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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동적 크기 변경 및 메타 데이터 양의 최소화를 위한 논리 볼륨 관리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구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다수의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논리 볼륨을 제공하는데 있어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의 관계에 매핑 테이

블을 이용하고 시스템 메타 데이터에 대해 최소 공간을 사용하여 논리 볼륨을 관리하는 동적 크기 변경 및 메타 데이

터 양의 최소화를 위한 논리 볼륨 관리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구조를 기록한 컴

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고자 함.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물리적 저장 공간에 대한 논리 볼륨 구성 요청에 따라 디스크 파티션들을 모아 논리 볼륨을 생성하는 제 1

단계; 상기 논리 볼륨 및 상기 논리 볼륨에 참여하고 있는 디스크 파티션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메타 데이터를 생성

하여 상기 논리 볼륨에 참여하는 상기 디스크 파티션에 저장하는 제 2 단계; 상기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상기 디스크 

파티션에 대한 변경 요청을 받아 상기 논리 볼륨의 크기를 동적으로 변경하고 상기 논리 볼륨에 대한 변경시에 필요

한 상기 메타 데이터의 변경을 수행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논리 볼륨에 대한 논리 주소를 전달 받아 논리 주소에 매

칭되는 물리 주소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상기 메타 데이터의 매핑 정보를 통해 해당하는 물리 주소를 파악하여 반

환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스토리지 시스템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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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논리 볼륨, 물리 주소, 논리 주소, 매핑, 디스크 파티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예시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을 통해 구성될 수 있는 논리 볼륨의 일예시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메타 데이터 테이블의 일실시예 구조도.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메타 데이터 테이블에 속하는 물리 파티션 맵(PP Map)의 일실

시예 구조도.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메타 데이터 테이블에 속하는 논리 볼륨 맵(LV Map)의 일실시

예 구조도.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메타 데이터 테이블에 속하는 매핑 맵의 일실시예 구조도.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메타 데이터 테이블에 속하는 매핑 맵의 일실시예 논리 구조도.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매핑 맵을 통해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의 매핑 관계를 나타내는

일실시예 설명도.

도 9 는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매핑 맵을 분할하여 각 디스크 파티션에 저장하는 형태를 나타

내는 일실시예 설명도.

도 10 은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볼륨을 새로 생성시 처리과정을 나타내는 일실시예 흐름도.

도 11 은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논리 볼륨을 인식하여 시스템에 디바이스 파일로 인식시키는 

과정을 나타내는 일실시예 흐름도.

도 12 는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이미 존재하는 논리 볼륨에 새로운 디스크 파티션들을 추가하

여 크기를 증가시키는 과정을 나타내는 일실시예 흐름도.

도 13 은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볼륨에 디스크 파티션 추가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재배치

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0 : 논리 볼륨 관리자 40 : 물리 저장 장치 드라이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동적 크기 변경 및 메타 데이터 양의 최소화를 위한 논리 볼륨 관리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구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저장

장치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논리 볼륨 관리자를 통해 동적 크기 변경 및 메타 데이터 양의 최소화를 처리하는 논

리 볼륨 관리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구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상기한 논리 볼륨 관리자(Logical Volume Manager)는 다수의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해 하나의 가상화된 디스크 드

라이브인 논리 볼륨을 제공하고 이 볼륨의 구성을 위해 레이드(RAID :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 기

법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우선, 상기한 레이드(RAID) 및 관련 용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레이드(RAID)는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 주로 사용되며, 여러 대의 하드디스크가 있을 때 동일한 데이터

를 다른 위치에 중복해서 저장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를 여러 대의 디스크에 저장함에 따라 입출력 작업이 균형을 이

루며 겹치게 되어 전체적인 성능이 개선된다. 여러 대의 디스크는 평균 무고장 시간(MTBF : Mean Time Between F

ailures)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데이터를 중복해서 저장하면 고장에 대비하는 능력도 향상된다.

하나의 레이드(RAID)는 운영체제에게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하드디스크로 인식된다. 레이드는 스트라이핑 기술을 채

용하여 각 드라이브의 저장공간을 1 섹터(512 바이트)의 크기에서부터 수 메가바이트(MB : Mega Byte)에 이르는 

공간까지 다양한 범위로 파티션할 수 있다. 모든 디스크의 스트립은 인터리브되어 있으며, 차례대로 어드레싱된다.

의료 및 기타 과학분야의 사진 등 대형 레코드가 저장된 단일 사용자용 시스템에서, 스트립들은 약 512 바이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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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은 량으로 설정되는데, 이를 통하여 하나의 레코드가 모든 디스크들에 걸쳐 있게 되고, 또한 모든 디스크를 동시

에 읽음으로써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다중 사용자 시스템에서는 최대 크기의 레코드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은 스트립을 확보함으로써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는 드라이브간의 디스크 입출력을 중첩시켜 준다.

레이드에는 중복되지 않는 어레이인 레이드-0를 제외하더라도, 9가지 형태가 더 있다.

* 레이드-0 : 이 방식은 스트립은 가지고는 있지만 데이터를 중복해서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높은 성능을 기

대할 수 있지만, 고장대비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이 방식은 진정한 레이드라고 하기 어렵다.

* 레이드-1 : 이 형식은 흔히 디스크 미러링이라고도 하는데, 중복 저장된 데이터를 가진 적어도 두 개의 드라이브로 

구성된다. 스트립은 없으며, 각 드라이브를 동시에 읽을 수 있으므로 읽기 성능은 향상된다. 쓰기 성능은 단일 디스크 

드라이브의 경우와 정확히 같다. 레이드-1은 다중 사용자 시스템에서 최고의 성능과 최고의 고장대비 능력을 발휘한

다.

* 레이드-2 : 이 형식은 디스크들간에 스트립을 사용하며, 몇몇 디스크들은 에러를 감지하고 수정하는데 사용되는 이

씨씨(ECC : Error Checking and Correcting)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 방식은 레이드-3에 비해 장점이 없다.

* 레이드-3 : 이 형식은 스트립을 사용하며, 패리티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별도의 드라이브 한 대를 쓴다. 이는 내장

된 ECC 정보가 에러를 감지하는데 사용된다. 데이터 복구는 다른 드라이브에 기록된 정보의 XOR(exclusive OR)를 

계산하여 수행된다. 입출력 작업이 동시에 모든 드라이브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레이드-3은 입출력을 겹치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레이드-3은 대형 레코드가 많이 사용되는 업무에서 단일 사용자시스템에 적합하다.

