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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수의 디스크상에 저장된 스트라이프들로 분할되어 있는 데이타 유닛들중 요청된 데이타 유닛을 
검색하는 방법 및 장치(A disk access method for delivering multimedia and video information on 
ctemand over wide area networks)

요약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서버(호스트 처리기) 로부터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에
게 전달하는 장치 및 방법. 더 특정하자면, 본 발명에서는 사전 처리된 비디오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데
이터 패킷들이 고정된 재생 시간 유닛으로 디스크들에 걸쳐서 스트라이프화되며, 심지어 상기 유닛들이 
가변 길이의 스트라이프를 야기하더라도 고정된 재생시간 유닛으로 스트라이프화된다. 다수의 비디오 또
는 연속적 매체 스트림을 전달하기 위해, 상기 어레이 내에 있는 디스크들은 동시에 액세스되어 임의의 
주어진 순간에 서로 다른 디스크들은 서로 다른 스트림을 위한 비디오 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액세스 
한다. 연속적 매체 화일을 판독하기 위한 디스크로의 액세스는 주기적으로 스케쥴링되며 이 주기는 스트
라이프의 재생 시간과 같다. 각 디스크의 판독 명령은 고정된 재생 시간동안 데이터를 검색하기 때문에, 
만약 하나의 연속적 매체 스트림 요청을 위한 첫번째 판독 명령이 하나의 디스크상에서 재생시간 내에 완
료되도록 스케쥴링될 수 있다면, 후속의 모든 판독 명령들도 다른 스트림의 판독 명령들과 서로 간섭하지 
않음이 보장된다. 데이타는 호스트 시스템에 전달됨 없이 디스크 어레이로부터 직접 통신 네트워크로 전
달된다. 디스크 기억장소는 디스크 공간을 실린더 유닛으로 할당하고 가변 크기의 비디오 스트라이프들을 
팩 포맷으로 저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다수의 디스크상에 저장된 스트라이프들로 분할되어 있는 데이터 유닛들중 요청된 데이터 유닛을 검색하
는 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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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는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이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버들에 액세스하는, 대화
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환경을 보이는 도면.

제2도는 상기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버의 하이 레벨 구조를 도시하며 호스트, 스트림 제어기 및 디스크들
간의 연결을 보이는 도면.

제3도는 스트림 버퍼,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SCSI) 제어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제어 처리
기를 포함하는 스트림 제어기의 하드웨어를 보이는 도면.

제4도는 상기 스트림 제어기의 하이 레벨적 도시, 즉 주요 데이터 구조 및 프로세서들을 보이는 도면.

제5도는 스트림 제어 테이블의 항목들을 자세히 서술하는 도면.

제6도는 스트림 제어 프로그램의 실시간 부분인, 데이터 이동 성분의 흐름도.

제7도는 스케쥴 테이블, SCSI 버스 부하 테이블 및 총 부하 테이블의 개요도.

제8도는 디스크들에 걸쳐 고정된 재생 시간의 스트라이프들로 연속적 매체 화일들을 스트라이프화하는 것
을 보이는 도면이며, 여기서 압축비는 임의의 화일내에서는 일정하지만 화일들간에는 서로 다르다.

제9도는 가변적 비트 속도 압축을 가져서 동일한 화일의 다른 스트라이프 들은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 
연속 매체 화일의 스트라이프화를 보이는 도면.

제10도는 4개의 디스크 어레이에 저장된 연속 매체 화일들 X,Y 및 Z의 예를 보이며, 여기서 X, Z는 고정
된 동일 속도로 압축된 것이고 Y는 그보다 낮은 고정 속도로 압축된 것이다.

제11도는 4개의 연속 매체 스트림과 디스크 사이클에 대한 이들의 관계를 보이는 도면.

제12a도는 제11도에 보인 스트림을 위한 스케쥴 테이블을 보이는 도면.

제12b 도는 1,2 및 3으로 레이블이 붙여진 디스크 사이클 내에서 디스크들을 액세스하는 스케쥴을 보이는 
도면.

제13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갖지 않는 상기 스트림 제어기의 변형을 보이며, 여기서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논리부는 별도로 호스트 버스에 접속되어 이버스를 통해 스트림 버퍼 메모리로부터 사전 패킷화된 
데이터를 수신한다.

제14도는 다중 스트림 제어기 카드를 제어하는 단일 호스트를 가진 멀티미디어 서버를 도시.

제15a 도는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UDP/IP) 및 제록스 네트워킹 시스템의 인터넷 
데이터그램 프로토콜(IDP/XNS)의 헤더와 패킷 페이로드에 붙는 ATM/AAL5 트레일러를 가진 사전 패킷화된 
데이터를 도시.

제15b 도는 다중 프로토콜들을 위한 사전 패킷화를 지원하는 디스크상에 저장된 데이터 스트라이프의 포
맷을 도시하며, 여기서 각 프로토콜은 상기 스트라이프내 데이터 페이로드를 패킷 페이로드로 서로 다르
게 분할.

제16도는 자기 디스크 논문에 사용되는 용어를 설명하는 현대적 자기 디스크(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개
요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 클라이언트                   9 : 서버

20 : 스트림 제어기               60 : 디스크 어레이

65 : SCSI 버스                   220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250 : 스트림 버퍼 메모리         270 : 제어 처리기

271 : 국부 메모리                820 : 스케쥴 테이블

840 : SCSI 버스 부하 테이블      920 : 비디오 스트림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분야]

본 발명은 서버로부터 다수의 요청 클라이언트들에게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본질적으로 멀티미디어/비
디오 데이터인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선행기술의 설명]

기술의 진보는 주거용 및 상업용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것이라고 널리 믿어진다. 고려
중인 주거용 서비스로는 영화, 뉴스, 스포츠, TV 프로그램들에 대한 주문형 비디오, 홈 쇼핑, 대화형 게
임, 대리 여행, 매우 다양한 교육 및 정보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상업용 서비스로는 연상 우편, 컨퍼런스 
기록, 멀티미디어 매뉴얼, 훈련 및 부동산 업계에서 사용되는 집 매매를 위한 비디오 촬영 및 여행업계에
서 휴가를 비디오로 촬영해주는 서비스를 들 수 있다.

VLSI 기술에서의 집적 수준 증가는 압축/압축해제 하드웨어의 등장을 도왔으며 ADSL(비대칭 디지탈 가입
자 루프 :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oop)과 같은 기술을 가능하게 하였다. 상기 두가지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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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으로부터 영상 비디오를 전송하거나 수신하고 지역 전화국에서 교환함으로써 각 사용자에게 자신의 
전용 비디오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 실제적이 될 수 있게 한다. 유사하게, 광섬유 전송 기술에서의 진보 
및 그 비용 하락은 케이블 TV 트렁크 및 피더 시스템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각각의 능동 가
입자에게 압축 디지탈 비디오 수신을 위한 헤드-엔드(head-end)로의 전용 채널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
분하게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증가시킨다.

직접적인 방송 위성 및 기타 새롭게 출현하는 무선 통신 기술도 다수의 최종 사용자 및 서버 사이에 전용 
비디오 채널을 제공한다. 저가의 비디오 압축/압축해제 하드웨어 및 새로나온 강력하지만 비싸지 않은 마
이크로처리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화된 멀티미디어 응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용 컴퓨터 및 셋 톱 박스
(set top box)들 또한 출현하고 있다.

최종 사용자(클라이언트) 시스템 및 네트워크 하부 구조는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반면, 현재 제안된 서버들은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전달, 특히 직접 광대
역망을 통해 정확하게 사용할 시점에 비디오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기에는 실용적이지 못하다.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현재의 서버 선택은 기성(off-the-shelf)의 메인프레임 혹은 워크테이션 기술
에 기초한 병렬/클러스터화된 계산기 시스템이다. 그들의 시스템 구조, 하드웨어 구성, 운영 체제 및 I/O 
부시스템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메인프레임 및 워크스테이션에 기초한 병렬 또는 클러스터화된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처리 집약적인 응용
(processing intensive application)에 최적화되어 있어, 비디오 서버에게는 1차적인 요구사항인 네트워
크 인터페이스와 I/O 장치들간의 데이터 이동에는 거의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RS/6000 워크
스테이션내에 있는 메모리에서 캐쉬로의 대역폭은 400M바이트/초이나 I/O 장치 혹은 네트워크 장치로 부
터 시스템으로의 대역폭은 단지 80M바이트/초이다. 부동 소숫점 유닛은 비디오/멀티미디어 데이터 전달에
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시스템의 비용만 증가시킨다. 캐쉬들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액세
스들에 존재하는 국지성(locality)을 캡쳐하기에는 너무나 작다.

메인프레임 컴퓨터 또는 병렬 컴퓨터에 기초한 서버의 운영 체제는 CPU 이용의 극대화 및 시분할 환경에
서 시스템의 스루풋을 극대화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모든 작업(태스크/프로세스/스레드)들은 모두 묵시
적으로 CPU 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CPU bound) 가정된다. 따라서, I/O 부시스템은 또한 I/O 요청에 의
해 요구되는 데이터를 최대 대역폭 및 최소 지연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다. 실시간 작업의 최종 
기한(deadline)을 맞추기 위한 시스템 자원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원은, 만약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기 실시간 작업들에게 더 높은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이와 반대로, 대형 비디오 서버의 성능은 I/O 대역폭에 의해 제한되며, CPU 와 메모리 및 I/O 장치들과 
같은 시스템 자원들의 관리도 그에 따라서 행해져야만 한다. 태스크들(프로세스 또는 스레드)의 갯수는 
시분할 시스템에서의 태스크들 갯수보다 훨씬 많다. 하나의 비디오 스트림에 각각 대응하는 상기 태스크
들은 중단 없는 비디오 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야 하는 실시간 제
약을 맞출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뒤에 더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각 태스크는 수백 K바이트/초 
내지 수 M바이트/초의 속도로 디스크로부터 데이터가 검색되고 네트워크로 전달됨을 요구한다. 각 멀티미
디어 스트림에 대해, 데이터는 서버내에 대형 버퍼 사용의 필요성을 피하기 위해 규칙적인 구간마다 수십
내지 수백 K바이트 양의 데이터가 검색되어야만 한다. 비디오 데이터는 네트워크상에 규칙적 구간마다 더 
작은 양씩 전달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상기의 서버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자기 디스크들의 어레이상에 표준 운영체제화일로서 저
장된다. 자기 디스크들로부터 상기 데이터는 어떤 처리기의 데이터 메모리로 판독되어,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를 통해 전송되기전에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곳에서 처리된다. 이는 다음의 두가지 이유 때
문에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불필요하게 떨어뜨린다. 첫째로는, 데이
터 메모리를 디스크 어레이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는 I/O 버스(또는 데이터 경로)가 두번 사용
되어야 하므로, 만약 데이터가 디스크 어레이로부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까지 직접 전송될 수 있었다면 
달성할 수 있었을 전송속도를 반감시킨다. 둘째,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CPU의 속도는 디스크 어
레이로부터 네트워크상으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속도를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디스크 어레이 부시스템 자체는 요청된 데이터를 최소 지연으로 최대 대역폭을 가지고 단일
의 I/O 요청에 의해서 검색하도록 보통 최적화된다. 상기 높은 대역폭은 디스크 어레이로부터 데이터를 
대형 블럭으로 읽어들임으로써 달성되며, 이는 만약 매우 많은 수의 멀티미디어 스트림들이 동시에 지원
되어야 할 경우에는 대형 반도체 기억 버퍼를 필요하게 한다. 이것은 또한 서버의 총 비용을 상당히 증가
시킨다. 참고문헌[8]은 디스크 어레이에 기초한 기억 시스템에 있어 현재 기술분야의 상태에 대한 훌륭한 
개관 자료이다. 그러므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현재의 멀티미디어 서버 및 디스크 어레이 부시스템의 구조 
및 하드웨어 구성은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버와는 매우 다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서버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멀티미디어/비디오 데이터를 동시에 전달하는 상기 문제가 대한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해결 방법은 대형 화일을 서버로부터 클라 이언트에게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데 적용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록 클라이언트들이 통상적인 멀티미디어/비디오 클라이언트 보다 훨씬 높
은 속도로 데이터를 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사용도에 대해 예상되는 비용 
구조는 규칙적으로 떨어져 있는 작은 크기의 데이터 양으로 또한 미리 협상된 집합적 대역폭으로 데이터
가 전달될 것이 요구되는데, 이 대역폭은 서버내 I/O 부시스템의 대역폭보다 훨씬 낮다.

범용 컴퓨터를 비디오 서버로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전술한 제한은 그러한 서버의 가격/성능이 비디오 전
달에 최적 이도록 설계된 시스템의 가격/성능보다 훨씬 높게 만든다. 범용 컴퓨터를 비디오 서버로 사용
하는데 존재하는 제한을 다루는데 있어 널리 공인되고 있는 활동은 아직까지는 미미하며, 비디오 서버 응
용들의 디스크 스루풋을 최대화하기 위해 디스크 어레 이상에 데이터의 배치를 최적화시키는것[3,4] 및 
비디오 서버 환경에서 디스크로부터 검색된 데이터를 데이터의 재사용을 최대화하도록 버퍼링하는 정책을 
최적화시키는 것[5,6] 및 비디오 데이터를 위한 화일 시스템을 최적화시키는 것[7]에 제한되어 왔다.

