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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의 저널링 및 회복 방법에 관한 것으로, 개시된 실시예에 따른 저널링 방법은, 저

널링을 처리하는 시스템 콜 연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시작하여 새로운 트랜잭션 

영역을 할당한 후 초기화를 하고 트랜잭션 타입을 설정하는 단계와, 변경된 데이터에 잠금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트

랜잭션에 추가하여 트랜잭션이 잠금 정보를 관리하고, 메타 데이터가 변경하는 동안 디스크에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

는 단계와, 상기 트랜잭션에 추가된 변경된 메타 데이터 및 중요 일반 데이터에 대해서 변경된 정보를 저널 공간에 기

록하고, 상기 트랜잭션에 연결된 잠금 정보를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변경된 메타 데이터에 다른 호스트가 접근

하려고 할 때 디스크에 반영하지 않고 화이버 채널을 통해 네트워크에 전송함으로써 저널링 속도를 증가시키고 메타 

데이터뿐만 아니라 일반 데이터에 대해서도 저널링을 함으로써 일반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공유 디스크, SAN, 메타 데이터, 회복, 저널링, 전역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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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에서 회복 관리 모듈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에서 트랜잭션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에서의 동일한 메타 데이터 접근시 저널링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에서 전역 버퍼를 이용한 저널링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에서 로그 관리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에서 회복 관리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회복 관리자 101 : 트랜잭션 관리자

102 : 로그 관리자 103 : 메타 데이터

104 : 디스크 공간 105 : 저널 공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의 저널링 및 회복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SAN(Storage Area Net

work) 환경과 같은 공유 디스크 환경에서 파일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파일 시스템의 일관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저널링 및 회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SAN 환경과 같은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 환경에서 비정상적인 종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저널

링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에서는 각 파일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연산을

트랜잭션으로 규정하고, 이를 회복과 연산의 기본적인 단위로 사용한다.

종래 기술에 따른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 환경에서 저널링 회복 방법은 다른 호스트가 변경된 메타 데이터에 접근

하는 경우에 메타 데이터를 디스크에 반영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디스크 접근 수(입/출력 횟수)가 증가하여 저널링 속

도가 감소된다.

또한, 메타 데이터에 대한 회복만을 지원하고 실제 중요 데이터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SAN 환경과 같은 공유 디스크 환경에서 한 호

스트가 메타 데이터를 변경하고 동일한 메타 데이터에 다른 호스트가 접근하고자 하면 변경된 메타 데이터를 디스크

에 반영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해 저널링 속도를 증가시켜 주고, 메타 데이터 뿐 만 아니라 일반 중요 데이터

에 대해서도 저널링을 하는 방법 및 회복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한 견지로서, 공유 디스크 환경에서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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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저널링 방법은, 저널링을 처리하는 시스템 콜 연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시작하여 새로운 트랜잭션 영역을 할당한 후 초기화를 하고 트랜잭션 타입을 설정하는 제 1 단계;

변경된 데이터에 잠금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트랜잭션에 추가하여 트랜잭션이 잠금 정보를 관리하고, 메타 데이터가 

변경하는 동안 디스크에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 2 단계; 상기 트랜잭션에 추가된 변경된 메타 데이터 및 중요 일

반 데이터에 대해서 변경된 정보를 저널 공간에 기록하고, 상기 트랜잭션에 연결된 잠금 정보를 해제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견지로서, 공유 디스크 환경에서 저널링 기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파

일 시스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의 회복 방법은, 로그 헤드 정보를 읽는 제 1 단

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는지 판단하여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상기 로그의 정보를 찾

아 완료된 엔트리를 찾는 제 2 단계; 시작하는 상기 엔트리가 저널의 끝인지를 판단하는 제 3 단계; 상기 판단 결과, 

상기 엔트리가 저널 의 끝이 아니면 디스크와 저널공간에서 정보를 읽는 제 4 단계; 상기 제 4 단계에서 읽어온 디스

크 정보와 저널 공간 정보의 버전 번호를 비교하는 제 5 단계; 상기 비교 결과, 디스크의 로그 정보의 버전이 저널공간

의 로그 정보의 버전보다 작으면 로그에 기록된 로그 정보를 디스크에 기록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실시예로는 다수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

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 실시예를 통해 본 발명의 목적, 특징 및 이점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도 1은 SAN 환경의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시스템에 대한 회복을 담당하는 회복 관리 모듈의 구성도이다

.

