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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클라이언트(400)로부터 서버(401)로 파일데이터를 쓰기 위한 방법으로서, 클라이언트(400)가 전송되어야 할 다수의

파일의 이름 및 상기 다수의 파일의 속성들을 포함하는 파일 전송 제의를 서버(401)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 클라이언

트(400)로부터 서버(401)로 파일데이터를 쓰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서버(401)는 다수의 파일의 최적 메모리 위치와 

최적 순서와 데이터 전송 크기를 결정하며, 메모리 위치와 최소 데이터 전송에 대해 최적화된 순서로 다수의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요청을 클라이언트(400)에게 보냄으로써, 클라이언트(400)로부터 서버(401)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전

송율을 최대화시킨다.

색인어

서버, 클라이언트, 소오스 파일, 목적 파일,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전송율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2001년 3월16일 출원된 미국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번호 60/276,829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출

원되는 것으로서, 상기 가출원의 내용은 전부 본 출원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은 컴퓨터 파일서버와 클라이언트 컴

퓨터 등에 사용되는 저장 영역 네트워크 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좀더 상세하게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데이터 

전송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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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클라이언트 컴퓨터(102)와 컴퓨터 서버 시스템(104)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저장 영역 네트워크(100)를 보여

준다. 클라이언트 컴퓨터(102)와 서버 시스템(104)은 네트워크(106)를 통하여 서로 통신한다.

클라이언트 컴퓨터(102)는 버스(110)를 통하여 네트워크 포트(112), 화이버 포트(114) 및 메모리(116)에 연결된 프

로세서(108)를 포함한다. 상기 프로세서(108)로서는 예를들면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는 인텔사에서 만들어진 

인텔 펜티엄 4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면, 상기 프로세서(108)로서는 사용자 정의 집적회로(Applic

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IC)를 사용할 수 있다. 버스(110)의 예로서는, 칩(마더보드 칩, 메인보드 칩 등)

, 확장보드 및 프로세서/메모리 서브 시스템 등을 상호 연결하기 위한 고성능 버스인 피씨아이(Peripheral Compone

nt Interconnect, PCI)를 사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포트(112)로서는 이더넷(Ethernet) 포트, 직렬 포트, 병렬 포트, 범용직렬버스(Universal Serial Bus, USB

), IEEE(Institu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c.) 1394 포트, SCSI(Small Computer Systems Int

erface) 포트, PCMCIA(Personal Computer Memory Card International Association) 포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102)의 메모리(116)는 프로세서(108)에 의해 실행되도록 구성된 다수의 명령(instructions)을 저

장할 수 있다. 상기 메모리(116)로서는 램(Random Access Memory, RAM), 디램(Dynamic RAM, DRAM), 에스램(

Static RAM, SRAM), 휘발성 메모리, 비휘발성 메모리, 플래시램, 폴리머 페로일렉트릭 램(polymer ferroelectric R

AM), 오보닉스 유니파이드 메모리(Ovonics Unified Memory), 마그네틱 램, 캐시 메모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ar

d Disc Drive, HDD), 마그네틱 저장장치, 광학 저장장치, 자기-광학 저장장치 등과 또는 그들의 조합을 사용할 수 있

다.

클라이언트 컴퓨터(102)는 네트워크(106)를 통해서 서버 컴퓨터(104)와 연결된다. 상기 서버 컴퓨터(104)로서는 예

를들면,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에 있는 휴렛팩커드사의 윈도우 엔티,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에 있는 선마이크로시스템

사의 유닉스 서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서버 컴퓨터(104)는 버스(120)를 통하여 네트워크 포트(122), 화이버 포

트(124), 메모리(126)와 연결되어 있는 프로세서(118)를 포함한다. 상기 네트워크 포트(122)의 예로서는 광역 네트

워크(Wide Area Network, WAN), 랜(Local Area Network, LAN), 인터넷, 무선 네트워크, 유선 네트워크, 연결지

향(connection-oriented) 네트워크, 패킷 네트워크, 인터넷 프로토콜(IP) 네트워크 또는 그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의하여 사용된 '연결'이라는 용어는 직접연결, 간접연결 또는 그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이와 유사하게, 서로 연결된 2개의 장치는 직접 통신, 간접 통신 또는 그 조합을 사용한다. 또한, 서로 연결된 2개의 