상기와  같은  개선책으로도  현재  비디오  서버  시스템의  가격/성능을  2배  내지  4  배만큼  개선시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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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경제적으로 가능성이 있으려면 수백배의 개선이 요구된다.

스트리밍 RAID(Redundant Array Inexpensive Disks) 시스템[9]은 디스크 어레이 부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 시스템 내에서는 상기 어레이내의 모든 디스크들로부터 데이터를 동시에 액세스함으로써 단일의 I/O 
요청이 만족된다. 만약 각 디스크로 부터 가져온 데이터가 디스크 대역폭의 합리적 활용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면, 요청 전체를 위한 데이터는 대형의 반도체 버퍼를 요구할만큼 매우 크게 된다. 만약 
각 디스크로 부터 가져온 데이터가 충분히 작아서 반환되는 데이터 전체에 대해 합리적인 크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라면 디스크의 대역폭 활용도는 매우 낮을 것이다.

제프리(Jeffries)등에 허여된 미국 특허 제5,313,585호는 시스템 CPU로부터 수신한 각 I/O 요청을 다수의 
원시 동작 (디스크 명령)들로 분할하는 디스크 어레이 제어기를 서술한다. 어레이내의 각 디스크는 자신
만의 디스크 큐를 가지며 상기 어레이 제어기에 의해 발생된 원시 디스크 명령들은 여러 디스크들의 디스
크 큐로 들어간다(enqueued). 그러나 단일의 I/O 요청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원시 디스크 동작들
은 다음 I/O 요청을 위한 원시 디스크 명령들이 대기되어 전에 디스크 큐에 들어간다. 따라서 하나의 I/O 
요청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데이터는 한번에 펫치될 것이며, 다수의 디스크들이 동시에 동작하여 하나의 
I/O 요청에 의해 요구된 데이터를 어느때든 매우 높은 대역폭으로 CPU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I/O 요청은 따라서 서로 순차적으로 다루어진다. 개별적 디스크에 연관된 디스크 제어기 어레이 제어기가 
디스크 큐내에 넣은 명령들의 순서와는 다른 순서로 디스크 큐내의 명령들을 실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순서화(reordering)는 디스크 제어기에 의해 디스크 스루풋를 최대화 하도록 행해지며, 단지 몇몇 디스
크 명령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도 얼마간의 오버랩(over lap)을 가능케 할 것이다. 전술한 기법은 한 I/O 
요청에 의해 지정된 모든 데이터를 시스템 CPU에 가능한 빠리 전달하는 것이 유리한 계산 환경(computing 
environment)에서 잘 동작한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서버 환경에서는, 비디오 화일을 그 데이터가 비디오
에서 재생을 위해 쓰이는 속도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상기 기법은 비디오 재생에 실제로 필요되
기도 전에 비디오 데이터를 보유하기 위해서 CPU내에 커다란 비퍼를 필요로하는 단점을 갖는다.

이스만(Isman)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301,310호에서는, 디스크 어레이내에 저장한 데이터의 최소 
논리 유닛(대부분의 통상적인 디스크 어레이에서는 1바이트이나 상기 발명에서는 64 비트 워드임)이 시스
템내 모든 디스크들에 걸쳐 스트라이프화(striped)된 디스크 어레이 시스템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하나의 워드를 구성하는 비트들이 각 디스크상의 서로 다른 위치에 저장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법 또한 높은 대역폭으로 하나 또는 수개의 I/O요청을 위해 데이터를 가져올 때만 잘 동작하며, 비
디오 서버에 의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다수의 저대역폭 I/O 요청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데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기 발명도 본 발명과는 관련이 없다.

헬포드(Halford)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128,810호는  모든  디스크들이  스핀들에 동기화되었으며
(spindle synchronized), 각 워드의 일부분이 모든 디스크들에 동시에 기록되거나 그로부터 동시에 판독
되는 디스크 어레이를 제시한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대해 상기 어레이는 오직 하나의 I/O 요청만을 
다루도록 강제된다. 상기 발명은 본 발명과 관련이 없는데, 이는 본 발명에서는 디스크들이 스핀들 동기
화되지 않으며 임의의 주어진 시간에 서로 다른 디스크들은 서로 다른 요청을 위한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때문이다.

호틀(Hotle)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218,689호는 명령들이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개별적 디스크 드라이
브 제어기로 직접 전송되는 디스크 어레이를 제시한다. 그러나 시스템의 주요 장점은 전용 어레이 제어기
를 요구하지 않고도 호스트 시스템내에 소프트웨어로 RAID 제어기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잉여 및 스트라이프화 정책(redundancy and striping policies)이 응용의 요구에 따라 호스트 처리기에 
의해 선택될 수 있으며 어레이 제어기 설계에 의해 미리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기 발명은 서로 다른 
연속 매체 스트림마다 하나씩일 수 있는 다수의 I/O 요청들을 다수의 디스크 명령들로 분할하는 것과, 서
로 다른 I/O 요청들을 위해 디스크 명령들을 임의의 주어진 시간에 서로 다른 디스크들로 보내는 스케쥴
에 따라서 상기 디스크 명령들을 개별적인 디스크에 발생하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다.

쉬멘크(Schmenk)등에 허여된 미국 특허 제5,249,279호는 호스트 CPU가 개별 디스크 액세스 명령들로 구성
된 명령 리스트를 어레이 제어기로 보내는 디스크 어레이를 제시한다. 

상기 특허는 서로 다른 연속 매체 스트림마다 하나씩일 수 있는 서로 다른 I/O 요청들을 위해 디스크 명
령들을 임의의 주어진 시간에 서로 다른 디스크들로 보내는 스케쥴에 따라서 상기 디스크 명령들을 개별
적인 디스크에 발행하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다.

칼리슨(Callison)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206,943호는 전송 제어기(transfer controller)로의 다수 
채널들을 통해 연결된 다수의 디스크들로 구성된 디스크 어레이 시스템을 서술한다. 상기 전송 제어기는 
또한 버퍼 메모리, 호스트 시스템의 I/O 버스 및 국부 처리기에도 연결된다. 상기 국부 처리기는 디스크
에서 버퍼로 또한 버퍼에서 호스트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도록 DMA 채널을 프로 그래밍하는 태스
크를 수행한다. 상기 특허 또한 서로 다른 연속 매체 스트림마다 하나씩일 수 있는 서로 다른 I/O 요청들
을 위해 디스크 명령들을 임의의 주어진 시간에 서로 다른 디스크들로 보내는 스케쥴에 따라서 상기 디스
크 명령들을 개별적인 디스크에 발행하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다.

골돈(Gordon)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148,432호는 어레이 제어기내의 마이크로처리기가 디스크 어레
이로부터 버퍼 메모리로 또한 버퍼 메모리로부터 호스트 컴퓨터로 데이터를 이동시키기 위한 DMA 채널을 
형성하는 디스크 어레이 부시스템을 서술한다. 상기 마이크로 처리기 또한 상기 RAID 기능을 소프트웨어
로 구현한다. 상기 특허는 특정한 액세스를 위한 데이터는 한번에는 하나의 디스크로부터 펫치하는 반면 
시스템내에 있는 다른 디스크들은 그와 다른 요청들을 위한 데이타를 액세스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I/O 요
청들을 병렬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서술하지 않는다.

로우(Row)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163,131호는 네트워크 제어기 유닛, 화일 제어기 유닛 및 호스트 
처리기 로부터 IP ＆ NFS 프로토콜 처리, 화일 시스템 서비스, 기억 장치 드라이버 기능들에 대한 부담을 
나눌(off-load) 기억 장치 처리기 유닛들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화일 서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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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특허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I/O 요청은 수신 네트워크 제어기 유닛으로부터 화일 제어기 유닛으
로 또한 화일 제어기 유닛에서 기억 장치 처리기 유닛으로 직접 전송된다. 더 나아가 I/O 요청에 의해 요
구된 모든 데이터는 즉시 클라이언트 에게 전송된다. 상기 특허 또한 본 발명에서 해결한 문제점들을 다
루지 않았으며 본 발명의 가르침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발명의 개요]

전술한 문제점들은 연속적 매체 데이터 전달 부담을 전통적 서버의 호스트 처리기로부터 스트림 제어 부
시스템(Stream Control Subsystem)으로 넘김으로써 해결되는데, 상기 스트림 제어 부시스템은 하나의 범
용 컴퓨터로서  호스트의 부담을 덜거나 호스트를 보조해주기 위해 종래의 전통적 서버에 부가된다.  스
트림 제어 부시스템(이하 "스트림 제어기"로 줄여서 부른다)은 호스트로부터 PLAY, PAUSE, FAST FORWARD 
및 REWIND등과 같이 VCR 명령들에 본질적으로 유사한 비디오 스트림 제어 명령들을 받아들이며, 이에 응
답하여 특정된 비디오 데이터를 특정된 클라이언트에게 알맞는 속도로 전송한다.

상기 스트림 제어기는 하나의 연속 매체 스트림을 위한 하나의 I/O 요청을 디스크에 주기적으로 발행되는 
판독 명령들로 분할하기 위해 실시간 커넬(kernel)을 실행하는 마이크로 처리기에 기초한 부시스템이다. 
상기 마이크로처리기는 또한 디스크들로부터 가져온 데이터상에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실행하며 네트워크
를 통한 비디오 패킷 전송을 스케쥴링한다.

상기 스트림 제어기 부시스템내에서 유지되는 데이터 구조인 스트림 제어 테이블 및 스케쥴 테이블은 모
든 실시간 동작들(최종 기한을 맞추어야하는 동작들)을 조절한다.

비디오 데이터(데이터 유닛)는 스트라이프들로 분할되어 상기 어레이내 모든 디스크들상에 인터리브됨(스
트라이프화)으로써,인기있는 영화를 보유하고 있는 몇몇 디스크들이 병목 현상을 피할 수 있게 한다. 이
와 동시에,상기 스트라이프의 크기는 개별 디스크들로부터 합당한 스루풋을 유지하도록 대략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트랙들 범위내에서 선택된다. 결과적으로,한 스트림으로부터 디스크 어레이로의 판독 명령은 
하나의 디스크(혹은 한 셋트의 디스크들)에 의해 만족될 수 있다.상기 디스크 어레이 전체로부터 높은 스
루풋을 얻기 위해서,다수의 스트림들을 위한 판독 명령들이 병렬적으로 발행된다. 임의의 주어진 순간에
는 각 스트림을 위한 데이터(단일 I/O 요청에 의해서 요구된)가 단일 디스크(혹은 한 셋트의 디스크)로부
터 판독되는 반면에,다른 스트림들을 위한 데이터(다른 I/O 요청들에 대응하는)는 위와 동일한 순간에 다
른 디스크들의 세트로부터 판독되어 높은 데이터 전송율을 유지한다.상기 스트림 제어 테이블은 모든 활
성 스트림(active stream)들에의해 각 디스크를 판독하는 액세스들을 스케쥴링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스트림 제어기는 연속된 매체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전용되는 디스크들의 어레이를 제어하며, 상기 
디스크들로부터 판독한 데이터를 보유하기 위한 스트림 버퍼를 구비한다.

호스트의 부담을 더욱 덜기 위해,상기 디스크로부터 판독된 데이터 상에 행해지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처
리는 상기 스트림 버퍼내에서 수행되며,그리하여 발생된 네트워크 패킷들은 스트림 버퍼들로부터 네트워
크 인터페이스로 직접 전송된다. 따라서 연속적인 매체 데이터는 호스트 메모리로부터 안팎으로 이동되지 
않으므로 호스트 시스템의 I/O 대역폭에 대한 더 향상된 이용도를 가져오며,호스트 CPU로부터 네트워크 
프로토콜 처리의 오버헤드를 제거시켰기에 더 적은 수의 호스트 CPU 사이클을 요구하게 되는데,이 두가지 
효과는 스트림 제어 부시스템이 없을때의 전달 스트림 수보다 훨씬 많은 스트림들을 전달하는 능력을 야
기한다.

추가적인 개선점으로서 전술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프로토콜 처리 전체를 스트림 제어기내에서 수행하는 
대신에,연속적 매체 데이터가 네트워크 패킷의 형식으로 디스크 어레이 상에 저장되어 디스크로부터 가져
온 데이터가 최소한의 부가적 프로토콜 처리로 네트워크상에 전송될 수 있다. 패킷의 헤더/ 트레일러내에
서 사전에 계산이 가능한 모든 필드들이 미리 계산되며, 나머지 필드들은 상기 패킷을 전송하기전에 상기 
스트림 제어기내 마이크로처리기에 의해 계산된다. 이는 포로토콜 처리 오버헤드에 기인한 병목 현상으로
부터 상기 마이크로처리기를 보호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는 상기 데이터 유닛들이 어레이내 모든 디스크들상에 가변 크기의 스트라이프들
로 분할(인터리브)되며,각 스트라이프는 고정된 재생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디스크 기억 장치는 
실린더 유닛으로 할당되며 가변 크기의 스트라이프들은 각 실린더마다 팩 포맷(packed format)으로 저장
된다. 추가적인 링크 필드들로 연속된 판독 명령에 의해 엑세스된 데이터의 일부분(스트라이프)들과 함께 
저장되어,상기 스트림 제어기가 호스트 처리기의 관여 없이도 비디오 스트림의 연속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비디오 데이터를 검색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는데 최적인 저장 포맷이 상기 연속된 매체 데이터를 
디스크상에 저장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이 동작하는 전체적 환경을 보여준다.

