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G06F 17/30

(45) 공고일자   1999년12월01일

(11) 등록번호   10-0233179

(24) 등록일자   1999년09월10일
(21) 출원번호 10-1996-0034090 (65) 공개번호 특1997-0017010
(22) 출원일자 1996년08월17일 (43) 공개일자 1997년04월28일

(30) 우선권주장 8/529,901  1995년09월18일  미국(US)  

(73) 특허권자 인터내셔널 비지네스 머신즈 코포레이션    포만 제프리 엘

미국 10504 뉴욕주 아몬크
(72) 발명자 크로켓 넬슨 로버트

미합중국, 아리조나 85715, 턱슨, 이스트 사비노 드라이브 7335

컨 메이나드 로널드

미합중국, 아리조나 85748, 턱슨, 노스 콜렛 플레이스 761

미카 프랭크 윌리엄

미합중국, 아리조나 85718, 턱슨, 이스트 라에스팔다 3921
(74) 대리인 박해천, 원석희

심사관 :    엄인권

(54) 데이터 저장 시스템 및 머신 수행 방법

요약

저장 시스템은 에러 조건에 관련된 분산된 시스템 요소들이 결함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데이터 처리를 
잠시 중지시킴으로써 에러 디버깅을 향상시키다. 수집된 결함 정보는 발행된 진단 상태 저장 채널 명령 
워드(Diagnostic state save channel command word)에 따라 이후에 분석하기 위해 상호 관련되며 상기 진
단 상태 저장 채널 명령 워드는 상기 에러 조건의 검출에 의해 시작된다. 저장 시스템은 레코드 갱신들을 
생성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하는 호스트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상기 호스트 프로세서에서의 데이터 
이전자는 시스템 요소들 중 어느 하나로부터 에러코드를 수신하자마자 진단 상태 저장 CCW를 발행한다. 
결함 정보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분산된 시스템 요소들의 마이크로 제어 구조들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명칭]

데이터 저장 시스템 및 머신 수행 방법 (DATA STORAGE SYSTEM AND MACHINE EFFECTED METHOD)

[도면의간단한설명]

도 1은 주 사이트와 보조 사이트를 포함하는 리모트 이중 복사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상기 리모트 이중 복사 시스템에서의 저장 콘트롤러를 나타낸 블록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저장 콘트롤러에 포함된 저장 경로 프로세서를 나타낸

블록도.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저장 콘트롤러에서의 레코드 갱신들에 대한 헤더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주 사이트 저장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도 5의 시스템 요소들 간의 결함정보를 조정하는 방법을 나타
낸 흐름도.

도 7은 도 6의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명령들을 저장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메모리를 나타낸 사시
도.

[발명의상세한설명]

[발명의목적]

[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및그분야의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인 계층적 데이터 저장 장치(hierarchical data storage)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
는  계층적  데이터  저장  시스템  내의  다중  요소들에  대한  개선된  상태  저장  오퍼레이션들(state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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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s)에 관한 것이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는 데이터처리와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액세스, 갱신 및 재 저장할 수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하
여, 데이터 저장은 계층적으로 여러 개의 다른 레벨로 분리한다. 데이터 저장의 첫 번째 또는 가장 높은 
레벨은 전자 메모리(electronic memory)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전자 메모리는 동적 또는 정적 랜덤 액
세스 메모리(DRAM 또는 SRAM)이다. 전자 메모리들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형태를 갖으며 수 백만 바이트 데

이터가 각각의 회로에 저장되고 수 10
-9
 초(㎱) 내에 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액세스할 수 있다. 전자 메모

리는 빠른 데이터 액세스를 지원하는데 이는 모든 액세스가 전자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저장의 두 번째 레벨은 직접 액세스 저장 장치(Direct Access Storage Devices; DAS
D)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DASD  저장장치는 자기 디스크들(magnetic  disks)  또는 광 디스크들(optical 
disks)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것들은 데이터 비트들을 디스크 표면상의 작은 크기(micrometer size)의 
자기적인 또는 광학적인 변환 스폿들(altered spots)로서 저장하고, 이 변환 스폿들은 '1' 또는 '0'을 나
타내고 이것이 데이터 비트들을 구성한다. 자기 DASD(magnetic DASD)는 자취 자기 물질(remnant magnetic 
material)로  코딩된  하나  이상의  디스크들을  포함한다.  디스크들은  보호  환경내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된다. 각각의 디스크는 많은 동심원의 트랙들 또는 근접하여 간격진 원들로 분할된다. 데이터는 각각
의 트랙에 비트 단위로 순차적으로 저장된다. 헤드 디스크 어셈블리(Head Disk Assembly; HDA)로 알려진 
액세스 메카니즘은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판독/기록 헤드들을 포함하며, 각 DASD내에서 디스크들이 회
전하며 판독/기록 헤드를 지나갈 때, 트랙들을 가로질러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디스크들의 표면으로/으로
부터 전송한다. 이때  DASD들은 기가 바이트(giga byte)를 저장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수 밀리초(㎳) 내
에 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액세스할 수 있다(이것은 전자 메모리보다 늦은 데이터 액세스 속도이다). DASD
에 저장된 데이터의 액세스는 디스크와 HDA를 요청된 데이터 저장 위치로 물리적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
기 때문에 보다 더 늦다.

데이터 저장의 세 번째 또는 가장 낮은 레벨은 테이프 및 DASD 라이브러리들(libraries)을 포함한다. 데
이터 액세스는 라이브러리에서 매우 늦으며, 이는 로봇 또는 오퍼레이터(robot or operator)가 요청된 데
이터의  저장  매체를  선택하여  로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의  장점은  예를  들어  테라 바이트(tera-
byte)의 데이터 저장과 같이 매우 큰 데이터 저장 용량을 위해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
로 테이프 저장은 백업(back-up) 목적으로 사용된다. 즉, 상기 계층의 두 번째 레벨에 저장된 데이터는 
자기 테이프에서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 재 생성된다. 테이프 또는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의 액세
스 속도는 현재 수 초이다.

