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10-2004-0036788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G06F 15/16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4-0036788

2004년05월03일

(21) 출원번호 10-2002-0065126

(22) 출원일자 2002년10월24일

(71)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72) 발명자 김영호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동236-1(16/5)신관118호

강동재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1144구봉마을708동103호

박유현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산호아파트102동409호

김창수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464-1엑스포아파트410동704호

신범주

대전광역시유성구어은동한빛아파트109동1402호

김명준

대전광역시유성구도룡동393-17번지23통3반

(74) 대리인 권태복

이화익

심사청구 : 있음

(54) 대용량 공유 저장장치를 위한 효율적인 스냅샷 수행방법

요약

본 발명은 다중 호스트에서 공유되는 대용량 논리 볼륨을 위해 매핑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스냅샷 기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매핑 엔트리에 COW의 수행 여부를 비트로 표현하는 FAB(First Allocation Bit)와 SSB(Snapsho Status 

Bit)을 도입하여 기존의 스냅샷 기법이 가지는 시간지연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즉, 스냅샷 생성 시 동시에 수행되는 

해당 볼륨에 대한 변경 연산의 수행이 스냅샷 생성이 완료될 때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스냅샷 생성 후 

발생하는 변경 연산에서 COW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FAB와 SSB를 통하여 스냅샷 매핑 블록을 읽지 않고 원

본 매핑 블록만 읽으면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스냅샷이 존재하는 볼륨에 대한 쓰기 연산의 수행 시 추가적인 디스

크 접근 연산을 줄여서 쓰기 연산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스냅샷 삭제 수행 시에도 COW가 수행되었는지 판단할 

때 스냅샷 매핑 블록에 대한 접근없이 가능하므로 성능 저하를 방지한다. 스냅샷이 1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도 원본 

매핑 블록에 대한 접근만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스냅샷 개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성능을 보장한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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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스냅샷, 온라인 백업, 매핑 테이블, 대용량 저장장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스냅샷 기법의 Copy-on-Write(COW)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환경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공유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논리 볼륨의 계층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매핑 테이블 및 매핑 엔트리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대용량 공유 저장장치를 위한 스냅샷 생성 방법의 동작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대용량 공유 저장장치를 위한 스냅샷 삭제 방법의 동작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대용량 공유 저장장치를 위한 쓰기 연산의 동작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0: 컴퓨터 시스템 201: SAN 스위치

202: 네트워크 스토리지 풀 203: 호스트 서버

204: LAN 300: 스토리지 풀

310: 디스크 파티션 320: 물리 볼륨

311: 헤더 312: 데이터 영역

313: 볼륨 구성 정보 314: 할당 비트맵 테이블

315: 매핑 테이블 316: 익스텐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대용량 공유 스토리지의 스냅샷 기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SAN(Storage Area Network) 기반

의 대용량 논리 볼륨을 위해 온라인 백업을 지원하는 스냅샷(Snapshot) 수행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들어, 전자 상거래 등 인터넷에 기반을 둔 응용 분야의 기술 발전과, 인터넷 사용자의 확산으로 사용자에게 공유

되고, 서비스되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대량의 정보를 효

율적으로 공유하고 고속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네트워크 저장장치들이 요구된다.

대용량의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구현하는 기술로는 NAS(Network Attached Storage)와 SAN(Storage Area Ne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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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이 알려져 있는데, SAN은 서버를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저장장치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 

중심의 컴퓨 터 시스템 환경을 말한다.

한편, 24 X 7 X 365 환경을 지원해야 하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는 고속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이외에도 데이터

에 대한 가용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 여러 가지 신뢰성 및 가용성을 보장해주는 방법 중 이러한 시스템의 요구 사항

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 백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백업 수행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백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지하고 백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스템은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매핑 테이블 기반의 온라인 스냅샷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스냅샷(snapshot)은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시점에서의 데이터 상태를 저장, 유지시켜주는 기법

으로 온라인 백업(on-line backup)등에 유용한 기술이다.

스냅샷 기법은 데이터 전체가 아닌 데이터에 대한 이미지만을 복사해서 스냅샷 생성 시점의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

게 된다. 스냅샷 생성 후 데이터 블록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새로운 블록을 할당해 스냅샷 시점의 데이터를 복사하

고 스냅샷의 매핑 엔트리가 새로 할당된 데이터 블록을 매핑하도록 매핑 엔트리 값을 변경한다. 즉, Copy-on-Write(

COW)를 수행하여 데이터 블록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뒤에도 스냅샷 시점의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하지만 기존 매핑 테이블 기반의 온라인 스냅샷 수행에서는 스냅샷 생성 요청이 수행될 때, 스냅샷 매핑 테이블을 복

사하는 기간동안 원본 볼륨에 대한 모든 호스트의 접근이 차단되어 서비스를 처리할 수 없다. 대용량으로 볼륨의 크

기가 커질수록 매핑 테이블은 커지고, 따라서 입출력(I/O) 접근 제한 시간도 비례해서 증가된다.