* 레이드-4 : 이 형식은 대형 스트립을 사용하며, 이는 사용자가 어떤 단일 드라이브로부터라도 레코드를 읽을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데이터를 읽을 때 중첩 입출력의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쓰기 작업은 패리티 

드라이브를 갱신해야하므로, 입출력의 중첩은 불가능하다. 레이드-4는 레이드-5에 비해 장점이 없다.

* 레이드-5 : 이 형식은 회전식 패리티 어레이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레이드-4에서의 쓰기 제한을 주소 지정한다. 그

러므로, 모든 읽기/쓰기 동작은 중첩될 수 있다. 레이드-5는 패리티 정보를 저장하지만 데이터를 중복저장하지는 않

는다(그러나, 패리티 정보는 데이터를 재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레이드-5는 보통 3~5개의 디스크를 어레이로 

요구한다. 레이드-5는 성능이 그리 중요하지 않고 쓰기 작업이 많지 않은 다중 사용자시스템에 적합하다.

* 레이드-6 : 이 형식은 레이드-5와 비슷하지만, 다른 드라이브들간에 분포되어 있는 2차 패리티 구성을 포함함으로

써 매우 높은 고장대비 능력을 제공한다.

* 레이드-7 : 이 형식은 컨트롤러로서 내장되어 있는 실시간 운영체제를 사용하며, 속도가 빠른 버스를 통한 캐시, 독

자적인 컴퓨터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 레이드-10 : 이 형식은 각 스트립이 레이드-1 드라이브 어레이인 스트립 어레이를 제공한다. 이 방식은 레이드-1

보다 높은 성능을 제공하지만, 값이 더 비싸다.

* 레이드-53 : 이 형식은 각 스트립은 레이드-3 디스크 에레이인 스트립 어레이를 제공한다. 이 방식은 레이드-3보

다 높은 성능을 제공하지만, 값이 더 비싸다.

다음으로, (디스크) 스트라이핑{(disk) striping}에 관해 설명한다.

스트라이핑은 성능 향상을 위해 단일 파일과 같은 논리적으로 연속된 데이터 세그먼트들이, 물리적으로 여러 개의 장

치, 즉 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나뉘어 기록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만약 프로세서가, 하나의 디

스크에서 공급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러한 방식은 

매우 유용한 기술이 된다.

데이터는 여러 개의 드라이브에 걸쳐 일정 크기의 바이트 또는 섹터별로 나뉘어 기록된다. 예를 들면, 서로 겹쳐서 읽

거나 쓸 수 있도록 설계된 네 개의 드라이브가 있다면, 보통 하나의 섹터를 읽을 수 있는 시간에 네 개의 섹터를 동시

에 읽을 수 있다.

디스크 스트라이핑은 그 자체가 본래부터 고장에 대비하거나 에러를 체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러한 기능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과 함께 사용될 때 비로소 발휘된다.

스트라이핑은 미러링과는 다르지만, 그것과 함께 사용될 수는 있다.

미러링(mirroring)이란 장비가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장치에 중복 저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미러링은 레이드 시스템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노벨

네트웨어와 같은 일부 운영체계들은 디스크 미러링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기술이 자기테이프 저장 

시스템에 적용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미러링이라고 하지 않고 "트위닝(twinning)"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미러링에 비해 좀더 낮은 가격으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디스크를 자기 테이프에 정기적으로 백

업하는 것이다.

상기한 용어 정리를 바탕으로 종래 기술부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종래에는 데이터 저장 장치에 대하여 좀 더 나은 성능과 디스크 에러시에 복구할 수 있는 안정성을 제공하고 하나의 

디스크 드라이브의 용량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드웨어적으로 레이드를 구현한 저장장치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하드웨

어 레이드 장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는 반면 비용이 매우 큰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물리적인 제약으로 매우 많은 디스크 드라이브들을 하나의 장치로서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제공가능한 저

장 공간에도 한계를 지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하드웨어 레이드 장치의 단점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프트웨어적으로 레이드(RAID)를 구현한 논리 볼륨 

관리자가 출현하였다. 논리 볼륨 관리자는 하드웨어적으로 독립적인 여러 디스크 드라이브들을 마치 하나의 디스크 

드라이브처럼 보여주고 여기에 다양한 레이드 기법을 컴퓨터의 계산능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중간 



등록특허  10-0392382

- 4 -

레벨의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이다.

기존의 논리 볼륨 관리자는 파일 시스템과 같이 논리 볼륨을 사용하는 상위 모듈에서 다루는 논리 주소를 여러 개의 

물리적인 디스크 드라이브의 주소인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데 있어 정해진 변환 함수 등을 사용하는 고정된 매핑 방식

을 사용하였다. 이는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간의 관계를 고정시켜 물리적인 저장 공간을 논리적인 저장 공간에 종속

시킴으로 인해 융통성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따라서, 저장 공간의 사용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크기 변경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일부의 논리 볼륨 관리자는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매핑할 때, 매핑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 

사이의 관계를 서로 연결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스토리지를 위한 구조에 사용되기에는 유지 관리하는 메타 데이터의 양이 많고, 이로 인해 메타 데이

터의 변경 작업시 처리속도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또한, 논리 볼륨을 관리하기 위해 메모리에 구성되어 

관리 되는 메타 데이터의 양이 많아 시스템 부팅 시간을 지연시키고 메모리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

다.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에 대해 선행 특허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 특허인, 아이비엠(IBM :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사의 "Logical volume manager and 

method having enhanced update capability with dynamic allocation of storage and minimal storage of metada

ta information(미국 등록번호 : 5,897,661)"는 물리적인 저장 장치 경계를 넘어서 논리적인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논

리 볼륨 관리자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선행 특허는 상기한 것처럼 메타 데이터의 양이 많고, 처리속도가 지연되며, 

시스템 부팅 시간을 지연시키고, 메모리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즉, 선행 특허는 시스템 부팅시에 저장 공간에 대한 정보를 메모리에 모두 불러 올리고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메모리에 올리기 위해 일일이 물리 주소를 논리 주소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메타 데이터의 양이 많고, 