상기 도면은 B-ISDN(Broadband-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네트워크(5)에 연결된 다수의 클라
이언트(2)를 도시한다. 클라이언트들은 역시 상기 B-ISDN 네트워크에 연결된 서버(9)상에서 대화형 멀티
미디어를 실행한다. 상기 네트워크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접속(6)과 동일 사업에 속하는 서버들간 접
속(7)을 모두 지원한다.

제2도는 연속적 매체 전달 시스템, 혹은 서버(9)을 하이 레벨로 본 그림이다. 상기 서버(9)는 RS/6000 워
크 스테이션과 같은 범용 컴퓨터로서 호스트 I/O 채널(15)을 통해 연속적 매체 스트림 제어기(20)에 연결
되어 있는 호스트(10)를 포함한다. 상기 스트림 제어기는 다수의 SCSI[10](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
스)버스(65)에  연결되며,각  SCSI  버스는 다수의 디스크들을 연결한다.  250개의  MPEG-1(Motion  Picture 
Expert Group) 디지탈 압축 비디오 스트림들[11]을 지원할 능력이 있는 스트림 제어기는 8개 이상의 디스
크들을 각각 연결하는 고속이고 넓은 SCSI 버스(65)4개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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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문헌[10]은 본 명세서의 참고 자료로 포함된다.

다음에 오는 절(section)에서는 상기 스트림 제어기가 더욱 상세하게 설명된다. 그런 후에 상기 스트림 
제어기로부터 연속적 매체 스트림을 자율적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그 다음 절은 연속적 매
체 데이터를 가변 크기의 스트라이프들로 분할하는 것과,디스크 저장 장치를 실린더 유닛으로 할당하는 
것을 설명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어레이(60)내의 디스크들을 액세스하는 방법이 설명되는데,이 방법에서 
모든 디스크들은 동시에 엑세스되지만 이는 서로 다른 연속적 매체 스트림들에 대해서이며,또한 디스크에 
대한 액세스들을 디스크가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장하는 스케쥴링을 설명한다.

상기 스트림 제어기는 연결부(50)를 통해 B-SIDN 네트워크(5)에 연결된다. 250 MPEG-1 비디오 스트림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기 연결은 하나의 OC-12 연결부(Optical Carrier 수준 12[1])또는 4개의 OC-3 연결부일 
것이다.

제1도에서 점선(6,7)으로 보인 호스트(10)와 네트워크상의 클라이언트(2)들과의 통신 혹은 네트워크상의 
다른 호스트 들과의 통신은 스트림 제어기(20)에 의해 중재된다.

1. 스트림 제어기 부시스템 

스트림 제어기는 많은 수의 연속적 매체 스트림을 디스크 어레이로부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로 동시
에 전달하도록 설계된다. 상기 설계는 많은 수의 저대역폭 I/O 전송들을 다루도록(이는 비디오 서버의 동
작 조건들임)최적화 되는데,이는 전통적인 RAID 시스템내에서 지원되는 하나 또는 수개의 고대역폭 스트
림들이 배치 처리/시분할 환경을 위해 최적화되는 것과 반대이다.

제3도를 참조하면,스트림 제어기의 중심에 스트림 버퍼 메모리(250)가 있는데 이는 반도체 기억 장치로 
구성되며 두개의 버스들 (241,246)에 연결된다. 상기 스트림 버퍼 메모리는 다수의 스트림 버퍼들로 분할
된다. 두개의 스트림 버퍼들이 각 활성 비디오 스트림에 할당된다. 버스(241)는 또한 다수의 SCSI 제어기 
칩(230)[13]들에 연결되며, 각 SCSI 제어기 칩은 다수의 디스크들이 부착된 SCSI 버스(65)를 위한 제어 
신호를 발생한다. 참고 문헌[13]은 본 명세서의 참고 자료로 포함된다.버스(246)는 B-ISDN 연결부(50)를 
다루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논리부(220)에 연결된다. 보통 기성 마이크로 처리기인 실시간 제어 처리기
(270)가 국부 처리기 버스(260)를 통해 국부 메모리 (271)에 연결된다. 상기 스트림 제어기내 호스트 인
터페이스(282)도 또한 상기 국부 처리기 버스(260)에 연결되며 호스트(10)와 국부 메모리(271) 사이 및 
호스트와 스트림 버퍼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허가한다. 타이머(280)및 레지스터(281)의 사용은 뒤에서 설
명된다. 제어 처리기가 상기 SCSI 제어기내의 스트림 버퍼나 제어 레지스터를 엑세스할 필요가 있거나 상
기 SCSI  제어기가 국부 메모리(271)를 엑세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논리부(240)는 버스(260)와 버스
(241)를 연결하기 위해 트랜시버 및 중재 논리부를 포함한다. 이와 비슷하게, 논리부(245)는 상기 제어처
리기로 하여금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논리부(220)의 제어 레지스터 및 기억 장소를 액세스하는 것을 
허가하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논리부가 상기 국부 메모리(271)를 액세스하는 것을 허가한다.

비디오 데이터(데이터 유닛)는 디스크 어레이(60)내의 디스크들 상에 ATM(Asynchrouous Transfer Mode), 
AAL5(ATM Adaptation Layer5) 패킷 또는 SDM(Service Data Unit)의 포맷으로 저장된다[1]. 데이터 유닛들
은 이들 데이터 유닛들에 대한 임의의 I/O 요청이 서머에 의해 처리되기 전에 미리 패킷화 된다.ATM/AALO 
CSL(Convergence SubLayer)전체가 미리 계산가능하며 이는 비디오 데이터가 디스크 어레이(60)상에 적재
될때 미리 계산된다. 중앙 제어기내의 제어 처리기(270)는 스크립트(script)에 의하여 상기 SCSI 제어기
로 하여금 자신에게 접속된 디스크들로부터 스트림 버퍼로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할 것을 지시한다. SCSI 
제어기로의 상기 스크립트는 SCSI 제어기에 연결된 여러 디스크들 각각에 대한 다수의 판독 명령들을 포
함하며, 각 디스크로의 판독 명령은 연속적 매체 스트림으로된 여러 ATM/AAL5 비디오 데이터 패킷을 전송
할 것을 지정한다. 상기 SCSI 스트립트는 제어 처리기(270)에의해 스트림 버퍼 메모리(250)내에 스크립트
를 위해 예약된 특별 영역에 기록된다. 그후 상기 제어 처리기는 상기 SCSI 제어기(230)에게 스트림 버퍼
내에 있는 스크립트의 주소를 부여하는데, 이는 상기 주소를 다른 제어 정보와 함께 상기 SCSI 제어기의 
제어  레지스터에  기록함으로써  달성된다.  대안적으로,  스크립트는  국부  메모리(271)에  저장  될  수도 
있다.각 SCSI 제어기는 판독 명령의 종료를 제어 처리기에 대한 인터럽트 발생을 통해 표시하는데,상기 
인터럽트는 SCSI  제어기에 지정된 레지스터(281)내 대응 플립플롭을 세팅함으로써 
발생시킨다.대안적으로,상기 제어 처리기가 자신에게 발행된 판독 명령의 종료를 발견하기 위해서 SCSI 
제어기(230)의제어 레지스터를 주기적으로 폴링할 수도 있다.상기 스트림 버퍼로부터 ATM/AAL5 패킷들이 
네트워 인터페이스 논리부(220)에 의해 판독되어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논리부에 의해 53바이트의ATM 
셀들로 세그멘트화 되며, 상기 셀들중 어떤 것도 처음 5바이트는 네트워크인터페이스 논리부에 의해 추가
되는  ATM  헤더이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논리부(220)또한  제어  처리기(270)로부터  명령  리스트를 
받는다. 이 명령 리스트내에 있는 각 명령은 B-ISDN 네트워크로 전송되어야할 ATM/AAL5 패킷의 상기 스트
림 버퍼내 주소와, 상기 패킷의 크기와,이 패킷으로부터 생성되는 ATM 셀들에  부가되어야할 5바이트 ATM 
헤더를 지정한다. 제어 처리기에서 SCSI 제어기로의 SCSI 스크립트 전송과 유사하게,상기 명령 리스트도 
제어 처리기에 의해 상기 스트림 버퍼 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20)내의 기억 장소에 기록되며,상기 명
령 리스트의 시작 주소 및 리스트의 크기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논리부(220)의 제어 메모리안에 기록된
다. 

상기 클라이언트들은 비디오 데이터가 클라이언트 들에게서 실제로 재생되는 시기보다 기껏해야 수 프레
임 앞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도록 최소의 버퍼링을 가짐을 가정한다.

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상기 스트림 제어기 부시스템 안에 필요한 반도체 버퍼 기억 장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스트림 제어기는 각 디스크 액세스마다 대개 한 비디오 스트림의 수 프레임 정도의 소
량의 비디오 데이터만을 가져온다. 한번의 액세스에 의해 디스크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의 유닛은 
규칙적으로 떨어져 있는 구간들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더 작은 유닛들로 분할되어 다량의 전송
(bursty transfer)에 의해 네트워크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게 한다.     

2. 스트림 제어기 부시스템의 동작

상기 스트림 제어기(20)내 제어 처리기(270)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하이 레벨적 구성이 제4도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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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다. 

이는 디스크 판독 프로세스(460) 및 네트워크 전송 프로세스(420)의 두가지 실시간 프로세스들로 구성되
며, 이들은 활성화된 연속적 매체 스트림을 위한 데이터 전달을 수행한다. 상기 프로세스들은 이후에 상
세히 설명된다. 데이터가 디스크들로부터 판독되고 조금씩 네트워크로 전달되기 때문에, 디스크로 부터 
데이터를 액세스하는데 있어서의 지연 또는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전송하는데 있어서의 지연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실시간 OS 커넬을 실행하는 전용 마이크로처리기에 기초하는 부시스템이 연속적 
매체 데이터 전달을 관리하는데 선택된다.

디스크 판독 프로세스(460)는 주기적인 프로세스이며 각 주기는 디스크 사이클이라고 불린다. 각 디스크 
사이클에서, 디스크 판독 프로세스는 각 I/O 요청을 위한 판독 명령을 발행하여 상기 I/O 요청에 의해 요
구되는 데이터 유닛의 일부를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각 I/O  요청을 일련의 판독 명령들로 분할한다.

연속적 매체 데이터의 한 스트림에 대하여, 한 판독 명령에 의해서 가져온 데이터는 한 디스크 사이클의 
재생 시간을 갖는다. 각 I/O 요청에 의해 요구된 데이터는 스트라이프들로 분할되며, 다음 절에서 설명되
는 바와 같이  한 판독 명령에 의해 요청된 데이터의 일부분이 데이터 스트라이프 하나를 위한 것이 되는 
방식으로 디스크들에 걸쳐 저장된다. 각 I/O 요청을 위한 디스크 사이클당 하나씩인 판독 명령은 후술되
는 절에 나타낸 바와 같이 특정 디스크에 과부화가 일어나는 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상기 디스크 판독 프
로세스(460)에 의해 동시에 발행된다. 물론 한 I/O 요청에 의해 요구된 데이터 유닛을 완전히 검색하고나
면 상기 요청은 스트림 제어기내에서 삭제되며 그 I/O 요청을 위해서는 더이상 판독 명령들이 발행되지 
않는다.

비 실시간 프로세스(480)는 호스트(10)에게 VCR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호스트의 요청에 응답하여 현
재 생성중인 연속적 매체 스트림에게 스트림 제어기 자원을 할당하거나 완료되는 스트림의 자원들을 해제
시킨다.  제4도에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스트림 제어기에 의해 관리되며 데이터를 호스트로부터 디스크
(60)에게 적재하기 위한 서비스 프로세스들과, 호스트로 하여금 스트림 제어기내의 여러 데이터 구조들을 
검사하고 디스크(60)의 내용을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이 서비스 프로세스들은 본 분야의 당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다양한 방법들로 구현될 수 있다.

제5도에 보인 스트림 제어 테이블(500)은 상기 스트림 제어기의 중심적인 데이터 구조이다. 상기 테이블
은 각 활성화된 연속 매체 스트림을 위한 상태 정보(state)를 유지하고, 디스크를 판독하고 데이터를 네
트워크로 전송하기 위한 실시간 프로세스들을 구동한다.

스트림  제어  테이블(500)은  각  연속적  매체  스트림마다  스트림  제어  블럭이라  불리는  하나의 항목
(entry)(510)을 가진다. 상기 스트림 제어 블럭(510)은 스트림 버퍼 메모리(250)내에 있는 두개의 스트림 
버퍼에 대한 포인터들(511,512)을 가지며, 포인터(511)는 임의의 주어진 시간에 디스크 로부터의 스트림
을 위해 데이터를 수신하는 판독 버퍼에 대한 포인터이고 포인터(512)는 B-ISDN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데
이터를 보유하는 전송 버퍼에 대한 포인터이다.  제5도에 보인 바와 같이, 각 버퍼 포인터는 스트림 버퍼 
메모리(250)내에서 각 버퍼의 시작 위치, 버퍼의 크기, 현재 판독/기록된 위치, 디스크로부터의 전송 종
료를 판독 버퍼에 표시하는 마커 비트(marker bit)를 가리킨다.

