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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액세스를 가능한 제한하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구비된 스핀들 모터
의 구동에 따른 전력소비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하드
디스크 캐시를 '캐시의 재기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제어하게 된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의 파워오프시나 
리셋시에 발생되는 SMI인터럽트와 프로그램 종료시에 발생되는 프로그램 종료 인터럽트를 이용하여 하드
디스크 캐시에는 변경되었으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는 미기록된 데이터를 모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기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액세스가 제한되어 스핀들 모터의 구동이 감소되어 전
력소비가 감소되며,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속도 또한 증가된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의 파워 오프시나 리
셋시에 발생되던 데이터 손실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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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일 예를 보이는 사시도.

제2도는 하드디스크 캐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3도는 스핀들 모터의 구동 시에 소비되는 전류의 변화를 보이는 도면.

제4도는 SMI 발생부를 구비한 컴퓨터 시스템의 일 예를 보이는 블록도.

제5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그 초기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
한 순서도.

제6도는 제5도의 초기화 과정이 진행된 후의 메인 메모리의 메모리-맵.

제7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제8도는 본 발명의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동작을 메모리-맵에서 보여주는 도면.

제9도는 제7도의 독출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상세 순서도.

제10도는 제7도의 기입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상세 순서도.

제11도는 제7도의 플러시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상세 순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68 :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12 : 미디어

14 : 헤드                                        16 : 케이스 외장부

30, 64, 90 : 메인 메모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산업상의 응용분야]

발명은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액세스
(access)를 가능한 제한하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구비된 스핀들 모터의 구종에 따른 전력 소비를 감소
시키는 기능을 갖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및 그의 문제점]

현재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의 경우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휴대용 제
품의 특성상 일 회 충전으로 사용 가능한 시간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시간을 재 충전 없이 
사용가능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그리하여 전원용 배터리의 일회 충전으
로 많은 시간동안 재 충전 없이 사용가능한 배터리의 개발에 대한 노력과 함께, 반대로 컴퓨터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연구도 계속 되고 있다.

그런데 전원용 배터리를 이용해 사용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으므로 가능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 자체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에서 현재 작동중이 아닌 주변 기기들에 대하여 전원 공급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대성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 등
을 사용하여 전력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러한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일반적으로 APM(Advanced Power Management)라 한다. APM의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에 마지막 액세스(access)가 있은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동
작주파수를 감소시켜 전력 소비를 줄이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상의 변화가 있은 후 일정
시간이 경과되거나 또는 키보드로부터 입력이 일정시간 동안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LCD 등의 화면 출력을 
위한 전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경우는 마지막 액세스가 있은 후 
설정된 소정의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내부에 구비된 모터의 회전을 멈추도록하
여 그의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고 있다.

한편,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의 전력 소비는 상당부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
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여러 방향으로 계속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command)들을 이용하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내부에 구비된 스핀들 모터(spindle 
motor)나 서보모터(suvor motor)의 회전을 정지시켜 전력 소비를 감소시킨다.

제1도는 종래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일 예를 보이는 사시도이다.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10)는 크게 데이터 저장용의 미디어(12)와, 상기 미디어
(12)를 회전시키기 위한 스핀들 모터(도시되지 않음)의, 상기 스핀들 모터의 회전에 따라 상기 미디어
(12)가 회전될 때 이로부터 데이터를 기입/독출(read/write)하기 위한 헤드(14)와,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케이스 외장부(16)와, 일반적으로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10)의 밑면에 장착되는 하드디스크 제어회로
부(도시되지 않음)로 구성된다.

상기 미디어(12)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의 딱딱한 재질이 사용된다. 이것을 플래터(platter)라고 하
는데, 이 표면에 마그네틱 필름이 덮여(coating)있고 그 위에 다시 탄소 성분을 입혀 마그네틱 필름을 보
호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이러한 플래터를 여러장 사용하여 미디어(12)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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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구성을 갖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10)는 상기 스핀들 모터에 의해 상기 미디어(12)가 회전하
고, 상기 헤드(14)에 의해 데이터의 기입/독출이 수행된다.

