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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화일할당테이블과 디렉토리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화일시스템의 비정상적 오류로 인하여 재시동되는 경우
에 처리되던 정보의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은 화일시스템의 기능처
리를 스텝별로 세분화함과 아울러 각 스텝별 진행이력을 SRAM에 저장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하
여 중단된 화일시스템의 기능을 재시동시에 검사하여 계속 진행시키고 최악의 경우라도 해당 기능 수행이
전의 상태로 복구시킴으로써 어떠한 경우라도 화일시스템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대표도

도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화일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2는 도1에 도시된 플레쉬메모리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도 3은 도2에 도시된 플레쉬메모리의 화일할당테이블의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화일시스템의 처리흐름을 보여주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화일시스템의  섹터라이트  기능  수행시  정보를  복구하는  처리흐름을  보여주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화일시스템의  화일라이트  기능  수행시  정보를  복구하는  처리흐름을  보여주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화일시스템의 화일삭제 기능 수행시 정보를 복구하는 처리흐름을 보여주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화일할당테이블과 디렉토리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화일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화일시스템
의 비정상적 오류로 인하여 재시동되는 경우에 처리되던 정보의 복구를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환시스템과  같이  대용량의  화일들을  관리하는  화일시스템에서는  화일할당테이블(File 
Allocation Table: 이하 "FAT"라 칭함)과 디렉토리 (Directory)를 이용하여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이러
한 화일시스템에서 화일을 처리하는 도중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종종 소프트웨어적으로 재시동 
(Restart)하거나 하드웨어적으로 재시동(파워온스위치가 재차 눌리거나 리세트버튼이 눌리는 경우)할 필
요가 있다. 이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점은 재시동 바로 이전까지 처리되던 정보들은 유효하지만 재시동 
당시에 변경중이었던 FAT나 디렉토리 등 서로 연관성있는 정보들 사이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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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화일시스템이 재시동되는 경우에는 화일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는 관리정보의 저장상태가 일관성을 
잃게되고, 화일데이터의 손실은 물론 최악의 경우 화일시스템 서비스를 더이상 제공할 수 없는 심각한 상
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일반 PC(Personal Computer)와는 달리 쉬지않는 영구동작의 특성을 지닌 교환
시스템과 같은 경우엔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손실로 인하여 교환 서비스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화일시스템이 재시동되는 경우에 처리되던 정보를 복구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
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화일시스템에서 관리정보의 일관성있는 저장상태를 보장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
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화일시스템이 재시동되는 경우에 화일데이터가 손실됨을 방지하는 방법을 제공
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화일시스템이 재시동되는 경우에도 화일시스템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도
록 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화일시스템의 기능처리를 스텝별로 세분화함과 아울러 각 
스텝별 진행이력을 에스램(SRAM)에 저장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중단된 화일시스템의 기능
을 재시동시에 검사하여 계속 진행시키고 최악의 경우라도 해당 기능 수행이전의 상태로 복구시킴으로써 
어떠한 경우라도 화일시스템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발명은 섹터라이트기능, 화일라이트기능 또는 화일삭제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처리장치와, 상기 기능들 
수행에 따라 변화되는 화일할당테이블(FAT) 및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는 플레쉬메모리와, 복구용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에스램(SRAM)을 포함하는 화일시스템에서의 정보복구 방법에 제안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복구 방법은: 상기 화일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 기능들을 상기 중앙처리장치가 스텝
별로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기능들중 특정 스텝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특정 스텝의 수행을 나타
내는 복구스텝플래그를 세트시킨 상태에서 상기 특정 스텝에 상응하는 상기 에스램(SRAM)의 미리 설정된 
영역에 상기 특정 스텝의 기능 수행에 따른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특정 스텝의 기능이 정상적으
로 수행된 경우에 상기 복구스텝플래그를 클리어시키는 과정과; 상기 화일시스템의 재시동 조건이 발생할 
시 상기 에스램에 저장된 복구스텝플래그들을 검사하고, 복구스텝플래그가 세트된 것으로 검사되는 스텝
의 기능 수행을 위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을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할 것이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
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
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내려진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또는 칩설계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화일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으로, 보조기억장치를 플레쉬메모리로 이
용하여 구축한 화일시스템으로 교환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단순화하여 구성한 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에서 링발생기 102와, 톤발생기 104와, 내선회로 106과, 국선회로 108 및 중앙처리장치 110은 일반적인 
교환시스템의 구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공지의 구성요소들이다. 또한 상기 중앙처리장치 110에는 교환
시스템의 동작을 위한 프로그램데이터 및  교환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EPROM(Erasable 
and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112와,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114와,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 116이 연결된다. 본 발명이 적용되는 교환시스템은 이러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지
는 일반적인 교환시스템에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조되는 플레쉬메모리(Flash Memory) 118이 부가적
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이러한 본 발명의 교환시스템, 즉 플레쉬메모리를 보조기억장치로 이용하는 
교환시스템은 본원 출원인에 의해 선출원된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96-31348호 제목 "교환시스템의 화일관
리장치 및 방법"하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도 1에 도시된 화일시스템에서 디렉토리 구조는 단층 디렉토리 구조로서 루트디렉토리가 없이 시스
템 영역에 그 위치가 이미 정해진 몇개의 디렉토리를 가지며, 이 디렉토리에는 다른 서브디렉토리를 가지
지 않고 단지 화일만을 가질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있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플레쉬메모리 118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으로, 섹터사이즈(sector size)가 4킬로
바이트(Kbytes)이고, 클러스터사이즈(cluster size)가 4킬로바이트이고, 시스템섹터사이즈가 400킬로바이
트이고, 일반섹터사이즈(general  sector  size)가 7.6메가바이트이고, 전체적으로 8메가바이트(Mbytes)의 
용량으로 구조되는 플레쉬메모리의 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플레쉬메모리 118은 디스크정보영역 (Disk Information Area)(0∼
4K)과, F/W정보영역(F/W  Information  Area)(4K∼8K)과, F/W히스토리영역(F/W  History  Area)(8K∼40K)과, 
화일할당테이블(FAT:  File  Allocation  Table)(40K∼44K)과,  시스템프로그램디렉토리  (System  Program 
Dir.)  (44K∼52K)와,  시스템공통디렉토리(System  Common  Dir.)(52K∼60K)와,  시스템노드디렉토리(System 
Node  Dir.)(60K∼124K)와,  FW디렉토리  (FW01_A  Dir.∼FW32_B  Dir.)(124K∼380K)와,  예약영역(Reserved 
Area)(380K∼400K)과, 일반데이터영역 (General Data Area)(400K∼8M)으로 구조된다. 즉 상기 플레쉬메모
리 118은 화일할당테이블(FAT) 및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중앙처리장치 110에 의해 섹터라이트
기능, 화일라이트기능 또는 화일삭제기능이 수행될 시 그 수행결과에 따라 상기 FAT 및 디렉토리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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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게 된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플레쉬메모리 118의 FAT의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으로, 화일을 클
러스터단위로 관리하며 각 클러스터간의 링크(link)정보를 나타낸다. 도 3에서 FFFFh(Free Cluster)는 해
당 클러스터가 프리(free)임을 나타내는데, 플레쉬메모리의 경우 FFFFh로 초기화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
문에 이렇게 설정된 것이다. EEEEh(End Cluster)는 해당 클러스터가 링크의 끝임을 나타낸다. 
DDDDh(DoNot  Exist  Cluster)는  해당  클러스터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BBBBh(Bad 
Cluster)는 해당 클러스터가 오류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머지는 링크되는 클러스터의 번호를 나타낸다.