스트림 제어 블럭내 두번째 포인터 세트(513, 514)는 스트라이프 포인터라고 불리며, 디스크(실제로는 후
술하는 디스크 캐쉬이다)(60)로부터 판독 버퍼(511)로 판독되어야 할 디스크 블럭들의 집합(혹은 스트라
이프) 및 후속되는 판독 명령에 의해 판독되어야할 블럭들의 집합을 가리킨다. 상기 포인터들(513, 514)
은 디스크 번호, 블럭의 시작 번호, 그 스트림에 대한 다음 판독 명령을 위한 블럭 카운트로 구성된다.

재생 모드 필드(playback mode field)(515)는 스트림이 정상적인 재생 모드인지, 휴지 모드 또는 고속전
진/되감기 모드인지를 표시한다. 클라이언트 정보 필드(516)는 디스크로부터 가져온 데이터상에 네트워크 
프로토콜 처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블럭을 가리킨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정보 필드는 비디오 스
트림의 셀들을 위해 5바이트 ATM 헤더를 포함한다. 필드(517, 518)들은 디스크상에 저장된 데이터가 네트
워크 프로토콜 헤더 및 트레일러들과 함께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제어 메모리(271)안에 저장된 헤더 
및 트레일러 템플릿들의 어레이에 대한 포인터들을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임의적(optional) 필드이다.

이들의 사용에 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위와 비슷하게, 가장 마지막 필드(519) 역시 임의적 필드이며 
스트림 재생의 종료를 위한 정지 조건(stopping condition)을 지정하는데, 이 지정은 재생되어야할 가장 
마지막 블럭을 가리키는 포인터로서 혹은 재생 종료 시간까지 남아 있는 시간으로서 지정된다.

스트림 제어기(20)내 타이머(280)로부터의 인터럽트는 고정된 구간의 네트워크 사이클 및 디스크 사이클
을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모든 타이머 인터럽트는 네트워크 사이클을 시작하며 매 N번째 인터럽트는 추기
적으로 디스크 사이클을 시작한다.

따라서 하나의 디스크 사이클은 N개의 연속된 네트워크 사이클 이다. 상기 두개의 실시간 프로세스들 즉 
디스크 판독 프로세스(460) 및 네트워크 전송 프로세스(420)는 상기 각 사이클들을 시작시키는 타이머 인
터럽트에 의해 개시된다.

상기 디스크 판독 프로세스 및 네트워크 전송 프로세스는 그들의 각 사이클 이내에 종료되어야만 한다. 
이는 호스트에 의해 구현되는 입장 제어 정책(admission control policy)과 함께 스케쥴링 프로그램에 의
해 보장된다. 상기 스케쥴링 프로그램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디스크 어레이
(60)내의 임의의 단일 디스크가 단일 디스크 사이클내에 다룰 수 있는 판독 요청수 이상을 수신하는 것을 
막고 또한 이떠한 특정 SCSI 버스도 임의의 단일 디스크 사이클 동안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
로 병렬적 비디오 스트림들이 시작됨을 보장한다. 상기 입장 제어 프로그램은 제어기의 데이터 경로 한계 
및 제어 처리기의 한계에 기초하여 동시에 활성화된 비디오 스트림의 갯수를 제한한다.

제6도는 스트림 제어기 소프트웨어의 핵심을 보여준다.

디스크 사이클의 처음을 표시하는 타이머 인터럽트가 흐름도의 단계(600)에 보인 바와 같이 디스크 판독 
프로세스(460) 및 네트워크 전송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이 단계(600)는 상기 타이머 인터럽트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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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사이클 및 하나의 네트워크 모두를 시작시킴을 표시하기 위해 인터럽트-D라 레이블을 붙인다.

인터럽트-D를 수신한 이후의 첫 단계는 제5도의 단계(610)에 보인 바와 같이 판독 버퍼(511)와 전송 버퍼
(512)의 역할을 바꾸는 것인데, 이는 판독 버퍼가 이전 디스크 사이클동안 디스크로부터의 데이터 수신을 
끝마치고 이제 네트워크로 전송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전송 버퍼로부터의 
모든 데이터는 그전 전송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전송되므로, 현재 사이클에는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수
신하는 판독 버퍼가 된다. 그러면 뒤에서 자세히 설명될 디스크 판독 프로세스(460) 및 네트워크 전송 프
로세스(420)가 병렬적으로 시작된다. 디스크 사이클을 시작시키지 않는 타이머 인터럽트들은 단지 네트워
크 프로세스(420)만을 시작시키며 상기 흐름도의 단계(700)로 표시된다. 이 단계(700)는 타이머 인터럽트
가 네트워크 프로세스만을 시작시킴을 표시하기 위해 인터럽트-N으로 레이블을 붙인다.

디스크 판독 프로세스(460)는 5개 단계들로 구성된다.

단계(621)에서, 이전 디스크 사이클에 디스크 매체로부터 디스크 캐쉬로 판독된 데이터를 디스크 캐쉬에
서 스트림 버퍼 메모리(250)로 전송하기 위한 명령들이 디스크 사이클 초기에 디스크 에게 발행된다. 단
계(622)에서는 다음 디스크 사이클의 단계(621)에서 필요로 하게될 비디오 데이터를 디스크(자기 매체)로
부터 디스크 캐쉬로 전송하기 위한 추가적인 디스크 명령들을 발행한다. 상기 양 단계(621, 
622)모두에서, 각 활성화된 비디오 스트림마다 하나의 디스크 명령이 발행된다.

단계(623)에서는 단계(621)의 완료 여부를 검사한다. 그후 단계(624)에서는 다음 디스크 사이클의 첫 네
트워크 사이클 동안의 네트워크 전송을 위한 DMA (직접 메모리 액세스 : Direct Memory Access)리스트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디스크  판독  프로세스의  단계(625)에서는  그  다음  디스크  사이클의  단계(621, 
622)들을 위한 SCSI 스크립트 화일들을 생성한다. 참고 문헌[13]은 SCSI 스크립트 화일의 생성 방식을 설
명한다.

네트워크 전송 프로세스(420)는 3개의 단계들로 구성된다. 단계(711)에서는 각 활성화된 비디오 스트림의 
전송 버퍼(512)로부터 네트워크로 몇몇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스트림 제어기내의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 논리부(220)로 DMA 명령들이 발행된다. 디스크 판독 프로세스의 단계(625)에서 계산된 DMA 리스트 혹
은 네트워크 전송 프로세스의 단계(713)에서 계산된 DMA 리스트는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전자는 디스크 사이클의 첫 네트워크 사이클인 네트워크 사이클들을 위해 DMA 리스트를 제공한다. 후자는 
한 디스크 사이클의 첫 네트워크 사이클이 아닌 네트워크 사이클을 위한 DMA 리스트들을 제공한다. 단계
(712)에서는  현재의  네트워크  사이클이  한  디스크  사이클의  마지막  네트워크  사이클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마지막 네트워크 사이클이 아니라면, 단계(713)에 의해 그 다음 네트워크 사이클 동안의 네트
워크 전송을 위한 DMA 리스트들이 생성된다. 만약 현재의 네트워크 사이클이 한 디스크 사이클의 마지막 
네트워크 사이클이라면 네트워크 전송 프로세스에 의해서는 더 이상 행해져야 할 일이 없는데, 이는 현재 
디스크 사이클의 디스크 판독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 다음 네트워크 사이클을 위한 DMA 리스트가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일 판독 명령에 의해서 디스크로부터 판독된 데이터는 단일 디스크 사이클의 재생 시간을 가져야 하는
데,  이는  하나의  디스크  사이클  동안의  각  I/O  요청을위해  정확히  하나의  판독  명령이  발행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의 네트워크 사이클동안 각 활성 스트림을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는 단일 네트워크 사이클의 재생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단일 네트워크 사이클 동안 한 스트림을 위해 전송된 데이터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ATM/AAL5 패킷들을 
포함할 수 있다.

3. 디스크 어레이

본 절에서는 데이터를 가변 크기의 스트라이프들로 분할하고 이 스트라이프들을 디스크 어레이(60)내 디
스크들에 걸쳐서 저장하는 것을 설명한다. 자기 디스크(하드 디스크)에 대한 개요는 본 명세서 후단의 부
록 A에서 주어지며, "실린더" 및 "트랙"과 같은 용어들은 그곳에서 설명된다. 모든 디스크들을 스트라이
프화 하는 것(striing)은 일부 인기영화 때문에 몇개의 디스크들이 과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
된다. 각 스트라이프의 재생 시간을 소정의 상수로 함으로써, 스트라이프들이 가변 크기가 되도록 할 수 
있으며 디스크의 일시적 과부하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회피할 수 있다.

본 명세서는 또한 디스크 기억 장소의 실린더 유닛 할당과, 가변 크기의 스트라이프들은 저장할 때 디스
크 기억 장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스트라이프들을 각 실린더에 팩 포맷(packed format)으
로 저장하는 방법을 서술한다.

(1)디스크 어레이에 걸쳐 연속적 매체 데이터를 스트라이프화하기

고정 속도의 비디오에 대하여는, 디스크들에 결쳐 데이터를 스트라이프화하기 위한 스트라이프 크기(인터
리브 양)는 그 비디오를 재생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비디오 데이터를 소비하는 속도에 의존한다. 디스크
상에 있는 한 데이터 스트라이프는 단일 디스크 사이클의 재생 시간을 가지며, 그러므로 하나의 판독 명
령은 하나의 완전한 데이터 스트라이프를 가져온다. 따라서 서로 다른 재생 속도를 가진 연속적 매체 화
일은 서로 다른 스트라이프 크기들로 디스크들(60)상에 인터리브된 데이터를 가질 것이다. 제8도는 압축
된 비디오인 두개의 화일들(910)을 보여주며 각각 X와 Y로 이름붙여진다.

상기 각 화일은 스트라이프들(혹은 스트라이핑 유닛)(911)로 분할되며, 각 스트라이프는 단일 디스크 사
이클동안 클라이언트 에서 재생될 압축된 비디오를 포함한다. 개별적으로 각 비디오 화일은 압축된 스트
림안에서 고정된 비트 속도를 갖도록 압축되며, 그러므로 화일 X의 모든 스트라이프들은 동일한 크기를 
가지며 화일 Y의 모든 스트라이프들도 동일한 크기를 갖는다. 그러나 화일 Y는 화일 X보다 스트라이프당 
더 많은 비트들을 포함할 것인데, 아마도 이는 화일 Y의 그림 크기(압축되지 않은 각 프레임내의 픽셀 
수)가 화일 X의 그림 크기보다 크거나 혹은 화일 Y가 압축 해제시 더 좋은 화질을 얻기 위해 더 낮은 압
축 비율로 압축되었거나 상기 양자 모두 때문일 것이다. 제8도의 하단부는 4개의 디스크들(61)로 구성된 
디스크 어레이(60)에 걸쳐서 비디오 화일들이 스트라이프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실선으로된 호(arc)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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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x의 데이터를 표시하며 점선으로 된 호는 화일 Y의 데이터를 표시하고, 화일 Y의 스트라이프들은 화일 
X의 스트라이프들보다 크다.

가변 비트 속도의 비디오에 대해서는, 각 스트라이프는 역시 단일 디스크 사이클과 똑같은 고정 재생 시
간을 가지며, 그러므로 동일한 가변 비트 속도 비디오 화일의 서로 다른 스트라이프들은 서로 다른 크기
를 가질 것이다. 상기와 동일한 I/O 요청을 위한 연속된 판독 명령들은 이제 가변 갯수의 데이터 블럭들
을 판독할 수 있으나, 그들은 여전히 전체 스트라이프들의 데이터를 판독한다. 제9a 도는 압축된 비디오 
스트림내의 가변  비트  속도를  만들도록 압축된 비디오 화일(910)을  보여주며 이  화일의 스트라이프들
(911)은 서로 다른 양의 데이터를 가진다. 이들 가변 크기의 스트라이프들을 디스크 어레이(60)의 디스크
들(61)상에 저장할 때, 제9a 도에 보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스트라이프들을 저장하기 위해 디스크상에 
가변 갯수의 블럭들을 사용하거나, 제9b 도에 보인 바와 같이 각 스트라이프를 저장하는 데에 디스크상의 
고정 갯수 블럭들을 요구하기 위해 스트라이프들을 뎃댈 수 (pad)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디오 데이터를 고정된 재생 시간을 갖는 스트라이프들로 분할하는 것은 비디오 데이
터의 구문을 해석(parse)하고 각 프레임의 경계를 찾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된다. 
그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중요 루틴들은 기존의 소프트웨어에 기초한 비디오 디코더에서 입수 할 수 있다. 
이 루틴 들은 MPEG 압축해제를 위한 공공 소프트 웨어에서도 입수할 수 있다.

각 활성화된 비디오 스트림에 의해 액세스될 다음 스트라이프의 위치를 찾는데 있어서 상기 제어 처리기
(270)를 도와주기 위해, 또한 상기 스트라이프가 재생되는 디스크 사이클의 여러 네트워크 사이클들 동안
에 전송되어야할 스트라이프내에서 패킷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12]에서 제안되는 바와 같이 각 스트라이
프의 앞에 스트라이프 헤더가 부가된다.