그런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10)로부터 데이터의 기입/독출 동작이 수행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메인 메
모리(반도체 메모리로 구성)로부터 데이터를 기입/독출하는 속도보다 느리다. 왜냐하면, 하드디스크 드라
이브(10)로부터 데이터가 기입/독출 될 때는 그 특성상 기계적인 동작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도
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하드디스크 캐시가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드디스크 캐시란,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로부터 빠르게 데이터를 기입/독출하기 위해 구비된 메모리를 말
한다. 이러한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메인 메모리의 특정부분을 설정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의 내부에 하드웨어적으로 소정의 메모리를 장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제2도는 종래의 하드디스크 캐시의 일 예를 보이는 도면이다.

제2도를 참조하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10)와 메인 메모리(30)사이에 하드디스크 캐시(20)가 존재하여 
이를 통하여 데이터의 기입/독출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버(10)로부터 데이터의 독출
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와 그 주변의 데이터(보통 블록단위의 데이터)가 하드디스크 캐시(20)
에 저장된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 반복하여 같은 데이터를 하드디스크 드라이버(10)로부터 읽을 필요 없
이 하드디스크 캐시(20)로부터 읽으면 되므로 빠른 수행 속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캐시의 쓰기 알고리즘(algorithm)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는 캐시를 통한 기록(write 
through cache)과 캐시에 재기록(write back cache)이다.

