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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접속시 및 접속 단절시 클라이언트 조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캐쉬 관리자(cache manager)가 개시되었
다. 화일 시스템 데이타, 상태 및 경로명 정보에 대한 단일 집적 캐쉬(single integrated cache)가 유지
된다. 화일 시스템 요구(file system requests)는 가능하다면, 캐쉬에 의해 충족되고 필요하다면 원격 화
일 시스템에 전달되어 서비스된다. 캐쉬 관리자는 운영 체제 화일 구문 및 분산 화일 시스템 프로토콜에 
독립되어 있다. 접속 단절시의 조작은 적극적인 캐쉬 방안(aggressive caching policy)및 화일 시스템 수
정 사항의 로그 기록을 통해 지원된다. 클라이언트가 접속 단절될 때 생성되는 로그를 최적화하는 객체를 
로그 기록함으로써 수정 로그(Modification log)가 생성된다. 캐쉬 화일 시스템 객체(cache file system 
objects)는 객체명이 캐쉬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이 상이한 명명 구문(different naming syntax)을 갖는 
다수의 부모 객체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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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화일 시스템 캐쉬의 관리 방법, 컴퓨터 화일 시스템 및 컴퓨터 시스템 캐쉬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이 구현되는 분산 네트워크 환경을 도시한 도면.

제2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탑재한 워크스테이션의 블럭도.

제3도는 종래의 분산 화일 시스템의 블럭도.

제4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기능적 구성 요소를 도시한 블럭도.

제5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의 데이타 구조를 도시한 도면.

제6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블럭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처리 단계를 나타내는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LAN/WAN                        200 : 클라이언트 혹은 서버 워크스테이션

222 : 디스플레이 장치                 302 :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304 : 서버 워크스테이션              306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310, 314, 402 : 사용자 어드레스 공간

312, 316, 404 : 커널 어드레스 공간

502 : 화일 시스템 객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데이타 관리용 정보 처리 시스템(information handling systems)에 관한 것으로, 특히, 분산 
화일 시스템(distributed file system)에 있어서 클라이언트(client)의 데이타 관리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은 접속시 또는 접속 단절시의 클라이언트 조작을 지원할 수 있는 분산 화일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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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클라이언트에 있어서 캐쉬 기록 및 로그 기록(caching and logging)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은 그 성능 및 저장 용량(power and storage capacity)의 측면에서 발전되어 왔다. 
워크스테이션은 원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분리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단일의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워크스테이션들이 조직내의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다수 배치됨에 따라 워크스테이션간의 통신 및 사
용자간의 데이타 공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분산 화일 시스
템 아키텍쳐(distributed file system architectures)가 개발되었다.

제1도에는 근거리망(Local Area Network:LAN)에 의해 상호 접속된 다수의 워크스테이션이 도시되어 있다. 
다수의 근거리망을 상호 접속하는데 광역망(Wide Area Network:WAN)이 사용될 수도 있다. LAN 및 WAN은 
단일 논리망(single logical network)을 형성한다. 제1도에서 워크스테이션은 서버(server)(S1, S2, S3) 
및 클라이언트(client)(C1, C2, C3)로 식별된다.

워크스테이션은 네트워크내에서 수행되는 특정의 기능에 따라 클라이언트 흑은 서버로 지정된다. 특정한 
워크스테이션은 클라이언트 및 서버의 양쪽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도 있다.(이하 클라이언트 워크스테
이션 및 서버 워크스테이션은 각각 클라이언트 및 서버로 약칭되기도 함) 분산 화일 시스템이 구현되려면 
적어도 하나의 서버 및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다.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은 통상적으로 LAN에 항상 접속되어 있어 LAN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화일과 
같은 자원(source)을 공유할 수 있다. 워크스테이션이 LAN으로부터 접속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LAN의 자
원으로부터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이언트가 접속 단절된 경우라 해도 접속 단절되기 전에 필요
한 화일 및 프로그램을 LAN으로부터 이미 복제한 경우에는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휴대용 워크스테이션(portable workstation)의 성능 향상으로 인해 분리형 혹은 이동형 계산이 실용성있
게 되었다. 휴대용 워크스테이션은 데스크탑 혹은 데스크사이드 장치(desktop or deskside unit)의 프로
세서,  메모리  및  디스크  저장  용량에  상당하는  프로세서,  메모리,  디스크  저장  용량을  갖추어 구매
(purchase)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휴대용 워크스테이션 혹은 휴대용 컴퓨터는 LAN으로부터 접속 단절되었을 때의 제약과 동
일한 제약을 받는다.

즉, 접속이 단절되기 전에 화일 혹은 프로그램의 복제가 수행되지 않는다면, 공유 자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워크스테이션이 다시 접속되면, 휴대용 장치상에서 수정된 화일을 네트워크상에서 수정된 화일에 
대해 수동으로 조정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위임된다. 제1도에는 접속 단절될 수 있는 휴대용 워크스테이션
으로서 네트워크에 점선으로 연결된 클라이언트 C1(102)이 도시되어 있다.

제1도에 도시된 것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타 화일의 공유는 나날이 발전되어 왔다. 가장 간단한 공
유의 형태에 의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측의 화일로부터 데이타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된 데이타는 클라
이언트 프로세서로 전송되고, 그 데이타에 대한 모든 변경 혹은 수정사항은 서버로 복귀된다. 또한, 제1
클라이언트가 유지하는 화일의 데이타를 제2클라이언트가 변경 또는 수정하지 않도록 적절한 로크(lock)
가 설정되어 있다.