또한 스냅샷 생성 후 데이터 블록에 대한 변경의 처리를 수행하는 Copy-on-Write(COW)와 COW 이후에 발생하는 

데이터 블록의 변경은 많은 디스크 I/O를 요구하게 되어 볼륨에 대한 입출력(I/O) 성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스냅샷 삭

제의 수행 시에도 COW에 의해 할당된 데이터 블록의 할당을 위해 원본 볼륨의 데이터 블록과 스냅샷 볼륨의 데이터 

블록이 변경되었는지를 검사해서 변경 할당된 데이터 블록을 자유공간 관리자에서 해제해야 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스냅샷 삭제 수행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용량 공유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SAN(Storage Area

Network) 기반에서 대용량 논리 볼륨을 위해 온라인 백업을 지원하는 성능이 향상된 스냅샷 수행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본 발명은 매핑 엔트리에 처음 할당 비트(FAB)와 스냅샷 상태 비트(SSB)의 정보를 추가하여 변경 연산의 수행 및

스냅샷 삭제 시 COW의 판단을 위해 요구되던 스냅샷 매핑 블록에 대한 읽기를 생략하여 변경 연산의 성능을 향상시

킨다. 또한 스냅샷 생성 시에도 변경 연산의 동시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대용량의 공유 볼륨 환경에서 성능을 향상시

킨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스냅샷 생성 방법은, 스토리지 에리어 네트워크(SAN)기반의 네트워크 스

토리지에서 온라인 백업을 위해 스냅샷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핑 서버가 존재하는 모든 노드의 볼륨 연산 모

드를 스냅샷 생성(SNAPSHOT_CREATE) 모드로 변경하는 단계; 매핑 블록의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매핑 블록에 

대한 잠금을 획득하는 단계; 상기 매핑 블록에 대한 잠금을 획득하지 못하면 복사 완료된 블록의 값을 1씩 증가시키는

단계; 상기 매핑 블록의 잠금을 해제하는 단계; 및 모든 매핑 블록에 대한 복사가 완료되면 스냅샷을 위한 볼륨 구성 

정보를 원본 볼륨에서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스냅샷 삭제 방법은, 스토리지 에리어 네트워크(SAN) 기반의 네트

워크 스토리지에서 온라인 백업을 위해 스냅샷을 삭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핑 서버가 존재하는 모든 노드의 볼륨 

연산 모드를 스냅샷 삭제(SNAPSHOT_DESTROY) 모드로 변경하는 단계; 매핑 블록의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매핑 

블록에 대한 잠금을 획득하는 단계; 매핑 엔트리가 가리키는 데이터 블록이 카피-온-라이트(COW)가 수행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상기 매핑 엔트리의 처음 할당 비트(FAB)와 스냅샷 상태 비트(SSB)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단계; 카피-

온-라이트(COW)가 수행된 경우 FAB나 SSB를 초기화하고, 상기 매핑 블록의 변경을 디스크에 반영하는 단계; 상기 

매핑 블록의 잠금을 해제하는 단계; 및 모든 매핑 블록에 대한 초기화가 완료되면 스냅샷 볼륨을 삭제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대용량 공유 저장 장



공개특허 10-2004-0036788

- 4 -

치를 위한 스냅샷 기법을 LVM(Logical Volume Manager)에 적용시켜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알고

리즘을 스냅샷 생성, 스냅샷 삭제, 및 쓰기 연산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기존의 일반적인 스냅샷(Snapshot) 기법에서 Copy-on-Write(COW)의 수행 과정을 나타낸 개략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참조번호 110은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파일시스템이고, 120은 스냅샷이 생성되었을 

때 변경된 데이터에 대해서 스냅샷이 걸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냅샷 영역이다. 파일시

스템(110)에는 파일 A(111)와 파일 B(112)가 저장되어 있고, 파일 A(111)는 A1, A2 블록으로 이루어지고, 파일 B(1

12)는 B1 내지 B3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서버의 응용(application)으로부터 스냅샷이 생성되기 전에 파일 A(111)의 첫번째 블록에 대한 

읽기 요청이 들어오면(151), 파일 시스템(110)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A(111)를 읽어서 서비스를 수행한다.

스냅샷이 생성된 이후에 파일 B(112)의 첫번째 블록에 대한 쓰기가 요청되면(154), 첫번째 갱신인지를 검사하는 과

정(140)이 필요하다. 만일, 파일 B(112)의 첫 번째 블록에 대한 쓰기 연산이 첫 갱신이라면 파일 시스템(110)에 있는 

파일 B(112)의 첫 번째 블록(B1)을 스냅샷 영역(120)에 복사(B1':122)하고 이의 정보를 변경된 블록맵(121)에 기록

한다. 그리고 실제 갱신할 내용은 파일 시스템(110) 내의 파일 B(112)의 첫 번째 블록(B1)에 기록한다. 만일, 처음 갱

신이 아니라면 파일시스템(110)의 파일 B(112)의 첫 번째 블록(B1)에 바로 기록한다.

스냅샷에 대한 읽기 연산에 대해서도 변경된 블록인지를 검사하는 과정(130)이 필요하다. 만일, 변경되지 않은 블록

이라면 파일 시스템(110)의 데이터를 바로 읽는다. 하지만 변경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스냅샷 영역(120)의 변경된 블

록맵(121)을 검사하여 변경된 블록의 물리적인 위치(122)를 찾아 데이터를 읽는다. 즉, 파일 A의 첫번째 블록(A1)에 

대한 읽기(153)라면 변경되지 않은 블록이므로 파일시스템(110)의 A1을 읽어 오고, 파일 B의 첫번째 블록에 대한 읽

기(152)라면 변경된 블록이므로 스냅샷 영역의 B1'(122)을 읽어 온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논리 볼륨 관리자(LVM: Logical Volume Manager)을 구성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인 환

경을 나타내는 시스템 구성도이다.

논리 볼륨 관리자(LVM)는 SAN(Storage Area Network)을 통한 멀티 호스트 환경에서 스토리지 공유를 제공하는 

공유 스토리지 클러스터 시스템이다. LVM의 기반이 되는 SAN 환경(200)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크게 다음의 3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데이터를 저장 및 보관하기 위한 네트워크 스토리지 풀( Network Storage Pool: 202)과, 이러한 저장장치(stora

ge device)들을 공유하면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을 액세스하는 호스트들(203), 그리고 저장장치

(storage device)들과 호스트들(203)을 Fibre Channel(FC)을 통해 연결하고 있는 저장장치 네트워크 연결망인 스위

치(Switch)들(201)로 구성된다. 호스트(203)는 스위치(switch: 201)와의 연결을 위해 HBA(Host Bus Adaptor)를 

사용하고, 호스트(203)와 스위치(201)의 연결도 Fibre Channel(FC)을 사용하여 구성된다. 각 호스트(Host1~Host4)

는 제어 및 관리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LAN(204)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이 준비되면 논리 볼륨 관리자

(LVM)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대용량 논리 볼륨 관리자를 위한 논리 볼륨(Logical Volume)의 

계층 구조를 나타낸다. 논리 볼륨 (Logical Volume)은 SAN을 통해 공유하는 호스트에 제공되는 스토리지 풀(Storag

e Pool: 300)에서 생성된다.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풀(300)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추상화된다.