먼저, '캐시를 통한 기록'이란 캐시를 사용하다가 캐시의 데이터의 내용이 변경되면 그 데이터를 하드디
스크 드라이브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게 된다. 이는 캐시의 데이터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데이터와의 상
호 내용이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캐시 일관성(cache coherency)을 적용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캐시에 재기록'이란 보다 더욱 컴퓨터 시스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캐시의 
데이터가 변경되어도 일단 캐시에만 변경된 데이터를 기록하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는 변경된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다 캐시에 원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인 적중실패(miss hit)가 발생되는 캐시에서 
변경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모두 기록하도록 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경우는 캐시의 데이터
가 변경될 때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액세스(access)하지 않아도 됨으로 그만큼의 속도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캐시에 재기록'의 경우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컴퓨터 시스템이 파워 오프(power off)
되거나 리셋(reset)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캐시에 변경된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 변경된 
데이터가 아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기입되지 않은 경우에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면 변경된 데이터를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 '캐시를 통한 기록'이 컴퓨터 시스템에 적용되어 사용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캐시를 통한 기록'의 경우에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컴퓨터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구비된 스핀들 모터를 정지시킨 경우, 캐시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캐시 일관성으로 인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도 변경된 데이터를 동일하게 기록하여야 함으로 스핀들 모
터가 구동되어야 한다.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핀들 모터가 정지되어 다시 회전을 시작하는 경우, 스핀들 모터가 정상적인 
속도로 회전되기까지는 일정 시간(ts)동안 과도구간(40)이 발생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도구간(40)에서 상
기 스핀들모터는 비교적 많은 량의 전류(45)를 소비하게 된다. 그리고 과도구간(40)이 지난 후에 상기 스
핀들 모터가 정상속도로 회전하는 정상구간(50)이 되면 일정량의 전류(Is)만을 소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스핀들 모터의 회전을 정지시킨 것이 또 다른 
전력 소비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의 목적]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구동을 최소화하여 전력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컴퓨터 시스템의 파워 오프시나 리셋시에 하드디스크 캐시에 저장된 데이터를 안
전하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기입하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의하면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상기 하
드디스크 드라이브로부터 독출/기입되는 데이터를 임시저장하기 위한 하드디스크 캐시를 구비한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구동시 하드디스크 캐시를 제어하
기 위한 초기화 단계와;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기입/독출을 위해 발생되는 소정의 인터럽트와, 파
워 오프시나 리셋시에 발생되는 SMI인터럽트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시에 발생되는 인터럽트 중 어느 하나
가 발생되면, 그 인터럽트를 접수하는 단계와; 상기 발생된 인터럽트의 종류를 판단하여 그에 대응되는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로 진행시키는 단계와; 상기 인터럽트가 독출에 따른 인터럽트일 때, 독출하고
자 하는 데이터가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에 있으면 이를 독출하고, 없으면 현재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에 
기입 작업이 이루어진 모든 캐시원소들을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기입하고,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
브로부터 상기 독출하려는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와; 상기 인터럽트가 기입에 따른 인터럽트일때,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의 상태에 따라 현재 하드디스크 캐시에 기입작업이 이루어진 모든 캐시원소들을 상기 하
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기입하여 플러시하고, 상기 기입하려는 데이터를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에 기입하는 
단계와; 상기 인터럽트가 파워 오프시나 리셋시에 발생되는 SMI인터럽트나 프로그램 종료시에 발생되는 
인터럽트일 때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의 원소들 중 기입 작업이 있는 캐시원소가 있는 경우 이들을 모두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기입하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플러시 단계와; 소정의 제어가 종료되면 인터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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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복귀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초기화 단계는 상기 컴퓨터 시스템에 구비된 BIOS의 인터럽트 중에, 상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데이터의 기입/독출을 위해 발생되는 소정의 인터럽트와, 파워 오프시나 리셋시에 발
생되는 SMI인터럽트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시에 발생되는 인터럽트의 발생에 응답하여 상기 하드디스크 캐
시의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소정의 인터럽트 초기화 단계와,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의 각각의 캐시원
소들에 대한 제어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정보 영역을 초기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독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제어단계는; 상기 독출하려는 데이터가 상기 하드
디스크 캐시에 존재하는가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에 상기 독출하려는 데이터가 없는 경
우, 현재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에 기입 작업이 이루어진 캐시원소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단계와, 기입 
작업이 이루어진 캐시원소를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모두 기입하는 플러시 단계와;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부터 상기 독출하려는 데이터를 독출하여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에 삽입하는 단계와; 상기 독출
하려는 데이터가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에 존재하는 경우나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부터 독출하려는 
데이터가 독출되어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에 삽입된 후,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와;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의 각각의 캐시원소들에 대한 제어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정보 영역을 재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기입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제어단계는;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에 새로운 캐시원
소를 삽입할 수 있는가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에 새로운 캐시원소를 삽입할 수 없는 경
우,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에 기입 작업이 이루어진 캐시원소가 존재하는가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하드디
스크 캐시에 기입 작업이 이루어진 캐시원소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을 모두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기입하는 플러시 단계와; 상기 기입하려는 데이터를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에 새로운 캐시원소로 삽입하는 
단계와; 상기 하드디스크 각각의 캐시원소들에 대한 제어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정보 
영역을 재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를 플러시 하는 제어단계는: 상기 인터럽트가 파워 오프시나 
리셋시에 발생되는 SMI인터럽트나 프로그램 종료시에 발생되는 인터럽트일 때,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의 
원소들 중 기입작업이 있는 캐시원소가 있는가 판단하는 단계와; 기입 작업이 있는 캐시원소가 있는 경우 
이들을 모두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기입하는 플러시 단계와;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의 각각의 캐시
원소들에 대한 제어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정보 영역을 초기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작용]

상술한 본 발명의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에 의하면, 하드디스크 캐시를 '캐시에 재기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제어하므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액세스가 최소화되어 전력 소비가 감소되며, 컴퓨터 시스템
의 파워 오프시나 리셋시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시에 하드디스크 캐시에 존재하는 미기록 데이터 즉,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미기록된 데이터를 모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기록하게 된다.

[실시예]

제5도 내지 제11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신규한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은, 하드디스크 캐시(66)를 
'캐시의 재기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제어하게 된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의 파워 오프시나 리셋시에 발
생되는 SMI인터럽트와 프로그램 종료시에 발생되는 프로그램 종료 인터럽트를 이용하여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만 변경되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에는 미기록된 데이터를 모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6)에 
기입하게 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 도면 제4도 내지 제11도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4도는 SMI 발생부를 구비한 컴퓨터 시스템의 일 예를 보이는 블록도이다. SMI발생부(60)로부터 SMI신호
가 발생되면 이는 중앙처리부(CPU,62)로 인가되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기 중앙처리부(62)는 입력된 상기 
SMI신호에 응답하여 소정의 응답신호(SMIACK)를 출력하게 된다. 그러면 해당되는 SMI처리 루틴이 수행하
게  된다.  한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와  메인  메모리(64)사이에  하드디스크  캐시(66)가  위치하게 
되고,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로부터 기입/독출되는 데이터는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임시 저
장되어 사용하게 된다.