상기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조되는 플레쉬메모리 118을 적어도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화
일시스템은 크게 4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로, 디스크의 지정하는 섹터에 원하는 데이터를 리드/라
이트하는 섹터 리드/라이트 (Sector Read/Write)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로, 디스크의 화일을 화일이름으로 
리드/라이트하는 화일 리드/라이트(File  Read/Write)기능을 수행한다. 셋째로, 지정된 디렉토리에 있는 
지정된 화일이름의 화일을 삭제하는 화일삭제(File Delete)기능을 수행한다. 넷째로, 지정된 디렉토리에 
있는 화일들의 정보(화일이름,로드위치,크기,날짜,속성등)를 얻는 디렉토리리스트(Directory List)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화일정보 복구방법은 화일시스템이 미리 설정된 기능을 수행하고, 그 수행결과에 따
라 데이터를 변경하는 도중에 시스템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재시동되거나 하드웨어적으로 재시동되는 경우
에 적용될 수 있는데, 화일시스템의 섹터라이트기능, 화일라이트기능 또는 화일삭제기능의 수행중에 복구
대상, 즉 복구를 위한 정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를 복구하려면 화일시스템이 기능 수행중에 복
구를 위한 정보를 어디엔가 저장하여 놓은 후 화일시스템 재시동시에 복구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정
보는 시스템이 파워온되어 시동하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이 파워오프시에도 유지될 수 있는 
영역에 저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터리 백업이 되는 도 1의 SRAM 116을 이용하여 화일시스템이 정보변경
시 스텝별로 복구용 정보를 저장하고, 재시동시에는 재시동 프로그램에서 저장된 복구용 정보를 참조하여 
복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화일시스템에 의해 정보를 복구하는 처리흐름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러한 처리
흐름에 따른 동작은 도 1의 중앙처리장치 110에 의해 제어된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화일시스템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406단계에서 미리 설정된 절차에 의해 정의되어
지는 타스크의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수행되는 기능은 스텝별로 세분화된 기능으로 도 1의 중
앙처리장치 110에 의해 처리되는 기능이다. 407단계에서는 특정 스텝의 기능 수행을 나타내는 복구스텝플
래그를 세트시킨 상태에서 그 특정 스텝의 기능 수행에 따른 정보가 도 1의 SRAM 116의 미리 설정된 영역
에 저장된다. 상기 세트된 복구스텝플래그는 특정 스텝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검사되는 경
우에는 클리어된다. 그러므로 화일시스템은 재시동시에 복구스텝플래그가 세트된 것으로 검사된 기능을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중단된 기능으로 판단하고, 그 기능수행중에 비휘발성 메모리의 미리 설정된 
영역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중단된 기능을 재개할 수 있다. 이것은 화일시스템이 작업이력을 스텝별
로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나아가  화일시스템의  기능처리가  스텝별로  세분화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다가 재시동조건(소프트웨어적 재시동 또는 하드웨어적 재시동)이 발생하면 SRAM 116에 저장된 복구
스텝플래그들중 복구스텝플래그가 세트되어 있는 것으로 검사되는 경우에는 405단계에서 화일시스템이 원
래 하고자 하였던 처리를 마치 화일시스템이 하는 것과 똑같이 처리한다. 즉 405단계에서 복구스텝플래그
가 세트된 것으로 검사되는 스텝의 기능 수행을 위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그 기능을 수행한다. 

