매체를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는데 요구되는 
시간과 센터링 신호를 기록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과도하게 커지게 된다.

멀티  갭(multi-gap)  트랜스듀서들은  다수의  상이한  데이터  트랙들에  대하여  동시에  신호들을 쓰<8>
거나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트랜스듀서들은 고밀도 저장장치를 위한 멀티플 
트랙 서보 추적용 신호(multiple-track servo-tracking signals)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진실로 효율적이거
나 바람직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스택으로된 코어 트랜스듀서
들은 서로 자기적으로 격리된 다수의 코어들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한 한 트랙 폭 만큼의 거리로 분리된 
갭들을 가지고 있다.  이 트랜스듀서들은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며 따라서 많은 수의 코어들과 트
랜스듀서를 구성하는 권선들 때문에 제조에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스택으로 된 코어 트랜스듀서의 각 
갭들을 구성하는 코어 각각의 물리적 부피는 테이프의 특정 폭에 대하여 스택될 수 있는 코어들의 수를 
제한하는데, 이는 코어 구조의 레그(leg)에 강도를 주기 위하여 요구되는 재료의 두께 및 기록 매체에 플
럭스(flux)를 발생시키기 위한 기하학적 형상 때문이다.  각 코어 사이의 자기 절연체의 두께에 부가된 
각 코어들의 폭은, 필연적으로 인접하고 가까이 위치한 트랙들에 기록하기 위하여 스택으로된 코어 트랜
스듀서들의 사용을 방해하게 된다.

개선된  프로세스에서는,  특별한  기록  헤드가  사용되는데,  그것은  기록된  서보  신호  패턴  내의 버<9>
스트(burst)들 사이의 공간에 상응하는 쓰기 헤드에 끼워 들어간 "슬롯(slot)"들을 가지고 있다.  슬롯들
에 상응하는 영역 아래에는 신호가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쓰여진 트랙들에 대한 "상부(above)" 중
심선 버스트 패턴들은 매체를 가로지르는 단일 패스(pass)에 기록될 수 있으며, 모든 기록된 트랙들을 위
한 "하부(below)" 중심선 버스트 패턴들은 연속적인 패스에 쓰여질 수 있다.  위치결정을 위한 신호들의 
연속적 사용을 위하여 중요한 부분인 신호 특성들 사이의 일치(match)는 그들이 동일한 쓰기 헤드에 의하
여 쓰여지기 때문에 "상부(above)" 및 "하부(below)" 버스트 패턴들 사이에 상당히 양호하나, 매체를 가
로지르는 두 개의 분리된 패스에 쓰여진다는 사실 및 기록 매체를 가로지르는 상이한 방향에서 쓰기 동작
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대안적인  프로세스에서는,  기록된  패턴  내의  버스트들  사이에  있는  원하는  공간에  상응하는 슬롯<10>
의 크기를 가지고, 두 개로 분리된 슬롯이 있는 쓰기 헤드들이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분리된 
쓰기 헤드들에 의해 쓰여진 버스트들의 신호 특성들이 언제나 잘 일치하지는 아니하여, 디코딩 위치 정보
에 있어서 오류를 야기한다.

유럽  특허  공개  번호  제  0  517  531호에는  또다른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보  신호는 <11>
서보 쓰기 헤드에 의해 서보 트랙부를 가로질러 기록되고, 트랙의 한 면에 연속적인 서보 신호를 그리고 
트랙의 다른 면에 다수의 서보 버스트들을 포함하는 서보 제어 트랙을 만들기 위하여 쓰기 헤드에 의하여 
쓰여진 트랙 부분들은 공간적으로 분리된 다수의 지우기 요소(erase element)들을 갖는 서보 지우기 헤드
에 의하여 소거된다.

미국  특허  제  4,996,609호에는  또다른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기  테이프의 전폭<12>
(full witch)을 가로질러 확장된 제 1 쓰기 헤드는 제 1 서보 신호를 기록하며 공간적으로 분리된 다수의 
기록부들을 포함하는 제 2 쓰기 헤드는 연속적인 서보 신호들을 포함하는 서보 패턴을 만들기 위하여 제 
1 서보 신호의 부분 위에 제 2의 다른 서보 신호를 덮어쓴다.