분산 화일 시스템은 데이타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화일 공유를 보아 효율적으로 제
어하는 메카니즘을 부가함으로써 화일 공유를 증대시킨다. 다수의 분산 화일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그 중 
가장 보편적인 분산 화일 시스템들중의 하나는 트랜사르크사(Transarc Corp)가 판매하는 앤드류 화일 시
스템(Andrew File System : AFS)이다.

AFS는 서버측의 데이타에 액세스하는 화일 캐쉬(file cache)를 클라이언트측내에 생성함으로써 분산 화일 
처리 효율을 향상시킨다. 이 화일 캐쉬는 클라이언트측의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참조되고, 데이타가 캐쉬 
장해시에만 서버측로부터 인출된다. 이러한 데이타 캐쉬 기능에 따라 네트워크내의 트래픽(traffic) 및 
클라이언트측의 응답 시간이 감소된다.

AFS의 캐쉬 일관성(AFS cache consistency)은 서버측의 콜백 시스템(server callback system)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서버는 특정의 데이타가 캐쉬된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클라이언트측의 캐쉬 데이타를 무효화
시키는 모든 조건을 통지할 것이다. 일단 무효화되면, 이 데이타는 캐쉬로부터 제거되고, 차후에 필요하
게 될 경우, 서버로부터 다시 획득되어야 한다.

AFS에 접속된 클라이언트가 접속 단절되면, 이 클라이언트는 분산 화일을 액세스할 수 없게 된다. 이 클
라이언트는 접속 단절시 자동적으로 모든 콜백을 중단하며, 이에 따라 캐쉬가 무효화될 것이다.

분산 화일 시스템(DPS)은 오픈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Open Software Foundation : OSF) 분산 계산 환경
(Distributed Computing Enviroment:DCE)을 지원하는 AFS의 후속 시스템(follow-on)이다.

DFS는 서버 기반의 토큰 메카니즘(server-based token-mechanism)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캐쉬 일관성
을 보장한다. 클라이언트는 그들의 캐쉬내의 데이타가 유효함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판독(read)토큰을 획
득한다. 클라이언트가 화일내의 데이타를 변경하려면, 그 데이타에 대한 기록(write) 토큰을 획득하여야 
한다. 단일 클라이언트, 예를 들면, C1에게 기록(write) 토큰을 제공하면, 다른 모든 클라이언트내의 동
일한 데이타에 대한 판독(read) 토큰은 무효화된다. 토큰 무효화는 이들 클라이언트내의 캐쉬 데이타를 
무효화시킨다.  DFS  시스템으로부터  접속  단절되면,  클라이언트는  모든  미해결  토큰(any  outstanding 
tokens)을 상실하게 된다.

클라이언트는 토큰이 없으므로 캐쉬 데이타 조차도 기록하거나 혹은 판독할 수 없게 된다.

카네기 멜론 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은 AFS  네트워크상에 접속된 분리가능한 워크스테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CODA(일정의 데이타 가용성(constant data availability)) 계획은 일정의 데
이타 가용성을 갖는 분산 화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계획은 다수의 서버에 데이
타를 복제하고, 클라이언트에 의한 접속 단절시의 조작을 지원함으로써 상술한 목적인 일정한 데이타 가
용성을 달성한다. 1990년 4월에 IEEE Transactions의 No.4의 vol. 39에 게재된 CODA: A highly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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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system for a Distributed Workstation Environment을 참조하기 바란다.

Coda에서의 분산 조작은 낙천적인 데이타 복제 제어(optimistic replica control of data)에 의해 달성된
다. 이러한 낙천적인 제어에 의해 다수의 클라이언트는 이들이 접속 단절되어 있는 경우라도 데이타를 기
록하고 판독할 수 있다. 데이타 불일치 (data inconsistencies)는 차후에 식별되고 해결되도록 그대로 남
겨진다.  비관적인  복제  제어(pessimistic  replica  control)는  기록  및  판독을  단일  구획(single 
partition)으로 제한함으로써 모든 충돌(conflicts)을 회피할 수 있다. 접속 단절되면 클라이언트는 다른 
클라이언트가 데이타를 액세스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없게 된다.

비관적인 복제 제어하에서, 클라이언트는 기록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제이. 키슬러(J. Kistler)와 엠. 사탸나라야난(M. Satyanarayanan)에 의해 1991년 
10월의 운영 체제 원리에 관한 제13차 ACM 심포지움의 학회지에 게재된 Disconnected Operation in the 
Coda File System을 참조하기 바란다.

Coda 분산 조작에서,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측의 캐쉬에 저장되는 데이타에 대해 액세스와 갱신을 지속
적으로 행할 수 있다.

단지 캐쉬 장해가 발생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의 데이타에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만 화일 조작이 실패로 된다.

AFS 및 Coda는 화일 전체를 캐쉬한다. Coda는 접속 단절시의 조작 동안 화일을 갱신하고, 그 데이타에 대
해  행한  모든  수정사항을  로그에  유지한다.  재접속시  클라이언트는  로그에  기록된  트랜잭션(logged 
transactions)을 서버측 화일에 제공함으로써 서버측의 모든 데이타 복제물을 갱신할 책임이 있다. 데이
타 불일치는 수동적인 개입에 따른 해결책으로 처리된다.

