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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파일 서버(20)는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 저장 서브 시스템(ICDA, 23)과,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의 전송을 위해

ICDA를 데이터 네트워크(25)에 연결하는 복수의 스트림 서버 컴퓨터(21)를 포함한다. 비디오 파일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허가 제어 방법을 적용하여 스트림 서버를 클라이언트 요청을 서비스하는데 할당하기 위한 서버 제어기(28, 29)를

더 포함한다. 스트림 서버는, 등시 태스크(83)을 스케줄하고 적어도 하나의 산업표준 네트워크 파일 억세스 프로토콜과 연

속 미디어 파일 억세스를 위한 하나의 파일 억세스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간 스케줄러(63)를 포함한다. ICDA는

비디오 프리페치 명령에 응답하고, 프로세스의 프리페치 명령에 대해 특정된 데이터는 ICDA가 프리페치 명령에 응답한 시

점부터 ICDA가 프로세스에 대한 데이터를 특정하는 페치 명령에 응답하는 시점까지 캐시 메모리의 할당된 부분에 유지된

다. 프리페칭과 페칭 사이의 시간은 이용가능한 디스크(47)와 캐시(41) 자원에 기초하여 선택된다. 비디오 파일 서버는 스

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91, 92, 93, 94)내의 비디오 데이터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유지하고 동적으로 할당함으로써 비디

오 온 디맨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16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저장 서브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더 상세하게는 비디오 서버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메인프레임 데이터 프로세싱, 그리고 더 최근의 분산 컴퓨팅은 점점 늘어나는 대용량의 데이터 저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데이터 저장은 대용량 반도체 캐시 메모리와 결합하여 저가의 디스크 드라이브 어레이에 의해 가장 경제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좀더 최근에는 프로세서와 고속 네트워크 및 교환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기존의 캐시 결합된 디스크 어레이의

용량을 초과하는 저장을 요구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응용분야를 가능하게 하였다. 멀티미디어 재료는 일반적으로 대용량

의 저장 능력을 필요로 하는 대용량의 오디오, 비디오, 그래픽, 텍스트, 그리고 데이터로 구성된다. 더 중요하게는, 사용자

터미널의 버퍼 용량에 대한 제한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 억세스 가능성에 대해 엄격한 요구를 할 지도 모른다.

  "비디오 온 디맨드(video on demand)"나 인터랙티브 텔레비젼과 같은 실시간 비디오는 특히 멀티미디어 응용을 요구한

다. 실시간 비디오는 "등시성(isochronous)"을 갖는다; 즉 일정한 데이터율로 전송되어야 한다. 인터랙티브 비디오는 데이

터 억세스가 사용자에게 거의 즉시 나타나야 한다는 또다른 요구조건을 가지고 있다.

  인터랙티브 텔레비전용으로 개발중인 저장 시스템은 "비디오 서버(video server)"라고 알려져 있다. 비디오 서버는 실시

간 비디오를 고정 데이터율(data rate)로 수많은 동시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과, 테이프 저장매체에 오프 라인으로 저장된

다수의 타이틀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수많은 영화 타이틀을 저장할 것과, 영화 카탈로그 서치나 영화 주문에 대한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일초 이내에 응답할 것이 요구된다.

  현재의 비디오 서버 구조는 크리샨 나타라얀(Krishan Natarajan)의 "Video Servers Take Root" (IEEE Spectrum,

1995년 4월호, 66-69쪽)에 설명되어 있다. 비디오 서버 구조는 일반적으로 디스크와 DRAM, 메모리 제어기, 출력 데이터

베이스, 출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비디오 서버는 비디오 데이터가 일정한 데이터율로 전송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설계

된다. 디스크나 RAM으로부터의 인코딩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는 단일 등시 스트림(isochronous stream)으로 합쳐

진다. 다수의 이러한 스트림은 적절한 출력 인터페이스로 스위칭되어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비디오 서버는 또한 사용자가

개시한(initiated) 기능용으로 트랜잭션 프로세싱(transac tion-processing)을 제공한다.

  비디오 서버에 대한 현재의 설계는 PC(personal computer) 기술, 멀티프로세싱 유닉스 컴퓨터, 대형 병렬 컴퓨터 구조,

또는 실시간 비디오 전송을 위한 특수한 하드웨어에 기초하고 있다.

  PC에 기초한 비디오 서버는 단일 컴퓨터나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동작하는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다수의 PC

상에서는 트랜잭션 프로세싱용 및 실시간 비디오와 오디오 전송 기능용의 특수 소프트웨어가 다른 플랫폼으로 분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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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프로세서 미니컴퓨터에 기초한 비디오 서버도 표준적인 컴퓨터 하드웨어 상에서 동작하는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지만, 일반적으로 PC보다는 더 많은 수의 동시 스트림(concurrent stream)을 다룰 수 있다. 다수의 PC 플랫폼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전송 기능은 트랜잭션 프로세싱 기능과 분리될 수 있다.

  대형 병렬 컴퓨터 구조는 각각 자신의 RAM 및 디스크 저장매체를 가진 수백개의 프로세서를 상호 연결한다. 압축된 오

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는 디스크 저장매체 프로세서에 걸쳐서 분산된다. 제어 소프트웨어는 압축된 데이터를 읽어서 이 데

이터를 출력 비디오 스트림으로 포맷한다.

  특수한 하드웨어에 기초한 비디오 서버는 압축된 비디오와 오디오를 디스크 저장매체로부터 직접 전송한다. 하드웨어는

디스크 저장매체로부터 비디오 데이터를 꺼내어 필요한 데이터율로 다운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디오 파일 서버는 또한 오버로드시에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는 비실시간 통신의 존재하

에서 실시간 스트림에 대한 성능에 대한 보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케줄러와 허가 제어 방법(admission control policy)을

필요로 한다. 적절한 스케줄러 및 허가 제어 방법에 대해서는 케이. 케이. 라마크리쉬난(K.K. Ramakrishnan) 등의

"Operating System Support for a Video-On-Demand File Service" (Multimedia Systems, Vol. 3, Springer-Verlag,

1995, pp. 53-65)에 설명되어 있다. 이 스케줄러는 다양한 성능 요구조건을 가진 다수의 태스크 클래스를 지원하며, 산발

적이고 자발적인 요청과 보증된 실시간 요청이 공존하도록 하여준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기본적인 태양에 따르면, 비디오 파일 서버는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클라이언트들에게 비디오 온 디맨드 서비

스를 제공한다. 이 비디오 파일 서버는 영화를 인코딩하는 데이터 세트와 같은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서브시스템

과, 데이터 저장 서브시스템을 데이터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스트림 서버 컴퓨터를 포함한다. 각 스트림 서버 컴퓨터는 데

이터 세트의 일부를 저장하는 RAM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의 데이터 세트가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에

복제된다. 게다가, 각 컴퓨터의 RAM 내의 데이터 세트 부분은 데이터 세트로의 슬라이딩 윈도우이다. 새로운 데이터는

RAM 내의 데이터 세트의 각 부분에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기 위해 전송되는 레이트와 대략 같은 레이트로 로딩된다. 새

로운 데이터는, 예를 들면, 저장 서브시스템으로부터 페치(fetch)되거나, 또는 새로운 데이터는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 내의 데이터 세트 부분 사이에서 전송된다. 데이터 세트 내의 특정 위치에서 시작하는 데이터 세트를 보고자 하는 클

라이언트로부터의 요청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데이터 세트 내의 특정 위치를 포함하는 데이터 세트 부분을 현재 RAM에

가지고 있는 선택된 스트림 서버 컴퓨터 사이에서 데이터 링크가 형성되며, 비디오 데이터는 이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선

택된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으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로 전송된다. 이러한 형태로, 전체 데이터 세트에 대한 비디오

데이터는 선택된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에서 클라이언트에게로 전송되며, 전체 데이터 세트가 선택된 스트림 서버 컴

퓨터의 RAM에 저장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각 스트림 서버 컴퓨터는 이러한 방식으로 동시에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서비

스할 수 있다.

  하나의 슬라이딩 윈도우에게만 비교적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 요청이 집중될 수 있다. 게다가, 비디오 파일 서버가 다수의

데이터 세트로 온 디맨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하나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 요청이 있을

수 있다. 클라이언트 요청의 빈도를 미리 알고 있다면, 스트림 서버 컴퓨터 내의 윈도우의 크기 및 할당은 각 스트림 서버

상에서의 로딩을 조화시키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요청의 빈도는 매우 유동적이며 거의 예측불가능하

다.