SMI(system management interrupt)란 컴퓨터 시스템의 파워 오프나 리셋시 발생되는 인터럽트이며, SMI인
터럽트가 발생되는 경우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SMI인터럽트는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주로 이용된다. 상술한 APM 기능도 상기 SMI를 이용하여 작동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본 발명의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은 '캐시에 재기록' 알고리즘이 적용되게 된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 적용될 경우 하드디스크 캐시(66)에는 변경된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이 데이터가 아직 하드디
스크 드라이브(68)에는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컴퓨터 시스템이 파워 
오프 되거나 리셋되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술한 SMI인터럽트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파워 오프시나 리셋시에 SMI인터럽트가 발생되면, 현재 변경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캐시(6
6)의 데이터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에 모두 기록한 후 발생된 SMI인터럽트에 대응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실행중인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도 이상과 같은 제어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실행중인 프로그램이 종
료될 때는 그에 따른 프로그램 종료 인터럽트가 발생하며 이를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드라이
브(68)에 데이터의 기입/독출을 위해 발생되는 인터럽트를 이용하여 하드디스크 캐시를 제어하게 된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5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그 초기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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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도이다.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의 파워 온시에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계 S100에서, 컴퓨터 시스템이 파워 온 되면 컴퓨터 시스템은 파워 온 리셋(power on reset) 과정
에 의해 컴퓨터 시스템이 안정적인 상태로 된다.

이어  단계  S110으로  진행하며,  이  단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구비된  BIOS(Basic  Input 
Output System)에 의한 하드웨어 부팅과정이 수행된다. 이러한 BIOS에 의한 하드웨어 부팅과정은 제조회
사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점을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POST(Power  On  Self  Test)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소정의 초기값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에 구성된 각 장치들이 초기화되게 된다.

이상의 BIOS에 의한 하드웨어 부팅과정이 진행된 후 단계S120에서는, OS에 의한 부팅과정이 진행되게 되
는데, 일반적으로 DOS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BIOS에  의한  하드웨어  부팅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바이오스-롬(BIOS  ROM)에  부트스트랩 루틴
(bootstrap routine)이 실행된다. 이 루틴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또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에 삽입된 
플로피 디스크)의 부트 섹터(boot sector)의 내용을 메인 메모리에 복사한다. 부트 섹터는 그 섹터가 든 
드라이브에서 소프트웨어 부팅에 필요한 파일들(files)에 대한 정보들과 상기 부트스트랩 프로그램과는 
다른 또 다른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은 특정한 파일들(MS-DOS의 
경우 IO.SYS와 MSDOS.SYS)을 찾아 메모리에 로드하게 되고 IO.SYS에 의해 OS부팅과정이 계속된다. 이때, 
단계 S130에서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프로그램이 메인 메모리에 로드되고, 이어 단계 S140에서 상기 하
드디스크 캐시의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소정의 초기화 과정이 수행된다.

상기 초기화 단계 S140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컴퓨터 시스템에 구비된 BIOS의 인터럽트 중에, 상
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에 데이터의 기입/독출을 위해 발생되는 소정의 인터럽트(BIOS 인터럽트 13
h)와, 파워 오프시나 리셋시에 발생되는 SMI인터럽트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시에 발생되는 인터럽트(DOS 
인터럽트 4ch)의 발생에 응답하여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의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이상과 같은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된다. 그리고 상시 
하드디스크 캐시(66)의 각각의 캐시원소들에 대한 제어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정보 
영역(93)을 초기화한다.

이어 단계 S150에서 나머지 몇몇단계의 부팅과정이 더 진행되게 되면 OS에 의한 부팅과정이 종료되고 단
계 S160으로 진행하여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는 입력대기 상태로 된다.