첫번째 추상화는 디스크 파티션(Disk Partition) 또는 물리 파티션(Physical Partition)(310)이다. 디스크 파티션(310

)은 운영체제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툴에 의해 생성되는 데, 디스크 파티션(310)은 논리 볼륨(Logical Volume)의

최소 구성 단위이다.

즉, 하나 이상의 디스크 파티션(310)이 모여 하나의 논리 볼륨을 형성하는 것이다. 논리 볼륨의 크기 변경 또한 디스

크 파티션 단위로 행해지게 된다. 볼륨의 디스크 파티션(310)은 크게 볼륨 헤더 영역(311)과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 영역(312)으로 구성되는데, 볼륨 헤더 영역(311)은 다시 볼륨의 구성 정보 영역(313)과 할당 비트맵 테이블(

314), 및 매핑 테이블(315)로 구성된다.

두번째 추상화는 물리 볼륨(Physical Volume)(320)이다. 물리 볼륨(320)은 확장 가능한 디스크 파티션들(310)의 집

합으로서 이름이 붙여지며, 일련의 연속적인 주소 공간을 이루게 된다. 물리 볼륨(320)의 크기는 시스템 운영 중에 변

경 가능하고, 동일한 볼륨 구성 정보(313)를 갖는 디스크 파티션(310)의 모임이다. 물리적인 볼륨(320)을 구성할 물

리적인 디스크 파티션(310)에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볼륨 구성 정보를 갖도록 생성이 된다. 모든 호스트에서 공유

하여 사용되고 공유 스토리지 풀(300) 내에서 구별하기 위해 유일한 식별자인 볼륨 식별자(Volume ID)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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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추상화는 익스텐트(Extent)(316)이다. 익스텐트(316)는 동일 사이즈를 갖고 물리적으로 연속된 블록들의 모

임이다. 또한, 정보의 저장을 위해 할당될 수 있는 디스크 공간의 최소 단위이다.

익스텐트(316)의 크기는 하나의 논리 볼륨에 대해 동일하며, 논리 볼륨 생성 시에 결정되게 된다. 서로 다른 논리 볼

륨은 다른 크기의 익스텐트(316)를 가질 수 있고, 그 크기는 2의 지수승으로 물리 디스크(310)의 최소 단위인 하드 

섹터 크기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디스크 파티션(310)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툴에 의해 생성된 후 논리 볼륨이 몇 개의 디스크 파티션을 대상으로 

정의된다. 이때 볼륨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그러한 정보들은 익스텐트(316)의 크기, 레이드(RAI

D) 레벨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생성할 볼륨에 대한 명세의 사용자 정의에 따라 논리 볼륨 관리자(LVM)는 해당 물리적인 디스크 파티션(310

)에 볼륨 구성에 대한 메타 데이터 를 작성하여 기록하게 된다. 볼륨을 구성하는 모든 디스크 파티션의 볼륨 헤더 영

역(311)에 구성 정보의 기록이 완료되면 물리적인 볼륨(320)이 생성되고, 생성된 물리 볼륨(320)은 공유하는 모든 호

스트에서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도 4는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스냅샷을 위한 물리 디스크의 구성 및 매핑 테이블 방식을 지원하는 매핑 테이블(315)

의 매핑 엔트리(401) 구조를 나타낸다.

매핑(mapping)은 상위 모듈의 논리 주소를 하위 디스크의 실제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처리를 수행한다. 또한 자유 공

간 관리자를 통해 데이터 블록의 효율적인 할당, 해제, 및 논리 주소(402)와 물리 주소(403)간의 독립성을 제공한다. 

매핑 테이블(315)을 구성하는 각각의 매핑 엔트리(401)의 구조는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각 매핑 엔트리(401)는 처음 할당 비트(FAB: First Allocation Bit)(407), 스냅샷 상태 비트(SSB: Snapshot Stat

us Bit)(408), 그리고 물리 디스크 블록의 주소(Physical Address: 403)이다. 물리 디스크 블록의 주소(403)는 다시 

디스크 파티션의 주소(Disk_ID: 404)와 물리 블록의 주소 (Physical_Extent_ID: 405)로 구성된다.

처음 데이터 블록이 자유 공간 관리자로부터 할당되어 사용될 때 매핑 엔트리의 물리 주소(403) 값이 실제 디스크 블

록의 위치로 변경된다. 본 발명에 따른 스냅샷 기법에서 매핑 엔트리(401)에 추가한 FAB(407)와 SSB(408)가 기존의

매핑 엔트리 구조와 구별된다.

처음 할당 비트(FAB: First Allocation Bit)(407)는 모든 매핑 엔트리(401) 의 제일 첫 번째 비트를 할당하여 사용한

다. FAB(407)는 스냅샷 이후 처음 할당, 사용되는 데이터 블록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트이다. 스냅샷 생성 이

후 데이터 블록이 자유 공간 관리자(Free Space Manager)에 의해 할당되고 사용될 때 FAB 값을 '1'로 변경하고, 매

핑 엔트리(401)를 디스크에 기록한다.