도시된 바와 같이 회복 관리 모듈은, 각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트랜잭션 관리자(101), 디스크 공간(104)의 변경된 메

타 데이터(103)에 대해서 저널 공간(105)에 기록을 담당하는 로그 관리자(102), 그리고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종료로 

인하여 이상이 발생한 경우 회복을 하기 위한 회복 관리자(100)로 구성된다.

트랜잭션 관리자(101)는 SAN 환경과 같은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에 대한 회복 기법으로 저널링 방법을 사용한다. 

저널링 방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메타 데이터(103) 및 중요 데이터에 변경 연산에 대해서 트랜잭션 처리를 하게 된다. 

트랜잭션 관리자(101)는 데이터 변경 연산에 대해서 원자성을 보장하여 메타 데이터(103)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한다.

도 2는 트랜잭션 관리자(101)가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저널링을 처리하는 시스템 콜 연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시작하여 새로운 트

랜잭션 영역을 할당한 후 초기화를 하고 트랜잭션 타입을 설정한다(200).

변경할 메타 데이터에 대해서 잠금을 획득하고 잠금 정보를 트랜잭션에 추가하여 트랜잭션이 관리를 하게 된다. 즉, 

트랜잭션 관리자가 트랜잭션 처리 중 획득하는 잠금 정보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트랜잭션이 모두 끝나는 시점에서 잠

금 정보를 해제하여 주며, 메타 데이터 버퍼에 대해서 변경이 일어나는 동안 변경된 내용을 디스크에 반영하지 못하

도록 금지(pin) 한다(201).

그리고, 메타 데이터를 수정한다(202).

수정이 모두 끝나면 수정된 메타 데이터 정보를 로그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메타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트랜잭션 

처리 시 획득한 잠금 정보를 해제하여 다른 호스트에서 변경된 메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마치면 트랜잭션이 종료된다(203).

한편, 종래 기술에 따른 GFS 파일 시스템에서 변경된 메타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호스트에서 접근하고자 하면 디스

크에 기록되기 전까지는 메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즉, 메타 데이터가 디스크에 기록되고 나서야 다른 호스트가 

해당 메타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다.

따라서, 메타 데이터 변경 후에 디스크 입/출력이 두 번 발생하게 된다. 즉, 저널 공간에 기록하는 로그와 원래 메타 

데이터를 모두 디스크에 기록해야 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도 3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개특허 특2003-0075854

- 4 -

먼저, 호스트 A(300)의 회복 관리 모듈(302)이 메타 데이터(313)를 디스크 공간(311)으로부터 읽어 버퍼(304)에 적

재를 한다(306).

메타 데이터를 변경하고 저널 공간(312)내 호스트 A(300)의 저널 공간인 저널 A(314)에 로그를 기록한다(309). 이때

호스트 B(301)가 호스트 A(300)에 의하여 변경된 메타 데이터에 접근하려 하면 호스트 A(300)는 실제 메타 데이터

를 디스크 공간(311)에 기록한다(307).

디스크 공간(311)에 기록하고 난 후 호스트 B(301)는 디스크 공간(311)에 접근해서 메타 데이터(313)를 버퍼(305)

로 읽어 오게 된다(308).

호스트 B(301)는 메타 데이터를 변경하고 트랜잭션이 끝나면 저널 공간(312)내 호스트 B(301)의 저널 공간인 저널 

B(315)에 기록하게 된다(310).

이와 같은 종래의 저널링 과정은 디스크 입/출력이 다섯 번 발생하게 되어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전역 버퍼를 이용한 메타 데이터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여기서 전역 

버퍼는 모든 호스트에 존재하는 지역 버퍼(local buffer)를 통합 관리한다.

도 4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SAN 환경에서 전역 버퍼를 이용한 저널링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먼저, 호스트 A(400)가 메타 데이터(413)를 디스크 공간(411)으로부터 읽어 버퍼(405)에 적재를 한다(408).

메타 데이터를 변경하고 저널 공간(412)내 호스트 A(400)의 저널 공간인 저널 A(414)에 로그를 기록한다(409).