시스템 부팅 시간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메모리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문제점을 가지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다수의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논리 볼륨을 

제공하는데 있어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 의 관계에 매핑 테이블을 이용하고 시스템 메타 데이터에 대해 최소 공간을 

사용하여 논리 볼륨을 관리하는 동적 크기 변경 및 메타 데이터 양의 최소화를 위한 논리 볼륨 관리 방법과 상기 방법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구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스토리지 시스템에 적용되는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물리적 저장 공간

에 대한 논리 볼륨 구성 요청에 따라 디스크 파티션들을 모아 논리 볼륨을 생성하는 제 1 단계; 상기 논리 볼륨 및 상

기 논리 볼륨에 참여하고 있는 디스크 파티션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논리 볼륨에 참

여하는 상기 디스크 파티션에 저장하는 제 2 단계; 상기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상기 디스크 파티션에 대한 변경 요청

을 받아 상기 논리 볼륨의 크기를 동적으로 변경하고 상기 논리 볼륨에 대한 변경시에 필요한 상기 메타 데이터의 변

경을 수행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논리 볼륨에 대한 논리 주소를 전달받아 논리 주소에 매칭되는 물리 주소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상기 메타 데이터의 매핑 정보를 통해 해당하는 물리 주소를 파악하여 반환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프로세서를 구비한 스토리지 시스템에, 물리적 저장 공간에 대한 논리 볼륨 구성 요청에 따라 디스크

파티션들을 모아 논리 볼륨을 생성하는 제 1 기능; 상기 논리 볼륨 및 상기 논리 볼륨에 참여하고 있는 디스크 파티션

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논리 볼륨에 참여하는 상기 디스크 파티션에 저장하는 제 2 

기능; 상기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상기 디스크 파티션에 대한 변경 요청을 받아 상기 논리 볼륨의 크기를 동적으로 변

경하고 상기 논리 볼륨에 대한 변경시에 필요한 상기 메타 데이터의 변경을 수행하는 제 3 기능; 및 상기 논리 볼륨에

대한 논리 주소를 전달받아 논리 주소에 매칭되는 물리 주소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상기 메타 데이터의 매핑 정보

를 통해 해당하는 물리 주소를 파악하여 반환하는 제 4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프로세서를 구비한 스토리지 시스템에, 논리 볼륨 및 상기 논리 볼륨에 참여하고 있는 디스크 파티

션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메타 데이터가 놓이는 위치의 디스크 파티션에 해당하는 논리 볼륨 정보, 상기 디스크 

파티션 식별 정보, 실제 데이터 시작 정보, 상기 논리 볼륨에서 정의된 상기 디스크 파티션의 익스텐트 사이즈 정보, 

미러 여부 정보를 포함하는 디스크 파티션 테이블; 해당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모든 디스크 파티션에 중복 저장되어 

상기 논리 볼륨에 대하여 논리 볼륨 식별 정보, 논리 볼륨 이름 정보, 상기 논리 볼륨에서의 익스텐트 사이즈 정보, 상

기 논리 볼륨의 구성 형식을 나타내는 레이드(RAID) 레벨 정보 및 상기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디스크 파티션의 개수 

정보를 포함하는 논리 볼륨 테이블; 상기 메타 데이터가 놓이는 디스크 파티션의 국소 에러를 대비하여 상기 디스크 

파티션내에 이중화되어 저장되며, 상기 디스크 파티션내의 각 익스텐트 당 한 비트를 사용하여 상기 익스텐트의 사용

유무를 나타내는 익스텐트 할당 테이블; 및 논리 볼륨의 연속적인 논리 주소 공간에 대하여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매핑시킬 수 있도록 각 익스텐트 당 해당하는 상기 디스크 파티션 식별 정보와 익스텐트 번호의 쌍으로 구성되는 매

핑 테이블을 가지는 데이터가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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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기존 레이드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파일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일반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논리 주소를 해당 논리 주소에 대응되는 실제 물리적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물리 주소로 매핑

하는데 있어서 그 매핑을 매핑 함수 등에 의해 고정시키지 않고 매핑 테이블을 별도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매핑에 유연성을 제공하여 시스템 운영중에 동적으로 볼륨의 크기를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게 되며, 기존 볼륨의 레이드 레벨을 새로이 추가되는 저장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또한, 논리 볼륨 관리를 위해 필요한 메타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하여 시스템 운영중 발생하는 메타 데이터의 변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고, 최소의 메타 데이터를 바탕으로 메모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시스템 메타 데이터(system metadata)에 대해 최소 공간을 사용하여 논리 볼륨을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최소 프로세싱 오버헤드로 메타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간단하게 메타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은 시스템에 해로운 성능상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대규모 스토리지를 관 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시스템 운영중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온라인 리사이징을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관리되고 있는 물리적 디스크 중 어느 하나가 에러를 유발해도 다른 디스크의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

도록 하는데, 이것은 일반 정보뿐만 아니라 관리 정보도 포함한다. 또한, 장치중 일부가 에러에 의해 이용이 불가능할 

때 이를 탐지하고 정보 요구자에게 에러를 알려 준다.

즉, 본 발명은, 논리 볼륨 관리자에 있어서 상위 모듈에서 사용하는 논리 주소와 이에 대응되는 물리적인 디스크 장치

에 대한 물리 주소 사이의 매핑을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동적 매핑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매핑 테이블

을 포함하여 볼륨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여러 메타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하고, 이들에 대한 변경 요구를 최소화함으

로써 저장 공간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크기 변경 요구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관리 기능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시스템 운영중 메모리내에 관리해야 하는 메타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하여 매우 방대한 대규모

스토리지 시스템을 위해서 동작 가능하도록 한다.

여기에 덧붙여 논리적으로 함께 관리되고 있는 물리적 디스크 장치중 하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다른 물리 디스크 장치에 대한 요청은 계속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들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

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예시도이다.

도 1 에서는 본 발명에 따르는 논리 볼륨 관리자와 물리적 저장 장치, 상위 레벨 서비스 사이의 인터페이스 관계를 나

타내고 있다.

본 발명이 적용되는 환경은 통상적인 컴퓨터와 다수의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와 이들을 연결하는 라인으로 구성된다. 