Coda의 주된 단점은 Coda 서버에 대한 접속만이 지원된다는 것이다. Coda는 AFS와 마찬가지로 분산 화일 
시스템 프로토콜이다.

Coda는 서버들 및 모든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분산 화일 시스템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접속 단절시의 조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내의 모든 클라이언트 및 서버를 
Coda 프로토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접근 방안은 미시간 대학의 정보 기술 통합 센터(Center for Information Techrology 
Integration)에서, 엘 비. 휴스튼(L. B, Huston) 과 피. 허니맨(P. Honeyman)에 의해 1993년 8월의 the 
USENIX  Mobile  and  Location-Independent  Computing  Symposium의  학회지에  게재된  Disconnected 

Operations for AFS.에 제안되었다. 휴스튼 및 허니맨은 서버에 대해 수정을 부가하지 않고 표준 AFS 서
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제안했다.

클라이언트측의 코드 수정에 와해 접속 단절시의 조작과 재접속이 지원된다. 재접속 및 조정은 접속 단절
된 동안 모든 트랜잭션을 로그에 기록함으로써 달성된다. 모든 판독, 기록 및 갱신은 트랜잭션 로그에 기
록되며, 이 트랜잭션 로그가 재접속시 서버로 재생된다.

이러한 접근 방안은 표준 AFS 서버를 지원한다고 하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 접근 방안은 AFS 분산 화일 시스템 프로토콜의 존재에 의존하므로 AFS 서버 이외의 서버에서는 
기능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전체  로그  기록(total  logging)  접근  방안에서도  시스템  효율은 
감소된다.

또한 로그의 크기에 의해 어떠한 크기의 시스템에서도 클라이언트측의 디스크 공간 문제 및 조정 지연이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재접속시 조정을 효율적으로 행함으로써 접속 단절된 클라이언트가 지속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분산 화일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다. 또 다른 기술적인 문제점은 다수의 분산 
화일 시스템 프로토콜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분산 화일 시스템 클라이언트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객체 혹은 경로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운영 체제 구문(operating system syntax)과는 무관
한 분산 화일 시스템 클라이언트를 생성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접속시와 접속 단절시의 두 경우에서 클라이언트 조작을 지원할 수 있는 분산 화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 화일 시스템은 다수의 화일 시스템 아키텍쳐에 연결될 
수 있어서 트랜잭션이 로그에 기록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제1운영 체제하에서 동작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의 화일 시스템 캐쉬를 관리하는 방법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분산  화일  시스템에서  화일  시스템  객체에  대한  운영  체제  요구(operating 
system requests)를 인터셉트(intercept)하는 단계와, 상기 요구를 변환하여 운영 체제에 의존하는 구문
(operating system dependent syntax)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클라이언트의 저장 수단내의 캐쉬를 테스
트하여 상기 화일 시스템 객체에 관한 데이타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와, 만약 캐쉬 데이
타가 존재한다면, 상기 화일 시스템 객체 요구를 충족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주된 목적은 서버로부터 접속 단절되었을 때에도 동작할 수 있는 분산 화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재접속시의 조정을 위해 트랜잭션을 로그에 효율적으로 기록하는 접속 분리가능한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효율적인 캐쉬 기능을 갖는 화일 시스템 클라이언트를 제공하여 캐쉬 기능에 
필요한 메모리의 양 및 디스크 공간을 감소시키고 캐쉬 처리의 속도 및 효율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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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다수의 분산 화일 시스템 프로토콜로 동작할 수 있는 분산 화일 시스템 클라이
언트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운영 체제와는 독립적인 분산 화일 시스템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도출된 객체명(resolved object name)을 적극적으로 캐쉬함으로써 캐쉬의 효율
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객체명에 의존하지 않으며 각각이 상이한 객체명 구문 규칙을 갖는 다수의 부
모 객체(parent object)를 각 화일 시스템 객체가 갖도록 하기 위한 캐쉬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
다.

본 발명의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과 다른 목적, 특징 및 장점은 후술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와 첨부 도면으로부터 명백해 질 것이다.

제2도는  일반적인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워크스테이션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본  발명은  IBM  RISC 
System/6000 워크스테이션 혹은 IBM PS/2 퍼스널 컴퓨터 등의 워크스테이션으로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클라이언트 및 서버 워크스테이션은 제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토큰 링 또는 이더넷(Ethernet) LAN에 
의해 상호 접속된다. LAN에 접속된 워크스테이션은 C1 등의 휴대용 워크스테이션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휴대용 워크스테이션은 LAN으로부터 분리되어 LAN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범주내에서 다수의 다른 워크스테이션 하드웨어 구성 혹은 LAN 유형이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이
해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워크스테이션(200)은 프로세서(210), 시스템 메모리(214) 및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디스켓 또는 광학적 저장 장치 등의 비휘발성 저장 장치(212)를 포함한다.

프로세서는 I/O 제어기(218)를 통해 키보드(224) 및 포인팅 장치(pointing device)(226)와 같은 I/O 장치
로부터의 입력을 수신한다.