  이러한 경우에,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에 전체 데이터 세트를 저장하는데 필요한 용량보다 많은 스트림 서버 컴퓨터

의 RAM 용량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또는 비축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트림 서버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요청에 의

해 오버로드되거나 거의 오버로드되면, 다른 스트림 서버 컴퓨터내의 비축 메모리는 오버로드된 스트림 서버 내의 데이터

세트의 원래 부분의 사본을 저장하도록 할당된다. 따라서, 사용가능한 메모리는 예상치못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 할

당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또한 RAM 윈도우를 재할당(de-allocating)하는 메커니즘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

면, 클라이언트 요청은 원래의 RAM 윈도우를 가지고 있는 스트림 서버 컴퓨터가 오버로드되었을 때에만 사본 RAM 윈도

우로부터 서비스된다. 그러므로, RAM 윈도우에 대한 클라이언트 요청이 영을 향해 떨어지면, 사본 RAM 윈도우로부터는

아무 요청도 서비스되지 않는 때가 올 것이다. 사본 RAM 윈도우는 클라이언트를 서비스하는데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원

래의 RAM 윈도우를 가진 스트림 서버 컴퓨터는 더 이상 오버로드되거나 거의 오버로드되지 않는 때에 재할당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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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은 다음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읽음으로써 명확해질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을 채용한 비디오 파일 서버의 사시도,

  도 2는 도 1의 비디오 파일 서버와 네크워크에의 연결을 보여주는 블록도,

  도 3은 도 1의 비디오 파일 서버에 사용된 통합된 캐시 디스크 저장 시스템의 블록도,

  도 4는 도 1의 비디오 파일 서버의 소프트웨어 구조를 보여주는 블록도,

  도 5는 도 4의 소프트웨어 구조의 다양한 모듈을 보여주는 좀더 상세한 블록도,

  도 6은 인터랙티브 비디오 응용에서 트랜잭션 프로세싱과 연속 미디오 파일 억세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도 4의

소프트웨어 모듈의 특정예,

  도 7은 도 1의 비디오 파일 서버의 커널(kernel) 소프트웨어 모듈에 의한 스케줄링 동작을 보여주는 모식도,

  도 8은 도 1의 비디오 파일 서버의 커널 소프트웨어 모듈에 의한 비실시간 요청의 수용을 보여주는 타이밍도,

  도 9는 디스크 어레이에서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로의 도 1의 비디오 파일 서버의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는 모식도,

  도 10은 도 1의 비디오 파일 서버에서의 스트림 서버의 프리페치 태스크의 흐름도,

  도 11은 도 1의 비디오 파일 서버에서의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의 비디오 프리페치 프로시져의 흐름도,

  도 12는 도 1의 비디오 파일 서버에서의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의 비디오 프리페치 프로시져의 흐름도,

  도 13은 비디오 파일 서버의 제2 스트림 서버가 어떻게 비디오 파일 서버의 제1 스트림 서버에 대한 디스크 어레이로부

터 프리페치된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 9와 유사한 모식도,

  도 14는 요청된 비디오 스트림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캐시 또는 디스크 자원이 현재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만약 그렇다면 요청된 비디오 스트림을 지원하는데 최소량의 캐시 메모리 이상이 할당되어야 하는 지를 판단하

기 위한 서브루틴의 흐름도의 제1부분,

  도 15는 도 14에 시작된 흐름도의 제2부분,

  도 16은 한 영화의 서로 다른 부분을 동시에 보고 있는 다수의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 대한 "무비 온 디맨드(movie-on-

demand)" 서비스를 보여주는 모식도,

  도 17은 도 16의 모식도에 따른 "무비 온 디맨드"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청을 서비스하기 위한

루틴의 흐름도,

  도 18은 "무비 온 디맨드"에 대한 클라이언트 요청을 예상하여 도 2의 스트림 서버의 RAM 윈도우를 동적(動的)으로 할

당하기 위해 도 17의 루틴에 추가될 수 있는 스텝의 흐름도,

  도 19는 "온 라인(on-line)" 테이프 백업(backup) 동안에 도 1의 비디오 파일 서버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는 모식

도,

  도 20은 도 19의 "온 라인" 테이프 백업을 위해 도 1의 비디오 파일 서버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배분을 보여주는 블

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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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여러 가지 변형과 다른 형태로 될 수 있지만, 그것의 특정한 실시예를 도면에 도시하였으며, 이하에서 상세하

게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을 도시된 특정한 형태에 한정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반대로,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항

에 의해 정의되는 발명의 범위안에 들어가는 모든 변형물, 등가물, 그리고 선택물들에 미치는 것임을 이해하기 바란다.

실시예

  I. 비디오 파일 서버의 구조

  이제 도면의 도 1을 보면, 본 발명을 채용한, 일반적으로 부호 20을 사용하여 표시한 비디오 파일 서버가 도시되어 있다.

비디오 파일 서버(20)는 스트림 서버(21) 어레이. 적어도 하나의 제어 서버(28,29),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 저장 서브시

스템(integrated cached disk array storage subsystem)(23), 임의의(optional) 테이프 사일로(tape silo)(24)를 포함한

다. 비디오 파일 서버(20)는 고성능, 대용량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네트워크에 설치된 데이터 서버이다. 이 서버는 공유 데

이터 억세스(shared data access) 기능으로, 다수의 통신 스택(stack)을 통해 다수의 파일 시스템이 동시에 존재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각각 특정한 데이터 서비스의 요구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다수의 물리적인 파일 시스템이 공존하

도록 하여 준다.

  비디오 파일 서버(20)는 그것의 우수한 성능외에도 최종 사용자에게 투명한(transparent) 방식으로 대중적인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통합된 전용 네트워크 장비로서 관리된다. 이것은 저장 및 진행(store-and forward) 음향영상 응용

분야 뿐만 아니라 생(live) 음향영상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등시 데이터 스트림(isochronous data stream)에 대한 전문화

된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비디오 파일 서버(20)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NFS, version 2 and version 3)(및/또는 다

른 억세스 프로토콜), 네트워크 또는 온라인 백업, 빠른 다운로드 등과 같은 고급 파일서버 응용분야 외에도 화상 저장, 비

디오 온 디맨드, 네트워크된 비디오 응용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당하다. NFS는 잘 알려진 IETF 파일 억세스 프로토콜 표

준(RFC 1094, Sun Microsystems, Inc., "NFS: Network File System Protocol Specification," 1989.3.1)이다. NFS는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적인 파일 억세스 동작을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통신용 네트워크 서버로 동작한다. 이

러한 기본적인 파일 억세스 동작에는 파일열기, 파일읽기, 파일쓰기, 파일닫기가 포함된다.

  통합된 캐시 디스크 어레이(23)에 대한 프론트엔드(front end)로서의 스트림 서버(21)의 클러스터링(clustering)에 의해

병렬성(parallelism)과 축척성(scalability)이 제공된다. 스트림 서버(21)에서의 RAM의 클러스터링에 의해 비디오 응용분

야를 위한 대용량 캐시 메모리가 제공된다.

  스트림 서버(21)의 각각은 고급 상용 컴퓨터로서, 최저의 비용으로 스트림 서버에 적합한 최대의 성능을 제공한다. 스트

림 서버(21)는 표준적인 19인치 광폭 랙(wide rack)에 탑재된다. 각 스트림 서버(21)는, 예를 들면, EISA나 PCI 버스에 연

결된 인텔(Intel) 프로세서와 적어도 64MB의 RAM을 포함한다. 스트림 서버(21)의 수, 그 프로세서의 등급(i486, 펜티엄

등)과 각 스트림 서버에서의 RAM 용량은 아래에 설명되는 것처럼 서비스될 동시 사용자의 수, 동시에 억세스될 독립적인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의 수,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에의 억세스에 대한 원하는 레이턴시(latency)와 같은 요구되는 성능과

용량 특성에 따라 선택한다.

  각 스트림 서버(21)는 백엔드(back-end) 저장 어레이에 대한 하나 이상의 고성능 FWD(fast, wide, differential) SCSI

접속을 포함한다. 각 스트림 서버(21)는 또한 임의의 테이프 사일로(24)에의 하나 이상의 SCSI 접속을 포함할 수 있다. 각

스트림 서버(21)는 또한 스트림 서버의 EISA 또는 PCI 버스상에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연결장치

(outbound network attachment)를 포함할 수 있다.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연결장치는, 예를 들면, 네트워크(도 2의 25)로

의 데이터 링크로의 Ethernet, FDDI, ATM, DS1, DS3 또는 채널화된 T3 연결장치이다. 각 스트림 서버(21)는 또한 스트

림 서버 사이 및 하나 이상의 제어기 서버(28,29)와의 정합을 위해서 내부 이더넷 링크(도 2의 26)에 대한 추가적인 이더

넷 접속을 포함한다.