백업 데이터 사본을 갖는 것은 많은 업무에서 필수적이며, 데이터 손실은 이러한 업무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첫 번째 저장 레벨에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요청되는 시간이 중요한 복구 고려사항
(recovery consideration)이다. 이중 복사(dual copy)와 같은 백업(back-up)의 다른 형태는 테이프 또는 
라이브러리 백업에서 속도를 향상시킨다. 이중 복사(dual copy)의 한 예에서는 추가적인 DASD들이 제공되
고 데이터는 상기 추가된 DASD들에 기록된다(일반적으로 미러링(mirroring)이라 한다). 만약 주 DASD들
(primary DASDs)에 결함이 발생하면, 데이터를 위해 보조 DASD들(secondary DASDs)에 의존할 수 있다. 이
런 방법의 단점은 이중의 DASD들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저장 장치를 이중으로 하는 요구를 극복하기 위한 데이터 백업의 또 다른 방안은 RAID(Redundant Array 
of Inexpensive Devices) 구성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의 예로서, 데이터가 기록될 때 상기 데
이터를 많은 DASD들에 분배하여 저장하는 것이다. 만약 단일 DASD에 결함이 발생하면, 손상된 데이터를 
나머지 데이터와 에러 정정 절차들(error correction procedures)을 사용하여 복구할 수 있다. 현재 여러 
가지의 다른 RAID 구성이 사용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백업 해결 방안은 리모트 이중 복사(remote  dual  copy)로써,  이것은 주 
DASD들에 저장된 주 데이터(primary data)가 보조 또는 리모트 위치에서 쉐도우(shadow)되는 것을 요구한
다. 주 및 보조 위치를 분리하는 거리는 사용자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risk) 수준에 따르며, 동기적 데
이터 통신들에 대해 바로 근접한 방화벽(fire-wall)으로부터 수 킬로미터까지 그 거리가 변할 수 있다. 
백업 데이터 복사를 제공하는 것 외에, 보조 또는 리모트 위치는 또한 주 시스템이 디스에이블일 때 주 
시스템의 처리를 대신하기 위한 충분한 시스템 정보를 가져야한다. 이것은 단일 저장 콘트롤러가 주 사이
트 및 보조 사이트의 주 및 보조 DASD 스트링들(DASD strings) 모두에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주 데이터(primary data)를 주 저장 콘트롤러에 부착된 주 DASD 스트링에 저장하는 한편 보조 
데이터(secondary data)를 보조 저장 콘트롤러에 부착된 보조 DASD 스트링에 저장한다.

리모트 이중 복사(remote dual copy)는 두 개의 일반적인 카테고리로, 즉  동기적(synchronous)과 비동기
적(asynchronous)으로 분류된다. 동기적 리모트 복사는 주 데이터를 보조 위치에 전송하고 이러한 데이터
의 수신을 확인한 후, 주 DASD 입/출력 오퍼레이션(I/O operation)을 종료(주 호스트에 채널 종료/장치 
종료(CE/DE)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동기적 리모트 복사는 주 DASD I/O 응답 시간이 늦
어지는데 이는 보조 확인(secondary confirmation)을 위해 대기하기 때문이다. 주 I/O 응답 지연은 주 시
스템과 보조 시스템간의 거리에 비례하여 증가된다(상기 리모트 거리는 수십 킬로미터로 제한된다). 그러
나,  동기적  리모트  복사는  비교적  적은  시스템  오버헤드를  갖고  보조  사이트에서  일관된 데이터
(consistent data)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비동기적 리모트 복사가 우수한 주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성능을 제공하는데 이는 주 DASD I/O 오퍼레이션
이 완료(주 호스트에 채널 종료/장치 종료(CE/DE)를 제공)된 후 보조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주 DASD I/O 응답 시간은 보조 사이트와의 거리에 무관하며 보조 사이트가 주 사이트로
부터  수  천  킬로미터의  거리로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순서  일관성(data  sequence 
consistency)을 확인하기 위해 보다 더 큰 양의 시스템 오버헤드가 요구되는데, 이는 보조 사이트에서 수
신된 데이터가 종종 주 DASD들에서 기록된 데이터와 다른 순서로 도착하기 때문이다. 주 위치와 보조 위
치간의 데이터 전송 중에 주 사이트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약간의 데이터 손실을 가져온다.

가장 최근에 소개된 데이터 재난 복구 해결 방안들(data disaster recovery solutions)은 리모트 이중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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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포함하며, 여기서는 데이터를 리모트 백업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백업을 한다. 일반적인 리모트 다중 
복사 시스템에는 다중 주 프로세서들이 다중 시리얼 통신 또는 다중 병렬 통신 링크들로 다중 주 저장 콘
트롤러들에 연결되어 존재하고 각각의 콘트롤러는 그것에 부착된 주 DASD들의 스트링들을 갖는다. 유사한 
처리 시스템은 리모트 보조 사이트에도 존재한다.

리모트 복사 및 관계된 잠재적 거리와 함께 시스템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하드웨어, 마이크로코드 및/
또는 소프트웨어 문제들의 디버깅은 매우 복잡해진다. 종래의 디버깅 기술들(debugging techniques)은 매
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마이크로 코드의 논리적 에러들의 징후들
(symptoms)이 시간에 따라, 통상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훨씬 후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시스템 디버깅
은,  확장  기업  시스템  연결(Enterprise  System  Connection;ESCON)  채널들을  포함하여  수  백 피이트
(several  hundred  feet)  거리로부터 전세계 임의의 장소까지 통신을 확장하기 위해, 채널 확장 박스들
(channel extender boxes)을 사용하는 주 시스템과 보조 시스템 상에 분산된 소프트웨어를 수행시킴으로
써 더욱 복잡해진다. 그러므로 분산 디버깅의 크기는 거의 관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분산 시스템 요소들간의 문제 결정들(problem determinations)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만일 제어 유니트가 부정확한 결과를 리턴하면, 데이터 이전자
(data mover)는 에러 제어 유니트, 관련 호스트 프로세서 및 어플리케이션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또
는 마이크로 코드간의 문제 결정 조정(problem determination coordination)을 위한 자신의 상태를 저장
하도록 지시한다.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분산 요소들간의 상태 저장들을 조정하기 위한 개선된 설계 및 방법
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호스트 프로세서들과 저장 콘트롤러들간에 또는 저장 콘트롤러들간에 조정된 
상태 저장들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호스트 프로세서에 상태들을 저장하기 위해 상기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그리고 
에러들을 디버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저장 콘트롤러로부터 
채널 명령 워드(Channel Command Word; CCW)를 발행하는데 있다.