이 스트라이프 헤더내의 3가지 필드, 집합적으로는 스트라이프 포인터로 알려진 이 3 개 필드는 판독될 
다음 스트라이프를 식별한다. 제1필드는 어레이(60)내에서 상기 스트라이프가 위치하는 디스크(61)의 디
스크 번호이며, 제2필드는 상기 제1필드에서 식별된 디스크내 스트라이프의 시작 블럭 번호이며, 제3필드
는 상기 스트라이프내의 블럭(SCSI 디스크 블럭)갯수이거나 스트라이프내 마지막 블럭의 번호이다. 데이
터는 정수개의 블럭들로 디스크에 저장되고 검색되므로, 고정 재생 시간을 위한 데이터를 포함한 스트라
이프의 크기는 정수개의 블럭일 필요가 없고, 스트라이프의 마지막 블럭에서 스트라이프의 끝을 식별하기 
위해 스트라이프 헤더내에 길이 필드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스트림 제어기내의 제어 처리기(270)가 호스트(10)로부터 연속적 매체 스트림의 재생을 위한 
PLAY 명령을 받으면, 제어 처리기는 스트림이 전달되어야 하는 클라이언트 주소와 함께 스트라이프 포인
터의 시작부 및 재생이될 마지막 스트라이프 포인터 또는 재생될 스트라이프의 갯수만을 단지 요구한다. 
재생될 두번째 스트라이프 및 후속 스트라이프 들에 대한 포인터는 제어 처리기(270)에 의해 검색되는데, 
이는 선행 스트라이프가 재생을 위해 검색될 때 선행 스트라이프의 스트라이프 헤더로부터 검색된다. 따
라서 하나의 비디오 스트림 재생을 위한 호스트 및 스트림 제어기간의 상호 작용은 최소화된다. 디스크 
어레이상에 저장된 모든 스트라이프들은 동일한 재생 시간을 가지므로, 한 스트림을 특정 시구간내에 재
생해야 한다는 요건은 이 시구간을 단일 스트라이프의 재생 시간으로 분할함으로써 특정 갯수의 스트라이
프를 재생해야 한다는 요건으로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2) 디스크 기억 장소 관리

디스크의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일 판독 명령에 의해 디스크로부터 액세스된 데이터 
스트라이프는 대략 하나 혹은 수개의 트랙 정도의 크기를 가져야 하며 이 데이터는 동일한 실린더의 연속
된 블럭들이어야만 한다.

서로 다른 비디오 화일로부터의 스트라이프들은 서로 다른 크기이며 심지어 동일한 비디오 화일의 서로 
다른 스트라이프들 조차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디스크 기억 장소 관리 방법
[2]에 기술된 바와 같이 각 스트라이프마다 디스크 어레이(60)상에 기억 장소를 할당하거나 재요구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다. 만약 각 스트라이프마다 기억 장소가 독립적으로 할당된다면 상기 디스크는 비
디오 화일의 대형 스트라이프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고정된 크기의 스트라이프들로 분할될 것인
데, 이는 비디오 화일의 소형 스트라이프가 디스크상의 대형 고정 크기 스트라이프에 할당될 때 기억 장
소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한다. 대안적으로, 디스크는 서로 다른 크기의 스트라이프 들로 분할될 수 있
으나 이는 복잡한 기억 장소 관리 알고리즘을 요구하며 여전히 기억 장소의 단편화(fragmentation)를 초
래한다.

비디오/연속 매체 서버에 있어서, 연속 매체 화일은 크기가 매우 크다는 사실과 디스크 어레이(60)상의 
기억 장소는 전술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화일 전체에 대해 동시에 할당 되고 재요청될 수 있다는 사실
을 알아냈다. 디스크상의 한 실린더는 대략 750K 바이트이다. 24개 디스크들로 된 스트라이프 그룹내 각 
디스크마다 하나씩인 24개 실린더들은 16M바이트의 기억 장소를 가지는데 이는16M비트/초의 재생 속도로 
32초의 재생 시간을 갖는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다. 전형적인 비디오 화일은 30초보다 훨씬 클 것
이며 스트라이프 그룹내의 각 디스크상에 여러개의 실린더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후술하는 바와 같
이 기억 장소를 실린더 유닛으로 할당함으로써 디스크 기억 장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디스크 기억 장소는 모든 디스크들상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실린더들의 집합을 한 비디오 화일에 할당하
고 비디오 화일들의 스트라이프들을 상기 실린더들에 팩 포맷으로 저장 함으로써 관리된다. 제10도는 4개
의 디스크들(61)로 구성된 디스크 어레이(60)를 보여준다. 디스크상의 기억 장소는 실린더(62)들로 분할
된다. 한 실린더는 디스크상에서 고정된 판독/기록 헤드로부터 또는 디스크 암으로부터 액세스가능한 기
억 장소에 대응되며 대략 500K바이트 내지 1M바이트의 기억 장소를 갖는다. 3가지 영화 X, Y 및 Z가 4개 
디스크들 모두에 걸쳐 스트라이프화되는 것이 보여진다. 각 디스크마다 하나씩 있는 테이블(63)은 상기 
스트라이프화가 행해진 방식을 보여준다. 항목 Xn은 영화 X의 n번째 스트라이프를 표시한다. 테이블(63)
의 열(column)은 실린더를 나타내며 그 안에 저장된 스트라이프들을 보여준다. 처음 두개의 실린더들은 
영화 X의 스트라이프들을 저장하며, 그 다음 두개의 실린더는 영화 Y의 스트아이프들을 저장하며, 영화 Z
의 스트라이프들은 그다음 실린더에 저장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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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영화 Y의 스트라이프들이 영화 X의 스트라이프들 보다 더 크게 즉 더 많은 데이터를 갖는 것으로 보
이지만 영화 X의 스트라이프들은 영화 Y와 똑같은 재생 시간을 갖는다.

따라서 디스크들의 실린더는 영화 X의 스트라이프를 영화 Y의 스트라이프들 보다 더 많이 저장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화 Y의 스트라이프들은 영화 X의 스트라이프들과 동일한 재생 시간을 가짐에도 불구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데, 이는 영화 Y가 더 낮은 압축 비율로 압축되거나 더 큰 그림 크기
를 가지기 때문이다. 제10도에서 한 영화 예를 들면 X의 모든 스트라이프들은 동일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도시되며, 가장 마지막 실린더를 제외하고는 그 영화를 저장하는 각 실린더마다 그 영화의 동일 갯수의 
스트라이프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만약 영화들이 가변 비트 속도로 압축된다면, 한 영화의 서로 다른 스
트라이프들은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질 것이며 한 영화의 서로 다른 갯수의 스트라이프들이 디스크의 다른 
실린더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테이블(63)은 실제로 별도의 각 디스크들에 대해서 유지되지는 않으며, 제10도에서는 단지 어레이(60)의 
디스크들 상에 스트라이프들의 배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시된다. 그 대신에 각 영화마다 영화 배치 테이
블(Movie Placement Table : MPT)이라 불리는 하나의 테이블이 호스트(10)내에 유지된다. 이 테이블은 디
스크 번호와 상기 디스크상에서 각 스트라이프의 위치 혹은 규칙적 구간마다 반복되는 스트라이프 집합의 
위치를 저장한다. 추가적으로, 한 영화의 각 스트라이프는 그 영화의 다음 스트라이프의 위치를 자신의 
스트라이프 헤더에 저장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비디오 데이터는 스트림 제어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디스크들(60)에 
걸쳐 스트라이프화 된다. 바람직한 스트라이프 그룹(한 화일이 스트라이프화되어 있는 디스크들의 그룹)
은 모든 SCSI 버스(65)들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디스크들로 구성되며, 데이터가 스트림 제어기
를 통해 SCSI 버스로부터 네트워크로 이동될 수 있는 최대로 유지되는 대역폭과 동등하게 총계적으로 지
속되는 대역폭을 가진다. 이는 스트라이프 그룹 크기가 하나의 스트라이프 그룹내에 5 또는 9개의 디스크
들을 가진 전형적인 RAID 시스템의 스트라이프 그룹크기보다 훨씬 크게 됨을 초래한다.

대형 스트라이프 그룹들을 갖는 것은 매우 부하가 큰 시스템 내에 새로운 스트림을 시작함에 있어서의 지
연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요청에 의해 액세스중인 스트라이프 그룹상에 나타나는 
과열점(hot spot)때문에 새로운 스트림의 시작을 위한 요청을 거절할 확률을 감소시킨다. 상기 과열점 이
란 한작은 스트라이프 그룹이 그 위에 인기 있는 영화를 보유하고, 상기 작은 스트라이프 그룹내 모든 디
스크들로부터 이용가능한 지속적 대역폭에 의해 지원될 수 있는 최대 갯수의 스트림들 이상으로 많은 스
트림들에 의해 상기 영화가 요청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스트라이프 그룹 크기를 더 초기에 혹은 더 크게 
정의된 바람직한 스트라이프 그룹으로 선택함으로써, 과열점 현상에 기인한 인기 영화에 대한 새로운 요
청 거절이 회피될 수 있다.

만약 연속적 매체 화일들이 평균적인 크기이며 큰 크기 스트라이프 그룹의 모든 디스크들상에서 수개의 
실린더들을 차지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면, 스트라이프 그룹의 크기는 감소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디
스크 기억 장소가 한 실린더 크기 미만의 유닛 그러나 블럭이나 트랙보다는 훨씬 큰 유닛들로 할당될 수 
있다. 스트라이프 그룹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단점은 작은 스트라이프 그룹은 훨씬 쉽게 과부하가 되어, 
그 스트라이프 그룹으로의 새로운 요청들을 막는다는 것이다. 디스크 기억 장소 할당의 유닛을 감소시키
는 단점은 디스크 저장 장소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만약 연속적 매체 화일들의 크기가 진실
로 크다면, 기억 장소 할당의 유닛은 복수개의 실린더들로 선택될 수 있다. 또한 만약 기억 장소가 디스
크상에 저장된 모든 매체 화일들을 위해 동시에 할당되며 이 화일들의 인기도(즉 액세스 빈도)가 선험적
으로(apriori) 알려진다면, 연속되는 실린더들을 각 화일에 지정할 수 있으며, 실린더상에 중심 트랙에 
가장 가까운 실린더를 먼저 지정하면서 중심 트랙(가장 안쪽 트랙과 가장 바깥쪽 트랙의 중간)에서 시작
하여 인기 순서에 따라 화일들을 할당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는 평균 시크 타임(seek time)을 감소시킬 
것이다.

4. 디스크 어레이로의 판독 액세스를 스케쥴링

앞서의 3개 절에서는 스트림 제어기 하드웨어 및 그 동작을 서술하였다. 하나의 스트림을 위한 비디오 데
이터가 디스크 어레이(60)상에 저장되며 그곳에서 호스트(10)를 통하지 않고 접속부(50)를 거쳐서 B-ISDN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방식을 서술하였다. 본 절에서는 제5도 흐름도의 단계(625)에서 디스크 판독 명령들
을 발생시키기 위해 스케쥴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는 낮은 오버헤드를 얻게 하며 어레이
(60)내의 어떤 디스크도 단일 디스크 사이클내에 종료 시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판독 요청을 받지 못
하게 한다.

비디오 화일은 모든 디스크들에 걸쳐 스트라이프화되며 각 스트라이프는 고정된 재생 시간을 가지며 모든 
스트림은 모든 디스크를 동일한 순서로 액세스하기 때문에, 활성화된 연속적 매체 스트림은 한 디스크로
부터 다음 디스크로 동일한 속도로 이동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활성화된 연속적 매체 스트림은 서로
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비디오 데이터가 스트라이프화된 디스크들의 갯수를 N이라 
할 때, 어떤 주어진 순간에 스트림 i가 디스크 X를 액세스하고 있으며 스트림 j는 디스크 y를 액세스하고 
있었다면, 그 다음 디스크 사이클에서 스트림 i는 디스크(X+1) mod N을 액세스할 것이며 스트림 j는 디스
크(Y+1)mod N을 액세스할 것이며 스트림 j는 디스크(Y+K) mod N을 액세스할 것이다. 즉, 스트림 i 와 j는 
항상 X-Y 디스크들 만큼 떨어져 있을 것이다.

제6도내 흐름도의 단계(625)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또한 임의의 디스크 사이클에서 어떠한 디스
크도 과부하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7도에 보인 스케쥴 테이블(820)을 사용한다. 이 테이블은 N개 행과 
M개 열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N은 스트라이프 그룹의 크기(즉 화일들이 스트라이프화된 디스크들의 갯
수)이며, 본 실시예에서는 디스크 어레이 크기와 같다. M은 디스크가 단일 디스크 사이클 안에 완료할 수 
있는 최대 요청수이다. 스케쥴 테이블내의 각 행은 매 디스크 사이클동안 동일한 디스크를 액세스하는 스
트림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디스크 어레이내에 다수의 스트라이프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는 각 스트라이프 
그룹마다 스케쥴 테이블이 존재한다. 테이블(820)내 각 셀(821)은 스트림 식별자(stream,identifier) 혹
은 널 값(unll value)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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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사이클들은 모듈로 N 카운팅 시스템을 사용하여 번호가 붙는다. 이제그 번호들을 레이블(ladel)이
라 칭할 것이다. 상기 스케쥴 테이블의 행 i는 레이블 0인 디스크 사이클동안 디스크 i를 액세스할 스트
림들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레이블(k-i) mod N인 디스크 사이클동안 디스크 K를 액세스할 스트림을 나
타낸다. 디스크 제어기는 상기 스케쥴 테이블 이외에도 스트림 제어기에 연결된 각 SCSI 버스마다 한 항
목씩 항목들(841)을 가진 SCSI 버스 부하 테이블 (840)과 총 부하 카운터(total load counter)(860)을 유
지한다.