시스템은 그래픽 제어기(220)에 의해 구동되는 디스플레이(222)상에서 사용자에게 그래픽 정보를 제공한
다. 워크스테이션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어댑터(216)를 통해서 네트워크(도시되지 않음)에 접속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워크스테이션(200)내의 메모리 및 프로세서내에서 동작하는 컴퓨터 프로세
스(computer Process)에 의해 구현된다. 본 발명을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테이프, 디스켓 혹은 컴
팩트 디스크 판독 전용 메모리(compact disk read-only memory: CD-ROM)와 같은 비휘발성 저장 장치(21
2)에 저장될 수 있다.

종래기술의 분산 화일 시스템의 동작은 제3도를 참조하여 예시된다. 제3도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306)에 
의해 상호접속된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302) 및 서버 워크스테이션(304)을 도시하고 있다. 특정 화일 
및 디스크 저장 장치(390)상에 상주하는 화일에 관한 정보에 대한 사용자 프로세스(308)의 요구는 후술하
는  바와  같이  처리된다.  클라이언트(302)  및  서버(304)는  모두  사용자  어드레스  공간(user  address 
space)(310, 314) 및 커널 어드레스 공간(kernel address space)(312, 316)으로 분할됨에 유의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과 커널사이의 인터페이스(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즉 API로 지칭됨)는 에스. 알 
클레이만(S.  R.  Kleiman)에  의해  1986년  Summer  Usenix  Conference  학회지에  발표된  Vnodes:  An 

architecture for Multiple File System Types in Sun UNIX  에서 정의된 VFS/vnode API 이다. 물론 다
른 인터페이스도 사용가능하다.

이 VFS/vnode 인터페이스에서는 다수의 가상 화일 시스템(multiple virtual file systems)이 존재할 수 
있다. 분산 화일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 대해서 가상 화일 시스템이 된다.

사용자 프로세스(308)는 저장 장치(390)상의 데이타 화일을 요구한다. 요구(320)는 VFS 인터페이스에 의
해 인터셉트되어 클라이언트 커널 어드레스 공간(312)에 상주하는 분산 화일 시스템 클라이언트(322)에 
전달된다. 분산 화일 시스템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를 통한 서버와의 통신을 관리한다. 요구는 네트워크
(306)를 거쳐서 서버 커널(316)내의 분산 화일 시스템 서버(324)에 메시지(326)형태로 전달된다. 분산 화
일 시스템 서버(324)는, VFS 인터페이스(328)를 사용하여 장치(390)를 포함하는 서버측의 지역 물리적 화
일 시스템(local physical file system)에 액세스함으로써, 저장 장치(390)에 액세스한다. 요구된 데이타
는 획득되어 분산 화일 시스템 서버(324)로부터 분산 화일 시스템 클라이언트(322)로 전달되고(참조 번호
(330)), 분산 화일 시스템 클라이언트(322)은 다시 이 데이타를 사용자 프로세스(308)로 전달한다(참조 
번호(332)).

분산 화일 시스템 클라이언트(322)는 서버로부터 요구된 데이타를 캐쉬하기 위한 데이타 캐쉬(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할 수 있다. 분산 화일 시스템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그 데이타를 요구하기 전에 캐쉬를 
검사하여 유효한 데이타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제4도에 도시되어 있다.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은 사용자 어드레스 공간(402)과 커널 어드레스 공간(404)을 갖는다. 본 발명의 
개선된 캐쉬 관리자(406)는 사용자 어드레스 공간(402)에서 동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커널 어드레스 
공간(404)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

사용자 프로그램(408, 410, 412)은 화일 시스템 요구(414, 416, 418)를 송출한다. 사용자 프로그램 n은 
논리 화일 시스템(logical file system)(402)을 사용하는 것으로 도시되었으며, 이 논리 화일 시스템은 
화일 시스템 요구(420)를 송출한다. 화일 시스템 요구는 VFS/Vnodes 인터페이스에 적합하지만, 본 발명의 
범주내에서 다른 인터페이스가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VFS/Vnode API에 적합하지만, 다른 실시예에
서, 임의의 다른 API에 적합한 논리 화일 시스템이라면 어떠한 논리 화일 시스템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VFS 인터페이스는 화일 시스템 요구를 캐쉬 관리자(406)로 전달한다. 캐쉬 관리자(406)는 클라이언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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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한 분산 화일 시스템에 대한 지역 정보(local information)를 보관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캐쉬 관리자는 서버에 액세스하지 않고 화일 시스템 요구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일 
시스템  요구는  요구된  정보가  캐쉬내에  존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면,  캐쉬  관리자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캐쉬 관리자(406)는 이하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화일 시스템 요구는 캐쉬 관리자(406)에 의해 캐쉬 관리자의 메모리내에 상주하는 데이타로부터 충족되거
나 혹은 지역 물리적 화일 시스템(420)에 액세스하여 충족되거나, 흑은 분산 화일 시스템 액세스(422)를 
사용함으로써 충족된다. 캐쉬 관리자는 신속한 액세스(quick access)를 위해 지역 물리적 화일 시스템내
에 분산 화일의 지역 복제물(local copies)를 보관한다. 분산 화일 시스템 액세스(422)는 전술한 바와 같
이 필요한 커맨드를 분산 화일 시스템 서버(324)에 송출한다. 바람직한 실시예는 화일 전체를 
캐쉬하지만, 본 발명은 화일 전체 캐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캐쉬 관리자(406) 및 분산 화일 시스템 액세스(422)는 운영 체제 및 분산 화일 시스템 액세스 프로토콜로
부터 독립되어 있다.