  도 2에 도시한 제어기 서버(28,29)는 각 스트림 서버(21)와 유사한 듀얼 리던던트 컴퓨터(dual redundant

computer)(28,29)이다. 각 듀얼 리던던트 제어기 서버(28,29)는 네트워크(도 2의 25) 상의 양방향 링크(도 2의 30)로의

네트워크 연결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각 제어기 서버(28,29)는 서비스 프로토콜을 수행할 수 있다. 서비스

프로토콜은 SNMP(RFC 1157, M. Schoffstall, M. Fedor, J. Davin, J. Case, "A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SNMP)," 1990.5.10)과 같은 하나 이상의 표준적인 관리 및 제어 프로토콜과, 스트림 서버(21)에서 네트워크(도

2의 25)로의 등시적 실시간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적어도 하나의 연속 미디어 파일 억세스 프로토콜

(Continuous Media File Access Protocol)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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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듀얼 리던던트 제어기 서버(28,29)는 로컬 이더넷 링크(26)로의 이더넷 접속을 갖는다. 각 제어기 서버(28,29)는 또한

미디어 서버 디스플레이 및 키보드(32)로의 직렬 링크(31)로의 접속을 갖는다. 제어기 서버(28,29)는 통상적인 오퍼레이

팅 시스템(윈도스 NT나 유닉스와 같은)을 동작시켜서 핫페일오버(hot-fail over) 리던던트 구성을 제공한다. 듀얼 리던던

트 제어기 서버(28,29)중의 활성된 일방은 비디오 파일 서버(20)에 대한 미디어 서버 제어기로서의 기능을 한다. 제어기

서버(28,29)중의 활성된 일방은 또한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과 같은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로부터의 서버 리소스의 관리 및 제어를 할 수 있게 한다. SNMP는 네트워크 어드레스(IP), 네트워크 통신용 버퍼

의 수와 같은 시스템 변수의 검사 및 변경을 허용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다. 제어기 서버(28,29)의 활성된 일방은 또한 록

관리(lock management)가 통합된 캐시 디스크 어레이(23)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면 록 관리도 제공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제어기 서버(28,29)의 활성된 일방은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요청하는 네트워크 클라

이언트(54)에 스트림 서버(21) 하나를 할당한다. 네트워크(25)는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54) 중의 하나가 스트림 서버(21)

중의 어느 하나와 통신하도록 해주는 ATM 스위치(53)나 크로스바 스위치 어레이와 같은 통상적인 교환 메커니즘을 갖는

다. 제어기 서버(28,29)의 활성화된 일방은 클라이언트에게 또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송신 또는 수신하도록 할당된 스트림

서버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프로토콜에 의해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게 하나의 스트림 서버를 할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제어기 서버(28,29)의 활성된 일방은 ATM 스위치(53)와 같은 교환 메커니즘과 통신하여, 클

라이언트와 그 클라이언트에 할당된 스트림 서버와의 사이에 데이터 링크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23)는 개방 시스템 네트워크 환경용으로 구성된다. 바람직하게는,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23)

는 EMC Corporation(171 South Street, Hopkinton, Mass., 01748-9103)의 Symmetrix 5500 ICDA(상표)이다.

  이제 도 2를 보면,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23), 임의의 테이프 사일로(24), 제어기 서버(28,29), 스트림 서버(21)와의

사이에 SCSI 연결을 포함하는 비디오 파일 서버(20)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통합된 캐시 디스크 어레이(23)는 대용량

반도체 캐시 메모리(41)와, 스트림 서버(21)의 각각과 듀얼 리던던트 제어기 서버(28,29)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FWD

SCSI 링크를 제공하는 SCSI 어댑터(45)를 포함하고 있다.

  테이프 사일로(24)는 SCSI 어댑터(50)의 어레이와 읽기/쓰기(read/write) 스테이션(51)의 어레이를 포함한다. 각 읽기/

쓰기 스테이션(51)은 해당 SCSI 어댑터(50)와 FWD SCSI 링크를 통해서 해당 스트림 서버(21)나 리던던트 제어기 서버

(28,29)의 각각에 연결되어 있다. 읽기/쓰기 스테이션(51)은 테이프 전송 기능을 위해서, 또한 바람직하게는 저장 상자로

부터 읽기/쓰기 스테이션으로의 테이프 카트리지의 장착 및 꺼냄 기능을 위해서, 제어기 서버(28,29)의 활성된 일방으로부

터의 명령에 응답해서 로봇식으로 제어된다.

  바람직한 동작모드에서는, 네트워크로부터의 파일을 테이프로 저장하기 위해서, 스트림 서버(21) 중의 하나가 네트워크

(25)로부터 파일을 수신하여 네트워크 전송율(약 150GB/hour)에 의해 제한되는 높은 전송율로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

(23)로 이 파일을 일단 저장한다. 그리고는, 스트림 서버(21)중의 하나가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23)로부터 이 파일을 꺼

내어 테이프 장치의 속도(약 7GB/hour)로 읽기/쓰기 스테이션(51)중의 연관된 하나에게로 보낸다. 대부분의 응용에서, 디

스크로의 일시저장은 즉시 할 수 있으며, 디스크에서 테이프로의 전달은 해당 테이프 카세트로의 파일의 소팅(sorting)을

포함해서 비디오 서버의 로드가 최저일 때인 야간에 백그라운드 동작으로서 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통합 캐시 디

스크 어레이(23)는 여러 사이트로부터 밀려오는 수십, 수백의 네트워크 링크로부터의 높은 데이터 유입량을 흡수하여, 이

로드를 읽기/쓰기 스테이션(51) 상에서 조화시킨다.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로 일시 저장함으로써 읽기/쓰기 스테이션

(51)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서버 흐름을 테이프 스트림 흐름에 일치시키고, 테이프와 읽기/쓰기 스테이션의 마손

(wear)을 감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백엔드로의 일시 저장에 의해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의 디스크 상에 유지된 파일의

즉시 백업과, 성공 또는 실패 신호가 올 때까지의 임시적인 배치 백업를 포함하는 여러 등급의 백업 및 복구 서비스가 가능

해진다.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23)로의 일시 저장은 또한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에서 테이프로의 전달을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수행하는 온라인 보관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만들어준다.

  이제 도 3을 보면,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23)에 대한 좀더 상세한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캐시 메모리(41)는 듀얼 리

던던트 백플레인(back-plane) 시스템 버스(42)에 연결되는 DRAM 카드로 구성된다.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23)는 또

한, 백플레인 시스템 버스(42)에 연결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를 포함하며, 채널 디렉터(channel director)(43)나 디스

크 디렉터(44)로 기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각 채널 디렉터(43)는 다수의 SCSI 어댑터(43) 중의 하나를 통해 스트림

서버(21)중의 하나의 SCSI 인터페이스에 인터페이스된다. 각 디스크 디렉터(44)는 일련의 상용 FBA(fixed-block

architecture) 디스크 드라이브(47)에 연결되어 있는 다수의 디스크 어댑터(46) 중의 적어도 하나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된

다. 채널 디렉터(43)는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스트림 서버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캐시 메모리(41) 내의 데이터를 억세

스한다. 채널 디렉터가 읽어야 할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디스크 디렉터(44)들과 디스크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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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들 중의 하나는 디스크 어레이(47)로부터의 데이터를 캐시 메모리(41)에 전송한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서 디스크

디렉터(44)와 디스크 어댑터(46)는 또한 채널 디렉터가 캐시 메모리(41)에 데이터를 쓰고 난 다음에 캐시 메모리(41)에서

디스크 어레이(47)로 데이터를 라이트백(write-back)한다. 채널 디렉터(43)와 디스크 디렉터(44)와의 사이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중간 저장매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캐시 메모리(41)는 또한 채널 디렉터들과 디스크 디렉터들과의 사

이에서 전송되는 제어 정보에 대한 중간 저장매체를 제공한다.

  버스(42)는 바람직하게는 배선 회로 카드함(card-cage)의 백플레인이거나 또는 통합된 캐시 디스크 어레이(23)의 메인

프레임이며, 각 채널 디렉터(43)와 디스크 디렉터(44)는 카드함이나 메인프레임에 장착되는 배선 회로 기판이다. 채널 디

렉터 및 디스크 디렉터 보드에 대해서는 1994년 8월 2일 발행된 재구성가능한 다기능 디스크 제어기라는 제목의 야나이

(Yanai) 등의 미국 특허 제5,335,352호에 더 설명되어 있으며, 여기에 참조용으로 병합(incorporated by reference)하고

자 한다. 캐시 메모리(41)는 카드함이나 메인프레임에 장착된 다수의 추가적인 배선 회로 기판 상에 구성된다. 통합된 캐

시 디스크 어레이(23)의 구성 및 동작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1993년 4월 27일 발행된 야나이 등의 미국 특허 제

5,206,939호, 1995년 1월 10일 발행된 야나이 등의 미국 특허 제5,381,539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여기에 참조용으로 병

합(incorporated by reference)하고자 한다.