장치는 통신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필요는 없고, 전형적, 주기적, 간헐적, 산발적, 간혹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통

신'이라는 용어는 직접 통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 통신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이터 통신에 관한 것이다. 상기 데이터 

통신은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들의 하나 이상의 통신 채널에 의해 수행된다. 네트워크는 유선통신 링크(예를들면, 동축

케이블, 구리전선, 광학 섬유, 또는 그 조합 등), 무선통신 링크(예를들면, 위성통신 링크, 육상 무선통신 링크, 위성-

육상 통신링크 또는 그 조합 등)을 포함한다. 통신링크는 하나 이상의 통신채널을 포함하며, 통신채널은 통신을 실행

한다. 예를들면, 통신링크는 시분할 멀티플렉싱(Time Division Multiplexing, TDM) 채널, 주파수 분할 멀티플렉싱(F

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FDM) 채널, 코드 분할 멀티플렉싱(Code Division Multiplexing, CDM) 채널, 웨이

브 분할 멀티플렉싱(Wave Division Multiplexing, WDM) 채널 또는 그 조합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도록 구성된 명령들이 컴퓨터 독출 매체에 저

장된다. 상기 컴퓨터 독출 매체는 디지탈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 독출 매체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씨디롬(Compact Disc Read-Only Memory, CD-ROM)을 

포함한다. 상기 컴퓨터 독출 매체는 실행되기 위하여 구성된 명령들을 실행하는데 적합한 프로세서에 의해 억세스된

다. '실행되기 위하여 구성된 명령들', '실행된 명령들'이라는 용어는, 프로세서에 의해 현재의 형태(예를들면 기계어 

코드)로 실행되도록 준비되어 있거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도록 준비되기 위하여 조작(예를들면 컴파일, 디코딩 

또는 억세스 코드 제공 등)을 필요로 하는 명령들을 포함한다.

저장영역 네트워크(100)는 광 라우터(130)에 의해 억세스 가능한 다수의 네트워킹된 저장장치(128)를 포함한다. 네

트워크구성된 저장장치(128)는 예를들면 하나 이상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32, 134, 136), 광학 저장장치(138), 

분리가능한 저장장치(140), 기타 저장장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광 라우터(130)는 예를들면 샤파럴 에프브이에스(C

haparal FVS) 113, 크로스로드(Crossroads) 4250, 아토 화이버 브리지(ATTO Fiber Bridge) 3200 등을 포함한다.

저장장치(128)에 저장된 정보는, 컴퓨터에 직접 부착되어 있는 장치들과 같이, 클라이언트 컴퓨터(102)와 서버 컴퓨

터(104)에 의해 억세스가능하다. 예를들면, 하드 디스크(132)상의 저장영역은 서버(104)에 '마운트'되고, 하드 디스

크(134)상의 저장영역은 클라이언트(102)에 마운트된다. 상기 컴퓨터상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의 관점에서는

, 상기 저장영역은 각각의 컴퓨터 시스템에 직접 장착되어 있는 것 처럼 사용된다.

전형적인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서버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고 서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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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한 종래의 시스템 및 방법은, 도 1에 도시

되어 있는 바와 같은 저장영역 네트워크를 이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예를들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상의 파일로 

데이터를 쓰는 종래의 과정은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통신 절차를 따른다. 이 예에서, 클라이언트(102)는 저

장을 위해 서버(104)에 의해 전송될 필요가 있는, 디스크(132)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도 2에서, 굵

은 선에 의해서 표현되는 처리들(transactions)은,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의 사이에 보내지는 메시지 또는 

데이터로 구성된다. 점선은, 클라이언트(102)와, 서버(104)와, 라우터(130)를 통하여 억세스되는 네트워크화된 저장

장치(128)간의 실제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단계 201에서, 클라이언트(102)는 인포밍 서버(104)에 의한 데이터 쓰기 요청을 시작하며, 클라이언트는 서버(104)

에 의해 유지되는 파일에 쓰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단계 202에서, 서버(104)는 하드 디스크(134)와 같은 네트워