컴퓨터와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간의 연결은 제한이 없다. 다만, 컴퓨터는 이러한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를 직접 구동

시킬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거나,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도 1을 보면, 컴퓨터는 운영체제내에 이러한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들을 구동할 수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물리 저장

장치 드라이버(Physical Storage Device Drivers), 40)를 구비하고 있다.

본 발명에서 다루고 있는 논리 볼륨 관리자(Logical Volume Manager, 30)는 다양한 디바이스 드라이버(40) 위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컴퓨터의 운영체제내에 속한 중간 레벨의 가상 디바이스 드라이버이다.

파일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형적인 데이터 관리자(File Systems Data Managers, 10)들은 논리 볼륨 관

리자(30)가 제공하는 논리 볼륨을 대상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논리 볼륨 관리자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

하여 논리 볼륨에 대한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툴(Admin GUI Command Line, 20)들이 제공된다.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을 통해 구성될 수 있는 논리 볼륨의 일예시도이다.

도 2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자에 의해 8개의 디스크 드라이브(51 ~ 58)가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논리 

볼륨들을 나타내고 있다. 디스크 1, 2, 3, 4는 각각 4개의 파티션으로 나뉘어 있고, 디스크 5, 6, 7, 8은 각각 1개의 파

티션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파티션들은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에 의해 제공되는 툴들에 의해 생성되게 된다. 예를 들어,

"FDISK"와 같은 툴이 있다.

볼륨 1(61)은 디스크 1, 2, 3, 4의 첫 번째 파티션들로 구성되고, 이들은 레이드 레벨 0인 스트라이핑 구성을 가진다.

볼륨 2(62)는 디스크 1, 2, 3, 4의 두 번째 파티션들로 구성되고, 연결형(concatenation) 구성을 가진다.

볼륨 3(63)은 디스크 1, 2, 3, 4의 세 번째 파티션들로 구성되고, 레이드 레벨 5(RAID-5) 구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볼륨 4(64)는 디스크 1, 2, 3, 4의 네 번째 파티션들과 디스크 5, 6, 7, 8의 파티션들로 구성되며, 레이드 

레벨 0+1("RAID-0"+"RAID-1")인 스트라이핑과 미러링이 결합된 구성을 가진다.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스토리지의 3가지 추상화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추상화는 디스크 파티션(Disk Partition) 또는 물리 파티션(Physical Partition)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디스

크 파티션은 운영체제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툴에 의해 생성된다.

디스크 파티션은 논리 볼륨(Logical Volume)의 최소 구성 단위이다. 즉, 하 나 이상의 디스크 파티션이 모여 하나의 

논리 볼륨을 형성하는 것이다. 논리 볼륨의 크기 변경 또한 디스크 파티션 단위로 행해지게 된다.

두번째 추상화는 논리 볼륨(Logical Volume)이다. 논리 볼륨은 확장 가능한 디스크 파티션들의 집합으로서 이름이 

붙여지며, 일련의 연속적인 주소 공간을 이루게 된다. 논리 볼륨의 크기는 시스템 운영중에 변경 가능하다.

세번째 추상화는 익스텐트(Extent)이다. 익스텐트는 동일 사이즈를 갖는 연속적인 공간이다. 또한, 정보의 저장을 위

해 할당될 수 있는 디스크 공간의 최소 단위이다. 익스텐트의 크기는 하나의 논리 볼륨에 대해 동일하며, 논리 볼륨 생

성시에 결정되게 된다. 그 크기는 2의 지수승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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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파티션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툴에 의해 생성된 후, 논리 볼륨이 몇 개의 디스크 파티션을 대상으로 정의

된다. 이때, 볼륨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게 된다.

그러한 정보들은 익스텐트의 크기, 레이드 레벨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자는 해당 디스크 파티션들 위에 볼륨 구성에 대한 메타 데이터들을 작성하여 기록하게 된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메타 데이터 테이블의 일실시예 구조도이다. 이는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각 디스크 파티션에 저장되는 메타 데이터 테이블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즉, 하나의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각 디스크 파티션에 저장 유지되는 메타 데이터 테이블(70)을 보여주고 있다.

메타 데이터 테이블(70)에 나타날 수 있는 메타 데이터로는 물리 파티션 맵{PP(Physical Partition) Map, 71}, 논리 

볼륨 맵{LV(Logical Volume) Map, 72}, 미러 라이트 일관성 맵{MWC(Mirror Write Consistency) Map, 73}, 익스

텐트 할당 맵(Extent Allocation Map, 74) 및 매핑 맵(Mapping Map, 75)을 포함한다.

메타 데이터 테이블(70)의 내용 중 전체 볼륨에 대하여 유지되어야 하는 메타 데이터는 각 디스크 파티션에 중복 저

장되게 된다. 이러한 메타 데이터는 논리 볼륨 맵{LV(Logical Volume) Map, 72}이다.

나머지 메타 데이터는 각 로컬 디스크 파티션에 대한 데이터로서, 해당 디스크 파티션에 하나만 유지된다.

예외로, 미러 라이트 일관성 맵{MWC(Mirror Write Consistency) Map, 73}은 논리 볼륨이 미러(Mirror) 형식으로 

구성된 경우 유지되며, 대응되는 각 미러에 중복 저장된다. 예를 들어, 디스크 파티션 1과 디스크 파티션 2가 서로 미

러된 상태라면 디스크 파티션 1의 MWC Map(73)은 디스크 파티션 2의 MWC Map(73)으로 중복 저장되게 되는 것이

다. 이는 미러 형식으로 구성된 디스크 파티션 중 일부가 에러로 인해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확한 값을 유지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매핑 맵(Mapping Map, 75)은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디스크 파티션 중 순서상 자신의 바로 뒤에 오는 디스크 

파티션에 자신의 내용을 중복 저장한다. 이 또한, 임의의 디스크 파티션이 에러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

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메타 데이터 테이블을 이루는 각 메타 데이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데, 물리 파티션 맵(PP Map, 71)과 

논리 볼륨 맵(LV Map, 72)에 대해서는 도 4 와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하고, 매핑 맵(Mapping Map, 75)에 대해서는 

도 6 내지 도 9 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의 미러 라이트 일관성 맵(MWC Map, 73)은 미러 데이터가 두 개인 경우, 하나의 익스텐트(Extent)당 3비트로 

구성된다. 즉, 처음 3비트는 첫 익스텐트(Extent)에 대한 내용이다. 이중 첫 번째 비트는 원본 데이터의 유효성을, 두 

번째 비트는 첫 번째 미러 데이터의 유효성을, 세 번째 비트는 두 번째 미러 데이터의 유효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디스크 파티션 1의 첫 번째 미러가 디스크 파티션 2이고, 두 번째 미러가 디스크 파티션 3인 경우를 보자. 