이상과 같은 OS에 의한 소프트웨어 부팅과정이 종료된 후 메인 메모리의 메모리-맵(memory map)이 첨부도
면 제6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6도는 제5도의 초기화 과정이 진행된 후의 메인메모리의 메모리-맵이다.

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인 메모리(90)의 소정의 부분에 인터럽트 백터 테이블(interrupt  vector 
table, 98)과 인터럽트 처리루틴이 있는 BIOS(97)부분이 각각 위치한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캐시(66)의 
영역과 하드디스크 캐시 제어 드라이버(92)와,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정보 영역(93)이 소정의 부분에 각
각 위치하게 된다.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정보 영역(93)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고 있게 될 수 있다. 상
기 하드디스크 캐시(66)의 각각의 구성원소들이 저장되어 있는 메인 메모리의 어드레스(94)와, 상기 구성
원소가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에서의 어드레스(95) 그리고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플래그(96)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하드디스크에서의 어드레스(95)는 통상적으로 실린더(95a)와 헤더(95b)와 시작섹터(95c)와 종료섹터
(95d)로 표시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제어 플래그(96)는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구성된 
각각의 캐시원소들의 상태 즉, 이 캐시원소가 기록이 요구되었는가 또는 중복된 하드디스크 상우의 어드
레스(95)를 갖는 캐시원소가 있는가 등을 표시하기 위한 플래그이다.

한편, 이상과 같은 하드디스크 캐시의 초기화 과정이 진행된 컴퓨터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실행 프로그
램이 실행되는 과정 중에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가 제어되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7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제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술한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프로그램 즉, 하드디스크 캐시 드라이버(92)에 
의한 제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단계 S200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이 구동되어 부팅되면서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 드라이버(92)가 상기 
메인 메모리(90)에 로드되면 이에 의해 하드디스크 캐시를 제어하기 위한 초기화가 진행된다. 이는 앞서 
설명한 제5도의 단계 S140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초기화 과정 OS에 의한 소프트웨어 부팅시에만 진
행된다.

단계 S210에서는 통상적으로 실행 프로그램이 실행중에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에 기입/독출을 위
해 발생되는 소정의 인터럽트와, 파워 오프시나 리셋시에 발생되는 SMI인터럽트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시
에 발생되는 인터럽트 중 어느 하나가 발생되면, 그 인터럽트를 접수한다. 이어 단계 S220에서는 상기 발
생된 인터럽트의 종류를 판단하여 그에 대응되는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인터럽트가 독출에 따른 인터럽트이면, 단계 S300으로 진행하여 독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상기 하
드디스크 캐시(66)에 있는가 판단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독출하고 없으면 현재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
(66)에 기입작업이 이루어진 모든 캐시원소들을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에 기입하고, 상기 하드디
스크 드라이브(68)로부터 상기 독출하려는 데이터를 독출하여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삽입하고 이를 
독출한다.

그리고 상기 인터럽트가 기입에 따른 인터럽트이면, 단계 S400으로 진행하여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의 
상태에 따라 현재 하드디스크 캐시(66)에 기입작업이 이루어진 모든 캐시원소들을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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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68)에 기입하여 플러시(flush)하고, 상기 기입하려는 데이터를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새로운 
캐시원소로 삽입한다.

한편, 상기 인터럽트가 파워 오프시나 리셋시에 발생되는 SMI인터럽트나 프로그램 종료시에 발생되는 인
터럽트이면, 단계 S500으로 진행하여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의 원소들 기입작업이 있는 캐시원소가 있
는 경우 이들을 모두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에 기입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소정의 제어가 종료되면 제어는 단계 S600으로 진행하여 인터럽트 복귀(interrupt 
return)가 이루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은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과정을 첨부도면 제8도를 참조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8도를 참조하여, 일반적인 실행 프로그램(99)이 실행되다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어떠한 데이터를 기
입하거나 독출하려는 상황이 발생되면, 소정의 인터럽트(BIOS 인터럽트 13h)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단
계 S10이 진행되어 실행중인 프로그램은 잠시 대기하고 상기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에서 지지하는 소정의 
부분에 있는 실행코드가 중앙처리장치에 의해 실행된다. 즉, 해당되는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실행 코
드가 있는 어드레스로 점프(jump)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단계 S20'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터럽트 처리를 위해 BIOS영역(97)의 해당 처리루틴으로 점프하도
록 되어 있으나, 상기 초기화 단계 S200에 의해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98)이 초기화 되었으므로 상기 하
드디스크 제어 드라이버(92)의 인터럽트 접수단계 S210으로 점프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되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가 실행되고 단계 S30에서는 인터럽트 복귀가 이루어진다.