앞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원하는  서보  패턴을  쓰기  위하여  매체  상에  다중 패스(pas<13>
s)들을 요구한다.  따라서, 다수의 패스들에 기인한 신호의 불일치 외에도, 패턴을 쓰기 위하여 요구되는 
처리 시간도 또한 증가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트랙  센터링  서보  신호(track  centering  servo  signals)를  기록  매체  상에  정확하게 <14>
쓰는 데에 있어서의 전술한 또한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한다.  본 발명은 기록 매체의 전폭에 걸쳐 신호
를 기록하는 전폭 기록 쓰기 헤드를 가진 트랜스듀서를 공개하며, 그리고 원하는 패턴 내의 "공백(nul
l)"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교하게 조립 및 설정된 슬롯이 있는 지우기 헤드(들)를 사용한다.  이는 신호
들이 동일한 쓰기 헤드에 의하여 동일한 패스에 쓰여졌기 때문에, 신호가 아주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점은  기록  매체상에  서보  신호를  정교하게  기록하여  서보  위치  신호의  계산에  있어 <15>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장점은  모든  요구된  신호를  기록  매체상의  단일  패스에  기록함으로써  기록 매<16>
체상에 기록된 신호를 재생할 때 보다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특징은  슬롯이  있는  지우기  헤드(들)가  정교하게  조립되고  설정되어서  패턴이  매우 정<17>
교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쓰기  헤드  및  지우기  헤드(들)  사이의  기계적  관계가  제어되어,  헤드가 <18>
헤드와 교차하는 기록 매체의 단일 패스 상에서 원하는 신호 패턴을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의  그리고  또다른  목적들,  장점들  그리고  특징들은  첨부된  도면과  함께  다음의 상<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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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설명을 통해서 명백해 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슬롯이  있는  두  개의   지우기  헤드들과  전폭  쓰기  헤드를  보여주는  본  발명에  따른  기록 <20>
헤드의 등각도.

도 2는 지우기 헤드의 슬롯에 관한 확대도.<21>

도 3은 기록 헤드와 접촉하는 기록 매체를 도시한, 도 1의 장치의 평면도.<22>

도  4는  본  발명과  함께  사용되는  저장장치(기록  헤드  및  기록  매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시스템 <23>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기록 헤드에 의해 쓰여지고 난 후의 기록 매체에 관한 부분확대도.<24>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기록  헤드에  의해  서보  버스트  패턴을  소거한  후의  기록  매체에  관한 부<25>
분확대도.

실시예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도  6에  도시된  서보  신호  패턴을  제공하기  위한,  기록 헤<26>
드(recording head; 10)는 도 1 내지 도 2와 관련하여 설명된다.  기록 헤드(10)는 핫 아이소스태틱 공정
(Hot Isostatic Process; HIP)에 의한 니켈-아연 페라이트 재료로 만들어진 코어를 구비하며 전폭(full-
width) 쓰기 헤드(write head; 12) 및 다수의 슬롯이 있는 영역(21,22)이 형성된 두 개의 전폭 서보 지우
기 헤드(servo erase head; 14,16)를 구비한다.  기록 헤드(10)는 또한 읽기 헤드(read head; 18)를 포함
하며, 상기 읽기 헤드(18)는 적어도 0.0080 내지 0.0120 범위, 최적으로는 0.0100인치인 폭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보  지우기  헤드(14,16)는  헤드의  자기  지우기  갭(gap)(24,25)들이  각각  서로  적어도  0.0365 내<27>
지 0.0385 인치, 최적으로는 0.0375 인치만큼 떨어져 있도록 트랜스듀서에 배치된다.  자기 쓰기 헤드
(12)는, 쓰기 헤드(12)의 자기 쓰기 갭(23)이 가장 가까운 서보 지우기 헤드(16)의 자기 지우기 갭(24)으
로부터 적어도 0.0590 내지 0.0610 인치, 최적으로는 0.0600인치만큼 떨어져 있도록, 가장 가까운 지우기 
헤드(16)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위치하여 진다.  쓰기 헤드(12)의 자기 쓰기 갭(23)은 기록 헤드(10)의 전
폭을 가로질러 연장된다.