크 구성된 저장장치(128)중 하나에다가 새로운 빈 파일을 생성한다. 단계 203에서, 서버(104)는 파일이 생성되었음

을 클라이언트(102)에게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를 클라이언트(102)에 전송한다. 단계 204, 205에서, 클라이언트(102

)는 하드 디스크(132)로부터 데이터를 불러 온다. 단계 206에서, 클라이언트(102)는 새로운 파일에 데이터를 쓰기 위

하여 데이터를 명령과 함께 서버(104)로 전송한다. 단계 207에서, 서버(104)는 하드 디스크(134)상의 새로운 파일에

데이터를 기록한다. 단 계 208∼215에서, 클라이언트(102)로부터 서버(104)로 모든 데이터가 전송될 때까지 위에서

와 설명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102)는 데이터를 불러내고 서버(104)는 데이터를 기록한다.

이러한 종래의 데이터 전송방법에서는 2개의 시스템간에 효율적인 파일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도2에 도시

한 바와 같이, 단일의 저장영역 네트워크(100)안에서 하나의 물리적인 장소로부터 다른 물리적인 장소로 전송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가 저장영역 네트워크로부터 대신에 전송되기 때문에, 통신 과정이 최적화되지 않는다. 좀더 

상세하게는, 저장영역 네트워크(100)로부터 라우터(130)를 통하여 클라이언트(102)로 데이터가 흐르게 된다. 그 다

음에, 클라이언트(102)는 네트워크(106)를 통하여 서버(104)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서버(104)는 라우터(130)를 통

하여 저장영역 네트워크(100)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전송한다.

종래의 파일 전송 시스템과 관련된 다른 비효율적인 문제는, 서버가 데이터 전송 동작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장치를 최적화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변에 부착된 저장장치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저장영역 네트워크

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초기에,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새로운 빈 파일을 생성할 것을 요청한다. 서버는 그와 같이 생성

한 뒤에 응답을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클라이언트는 각 쓰기 동작 과정에서 파일의 전체 데이터의 서브세트를 기

록한다. 서버는 사용된 프로토콜의 세부내용에 따라 데이터의 수신을 승인할 수도 있고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와 유사하게, 클라이언트가 서 버상에 있는 파일에 전체 파일 데이터를 기록했을 때, 사용된 프로토콜의 세부내용에 

따라 최종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도 3은 상기 바와 같은 비효율성의 문제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단계 302에서, 클라이언트(300)는 서버(30

1)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히여 요청을 시작한다. 단계 303에서, 서버(301)는 새로운 빈 파일이 생성되었음을 나타냄

으로써 요청에 응답한다. 단계 304, 305에서 클라이언트(300)는, 클라이언트(300)로부터 서버(301)로 전체 파일이 

전송될 때까지 하나 이상의 데이터 패킷을 전송한다. 서버(301)는 전송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

고 있지 않게 때문에, 데이터가 가변적인 크기의 새로운 파일에 이어서 기록되도록 한다. 이것은 이용할 수 있는 디스

크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준다. 만약 많은 파일이 전송되어야 한다면, 단계 307, 308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단계 302∼306이 반복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종래의 방법은 파일의 데이터 공간을 마련하는데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수와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에 효율적이다. 그러나, 서버는 주어진 시간안에 쓰기 데이터 동작의 전체 세트의 서브세트에만 노

출되기 때문에, 서버의 최적화 기회는 제한되어진다. 특히, 파일의 최종적인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버는 저장매

체안의 이용가능한 저장영역 위치가 파일의 저장에 적당한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 또한,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데이터

를 보내야 하는 순서와, 클라이언트가 궁극적으로 하나 이상의 파일을 서버에 보내는 경우에 파일의 순열을 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결점은 저장영역 네트워크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 나는데, 전형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단지 클라이언

트에게 알려져 있는 특정한 내용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파일을 전송한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순차적 기반하에

파일 내용을 전송하게 되면 전송율의 감소를 가져온다.