이때, MWC Map(73)의 첫 비트는 디스크 파티션 1의 첫 익스텐트(Extent)의 유효성을, 두 번째 비트는 디스크 파티

션 2의 첫 익스텐트(Extent)의 유효성을, 세 번째 비트는 디스크 파티션 3의 첫 익스텐트(Extent)의 유효성을 나타낸

다. 네 번째 비트는 다시 디스크 파티션 1의 두 번째 익스텐트(Extent)에 대한 유효성을 표현하게 된다.

이 MWC Map(73)은 디스크 파티션 1, 2, 3 각각에 중복 저장된다. 이것은 디스크 파티션 1, 2, 3중 어느 것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라도 정확히 그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도 3의 익스텐트 할당 맵(Extent Allocation Map, 74)은 이 디스크 파티션 내의 각 익스텐트(Extent)당 한 비트를 사

용하여 해당 익스텐트(Extent)의 사용 유무를 표현하게 된다.

익스텐트 할당 맵(Extent Allocation Map, 74)은 해당 디스크 파티션의 익스 텐트 할당 맵(Extent Allocation Map)

에 대한 국소 에러를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디스크 파티션내에 이중화되어 저장된다.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메타 데이터 테이블에 속하는 물리 파티션 맵(PP Map)의 일실

시예 구조도이다.

도 4에서는 상기 도 3에 도시된 PP(Physical Partition) Map(71)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물리 파티션 맵(PP Map, 

71)은 해당 디스크 파티션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물리 파티션 맵(PP Map, 71)의 구조는 16바이트 헤더(81), 이 디스크 파티션이 참여하고 

있는 논리 볼륨에 대한 볼륨_아이디(VOL_ID, 82), 자신이 속한 논리 볼륨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물리 

파티션_아이디(PP_ID, 83), 이 디스크 파티션에서 메타 데이터 테이블을 제외하고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기 시작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스타트(Data Start, 84), 이 파티션이 속한 논리 볼륨에서 정한 익스텐트 사이즈(Extent Size

, 85), 이 파티션이 속한 논리 볼륨이 미러 형식을 가진다면 자신이 미러 형식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나타내는 미러 아

이디(Mirror ID, 86)로 구성된다.

미러 아이디(Mirror ID)의 값은 자신이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0, 첫 번째 미러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1, 두 

번째 미러 데이터를 가지면 2를 갖게 된다. 즉, 물리 파티션_아이디(PP_ID)는 논리 볼륨상에서 해당 PP가 위치하는 

순서를 나타내고 미러 아이디(Mirror ID)는 이 순서가 동일할 때 각각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다.

PP Map은 디스크 파티션 자신에 대한 내용을 관리하기 때문에 논리 볼륨에 속한 모든 디스크 파티션에 중복되어 저

장되지 않고, 오직 해당 디스크 파티션에만 유지된다.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메타 데이터 테이블에 속하는 논리 볼륨 맵(LV Map)의 일실시

예 구조도이다.

도 5에서는 LV(Logical Volume) Map(72)을 나타내고 있다. 이 내용은 하나의 논리 볼륨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있

으며, 해당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모든 디스크 파티션에 중복 저장되게 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논리 볼륨 맵(LV Map, 72)의 구성은 16 바이트 헤더(91), 논리 볼륨을 유일하게 구별하기 

위해 논리 볼륨 관리자에 의해 생성되는 볼륨_아이디(VOL_ID, 92), 논리 볼륨을 생성시 부여되는 볼륨_이름(VOL_N

AME, 93), 해당 볼륨에서의 최소 공간 할당 단위인 익스텐트 사이즈(Extent Size, 95), 해당 볼륨내에 존재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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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텐트(Extent) 수(Total # Extents, 96), 해당 볼륨이 스트라이핑 형식인 경우 스트라이프 사이즈(stripe size, 97

), 해당 볼륨의 구성 형식을 나타내는 레이드 레벨(RAID Level, 98), 해당 논리 볼륨을 구성하고 있는 디스크 파티션

의 개수(99)로 구성된다. 여기서, 익스텐트 사이즈(Extent Size, 95)는 2의 지수승이 되어야 한다.

도 4의 물리 파티션 맵(PP Map)과 도 5의 논리 볼륨 맵(LV Map)은 하나로 합쳐져서 공통적으로 저장되는 내용을 하

나로 할 수 있다. 다만,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는 이해를 돕고자 논리적으로 두 개를 분할한 것으로서, 그것을 하나로

합하는 방식이 구현을 위하여 선호될 수 있다.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메타 데이터 테이블에 속하는 매핑 맵의 일실시예 구조도이며,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메타 데이터 테이블에 속하는 매핑 맵의 일실시예 논리 구조도

이다.

도 6에서는 매핑 맵(Mapping Map, 75)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 구조는 헤더(Header, 101), 논리 볼륨의 연속적

인 논리 주소 공간에 대하여 각 익스텐트(Extent)당 1개씩의 {PP ID(102), Extent Num(103)}쌍으로 구성된다.

매핑 맵(Mapping Map)의 크기는 해당 디스크 파티션의 크기와 익스텐트 사이즈(Extent Size)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의 논리 볼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디스크 파티션의 매핑 맵(Mapping Map)을 모아 논리적으로 보면 도 7의 논

리적 구조(200)를 갖는다. 상위 모듈에서 사용하는 논리 주소는 볼륨 전체의 이용 가능한 저장 공간의 크기 만큼에 해

당하는 연속적인 주소 공간이다.

예를 들어, 논리 볼륨이 스트라이핑 구조로 되어 있고 디스크 파티션 3개로 이루어져 있다면, 도 7의 논리적 매핑 테

이블의 각 엔트리는 각 디스크 파티션을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도록 구성될 것이다.