도  2에서  더  상세히  도시된  바와  같이,  서보  지우기  헤드(16,  14)에  형성된  다수의  슬롯이  있는 <28>
영역(21,22)은 각각 기록 헤드(10)의 폭을 따라 실질적으로 서로 평행하게 연장된다.  슬롯이 있는 영역
(21,22)은 바람직하게는 0.0038 내지 0.0040 인치 범위, 최적으로는 0.0039 인치의 폭을 가지며, 기록 헤
드(10)의 폭을 따르는 피치(pitch)는 0.0077 내지 0.0079 인치 범위, 최적으로는 0.0078인치를 가진다.  
서보 지우기 헤드(14,16)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지우기 헤드(14)만을 상세히 설명한다.  
서보 지우기 헤드(14)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지적하는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서보 지우기 헤드(1
6)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우기  헤드(14)의  슬롯이  있는  부분(22)은  슬롯들(28)을  지우기  헤드(14)내로  기계가공하고 슬<29>
롯들(28)을 유리 또는 및 기타 다른 적당한 물질로 뒤로 채움(back-filling)으로써 형성된다.  슬롯이 있
는 영역(22)의 슬롯들(28)은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0.0038 내지 0.0040 인치 범위, 최적으로는 0.0039 인
치인 전체 폭을 가지며, 서보 지우기 헤드(14)를 따라서 있는 슬롯이 있는 영역(22)의 패턴은 슬롯들(2
8)이 서보 지우기 헤드(14)의 폭을 따라서 적어도 0.0077 내지 0.0079 인치, 최적으로는 0.0078 인치인 
피치(pitch)를 가지도록 배치된다.  도 2에 도시된 것처럼, 서보 지우기 헤드(16)의 슬롯이 있는 영역
(21)은 서보 지우기 헤드(14)의 슬롯이 있는 영역(22)에 대하여 이 영역들이 적어도 0.0038 내지 0.0040 
인치 범위, 최적으로는 0.0039 인치에서 오프셋(offset)이도록 상대적으로 배치되며, 그럼으로써 폭, 피
치 그리고 배열은 트랙 피치 및 최종으로 요구되는 버스트 패턴의 배치를 결정할 것이다.  서보 지우기 
헤드(16)의 슬롯이 있는 영역(21)은 또한 슬롯들(28a)을 서보 지우기 헤드(16)내로 기계가공하고 기계가
공된 슬롯(28a)을 유리 또는 다른 적당한 물질로 뒤로 채움으로써 형성된다.   

쓰기  헤드(12),  서보  지우기  헤드(14,16),  그리고  읽기  헤드(18)의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컨<30>
트롤러(30)가 도 4의 개략도에서 도시된다.  마이크로 컨트롤러(30)는 신호 라인들(40a-c)을 통하여 프로
그램가능  어레이  로직(programmable   array  logic  (PAL))  회로(32)에  있는  다수의  상태  머신(state 
machine)들에게 제어신호를 송신한다.  PAL(32) 내에 포함된 한 상태 머신의 출력은 라인(42)을 통하여 
쓰기 드라이버(34)로 전송되는데, 쓰기 드라이버(34)의 출력은 라인(46)을 통하여 기록 헤드(10)에 있는 
쓰기 헤드(12)로 전송된다.  PAL(32) 내에 포함된 다른 두 상태 머신들의 출력은 라인(43,44)을 통하여 
각각 A-지우기 드라이버(35) 및 B-지우기 드라이버(36)로 전송된다.  A-지우기 드라이버(35) 및 B-지우기 
드라이버(36)의 출력들은 기록 매체 상의 버스트들을 지우는 것을 제어하기 위하여 라인(47,48)을 통하여 
각각 서보 지우기 헤드들(14,16)로 전송된다.  마이크로 컨트롤러(30)에게 얼마나 많은 서보 버스트 패턴
들이 기록 매체 상에 형성되었는지를 알려주는 PAL(32)로부터의 사이클 카운트 신호(cycle count signa
l)는 라인(41)을 통하여 마이크로 컨트롤러(30)로 피드백된다.  또한 마이크로 컨트롤러(30)는 읽기 헤드
(18)로부터 측정 정보 신호를 읽는데, 읽기 헤드(18)는 라인(49)을 통하여 정보 신호를 기록 헤드(10)로
부터 읽기 전치증폭기/필터 회로(37)로 송신하고, 읽기 전치증폭기/필터 회로(37)는 라인(45)을 통하여 
정보를 마이크로 컨트롤러(30)로 전송한다.  데이터 기록기 메커니즘(38)의 동작은 또한 라인(60)을 통하
여 마이크로 컨트롤러(30)에 의하여 제어된다.  데이터 기록기(38)의 제어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것이므로 
이하에서 더 설명하지 아니한다.