스냅샷 상태 비트(SSB: Snapshot Status Bit)(408)는 스냅샷의 상태를 나타내는 비트로서, '1'이면 스냅샷 생성 후 C

OW가 수행되었다는 의미이고, '0'이면 초기값이나 아직 COW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임을 표시한다. SSB(408)는 모든

매핑 엔트리 마다 유지되고 스냅샷 마다 1비트씩 할당되므로 최대 스냅샷 개수 만큼의 비트가 할당된다. FAB(407)와

SSB(408)는 공유 스토리지의 디스크에 물리 볼륨을 생성하는 과정의 매핑 테이블 초기화 과정에서 모두 '0'으로 초

기화된다.

통상, 기존의 스냅샷 기법에서는 스냅샷 이후 처음 사용되는 블록에 대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데이터 변경 연산이 CO

W를 수행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원본 매핑 엔트리 및 스냅샷 매핑 엔트리를 모두 읽어서 물리 주소의 값을 비교

해야 한다.

즉, 두 번의 디스크 I/O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스냅샷 삭제 시에 수행되는 COW 수행 블록의 할당 반환의 처리에서 

스냅샷 생성 이후 처음 할당된 블록에 대해서는 데이터 블록의 반환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판단을 위

해 기존의 스냅샷 기법에서는 원본 매핑 엔트리와 스냅샷 매핑 엔트리에 대한 두 번의 디스크 I/O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스냅샷 기법에서는 처음 할당 비트(FAB)를 사용하여 오직 원본 매핑 엔트리에 대한 읽기만 수

행하면 COW 수행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다. 스냅샷 이후 처음 할당 사용되는 데이터 블록에 대해 매핑 엔트리의 제일

처음 비트인 FAB(407)를 '1'로 셋팅하고, 디스크에 매핑 엔트리의 반영을 수행한다.

첫 번째 문제였던 COW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FAB가 '1'이면, 해당 데이터 블록의 내용을 변경하고 그대

로 디스크에 변경을 반영하면 된다. 이미 할당된 블록으로서 FAB가 '0'인 경우에는 스냅샷 상태 비트(SSB) 값을 통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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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샷이 존재하는 경우의 데이터 블록은 각각의 상태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스냅샷 생성 이후에 처음으로 할당 및 사용되는 데이터 블록이다. 두 번째는 스냅샷 이전에 사용되고 스냅

샷 이후에는 아직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데이터 블록이다.

즉, COW의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터 블록이다. 세 번째는 스냅샷 이후에 변경이 발생한, 즉 COW가 수행된 데

이터 블록이다. 스냅샷 생성 이후에 변경되는 데이터 블록의 상태는 위의 3가지 중의 하나이고, 두 번째의 경우에만 

변경이 발생하면 COW를 수행해야 한다.

첫 번째의 경우와 같이 볼륨의 데이터 블록 중 스냅샷 생성 이전에 사용되지 않다가 스냅샷 생성 이후 처음 할당되는 

데이터 블록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블록에 대한 변경 연산이 발생하면, 처음 변경인 경우 새로운 데이터 블

록을 할당하고 디스크에 쓰기를 수행한다.

그러나 스냅샷 이전에 사용되지 않은 블록이므로 COW는 수행되지 않는다. 즉, COW가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SSB의 

값이 초기값인 '0'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두 번째 변경부터는 데이터 블록이 사용중이고 스냅샷(SNAPSHO

T) 모드에서 SSB값이 '0'이기 때문에 COW를 수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스냅샷 기법에서는 스냅샷 매핑 엔트리를 읽어들이기 위한 추가적인 디스크 접근 연산을 하지 않

기 때문에 스냅샷 생성 후 처음 사용된 블록과 스냅샷 생성 이전에 할당되고 COW가 수행되지 않은 블록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SSB 이외의 추가 1비트(이것이 FAB이다)를 두어서 스냅샷 생성 후 처음으로 할당되어 사용되는 데이터 블

록을 표시하고, FAB에 의해 스냅샷 생성 후 처음 사용된 블록과 스냅샷 생성 이전에 할당되고 COW가 수행되지 않은

블록을 구별한다.

즉, 스냅샷 생성 이전에 사용되지 않다가 스냅샷 생성 이후 처음 할당되는 데이터 블록의 경우(즉, FAB가 '1'인 경우)

에는 SSB가 '0' 이라 하더라도 COW를 수행하지 않는다.

1. 스냅샷 생성

스냅샷 생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냅샷 생성의 대상이 되는 원본 볼륨에 대한 I/O 및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이것은 스냅샷 생성 시점의 볼륨 데이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냅샷 생성이 완료될 때까지 원본 볼륨에 대한

변경 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테이블 기반의 매핑 방법에서는 볼륨에 대한 I/O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볼륨에 대한 매핑 테이블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스냅샷 볼륨에 대한 I/O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냅샷 볼륨을 위한 매핑 테이블이 생성되어야 하고, 스냅샷 

볼륨에 대한 매핑 테이블 생성 작업을 스냅샷 생성 단계에서 제일먼저 수행한다.

매핑 테이블의 크기는 볼륨의 크기에 비례하여 커진다. 매핑 테이블의 크기가 커지면 스냅샷 볼륨을 위한 매핑 테이

블의 생성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I/O 지연 시간도 늘어나게 된다. 대용량의 공유 스토리지 환경에서는 볼륨의 크기

가 수 TB에서 수천 TB 이상 요구되고, 이러한 볼륨에 대한 스냅샷 생성 시간은 몇 십초에서 몇 분 이상까지도 소요된

다.