호스트 B(401)가 호스트 A (400)에 의하여 변경된 메타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면 전역 버퍼 관리자(404)에

게 요청하고, 전역 버퍼 관리자(404)는 호스트 A(400)의 버퍼(405)에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메타 데이터에 대한 잠

금을 획득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메타 데이터의 변경된 정보를 요청한 호스트 B(401)에 전달한다(406).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저널링 과정에서 디스크 입/출력 횟수는 3으로 종래 기술에 의한 도 3의 GFS 파일 시스템 보다 

디스크 접근수가 2회 적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디스크 입/출력시간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시간이 빠르기 때문이

다. 특히 SAN 환경에서는 파이버 채널을 통하여 통신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성능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

도 1을 다시 참조하면, 로그 관리자(102)는 트랜잭션 관리자(101)로부터 수정된 메타 데이터(103) 및 일반 중요 데이

터 정보를 전달받아 저널 공간(105)에 기록한다. 변경된 메타 데이터(103)가 실제 디스크 공간(104)에 기록되기 이전

에 항상 먼저 로그 정보를 저널 공간(105)에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시스템 실패 시 저널 공간(105)에 

기록되어있는 로그 정보를 이용하여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공유 파일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저널에 다수의 서버들이 공유하므로 저널을 관리하는 것이 복잡하고 비효

율적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각각의 서버가 자신만의 저널 공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시

스템 실패 시에는 다른 서버에 의해서 복구되기 위해서 모든 서버에게 자신의 저널 공간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실

패된 시스템에 대해서 해당하는 저널 공간을 찾아 기록된 로그 정보에 접근해서 로그를 재실행함으로써 실패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다.

한편, 종래 기술에 따르면 GFS 파일 시스템에서의 메타 데이터에 대한 로깅 방법으로 비동기적 로깅을 사용하는데, 

비동기적 로깅 방법은 완료된 트랜잭션에 대해서도 디스크에 로그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회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메타 데

이터에 대해서는 동기적 로깅을 사용한다.

또한, 종래 기술에 따른 GFS 파일 시스템에서는 메타 데이터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지만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

널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 데이터에 대한 회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도 저널링 방법을 사용한다. 중요 데이터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데

이터에 대해서도 메타 데이터처럼 버전 번호(version number)를 유지한다.

아울러, 중요 데이터에 대한 로깅 방법은 비동기적 로깅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입/출력 빈도를 줄여 준다. 동기적 로깅

방법은 완료된 트랜잭션에 대해서 회복을 보장하지만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마다 로그 정보를 디스크에 반영함으로써

디스크 입/출력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기 적 로깅을 하면 시스템 성능이 

현저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비동기적 로깅을 한다. 중

요 데이터는 메타 데이터에 보다 회복의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동기적 로깅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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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비동기적 로깅을 함으로써 디스크 입/출력 빈도를 줄여 시스템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

렇게 함으로써 제안하는 회복 기법은 메타 데이터뿐만 아니라 일반 데이터에 대해서도 회복을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

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로그 관리자에 의한 로그 관리 수행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트랜잭션 관리자로부터 변경된 메타 데이터 정보를 받는다(500).

메타 데이터를 받아서 로그의 양을 계산하여 해당 로그 영역을 할당하고, 트랜잭션에 연결되어 있는 로그 버퍼에 대

해서 버전 번호를 하나 증가시킨다(501). 버전 번호는 시스템 실패 시 로그와 디스크의 버전을 비교하여 로그의 재실

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한다.

변경된 로그 정보가 메타 데이터인가를 판단하여 메타 데이터인 경우에는 동기적 로깅을 수행한다(502∼503). 메타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로그 버퍼의 개수가 일정 개수(K) 이상인지를 판별하여 일정 개수 이상이면 동기적 로깅을 

수행하며(504∼503), 판단한 결과가 일정 개수 미만이면 로그 버퍼를 메모리에 유지하는 비동기적 로깅을 수행한다(

504∼505).