다음은 제9도 내지 제11도를 참조하여 상술한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을 보다 더 상세히 설명한다.

제9도는 제7도의 독출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상세순서도이고, 제10도는 제7도의 기입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상세순서도이고, 제11도는 제7도의 플러시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상세순서도이다.

제9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독출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제어단계 S300은, 단계 S310에서 상기 독출하
려는 데이터가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존재하는가 판단한다. 그리고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상
기 독출하려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단계 S320으로 진행하여 현재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기입작업
이 이루어진 캐시원소가 존재하는지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상기 제어 플래그(95d)의 해당 플래그 비트
에 따라 판단한다. 기입작업이 이루어진 캐시원소가 존재하는 경우 단계 S330으로 진행하여 이를 상기 하
드디스크 드라이브(68)에 모두 기입하여 하드디스크 캐시를 플러시한다.

그리고 기입작업이 이루어진 캐시원소가 없는 경우나, 하드디스크 캐시를 플러시한 후 제어는 단계 S340
으로 진행하여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로부터 상기 독출하려는 데이터를 독출하여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삽입한다.

한편 단계 S350에서는, 상기 독출하려는 데이터가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존재하는 경우나, 상기 하
드디스크 드라이브(68)로부터 독출하려는 데이터가 독출되어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삽입된 후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로부터 데이터를 독츨한다.  그리고 단계 S360으로 진행하여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
(66)의 각각의 캐시원소들에 대한 제어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정보 영역(93)을 재조
정한다.

제10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기입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제어단계 S400는, 단계 S410에서 상기 하드
디스크 캐시(66)에 새로운 캐시원소를 삽입할 수 있는가 판단한다.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새로운 
캐시원소를 삽입할 수 없는 경우, 단계 S420으로 진행하여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기입작업이 이루
어진 캐시원소가 존재하는가 판단한다.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기입작업이 이루어진 캐시원소가 존재하는 경우 단계 S430으로 진행하여 이
들을 모두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에 기입하여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를 플러시한다.

한편, 단계 S440에서는, 하드디스크 캐시에 새로운 캐시원소를 삽입할 수 있는 경우는 새로운 캐시원소를 
삽입하고, 상기 단계 S420의 판단에 따라 기입작업이 이루어진 캐시원소가 없는 경우는 가장 오래된 캐시
원소를 소거하고 새로운 캐시원소를 삽입할 수 있다. 그리고 단계 S450에서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
정보 영역(93)을 재조정한다.