즉, 이 기간동안 모든 볼륨을 공유 사용하는 호스트의 프로세스 수행이 중단된다. 그러나 몇 십초 이상의 수행 중단은

일반적으로 용인되기 어렵고, 따라서 기존의 스냅샷 생성 방법은 대용량 공유 스토리지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본 발명에서는 스냅샷 생성 시 볼륨에 대한 I/O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볼륨에 연산 모드 개념을 도입하였다. 볼륨

에 대한 연산 모드를 '정상 (NORMAL)' 모드와 '스냅샷 생성 (SNAPSHOT_CREATE)' 모드 그리고 '스냅샷 삭제 (SN

APSHOT_DESTROY)' 모드의 세 가지 모드로 나눈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스냅샷 생성 기법은 스냅샷 생성 시 원본 

매핑 테이블을 복사해서 스냅샷 매핑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은 기존의 스냅샷 기법과 같다.

그러나 매핑 테이블을 복사할 때, 원본 볼륨에 대한 I/O의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동시에 수행한다. 단지, 호스트에 등

록된 볼륨의 연산 모드를 정상 모드에서 스냅샷 생성 모드로 변경하는 동안만 I/O의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지

연은 매핑 테이블을 복사하는 시간과 비교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일반 사용자는 거의 인식할 수 없는 무시

할 정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스냅샷 생성의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로서, 본 발명에서 수행하는 스냅샷 생성의 흐름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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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스냅샷 생성으로 변경되는 원본 볼륨에 대한 구성 정보의 변경을 수행한다(501). 스냅샷 개수 등의 정보 변

경을 등록된 볼륨에 반영한다. 구성 정보 변경이 완료되면 스냅샷 생성이 요청되면서 완료될 때까지 매핑 서버 호스

트의 볼륨의 연산 모드를 '정상(NORMAL)' 모드에서 '스냅샷 생성(SNAPSHOT_CREATE)' 모드로 변경시킨다(502).

스냅샷 생성 모드에서는 매핑 테이블의 복사를 수행하면서, 일반 다른 프로세스가 수행하는 볼륨에 대한 접근 및 I/O

의 수행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어 원본 매핑 테이블의 모든 블록을 스냅샷 매핑 테이블로 복사하기 위해 처음의 매핑 블록부터 모든 블록에 대해 

배타 모드의 잠금을 획득(503)하고, 매핑 블록의 복사 작업을 수행한다(504). 잠금을 획득하지 못하면, 모든 매핑 블

록의 복사가 완료되었는지 검사한다(506). 잠금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동일 블록에 대해 변경을 수행하는 다른 

프로세스가 이미 잠금을 획득하고 수행중인 경우이다.

이 때에는 쓰기 연산에서 볼륨의 연산 모드를 검사해서 COW 작업을 처리해서 해당 매핑 블록에 대한 복사가 수행된

다. 잠금을 획득한 경우에는 원본 매핑 블록 을 스냅샷 매핑 블록에 복사한다(504). 그리고 매핑 블록에 대한 잠금을 

해제한다(505).

이어 원본 볼륨의 모든 매핑 블록에 대해 복사가 완료되었는지 검사하고(506),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블록에 

대한 잠금 획득(503)한 후 복사 작업을 계속 수행하고, 완료된 경우에는 스냅샷을 위한 볼륨을 할당하고 할당된 볼륨

에 원본 볼륨 구성 정보를 복사하고 스냅샷 이름과 스냅샷 순서 등의 정보를 스냅샷 볼륨에 반영한다(507). 스냅샷 볼

륨의 생성이 완료되면 매핑 서버 호스트의 연산 모드를 '정상' 모드로 변경시킨다(508). 이러한 방법으로 스냅샷 생성

을 수행하면 원본 볼륨을 접근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I/O 중단없이 스냅샷 생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스냅샷 삭제

한편, 기존의 스냅샷 기법에서 성능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스냅샷 삭제 연산 수행 시의 COW의 수행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해 스냅샷 매핑 블록을 접근하는 오버헤드로 인한 성능 저하이다. 스냅샷 삭제 연산에서 오버헤드를

유발하는 부분은 COW의 수행으로 할당된 데이터 블록에 대한 할당을 해제하는 작업이다.

즉, 기존의 스냅샷 기법에서는 COW가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본 매핑 엔트리와 스냅샷 매핑 엔트리

를 모두 읽어서 두 엔트리가 가리키는 물리 블록의 주소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두 물리 블록의 주소가 일치하면, C

OW가 수행되지 않은 데이터 블록으로 매핑 엔트리의 주소만 초기화시키면 된다.

일치하지 않으면, 스냅샷 매핑 엔트리가 지시하는 데이터 블록에 대한 할당을 해제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매핑 엔트

리의 초기화를 수행한다. 스냅샷이 한 개 이상일 경우에는 다른 스냅샷의 매핑 엔트리까지 비교해야 한다. 즉, 최소한 

두 번 이상의 추가적인 디스크 I/O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스냅샷 삭제 시 블록 할당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스냅샷 매핑 블록에 대한 접근으로 성능 저하가 발생

되는 기존 스냅샷 삭제 연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스냅샷 상태 비트(SSB: 408)와 처음 할당 비트

(FAB: 407)를 원본 매핑 엔트리에 도입하여 해결하였다. SSB(408)는 물리 볼륨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매핑 블록이 

초기화될 때 '0'으로 초기화되고, COW가 수행될 때 '1'로 변경된다.

본 발명에 따른 스냅샷 기법에서는 스냅샷 매핑 엔트리를 읽어서 원본 매핑 엔트리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 원본 볼륨의 매핑 엔트리만 읽으면 COW의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제일 먼저 FAB(407) 값을 검사하고 F

AB(407)가 '1'이면 삭제가 수행되는 스냅샷이 첫 번째 스냅샷인지 확인한다. FAB가 '1'이고 첫 번째 스냅샷인 경우, 

해당 데이터 블록은 스냅샷이 생성된 후 처음으로 할당, 사용된 블록이므로 할당 해제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 외의 경

우에는 SSB 값을 검사한다.