SCSI 버스 부하 테이블안에 있는 항목들의 갯수는 스트림 제어기에 연결되어 있는 SCSI 버스들의 갯수와 
같다. SCSI 버스 부하 테이블의 항목 j는 레이블 0인 디스크 사이클동안 SCSI 버스 j에 대한 부하를 표시
한다. 만약 디스크 어레이(60)내 디스크들의 갯수인 N이 SCSI  버스의 갯수인 k에 의해 나누어질 수 있다
며, 상기 부하 테이블(840)내 항목 j는 레이블  k인 디스크 사이클들 동안 SCSI 버스(j+k) mod K에 대한 
부하 또한 표시한다. 총 부하 카운터(860)는 활성화된 연속매체 스트림의 갯수일 뿐이다. 스케쥴 테이블
내에 있는 셀들의 갯수는 스트림 제어기가 허가하는 스트림들의 최대 갯수나 스트림 테이블(500)의 크기
를 훨씬 초과 하는데, 이는 전자(즉 최대 스트림수)가 단지 모든 디스크들이 (이 경우는 N x M )에 의해 
지원될 수 있는 스트림의 최대 수만을 표시할뿐, SCSI 버스의 대역폭 제한이나 스트림 제어기 데이터 경
로 혹은 스트림 제어기의 처리 제한과 같이 허용가능한 비디오 스트림들의 최대 수 혹은 스트림 테이블 
크기를 결정하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11도는 스트림 제어기(20)로부터 재생되는 4개의 비디오 스트림(920)을 보여준다. 비디오 스트림(S2)와 
(S4)는 서로 다른 시간에 시작된 동일한 영화 Y이며 스트림(S1)과 (S3)는 각각 영화 X와 Z이다. 제11도의 
상부는 디스크 사이클들로 분할된, 시간의 진행도를 보여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만약 N개의 연속된 네
트워크 사이클(앞을 참조하라)들이 하나의 디스크 사이클을 구성한다면, 제11도에 보인 바와 같이 타이머
(280)로부터의 모든 N번째 인터럽트(285)는 하나의 디스크 사이클을 시작한다. 디스크 어레이는 0 내지 3
으로 번호가 매겨진 4개 디스크들을 구비함을 가정하므로, 디스크 사이클들은 매 4사이클마다 반복하여 0 
내지 3으로 레이블이 붙는다. 영화의 스트라이프들도 1부터 시작하여 번호가 매겨지며, 또한 제11도는 각 
디스크 사이클 동안 재생되는 각 스트림의 스트라이프 수를 보여준다. 각 영화의 스트라이프 i는 디스크
(i-1) mod 4에 저장된다.

제11도의 4개 스트림들을 위한 스케쥴 테이블이 제12a 도에 보여진다. 만약 한 스트림이 레이블 s의 디스
크 사이클동안 재생되기 시작한다면 즉 그 영화의 스트라이프 1을 레이블 s인 사이클동안 디스크 0으로부
터 가져오게 되면, 상기 스트림은 레이블 s인 사이클 동안은 항상 디스크 0을 액세스할 것이며 레이블 0
인 사이클 동안은 항 디스크(4-s) mod 4를 액세스할 것이다. 따라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기 스케쥴 테
이블의 (4-s ) mod 4행에 빈 셀이 존재한다면 사이클 s동안 I/O 요청(한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이 시작될 
수 있어, 상기 빈 셀에 스트림 식별자를 기록하면 비디오 스트림의 재생이 시작된다. 스케쥴 테이블의 
(4-s)행내에서 빈셀을 발견함으로써, 레이블 s인 사이클들 동안 판독 명령을 종료 하는데 있어 디스크 0
이 부가적인 대역폭을 가지고 있음을 판별한다. 이는 또한 레이블이 (s+1) mod 4인 모든 사이클 들에서 
하나의 판독 명령을 종료하는데 있어 디스크 1이 부가적인 대역폭을 가질 것이라는 점과, 일반적으로는 
레이블이(s+i) mod 4인 모든 사이클들에서 하나의 판독 명령을 종료 하는데 있어 디스크 i(0≤i＜4)가 부
가적인 대역폭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자동적으로 판별한다. 더 나아가 한 I/O 요청(스트림)의 스트림 색
별자를 상기 빈 셀에 기록함으로써, 상기 스트림 식별자 가록후에 만나는 레이블(4∼S)인 첫 사이클동안 
디스크 0으로서의 상기 I/O요청에 대한 첫 판독 명령을 발행한다. 최초의 판독 명령은 디스크 0으로 발행
되는데, 이는 다음 디스크 블럭 포인터(514)의 초기 셋팅이 스트라이프 1을 위한 것이어서 디스크 0을 가
리키기 때문이다.

만약 스트림이 한 영화의 스트라이프 1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이클 s동안 임의의 스트라이프 b에서 시작
한다면, 레이블 s인 사이클에서 디스크(b-1)  mod  4가 액세스되며 레이블 0인 사이클에서는 디스크((4-
s)+(b-1)) mod 4가 액세스될 것이고, 스케쥴 테이블의 해당 행에 하나의 항목이 만들어져야 한다. 제11도
에서 점선으로된 상자는 레이블 0인 디스크 사이클에서 동시에 액세스되는 4개 스트림의 스트라이프들을 
보인다. 제12a 도에서 상기 스트림이 입력되는 스케쥴 테이블 행은 상자(810)에서 상기 스트림의 스트라
이프에 의해 액세스되는 디스크와 동일함을 쉽게 볼 수 있다.

제12a도의 스케쥴 테이블은 레이블 0인 사이클동안 각 디스크를 액세스하는 스트림들의 리스트를 스트림 
제어기에게 제공한다. 레이블 ℓ인 사이클동안 디스크 d 를 액세스하는 스트림들은 레이블 0인 사이클동
안 디스크(d-ℓ)mod 4를 액세스하는 스트림과 동일하다. 제12b도의 테이블들(821, 822 및 823)은 레이블 
1, 2 및 3인 사이클동안 각 디스크를 액세스하는 스트림들을 보여준다. 그러나 테이블들 (821,822,823)은 
스트림 제어기에서는 유지될 필요가 없는데, 이는 상기 테이블이 테이블(820)을 행 방향으로 사이클 쉬프
트(row wise cycle shift)한 것이기 때문이다.

5.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버의 동작

클라이언트(2)가 비디오 스트림(예를 들면 영화)의 수신을 원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9)의 호스트(10)에
게 그 영화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보낸다. 만약 그 요청된 영화가 상기 서버내에 사전 패킷화된 형
식으로 스트림 제어기(20)의 디스크들(60)상에 저장된다면, 호스트(10)는 I/O 요청(PLAY 명령이라고도 한
다)을 스트림 제어기(20)로 보낸다.

스트림 제어기는 PLAY 명령에 응답하여 스트림 식별자를 스트림 제어 테이블 안에 넣음으로써 스트림을 
재생하기 시작한다. PLAY 명령을 발행하기 전에, 스트림 버퍼 메모리(250)안에 있는 판독 버퍼 및 전송 
버퍼들을 할당하고 새로운 스트림을 위한  스트림  제어  블럭(510)을  셋업시키기 위해서 호스트에 의해 
CREATE_STREAM 명령이 스트림 제어기로 발생되어야 한다. 이 CREATE_STREAM 명령이 처리된 후에는, 스트
림 제어기가 스트림 식별자를 호스트에게 반환하며 호스트는 상기 스트림을 위해 스트림 제어기에 보내지
는 모든 후속 명령들에 이 식별자를 사용한다. 스트림 식별자는 또한 스트림 제어 테이블(500)안에서 상
기 스트림을 위한 항목을 인덱싱한다.

스트림 제어기에 의해 지원되는 다른 명령들로는 PAUSE 및 CREATE_STREAM이 있는데, 전자는 명령안에서 
식별된 스트림에게 할당된 스트림 제어기의 자원들을 포기하지 않지만 후자는 포기한다. 지금껏 언급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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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VCR 인터페이스 명령들에 부가하여, READ 명령 및 WRITE 명령은 호스트로 하여금 디스크 어레이(6
0)상에 데이터를 적재하고 그 완전성(integrity)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판독할 수 있게 한다.

 PLAY 명령의 3가지 주요 파라메터는 상기 스트림 식별자, 스트림 제어 테이블 항목들(513,514)을 초기화
하기 위한 디스크 블럭 포인터의 초기값, 재생될 최후의 디스크 블럭에 대한 포인터 또는 재생의 완료까
지 남아 있는 디스크 사이클들의 갯수로서 지정되는 정지 조건이다. 스트림 제어 블럭(510)내 항목들은 
상기 스트림을 위한 DELETE_STREAM 명령에 의해서는 완성되지 않지만 이 파라메터들이 상기 항목을 완성
시킨다. 스트림을 재생하는 중에 정지 조건을 만나면, 스트림 제어기가 이 종료를 호스트에게 알리며 호
스트는 CREATE_STREAM 명령을 사용하여 상기 스트림 삭제하거나 상기 스트림의 추가적 부분을 재생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지 조건을 가진 새로운 재생 명령을 발행한다.

스트림 재생을 위해 호스트가 스트림 제어기로 PLAY  명령을 발행하면, 스트림 제어기는 스케쥴 테이블
(820)에서 빈 셀을 갖고 있는 행(821)을 조사한다. 이 조사는 각 행에서 차지될 수 있는 셀들의 갯수를 
균등화시키는 작업 및 스트림의 재생 시작에 있어서의 지연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에 맞추어질 수 있다. 만
약 한 스트림에 의해 판독된 첫번째 디스크 블럭이 디스크 d상에 있으며 이 스트림에 대한 요청이 레이블 
c인 사이클동안 스케쥴 테이블(820)의 행 r에 할당 된다면, 상기 스트림의 재생 시작에 있어서의 지연은 
N을 디스크 갯수라 할 때(d-r-c) mod N임을 주목하자. 상기 스트림은 레이블이 0인 사이클동안 디스크 r
을 액세스하고 레이블이 (d-r) mod N인 사이클동안 디스크 d를 액세스한다. 따라서 레이블 c인 사이클로
부터의 지연은 (d-r-c) mod N이다.

재생 명령의 처리는 단일 디스크 사이클내에 완료됨을 가정할 것이다. 그러나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라면, 
상기 PLAY 명령을 포함한 모든 호스트 명령들을 구현하는 루틴들이, 만약 새로운 디스크 사이클을 시작하
는 타이머 인터럽트에 의해 상기 명령들이 서스펜드(suspend)된다면 다음 혹은 후속 디스크 사이클동안 
올바르게 완료될 것임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또다른 실시예들]

이상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라면 본 발명이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여러가지 변형으로도 실시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어 처리기(270), 국부 메모리(271) 및 호스트 인터페이스(28
2)는 공유 버스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다른 응용 환경에 적합할 
수 있는, 상기 실시예의 몇몇 대안적 실시예들을 서술한다.

[다수의 디스크들을 액세스하는 판독 명령을 보유]

전술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하나의 판독 명령이 단일 디스크상에 저장된 데이터의 스트라
이프를 액세스 하며 단일 디스크 사이클의 재생 기간을 갖는다. 만약 매우 낮은 대역폭의 디스크들이 사
용된다면 혹은 데이터가 매우 높은 속도로 연속적 매체 스트림들에 의해 검색된다면, 어떤 디스크는 단일 
디스크 사이클내에 완전한 데이터 스트라이프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대역폭을 갖지 못할 수도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술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각 디스크를, 대역폭 요건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다수의 
디스크들을 구비한 RAID 시스템[8]으로 대체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하나의 판독 명령에 의해 액세스되
는 데이터 스트라이프는 RAID 시스템 제어기에 의해 내부적으로 더욱 세분되며 상기 RAID 시스템 내에 있
는 디스크들의 집합에 걸쳐 스트라이프화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RAID 제어기 기능을 제어 처리기(270)내
에 병합함으로써 최적화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의 디스크들은 각각이 물리적 디스크들의 집합인 논리적 디스크들로 볼 
수 있다.

판독 명령은 하나의 논리적 디스크로부터 단일 디스크 사이클의 재생 시간을 갖는 데이터 스트라이프를 
액세스한다. 상기 논리적 디스크와 연관된 데이터의 스트라이프는 더 작은 스트라이프들로 세분되며 그 
논리적 디스크의 물리적 디스크들에 걸쳐 저장된다. 제어 처리기는 논리적 디스크에게 발행된 판독 명령
을 그 논리적 디스크의 물리적 디스크들을 위한 디스크 명령들로 분할하여, 물리적 디스크들로부터 가져
온 데이터가 상기 판독 명령에 의해 논리적 디스크로부터 요청된 스트라이프로 모이게 한다.