[발명의구성및작용]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르면,  저장  시스템에서  분산  시스템  요소들간에  문제  결정들(problem 
determinations)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저장 시스템은 내부에서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수행
하고 데이터 이전자(data mover)를 갖는 호스트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호스트 프로세서는 레코드 갱신들
을 전송하기 위해 저장 콘트롤러에 연결된다. 이 방법에 의하면 호스트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저장 콘트롤
러로 I/O 오퍼레이션들을 발행하여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된 레코드 갱신들을 저장한다. 제어 
정보는 레코드 갱신들에 관련된 레코드 헤더들을 포함하고 저장 콘트롤러에 저장된다. 기설정된 시간에 
데이터 이전자(data mover)는 레코드 갱신 그룹과 그 안에서 관련 제어 정보를 판독하여 레코드 갱신들을 
리모트 복사할 준비를 한다. 만약, 에러 조건이 시스템의 어떤 요소에서 발생하면, 내부에 수신된 에러 
코드에 따라 에러 조건이 데이터 이전자에서 검출된다. 에러 코드 수신에 대응하여, 데이터 이전자는 진
단 상태 저장(DIAGNOSTIC STATE SAVE) 채널 명령 워드(CCW)를 호스트 프로세서와 저장 콘트롤러에 발행한
다. 결함 정보(failure information)는 데이터 이전자와 저장 콘트롤러에서 즉각적으로 포착된다. 이후 
이러한 결함 정보는 검출된 에러 조건에 따라 상호 관련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데이터 저장 시스템은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서 발견된 에러 조건에 관련
된 시스템 요소들간에서 결함 정보를 조정하며, 이때 시스템 요소들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마이
크로 코드 제어 구조들을 포함한다. 시스템 요소들은 호스트 프로세서와, 레코드 갱신들을 처리하고 저장
하기 위한 비휘발성 저장 장치들에 연결된 하나 이상의 저장 콘트롤러들을 포함한다. 호스트 프로세서는 
레코드 갱신들을 생성하고 I/O 오퍼레이션들을 하나 이상의 저장 콘트롤러들에 전송하여 결국에 상기 레
코드 갱신들을 비휘발성 저장 장치들에 저장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한다. 호스트 프로세서는 데이터 
이전자를 더 포함하는데, 이 데이터 이전자는 하나 이상의 저장 콘트롤러들로부터 레코드 갱신들을 판독
하고 상기 레코드 갱신들을 자기 표현 레코드(self  describing  records)  그룹으로 조합하여 재난 복구
(disaster recovery) 목적을 위해 리모트 저장 시스템에 전송한다. 에러가 발생하면, 데이터 이전자는 상
기 시스템 요소들 중 하나로부터 에러 코드를 수신하는데 이때 에러코드는 발생된 에러 조건의 타입을 나
타낸다. 이에 대응하여, 데이터 이전자는 상태 저장 명령을 상기 에러 조건에 관련된 시스템 요소들에게 
발행하는데 이는 상기 관련된 시스템 요소들이 임시적으로 레코드 갱신들을 처리하는 것을 일시 중지시키
고 결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각 시스템 요소들에 대한 결함 정보는 상태 저장 명령에 따라 상호관
련된다. 데이터 이전자는 추적 큐(trace queue)를 포함하여 데이터 이전자에 관련된 결함 정보를 저장하
고,  제어  섹션(control  section)을  포함하여  레코드  갱신들이  데이터  이전자내로  판독되는  것을 
관리한다. 상기 데이터 이전자는 다수의 버퍼들을 사용하여 레코드 갱신들 및 이것들에 관련된 헤더들을 
저장한다.

이하,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들, 특징들, 그리고 장점들을 첨부된 도면에 나타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
시예를 통해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데이터를 계산하고 조작하고 수행하고, 데이터 기능 저장 관리 서브시스
템/다중 가상 시스템들(DFSMS/MVS)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며, 상기 처리 시스템에 부착되고 메모리 콘트롤
러와 그 내부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캐쉬 메모리 타입들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IBM 3990 저장 콘트롤러를 
갖는 호스트 프로세서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예로써 IBM 시스템/360 또는 IBM 시스템/370 프
로세서가  있다.  또한  저장  콘트롤러는  IBM  3380  또는  3390  DASD들과  같은  직접  액세스  저장 장치들
(DASDs)의 그룹에 연결된다. 호스트 프로세서가 실질적으로 연산에 필요한 전원(computing power)을 제공
하는 동안, 저장 콘트롤러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들을 효율적으로 전송, 스테이지/디스테이지
(stage/destage), 변환 및 일반적으로 액세스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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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주 사이트(primary site; 121)와 리모트 또는 보조 사이트(remote or secondary site; 131)를 포
함하는 비동기식 재난 복구 시스템(asynchronous disaster recovery system; 100)을 나타낸다. 주 사이트
(121)는 예를 들어 DFSMS/MVS 호스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IBM ES/9000과 같은 주 프로세서(101)를 포
함한다. 주 프로세서(101)는 예를 들어 IMS 및 DB2 어플리케이션들과 같은 어플리케인션 소프트웨어(102, 
103)와 주 데이터 이전자(primary data mover: 이하 'PDM'라 칭함; 104)를 더 포함한다. 공통 시스플렉스 
클럭(common sysplex clock; 107)이 주 프로세서(101) 내에 존재하므로 주 프로세서 내에서 수행하는 모
든 어플리케이션(102, 103)이 공통 참조(common reference)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시스템 클럭들 또는 
타임 소스들(미도시)은 시스플렉스 클럭(107)을 동기화하여 모든 시간 의존 프로세스들(time  dependent 
processes)이 서로 적당하게 상대적 타이밍(timed relative)하게 한다. 예를 들어, 주 저장 콘트롤러들
(105)은 레코드 기록 갱신 시간들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에 적당한 레절루션(resolution)으로 동기화하여 
단일 주 저장 콘트롤러(105)로의 두 개의 연속 기록 I/O 오퍼레이션들이 동일 시간 스탬프 값(same time 
stamp value)을 나타내지 않도록 한다. 시스플렉스 타이머(107)의 정확하지 않은 레절루션은 치명적이다. 
PDM(104)가 시스플렉스(107)에 연결되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스플렉스 타이머(107)를 동기화하
는데 요구되지 않는데, 이는 기록 I/O 오퍼레이션들이 시스플렉스(107)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
스플렉스 타이머(107)는 주 프로세서(101)가 단일 시간 참조(single time reference)를 갖는다면 요청되
지 않는다(예를 들어, 단일 다중 프로세서 ES/9000 시스템). 

예를 들어 IBM 3990 모델 6 저장 콘트롤러들과 같은 다수의 주 저장 콘트롤러들(105)은 예를 들어 광 섬
유 채널들(fiber optic channels)과 같은 다수의 채널들을 통해 주 프로세서(101)에 연결된다. 각각의 주 
제어 저장 콘트롤러(105)는 예를 들어 IBM 3390 DASD들과 같은 주 DASD들(106)의 적어도 하나의 스트링
(one string of primary DASDs)에 연결된다. 주 저장 콘트롤러들(105)과 주 DASD들(106)은 주 저장 장치 
서브시스템을 형성한다. 각각의 주 저장 콘트롤러(105)와 주 DASD(106)은 유니트들로 분리될 필요없이 단
일 서랍(drawer)으로 결합될 수 있다.보조 사이트(secondary  site;  131)는  예를 들어 주 제어 사이트
(121)로부터 수 천 킬로미터 떨어져 위치하고, 주 제어 사이트(121)와 유사하게 보조 프로세서(111)를 포
함하며, 보조 프로세서는 이것 안에서 수행하는 보조 데이터 이전자(Secondary Data Mover: 이하 'SDM'라 
칭함; 114)를 갖는다. 선택적으로, 주 및 보조 사이트는 동일 위치에 존재할 수 있으며, 더욱이 주 데이
터 이전자(104)와 보조 데이터 이전자(114) 각각은 단일 호스트 프로세서에 존재할 수 있다(보조 DASD들
은 단지 방화벽(fire-wall)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수의 보조 저장 콘트롤러들(115)은 예를 들어 공지된 
기술에 따라 광 섬유 채널들(fiber optic channels)과 같은 채널들을 통해 보조 프로세서(111)에 연결된
다. 보조 저장 콘트롤러들(115)은 다수의 보조 DASD들(116)과 제어 정보 DASD(들)(117)에 연결된다. 보조 
저장 콘트롤러들(115)과 DASD들(116)과 제어 정보 DASD(들)(117)로 보조 저장 서브시스템을 구성한다.