운영 체제로부터의 독립성은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지원함으로써 달성된다. 지원되고 있는 
인터페이스로는, 화일 시스템 조작을 위한 VFS+/Vnodes 인터페이스와, IBM SOMobjects 지속 프레임워크
(IBM SOMobjects persistence framework)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같은 지속 인터페이스와, 캐쉬 화일용의 
지역 화일 시스템 인터페이스(local file system interface: LSI)와, 각종 분산 화일 시스템 프로토콜과, 
캐쉬 동기 인터페이스와, 로그 재생 인터페이스 등이 있다. 캐쉬 관리자는 어떠한 운영 체제 구문에도 의
존하지 않는다. 화일명은 화일명 구성 요소 분리 문자(file name component separator characters)로부터 
독립되도록  변환되며  예약문자  및  예약어를  일체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경로명  도출(pathname 
resolution)도 또한 운영 체제 구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한 화일 시스템 객체는, 상충하
는 구문 규칙(conflicting syntax rules)을 갖는 두개의 운영체제에 의해 참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캐

쉬 관리자(406)는 IBM OS/2  체제 혹은 IBM AIX  운영 체제로 동작하지만,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 다른 
어떠한 운영 체제와도 동작할 수 있게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캐쉬 관리자는 분산 화일 시스템 프로토콜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분산 화일 시스템 액세스

(422)는  오픈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Open  Software  Foundation: OSF )에  의한  분산  계산 환경

(Distributed Computing Environment: DCE )을 이용하거나 혹은 IBM LAN 서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격 
서버(remote servers)에 액세스할 수 있다. 다른 원격 화일 액세스 프로토콜도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 사
용될  수  있다.  동기  메카니즘  및  로그  재생  메카니즘(synchronization  mechanism  and  log  replay 
mechanism)은 프로토콜 의존 태스크(protocol dependent tasks)를 처리한다.

캐쉬 관리자(406)는 클라이언트 캐쉬(409)를 관리한다. 캐쉬 관리자는 캐쉬(409)와 관련하여, 볼륨 정보
(volume information)(410)와 수정 로그(modification log)(412)를 관리한다.

볼륨 정보(410)는 캐쉬 관리자를 통해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이 액세스할 수 있는 화일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원격 화일 시스템은 볼륨 단위로 클라이언트에 접속된다.

각각의 볼륨에는 볼륨 정보 데이타 베이스내의 볼륨 항목이 제공된다.

따라서, 원격 화일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 유닉스(Unix)형의 화일 시스템으로서 접속되거나 
(예를 들면, 특정 화일 시스템/rfs으로 탑재되거나), 혹은 DCE의 드라이브 문자(예를 들면, 드라이버 G:
＼ )로서 접속된다. 원격 화일 시스템과 그 상태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볼륨 정보 데이타 베이스(410)에 
보관된다. 다수의 원격 화일 시스템이 동시에 단일 클라이언트에 접속될 수 있다.

캐쉬(409)의 구조는 제5도에 보다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캐쉬(409)는 화일 경로명, 화일 시스템 객체 데이타 및 화일 시스템 객체 상태 정보용으로서 단일의 캐쉬
를 유지한다. 이 캐쉬는 지속 히프(persistent heap)에 유지된다. 즉, 이 캐쉬는 주기적으로 비휘발성 저
장 장치에 기록되어 전원 혹은 시스템의 장해시 그 비휘발성 저장 장치로부터 캐쉬를 복원할 수 있다. 단
일 집적 캐쉬, 즉 캐쉬를 하나로 통합하면 전체 캐쉬 메모리 요건이 감소되어, 캐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종래 시스템에서는 3개의 해시 테이블(hash table)을 필요로 함에 반해, 단일의 캐쉬는 단지 하나
의 해시 테이블만을 필요로 한다. 모든 캐쉬 처리는, 각 유형의 캐쉬에 대해 별도의 코드를 두는 종래의 
메카니즘과는 달리, 상이한 유형의 화일 시스템 객체를 저장하는 단일 코드 세트(a single set of code)
로서 구현될 수 있다. 캐쉬 화일 시스템 객체는 전체가 (502)로 도시되어 있다. 이 화일 시스템 객체
(502)는 캐쉬 관리자의 접속시의 조작 혹은 접속 단절시의 조작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 화일 시스템 객
체(502)는 원격 화일 혹은 원격 화일의 지역 캐쉬 복제물에 액세스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타 
구조이다.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이 참조한 각각의 원격 화일 혹은 디렉토리에 대해 화일 시스템 객체 항목이 하
나씩 캐쉬내에 생성된다. 화일 시스템 객체는 VFS+/Vnode 식별자(504) 및 화일 식별자(506)를 포함한다. 
화일 식별자(506)는 볼륨, 서버 및 화일 데이타를 포함한다. VFS +/vnode 식별자는 VFS/Vnodes 표준 내역
(VFS/Vnodes  standard  specification)에  의해  정의된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면  모든 
VFS/Vnode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지원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 데이타 구조에 부가적인 정보를 부가하여 
캐쉬의 기능강화와 접속 단절시의 조작을 지원할 수 있다. 볼륨 항목(508)은 화일이 속하는 볼륨에 관한 
볼륨 정보 데이타 베이스(410)내의 볼륨 항목(545)을 가리키는 포인터이다. 상태 변수(state 
variable)(510) 및 상태 구조(state structure)(512)는 데이타에 관한 캐쉬 상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관되고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C++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객체 지향 환경(object  oriented 
environment)에서 구현되고 있지만, 상태 구조는 객체 클래스(object class)로 정의되고 있다. 특정 운영 
체제 화일(예를 들면, OS/2 또는 AIX)용의 상태 구조는 상태 구조 클래스(status structure class)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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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클래스(subclass)를 생성함으로써 정의된다. 이 서브클래스는 화일 상태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내용에 따라 상태 구조 클래스를 무효화시킨다.