[디스크 액세스 기능 및 네트워크 전송 기능의 분리]

상기 실시예의 스트림 제어기(20)는 스트림 버퍼 메모리로부터 호스트 처리기 I/O 버스(15)를 통하여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스트림 제어기(20)의 이러한 구현은 호스트 
버스(15)로의 인터페이스(221) 및 수정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22)와 함께 제13도에 보여진다. 상기 구
성의 장점은 이제서버를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시킬 때 스트림 제어기(21)를 교체할 필요없이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 카드(222)가 교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호스트에 연결된 다수의 스트림 제어기]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호스트(10)에 단지 하나의 스트림 제어기(20)만을 연결했다. 전술한 바와 같
이, 비디오 스트림의 전달에 있어서 호스트의 관여는 최소한이며, 클라이언트가 긴 스트림을 요구한 경우
에 특히 그러하다.

그러므로  괜찮은  성능(reasonable  performance)을  가진  호스트  라면  상당히이용을  못하는 것이된다
(significantly under utilized).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라면 호스트(10)가 제14도에 보인 바와 같이 호스
트의  I/O  버스(15)를  통해  다수의  스트림  제어기(20)들에  연결될  수  있음을  쉽게  알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각 스트림 제어기는 자신의 독립적인 디스크 어레이(60)에 연결되며 연속적 매체 화일의 스트라이
프화 동일한 제어기에 연결된 디스크들로 한정된다. 클라이언트가 비디오 스트림을 요청하면, 그 스트림
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데 단지 하나의 스트림 제어기만이 관여한다. 하나의 화일은 동일한 스트림 
제어기를 갖는 디스크들상에 저장될 수 있는 반면, 동일한 화일의 다중 사본들(multiple copies)은 다른 
스트림 제어기의 디스크 어레이상에 저장될 수 있으며, 이때 각 사본은 그 전체가 하나의 디스크에 저장

25-12

1019950047262



된다.

[상태 기계를 이용하여 국부 처리기의 계산 부담 덜기]

스트림 제어기(20)에 의해 동시에 지원될 수 있는 스트림들의 갯수는 두가지 한계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첫째는, 디스크로부터 버스들(241, 246, 50), 스트림 버퍼 메모리(250)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20)를 
거쳐 네트워크로의 대역폭이다. 두번째는, 디스크 판독 및 네트워크 전송 요청을 계산하고 모든 스트림을 
위해 사전 패킷화된 데이터내 프로토콜 정보를 완성하기 위한 제어 처리기(270)의 능력이다. 많은 수의 
병렬 스트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스트림 제어기를 설계하는 경우, 디스크로부터 네트워크로의 고대역폭 
데이터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기는 하지만, 디스크 판독 및 네트워크 전송 요청과 모든 스
트림들을 위한 프로토콜 정보를 할당된 시간내에 계산할 수 있는 적절한 제어 처리기(270)(값싼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라면 전술한 계산이 본질상 매우 간단
한 것들이며 제어 처리기로부터 전용 상태 기계(dedicated state machine)로 부담이 넘겨질 수 있음을 알 
것이다. 사전 패킷화된 데이터내에 프로토콜 정보를 완성하기 위한 상기 상태 기계는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220)의 일부분일 수 있다.

[디스크 고장 처리]

디스크의 고장율은 지난 10년간 매우 하락하였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내 디스크 어레이(60)는 본질적
으로 문서 보관을 위한 장소(archival storage)로 여겨 지지 않으며, 사전 패킷화된 데이터를 위한 임시
적 기억 장소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상기 실시예에서 디스크 고장으로부터의 복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기술분야
의 당업자라면 RAID 시스템내에서 하나 또는 둘의 디스크 고장으로부터 회복하는 주지의 기술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수개 데이터 디스크들마다 패리티 디스크(parity disk)가 부가될 수 있으며, 패리티
는 패리티 그룹내 모든 디스크들을 위해 블럭 유닛(block by block basis)으로 계산된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지원]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ATM 네트워크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데이터를 디스크상에 ATM/AAL5 패킷들로 
저장할 것을 선택했다. ATM/AAL5 패킷들은 페이로드(payload) 및 8바이트 트레일러를 포함하나 패킷 헤더
는 포함하지 않는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다른 네트워크 및 네트워킹 프로토콜이 대신 사용될 수 
있으며, 데이터는 현재 사용중인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따라서 헤더 및 트레일러를 갖는 패킷들로서 디스
크상에  저장됨을  알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네트워크(5)가  인터넷이라면  ATM/AAL5  패킷을  대신에 
UDP(User Datagram Protocol : 사용자 데이터 그램 프로토콜)[14] 패킷들을 저장할 수 있다.

ATM/AAL5 패킷은 헤더가 없으며, 트레일러의 모든 필드는 화일로부터의 데이터가 ATM/AAL5 패킷 페이로드
로 세그먼트화 될때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완전히 사전 계산된 패킷들(fully precomputed packets)이 
디스크들상에 저장된다.

그러나 다른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패킷이 디스크상에 저장될때 패킷 헤더의 모든 필드들의 계산은 불가
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DP 패킷들을 디스크상에 저장할 때 목적지 포트(Destination Port)필드는 알
지 못한다(클라이언트로부터의 다수 응용들이 서로 다른 UDP 포트들상에서 동시에 스트림들을 액세스할 
수 있거나 동일한 응용이 다수의 스트림들을 액세스할 수 있음을 가정하면). 한편 길이 필드는 계산가능
하다. 체크섬 필드(checksum  field)는 계산할 수 없는데, 이는 UDP  에서는 체크섬이 데이터 페이로드, 
UDP 헤더 및 IP(Internet Protocol) 의사 헤더에 걸쳐서 계산되기 때문이다. UDP 헤더의 소스 포트 필드
는 더 높은 계층(layer)의 구현에 따라 알 수 있고 모를 수도 있다.

UDP 헤더내에서 체크섬을 계산하려면 의사 헤더(pseudo header)내에 있는 목적지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데이터가 디스크상에 저장되는 시점에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체크섬 필드는 데이터 페이로드 및 
UDP 헤더와 IP 의사 헤더의 이미 알려진 필들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계산될 수 있고 이 부분적인 결과는 
패킷들과 함께 디스크상에 저장될 수 있으며, 패킷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때에 디스크에 저장된 UDP 
헤더 및 의사 헤더내 빠진 필드들을 알면 체크섬 계산이 완료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체크섬을 계산하는 
장점은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때에 헤더를 계산하는 오버헤드가 대단히 감소되며 이 오버헤
드는 동일한 데이터가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전송되어도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프로토콜 헤더 또는 트레일러는 디스크상에 패킷을 저장하는 시점에 사전 
계산가능한 몇몇 필드와, 부분적으로 계산가능한 몇몇 필드와, 몇몇은 계산할 수 없는 필드들을 가질 것
이다. 본 명세서에서는 사전 가능한 필드 집합, 대응되는 필드에 저장하거나 패킷에 덧붙여진 부분적 결
과 및 지정되지 않는 계산불능 필드들을 가진 헤더/트레일러들을 저장한다. 이하 이 패킷들을 부분적으로 
사전 계산된 패킷(partially precomputed packet)이라 칭할 것이다. 완전히 사전 계산된 패킷 또는 부분
적으로 사전 계산된 패킷들로서 저장된 패킷들로 저장된 데이터는 사전 패킷화된 (pre-packetized) 데이
터라 불린다. 디스크상에 저장된 데이터가 부분적으로 계산된 패킷들로 구성된 경우, 제어 처리기(270)는 
데이터가 스트림 버퍼로 판독된 후 네트워크로 전송되기 전에, 빠진 필드들을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계산
된 필드들의 계산을 완료하여 완성된 패킷(네트워크 패킷)을 형성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만약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20)가  내장형 제어기(embedded  controller)와  같은  충분한 지능을 가진다면,  제어 처리기
(270)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20)에 의해 발행된 명령 리스트의 각 명령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논리부
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상기 명령에 의해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패킷들의 헤더/트레일
러를 완성할 수 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다수의 계층을 갖는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스트림 제어기는 ATM 계층 및 ATM 적
응층(ATM/AAL5)의 헤더 및 트레일러를 공급하는 책임을 맡는다. ATM 계층을 위한 헤더는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220)에서 진행중에 형성되는 반면, ATM/AAL5를 위한 트레일러는 디스크에 패킷 페이로드와 함께 저
장된다. 사실 몇몇 프로토콜들은 더욱 많은 계층을 가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디스크 어레이(60)상에 연
속적 매체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이 여러 계층들의 헤더 및 트레일러들을 사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용자 데이터의 각 페이로드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서로 다른 계층에 대응하여 데이터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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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은(prefixed)  다수의  헤더와,  그와  유사하게(데이터의)  끝에  연결된  다수의  트레일러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인터넷 프로토콜 세트(IP suite)가 사용된다면[14] 페이로드, UDP 헤더 및 IP 헤
더를 포함하는 패킷들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는 양 헤더에 있는 몇몇 필드들이 사전계산 가능하기 때문이
다. UDP 헤더에서는 길이 필드가 사전 계산 가능하고 체크섬은 부분적으로 사전 계산가능한 반면, IP 헤
더에서는 소스 주소, 프로토콜, 생존 기간, 일련 번호등이 사전 계산가능하다.

IP 및 UDP는 트레일러가 없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각 계층에서 각 계층의 성능을 독립적으로 최적화 시키기 위해 패킷(프로토콜 데이
터 유닛) 들은 상당히 다른 크기를 가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계층의 부분적으로 사전 계산된 혹
은 완전히 사전계산된 헤더 및 트레일러를 연결(concatenate)하여 프로토콜의 상위계층의 패킷들을 우선 
형성할 것이다. 그러면 이 상위 계층의 패킷은 프로토콜의 그 보다 낮은 계층이 작은 페이로드를 원하는 
경우 그 계층을 위해 여러개의 더 작은 페이로드들로 단편화되며 이 계층의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사전
계산된 헤더 및 트레일러는 그보다 높은 계층으로부터 수신된 페이로드로 연결된다. 이러한 단계는 여러 
프로토콜 계층들에 걸쳐 반복된다. 만약 프로토콜의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보다 더 큰 페이로드를 받아들
인다면, 하위 계층에 전달되기 전에 상위 계층에 의해 만들어진 사전 패킷화된 pou 들을 단편화시키는 대
신에, 그러한 PDU들을 여러개 결합하여 상기 하위 계층을 위한 더 큰 페이로드(SDU)를 형성할 것이다.

만약 같은 I/O 요청의 모든 패킷들에 대하여 네트워크 패킷의 헤더 및 트레일러 필드들이 본질적으로 동
일하거나 이 필드들이 제어 처리기에 의해 매우 적은 수의 명령을 사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면, 패킷 페이
로드와 함께 헤더 및 트레일러를 저장하는 것은 필수적이 아니다. 헤더/트레일러 템플릿(template)의 어
레이는 각 I/O 요청마다 스트림 제어기의 국부 메모리(271)내에서 유지될 수 있으며, 상기 어레이내 템플
릿의 갯수는 각 네트워크 사이클 동안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패킷들의 갯수와 동일하다. 제어처리기
는 어레이의 템플릿들내 필드를 계산하며, 이는 그 어레이에 대응하는 I/O 요청의 패킷들간에 서로 다르
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20)는 스트림 버퍼 메모리(250)로부터 패킷의 페이로드를 판독할 것과, 연쇄 
DMA 전송(chained DMA trausfer)을 이용하여 국부 메모리(271)로부터 패킷의 헤더/트레일러를 판독하도록 
지시된다.

[다수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한 지원]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2)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동일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
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몇몇 클라이언트들은 데이터를 ATM/AAL5 패킷들을 요청하는 반면 다른 클라
이언트들은 그와 동일한 데이터를 다른 ATM 적응층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고, 또한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동일한 데이터를 UDP 데이터그램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다루는 한가지 방법은 제15a도에 보
인 바와 같이 각 패킷 페이로드에 다수의 헤더/트레일러들을 덧붙이는 것이며, 여기서 사전 패킷화된 데
이터의 각 패킷(1010)은  페이로드(1011),ATM/AAL5  트레일러 (1014),  UDP  헤더 (1013)  및  IDP(Internet 
Datagram Protocol) 헤더(1012)(IDP는 XNS(Xerox Networking System) 구조의 네트워크 계층이다)를 갖는
다[14]. 패킷은 자신과 함께 저장된 모든 헤더/트레일러들과 함께 디스크로부터 스트림 버퍼로 판독된다.

만약 서로 다른 패킷 페이로드들을 가지고 저장된 동일한 프로토콜의 모든 헤더/트레일러가 동일한 크기
를 가지며 동일한 순서로 페이로드에 부착(append)되면, 제어 처리기는 단지 간단한 산술 연산만으로도 
요청된 프로토콜에 따른 헤어 및 트레일러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만약 선택된 프로토콜의 헤더/트레일
러가 부분적으로 사전계산된다면, 계산되지 않은 필드 또는 부분적으로 계산된 필드는 스트림 버퍼내 제
어 처리기에 의해(혹은 전술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의해) 채워질 수 있다. 그러면 상기 처
리기는 연쇄 DMA 전송 요청을 발행하여, 클라이언트에 의해 요청된 프로토콜의 헤더/트레일러를 패킷의 
처음 및 끝 부분에 링크시키고, 네트워크를 통해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이 리스트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220)로의 명령안에 포함시킨다.