즉, 인덱스 0에는 첫 번째 디스크 파티션내에 존재하는 익스텐트에 대한 주소가 기록되고, 인덱스 1에는 두 번째 디스

크 파티션내에 존재하는 익스텐트에 대한 주소가 기록되고, 인덱스 2에는 세 번째 디스크 파티션내에 존재하는 익스

텐트 에 대한 주소가 기록되며, 인덱스 3에는 다시 첫 번째 디스크 파티션내의 익스텐트에 대한 주소가 기록될 것이다

.

이 구조를 해당 논리 볼륨을 구성하고 있는 각 디스크 파티션의 수만큼 분할하여 각 조각을 각각의 디스크 파티션에 

저장하는 것이다. 각각의 디스크 파티션에 저장될 조각을 분할하는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이용될 수 있다. 여

기서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분할하는 방식을 예로 설명한다.

논리 볼륨의 전체 익스텐트(Extent) 수가 300개이고,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디스크 파티션의 수가 3개이며, 그 크기

는 서로 같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 도 7의 논리 주소 인덱스(Logical Address Index, 201)는 0~299까지의 범위

를 갖게 된다. 이때, 디스크 파티션 1에 저장되는 매핑 맵(Mapping Map)은 논리 주소 인덱스(Logical Address Inde

x) 0 ~ 99까지의 범위에 해당한다. 차례로 디스크 파티션 2는 100~199의 인덱스(Index) 범위를, 디스크 파티션 3은

200~299의 인덱스(Index) 범위를 저장하게 된다.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매핑 맵을 통해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의 매핑 관계를 나타내는

일실시예 설명도이다.

즉, 도 8 은 논리 볼륨에 대한 상대 주소인 상대 블록 주소(RBA : Relative Block Address)를 매핑 맵(Mapping Map

)을 이용하여 실제 디스크 파티션내의 주소인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다시 말해, 도 8은 파

일 시스템이나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논리 주소인 RBA를 이용하여 해당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계산하

는 법을 보여준다.

RBA(130) 값을 익스텐트 사이즈(Extent Size)로 나눈 몫은 논리 주소 인덱스(Logical Address Index, 200)의 값을 

나타내고, 그 값에 의해 매핑 맵(Mapping Map)에서의 위치가 결정된다.

매핑 맵(Mapping Map)은 해당 익스텐트(Extent)의 실제 위치를 물리 파티션_아이디(PP_ID, 102)와 익스텐트 번호(

Extent Num, 103)로 표현하고 있다. 물리 파티션_아이디(PP_ID)는 해당 익스텐트(Extent)가 존재하는 디스크 파티

션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Extent Num x Extent Size) + (RBA mod Extent Size)}는 해당 디스크 파티션에서

의 데이터 블록 위치를 나타내게 된다.

도 9 는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매핑 맵을 분할하여 각 디스크 파티션에 저장하는 형태를 나타

내는 일실시예 설명도이다.

도 9에서는 논리 볼륨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디스크 파티션(140,150,160,170)에 매핑 맵(Mapping Map)을 분할하여

저장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매핑 정보는 논리 볼륨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 정보가 저장된 물리

적 영역에서의 에러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매핑 맵(Mapping Map)의 내용은 이중화될 필요가 있다.

매핑 맵(Mapping Map)의 내용은 해당 디스크 파티션에 대해 종속적이지 않다. 즉, 하나의 디스크 파티션에 저장된 

매핑 맵(Mapping Map)의 내용은 해당 디스크 파티션에 대한 정보만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디스크 파티

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게 된다.

따라서, 이중화가 동일 파티션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의 디스크 파티션 에러시 복구를 위해 이용될 수 없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하나의 디스크 파티션에 저장되는 매핑 맵(Mapping Map)의 내용(141, 151, 161, 

171)을 바로 다음 디스크 파티션의 이중화 영역(152, 162, 172, 142)에 중복 저장한다. 이것은 하나의 디스크 파티션

에러시에도 바로 다음 디스크 파티션으로부터 정보를 액세스 할 수 있게 되어 에러가 발생한 디스크 파티션을 제외한

다른 디스크 파티션에 저장된 데이터에의 액세스 요구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도 10 은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볼륨을 새로 생성시 처리과정을 나타내는 일실시예 흐름도이

다. 이는 논리 볼륨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새로운 볼륨의 생성 절차를 나타낸다.

그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시스템 관리자가 파라미터 파일(Parameter file)을 가지고 볼륨 생성을 요청하게 된다(210

). 그러면, 논리 볼륨 관리자는 파라미터 파일(Parameter file)을 읽고(211), 그 내용에 따라 새로운 논리 볼륨을 구성

하는 각 디스크 파티션에 대해 메타 데이터 테이블을 초기화하고 그 내용을 디스크 파티션에 기록한다(212).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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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새로운 볼륨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도 11 은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논리 볼륨을 인식하여 시스템에 디바이스 파일로 인식시키는 

과정을 나타내는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즉, 도 11에서는 볼륨의 생성후나 시스템 부팅시 또는 관리자의 요구시 논리 볼륨을 인식하여 시스템에 디바이스 파

일로 인식시키는 과정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설명한 논리 볼륨 생성후, 또는 이미 생성된 논리 볼륨을 시스

템에 인식시키기 위해 시스템 부팅시나 시스템 관리자의 요구시 수행되는 논리 볼륨 인 식을 위한 흐름도이다.

첫 번째로, 시스템에 인식된 디스크 파티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커런트(current)에 세팅한다(220). 여기서, 커

런트(current)는 변수명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커런트(current)로 세팅된 디스크 파티션내에 저장된 물리 파티션 맵(PP Map, 71), 논리 볼륨 맵(LV Map

, 72)을 읽고, 여기에 기인하여 LV(Logical Volume), PP(Physical Partition)에 대해 메모리상에 필요한 자료구조를 

생성한다(221).

그렇지만, 이때의 디스크 파티션이 논리 볼륨 관리자가 관리하는 파티션이 아니면 메모리상에 필요한 자료구조를 생

성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

세 번째는, 시스템내에 존재하는 다른 디스크 파티션으로 커런트(current)를 이동하여 세팅한다(222). 그리고, 네 번

째로, 메모리상에 필요한 자료구조를 생성하는 과정이 논리 볼륨 관리자가 관리하는 모든 디스크 파티션에 대해 완료

되었는지를 판단한다(223).