주 사이트(121)는  통신 링크(communication link; 108)를 통해 보조 사이트(131)와 통신한다. 더욱 상세
하게,  주  프로세서(101)는  데이터  및  제어  정보를  예를  들어  가상  원격  통신  액세스  방식(Virtual 
Telecommunication Access Method; VTAM) 통신 링크(108)와 같은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보조 프로세
서(111)에 전송한다. 통신 링크(108)는 여러 개의 다른 적합한 통신 방식들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이때 
상기 통신 방식은 전화(T1, T3 라인), 라디오, 라디오/전화, 마이크로웨이브, 인공위성 등을 포함한다.

비동기식 데이터 쉐도윙 시스템(asynchronous data shadowing system; 100)은 주 저장 콘트롤러들(105)로
부터 제어 데이터를 수집하여 축적하므로 주 DASD들(106)에 기록하는 모든 데이터의 순서가 유지되고 보
조 DASD들(116)에 적용된다(모든 주 제어 서브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기록 순서를 유지한다). 보조 사이트
(131)에 전송된 데이터와 제어 정보가 충분해야 하므로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을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현재의 주 사이트(121)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어플리케이션들(102, 103)은 데이터 또는 레코드 갱신들을 생성하고, 기록 갱신들은 주 저장 콘트롤러들
(105)에 의해 수집되고 PDM(104)에 의해 판독된다. 주 저장 콘트롤러들(105) 각각은 비동기식 리모트 데
이터 쉐도윙 세션(asynchronous remote shadowing session)에 대한 각 콘트롤러(105)의 개개의 레코드 갱
신들을 그룹핑하고,  이들 레코드 갱신들을 PDM(104)에  불특정 주 DASD(106)  판독 요청들(non-specific 
primary DASD READ requests)을 통해 전송한다. 주 저장 콘트롤러들(105)로부터 PDM(104)로의 레코드 갱
신들 전송은 PDM(104)에 의해 제어되고 최적화되어 많은 시작 I/O 오퍼레이션들(START I/O operations)과 
각 판독간의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며, 또한 각각의 주 저장 콘트롤러(105)와 주 프로세서(101) 간에 전송
되는 데이터 양을 최소화한다. PDM(104)은 불특정 판독들(non-specific READs ) 간의 시간 간격을 변화시
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조 DASD들(116)에  대한 레코드 갱신들의 유통(a  currency  of  the  record 
updates) 뿐만 아니라 현재 주 저장 콘트롤러-호스트 최적화를 제어할 수 있다.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는 동안,  PDM(104)에  의한  레코드  갱신들을 수집하고 이러한 레코드 갱신들을 
SDM(114)에  전송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  저장  서브시스템들에  대한  주  DASD(106)  레코드  기록 순서
(primary DASD  record WRITE sequence)를 보조 DASD들(116)에 재구성하기에 충분한 제어 데이터를 이용
하여 특정 시간 간격 동안 그리고 적절한 다중 시간 간격으로 레코드 갱신이 전송될 필요가 있다. 주 
DASD(106)  레코드  기록  순서를  재구성하는  것은  PDM(104)로부터  SDM(114)로  자기  표현  레코드들(self 
describing records)을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SDM(114)은 자기 표현 레코드들 조사하여 어떤 레코드
들이 주어진 시간 간격 동안에 손실되었는지 또는 미완성(incomplete)되었는지를 결정한다.

도 2는 주(또는 보조) 저장 콘트롤러(105)의 요소들을 나타낸다. 저장 콘트롤러(105)는 이중 케이지들
(dual cages; 236, 238)을 포함하고(가용성을 증가하기 위해 분리되어 전원이 공급됨), 각각은 다중경로 
저장 지시자(multipath storage director; 262, 268)를 갖으며, 이것은 차례로 두 개의 저장 경로들(SPs; 
248, 250, 252, 254)을 갖는다. 각각의 저장 경로(248, 250, 252, 254)는 호스트 프로세서로부터 수신된 
채널 명령 워드들(Channel Command Words; 이하 'CCW'라 칭함)을 해석하고 부착된 DASD들을 제어하는 마
이크로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또한, 각각의 케이지(236, 238)는 공유 제어 어레이(Shared Control Array; 이하 'SCA'라 칭함) 스토리지
(264, 266)를 포함한다. 각 SCA(264, 266)은 저장 콘트롤러(105) 내의 다른 케이지에 위치한 다른 SCA를 
공유하는 상태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 상태 정보(local status information)를 저장한다. 이런 방법으로, 
만약 케이지들(236, 238)의 하나 또는 두 개 모두 내에 결함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SCA들(264, 26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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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일치(identical)한다. 일반적인 공유 데이터는 각각의 저장 경로들(248, 250, 252, 254)내에 포함
된 마이크로프로세서들에 의해 사용되는 다양한 외부 레지스터들뿐만 아니라 장치 상태 및 재연결 데이터
를 포함한다. SCA 데이터는 네 개의 저장 경로들(248, 250, 252, 254) 모두를 액세스할 수 있다.

'NVS'라 칭함; 260)는 케이지(236, 238)에서 각각 사용된다. 호스트와 DASD들간에 이동되는 데이터는 시
스템의 처리량(throughput)을 향상시키기 위해 캐쉬(258)에 임시 저장된다. 예를 들어 당업계에 공지된 
바와 같이 DASD에 빠른 기록 능력들을 제공하기 위해, 호스트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들도 NVS(260)에 복사
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데이터 가용성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 각각의 케이지(236, 238)내에 캐쉬 
및 NVS 메모리를 제공하는 다른 구성들도 잘 알려져 있다.   

248)를 나타낸다. 네 개의 저장 경로들(248, 250, 252, 254) 모두는 동일(identical)하며 여기서는 단지 
하나만 설명한다. 저장 경로(248)는 상위 포트(upper port; 310)에 의해 8×2 스위치에 연결되고 하위 포
트(lower port; 312)에 의해 다수의 DASD들에 연결된다. 직접 DASD 동작중에 다중 경로 저장 지시자(36
2)와 DASD들 중 어느 하나와의 데이터 전송이 요구되면, 레이트 변경 버퍼(rate change buffer; 376)에 
의해 지원되는 자동 데이터 전송 회로(Automatic Data Transfer circuit; 이하 'ADT'라 칭함; 374)를 통
해 이루어진다. 레이트 변경 버퍼(376)는 DASD에서의 데이터 전송 속도와 채널 대 호스트 통신의 속도간
의 차이를 보상한다. 일반적인 채널 전송들은 DASD 대 콘트롤러의 전송들 보다 매우 더 높은 레이트로 이
루어진다.

경로(348)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퍼레이션들을 제어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370)는 마이크로 인스트럭션들
을  수행하는데  이것들은  외부  지원  장치(external  support  facility)를  통해  제어  저장장치(control 
store; 미도시)에 로드된다. 포트 어댑터(Port Adapter; 이하 'PA'라 칭함; 372)는 캐쉬(358), NVS 메모
리(360), 마이크로프로세서(370) 및 상위 포트(310)와 하위 포트(312)들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제어 
데이터 경로들을 제공한다.