다시 말하면, 본 발명에서는 화일시스템이 기능들을 스텝별로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 수행중에 발생하는 정보는 비휘발성 메모리인 SRAM 116의 미리 설정된 스텝별 영역에 
복구를 위한 정보로서 저장된다. 그러므로, 화일시스템에서 재시동 조건이 발생하게 되면,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복구용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복구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기능의 복구처리를 행할 
수 있다. 

화일시스템이 각 기능을 수행하는 동작과 각 기능 수행중에 정보를 복구하는 동작을 전술한 바와 같이 재
시동 조건이 발생할 수 있는 섹터라이트기능, 화일라이트기능, 화일삭제기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하기
와 같다.

먼저, 화일시스템이 섹터라이트기능을 수행하고, 이 기능 수행중에 정보를 복구하는 동작을 도 5를 참조
하여 설명한다. 섹터라이트기능 수행시 화일시스템은 제1단계(S1)에서 저장할 데이터를 SRAM의 임시버퍼
에 라이트한다. 제2단계(S2)에서 화일시스템은 복구스텝플래그(Recovery Step Flag)를 'SRAM버퍼라이트스
텝'비트에 세트시킨다. 제3단계(S3)에서 화일시스템은 디스크의 해당 섹터에 저장할 데이터를 
라이트한다. 제4단계(S4)에서 화일시스템은 복구스텝플래그를 클리어한다. 제5단계 (S5)에서 화일시스템
은 섹터라이트 처리를 종료한다. 한편 섹터라이트기능 수행중에 재시동 조건이 발생하면 화일시스템은 상
기 제1단계(S1) 이하의 처리동작은 포기하고, 상기 제2단계(S2) 이상의 처리동작은 해당 중간단계에서부
터 계속 진행한다. 즉 화일시스템과 동일한 처리를 행하여 데이터를 복구한다.