판단 결과, 완료되었다면 시스템에 인식된 논리 볼륨들을 위한 디바이스 파일을 생성하고(224), 완료되지 않았다면 

커런트(current)로 세팅된 디스크 파티션내에 저장된 PP Map(71), LV Map(72)을 읽고, 여기에 기인하여 메모리상

에 필요한 자료구조를 생성하는 두 번째 과정(221)부터 반복 수행한다.

도 12 는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이미 존재하는 논리 볼륨에 새로운 디스크 파티션들을 추가하

여 크기를 증가시키는 과정을 나타내는 일 실시예 흐름도이다.

도 12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논리 볼륨의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해 하나 이상의 새로운 디스크 파티션을 기존 볼륨에 

추가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시스템 관리자가 하나 이상의 디스크 파티션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면(230), 논리 볼륨 관리자는 새로운 파티션에 저

장될 메타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고 그것을 해당 파티션에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파티션들을 초기화한다(231).

다음으로, 기존에 이미 논리 볼륨에 참여하고 있었던 디스크 파티션들의 메타 데이터 테이블을 변경하고, 이를 디스

크에 반영한다(232). 그리고, 새로운 디스크 파티션들의 추가로 인해 데이터의 이동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233). 데

이터의 이동 필요성은 아래에 설명할 도 13에 표현되어 있다.

데이터의 이동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233)에서, 데이터 이동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기존의 데이터를 새로운 디

스크를 포함한 볼륨 전체에 레이드 레벨이 적용되도록 이동시키는 과정(234)을 수행하게 된다. 데이터 이동이 완료되

거나 데이터 이동 필요성이 없으면 전체 작업을 완료한다. 이 작업에서 해당 논리 볼륨에 대한 일반적인 액세스는 전

혀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작업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이는 매핑 맵(Mapping Map)을 별도로 관리함으로

써 모든 데이터의 이동 상황을 추적 유지하므로 데이터의 이동중에도 일반적인 데이터 액세스에 대해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 13 은 본 발명에 따른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볼륨에 디스크 파티션 추가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재배치

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이다.

도 13에서는 기존에 레이드 레벨 0(RAID-0)인 스트라이핑(striping) 구조의 논리 볼륨이 있는 상황에서 볼륨의 크기

를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디스크 파티션을 추가시 발생하는 데이터의 재배치를 보여준다.

도 13은 이미 3개의 디스크 파티션(111, 112, 113)으로 구성되고 레이드 레벨 0(RAID-0)인 스트라이핑 구성을 가진

논리 볼륨(110)에 하나의 디스크 파티션(124)이 추가된 논리 볼륨(120)을 나타내고 있다.

볼륨의 구성이 스트라이핑이므로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들은 스트라이핑 구성에 맞도록 새로운 디스크 파티션

(124)을 포함한 4개의 디스크 파티션에 재분배되어야 한다. 즉, 스트라이핑이 포함된 모든 레이드 레벨에서는 스트라

이핑의 효과가 새로이 추가된 디스크 파티션에도 반영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의 이동은 완

료후 스트라이핑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 전체 입출력(I/O : Input/Output) 성능을 확대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레이드 레벨을 새로운 디스크 파티션을 포함한 전체 디스크 파티션에 걸쳐 확대하는 방식과, 이미 존

재하는 데이터는 기존의 디스크 파티션들 내에서만 레이드 레벨에 맞게 배치되고 새로운 디스크 파티션이 추가된 이

후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전체 디스크 파티션에 대해 레이드 레벨을 적용하는 방식의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매핑 테이블을 이용함으로써 논리 볼륨 관리자 상위에서 사용하는 논리적인 주소 공간

과 실제 물리적인 디스크 파티션에 대한 물리적인 주소공간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 매핑을 계속 추적 

유지함으로써 매핑 관계를 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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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의 매핑 관계를 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 논리 볼륨을 사용중이라도 언제든

요구에 따라 새로운 디스크 파티션을 논리 볼륨에 추가하고 볼륨 구성에 부합되도록 기존에 볼륨에 저장되어있던 데

이터를 새로운 디스크 파티션을 포함하도록 재배치함으로써 시스템의 운영중에 동적으로 논리 볼륨의 크기를 증가시

킬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논리 볼륨을 관리함에 있어 특정 디스크 파티션으로의 액세스 요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해

당 디스크 파티션내의 데이터를 다른 한가한 디스크 파티션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하여 논리 볼륨의 성능 튜닝을 지

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매핑 테이블 내용을 여러 디스크 파티션에 분할 저장함으 로써 매핑 정보의 액세스시 성능을 향상시

키며 이들 내용을 서로 이웃하는 디스크 파티션에 중복 저장함으로써 하나의 디스크 파티션에서 에러가 발생하더라

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디스크 파티션을 단위로 하여 논리 볼륨을 구성하도록 하여 디스크상에 저장 유지되는 메타 데이터

의 양을 최소화하고 이들에 대한 변경시 최소한의 양만이 변경되도록 함으로써 전체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

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시스템 운영중 메모리상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메타 데이터의 양을 혁신적으로 줄임으로써, 방대한 

규모의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스템 부팅 등의 초기화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는 효과

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토리지 시스템에 적용되는 논리 볼륨 관리 방법에 있어서,

물리적 저장 공간에 대한 논리 볼륨 구성 요청에 따라 디스크 파티션들을 모아 논리 볼륨을 생성하는 제 1 단계;

상기 논리 볼륨 및 상기 논리 볼륨에 참여하고 있는 디스크 파티션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논리 볼륨에 참여하는 상기 디스크 파티션에 저장하는 제 2 단계;

상기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상기 디스크 파티션에 대한 변경 요청을 받아 상기 논리 볼륨의 크기를 동적으로 변경하

고 상기 논리 볼륨에 대한 변경시에 필요한 상기 메타 데이터의 변경을 수행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논리 볼륨에 대한 논리 주소를 전달받아 논리 주소에 매칭되는 물리 주소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상기 메타 데

이터의 매핑 정보를 통해 해당하는 물리 주소를 파악하여 반환하는 제 4 단계

를 포함하는 동적 크기 변경 및 메타 데이터 양의 최소화를 위한 논리 볼륨 관리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타 데이터는,

저장되는 위치에 해당하는 디스크 파티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디스크 파티션 테이블과,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모든 디스크 파티션에 중복으로 상기 논리 볼륨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는 논리 볼륨 테이블;