삭제하는 스냅샷 위치의 SSB(408)가 '0'이면, COW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이고, SSB(408)가 '1'이면 COW가 수행된 

경우이다. SSB(408)가 '0'이면 다음 블록에 대한 수행을 계속하고, SSB(408)가 '1'인 경우에는 다음 스냅샷이 존재하

는가와 스 냅샷이 존재하는 경우, 그 스냅샷의 SSB 값을 확인한다.

다음 스냅샷이 존재하지 않거나 스냅샷이 존재하는데 COW가 수행된 경우에는 현재 데이터 블록의 할당을 해제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 스냅샷이 존재하는 경우, SSB 값을 통해 COW의 수행을 판단하고, 현재 스냅샷에 대한 할

당의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스냅샷 기법에서는 스냅샷 매핑 엔트리 값을 읽지 않고 원본 매핑 엔

트리를 통해 스냅샷 삭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하다.

스냅샷의 개수가 여럿인 경우, 기존의 스냅샷 기법에서는 스냅샷 개수만큼의 매핑 엔트리를 읽는 I/O 작업을 수행해

야 된다. 현재 스냅샷 엔트리 외에 다음 스냅샷의 매핑 엔트리를 비교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방

법은 스냅샷의 개수에 상관없이 원본 매핑 엔트리 하나만 읽으면 모든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스냅샷이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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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본 발명에 따른 스냅샷 기법의 삭제 연산의 성능이 좋아진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스냅샷 삭제의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로서, 본 발명의 스냅샷 삭제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냅샷 삭제의 수행은 스냅샷 생성 후 발생한 데이터 블록의 변경으로 발생한 COW에 의해 할당된 데이터 블록의 할

당을 해제하고, 스냅샷을 위한 매핑 테이블을 삭제한 후 스냅샷 볼륨을 삭제한다.

스냅샷 삭제가 요청되면 매핑 서버의 볼륨 연산 모드를 '스냅샷 삭제 (SNAPSHOT_DESTROY)' 모드로 변경한다(60

1). 스냅샷 삭제 모드로 변경하는 이유는 스냅샷 삭제가 완료되기 전에 발생하는 데이터 블록에 대해 해당 스냅샷에 

대한 COW가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데이터 블록의 할당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본 매핑 테이블 

엔트리의 FAB(407)와 SSB(408)값을 검사해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 블록을 접근하기 위한 매핑 엔트리를 읽기 위해

원본 볼륨 매핑 엔트리가 저장된 디스크 블록의 위치를 구한다(602). 디스크 블록에서 매핑 블록을 메모리로 읽어서 

매핑 엔트리를 얻는다(603). 매핑 블록의 모든 엔트리에 대해 차례로 COW의 수행을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어 매핑 엔트리의 FAB와 SSB값을 통해 COW가 수행되었는지 판단한다(604). COW가 수행되지 않은 블록이면 다

음 매핑 엔트리에 대해 검사하는 작업(609)을 수행한다. COW가 수행된 데이터 블록이면, 데이터 블록의 할당을 해제

할 것인지 판단하는 작업을 수행한다(606). COW가 수행된 데이터 블록의 할당을 해제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첫째

로 다음 스냅샷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둘째로 다음 스냅샷이 존재할 때 다음 스냅샷 생성 후 동일 데이터 블록에 C

OW가 발생한 경우이다. 위의 두 가지 경우에 할당된 데이터 블록을 해제하고(607), 매핑 엔트리의 현재 스냅샷에 대

한 상태 비트 값인 SSB를 '0'으로 초기화한다(608). 데이터 블록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SSB 값만 '0'으로 

초기화한다. 여기까지 수행하면 하나의 매핑 엔트리에 대한 수행이 완료된다.

매핑 블록에 존재하는 모든 엔트리에 대해 수행이 완료되었는지 검사한다(609).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매핑 

엔트리에 대해 단계 605에서 단계 608까지의 작업을 수행한다. 매핑 블록의 모든 엔트리에 대해 수행이 완료된 경우,

COW가 한 번 이상 발생했으면 매핑 블록을 디스크에 반영하는 작업을 수행한 다(610).

매핑 블록에 대한 쓰기 작업이 완료되면, 매핑 블록에 대한 잠금을 해제한다(611). 잠금 해제 후에는 모든 매핑 블록

에 대해 수행이 완료되었는지 검사한다(612). 수행할 매핑 블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계 602에서 다음 매핑 블록을

구하고, 단계 611까지의 과정을 수행한다.

모든 매핑 블록에 대해 수행한 경우에는 스냅샷 볼륨을 호스트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613). 스냅샷 볼륨을 

삭제하면 실제적인 스냅샷 삭제 수행이 완료되고, 스냅샷 삭제로 변경되는 원본 볼륨의 구성 정보의 반영을 수행한다

(614). 마지막으로 매핑 서버에 존재하는 볼륨의 연산 모드를 정상 모드로 변환하면(615), 스냅샷 삭제 과정이 완료

된다.

3. 데이터 쓰기 연산

스냅샷의 성능을 평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스냅샷 생성 후 데이터 블록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 

블록의 변경을 반영하는 연산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로 평가된다. 스냅샷 모드의 읽기 연산은 일반 정상 모드의 읽기 

연산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매핑을 통해 논리 블록과 일치하는 물리 데이터 블록을 구하고, 얻어진 물리 데이터 블록

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으로 수행된다.

스냅샷이 존재할 때 성능 저하를 초래하는 연산이 데이터 블록의 변경을 반영하는 쓰기 연산이다. 매핑 테이블을 기

반으로 하는 스냅샷 기법에서는 두 가지 경우의 쓰기 연산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스냅샷 생성 이전에는 할당 사용되지 않다가 스냅샷 생성 이후에 새로이 할당되어 쓰여지는 데이터 블록이

다. 스냅샷 볼륨은 스냅샷이 생성되는 순간의 볼륨 데이터 이미지만 유지하므로 스냅샷 생성 이후에 쓰여진 데이터와

는 무관하다.