화일 시스템 객체는 캐쉬 일관성 정보(cache coherency information)(514)를 보관하고 있다. 이 정보는 
캐쉬와,  서버  및  서버측의  복제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다.  액세스  제어  리스트(access 

control lists: ACLs)의 리스트(516)는 IEEE POSIX 규격에 따른 화일 시스템 액세스와 수정에 대한 허가
를 정의한다. 다른 플래그 정보는 참조 번호(518)에 보관된다. 볼륨의 탑재 상태는 참조 번호(520)에 보
관되고, 부모 포인터(parent pointer)는 참조 번호(522)에 보관되며, 우선 순위 정보는 참조 번호(524)에 
보관된다. 각 화일 시스템 객체는, 어느 객체를 제거하여 새로운 객체용의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를 판정
할 때 사용되는, 할당된 우선 순위를 갖는다.

화일 시스템 데이타는 화일/디렉토리/기호 링크 포인터(526)를 통해 액세스된다. 이 포인터는 화일 시스
템 객체 유형에 따라 3 개의 상이한 유형의 캐쉬 데이타로의 액세스를 가능케 한다. 데이타 화일용의 화
일 시스템 객체에는 캐쉬 화일(540)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부가되며 이 캐쉬 화일(540)은 지역 화일 시스
템(420)내의 지역 캐쉬 데이타 화일의 복제물을 가리킨다. 디렉토리 포인터는 캐쉬 디렉토리(542)를 가리
킨다. 캐쉬 디렉토리(542)는 적극적인 캐쉬 방안(aggressive caching scheme)에 기초하여 구축된다. 특정 
디렉토리에  관한  디렉토리  정보가  요구될  때마다,  이  디렉토리  및  이들의  모든  직계  자식(immediate 
children)이 복귀된다. 이에 따라 부모 디렉토리 정보 직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식 디렉토리에 관한 
정보가 요구되어질 확률이 높으므로 캐쉬 장해의 횟수가 감소된다. 디렉토리 캐쉬는 경로명 도출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특정의 데이타 화일에 특정의 화일 시스템 경로 요구가 매핑된다. 최종적으로 포
인터(526)는 캐쉬된 기호 링크 정보(symbolic link information)를 가리킬 수 있다. 이 캐쉬된 정보에 의
해 기호 링크가 도출될 수 있다.

참조 번호(528)에는 보조 카운터, 로크 및 핸들에 관한 항목이 제공된다. 참조 번호(532)에는 클린 상태 
표시자(clean status indicator)가 제공된다. 클린 상태 표시자(532)는 접속 단절시의 조작에 있어서 중
요한 요소로서, 조정 상태(reconcilation status)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화일 시스템의 객체명은 데이타 구조(502)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화일 시스템 객체는 상이한 객체명 세트(different object names sets)로부터 충돌없이 참조될 수 있다. 
각각의 화일 시스템 객체는 다수의 부모를 가질 수 있다.  각각의 부모는 상이한 명명 규칙(different 
naming convention), 예를 들면, 객체 관리 그룹(OMG), AIX, OS/2 혹은 그외 다른 운영 체제의 명명 내역
(naming  specfication)를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화일  객체  employee_list는  OS/2로부터는 c:＼
employee_list 로서, AIX로부터는 /usr/employee_list로서 액세스될 수 있다.

캐쉬 관리자(406)는 접속시와 접속 단절시의 조작 모두를 지원한다. 접속시의 조작동안 캐쉬 관리자(40
6)는 캐쉬로부터 화일 시스템 요구를 충족시키지만, 필요하다면 원격 화일 액세스를 통해 화일 시스템 요
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접속 단절시, 캐쉬 관리자는 캐쉬로부터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모든 화일 시스템 
수정에 관한 수정 로그(546)를 관리한다.

본 발명에 따른 캐쉬 관리자의 일실시예가 제6도에 도시된다. 이 실시예는 IBM OS/2 운영 체제에서 사용
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화일 시스템 요구는 도스 호출(doscall) 커맨드(602)로서 시스템으로부터 송출된
다. 모든 화일 시스템 요구는 IFS 화일 시스템(604)에 의해 제공된다. IFS는 논리 화일 시스템의 제기능
을 제공한다. 상이한 유형의 화일 시스템이 탑재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IFS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탑
재된 화일 시스템은 예를 들면,  도스 시스템(DOS  systems)에 공통인 FAT  화일 시스템(606)  혹은 OS/2 
HPFS 화일 시스템(608)을 포함할 수 있다. LAN 환경에서, LAN 요구자(610)는 또 다른 화일 시스템으로서 
존재하며, 화일 액세스는 LAN서버로 전송되어 처리된다. 본 발명에 따른 캐쉬 관리자는 또 다른 유형의 
화일 시스템(612)으로서 탑재될 수 있다. 모든 원격 화일 시스템 액세스는 캐쉬 관리자(612)에 전달된다. 
캐쉬 관리자는 사용자 어드레스 공간에서 캐쉬(614)를 테스트하여 요구된 정보가 캐쉬되었는지를 판정한
다. 만약 요구된 정보가 캐쉬되었다면, 이 정보는 애플리케이션에 제공되며, 필요하다면 지역 화일 시스
템(606 혹은 608)에 보유된 캐쉬된 데이타가 애플리케이션에 제공되거나 수정된다. 화일 시스템 데이타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요구는 LAN 요구자(610)에 전송되어 LAN 서버상에서 필요한 데이타를 액세스한다. 원
격 데이타가 도착하면, 이 데이타는 장래의 참조를 위해 캐쉬내에 배치된다.