도 2 및 도 3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종래의 데이터 전송방법을 이용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리가능한 매체 장치로 파일이 옮겨질 때 다른 중요한 제한이 발생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각각 

한정된 용량을 가지고 있는 일련의 매체를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매체에 데이터가 위치하게 됨에 따라, 각각의 매체

는 서로 다른 양의 잔여 저장공간을 갖게 된다. 이러한 방법이 적용되어, 데이터가 순차적인 방법으로 기록될 때, 서버

는 궁극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매체 일부분에 파일 데이터를 저장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많은 쓰기 동작이 

발생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기록된 파일을 새로운 장소로 나중에 옮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데이터 저장 매체에서 향상된 파일 전송율과 효율적인 데이터 위치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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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시스템간의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 과정이,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NFS),

일반 인터넷 파일 시스템(CIFS) 등과 같은 통상의 네트워크 파일 공유 프로토콜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 컴

퓨터는 서버상에 빈 파일을 생성하고, 다음에 서버를 통하여 파일에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기록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데이터 전송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전송되어야 할 데이터 블록 세트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 데이터 전송

율을 개선하고,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부하를 덜어줌으로써 저장 네트워크의 제3자 복사 특성의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의 하나 이상의 분리가능한 매체장치로 파일을 옮기는데 필요한 절

차의 단계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분리가능한 매체의 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의 설명에서 상기한 목적과 기타 다른 목적이 본 발명에 의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며, 본 발명의 특징은, 

다수의 파일의 이름과 다수의 파일의 각각의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파일 전송 제의를 클라이언트에 의해 서버에 발생

시키고, 다수의 파일의 최적 메모리 위치와 최적 순열과 데이터 전송 크기를 서버에 의해 결정되고, 최적화된 메모리 

위치와 블럭 데이터 전송의 수의 순열로 다수의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요청을 서버에 의해 클라이언트에 발생시킴으

로써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의 데이터 전송율을 최대화시키는, 클라이언트로부터 파일 데이터를 서버에 쓰기 위한

방법과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저장영역 네트워크 장치들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파 일 전송을 개선한 본 발명의 종래의 구조

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종래의 방법에 따라 데이터를 파일에 쓰기 위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 서버 시스템, 저장 영역 네트워크 사이

의 상호처리를 나타낸 동작 흐름도이다.

도 3은 종래의 방법에 따라 데이터를 다수의 파일에 쓰기 위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서버 시스템 사이의 상호처리

를 나타낸 동작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데이터를 다수의 파일에 쓰기 위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서버 시스템 사이의 상호

처리를 나타낸 동작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데이터를 파일에 쓰기 위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 서버 시스템, 저장 영역 네트워크 

사이의 상호처리를 나타낸 동작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데이터를 파일에 쓰기 위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 서버 시스템, 저장 영역 네트

워크 사이의 상호처리를 나타낸 동작 흐름도이다.

도 7은 ISCSI 구조에 따라 네트워크 구성된 저장장치들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간의 파일 전송을 개선하

기 위하여 구현된 본 발명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실시예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래의 파일 전송 방법과 관련된 문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이 시작된다는 사실로부터

유래된다. 그 결과, 서버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저장매체에 파일을 효율적으로 위치시키기 위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가 없다. 종래의 파일 전송 방법의 다른 문제는, 저장영역 네트워크의 소위 '제3자 복사' 특성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가 없다. 제3자 복사의 경우에,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부터 다른 시스템으

로 전송되는 데이터 블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어져야만 하며, 대응 저장

을 발생시킴에 따라 네트워크 입출력 동작은 이송 데이터에 영향을 미친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 데이터를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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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제3자 복사를 시작하는 당사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상에서 데이터의 위치(블럭 어드레스)를 알아야만 한다. 

쓰기 동작이, 클라이언트에 의해 시작되고, 순차적으로 수행될 때, 서버는 예상 데이터를 위한 공간을 배치할 기회를 

가지 못한다. 따라서 제3자 복사는 특성은 사용되지 못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하면, 제1 컴퓨터로부터 제2 컴퓨터로 데이터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파일에 쓰기 위한 새

로운 방법이 설명되고, 데이터가 전송되기 이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파일을 설명하는 정보가 제1 컴퓨터 시스템으

로부터 제2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일 먼저 전송된다.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컴퓨터 시스템은, 제2 컴퓨터