동기적 로깅을 수행하는 과정은 저널을 저널 공간에 기록을 한다. 그리고 트 랜잭션에 연결된 로그 버퍼 리스트를 AI

L(Active Item List) 리스트에 추가한다. 그리고 트랜잭션에 연결되어 있는 버퍼들에 대한 디스크 반영 금지를 해제(u

npin)하여 실제 메타 데이터가 디스크에 반영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실제 변경된 메타 데이터가 디스

크에 반영되기 이전에 로그 정보를 먼저 저널 공간에 기록하게 되어 트랜잭션이 완료된 연산에 대해서 회복을 보장하

게 된다. 이후에 메타 데이터가 디스크에 반영되면 AIL에서 제거한다. 여기서 AIL은 트랜잭션이 완료되고 실제 디스

크에 반영되지 않은 버퍼들을 관리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에서 회복 관리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서, 공유 파일 시스템에서 시스

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메타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회복 연산이 수행된다.

도 1을 다시 참조하면, 호출된 회복 관리자(100)는 저널 공간(105)에 기록된 로그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트랜잭션이 

변경한 메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트랜잭션 이전의 상태로 회복한다.

비정상적인 종료에 의해서 파일 시스템의 일관성이 깨지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실패된 호스트 ID를 가지고 회복 관

리자(100)가 호출된다. 이러한 회복 관리자(100)가 호출되어 회복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 도 6이다.

상술하면, 처음으로 실패된 호스트에 해당하는 저널 공간을 찾아 로그의 헤드 정보를 읽으며, 읽은 로그 정보를 체크

하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지를 판단한다(600∼601).

판단 결과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면 회복 함수를 종료하며, 비정상적으로 종 료되었으면 로그의 처음과 끝의 엔트리

를 찾게 된다(602).

로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완료된 엔트리들 중에 부분적으로 완료된 엔트리들은 무시하며, 저널의 엔트리

가 끝인지를 판단한다(602∼603).

회복을 하게 될 각각의 저널 엔트리에 대해서 엔트리와 관련된 잠금을 획득함으로써 회복하는 동안 다른 호스트가 변

경하는 것을 막으며, 디스크로부터 메타 데이터를 읽고 저널 공간에서 로그 정보를 읽는다(604).

이후, 저널 공간에서 읽어온 로그 정보의 버전과 디스크에 기록된 버전과 비교하여 디스크의 메타 데이터 버전이 로

그의 버전보다 작은지를 판단한다(605).

판단 결과 디스크 공간에 반영된 생성 버전보다 로그에 기록된 생성 버전이 크면 로그 정보를 디스크에 반영한다. 즉,

로그의 정보를 재실행함으로써 빠르게 회복과정을 마치게 된다(606).

다음으로, 저널 공간을 클리어하고 회복을 종료하게 된다(607).

한편, 회복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실패된 호스트에 획득한 잠금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다른 호스트는 정상적인

동작을 계속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 제시한 공유 디스크 환경에서 메타 데이터 변경이 일어날 때 처리되

는 과정과 그 처리 과정에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복하는 과정을 예제를 통해 파일 시스템의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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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예제의 환경은, 호스트 2개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디스크는 메타 데이터를 위한 부분과 저널을 기록하기 

위한 저널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 며, 각각의 호스트는 로그를 기록하기 위한 자신만의 저널 공간을 가지고 

있다. 시스템 실패시 이 저널공간이 여러 호스트에 보여지게 된다.

도 4를 다시 참조하면, 호스트 A(400)가 메타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먼저 메모리에 있는 메타 데이터 버퍼에 접근

하게 된다. 찾고자 하는 메타 데이터 버퍼가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호스트 A(400)는 디스크 공간(411)에 직접 

접근해서 메타 데이터(413)에 대한 정보를 읽어 버퍼(405)에 적재하게 된다(408). 이때 디스크에 기록된 버전이 0이

었다고 가정한다.

메타 데이터 버퍼(405)를 변경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트랜잭션을 종료하게 되면 버전을 0에서 1로 증가

하고 메타 데이터에 대한 로그 정보를 디스크에 반영을 하게 된다(409).

호스트 B(401)가 호스트 A(400)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타 데이터 버퍼(405)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에 호스트 A(400)

는 트랜잭션을 종료하면 잠금을 해제하고 그 권한을 호스트 B(401)에게 넘겨준다.

호스트 B(401)에서는 메타 정보를 호스트 A(400)로부터 전송 받아서(406) 변경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버

전을 하나 증가하게 된다. 이 예제에서는 호스트 B(401)에서 변경된 로그 정보를 호스트 B(401)의 저널 공간인 저널 

B(415)에 반영하고 호스트 A(400)와 B(401)의 메타 데이터 버퍼들(405,407)은 버퍼 정책에 의하여 실제 디스크 공

간(411)에 반영되기 전에 호스트 A(400)가 실패했을 경우이다.