화일 기록 커맨드(file write command)의 처리 흐름을 도시하는 흐름도가 제7도에 도시되어 있다. 다른 
화일 시스템 커맨드도 유사하게 구현된다. 흐름은 단계(702)에서 시작하여 단계(704)에서 화일 기록 커맨
드를 송출한다. 캐쉬 관리자는 단계(706)에서 테스트를 행하여 요구된 화일이 캐쉬내에 존재하는 지를 판
정한다.  요구된 화일이 캐쉬내에 존재한다면,  화일의 캐쉬 복제물이 갱신된다(단계(708)).  다음, 단계
(710)에서 캐쉬를 테스트하여 볼륨이 현재 접속되었는지를 판정한다. 접속 상태는 볼륨 정보 데이타 베이
스(410)내에 보관된다. 만약 볼륨이 접속되었다면, 갱신내용이 서버로 전달되고(단계(712)), 처리는 단계
(722)에서 종결된다. 볼륨이 접속되지 않았다면, 갱신내용은 수정 로그에 기록되고(단계(714)),  처리는 
단계(722)에서 종결된다.

요구된 화일이 캐쉬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캐쉬 관리자는 단계(716)에서 테스트를 행하여 요구된 볼륨
이 접속되었는지를 판정한다. 만약, 요구된 볼륨이 접속되었다면, 화일은 원격 화일 시스템으로부터 요구
되어(단계(718)) 캐쉬내에 배치되며, 단계(708)로부터의 처리가 재개된다. 볼륨이 접속되지 않았다면, 단
계(720)에서 장해 신호가 애플리케이션으로 귀환된다.

수정 로그(546)에 수정 내용을 기록하는 처리(단계(714))는 객체를 로그에 기록하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문제 영역(problem domain)은 클라이언트 수정 로그 클래스(client modified log class) 및 로그 기록된 
각종 유형의 트랜잭션에 대응하는 개별 클래스에 의해 표현된다. 각각의 조작 유형에 대해 상이한 객체가 
정의된다. 예를 들면, 화일 기록, 화일 생성, 화일 제거에 대한 객체가 존재할 수 있다. 캐쉬 관리자가 
접속 단절시의 조작모드에서 갱신내용을 로그에 기록하면(단계(714)), 요구된 조작에 대응하는 로그 객체 
유형(예를들면, 화일 기록)이 생성된다. 이 객체를 로그에 입력하기 위해 로그 방법이 호출된다. 이 같은 
로드 방법으로서는 재생을 위해 로그를 압축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다. 특정 객체를 로그에 기록하면 
이전에 로그에 기록한 객체가 제거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화일이 생성되고, 차후에 제거될 때, 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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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객체에 따라 화일 생성 로그 항목과 화일 수정 로그 항목이 제거되며, 화일 제거 항목을 로그에 기
록하지 않은 채 화일 제거 객체가 종료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재접속시 원격 화일 시스템과 캐쉬의 
동기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해지도록 되어 있다. 로그 기록 객체내의 정보 때문에 재생 이전에 로그를 
처리하거나 혹은 압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상 본 발명이 특정한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국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상 및 범주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로 변경 가능함은 물론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분산 화일 시스템에서 제1운영 체제하에서 동작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내의 화일 시스템 캐쉬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에서, 상기 분산 화일 시스템내의 제2운영 체
제하에서 동작하는 원격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화일 시스템 객체에 대한 상기 제1운영 체제로부터
의 운영 체제 요구를 인터셉트하는 단계와, ②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에서, 운영 체제에 의존하
는 구문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기 요구를 변환하는 단계와, ③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에서, 상기 
변환된 요구를 근거로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의 저장 수단내의 캐쉬를 테스트하여 화일 시스템 
객체 데이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와, ④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에서, 상기 변환된 요구
에 근거하여 상기 화일 시스템 객체 데이타가 상기 캐쉬내에 존재한다면, 상기 캐쉬로부터 상기 화일 시
스템 객체 요구를 충족시키는 단계와, ⑤ 상기 분산 화일 시스템으로의 접속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정
하기 위해 테스트를 행하는 단계와, ⑥ 캐쉬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고 접속이 존재한다면, 분산 화일 시스
템 프로토콜에 무관하게 상기 분산 화일 시스템으로의 상기 화일 시스템 객체에 대한 요구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⑦ 상기 요구를 상기 분산 화일 기스템으로 전달하는 단계와, ⑧ 캐쉬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고 
접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기 화일 시스템 객체 요구를 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화일 시스템 캐쉬의 
관리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를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요구된 화일 시스템 객체에 대한 분산 화일 시스템 
프로토콜을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운영 체제에 의존하지 않는 요구를 상기 판정된 분산 화일 시스템 프
로토콜을 따르는 요구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변환된 요구를 상기 분산 화일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화일 시스템 캐쉬의 관리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단계가 상기 분산 화일 시스템으로의 접속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 상기 화일 시스템 객체를 테스트하여 요구 유형을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요구 유형에 대한 요구 
로그 기록 객체(a request logging object)를 활성화시키는 단계와, 상기 화일 시스템 객체 요구를 로그
에 기록하기 위하여 수정 로그 메쏘드(modify log method)를 호출하는 단계와, 상기 요구 유형에 대한 로
그 최적화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상기 화일 시스템 객체 요구를 로그에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화일 
시스템 캐쉬의 관리 방법.