동시에 두 개의 데이터 전송들을 허용한다. 예로써, DASD로부터 캐쉬(358)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에 
데이터는 캐쉬(358) 및 채널(310)로부터 전송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전송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370)에 의해 셋업된 후 데이터 전송 종료 때까지 마이크로 프로세서(370)로부터의 추가적인 간섭 없이 
자동 데이터 전송부(374)의 기능이 대신한다.

도 4는 주 저장 콘트롤러(105)에 의해 생성된 전위 헤더(prefix header; 400)를 나타내며, 이 헤더는 이
후에 자기 표현 레코드들(self describing records)의 집합들을 그룹화하기 위해 PDM(104)에 의해 사용된
다.  각  자기  표현  레코드(self  describing  record)는  각  시간  간격동안  SDM(114)에  의해  더 저널
(journal)되어, 각각의 자기 표현 레코드는 각각의 시간 간격동안 시간 순서(time sequence)로 보조 DASD
들(116)에 적용될 수 있다. 각 그룹 또는 레코드 집합의 전위에 삽입된 전위 헤더(400)는 전위 헤더(40
0)의 총 길이를 기술하는 총 데이터 길이(401)와 각각의 레코드 집합에 대해 SDM(114)에 전송되는 실질 
주 레코드 집합 정보(actual primary record set information)를 포함한다. 동작 시간 스탬프
(operational time stamp; 402)는 PDM(104)에 의해 현재 수행되는 동작 세트(operational set)에 대한 시
작 시간을 나타낸 시간 스탬프이다. 동작 시간 스탬프(402)는 (시스플렉스 타이머(107)에 따라) PDM(10
4)에  의해 생성되는데 이는 PDM(104)이  주  저장 콘트롤러들(105)  세트에 대해 판독 레코드 세트(READ 
RECORD SET) 기능을 수행할 때 생성된다. 주 DASD들(106)의 기록 I/O 시간은 각각의 주 저장 콘트롤러
(105)의 판독 레코드 세트에 대해 고유(unique)하다. 동작 시간 스탬프(402)는 모든 저장 콘트롤러들에 
대해 공통이다.

시간 간격 그룹 번호(403)는 PDM(104)에 의해 제공되는데 이것은 현재 레코드 세트들이 속하는(동작 시간 
스탬프(402) 및 레코드 판독 시간(407)으로 한정된) 시간 간격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시간 간격 그룹
을 위해 모든 주 저장 콘트롤러들(105)에 대한 레코드들 세트는 일관성 그룹들(consistency groups)을 형
성한다). 그룹(404) 내의 순번(sequence number within group; 404)은 시간 간격 그룹(403) 내의 각 레코
드 세트에 대해 주 저장 콘트롤러(105)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기록 I/O들(WRITE  I/Os)의 순서를 식별을 
(PDM(104)에)  제공하는 하드웨어이다. 주 SSID(서브스토리지 식별; SubStorage  IDentification;  405)는 
각 레코드 세트에 대한 주 저장 콘트롤러들(405)중 특정 주 저장 콘트롤러를 고유하게 식별한다. 보조 목
표 볼륨(secondary target volume; 406)은 성능을 고려하여 PDM(104) 또는 SDM(114) 중 어느 하나에 의해 
할당된다. 레코드 판독 시간(407)은 동작 시간 스탬프를 제공하고, 이 동작 시간 스탬프는 현재 간격의 
레코드 세트에 대한 종료 시간을 지시하는 모든 주 저장 콘트롤러들(105)에 공통이다. 

이전에, 시스템 진단 정보는 일반화된 추적 기능(Generalized Trace Facility; 이하 'GTF'라 칭함)을 발
행하는 오퍼레이터에 근거하여 수집되었다. GTF는 시스템내에 설계된 훅크들(hooks)에 의해 시스템 하드
웨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GTF는 에러 시간(the time of the error)에 시작되지 않고, 오히려 
후위  처리  기능(post-processing  function)에  따라  데이터를  얻으며,  따라서  키  디버깅  데이터(key 
debugging data)는 비가용성 때문에 손실된다. 일부 플랫폼들이 결합된 하드웨어/마이크로코드/소프트웨
어 해결방안들(solutions)을 제공함에 따라 증가된 시스템 복잡도 때문에, 개선된 디버깅 기술이 요청된
다. 예를 들어 다중 주 및 보조 저장 콘트롤러들을 갖는 피어 투 피어 리모트 복사(Peer to Peer Remote 
Copy; PPRC)와 확장된 리모트 복사(extended remote copy; XRC)와 같은 해결방안들은 효율적인 생산물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분산 디버깅을 요구한다. 이러한 분산 진단(distributed diagnostics)은 결함이 감지
되었을 때 시스템 요소들에 대한 (병합된 진단)하드웨어, 마이크로코드 및 소프트웨어 추적 정보를 효율
적으로 병합한다. 병합된 진단(merged diagnostics)은 예를 들어 진단 상태 저장(DIAGNOSTIC STATE SAV
E)과 같은 새로운 채널 명령 워드(Channel Command Word; 이하 'CCW'라 칭함)에 의해 달성되고, 이 CCW는 
초기 문제 검출 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시작된다. 진단 상태 저장 
CCW(DIAGNOSTIC STATE SAVE CCW)의 발행함으로써 시스템은 문제를 디버깅하기 위해 요청된 주요 소프트웨
어, 하드웨어 및/또는 마이크로코드 제어 구조들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제어 구조 정보는 요소 추적 기능에 의해 그것의 계속적인 진단 추적 정보에 병합되
는데, 이것은 하나 또는 다중 저장 콘트롤러들에 대한 내부 저장 콘트롤러 마이크로코드/하드웨어 환경과 
함께 병합된 호스트 소프트웨어 환경의 완전한 상황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병합된 진단 해결 방안에 
앞서, 특정한 I/O 오퍼레이션을 실패하게 했던 외부 증후들은 하드웨어로 하여금 특정 하드웨어 에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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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데이터를 덜게(offload)하였다. 

도 5는 주 사이트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여러 어플리케이션들(502, 503)이 레코드 갱신들(record update
s)을 저장 콘트롤러(508)(또는 다중 저장 콘트롤러들(508, 518))를 통해 DASD들(512))에 기록하기 위해 
호스트 프로세서(501)내에서 수행된다. 데이터 이전자(504)는 상기 레코드 갱신들과 (도 4에 보이는) 그
것들과 관련된 전위 헤더를 판독하여 사본(copy)을 관리하기 위해 보조 사이트에 전송한다. 간단히 기술
하기 위해 보조 사이트(예를 들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를 도 5에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보조 사
이트는  주  사이트(500)에  지역적으로(예를  들어,  기업  시스템  연결(Enterprise  System  Connection; 
ESCON)을  통해  동기적으로)  또는  라디오-전화  형태의  전송들을  통해  비동기적으로  먼  거리로 연결
(couple)된다. 예를 들어, 보조 데이터 이전자(514)는 도시된 바와 같이 호스트 프로세서(501)에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시스템 요구들에 따라 보조 사이트(미도시)에 존재할 수 있다.