제1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를 플러시하는 제어단계 S500은, 단계 S510에서 상
기 인터럽트가 파워 오프시나 리셋시에 발생되는 SMI인터럽트나 프로그램 종료시에 발생되는 인터럽트일 
때,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의 원소들 중 기입작업이 있는 캐시원소가 있는가 판단한다. 기입작업이 있
는 캐시원소가 있는 경우 단계 S520으로 진행하여 이들을 모두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에 기입하여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를 플러시한다. 그리고 단계 S530에서는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정보 영역(9
3)을 초기화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에 의하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액세스가 제한되고 스핀들 모터의 
구동이 감소되어 전력소비가 감소된다. 이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속도 또한 증가된다. 그리고 컴퓨
터 시스템의 파워 오프시나 리셋시에 발생되던 데이터 손실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와,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로부터 독출/기입되는 데이
터를 임시저장하기 위한 하드디스크 캐시(66)를 구비한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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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구동시 하드디스크 캐시를 제어하기 위한 초기화 단계(S200)와; 상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68)에 기입/독출을 위해 발생되는 소정의 인터럽트와, 파워 오프시나 리셋시에 발생되는 
SMI인터럽트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시에 발생되는 인터럽트 중 어느 하나가 발생되면, 그 인터럽트를 접수
하는 단계(S210)와; 상기 발생된 인터럽트의 종류를 판단하여 그에 대응되는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
로 진행시키는 단계(S220)와; 상기 인터럽트가 독출에 따른 인터럽트일 때, 독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상
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있으면 이를 독출하고, 없으면 현재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기입 작업이 
이루어진 모든 캐시원소들을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에 기입되고,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로
부터 상기 독출하려는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S300)와; 상기 인터럽트가 기입에 따른 인터럽트일 때, 상
기 하드디스크 캐시(66)의 상태에 따라 현재 하드디스크 캐시(66)에 기입 작업이 이루어진 모든 캐시원소
들을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에 기입하여 플러시하고, 상기 기입하려는 데이터를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기입하는 단계(S400)와; 상기 인터럽트가 파워 오프시나 리셋시에 발생되는 SMI인터럽트나 프
로그램 종료시에 발생되는 인터럽트일 때,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의 원소들 중 기입 작업이 있는 캐시
원소가 있는 경우 이들을 모두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에 기입하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플러시 단계
(S500)와; 소정의 제어가 종료되면 인터럽트 복귀가 이루어지는 단계(S60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화 단계(S200)는, 상기 컴퓨터 시스템에 구비된 BIOS의 인터럽트 중에,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에 데이터의 기입/독출을 위해 발생되는 소정의 인터럽트와, 파워 오프시나 리셋
시에 발생되는 SMI 인터럽트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시에 발생되는 인터럽트의 발생에 응답하여 상기 하드
디스크 캐시의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소정의 인터럽트 초기화 단계와,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의 
각각의 캐시원소들에 대한 제어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정보 영역(93)을 초기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독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제어단계(S300)는, 상기 독출하려는 데이터가 상기 하
드디스크 캐시(66)에 존재하는가 판단하는 단계(S310)와;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상기 독출하려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현재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기입 작업이 이루어진 캐시원소가 존재하는지 판
단하는 단계(S320)와; 기입 작업이 이루어진 캐시원소를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에 모두 기입하는 
플러시 단계(S330)와;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로서 상기 독출하려는 데이터를 독출하여 상기 하드
디스크 캐시(66)에 삽입하는 단계(S340)와; 상기 독출하려는 데이터가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존재
하는 경우나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68)부터 독출하려는 데이터가 독출되어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
(66)에 삽입된 후,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S350)와;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의 각각의 캐시원소들에 대한 제어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정보 영역(93)을 
재조정하는 단계(S36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제어단계(S400)는,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새로운 
캐시원소를 삽입할 수 있는가 판단하는 단계(S410)와;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새로운 캐시원소를 삽
입할 수 없는 경우,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기입 작업이 이루어진 캐시원소가 존재하는가 판단하는 
단계(S420)와;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에 기입작업이 이루어진 캐시원소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을 모두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에 기입하는 플러시 단계(S430)와; 상기 기입하려는 데이터를 상기 하드디
스크 캐시(66)에 새로운 캐시원소로 삽입하는 단계(S440)와;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의 각각의 캐시원
소들에 대한 제어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정보 영역(93)을 재조정하는 단계(S45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드디스크 캐시(66)를 플러시 하는 제어단계(S500)는, 상기 인터럽트가 파워 오프
시나 리셋시에 발생되는 SMI인터럽트나 프로그램 종료시에 발생되는 인터럽트일 때, 상기 하드디스크 캐
시(66)의 원소들 중 기입작업이 있는 캐시원소가 있는가 판단하는 단계(S510)와; 기입 작업이 있는 캐시
원소가 있는 경우 이들을 모두 상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68)에 기입하는 플러시 단계(S520)와; 상기 하
드디스크 캐시(66)의 각각의 캐시원소들에 대한 제어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정보 영
역(93)을 초기화하는 단계(S53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드디스크 캐시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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