청구항 4 

컴퓨터 화일 시스템에 있어서, ① 저장 수단내의 화일 시스템 객체 데이타를 저장하기 위한 캐쉬 수단과, 
② 상기 캐쉬 수단을 사용하여 화일 시스템 객체에 대한 운영 체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캐쉬 관리 수
단-이 캐쉬 관리 수단은 운영 체제 구문 및 분산 화일 시스템 프로토콜에 독립되어 있으며 클라이언트 컴
퓨터 시스템내에 구현되며, 이 캐쉬 관리 수단은 ⓐ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에서, 상기 분산 화일 
시스템내의 제2운영 체제하에서 동작하는 원격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화일 시스템 객체에 대한 상
기 제1운영 체제로부터의 운영 체제 요구를 인터셉트하기 위한 인터셉트 수단과, ⓑ 상기 클라이언트 컴
퓨터 시스템에서, 운영 체제에 의존하는 구문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기 요구를 변환시키는 변환 수단과, 
ⓒ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에서, 상기 변환된 요구를 근거로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의 저
장 수단내의 캐쉬를 테스트하여 화일 시스템 객체 데이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수단과, 
ⓓ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에서, 상기 변환된 요구에 근거하여 상기 화일 시스템 객체 데이타가 
상기 캐쉬내에 존재한다면, 상기 캐쉬로부터 상기 화일 시스템 객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충족 수단을 
더 포함함-과, ③ 상기 캐쉬 관리 수단을 화일 시스템 객체 서버에 분리 가능하게 접속하기 위한 네트워
크 수단과, ④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화일 시스템 객체 요구를 액세스하기 위한 원격 화일 액세스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화일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캐쉬 수단이 상기 화일 시스템 객체 서버로부터 접속 단절될 때마다 상기 캐쉬 관
리 수단에 의해 처리되는 각각의 운영 체제 요구에 대한 화일 시스템 수정 로그를 저장하기 위한 객체 수
정 로그 기록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화일 시스템.

청구항 6 

화일 시스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 캐쉬 장치에 있어서, ① 다수의 화일 시스템 객체 데이
타 항목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과, ② 상기 다수의 화일 시스템 객체 데이타 항목 각각을 화일 볼륨
에 연결하기 위한 링크 수단과, ③ 상기 다수의 화일 시스템 객체 데이타 항목 각각을, 지역 데이타 저장 
장치내의 임의의 장소, 지역 메모리내의 디렉토리 캐쉬 또는 지역 메모리내의 기호 링크에 연결하기 위한 
제2링크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화일 시스템 객체 데이타 항목은 임의의 화일 시스템 객체명에 무
관하며, 각각이 상이한 명명 구문을 갖는 다수의 부모 화일 시스템 객체에 의해 참조가능한 컴퓨터 시스
템 캐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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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캐쉬가 상기 화일 볼륨으로부터 접속 단절될 때마다 상기 다수의 화일 시스템 객체 
데이타 항목에 의해 참조되는 객체에 대해 행해진 모든 수정 사항을 각각의 화일 볼륨에 로그 기록하기 
위한 로그 기록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캐쉬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화일 시스템 객체 데이타 항목에 대한 운영 체제 요구를 수신하여, 그 요구
를 운영 체제에 의존하지 않는 요구로 변환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캐쉬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캐쉬가 상기 화일 볼륨으로부터 접속 단절될 때, 상기 다수의 화일 시스템 객체 데
이타 항목에 의해 참조되는 객체에 대해 행해진 모든 수정 사항을 각각의 화일 볼륨에 로그 기록하기 위
한 로그 기록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캐쉬 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화일 시스템 객체 데이타 항목에 대한 운영 체제 요구를 수신하여, 그 요구
를 운영 체제에 의존하지 않는 요구로 변환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캐쉬 
장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디렉토리 캐쉬는, 요구된 화일 시스템 데이타 객체에 대한 분석된 디렉토리 항목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과, 상기 요구된 화일 시스템 데이타 객체의 각각의 경로 구성 요소에서 바로 다
음의 계층에 있는 객체에 관한 분석된 디렉토리 항목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
템 캐쉬 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디렉토리 캐쉬는 요구된 화일 시스템 데이타 객체에 대한 분석된 디렉토리 항목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과, 상기 요구된 화일 시스템 데이타 객체의 각각의 경로 구성 요소에서 바로 다
음의 계층에 있는 객체에 관한 분석된 디렉토리 항목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
템 캐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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