위와 같은 접근 방법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선택된 네트워크 프로토콜관 관계없이 
데이터가 페이로드들로 동일하게 분할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 그러나 때때로 이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두개의 프로토콜 모두가 서로 다른 크기의 고정된 페이로드 크기로 요구하거나 성능상의 
이유로 서로 다른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페이로드 크기들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만약 서로 다
른 프로토콜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페이로드로 자른다면, 그 데이터 및 헤더를 포함하는 스트
라이프는 제15b 도와 같이 보여진다. 스트라이프(1000)는 전술한 바와 같은 스트라이프 헤더(1020)를 갖
는다. 스트라이프 안에 있는 모든 패킷의 페이로드들은 필드 (1030)에 총괄적으로 저장된다.

스트라이프내 모든 ATM/AAL5 페이로드들을 위한 ATM/AAL5 프로토콜의 트레일러는 필드(1004)에 총괄적으
로 저장되며, UDP 및 IDP 프로토콜의 헤더는 필드(1003, 1002)에 비슷하게 저장된다. 각 스트라이프내의 
데이터는 각 프로토콜에 의한 완전한 페이로드들로 분할된다. 즉, 어떠한 프로토콜의 페이로드들도 스트
라이프들간에 걸치지(span) 않는다. 포인터(1040)가 각 헤더에 붙으며 헤더가 없는 프로토콜은 트레일러
에 붙는데, 이 포인터는 스트라이프의 필드(1030)내에 있는 패킷의 페이로드를 가리킨다. 제15b도는 필드
들(1002,  1003,  1004)을  보이는데,  이들은  3개의  IDP  헤더들(1012),  4개의  UDP  헤더들(1013),  2개의 
ATM/AAL5  트레일러(1014)로  분할되며,  각  헤더/트레일러의 끝부분에 각각의 프로토콜을 위한 페이로드
(1011)를 가리키는 포인터(1040)를 가진다. 서버에 의해 지원되는 각 프로토콜마다 헤더들 및 트레일러들
의 어레이는 스트라이프 헤더와 데이터 사이에 저장된다. 헤더/트레일러 템플릿들의 서로 다른 어레이는 
서로 다른 갯수의 테플릿들을 가질 것이며, 한 어레이 내의 템플릿들은 동일한 크기를 갖는 반면, 서로 
다른 어레이의 템플릿들은 그 크기가 다름에 주목하자. 각 헤더는 2개의 추가적인 필드들을 갖는바, 첫번
째는 스트라이프 내에 저장된 데이터의 페이로드가 시작하는 위치를 가리키며 두번째는 상기 페이로드의 
길이를 포함한다. 일단 스트라이프 전체가 스트림 버퍼에 판독되면, 제어 처리기(270)는 요청된 프로토콜
의 헤더/트레일러와 함께 전송될 페이로드를 링크시키는 연쇄 DMA 목록을 다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상기 페이로드의 위치는 헤더로부터 얻어진다. 요청된 프로토콜의 부분적으로 계산되거나 계산되지 않은 
필드들은 제어 처리기(270)에 의해 갱신되며 헤더와 페이로드 및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연쇄 DAM 리스트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네트워클 인터페이스(220)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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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 자기 디스크 기억 장치(하드디스크)]

제16도는 현대적 자기 디스크 기억 장치의 구조를 보인다. 하나의 디스크는 다수의 플래터(platter)를 구
성되며 플래터의 양면은 기록 표면을 형성하기 위한 자기 코팅을 갖는다. 각 기록 표면마다 판독/기록 헤
드가 존재하며, 모든 판독/기록 헤드들은 동일한 액츄에이터(디스크 암)에 연결된다.

그러므로,  모든  판독/기록  헤드들은  함께  움직이며  항상  플래터들을  중심으로  동일한  방사적  거리에 
있다. 기록 표면의 한 고정된 위치로부터, 판독/기록 헤드는 트랙이라 불리는 수 미크론 폭의 원형 링을 
조사(scan)한다. 제16도에 보인 바와 같이, 모든 기록 표면들상의 동일 위치에 있는 트랙들은 하나의 실
린더를 형성한다. 따라서, 한 실린더 전체의 내용은 디스크 암의 한 위치로부터 액세스할 수 있다.

트랙상에 저장된 데이터는 블럭들로 세분되며, 이 블럭은 SCSI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 액세스의 기본 
유닛이다. 한 블럭의 데이터를 판독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1) 시크 타임(seek 
time)으로 알려진 시간으로서, 디스크 암을 데이터가 저장된 실린더로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시간;  2) 원
하는 실린더로 디스크 암이 움직인 시간으로부터, 원하는 블럭의 첫 비트가 판독/기록헤드의 바로 밑을 
회전하는데 소요되는 부가적 시간으로서 회전 지연(rotational latency)이라 한다; 3) 그 블럭이 디스크 
헤드 밑을 회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서 판독 시간(read time)이라 한다. 동일한 트랙상의 연속된 블
럭들을 판독할 때, 시크 타임 및 회전 지연은 단지 첫 블럭이 판독될 때만 발생한다. 두개 또는 그 이상
의 트랙들에 걸치는 동일한 실린더 상의 연속된 블럭들을 판독할 때, 한 트럭의 마지막 블럭 판독과 다음 
트랙의 첫 블럭 판독 사이에서는 무시할만한 회전 지연이 발생하며 시크 지연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의 
트랙은 대개 10 내지 50개의 블럭들을 포함한다.

현대의 SCSI 디스크 드라이브는 디스크 상의 물리적 블럭들을 논리적 블럭에 사상(map)시킨다. 이 사상은 
디스크상의 불량 블럭(bad block)들을 숨기기 위해 행해진다.

그 결과, 트랙의 논리적 블럭수는 트랙마다 다를 수 있다.

디스크에 대한 판독 명령은 판독/기록되어야할 블럭을 논리적 블럭으로 지정한다. 물리적 대 논리적으로
의 사상 때문에, 한 트랙의 처음과 마지막 논리적 블럭들은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실린더의 첫 논리적 블럭과 마지막 논리적 블럭은 결정된다. 그러므로 두개의 논리적 블럭이 
물리적으로는 인접한 블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두개의 논리적 블럭의 회전 지연은 최소가 된다.

평균 회전 지연은 디스크 회전 주기의 절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평균 시크 타임도 또한 평균 회전 지연
과 대략 동일하다. 그러므로 디스크의 데이터 스루풋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디스크로의 판독 명령들이 
하나 또는 여러 트랙 크기의 데이터를 요청해야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디스크 세트들을 구비하며 그 안에 저장된 다수의 데이터 유닛들을 구비하고, 상기 데이터 유닛들
은 상기 디스크들의 세트에 저장되는 스트라이프들로 분할되며, 각 스트라이프는 상기 디스크들의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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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트에만 저장되는 기억장치 시스템내에서, 상기 데이터 유닛들 중 요청된 복수의 데이터 유닛들을 상
기 복수의 디스크들의 세트들로부터 동시에 단일 스트림 제어기로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상기 요청된 
데이터 유닛 각각은 상기 데이터 유닛들 중 요청된 데이터 유닛들에 대한 복수의 I/O 요청들 중 대응하는 
하나에 의해 요청된다. 

상기 단일 스트림 제어기는, 

ⓛ 상기 각 요청들을 복수의 판독명령들로 분할하는 단계와-여기서, 각 상기 판독명령은 상기 복수의 디
스크들의 세트들로부터 상기 데이터 유닛들 중 하나의 단일 스트라이프를 검색하기 위해 사용된다,

② 아직 데이터 유닛들이 완전히 검색되지 않은 상기 각 I/O 요청들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판독 명령을 발
행하는 단계와, 

③ 상기 I/O 요청들의 모든 상기 데이터 유닛들이 검색될 때까지 계속하여 상기 판독명령 발행단계를 반
복하는 단계를 실행하는, 검색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각 디스크들의 세트는 그 안에 단지 하나의 디스크만을 갖는 검색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유닛들은 사전 패킷화된 데이터(pre-packetized data)를 포함하는 검색 방
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라이프들이 가변 길이(variable length)이더라도 각 스트라이프들은 동일한 재
생시간을 갖는 검색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각 I/O 요청에 대하여, 상기 판독 명령들은 상기 재생 시간의 규칙적 지속 기간에 재생 
순서에 따라(in playback order) 주기적으로 발행되며, 상기 재생 순서에서 상기 각 요청들의 첫번째 판
독 명령은, 상기 디스크들 중 상기 첫번째 판독 명령을 받은 한 세트의 디스크들이 상기 재생시간내에 상
기 판독 명령들 중 어떠한 판독 명령도 완료하는데 가용한 추가적 대역폭을 갖도록 결정될 때 발행되는 
검색 방법.

청구항 6 

서버 및 상기 서버에 연결된 다수의 클라이언트 단말들을 구비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에 대한 요청에 응
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요청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임의의 요청에 앞서 상기 데이터를 네트워크 패킷의 포맷으로 사전 패킷화(per-packetizing)하고 사전 
포맷팅(pre-formatting)하여 상기 사전 패킷화되고 사전 포맷팅된 데이터를 상기 서버내에 저장하는 단계
와, 

② 상기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저장된 사전 패킷화되고 사전 포맷팅된 데이터를 검색하고 
상기 사전 패킷화되고 사전 포캣팅된 데이터의 헤더와 트레일러중 어느하나 또는 모두에 제어 정보를 채
워 넣음으로써 전송될 완성된 네트워크 패킷을 형성하는 단계와, 

③상기 완성된 네트워크 패킷을 상기 요청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에게 
테이터를 전달하는 방법.

청구항 7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를 다수의 클라이언트 단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① 다수의 디스크와, 

② 상기 데이터를 사전 패킷화하기 위한 호스트 처리기와, 

③상기 호스트 처리기로부터 상기 사전 패킷화된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를 상기 디스크들에 저장하기 위한 
스트림 제어기를 포함하며, 

④ 상기 호스트 처리기는 상기 디스크들상에 저장된 상기 사전 패킷화된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상기 클
라이언트들로부터의 클라이언트 요청들을 수신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요청들에 응답하여 상기 스트림 제
어기로 I/O 요청들을 전송하며, 

⑤ 상기 스트림 제어기는 상기  I/O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요청된 사전 패킷화된 데이터를 상기 디스크들
로부터 상기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상기 사전 패킷화된 데이터는 상기 호스트 처리기로 보내지지 않고 전
송되며, 상기 스트림 제어기는 상기 사전 패킷화된 데이터를 네트워크 패킷들의 형태로 전송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단말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① 상기 스트림 제어기는 다수의 디스크 제어기와, 스트림 버퍼 메모리와 실시간 제어 처리기와, 네트워
크 인터페이스 유닛을 포함하며, 

② 상기 제어 처리기는 상기 호스트 처리기로부터 상기  I/O 요청들을 수신하고 각 요청을 다수의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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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들로 분할하며, 상기 제어 처리기는 상기 판독 명령들의 스케쥴을 생성하고 상기 스케쥴링된 판독 명
령들을 상기 디스크 제어기들로 전송하며, 

③ 상기 디스크 제어기는 상기 판독 명령에 응답하여 사전 패킷화된 데이터를 상기 디스크로부터 상기 스
트림 버퍼 메모리로 전송하며, 

④ 상기 제어 처리기는 완성된 네트워크 패킷들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사전 패킷화된 데이터의 헤더 및 
트레일러내에 제어 정보를 채워 넣고, 상기 제어 처리기는 상기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상기 완성된 패킷의 
전송을 스케쥴링하고 상기 스케쥴을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유닛으로 전송하며, 

⑤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상기 스케쥴에 따라서 상기 완성된 패킷을 상기 스트림 버퍼 메모리로부
터 상기 네트워크로 전송하며, 상기 완성된 패킷들은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
는, 다수 클라이언트 단말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시스템.

청구항 9 

제9항에 있어서, 

① 상기 스트림 제어기는 다수의 디스크 제어기와, 스트림 버퍼 메모리와 실시간 제어처리기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유닛을 포함하며, 

② 상기 제어 처리기는 상기  I/O 요청들을 상기 호스트처리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각 요청을 다수의 판독 
명령들로 분할하며, 상기 제어 프로세서는 상기 판독 명령들의 스케쥴을 생성하고 상기 스케쥴링된 판독 
명령들을 상기 디스크 제어기들로 전송하며, 

③ 상기 디스크 제어기는 상기 판독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사전 패킷화된 데이터를 상기 디스크들로부터 
상기 스트림 버퍼 메모리로 전송하며, 

④ 상기 제어 처리기는 상기 클라이언트로의 상기 사전 패킷화된 데이터 전송을 스케쥴링하고 상기 스케
쥴을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유닛으로 전송하며, 

⑤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유닛은 상기 사전 패킷화된 데이터를 상기 스트림 버퍼 메모리로부터 판독
하고 완성된 패킷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패킷의 헤더 및 트레일러내에 제어 정보를 채워 넣고, 상기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 유닛은 또한 상기 완성된 패킷들을 상기 스케쥴에 따라 상기 네트워크로 전송하며, 상기 
완성된 패킷들은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단말에게 데이
터를 전달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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