따라서, 스냅샷 생성 이후 쓰여지는 데이터는 다른 처리 과정없이 정상 모드의 쓰기 연산과 동일하게 자유 공간 관리

자로부터 데이터 블록을 할당받고 원본 볼륨의 매핑 엔트리에 데이터 블록의 물리 주소를 반영한 후 디스크 블록에 

내용 변경의 쓰기 작업을 수행한다.

두 번째는 스냅샷 생성 이전에 쓰여지고 생성 이후 변경이 발생한 데이터이다. 스냅샷은 생성 시점의 볼륨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따라서 스냅샷 생성 이전에 쓰여진 데이터의 내용은 변경이 발생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스냅샷 이전에 할당된 데이터 블록 내용의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을 Copy-on-Write(COW)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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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COW의 과정은 매핑 테이블을 기반으로 하는 스냅샷 기법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수행해야 하는 과정이다. 문

제는 COW가 수행된 후 발생되는 데이터 블록의 변경에 대한 처리이다. 기존의 스냅샷 기법에서는 변경을 반영하려

는 데이터 블록이 COW가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본 매핑 엔트리와 스냅샷 매핑 엔트리를 모두 읽어서 두 

엔트리가 매핑하는 물리 블록의 주소가 동일한가를 비교하여 COW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였다.

즉, 스냅샷 매핑 블록에 대한 I/O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스냅샷의 개수가 증가하면 추가로 요청되는 

디스크 I/O 횟수도 스냅샷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즉, 스냅샷이 두 개이면 두 번의 I/O가, 세 개이면 세 번의 I/O가

더 수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존재하는 스냅샷의 수에 비례하여 쓰기 연산의 성능 저하가 더욱 심해진다.

본 발명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스냅샷 기법이 갖고 있는 데이터 쓰기 연산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SSB는

볼륨의 모드가 스냅샷 모드이고 스냅샷 이전에 할당, 사용되는 데이터 블록에 대해 스냅샷 생성 이후 데이터 블록의 

내용 변경이 처음 발생하면 '1'로 변경된다.

즉, COW가 수행되는 매핑 엔트리의 스냅샷에 해당하는 SSB의 값이 '1'로 변경된다. COW가 수행된 이후의 동일 데

이터 블록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원본 볼륨의 매핑 엔트리의 SSB 값을 통해 COW의 판단을 처리한다. 즉, 본 발명

에 따른 스냅샷 기법에서는 스냅샷 매핑 엔트리를 읽어서 원본 매핑 엔트리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

아도 원본 볼륨 매핑 엔트리를 통해서만 수행을 할 수 있다.

스냅샷의 개수가 많아지면 성능은 더욱 좋아지게 된다. COW가 수행된 이후 발생하는 데이터 블록의 변경으로 인한 

쓰기 연산은 정상 모드의 쓰기 연산과 거의 같은 성능을 갖는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서 스냅샷이 존재할 때 사용자의 볼륨 디스크에 대한 I/O 요청을 처리하는 쓰기 연산

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볼륨에 대해 I/O 요청이 발생하면, 데이터 블록에 대한 매핑 정보가 저장된 매핑 블록의 물리

적인 디스크 및 블록의 주소를 구한다(701).

매핑 블록에 대한 배타 모드의 잠금을 획득하고(702), 매핑 블록을 디스크에서 메모리의 버퍼로 읽어오고 논리 주소

에 해당되는 매핑 엔트리를 얻는다(703). 볼륨의 연산 모드를 검사한다(704). 즉, 현재의 I/O가 스냅샷 생성이나 삭제

중에 발생한 것인지를 검사한다.

볼륨의 연산 모드가 정상 모드(NORMAL)이면 볼륨에 스냅샷이 존재하는가 검사한다(705). 볼륨에 스냅샷이 존재하

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쓰기 연산처럼 데이터 블록을 디스크에 기록하고(716), 매핑 블록의 잠금을 해제하고 종료한

다(717). 볼륨에 대한 스냅샷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블록이 스냅샷 생성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검사한다

(707). 스냅샷 생성 이후 할당, 사용되는 데이터 블럭에 대해서는 COW가 수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데이터 블록의 디스크에 기록하고(716), 매핑 블록에 대한 잠금을 해제하고(717) 종료한다. 

데이터 블록이 스냅샷 생성 이전에 할당된 경우에는, 스냅샷 생성 이후 동일 데이터 블록에 대한 변경으로 COW가 이

미 수행되었는지 검사한다(708).

COW가 이미 수행된 경우에는 데이터 블록을 디스크에 기록하고(716), 매핑 블록에 대한 잠금을 해제하고 수행을 종

료한다(717). COW가 아직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COW를 수행해야 한다. 원본 매핑 블록과 동일 논리 주소의 스냅

샷 매핑 블록을 버퍼로 읽어서 스냅샷 매핑 엔트리를 얻고(709), COW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물리 데이터 블록을 

할당받은(710) 다음, 데이터 블록의 내용을 새로 할당받은 데이터 블록에 복사하고 복사된 데이터 블록을 볼륨 디스

크에 기록한다(711).

스냅샷 매핑 엔트리가 가리키는 물리 주소를 새로 할당받은 데이터 블록의 주소로 변경하고(712), COW가 수행되었

음을 나타내는 원본 매핑 엔트리의 현재 스냅샷에 대한 SSB값을 1로 변경하고(713), 스냅샷 매핑 블럭을 디스크에 

기록한다(714). 그리고 원본 매핑 블록을 디스크에 기록한다(715). 단계 709에서 단계 715까지의 COW 과정을 수행

하면 데이터 블록의 내용을 디스크에 기록하고(716), 매핑 블록에 대한 잠금을 종료하고 수행을 종료한다(717).