다음에, 화일시스템이 화일라이트기능을 수행하고, 이 기능 수행중에 정보를 복구하는 동작을 도 6을 참
조하여 설명한다. 화일라이트기능 수행시 화일시스템은 제1단계(S1)에서 저장할 데이터를 위하여 FAT상에
서  클러스터를  할당한다.  제2단계(S2)에서  화일시스템은  복구스텝플래그에  '클러스터할당스텝(Cluster 
Allocation Step)'비트를 세트한다. 제3단계(S3)에서 화일시스템은 디스크의 새로 할당된 클러스터의 영
역에 저장할 데이터를 라이트한다. 제4단계(S4)에서 화일시스템은 복구스텝플래그에 '뉴클러스터라이트스
텝(New Cluster Write Step)'비트를 세트한다. 제5단계(S5)에서 화일시스템은 화일오버라이트(File Over 
Write)인 경우 이전의 점유된 FAT를 해제한다. 제6단계(S6)에서 화일시스템은 복구스텝플래그에 '올드FAT
링크프리스텝(Old FAT Link Free Step)'비트를 세트한다. 제7단계(S7)에서 화일시스템은 디렉토리에서 이
전의 화일을 삭제하고 새로 저장한 화일의 디렉토리 정보를 추가한다. 제8단계(S8)에서 화일시스템은 복
구스텝플래그에 '디렉토리업데이트스텝(Directory  Update  Step)'비트를 세트한다. 제9단계(S9)에서 화일
시스템은 변경된 디렉토리를 디스크에 라이트한다. 제10단계(S10)에서 화일시스템은 복구스텝플래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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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토리라이트스텝(Directory  Write  Step)'비트를  세트한다.  제11단계(S11)에서  화일시스템은  변경된 
FAT를  디스크에  라이트한다.  제12단계(S12)에서  화일시스템은  복구스텝플래그에  'FAT라이트스텝(FAT 
Write Step)'비트를 세트한다. 제13단계(S13)에서 화일시스템은 복구스텝플래그를 클리어한다. 제14단계
(S14)에서 화일시스템은 화일라이트 처리를 종료한다. 한편 화일라이트기능 수행중에 재시동 조건이 발생
하면 화일시스템은 할당된 FAT를 프리(free)하고 FAT를 디스크에 라이트한 후 상기 제1단계 내지 제3단계
(S1∼S3) 이하의 처리동작은 포기하고, 상기 제5단계 이상(S5∼S14)의 동작은 해당 중단된 단계에서부터 
계속 진행한다. 즉 화일시스템과 동일한 처리를 행하여 데이터를 복구한다.

그 다음에, 화일시스템이 화일삭제기능을 수행하고, 이 기능 수행중에 정보를 복구하는 동작을 도 7을 참
조하여 설명한다. 화일삭제기능 수행시 화일시스템은 제1단계(S1)에서 디렉토리에서 해당하는 화일을 삭
제한다(FAT  Delete,  Directory  Update).  제2단계(S2)에서  화일시스템은  복구스텝플래그(Recovery  Step 
Flag)에 '화일삭제스텝(File Delete Step)'비트를 세트시킨다. 제3단계(S3)에서 화일시스템은 변경된 디
렉토리를  디스크에  라이트한다.  제4단계(S4)에서  화일시스템은  복구스텝플래그에 '디렉토리라이트스텝
(Directory Write Step)'비트를 세트한다. 제5단계 (S5)에서 화일시스템은 변경된 FAT를 디스크에 라이트
한다. 제6단계(S6)에서 화일시스템은 복구스텝플래그에 'FAT라이트스텝(FAT Write Step'비트를 세트한다. 
제7단계(S7)에서 화일시스템은 복구스텝플래그를 클리어한다. 제8단계(S8)에서 화일시스템은 화일삭제 처
리를 종료한다. 한편 화일삭제 기능 수행중에 재시동 조건이 발생하면 화일시스템은 상기 제1단계 내지 
제3단계(S1∼S3) 이하의 처리동작은 포기하고, 상기 제5단계 이상(S5∼S8)의 동작은 해당 중단된 단계에
서부터 계속 진행한다. 즉 화일시스템과 동일한 처리를 행하여 데이터를 복구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화일시스템은 비정상적인 중단의 경우에도 중단시점에서 복구처리를 함으로
써 화일데이터의 유실을 막고, 나아가 화일시스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더우기 이러
한 복구처리의 동작은 화일시스템 외부에서 인위적인 툴(tool)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화일시스템 자체에
서 해결함으로써 에러없는 화일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여러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
되어 정해져서는 아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
해 정해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섹터라이트기능, 화일라이트기능 또는 화일삭제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처리장치와, 상기 기능들 수행에 따
라 변화되는 화일할당테이블(FAT) 및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는 플래쉬메모리와, 복구용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에스램(SRAM)을 포함하는 화일시스템의 정보복구 방법에 있어서, 

상기 화일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 기능들을 상기 중앙처리장치가 스텝별로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기능들중 
특정 스텝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특정 스텝의 수행을 나타내는 복구스텝플래그를 세트시킨 상태에서 상기 특정 스텝에 상응하는 상기 
에스램(SRAM)의 미리 설정된 영역에 상기 특정 스텝의 기능 수행에 따른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특정 스텝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경우에 상기 복구스텝플래그를 클리어시키는 과정과, 

상기 화일시스템의 재시동 조건이 발생할 시 상기 에스램에 저장된 복구스텝플래그들을 검사하고, 복구스
텝플래그가 세트된 것으로 검사되는 스텝의 기능 수행을 위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화일시스템의 정보복구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일시스템의 재시동 조건은 소프트웨어적 재시동이거나 하드웨어적 재시동임을 특
징으로 하는 화일시스템의 정보복구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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