  II. 비디오 파일 서버 소프트웨어

  이제 도 4를 보면, 비디오 파일 서버(도 1 및 도 2의 20)에서 실시간 프로세싱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60)의 블록도

가 도시되어 있다. 소프트웨어(60)는 스트림 서버(21)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된다. 소프트웨어(60)는 또한 파일 서비스와

다중 고성능 데이터 스트림을 위한 환경뿐만 아니라, 파일 서비스 프로토콜(NFS와 같은)을 개발하고 포팅하기 위한 서비

스 레벨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표준 세트도 제공한다.

  제어기 서버(28,29)의 프로세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NT와 같은 일반용도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의해 응용 소프트웨

어(60)가 수행되며,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요청을 제어기 서버(28,29)의 활성된 일방에서 수행되는 응용 소프트

웨어(60)를 통해서만 비디오 파일 서버와 통신한다. 이 응용 소프트웨어는 비디오 파일 서버가 다양한 네트워크 클라이언

트로부터의 동시적인 요청에 응답해서 서로 모순되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중앙 제어장치로서 수행된다. 예

를 들면, 비디오 파일 서버는 어떤 파일로부터의 데이터가 한 클라이언트에게로 전달되고 있는 동안에 다른 클라이언트용

의 같은 파일을 지워서는 안된다.

  소프트웨어(60)는 네트워크(25)와 디스크 어레이(도 2의 47)나 테이프 사일로(도 1 및 2의 24)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

어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61)을 포함한다. 스트림 서버(21)의 RAM의 일부로 구성된 버퍼 캐시(62)가 이 데이터 전송을 위

한 버퍼로 사용된다.

  소프트웨어(60)는 또한 실시간 스케줄러를 제공하기 위한 커널 프로그램(63)과, 모순되는 서비스 요청 사이에서 중재를

하기 위한 억세스 제어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커널 프로그램(63)은 제어 정보(파일 억세스 및 동기화 프로토콜)와 그 기저

(基底)의 데이터 스트림을 분리한다. 제어기 서버(28,29)의 활성된 일방 상에서 동작되고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는 허가 제

어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커널 프로그램(63)은 실시간 스케줄러를 포함한다. 제어기 서버(28,29)의 활성된 일방 상에서 돌

고 있는 허가 제어 프로그램은 서비스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허가 제어 방법을 적용하며, 그리고 만

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실시간 스케줄러가 서비스 요청을 만족시키도록 스케줄하도록 하는 적절한 제어 메시지를 스트

림 서버(21)에게 보낸다. 허가 제어 방법은 현재의 스트림 서버(21), 통합된 캐시 디스크 어레이(23), 임의의 테이프 사일

로(24)의 로딩 등을 포함하여 요청을 만족시키는데 이용가능한 전체적인 리소스를 고려한다. 만약 요청에 의해 스트림 서

버(21)의 동작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스트림 서버가 선택되며, 제어기 서버(28,29)의 활성된 일방은 관

련된 동작 명령을 로컬 이더넷(도 2의 26)을 통해서 선택된 스트림 서버에게로 전달한다. 각 스트림 서버(26)는 제어기 서

버(28,29)의 활성된 일방으로부터의 동작 명령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국부적인 동작을 스케줄하는 실시간 스케줄러를 포

함하고 있다. 바람직하게는, 하나 이상의 스트림 서버(21)가 대기 모드에 유지되어 있어서, "핫 스페어(hot spare)", 즉 제

어기 서버(28,29)의 활성된 일방으로부터의 명령에 응답하는데 실패하였거나 또는 고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명된 다른

스트림 서버중의 하나에 대한 대치물로 사용된다.

  소프트웨어(60)는 또한 간이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을 지원하는 SNMP 관리

에이전트(64)를 포함한다. SNMP는 시스템 변수를 검사하고 변경하기 위한 표준 인터넷 프로토콜이다. 예를 들면, SNMP

관리 에이전트는 미디어 서버 디스플레이 및 키보드(도 1의 32)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비디오 서버(도 1의 20)의 네트워크

IP 어드레스를 설정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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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도 5를 보면, 소프트웨어(60)의 구조에 대한 좀더 상세한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4의 파일 시스템(61)은 그 구

성요소별로 확장되어져 있다. 이들 요소들은 공통 파일 시스템(71), 공통 파일 시스템과 네트워크와의 사이의 통신을 제공

하는 일군(一群)의 소프트웨어 모듈, 공통 파일 시스템과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23)나 테이프 사일로(24) 사이의 통신

을 제공하는 일군의 소프트웨어(60) 모듈들이다. 공통 파일 시스템(71)은 업계 표준의 백엔드(back-end) 파일 시스템 스

위치인 가상 파일 시스템(Virtual File System, VFS)을 사용하여 물리적인 파일 시스템(79)과 인터페이스한다. VFS는

NFS 공통 파일 시스템 요청을 번역하여 CMFS 영화 파일로의 편집을 위한 억세스를 허용한다. (NFS 공통 파일 시스템 요

청 자체가 의도하는 물리적 파일 저장 장치로의 NFS 요청의 번역이다. NFS는 파일 억세스 프로토콜(75)의 하나이다.) 공

통 파일 시스템(71)은 네트워크(25)와 디스크 또는 테이프 저장매체(23, 24)와의 사이의 데이터 전송 동안에 버퍼 캐시

(62)를 억세스한다.

  공통 파일 시스템과 네트워크 사이의 통신을 제공하는 상기 일군의 소프트웨어 모듈에는 파일 억세스 프로토콜(75)과,

통신 스택(74) 및 네트워크 링크 드라이버(72)를 이용한 네트워크 서버 인터페이스(73)가 포함되어 있다. 파일 억세스 프

로토콜(75)은 NFS와 같은 한 세트의 산업 표준의 네트워크 서버 프로토콜과, CMFAP와 같은 오디오/비디오 서비스용 프

로토콜을 포함하고 있다. CMFAP는 영화 열기, 영화 플레이, 영화 플레이 중지, "빨리 감기(fast forward)", "빨리 되감기

(fast reverse)" 기능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연속 미디어 파일 억세스 프로토콜이다. Novell NCP, LanManager, SMB

등과 같이 네트워크(25)에 호환되는 다른 파일 억세스 프로토콜도 사용 가능하다.

  파일 억세스 프로토콜(75)은 통신 스택(74)과 공통 파일 시스템(71)과의 사이에 위치한다. 통신 스택(74)은 네트워크 억

세스 및 네트워크 링크 드라이버(72)에서 파일 억세스 프로토콜(75)로 전달된 데이터에 대한 접속을 제공한다. 통신 스택

에는 TCP/IP, IPX/SPX, NETbeui 등이 포함된다. 네트워크 서버 프레임워크(73)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파일 억세스

프로토콜(72, 74, 75)을 포팅할 수 있게 한다. 이 프레임워크(73)는 System V Streams이다. 파일 억세스 프로토콜(75),

통신 스택(74), 드라이버(72)가 다중으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공통 파일 시스템과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23)나 테이프 사일로(24) 사이의 통신을 제공하는 상기 일군의 소프트웨어

모듈에는 물리적 파일 시스템(79)과, SCSI 버스 드라이버(77)에 대한 표준 프레임워크(SCSI Common Access Method)

를 제공하는 SCSI CAM(76)이 포함된다. 물리적 파일 시스템(79)은 연속 미디어 파일 시스템(CMFS)과, 유닉스 ufs 파일

시스템과 같은 적어도 하나의 통상적인 산업표준에 기초한 파일 시스템을 포함한다. VxFS. ISO9660 등과 같은 다른 산업

표준에 기초한 파일 시스템도 사용 가능하다. 버퍼 캐시(62)는 SCSI 드라이버(77)와 물리적 파일 시스템(79) 사이를 통과

하는 데이터를 버퍼링한다. 네트워크 드라이버(72), 통신 스택(74), 파일 억세스 프로토콜(75), SCSI 드라이버(77), 물리

적 파일 시스템(79)은 다중으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도 6은 도 5의 소프트웨어 모듈의 특정예이다. 통상적인 유닉스 파일 시스템(UFS)과 연속 미디어 파일 시스템(CMFS)의

두 물리적 파일 시스템이 네트워크상으로 익스포트(export)된다. CMFS는 EMC Corporation(171 South Street,

Hopkinton, Mass., 01748-9103)에서 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한 요소이다. CMFS는 UFS 계층내에서 디렉토

리 상에 탑재될 수 있으며, 또는 단독 루트 파일 시스템(stand-alone root file system)으로서 루트 디렉토리 '/' 상에 탑재

될 수도 있다. UFS와 CMFS는 모두 NFS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상으로 익스포트된다. 클라이언트 NFS 요청을 의도하는 물

리적 파일 시스템으로 향하게 하는 파일 시스템 스위치는 표준 가상 파일 시스템(Vnode/VFS)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만

들어져 있다.