상기 디스크 파티션내에서 각 익스텐트의 사용 유무를 나타내기 위한 익스텐트 할당 테이블; 및

상기 논리 볼륨 전체의 이용 가능한 저장 공간의 크기 만큼에 해당하는 연속적인 주소 공간인 논리 주소 공간에 대하

여 물리 주소 공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핑 정보를 유지하는 매핑 테이블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크기 변경 및 메타 데이터 양의 최소화를 위한 논리 볼륨 관리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메타 데이터는,

미러 형식으로 구성되는 디스크 파티션에 유지되며, 대응되는 각 미러에 중복 저장되어 각 미러에 해당하는 다수의 

디스크 파티션에 위치하는 데이터의 유효성 여부를 나타내는 미러 데이터 테이블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크기 변경 및 메타 데이터 양의 최소화를 위한 논리 볼륨 관리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타 데이터는,

상기 메타 데이터가 놓이는 위치의 디스크 파티션에 해당하는 논리 볼륨 정보, 상기 디스크 파티션 식별 정보, 실제 

데이터 시작 정보, 상기 논리 볼륨에서 정의된 상기 디스크 파티션의 익스텐트 사이즈 정보, 미러 여부 정보를 포함하

는 디스크 파티션 테이블;

해당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모든 디스크 파티션에 중복 저장되어 상기 논리 볼륨에 대하여 논리 볼륨 식별 정보, 논리

볼륨 이름 정보, 상기 논리 볼륨에서의 익스텐트 사이즈 정보, 상기 논리 볼륨의 구성 형식을 나타내는 레이드(RAID :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 레벨 정보 및 상기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디스크 파티션의 개수 정보를 포

함하는 논리 볼륨 테이블;

상기 디스크 파티션내의 각 익스텐트 당 한 비트를 사용하여 상기 익스텐트의 사용 유무를 나타내는 익스텐트 할당 

테이블; 및

논리 볼륨의 연속적인 논리 주소 공간에 대하여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매핑시킬 수 있도록 각 익스텐트 당 해당하

는 상기 디스크 파티션 식별 정보와 익스텐트 번호의 쌍으로 구성되는 매핑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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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크기 변경 및 메타 데이터 양의 최소화를 위한 논리 볼륨 관리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익스텐트 할당 테이블은,

상기 메타 데이터가 놓이는 디스크 파티션의 국소 에러를 대비하여 상기 디스크 파티션내에 이중화되어 저장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크기 변경 및 메타 데이터 양의 최소화를 위한 논리 볼륨 관리 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 테이블은,

임의의 디스크 파티션이 에러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디스크 파티션 중 순서

상 자신의 바로 뒤에 오는 디스크 파티션에 자신의 내용을 중복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크기 변경 및 메타

데이터 양의 최소화를 위한 논리 볼륨 관리 방법.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메타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나 미러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스크 파티션에 위치하여, 하나의 익스텐트 당 상기 원본 데이터와 적어도 

하나의 상기 미러 데이터가 존재하는 디스 크 파티션의 개수만큼의 비트로 구성되어 해당하는 각 디스크 파티션에서

의 해당 익스텐트의 유효성 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미러 데이터 테이블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크기 변경 및 메타 데이터 양의 최소화를 위한 논리 볼륨 관리 방법.

청구항 8.
제 2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 테이블은,

상기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각 디스크 파티션의 수만큼 분할되어 각 조각이 각각의 디스크 파티션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크기 변경 및 메타 데이터 양의 최소화를 위한 논리 볼륨 관리 방법.

청구항 9.
프로세서를 구비한 스토리지 시스템에,

물리적 저장 공간에 대한 논리 볼륨 구성 요청에 따라 디스크 파티션들을 모아 논리 볼륨을 생성하는 제 1 기능;

상기 논리 볼륨 및 상기 논리 볼륨에 참여하고 있는 디스크 파티션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논리 볼륨에 참여하는 상기 디스크 파티션에 저장하는 제 2 기능;

상기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상기 디스크 파티션에 대한 변경 요청을 받아 상 기 논리 볼륨의 크기를 동적으로 변경하

고 상기 논리 볼륨에 대한 변경시에 필요한 상기 메타 데이터의 변경을 수행하는 제 3 기능; 및

상기 논리 볼륨에 대한 논리 주소를 전달받아 논리 주소에 매칭되는 물리 주소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상기 메타 데

이터의 매핑 정보를 통해 해당하는 물리 주소를 파악하여 반환하는 제 4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10.
프로세서를 구비한 스토리지 시스템에,

논리 볼륨 및 상기 논리 볼륨에 참여하고 있는 디스크 파티션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메타 데이터가 놓이는 위치

의 디스크 파티션에 해당하는 논리 볼륨 정보, 상기 디스크 파티션 식별 정보, 실제 데이터 시작 정보, 상기 논리 볼륨

에서 정의된 상기 디스크 파티션의 익스텐트 사이즈 정보, 미러 여부 정보를 포함하는 디스크 파티션 테이블;

해당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모든 디스크 파티션에 중복 저장되어 상기 논리 볼륨에 대하여 논리 볼륨 식별 정보, 논리

볼륨 이름 정보, 상기 논리 볼륨에서의 익스텐트 사이즈 정보, 상기 논리 볼륨의 구성 형식을 나타내는 레이드(RAID) 

레벨 정보 및 상기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디스크 파티션의 개수 정보를 포함하는 논리 볼륨 테이블;

상기 메타 데이터가 놓이는 디스크 파티션의 국소 에러를 대비하여 상기 디 스크 파티션내에 이중화되어 저장되며, 

상기 디스크 파티션내의 각 익스텐트 당 한 비트를 사용하여 상기 익스텐트의 사용 유무를 나타내는 익스텐트 할당 

테이블; 및

논리 볼륨의 연속적인 논리 주소 공간에 대하여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매핑시킬 수 있도록 각 익스텐트 당 해당하

는 상기 디스크 파티션 식별 정보와 익스텐트 번호의 쌍으로 구성되는 매핑 테이블

을 가지는 데이터가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 테이블은,

상기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각 디스크 파티션의 수만큼 분할되어 각 조각이 각각의 디스크 파티션에 저장되는 구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가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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