데이터 이전자(504)는 에러 조건을 검출하자마자 진단 상태 저장 CCW를 발행하고, 여기서 호스트 프로세
서(501)와 저장 콘트롤러(508)는 어떤 소프트웨어/하드웨어/마이크로코드 제어 구조 정보를 수집한다. 예
를 들어 에러 조건은 트랙 정보 필드(Track Information Field; TIF) 레코드 카운트가 실제 레코드들의 
수와 같지 않은 경우; 레코드 카운트가 영('0')인 동안 'off'인 TIF 데이터 세트가 없는 경우; TIF 오퍼
레이션 필드가 무효 조합 상태(invalid combination state)를 나타내는 경우; TIF 내에 나타낸 레코드 길
이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레코드의 끝에 의사 카운트(pseudo count)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추적
(507)은 데이터 이전자(504)에 존재하며 이 데이터 이전자는 데이터 이전자 추적 진단(data mover trace 
diagnostics)을 저장하기 위해 분리 주소 공간을 포함한다. 현재의 실시예에서의 주소 공간은 디버깅 공
간을 포함한다. 이러한 데이터 이전자 추적 진단은 추적을 초기화시키는 에러 타입(error type), 플래그 
조건들 및 헤더 정보를 식별하는 복귀 코드들(return codes)을 포함한다.

또한 제어(506)가 데이터 이전자(504)에 제공된다. 제어(506)는 데이터 관리자인데 이것은 I/O 오퍼레이
션들을 제어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store)하고, 관련된 저장 콘트롤러들에 버퍼 공간을 매핑(mapping)하
고, 그리고 시간 스탬프들에 따라 I/O 오퍼레이션들을 정렬(sort)하는데 이는 보조 사이트에 최후의 전송
(eventual transmission)동안 레코드 갱신들의 일관성 그룹들(consistency groups)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버퍼들(505)은 제어(506)에 의해 관리되고 TIF 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레코드 갱신들)를 저장한다.

저장  콘트롤러(508)는  캐쉬(509)를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저장  콘트롤러는  다른  레코드  갱신 세션들
(record update sessions)을 위해 구획된다. 비휘발성 스토리지(Non-Volatile Storage; 이하 'NVS' 라 칭
함; 510)는 DASD 빠른 기록 오퍼레이션들(DASD fast write operations)을 달성하기 위해 레코드 갱신들을 
위하여 저장 공간의 일부분을 사용한다. 추적(511)은 저장 콘트롤러(508)가 적절한 상태 정보를 저장하게 
한다. 만약 상태 저장 명령(order)이 수신되었을 때 상태 저장(state save)이 저장 콘트롤러(508)에서 벌
써 처리중이면, 또 다른 상태 저장이 수행되지 않는다. 진단 상태 저장 CCW의 결과로서 전송된 데이터는 

상태 저장의 표시: 유효 상태 저장(force State Save), 일반적인 상태 저장, 또는 리모트 복사(Remote 
Copy) 상태 저장;

세션 ID 값;

관련 판독 레코드 집합의 순번;

시스템 이상 종료(ABEND) 코드;

호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검출된 이유 코드(Reason Code); 및 

날짜 시간 스탬프(TOD)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복잡한 상황들에서 문제 결정(problem determination)을 완료하기 위해 요구되는 방법이 데이
터를 수집하기 위해 저장 콘트롤러에서 제공된다. 특히, 확장 리모트 복사(Extended Remote Copy)에 대한 
저장 콘트롤러로부터의 데이터 판독은 부정확할 수 있고, 디버깅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는 캐쉬 내의 큐 
구조들(queue structures)에 존재할 수 있다. 때때로, 비정상적인 조건을 발생시키는 사건이 과거에 발생
되어 왔다. 비정상적인 조건을 디버깅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가질 확률은 소프트웨어와 함께 작동하
는 판독 레코드 세트의 TIF로부터 데이터 이전자 세션 식별자와 순번(sequence number)을 제공함으로써 
최대로 된다.

예를 들어, 상태 저장 기능(state save function)은 캐쉬에 64K 바이트의 데이터를 할당하고, 이것은 또
한 네 개의 16K로 분할된다. 캐쉬 내의 큐 구조들은 32개의 16K 바이트 세그먼트들까지 점유한다. 그러므
로, 저장 콘트롤러는 모든 세그먼트들을 저장하기 위해 충분한 상태 저장 스토리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이크로 코드는 순번을 사용하는 적당한 캐쉬 세그먼트들을 선택한다. 식별된 레코드 세트를 
포함하는 세그먼트(N)와 다음 인접한 세그먼트(N+1)를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상기 리스트에서 첫 번째 
세그먼트와 마지막 세그먼트가 제공된다(그러므로 네 개의 세그먼트가 제공된다). 

도 6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마이크로코드 제어 구조들을 병합하기 위해 진단 상태 저장 CCW를 발행
하는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상기 절차는 단계(601)에서 시작하고 하나 이상의 호스트 프로세서들에 
의한 어플리케이션들의 실행은 하나 이상의 저장 콘트롤러들에 레코드 갱신들을 발행한다(단계 603). 각 
저장 콘트롤러는 지시된 갱신들을 이것의 내부 캐쉬 및/또는 NVS에 저장하고 여기에 관련된 제어 정보(헤
더)를 갱신한다(단계 605). 다음에 데이터 이전자가 레코드들의 갱신들을 이것의 버퍼들내로 판독한다(단
계 607). 에러 조건이 데이터 이전자에 의해 검출된다(단계 609). 에러 조건에 따라, 데이터 이전자는 진
단 상태 저장 CCW을 발행한다. 이와 동시에, 상기 에러 조건에 관련된 저장 콘트롤러와 호스트 프로세서
를 포함하는 환경을 동결시킨다. 

저장 콘트롤러는 결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덤프(dump)를 초기화한다(단계 613). 예를 들어 저장 콘트롤
러는 제어 구조들, 캐쉬 디렉토리 엔트리들, 리모트 복사, 변경된 데이터 큐들 및 어떤 마이크로코드 데
이터 영역들을 획득한다. 또한 호스트 프로세서는 결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덤프를 초기화한다(단계 
615). 예를 들어, 호스트 프로세서는 호스트 내부 제어 구조들을 획득한다. 획득된 결함 정보는 저장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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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러와 데이터 이전자의 추적 버퍼들에 저장되고 시간, 사건 등에 따라 상호 관련된다(단계 617). 이런 
데이터는 에러 조건의 원인을 결정하기 위해 분석된다.

도 7은 데이터 구조, 컴퓨터 명령 또는 프로세서에 의해 실질적으로 해독되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
그램들을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저장 매체(701)를 나타낸다. 따라서 도 6의 단계들은 본 발
명을 수행하기 위해 저장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 명령의 연속으로서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저장 
매체(701)상에 저장할 수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저장 매체(701)로는 당업계에 널리 공지된 플로피 디
스크로서 서술된다,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저장 매체(701)는 단지 플로피 디스크로만 한정되지 않고, 컴퓨
터가  판독할  수  있는  형태로  신뢰성  있게  데이터   및/또는  명령들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으로만 
한정한다. 예를 들어 다른 동일하게 적합한 타입의 컴퓨터 메모리들로는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광 디스크들, 자기 테이프, DASD, ROM 등이 있다.