단계 704에서 볼륨의 연산 모드가 정상 모드가 아니고 스냅샷 생성 모드이면 매핑 엔트리를 포함하는 매핑 데이터 블

록에 대한 복사가 수행되었는지 검사한다(706). 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COW가 수행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SSB값

을 검사한다. SSB값이 '1'이면 이미 COW가 수행된 경우로 데이터 블록을 디스크에 기록하고(716), 매핑 블록에 대한

잠금을 해제하고(717) 수행을 종료한다.

SSB값이 '0'이면 COW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단계 709에서 단계 715까지의 COW 작업을 수행하고, 데이터 블록을 

디스크에 기록하고(716), 매핑 블록의 잠금을 해제하고(717) 수행을 종료한다. 만약, 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CO

W가 수행되어야 한다. 단계 709에서 단계 717까지의 작업을 수행하고 종료한다. 스냅샷 매핑 블록은 COW가 수행되

면 자동적으로 복사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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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대용량 공유 저장장치를 위한 효율적인 스 냅샷 수행방법은 대용량 공유 스토리지 

환경에서 스냅샷 생성 과정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동시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스냅샷 생성 후에 발생하는 변경 연산의

성능을 향상시켜 24*7*365의 고 가용성이 요구되는 웹 서버나 전자 상거래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 데이터

의 가용성, 신뢰성을 보장하고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온라인 백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본 발명에 따른 대용량 공유 저장장치를 위한 효율적인 스냅샷 수행방법을 설명한 하나의 실시

예에 불과한 것으로써,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경 실시가 가능한

범위까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호스트들이 대용량의 네트워크 저장장치를 공유하도록 된 스토리지 에리어 네트워크(SAN) 기반의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저장장치에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디스크의 레이 아웃에서 원본 매핑 테이블과 스냅샷 매핑 테이블을 

동일 디스크에 저장하고, 스냅샷 볼륨이 추가되어 카피-온-라이트(COW)가 발생하면 동일 디스크 상에서 데이터 블

록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용량 공유 저장장치를 위한 효율적인 스냅샷 수행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원본 매핑 테이블의 매핑 엔트리는

물리 데이터 블록 정보와, 스냅샷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용량 공유 저장장치를 위한 효율적인 

스냅샷 수행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 엔트리의 스냅샷 상태 정보는

스냅샷 상태 비트(SSB: Snapshot Status Bit)와 처음 할당 비트(FAB: First Allocation Bi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용량 공유 저장장치를 위한 효율적인 스냅샷 수행방법.

청구항 4.
스토리지 에리어 네트워크(SAN)기반의 네트워크 스토리지에서 온라인 백업을 위해 스냅샷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

서,

매핑 서버가 존재하는 모든 노드의 볼륨 연산 모드를 스냅샷 생성(SNAPSHOT_CREATE) 모드로 변경하는 단계;

매핑 블록의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매핑 블록에 대한 잠금을 획득하는 단계;

상기 매핑 블록에 대한 잠금을 획득하지 못하면 복사 완료된 블록의 값을 1씩 증가시키는 단계;

상기 매핑 블록의 잠금을 해제하는 단계; 및

모든 매핑 블록에 대한 복사가 완료되면 스냅샷을 위한 볼륨 구성 정보를 원본 볼륨에서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용량 공유 저장장치를 위한 효율적인 스냅샷 수행방법.

청구항 5.
스토리지 에리어 네트워크(SAN) 기반의 네트워크 스토리지에서 온라인 백업을 위해 스냅샷을 삭제하는 방법에 있어

서,

매핑 서버가 존재하는 모든 노드의 볼륨 연산 모드를 스냅샷 삭제(SNAPSHOT_DESTROY) 모드로 변경하는 단계;

매핑 블록의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매핑 블록에 대한 잠금을 획득하는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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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 엔트리가 가리키는 데이터 블록이 카피-온-라이트(COW)가 수행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상기 매핑 엔트리의 

처음 할당 비트(FAB)와 스냅샷 상태 비트(SSB)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단계;

카피-온-라이트(COW)가 수행된 경우 FAB나 SSB를 초기화하고, 상기 매핑 블록의 변경을 디스크에 반영하는 단계;

상기 매핑 블록의 잠금을 해제하는 단계; 및

모든 매핑 블록에 대한 초기화가 완료되면 스냅샷 볼륨을 삭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용량 공유

저장장치를 위한 효율적인 스냅샷 수행방법.

청구항 6.
스토리지 에리어 네트워크(SAN) 기반의 네트워크 스토리지에서 볼륨의 데이터 블록에 대한 쓰기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스냅샷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매핑을 수행하는 단계;

현재 쓰기 연산의 대상이 되는 논리 데이터 블록에 대한 매핑 엔트리가 존재하는 매핑 블록 및 매핑 엔트리의 위치를 

찾는 단계;

상기 매핑 블록을 디스크로부터 읽어서 원하는 매핑 엔트리의 값을 구하는 단계;

상기 매핑 엔트리의 처음 할당 비트(FAB) 값을 확인하여 데이터 블록이 스냅 샷 생성 이후 처음 할당, 사용되는지 판

단하는 단계;

FAB 값이 0이고 매핑 엔트리 값이 초기값인 경우, 새로운 블록을 할당하고 데이터 내용을 복사 디스크에 기록하고, 

FAB 값을 1로 변경하고 원본 매핑 블록을 디스크에 반영하는 단계;

데이터 블록이 스냅샷 이전에 할당된 경우 스냅샷 상태 비트(SSB) 값을 통하여 COW가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

계; 및

SSB가 0인 COW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COW를 수행하고 현재 스냅샷에 대한 SSB 값을 1로 변경하고, 디스크에 원

본 매핑 블록을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용량 공유 저장장치를 위한 효율적인 스냅샷 수행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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