먼저 실패 된 호스트 ID를 가지고 호스트 A(400)에 대한 회복이 호출 되게 된다. 호스트 A(400)의 저널 공간인 저널 

A(414)에서 로그 정보와 실제 디스크 공간(411)에서 메타 데이터(413)를 읽어 디스크의 버전과 로그의 버전을 비교

한다. 여기서 로그의 버전은 1 이고 디스크의 버전이 0이므로 로그를 재실행하면 된다. 따라서 디스크의 버전은 1로 

바뀌고 회복을 마치게 된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국한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기술이 당업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변형 실시될 

가능성이 자명하다. 이러한 변형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사상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변경된 메타 데이터에 다른 호스트가 접근하려고 할 때 디스크에 반영하지 않고 화이버 

채널을 통해 네트워크에 전송함으로써 저널링 속도를 증가시키고 메타 데이터뿐만 아니라 일반 데이터에 대해서도 

저널링을 함으로써 일반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유 디스크 환경에서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저널링 방법에 있어서,

저널링을 처리하는 시스템 콜 연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시작하여 새로운 트랜잭

션 영역을 할당한 후 초기화를 하고 트랜잭션 타입을 설정하는 제 1 단계;

변경된 데이터에 잠금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트랜잭션에 추가하여 트랜잭션이 잠금 정보를 관리하고, 메타 데이터가 

변경하는 동안 디스크에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 2 단계;

상기 트랜잭션에 추가된 변경된 메타 데이터 및 중요 일반 데이터에 대해서 변경된 정보를 저널 공간에 기록하고, 상

기 트랜잭션에 연결된 잠금 정보를 해제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는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의 저널링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변경된 메타 데이터 버퍼 및 중요 데이터 버퍼에서 로그 버퍼를 모으는 제 4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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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로그 영역을 할당하고 버전을 증가시키는 제 5 단계;

상기 로그 정보가 메타 데이터인지 일반 데이터인지 판단하는 제 6 단계;

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 메타 데이터 및 일반 데이터를 저널 공간에 기록하는 제 7 단계를 더 포함하는 공유 디스크 파

일 시스템의 저널링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7 단계는,

상기 판단 결과, 로그 정보가 메타 데이터이거나 로그 정보가 중요 데이터이고 로그의 버퍼의 개수가 일정 개수 이상

이면 동기적 로깅을 하는 제 71 단계;

상기 판단 결과, 로그 정보가 일반 중요 데이터이면서 로그의 개수가 상기 일정 개수 미만이면 비동기적 로깅을 하는 

제 72 단계를 포함하는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의 저널링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71 단계는,

상기 로그를 저널 공간에 기록하는 제 711 단계;

상기 트랜잭션에 연결된 버퍼 리스트를 AIL 리스트에 추가하는 제 712 단계;

상기 AIL 리스트에 추가된 버퍼에 대해서 디스크 반영 금지를 해제하는 제 713 단계를 포함하는 공유 디스크 파일 시

스템의 저널링 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72 단계는,

상기 로그 정보를 저널 공간에 반영하지 않고 메모리 공간에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의 

저널링 방법.

청구항 6.
공유 디스크 환경에서 저널링 기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종료 되었을 경우 파일 시스템의 일관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의 회복 방법에 있어서,

로그 헤드 정보를 읽는 제 1 단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는지 판단하여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상기 로그의 정보를 찾아 

완료된 엔트리를 찾는 제 2 단계;

시작하는 상기 엔트리가 저널의 끝인지를 판단하는 제 3 단계;

상기 판단 결과, 상기 엔트리가 저널의 끝이 아니면 디스크와 저널공간에서 정보를 읽는 제 4 단계;

상기 제 4 단계에서 읽어온 디스크 정보와 저널 공간 정보의 버전 번호를 비교하는 제 5 단계;

상기 비교 결과, 디스크의 로그 정보의 버전이 저널공간의 로그 정보의 버전보다 작으면 로그에 기록된 로그 정보를 

디스크에 기록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하는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의 회복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 결과, 상기 엔트리가 저널의 끝일 때까지 상기 제 4 단계부터 상기 제 6 단계까지를 반복 수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의 회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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