의 필요에 따라 최적화된 방법으로 클라이언트로부터 파일 데이터를 요청한다. 즉, 제2 컴퓨터는 순서, 시간, 데이터 

전송을 완료시키기 위한 통신매체 등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 결과, 서버는 데이터의 위치 및 전송을 최적화시킬 수 

있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하나의 시스템으로부터 다른 시스템으로 하나 이상의 파일을 전송하는 새로운 방법

을 설명하고 있다. 도 4에서, 클라이언트(400)의 사용자는 파일1, 파일2, 파일3이라고 명명된 3개의 파일을 서버(401

)로 전송하기를 원한다. 3개의 파일 모두를 전송하기 위한 클라이언트의 제의는, 전송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각의 파일

의 속성과 함께 서버로 전송된다.

상기한 속성들은 예를들면, 파일 길이, 파일을 구성하는 각각의 데이터 블록의 네트워크 저장 장치상에서의 위치 등을

포함한다. 예로서, 서버(401)는 상기 3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요청을 처리하고, 파일2, 파일1, 파일3의 순서대로 파

일을 각각 전송함으로써 최적 수행이 얻어질 수 있도록 결정한다. 결정된 순서는 디스크 헤드 검색시간을 줄여줌으로

써 데이터 전송을 최적화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단계 403에서, 클라이언트(400)는 클라이언트(400)에세 파일2의 

내용을 전송할 것을 명령한다. 단계 404에서, 클라이언트(400)는 요청된 내용을 전송한다. 단계 405, 406에서, 도 4

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파일1의 데이터가 요청되고 전송된다. 이와 유사하게, 단계 407, 408에서, 파일3의 데이

터가 요청되고 전송된다. 파일 전송 요청은 파일 전송 절차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데이터 배치를 포함한다. 배치 데

이터는 예를들면, 최고 데이터 전송율로 데이터가 전송되어져야 하는 저장영역 네트워크 장치상의 어드레스로 이루

어진다. 데이터 배치는 디스크상에서 배치되어 있는대로, 블럭의 분산 집중 리스트를 또한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1 개선점은 선택의 전송크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본 실시예에서 서버(401)로 사용되는 제2 컴퓨터의 능

력이다. 종래의 방법을 사용하면, 본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400)로 사용되는 제1 컴퓨터는 특정 크기의 데이터 전송

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컴퓨터를 가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가정의 필요는 전형적으로, 수 신 시스템에서 메모리 자

원을 소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송신 시스템이 신중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적으로, 본 발명의 

방법의 사용에 있어서, 수신 시스템이 전송되어야할 데이터의 크기를 미리 수신하고(클라이언트(400)에 의해 파일 속

성이 전송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서버(401)가 가능한 큰 전송을 준비하고, 전송 시스템(배치 데이터를 통하여)에

게 정보를 준다. 이러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데이터 전송회수로 서버의 자원소모 없이 단일 화일을 전송하는 것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서버의 자원 구속하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의 전송되는 데이터의 전송율을 

최대화시켜준다.

본 발명에 의해 달성된 제2 개선점은 서버가 전송되는 파일의 순서를 제어하기 때문에 얻어진다. 저장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는 것과 같은 분리가능한 매체 시스템에서, 매체의 특정 부분상에 특정 파일을 위치시킴으로써 수행을 최적화

시키는 것은 전형적이다. 또한, 어떤 특정한 시간 매체의 몇 개 부분이 다른 것보다 좀더 빠르게 억세스될 수 있는 경

우가 자주 발생된다. 도 4의 실시예를 보면, 파일1, 파일2, 파일3의 전송이 요청될 때, 파일 2를 보유하기로 되어 있는

매체의 부분이 가장 빠르게 억세스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에에 의한 방법은 즉시 서버에게 모든 선택을 제공하고,

수행을 최적화시키는 순서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해지록 한다.