  NFS외에, 파일 서버는 CMFS 억세스용의 실시간 연속 미디어 파일 억세스 프로토콜(CMFAP)을 지원한다. CMFAP는

플레이, 녹화, 정지, 리스타트, 되감기 명령을 포함하는 VCR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CMFAP는 또한 스트림 열기와 닫

기, 모든 활성 스트림 나열하기, 활성 플레이백 스트림을 다른 디스플레이 목적지로 향하게 하기를 위한 관리 명령 세트도

지원한다. CMFAP는 UFS를 억세스하는데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CMFS를 억세스하는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CMFS의 설계는 다음 가정에 의해 가이드되었다: (1) 비디오 온 디맨드 시스템에서의 대다수의 파일은 수백 메가바이트

에서 수십 기가바이트 단위로 방대하다; (2) 억세스 패턴은 압도적으로 읽기 전용이다; 즉 대부분의 파일은 실시간 플레이

백(playback)용으로 억세스된다; (3) 대부분의 파일은 두 개의 분리된 파일에 저장된 관련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갖

는 것이 아니라 인터리브된 오디오 및 비디오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것이다. 이들 가정에 따라 CMFS 온 디스크

(on-disk) 구조의 설계에 익스텐트에 기초한 방법(extent-based approach)이 제안되었다. 익스텐트에 기초한 파일 시스

템은 익스텐트라고 불리는 커다란 연속된 디스크 덩어리에 파일 공간을 할당하는 것이다; 익스텐트의 크기는 시스템의 변

수이다. 적절하게 선택된 크기의 익스텐트는 파일 연속성을 증진시켜주며, 디스크 공간 관리를 단순화시켜주며, 대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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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하다. 파일 연속성은 설계시의 가정이기도 한, 대부분의 파일이 읽기 전용으로 억세스되는 환경에서 성능이 뛰어나

다. 대부분의 파일이 인터리브(interleave)된 오디오 및 비디오를 포함한다고 가정하면, 관련된 스트림의 프레임으로 메울

것을 예상하여 블록 사이에 갭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CMFS는 여러 디스크에 걸쳐 존재할 수 있다. CMFS를 구성하는 모든 디스크를 집합적으로 CMFS 볼륨셋(volume

set)(80)으로 부른다. 새로운 CMFS 파일이 생성되면, 볼륨셋 내에서 다른 어느 디스크보다도 더 많은 빈 블록을 가진 디

스크에 이 파일이 써진다. 멀티 디스크 볼륨셋을 사용하는 이유는 로드 조화를 꾀할려는 것보다는 용량을 증대시킬려는 것

이다. 로드 조화는 다중 파일 시스템을 익스포트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CMFS 볼륨셋 내의 각 디스크는 두 영역, 즉 데이터 영역과 아이노드(inode) 영역으로 나뉜다. 데이터 영역은 파일 데이

터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며, 아이노드 영역은 파일 메타데이터(metadata)를 유지하는 아이노드들을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표준적인 파일 메타데이터 정보외에도, 아이노드는 해당 파일을 구성하는 각 익스텐트의 위치를 정하는 익스텐트 설명자

(extent descriptor) 어레이를 포함한다. 익스텐트 설명자는 또한 다른 디스크에 위치한 아이노드를 가리킬 수도 있다. 이

러한 설명자는 CMFS 파일이 여러 디스크에 걸쳐 있을 때 연속 아이노드(continuation inode)를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파일 서버 소프트웨어는 실시간 커널(도 4 및 5의 63)을 포함하는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으로서 동작한

다. 커널의 주 요소는 태스크 스케줄러,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유사한 실시간 커널에서 일반적

으로 발견되는 다수의 시스템 서비스들이다. 시스템 서비스에는 메모리 관리로의 커널 인터페이스, 타이머, 동기화, 태스

크 생성이 포함된다.

  모든 커널 태스크는 단일 비보호 어드레스 공간에서 동작한다. 이 결과, 디스크에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옮기는데에 복

사(copy) 동작이 필요없다. 모든 서브시스템에 걸쳐서 공통인 버퍼로의 레퍼런스(reference)를 넘겨줌으로써 복사를 생

략한다. 프로세서에 의한 이 복사의 생략에 따라 비디오 온 디맨드 서비스에 상당한 효율을 얻게 된다. 프레임을 전달하는

데 수반되는 유일한 "점증적인(incremental)" 작업은 데이터를 메모리 사이에서 옮기기 위한 DMA 장치에 사이클 스틸링

(cycle stealing)에 기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압축 알고리즘에 따라 프레임의 크기는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

임 전송 서비스 시간의 압도적인 부분은 고정되어 있다. 커널은 아래에 설명된 스케줄링 및 허가 제어 방법에 있어서 프레

임당의 고정된 서비스 시간을 활용한다.

  플레이백만을 제공하는 간단한 비디오 파일 서버라 할 지라도,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디스크에 저장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네트워크로부터 영화를 로딩할 때 일어난다.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때, 네트워크에서 디스크로 데이

터를 옮기는데에 단일의 복사 동작이 사용된다. 프레임을 수신하기 위한 서비스 시간은 프레임 크기에 따라서 변하지만,

프레임의 네트워크 조각(fragment)에 대한 서비스 시간은 고정되어 있다(MTU 패킷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고정된

패킷당 서비스 시간은 네트워크 데이터를 수신하는 실시간 태스크용의 스케줄링 및 허가 제어 방법에서 사용된다.

  III. 커널 스케줄러

  커널(63)은 케이. 케이. 라마크리쉬난(K.K. Ramakrishnan) 등의 "Operating System Support for a Video-On-

Demand File Service" (Multimedia Systems, Vol. 3, Springer-Verlag, 1995, pp. 53-65)에 설명되어 있는 스케줄러

및 허가 제어 방법을 사용한다.

  일반 용도 태스크, 실시간 태스크, 등시적(isochronous) 태스크의 세가지 등급(class)의 스케줄 가능한 태스크가 지원된

다. 이들 등급은 비디오 온 디맨드 시스템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요청에 대응되는 것이다. 실시간 및 등시적 태

스크는 실시간 문헌에서 각각 비주기적(aperiodic) 및 주기적(periodic) 태스크로 알려져 있다.

  CPU 스케줄러의 설계는 가중치 라운드 로빈(weighted round-robin) 방식과 레이트 단조 스케줄링(rate monotonic

scheduling) 방식을 조합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 등시 등급(isochronous class)의 태스크들은 레이트 단조 스케줄링 방식

을 사용하여 스케줄링되지만, 실시간 및 일반 용도 태스크들은 가중치 라운드 로빈 방식을 사용하여 스케줄링된다. 등시

등급에 가장 높은 우선권이 주어진다. 즉, 등시 등급에 있는 어떠한 태스크도 실시간 또는 일반 용도 태스크를 선취

(preempt)할 수 있다.

  이제 도 7을 보면, 스케줄링 태스크의 세가지 등급, 즉 일반 용도 태스크(81), 실시간 태스크(82), 등시 태스크(83)의 하

이레벨 뷰가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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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용도 등급은 낮은 우선권을 갖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에 적합한 선취될 수 있는 태스크를 지원한다. 일반 용도 태스

크가 항상 진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등급에는 최소 CPU 프로세싱 퀀텀(quantum)이 허여되어 있다.

  일반 용도 등급은 여기에 설명된 일반 용도 태스크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쓰레드를 가진 표준적인 쓰레드 패키지

(thread package)로서 만들어진다. 적합한 쓰레드 패키지는 에이. 디 버렐(A.D. Birrell)의 "An Introduction to

Programming with Threads," Systems Research Center Technical Report, No. 35,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Maynard, Mass.,(1989)에 설명되어 있다.

  실시간 등급은 보증된 쓰루풋과 한정된 지연을 갖는 태스크에 적합하다. 실시간 태스크는 선취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등시 태스크가 수행될 수 있는 안전한 "선취 윈도우(preemption windows)"의 존재를 허용해주도록 소프트웨어에 준비되

어 있다. 가중치와 스케줄링 플랙(flag)은 모든 실시간 태스크에 할당되어 있다. 가중치는 태스크를 불러낼 때마다 실시간

태스크가 차지하는 프로세싱 시간의 양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스케줄링 플랙은, 태스크가 작업을 연기(pending)

시키고 있으며, 스케줄러에게 태스크를 부를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사용된다. 스케줄링 플랙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나 아무 등급의 태스크에 의해서도 설정될 수 있다.