기록  헤드(10)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서보  버스트  패턴을  기록하는  동작방법은  도  3  내지 <31>
도 6과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기록매체(50)가 P 방향으로 기록 매체를 가로질러 전진하면, 데이터 기
록 메커니즘(38)은 기록매체(50)의 테이프의 끝(end of tape; EOT) 구멍(hole)을 감지한다.  그리고 E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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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신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30)에 전송되고, 마이크로 컨트롤러(30)는 라인(42)을 통해서 신호를 쓰
기 드라이버(34)로 전송하며, 쓰기 드라이버(34)는 라인(46)을 통하여 활성화 신호(activation signal)를 
쓰기 헤드(12)로 전송한다.  쓰기 헤드(12)가 활성화되면, 자기 쓰기 갭(23)은 활성화되며 기록 매체(5
0)의 저장 표면(51) 상에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0.017 내지 0.023 인치, 최적으로는 0.020 인치인 길이를 
갖는 자기 스트라이프(48)를 써 넣는다.  그리고 쓰기 헤드(12)는 기록 매체(50)의 저장 표면(51) 상에 
0.0070 내지 0.0130 인치, 그리고 최적으로는 0.010 인치 길이의 갭(60)을 두기에 충분히 길게 비활성화
(deactivate)된다.  일단 쓰기 헤드(12)가 기록 매체(50)의 저장 표면(51) 상에 갭(60)을 두기에 충분히 
길게 비활성화되면, 쓰기 헤드(12)는 다시 활성화되고 자기 쓰기 갭(23)은 기록 매체(50)의 저장 표면
(51) 상에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0.0570 내지 0.0630 인치, 그리고 최적으로는 0.06 인치 길이를 갖는 또
다른 자기 스트라이프(49)를 써 넣도록 활성화된다.  그리고 쓰기 헤드(12)는 기록 매체(50)의 저장 표면
(51) 상에 0.0070 내지 0.0130 인치, 그리고 최적으로는 0.010 인치 길이의 또 다른 갭(60)을 두기에 충
분히 길게 비활성화된다.  약 0.02 인치의 스트라이프, 약 0.01 인치의 갭, 약 0.06 인치의 스트라이프, 
그리고  약  0.01  인치의  갭  패턴이  기록  매체(50)의  저장  표면(51)  상에  총  575개  기록될  때까지 
반복된다.