제3 개선점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제3자 복사 동작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얻어진다. 이러한

동작은, 데이터 전송에서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에 의해 어떠한 자원의 소비도 없이 제3자 매개체를 통하여 데이터 전

송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수행 최적화로서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 도 5 및 도 6은 본 발명이 제3자 복사 동작을 어

떻게 구현하는 지를 설명해준다. 도 5 및 도 6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클라이언트, 서버, 저장영역 네

트워크간에 상당히 단순화된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파일 전송을 완료하기 위하여 데이터가 저장영

역 네트워크(100)로부터 전송될 필요가 없다. 그 대신에, 저장영역 네트워크안에서 파일 전송 동작을 실행하기 위하

여 라우터(130)가 명령을 수신하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제3자 복사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클라이언트(102), 서버(104), 저장장치(128)들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실시예에서, 시스템간에 승인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는다. 단계 501에서, 클라이언트(

102)는 파일 전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메세지를 서버(104)로 보낸다. 상기 시작 메시지는 전송되어야 하는 파일의 속

성을 포함하며, 앞으로 '소오스 파일'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속성들로는 소오스 파일의 크기

및 위치 등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 이 실시예에서, 소오스 파일의 위치는 파일을 구성하는 데이터의 모든 요소를 가

리키는 저장매체상의 실제 데이터 섹터들에 대한 확인을 더 포함한다. 상기한 정보는 데이터가 저장매체에 걸쳐 분산

되어 있는 실질적인 위치를 특정함과 아울러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당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스캐터-

개더' 데이터(scatter-gather data)로 불리운다. 상기 정보는 복사 요청에 포함되어 클라이언트로 보내지고, 요청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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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내에 저장된다.

단계 502에서, 서버(104)는 새로운 빈 파일을 생성하고, 소오스 파일로부터 나중에 목적 파일이 되는 새로운 빈 파일

에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기 위하여 라우터(130)에게 명령을 내리게 된다. 단계 502에서 생성된 메시지는 클라이언트

(102)로부터 수신된 하나 이상의 파일 속성을 포함한다. 단계 503에서, 라우터(130)는 소오스 위치로부터 데이터를 

목적 위치로 전송한다. 즉, 라우터(130)는 스캐터-개더 리스트(scatter-gather list)에서 확인된 섹터로부터 데이터

를 수신하고, 수신된 데이터를 목적 저장 매체상의 이용가능한 섹터에 갖다 놓는다. 새로운 파일을 형성하는 섹터들은

스캐터-개더 데이터로서 향후 참조하기 위해 목적 파일의 헤드 블럭에 포함된다.

도 6은 데이터의 제3자 전송을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준다. 이 실시예는 도 5에 나타나 있는 모

든 단계를 포함하며, 단계 601∼603을 추가로 포함한다. 단계 601에서, 서버(104)는 승인 메시지를 클라이언트(102

)에게 전송한다. 상기 승인 메세지는 클라이언트(102)에게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었음을 알려준다. 라우터(130)에 의

해 데이터 전송이 완료된 후에 수행되는 단계 602에서, 라우터(130)는 메세지를 서버(104)에 보낸다. 메시지(602)는

서버(104)에게 데이터 전송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알려준다. 단계 603에서, 서버(104)는 클라이언트(102)에게

데이터 전송의 성공적인 완료를 알려준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앞의 개시는 설명과 서술의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앞의 설명은 포괄적으로 제공되

거나 또한 개시된 상세한 형태로 본 발명을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상기한 실시예에 대

한 많은 변형과 변경은 상기한 개시에 비추어볼때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본 발명의 범위 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 및 

그 균등물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또한, 본 발명의 대표적인 실시예를 기술함에 있어서, 명세서에서는 본 발명의 방법 및/또는 절차를 특정한 단계들의 

순서들로서 제시했다. 그러나, 방법 또는 절차가 여기에 기술된 특정한 순서들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의 

방법이나 절차가 여기에 설명된 특정 순서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업자라면 적절한 다른 순서들로 변형하는 것

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에 설명된 특정 순서들이 청구항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본 발명

의 방법 및/또는 절차와 관련된 청구항들은 여기에서 설명된 순서의 처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업자라면 상기

한 순서들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내에서 가변 가능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송되는 파일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파일 전송 제의를 제1 컴퓨터에 의해 제2 컴퓨터로 보내

는 단계,

파일이 전송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최적 메모리 위치와 최적 데이터 전송율을 제2 컴퓨터상에서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최적 데이터 전송율을 사용해서, 전송되는 파일의 전송 요청을 제2 컴퓨터에 의해 제1 컴퓨터로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1 컴퓨터로부터 제2 컴퓨터로 파일 데이터를 쓰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속성은 파일 길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컴퓨터로부터 제2 컴퓨터