  비디오 파일 서버에 있어서, 실시간 태스크는 "폴링"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통신 스택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연기중인 작

업에 대한 폴링 방법은 인터럽트에 의한 프로세싱(interrupt-driven processing)과 달리 시스템 안정도에 기여하며, 오버

로드시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없앤다. 또한 서로 다른 성능 요구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중 실시간 태스크들 사이에

서의 격리도 제공한다. 폴링은 비디오 파일 서버로의 통신 흐름을 제어한다. 리키 버킷(leaky bucket) 방식과 같은 흐름 제

어 메카니즘이 대형 버스트(burst)로부터 네트워크 자원을 보호하는 것처럼, 폴링은 작업 큐(queue)가 스캔되는 주파수를

제어하고 라운드 로빈 스케줄의 각 스캔동안에 수행될 수 있는 작업량을 제한함으로써 최종 시스템(end-system)의 자원

을 보호한다.

  실시간 태스크는 호출가능한 루틴으로 만들어진다. 실시간 태스크를 호출하는 것은 단지 프로시져 콜에 지나지 않는다.

  등시 등급은 쓰루풋, 한정된 레이턴시, 더 낮은 지터(jitter)에 대한 성능 보장을 필요로 하는 실시간의 주기적인 태스크를

지원한다. 낮은 지터에 의해 클라이언트에서 필요로 하는 버퍼링의 양이 감소되며, 이에 따라 인터랙티브 비디오 응용에서

의 응답 시간을 향상시킨다. 다른 주기의 스트림을 지원하는 등시 태스크에는 레이트 단조(rate-monotonic)에 기초해서

우선권(w1, w2, w3 등)이 할당된다(즉, 높은 주파수를 갖는 태스크가 높은 우선권을 갖는다). 등시 태스크는 또한 모든 높

은 우선권을 갖는 등시 태스크가 수행되는 안전한 "선취 윈도우"를 허용한다. 등시 태스크는 오디오 및 비디오 프레임의 주

기적인 네트워크 전송을 스케줄하는데 사용된다. 등시 태스크는 주기마다 정확하게 한번 수행된다. 바람직한 설계에 있어

서, 단일 등시 태스크는 같은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모든 클라이언트 스트림을 서비스한다.

  스케줄러는, 수행될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등시 태스크가 우선권이 낮아지는 순서로(가장 낮은 주기를 갖는 태스크가 가

장 높은 우선권을 가지며, 큐의 선두에 위치한다) 배열되어 있는 "준비" 큐(84)로부터의 등시 태스크를 수행한다. 등시 태

스크는 도착되면 "준비" 큐(84)상의 적절한 위치에 삽입된다. 등시 태스크의 도착은 주기 타이머에 의해 생성된다. 모든 허

용된 등시 태스크 중의 각각의 다른 주기에 대해서 하나의 주기 타이머가 시스템에 존재한다.

  등시 태스크가 도착할 때마다, 스케줄러는 현재 수행중인 태스크를 선취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현재 수행중인 태

스크가 일반 용도 태스크라면, 이것은 새로 도착하는 등시 태스크에 의해 선취된다. 현재 수행중인 태스크가 실시간 태스

크라면, 이것은 새로 도착하는 등시 태스크에 의해 다음번 "선취 윈도우"에서 선취된다. 현재 수행중인 태스크가 등시 등급

을 가진 태스크라면, 스케줄러는 이 태스크의 우선권과 현재 "준비" 큐(84)의 선두에 있는 태스크의 우선권과 비교한다. 현

재 태스크의 우선권이 더 낮다면, 이것은 큐의 선두에 있는 등시 태스크에 의해 다음번 "선취 윈도우"에서 선취된다. 스케

줄러는 등시 "준비" 큐(84)가 빌 때까지 등시 태스크를 계속 수행한다. 큐가 빌 때마다 스케줄러는 가중치 라운드 로빈 방

식을 사용하여 실시간 및 일반용도 등급 사이에서 왔다갔다 한다.

  실시간 태스크의 선택에는 스케줄링 플랙(85) 세트의 스캐닝이 포함된다; 설정된 각 플랙에 대해서 스케줄러는 할당된

가중치를 변수로 해서 해당 태스크를 부른다. 실시간 태스크는 기껏해야 변수로서 넘겨진 태스크의 가중치와 동일한 작업

유닛수를 처리할 것이 예상된다. 각 작업 유닛을 완료했을 때 실시간 태스크는, 실시간 태스크가 하나의 작업 유닛을 수행

하는데 걸린 시간 동안에 도착한 모든 등시 태스크를 수행하는데에 스케줄러에 의해 사용되는 "선취 윈도우"를 연다. 허용

된 작업유닛수(가중치) 또는 그 이하를 다 소모하고 나서, 태스크는 자발적으로 스케줄러에게로 돌아온다. 플랙 스캔의 일

회전이 종료되고 나서, 스케줄러는 일반용도 등급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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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준비가 된 일반 용도 태스크는 "GP 준비" 큐(86)에 놓여지며, 현재의 도시된 예에서 이 큐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처리된다. "GP 준비" 큐(86)가 비어있다면, 스케줄러는 실시간 태스크를 서비스하는 새로운 회전을 시작한다. 그렇지 않다

면, 스케줄러는 일반용도 퀀텀 타이머를 개시하여, "GP 준비" 큐(86)로부터의 첫번째 태스크를 활성화시킨다. 이 태스크는

그것이 막히거나 또는 퀀텀 타이머가 끝날 때까지 수행된다. 태스크가 막힌다면, 그 컨텍스트(context)는 대기 큐(87)에

저장되며 "GP 준비" 큐(86)로부터의 새로운 태스크가 수행을 위해서 꺼내진다. 퀀텀 타이머가 끝났다면, 스케줄러는 현재

수행중인 태스크의 컨텍스트를 "GP 준비" 큐(86)의 후미에다 저장하며, 실시간 태스크를 서비스하는 새로운 회전으로 전

환한다. 일반 용도 태스크의 수행은 등시 태스크에 의해 한번 이상 선취될 수 있다. 일반용도 등급의 수행은, 일반 용도 태

스크를 수행하는데 소비된 전체 시간이 보장된 퀀텀에 다다를 때까지 각 선취후에 계속된다.

  등시 태스크가 없을 때에는, 스케줄러는 실시간 태스크에 대한 스루풋 및 지연 한계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다(실시간 태

스크에 대한 모든 요청이 일정한 양의 작업을 생성한다는 가정하에). 최대 서비스 지연은 실시간 태스크 스케줄링의 일회

전을 완료하는데 드는 시간 더하기 일반용도 시간 퀀텀이다. R을 정상(定常) 상태에서의 최대 서비스 지연이라고 하자. 가

중치는 최대 서비스 지연 R에 걸쳐서 평균된 대역폭을 할당하고 보장하기 위해 실시간 태스크에 할당될 수 있다. W가 실

시간 태스크에 주어진 가중치(일회전에 수행된 이 태스크의 유닛수, 또는 요청)를 나타낸다고 하면, 태스크의 정상 상태 스

루풋은 (W/R) 유닛시간당 요청이다.

  모든 허가된 태스크에 대해서 가능한 스케줄을 보장하기 위해서 허가 제어 방법이 채용된다; 즉, 모든 허가된 태스크는

어떠한 성능에 대한 보장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위에서 설명한 레이트 단조 및 가중치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방식의 조합

을 사용해서 스케줄될 수 있다. 프로세서 자원 억세스를 위한 이 허가 제어 방법은 세가지 등급의 태스크의 요청, 즉 실시

간 태스크의 스루풋 및 최대 지연 요청, 일반 용도 태스크의 최소 보장 CPU 퀀텀, 등시 태스크의 주기적인 기한에 민감한

(deadline-sensitive) 특성을 조화시켜준다. 허가 제어 방법은, 실시간 태스크에 의해 부가되는 허용가능한 지연 제한에

대한 조정, 실시간 태스크에 의해 부가되는 허용가능한 지연 제한에 대한 조정을 가진 레이트 단조(등시) 태스크에 대한 시

간에 기초한 허가 테스트를 사용한다. Lr을 어떠한 실시간 태스크에서도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지연을 나타낸다고 하자. 그

러면,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참이라면 n개의 등시 태스크와 m개의 실시간 태스크의 집합에 대해서 채용가능한 스케줄이

존재한다:

  (1)

  

  여기에서

  Ci 등시 태스크 i에 대한 수행시간 요구조건

  Ti 등시 태스크 i의 주기

  Wj 실시간 태스크 j에 할당된 가중치

  rj 하나의 요청을 프로세싱하기 위해 실시간 태스크 j에서 요구되는 수행시간

  Q 일반 용도 태스크에 할당된 시간 퀀텀, 즉 길이 Lr의 시간 구간마다 Q 유닛 시간을 수행하는 GP 등급

  위에서 말한 것처럼, Ci는 등시 태스크 i 수행의 고정된 시간이다. 두번째 단계에서 모든 더 높은 우선권을 가진 등시 태스

크가 존재할 때 그 수행 요구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가 각 등시 태스크 i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

테스트는 다음과 같다.

  i는 1에서 n에 대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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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시 태스크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양 조건이 모두 확증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시간 태스크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첫번

째 조건만 확증되면 된다.