기록  매체(50)의  저장  표면(51)  상에  약  0.02  인치  길이의  갭(60)을  쓴  후  쓰기  헤드(12)가 비활<32>
성화되는  것과  거의  동일한  기간  동안,  마이크로  컨트롤러(30)는  제어  신호들을  라인(40)을  통하여 
PAL(32)로 전송하는데 상기 제어 신호들은 라인(43 및 44)을 통하여 각각 A-지우기 드라이브(35) 및 B-지
우기 드라이브(36)를 활성화시키며, A-지우기 드라이브(35) 및 B-지우기 드라이브(36)는 또한 각각 서보 
지우기 헤드(14,16)를 활성화시킨다.  서보 지우기 헤드(16)가 활성화되면, 자기 지우기 갭(24)이 활성화
되고, 도 6에서 "A"로 표시된 영역인 기록 매체(50)의 저장 표면(51) 상에 바람직하게는 최소한 0.0270 
내지 0.0330 인치, 그리고 최적으로는 0.030 인치 길이를 갖는 무효 패턴(void pattern)을 지우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거의 동일한 기간 동안, 서보 지우기 헤드(14)의 자기 지우기 갭(24)은 활성화되며, 
도 6에서 "B"로 표시된 영역인 기록 매체(50)의 저장 표면(51) 상에 바람직하게는 최소한 0.0270 내지 
0.0330 인치, 그리고 최적으로는 0.030 인치 길이를 갖는 무효 패턴(void pattern)을 지우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PAL(32)은 쓰기 헤드(12)와 서보 지우기 헤드(14,16) 사이의 정확한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프
로그램할 수 있어서, 기록 헤드(10) 및 데이터 기록기 메커니즘(38) 상의 기계적 오차가 보상될 수 있으
며, 따라서 도 6에 도시된 서보 버스트 패턴(70)을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30) 및 
PAL(32)이 쓰기 헤드(12) 및 서보 지우기 헤드(14,16)를 각각 활성화 및 비활성화시키는 위에서 설명된 
절차는 서보 패턴(70)이 총 575 개의 서보 버스트 패턴으로 모든 기록 매체(50)에 놓일 때까지 반복된다.

본  발명에  대한  상기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단지  설명의  목적으로  개시된  것이다.   따라서,  본 발<33>
명을 개시된 정확한 형식에 한정시키거나 정확히 일치시키려는 것은 아니며, 상기 개시의 견지에서 많은 
다양한 변형 및 수정이 가능하다.  서보 신호들을 테이프 상에 쓰기 위한 상기의 헤드는 본 발명의 원리
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하여 기술된 것이며, 헤드의 실용적인 응용은 업계의 당업자들에게 다양한 실시예
에  본  발명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의도하는  특별한  용도에  맞게  다양한  수정을  하게 
해준다.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하여 정의되도록 하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멀티 트랙 기록 매체 상에 서보 추적용 신호들을 기록하기 위한 기록 헤드로서,

자기  스트라이프가  다수의  트랙의  전폭(full  width)을  가로지를  때  서보  신호를  기록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쓰기 헤드; 및

상기  자기  스트라이프에  서보  버스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하여  자기  스트라이프에  있는  서보  신호 
부분을 지우는 동작을 수행하는, 상기 쓰기 헤드와 결합된 지우기 헤드를 포함하고,

상기  서보  버스트  패턴은  자기  스트라이프의  상기  서보  신호  부분들만으로  형성된  트랙들을 따라
서 다수의 서보 버스트들로 구성되며, 상기 서보 버스트 패턴을 포함하는 서보 신호 패턴은 하나의 패스
에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보  신호  패턴을  읽는  동작을  수행하는  읽기  헤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지우기  헤드는,  헤드내에  기계가공된  제  1  슬롯들을  구비하는  제  1  지우기  헤드  및 헤드내
에 기계가공된 제 2 슬롯들을 구비하는 제 2 지우기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지우기  헤드  및  상기  제  2  지우기  헤드는  약  0.0375  인치의  거리로  격리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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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슬롯들의  각  슬롯은  다수의  트랙들의  폭을  따라서  제  1의  슬롯들의  슬롯으로부터 오프
셋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슬롯들 및 제 2 슬롯들은 실질적으로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슬롯들의  각  슬롯은  상기  오프셋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폭을  가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슬롯들은 약 0.0039 인치의 폭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쓰기 헤드는 약 0.4 인치의 폭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자기  스트라이프에  있는  상기  서보  신호에  응답하는  읽기  헤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11 

멀티 트랙 기록 매체 상에 서보 추적 신호들을 기록하기 위한 장치로서,

다수의 트랙들의 전폭에 걸친 폭을 가지는 쓰기 헤드 갭을 구비한 쓰기 헤드,

상기 쓰기 헤드 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폭을 가지는 지우기 헤드 갭을 구비하며, 지우
기 패턴을 기록하기 위하여 상기 지우기 헤드 갭에 걸쳐 기계가공된 슬롯들을 구비하는 지우기 헤드, 및