상기한 것은 단지 주 사이트 내에 발생하는 에러 조건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주 및 보조 
시스템들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사이트의 데이터 이전자(단일 호스트 프로세서 
내에 첫 번째 및 두 번째 데이터 이전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보조 사이트의 저장 콘트롤러에 진단 상태 
저장 CCW를 발행하고 따라서, 그것으로부터의 결함 정보가 상호 관련될 수 있다.  

본 발명을 요약하면, 분산된 요소들과 재난 복구 능력을 갖는 데이터 저장 시스템은 에러가 검출될 때 적
절한 시스템 요소들로부터 결함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그리고 에러 분석을 위해 결함정보를 조정함으로써 
에러 디버깅을 향상한다. 결함 정보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칭 마이크로코드 제어 구조를 결합한다. 데
이터 저장 시스템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주 사이트와 재난 복구 목적을 위해 상기 데이터의 사본들을 수
신하기 위한 보조 사이트를 포함한다. 주 사이트는 다수의 저장 콘트롤러를 포함하고, 각각의 저장 콘트
롤러는 캐쉬 메모리, 제어 버퍼 및 추적 버퍼를 갖는다. 주 호스트 프로세서는 레코드 갱신들을 생성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하고 각각의 레코드 갱신에 대한 I/O 오퍼레이션을 다수의 저장 콘트롤러에 전송하
는 데 이는 상기 저장 콘트롤러들에 상기 레코드 갱신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 호스트 프로
세서는 다수의 저장 콘트롤러로부터 상기 레코드 갱신을 판독하는 주 데이터 이전자를 포함하며 레코드 
갱신을 조립하여 자기 표현 레코드 세트들의 그룹들(groups of self describing record sets)을 만든다. 
발생된 에러 조건의 타입을 나타내는 시스템 요소들 중 하나로부터 에러 코드를 수신하자마자, 데이터 이
전자는 상기 에러 조건에 관련된 시스템 요소들로 향하는 진단 상태 저장 채널 명령 워드(CCW)를 발행하
는데 이것은 결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상기 관련된 시스템 요소들에 의한 레코드 갱신의 처리를 일시적
으로 중지시키기 위함이다. 결함 정보는 진단 상태 저장 채널 명령 워드(CCW)에 따라 상호 관련된다. 주 
데이터 이전자는 주 데이터 이전자에 관련된 결함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추적 큐, 주 데이터 이전자로 레
코드 갱신들의 판독을 관리하기 위한 제어부(control section) 및 레코드 갱신과 이에 관련된 헤더들을 
저장하기 위한 다수의 버퍼를 포함한다. 다수의 주 직접 액세스 저장 장치들(DASDs)은 다수의 주 저장 콘
트롤러들에 연결되고 이 주 저장 콘트롤러들로부터 레코드 갱신을 수신한다. 보조 데이터 이전자는 자기 
표현 레코드 세트들의 그룹들(groups of self describing record sets)을 수신하기 위해 연결되고 진단 
상태 저장 CCW에 응답한다. 보조 호스트 프로세서는 보조 데이터 이전자에 연결되고 진단 상태 저장 CCW
에 또한 응답한다. 다수의 보조 저장 콘트롤러들은 보조 호스트 프로세서에 연결되고 진단 상태 저장 CCW
에 응답한다. 다수의 보조 DASD들이 자가 기술 레코드 세트들의 그룹들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상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첨부된 청구 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변형 또는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기 저장 
장치들이 테이프, 광(optics) 등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앞으로의 실시예들의 변경은 본 발명의 기
술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레코드 갱신들(record  updates)을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하고 데이터 이전자(data 
mover)를 가지며 제 1 저장 콘트롤러에 연결된 호스트 프로세서를 구비한 분산 시스템 요소들을 구비한, 
에러 조건이 발생하는 저장 시스템에서, 상기 데이터 이전자가 상기 분산 시스템 요소들 간의 문제 결정
들(problem determinations)을 조정하기 위해 실행하는 머신 수행 방법(machine effected method)에 있어
서, 

(a) 상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에 의해 생성된 레코드 갱신들에 대한 I/O 오퍼레이션들을 발행하는 
단계와;

(b) 상기 발행된 I/O 오퍼레이션들에 따라 상기 제 1 저장 콘트롤러에 상기 레코드 갱신들을 저장하는 단
계와;

(c) 상기 제 1 저장 콘트롤러 내에 상기 레코드 갱신들에 관련된 제어 정보를 관리하는 단계와;

(d) 상기 레코드 갱신들을 리모트 복사에 대비하여 상기 제 1 저장 콘트롤러로부터 상기 레코드 갱신들 
및 관련된 제어 정보를 상기 데이터 이전자내로 판독하는 단계와;

(e) 상기 데이터 이전자 내에서 상기 저장 시스템의 에러 조건을 검출하는 단계와;

(f) 상기 데이터 이전자로부터 상기 호스트 프로세서 및 상기 제 1 저장 콘트롤러로 진단 상태 저장 채널 
명령 워드(DIAGNOSTIC STATE SAVE CCW)를 발행하는 단계와; 

(g) 상기 검출된 에러 조건에 따라 상호관련되는, 각 시스템 요소 내의 결함 정보를 상기 호스트 프로세
서 및 상기 제 1 저장 콘트롤러 내에서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머신 수행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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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f)는 상기 단계(g)가 완료될 때까지 상기 시스템 환경을 동결(freezing)시
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머신 수행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의 원인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결함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 (h)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머신 수행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e)는 에러 타입을 나타내는 에러 코드를 상기 데이터 이전자내로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머신 수행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g)는 상기 데이터 이전자 내의 순환 추적 버퍼(circular trace buffer)에 
상기 호스트 프로세서 결함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머신 수행 방법.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g)는 상기 데이터 이전자 내의 순환 추적 버퍼(circular trace buffer)에 
상기 제 1 저장 콘트롤러 결함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머신 수행 방법.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정보는 디버깅을 지원하기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마이크로코드 제
어 구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머신 수행 방법. 

청구항 8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f)는 리모트 위치의 제 2 저장 콘트롤러에 상기 진단 상태 저장 CCW를 발행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머신 수행 방법. 