  디스크 스케줄링 및 저장 장치에 대한 억세스의 허가 제어는 비디오 파일 서버가 정상 상태에서 동작한다고 보고 설명하

는 것이 편하다. 정상 상태 동작에서 비디오 파일 서버는 각 스트림에 대해서 Ri 바이트/초의 레이트로 n개의 스트림을 서

비스한다(즉, R1은 i번째 스트림의 플레이백 레이트이다). 각 스트림에 대해서 비디오 파일 서버는 두 개의 버퍼, 즉 디스크

버퍼와 네트워크 버퍼를 유지한다. 정상 상태에서, 네트워크 태스크는 네트워크 버퍼를 비우며, 디스크 태스크는 디스크

버퍼를 채운다. 두 동작은 병행해서 이루어진다. 네트워크 버퍼가 비워지는 레이트는 디스크 버퍼가 채워지는 레이트가 같

을 필요가 있다; 목표는 양 레이트가 스트림의 플레이백 레이트와 같아지는 것이다. 네트워크 버퍼가 비어있다면, 디스크

버퍼는 꽉 차있다. 그 때에, 버퍼들은 그들의 역할을 바꾼다. 디스크 버퍼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모든 스트림으로 채워진

다. 디스크 버퍼를 모든 스트림으로 채우는 일회전은 디스크 라운드 로빈 서비스 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디스크 전

송이 선취가능하지 않다고 가정한다.

  허가 제어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디오 파일 서버의 정상 상태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스트림은 다음의 세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허가될 수 있다. 첫째, 디스크 버퍼가 채워지는 레이트가 네트워크 버퍼

가 비워지는 레이트보다 크거나 같을 것. 둘째, 새로 허가된 스트림을 포함하여 모든 허가된 스트림에 대해서 디스크 및 네

트워크 버퍼를 할당하기에 충분한 버퍼 공간이 존재할 것. 셋째, 모든 스트림에 대한 디스크 서비스 시간이 최소의 허용가

능한 요청 레이턴시(request latency)를 넘어서지 않을 것. 요청 레이턴시는 서버가 스트림의 첫번째 프레임에 대한 요청

을 받은 시점에서 첫번째 프레임이 네트워크상에 위치되는 시점까지에 경과된 시간량이다. 이것은 게임과 같은 인터랙티

브 비디오 응용분야를 지원하는데 필요하다.

  첫번째 조건은 다음의 제한에 의해 표현된다:

  (1)

  

  여기에서 Ri 바이트/초는 스트림 i의 플레이백 레이트이며, Dmin 바이트/초는 n개의 디스크 버퍼가 채워질 수 있는, 탐색

(seek) 시간을 포함한 최소 디스크 레이트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2)

  

  여기에서 Rd 바이트는 디스크가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연속된 데이터의 양이며(탐색없이), Smax는 최대 디스크 탐색 시

간이다. 각 스트림의 서비스 사이에 디스크가 최대 탐색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두번째 조건은 다음 제한에 의해 표현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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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Bi는 스트림 i에 할당된 디스크 버퍼의 크기, M은 디스크 버퍼가 할당되는 시스템 메모리의 전체양이다. 네트

워크 버퍼가 할당되는 것과 동일한 양의 메모리가 이용가능하다. Bi 바이트는 허가된 스트림에 대한 라운드 로빈 서비스의

일회전 동안의 세션(session) i에서 디스크에서 전송된 데이터양이다. 디스크 버퍼에 대한 적합한 크기를 선택하는 전략을

다음에 설명한다.

  세번째 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

  

  여기에서, T는 모든 스트림에 대해 디스크 버퍼를 채우는 일회전에 걸린 최대 시간(즉, T는 일회전에서의 모든 스트림에

대한 디스크 서비스 시간의 합이다), Bi와 Dmin은 식 (2)와 식 (3)으로 주어지며, L은 각 스트림에서 허용 가능한 최대 요청

레이턴시중에서 최소치이다.

  허가 제어의 조건 2 및 3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Bi를 스트림 i에 할당된 디스크 버퍼의 크기라고 하였을뿐 이 크기가 어떻

게 선택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디스크 버퍼 크기를 선택하는 두가지 전략을 논의하는데, 이것은 일회

전 동안에 각 세션에 대해 디스크로부터 전송되어야 하는 데이터양을 결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최적의 전략"은 각 스트림에 대해서 디스크에서 전송된 데이터양이 스트림의 플레이백 레이트에 비례적인 것이다. 비례

상수는 일회전에 대한 디스크 서비스 시간이다.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M 바이트를 디스크 버퍼가 모든 스트림

에 대해서 할당되는 시스템 메모리의 전체 양이라고 하자. 그러면, 디스크 버퍼를 모든 스트림으로 채우는 일회전에 걸린

최대 시간은

  (5)

  

  여기에서, Dmin은 식 (2)에서와 동일하다. T는 디스크 버퍼의 크기를 잡는 비례상수로서 사용되었다. 버퍼가 채워지는 비

율은 (∑Bi)/T이다. 네트워크 버퍼가 비워지는 비율은 ∑Ri이다. 따라서 간단한 제한은 (∑Bi)/T ≥ ∑Ri이다. 이것은, Bi가

디스크 버퍼의 크기와 스트림 i에 대한 디스크 읽기 블록의 크기이고 Ri가 스트림의 플레이백 레이트일 때, Bi = T Ri라면

각 스트림에 대해서 단순하게 만족된다.

  따라서, 각 스트림은 모든 스트림에 대해서 디스크 버퍼를 채운는 라운드 로빈 서비스에서 필요한 시간량과 정확히 일치

하는 시간 T에서 그 네트워크 버퍼를 소모한다. 어느 스트림 i가 그것의 계산된 버퍼 크기 Bi보다 더 많이 읽는다면, 라운

드 로빈 시간은 T보다 더 많이 걸릴 것이며, 몇몇 스트림은 굶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느 스트림 i가 그것의 계산된 버퍼

크기 Bi보다 더 적게 읽는다면,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므로 그 스트림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버헤드를 일으키며 Dmin을 감

소시킨다. 따라서, 선택된 디스크 버퍼 크기 Bi는 각 스트림에 대해서 최적이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최적의 전략은 두 개의 실제적인 한계에 부닥친다. 첫째로, 디스크 라운드 로빈 서비스 시간 T는 현재 활성

중인 스트림의 수에 따라 (즉, Dmin은 식 (2)에서 n에 의존한다) 각 Bi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T는 새로운 스트림에

허가될 때 또는 이전에 활성화되었던 스트림이 종료될 때마다 변한다. 이러한 천이 동안에 최적의 전략에 맞게 하기 위해

서는, 디스크 버퍼의 크기를 다시 잡고 각 스트림에 대해서 디스크로부터 읽혀지는 데이터양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디

스크 버퍼의 크기를 동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설계 측면에서 볼 때 실제적이 아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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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의 전략의 두번째 한계는 버퍼 공간 M의 상당량이 몇몇 디스크 버퍼 Bi의 불합리하게 큰 크기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

이다. 디스크 읽기 요청의 실제적인 크기를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 경우에, 디스크 버퍼 Bi는

여러개의 디스크 읽기에 의해 채워질 필요가 있으며, 파일이 완전히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할 수 없는 수의 디스

크 탐색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 전략은 '최적의 전략'에 내재된 실제적인 한계를 극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실제적 전략"에서, 우리는 Bmax가 디

스크 읽기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크기로 선택되었을 때 Bi가 Bmax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가한다. 디스크 버퍼 크기

는 여전히 다음과 같이 플레이백 레이트에 비례해서 할당된다:

  

  여기에서, Rmax는 최대 플레이백 레이트로서 미리 알려져 있다고 가정한다.

  이 전략은, 비록 설계의 목적으로는 실제적인 것이지만, "최적의 전략"에 비해 더 적은 수의 스트림을 허가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준최적적이다.