상기 매체 상에 기록된 서보 신호에 응답하는 읽기 헤드

를 구비하는 트랜스듀서; 및

상기  다수의  트랙들의  전체  폭에  걸쳐  자기  스트라이프로서  서보  신호를  기록하고  서보  신호상에 
지우기 패턴을 기록하여 서보 신호의 부분들로 형성된 트랙을 따라서 다수의 서보 버스트로 구성된 서보 
버스트 신호을 형성하는, 상기 쓰기 헤드, 상기 지우기 헤드 및 상기 읽기 헤드를 제어하는 동작을 수행
하는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지우기  헤드와  결합되며,  헤드내에  기계가공된  슬롯들을  구비하는  제  2  지우기  헤드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  2  지우기  헤드는  상기  쓰기  헤드  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폭을  갖는  지우기  헤드  갭을 
가지며, 상기 제 2 지우기 헤드는 제 2 지우기 패턴을 쓰기 위하여 제 2 지우기 헤드 갭에 걸쳐 기계가공
된 슬롯들을 구비하며, 상기 제 1 지우기 헤드 및 상기 제 2 지우기 헤드는 상기 트랜스듀서 상에 대체로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며,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자기 스트라이프내에 서보 버스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하
여 상기 자기 스트라이프내에 있는 상기 서보 신호 부분을 지우도록 상기 제 2의 지우기 헤드를 제어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동작을 수행하는 회로; 및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쓰기  헤드,  상기  제  1  지우기  헤드  및  상기  제  2  지우기  헤드의 
동작을 제어하는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지우기 헤드 갭들은 구리로 채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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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슬롯들은 유리로 뒤로 채워지는(back-filling)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16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지우기 헤드 갭은 구리로 채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17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슬롯들은 약 0.0039 인치의 폭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18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쓰기 헤드는 약 0.4 인치의 폭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19 

제 11항에 있어서,

서보  신호  패턴이  상기  트랜스듀서에  의하여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단일  패스에  기록되도록,  상기 
쓰기 헤드 및 상기 지우기 헤드의 동작을 제어하는 상기 컨트롤러에 응답하는 프로그램가능 어레이 로직 
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20 

멀티 트랙 기록 매체 상에 서보 추적용 신호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트랜스듀서 헤드로서,

기록  매체  위의  다수의  트랙들의  전폭에  걸쳐  서보  신호들을  기록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쓰기 헤
드;

상기  서보  신호의  제  1  버스트  패턴을  지우기  위하여  상기  서보  신호에  제  1  지우기  패턴을  쓰기 
위한 제 1 슬롯들을 구비하는 제 1 지우기 헤드;

상기  서보  신호의  제  2  버스트  패턴을  지우기  위하여  상기  서보  신호에  제  2  지우기  패턴을  쓰기 
위한 제 2 슬롯들을 구비하는 제 2 지우기 헤드; 및

기록  헤드  동작을  위한  전기적  세팅들의  자동  측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상기  서보  신호, 상
기 제 1 버스트 패턴 및 상기 제 2 버스트 패턴을 읽는 동작을 수행하는 읽기 헤드를 포함하고, 상기 서
보 신호 패턴은 하나의 패스에 쓰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트랜스듀서 헤드.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쓰기  헤드,  상기  제  1  지우기  헤드,  상기  제  2  지우기  헤드  및  상기  읽기  헤드를  제어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트랜스듀서 헤드.

청구항 22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쓰기 헤드는 약 0.4 인치의 폭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트랜스듀서 헤드.

청구항 23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지우기  헤드  및  상기  제  2  지우기  헤드는  약  0.0375  인치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트랜스듀서 헤드.

청구항 24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지우기  헤드  및  상기  제  2  지우기  헤드는  대체로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록 트랜스듀서 헤드.