청구항 9 

직접 액세스 저장 장치(DASD)에 대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에 의해 생성된 레코드 갱신들을 관리하
기 위해 저장 콘트롤러에 연결된 호스트 프로세서를 구비한 다중 시스템 요소들에 걸쳐 상태 저장 진단
(state save diagnostics)이 저장 시스템 에러에 대응하여 병합되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이전자 어플리케
이션(data mover application)을 저장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저장 매체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 내에 생성된 레코드 갱신들에 대한 I/O 오퍼레이션들을 발행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발행된  I/O  오퍼레이션들에  따라  상기  저장  콘트롤러에  상기  레코드  갱신들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저장 콘트롤러 내의 상기 레코드 갱신들에 관련된 제어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수단과;

상기 레코드 갱신들을 리모트 복사에 대비하여 상기 레코드 갱신들 및 관련된 제어 정보를 상기 데이터 
이전자내로 판독하기 위한 판독 수단과;

저장 시스템 에러 조건을 검출하여 상기 데이터 이전자로 상기 에러 조건을 통신하기 위한 검출 수단과;

상기 데이터 이전자로부터 상기 호스트 프로세서 및 상기 저장 콘트롤러로 진단 상태 저장 채널 명령 워
드(DIAGNOSTIC STATE SAVE CCW)를 발행하기 위한 상태 저장 수단과; 

상기 검출된 에러 조건에 따라 상호관련되는, 상기 다중 시스템 요소들의 각 시스템 요소내의 결함 정보
를 상기 호스트 프로세서 및 상기 저장 콘트롤러 내에서 획득하는 획득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이전자 어플리케이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저장 수단은 상기 획득 수단이 결함 정보 획득을 완료할 때까지 상기 저장 
콘트롤러의 오퍼레이션과 상기 에러 조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동결(freeze)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이전자 어플리케이션.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 수단은 상기 에러 조건의 에러 타입을 나타내는 에러 코드를 상기 데이터 
이전자내로 수신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이전자 어플리케이션.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획득 수단은 상기 데이터 이전자 내의 순환 추적 버퍼(circular trace buffer)에 
상기 호스트 프로세서 결함 정보를 저장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이전자 어플
리케이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획득 수단은 상기 저장 콘트롤러 내의 순환 추적 버퍼에 상기 저장 콘트롤러 결
함 정보를 저장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이전자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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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에러 조건과 관련되고 레코드 갱신들을 저장하기 위해 비휘발성 저장 장치들에 연
결된 하나 이상의 저장 콘트롤러들을 포함하는 시스템 요소들 간에 결함 정보를 조정하기 위한 데이터 저
장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레코드 갱신들을 생성하고 최종적으로 상기 비휘발성 저장 장치들에의 저장을 위해 상기 하나 이상
의 저장 콘트롤러들에 I/O 오퍼레이션들을 전송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하는 호스트 프로
세서를 포함하며,

상기 호스트 프로세서는, 

(1) 상기 하나 이상의 저장 콘트롤러들로부터 상기 레코드 갱신들을 판독하고 재난 복구 목적들을 위해 
상기 레코드 갱신들을 모아 리모트 저장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그룹화하고, 

(2) 발생된 에러 조건의 타입을 나타내는 에러 코드를 상기 시스템 요소들 중 하나로부터 수신하며, 

(3) 상태 저장 명령(State Save command)을 상기 에러 조건에 관련된 시스템 요소들에 발행하여 상기 관
련된 시스템 요소들이 상기 상태 저장 명령에 따른 시스템 요소들 간에 상호관련되는 결함 정보를 수집하
기 위해 레코드 갱신들의 처리를 잠시 중지(suspend)시키는 제 1 데이터 이전자를 더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이전자는,

(a) 상기 데이터 이전자에 관련된 결함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추적 큐와;

(b) 상기 데이터 이전자내로 판독된 레코드 갱신들을 관리하기 위한 제어부(control section)와;

(c) 상기 레코드 갱신들과 이에 관련된 헤더들을 저장하기 위한 다수의 버퍼들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시스템.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이전자로부터 레코드 갱신들의 그룹(the groups of record updates)을 
수신하기 위해 연결된 리모트 데이터 이전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시스템.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저장 장치들은 직접 액세스 저장 장치들(DASD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시스템.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레코드 갱신들의 그룹들을 리모트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저장하기 위해 상기 리
모트 데이터 이전자로부터 상기 레코드 갱신들의 그룹들을 수신하기 위해 연결된 리모트 데이터 저장 시
스템을 더 포함하며, 상기 리모트 데이터 저장 시스템은 에러 조건이 상기 리모트 저장 시스템에서 발생
할 때 상기 발행된 상태 저장 명령들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리모트 저장 시스템은 

리모트 호스트 프로세서와;

상기 리모트 호스트 프로세서에 연결된 리모트 저장 콘트롤러와;

상기 레코드 갱신들의 그룹들을 저장하기 위해 상기 리모트 저장 콘트롤러에 연결된 리모트 비휘발성 저
장 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시스템. 

청구항 19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정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마이크로코드 제어 구조들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시스템. 

청구항 20 

데이터를 처리하는 주 사이트와 재난 복구 목적들을 위해 상기 데이터의 사본들을 수신하는 보조 사이트
를 구비하고, 내장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마이크로코드 제어 구조들을 갖는 분산 시스템 요소들을 
구비하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특정 에러 조건에 관련된 상기 분산 시스템 요소들 간의 결함 정보의 조정
과 획득을 시작케 함으로써 에러 디버깅을 지원하는 재난 복구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있어서, 

캐쉬 메모리, 제어 버퍼 및 추적 버퍼를 제각각 갖는 다수의 저장 콘트롤러들과;

(1) 레코드 갱신들을 생성하고 상기 레코드 갱신들을 기록하기 위해 각 레코드 갱신을 위한 I/O 오퍼레이
션을 상기 다수의 저장 콘트롤러들에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하고,

(2) 상기 다수의 저장 콘트롤러들로부터 상기 레코드 갱신들을 판독하고 상기 레코드 갱신들을 모아 자기 
표현 레코드 세트들의 그룹(groups of self describing record sets)을 만들고, 

(3) 발생된 에러 조건의 타입을 나타내는 에러 코드를 상기 분산 시스템 요소들 중 하나로부터 수신하며, 

(4) 진단 상태 저장 채널 명령(Diagnostic State Save channel command)을 상기 에러 조건에 관련된 분산 
시스템 요소들에 발행하여 상기 관련된 시스템 요소들이 상기 진단 상태 저장 채널 명령에 따라 상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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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결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레코드 갱신들의 처리를 잠시 중지(suspend)시키되,

(a) 상기 주 데이터 이전자에 관련된 결함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추적 큐와;

(b) 상기 주 데이터 이전자내로 판독된 레코드 갱신들을 관리하기 위한 제어부(control section)와;

(c) 상기 레코드 갱신들과 이에 관련된 헤더들을 저장하기 위한 다수의 버퍼들을 구비한 주 데이터 이전
자를 포함한 호스트 프로세서와;

상기 다수의 주 저장 콘트롤러들에 연결된 다수의 주 직접 액세스 저장 장치들(DASDs)과;

자기 표현 레코드 집합들의 그룹들(groups of self describing record sets)을 수신하기 위해 결합되어 
상기 진단 상태 저장 채널 명령에 응답하는 보조 데이터 이전자와;

상기 보조 데이터 이전자에 연결되어 상기 진단 상태 저장 채널 명령에 응답하는 보조 호스트 
프로세서와;

상기 보조 호스트 프로세서에 연결되어 상기 진단 상태 저장 채널 명령에 응답하는 다수의 보조 저장 콘
트롤러들과;

상기 자기 표현 레코드 세트들의 그룹들(groups of self describing record sets)을 저장하기 위한 다수
의 보조 DASD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 복구 데이터 저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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