로 파일 데이터를 쓰기 위한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컴퓨터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이며, 상기 제2 컴퓨터는 서버 컴퓨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컴퓨터로부터 제2 컴퓨터로 파일 데이터를 쓰기 위한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컴퓨터는 파일 전송 제의로부터 데이터의 크기를 결정하며, 최대 전송 크기를 계산하고,

상기 제2 컴퓨터에 의해 제1 컴퓨터로 발생시킨 요청은 최대 전송 크기를 포 함함으로써 서버 자원의 소모없이 데이

터 전송의 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컴퓨터로부터 제2 컴퓨터로 파일 데이터를 쓰기 위한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컴퓨터는 전송되는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분리가능한 매체 요소를 포함하고, 상기 파일 전

송 제의는 전송되어질 다수의 파일을 포함하고, 상기 제2 컴퓨터는 매체 요소의 최적 액세스 순서를 결정하며, 파일들

을 전송하기 위한 요청은 최적 순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컴퓨터로부터 제2 컴퓨터로 파일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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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위한 방법.

청구항 6.
소오스 파일과 관련된 각 데이터 섹터의 저장영역 네트워크 장치상에서 위치를 포함하는 파일 전송 제의를 제1 컴퓨

터에 의해 제2 컴퓨터로 보내는 단계,

제2 저장장치상에서 소오스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요청을 저장영역 네트워크 상에서 제2 컴퓨터에 의해 라우터 시스

템으로 보내는 단계, 및

소오스 파일을 목적 파일로 전송하기 위한 요청을 저장영역 네트워크 상에서 제2 컴퓨터에 의해 라우터 시스템으로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며,

제1 컴퓨터상의 파일 데이터는 저장영역 네트워크상의 제1 저장장치상에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제2 컴퓨터상의 목적

파일은 저장영역 네트워크상의 제2 저장장치상에 물리적으로 위치하는 제1 컴퓨터상의 소오스 파일로부터 제2 컴퓨

터상의 목적 파일로 파일 데이터를 쓰기 위한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전송 제의는 소오스 파일과 관련된 다수의 속성이 부가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컴퓨터상의 소오스 파일로부터 제2 컴퓨터상의 목적 파일로 파일 데이터를 쓰기 위한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속성은 파일 이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컴퓨터상의 소오스 파일로부터 

제2 컴퓨터상의 목적 파일로 파일 데이터를 쓰기 위한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소오스 파일이 목적 파일에 전송되고 난 뒤에 라우터로부터의 완료 메시지를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가 부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컴퓨터상의 소오스 파일로부터 제2 컴퓨터상의 목적 파일로 파일 데이터를 쓰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
클라이언트 컴퓨터로부터 다수의 이름 및 다수의 파일과 관련된 다수의 속성들을 포함하는 파일 전송 제의를 수신하

고, 다수의 파일의 최적 메모리 위치, 최적 순서, 데이터 전송 동작을 위한 최적 크기를 결정하며, 최적 메모리 위치, 

최적 순서, 데이터 전송 동작을 위한 최적 크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수의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요청을 클라이언트에

보내도록 구성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포함하는 파일 서버 컴퓨터.

청구항 11.
다수의 이름 및 다수의 파일과 관련된 다수의 속성들을 포함한 파일 전송 제의를 서버 컴퓨터에 보내며, 서버에 의해 

결정된 순서에 따라 다수의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요청을 서버 컴퓨터로부터 수신하도록 구성된 오퍼레이팅 시스템

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청구항 12.
네트워크킹된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파일 서버로 이루어지고,

상기 클라이언트는 다수의 이름과 다수의 파일과 관련된 다수의 속성을 포함한 파일 전송 제의를 보내도록 구성되며,

상기 서버는 다수의 파일의 최적 메모리 위치, 최적 순서, 데이터 전송 동작을 위한 최적 크기를 결정하고, 상기 최적 

메모리 위치, 최적 순서, 데이터 전송 동작을 위한 최적 크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수의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요청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며,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요청을 수신하고, 최적 순서에 따라 다수의 파일을 전송하도록 구성되어있는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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