청구항 25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슬롯들은 유리로 채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트랜스듀서 헤드.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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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지우기  패턴들이  다수의  트랙들의  폭을  따라  오프셋되도록,  상기  각각의  제  2 
슬롯은 다수의 트랙들의 폭을 따라서 빠른 슬롯으로부터 오프셋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트랜스듀서 
헤드.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제  1  및  제  2  슬롯들은  상기  오프셋과  거의  동일한  폭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트랜스듀서 헤드.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슬롯들은 약 0.0039 인치의 폭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트랜스듀서 헤드.

청구항 29 

멀티 트랙 기록 매체 상의 단일의 패스에 서보 추적 신호들을 기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a)  상기  기록  매체  상의  다수의  트랙들의  전폭에  걸쳐  자기  스트라이프  상에  서보  신호를 기록
하는 단계; 및

(b)  상기  자기  스트라이프에  서보  버스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스트라이프  상의  상기 서
보 신호 부분을 선택적으로 지우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서보  버스트  패턴이  상기  자기  스트라이프  상의  상기  서보  신호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기 트
랙을 따라서 다수의 서보 버스트들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는,

(c) 상기 자기 스트라이프 상의 제 1 서보 패턴을 지우기 위하여 제 1 지우기 헤드를 활
성화하는 단계;

(d) 상기 제 1 지우기 헤드의 상기 지우기 동작을 멈추는 단계;

(e) 상기 자기 스트라이프 상의 제 2 서보 패턴을 지우기 위하여 제 2 지우기 헤드를 활
성화하는 단계; 및

(f) 상기 제 2 지우기 헤드의 상기 지우기 동작을 멈추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자기  스트라이프는  미리  결정된  거리로  다수의  트랙들의  길이를  따라  쓰여지며,  상기  제  1 
및 제 2 서보 패턴들은 각각 상기 자기 스트라이프 길이의 약 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미리  정의된  폭을  갖는  세로방향의  멀티  트랙  기록  매체  상에  서보  추적용  신호들을  기록하기 위
한 기록 헤드로서,

서보  신호를  상기  매체의  전폭에  걸쳐  자기  스트라이프에  기록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쓰기  헤드; 
및

상기  쓰기  헤드와  결합되며  상기  자기  스트라이프에  서보  버스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서보 신호와 다르게 상기 자기 스트라이프에 지우기 패턴을 쓰는 지우기 헤드를 포함하고,

상기  서보  버스트  패턴은  상기  자기  스트라이프의  상기  서보  신호  부분들만으로  형성된  상기 트
랙들을 따라서 다수의 서보 버스트들만을 포함하며, 상기 서보 신호 패턴은 하나의 패스에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서보  신호  패턴을  읽는  동작을  수행하는  읽기  헤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34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지우기  헤드는,  헤드내에  기계가공된  제  1  슬롯들을  구비하는  제  1  지우기  헤드  및 헤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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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계가공된 제 2 슬롯들을 구비하는 제 2 지우기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35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슬롯들의  각  슬롯은  다수의  트랙들의  폭을  따라서  제  1  슬롯들의  슬롯으로부터 오프셋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36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슬롯들의  각  슬롯은  상기  오프셋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폭을  가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37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슬롯 및 상기 제 2 슬롯들은 실질적으로 평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38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쓰기 헤드는 약 0.4 인치의 폭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39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자기  스트라이프에  있는  상기  서보  신호에  응답하는  읽기  헤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록 헤드.

요약

본  발명은  기록  매체에  서보  신호를  쓰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써  전폭(full-width)  쓰기 
헤드, 그리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슬롯이 있는 지우기 헤드(들)를 가지고 트랜스듀서를 포함한다. 전폭 
쓰기 헤드는 기록 매체의 전폭에 신호들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지우기 헤드(들)는 서보 신호 패턴 
내의 널(null)들을 지우기 위하여 사용된다. 결과로서 얻게되는 서보 패턴은 결과적인 신호 패턴의 다른 
부분들 사이에 신호 특성의 아주 좋은 일치를 보여 주는데, 이는 기록된 패턴들 모드가 동일한 쓰기 헤드
에 의하여 동일한 패스에 쓰여지기 때문이다. 정교하게 제조되고 배치된 지우기 헤드(들)의 사용은 매우 
정확한 신호 패턴을 얻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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