  위에 설명한 디스크 스케줄링 및 허가 제어 절차는 "실시간" 스트림의 플레이백 레이트가 만족되도록 한다. "실시간" 스트

림은 보장된 응답을 요청하는 스트림들이다(등시 및 실시간 태스크에 의해 서비스되는). 그러나, 실시간 스트림은 전체 디

스크 대역폭을 소모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실시간 디스크 억세스 요청을 간섭하지 않으면서, 사용되지 않은 디스크 대역

폭을 비실시간 디스크 요청(NFS와 같은)이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한 경우로는 일정한 비트율로 각 스트림의 플레이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상황은 비디오가 원래의 압축

되지 않은 형태로 기록될 때(프레임 크기가 일정함), 또는 비디오가 고정 비트율로 압축되었을 때(예를 들면 MPEG I) 발생

한다. 일정한 플레이백 레이트의 경우에는, 모든 실시간 디스크 요청이 정확히 길이 T(T는 이전에 계산한 최악의 경우의

라운드 로빈 서비스 시간이다)인 구간의 시작마다 디스크에 발행될 수 있다. k를 활성화된 실시간 스트림의 수라고 하자.

그러면, 매 T 주기마다 디스크에 발행될 수 있는 실시간 요청의 수는 n-k이다. 여기에서 n은 이전에 설명된 것처럼 시스템

에 의해 지원되는 스트림의 최대수이다. 비실시간 요청은, k 실시간 스트림을 서비스하는 라운드 시간 더하기 비실시간 요

청의 데이터 전송 시간이 T를 넘지않는 한, 구간 T 내에서 언제든지 발행될 수 있다.

  좀더 복잡한 경우는 각 스트림의 플레이백이 가변 비트율로 발생될 때(예를 들면 동화상 JPEG에서와 같이) 일어난다. 이

경우에 허가 제어 방법은 각 스트림에 대한 플레이백 레이트가 스트림의 최대 프레임 크기를 사용하여 일정한 프레임 레이

트로 진행된다는 가정에 기초한 보수적인 허가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최대 프레임 크기로부터의 변화는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비실시간 요청을 수용하는데 사용된다. 네트워크 버퍼가 가변 레이트로 비워지므로, 고정 플레이백 레이트의 경우

에서처럼 모든 실시간 디스크 요청을 길이 T인 각 주기의 시작에서 발행할 수는 없다. 각 스트림은 네트워크 버퍼가 비워

지면서, 그리고 비워질 때 디스크 읽기 요청을 발행한다. 따라서, 디스크 요청은 가변 시간에 도착한다. 각 실시간 스트림

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읽기 요청의 추정 도착 시간(ETA)의 소팅된 큐를 유지한다. 도 8의 타이밍도에 도시된 것처럼 큐

는 시간이 증가하는 순서로 정렬되어 있다. 도 8에서 비실시간 디스크 읽기가 슬랙 시간(slack time) - 끝점이 현재 그리고

큐상의 첫번째 ETA(세션 i에 대한 ETA)인 구간-에서 발행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기 바란다.

  처음에, ETA들은 최대 비율로 네트워크 버퍼를 비우는데 기초해서 계산된다. 그러나, 각 가변크기의 프레임이 전송되면

서, 최대 프레임 크기로부터의 편차가 해당 스트림의 ETA를 조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조정에는 ETA를 시간적으로 앞으

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 버퍼는 최대 프레임 크기에 기초한 원래의 최악의 추정치보다 긴 데

이터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정은 비실시간 디스크 요청이 발행될 수 있는 구간(슬랙 시간)을 잠재적으로 증가시

킨다.

  이상 설명한 절차의 단점은, 잠재적으로 긴 ETA 엔트리의 큐를 소팅하는 것이 포함되므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계산적

으로 방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비실시간 요청을 수용하는 다른 절차를 고려하였다. 이 다른 절차는 "슬랙"

기간 동안 비실시간 요청을 수용하는 이전의 절차의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계산의 복잡도를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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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른 절차에 있어서, 디스크 대역폭의 일부는 비실시간 요청에 영구히 할당된다. 이 대역폭을 각 구간 T(T는 이전에

계산된 것과 같은 최악의 경우의 라운드 로빈 서비스 시간) 동안에 디스크에 발행될 수 있는 비실시간 요청의 수 m으로 나

타내자. 따라서, 길이 T의 각 구간에는 비실시간 요청을 발생할 수 있는 m개의 크레디트(credit)가 할당된다. 이 절차는 두

가지 경우: 비실시간 요청이 크레디트가 아직 남아있을 때(m>0) 도착하는 경우와, 크레디트가 남아있지 않을 때(m=0) 요

청이 도착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첫번째 경우(m>0)에, 요청은 디스크에 발행되며, 이 구간에 대한 크레디트의 수는 하나 감소한다. 요청이 발행 구간과 동

일한 구간에서 종료되고 크레디트의 수가 0에 도달하면, 이 구간에 대한 크레디트의 수는 하나 증가된다. 만약 요청이 발

행 구간 다음의 구간에서 종료되면, 이 새로운 구간에서의 크레디트의 수는 하나 감소된다.

  두번째 경우(m=0)에는, 다음 구간에서 이용가능한 크레디트의 수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크레디트를 다음 구간에서

빌려온다. 빌려온 크레디트로 발행된 요청은 그것이 발행된 구간 다음의 구간에서 항상 종료된다. 그렇지 않다면 크레디트

는 현재 구간에 남아있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청이, 어떠한 실시간 요청이 새로운 구간에서 발행될 필요가 있기 전에 종

료된다면, 빌려온 크레디트는 현재의 구간(이전에 크레디트를 빌려왔던 그 구간)으로 반환된다.

  두 절차의 기본적인 차이는, 이 다른 절차에 있어서 비실시간 요청에 대한 디스크 대역폭의 일부를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전의 절차가 비실시간 요청을 "슬랙" 기간에만 수용한 반면에, 이 다른 절차는 이들 요청을 "슬랙" 시간 및 "보류

" 시간 모두에서 수용한다. 이 다른 절차는 비실시간 요청에 대한 진행을 보장하는 우리의 CPU 스케줄링 방법에 보다 적합

하다.

  단지 두가지의 우선권 큐(priority queue), 즉 비실시간 요청용의 낮은 우선권 큐와 실시간 요청용의 높은 우선권 큐를 사

용함으로써 비실시간 요청을 수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어댑터나 드

라이버 레벨과 같은, 큐잉된 디스크 요청을 유지하는 가장 낮은 레벨을 포함하는 모든 레벨에서 우선권 큐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방식은 또한 디스크 대역폭의 일부분을 비실시간 요청을 위해 남겨둘 필요가 있다.

  Ⅳ. 다중 비디오 스트림을 서비스하기 위한 프리페치(prefetch)

  도 2의 비디오 서버 구조의 장점 하나는, 다중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 의해 요청된 다중 비디오 스트림이 언제나 디스크

어레이(47)로부터 비디오 데이터를 페치하지 않고도 종종 ICDA(23)의 캐시 메모리(41)로부터 서비스된다는 것이다. 이

상황은 도 9 및 도 10에 도시되어 있다.

  도 9에서, 비디오 데이터는 첫번째 스트림 서버(도 2의 21)에서의 RAM(random access memory)에서의 버퍼(91)로부

터 첫번째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게 등시적으로 전송된다. 버퍼(91)는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도 2의 23)의 캐시(41)로

부터 페치된 데이터로 채워진다. 캐시(41)는 디스크 어레이(47)로부터 프리페치된 데이터로 채워진다.

  이제 도 10을 보면, 첫번째 스트림 서버(도 2의 21)에서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도 2의 23)로의 비디오 프리페치 명령

의 전송의 스케줄링을 위한 단계를 포함하는 프리페치 태스크의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첫번째 단계 101에서 나타난 것

처럼, 스트림 서버에 의해 억세스되고 있는 대상이 영화일 때 비디오 프리페치 명령이 사용된다. 그렇다면, 단계 102에서

스트림 서버는 영화에 대한 다음번 세그먼트를 찾는다. 미디어 서버 제어기는 예를 들어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에서의

영화 세그먼트의 어드레스 리스트와 각 세그먼트의 크기 또는 길이를 얻기위해 영화 디렉토리를 억세스하여 이 리스트를

억세스할 대상으로서 스트림 서버에 전송한다. 단계 102에서, 스트림 서버는 이 리스트로부터 다음번 세그먼트 어드레스

와 다음번 세그먼트의 크기를 얻는다. 그리고는, 단계 103에서 스트림 서버는 이 세그먼트의 크기와, 단일 비디오 프리페

치 명령에 응답하여 프리페치될 데이터양에 대한 한계인 소정의 수 N과를 비교한다. 세그먼트 크기가 수 N보다 크면, 단계

104에서 이 세그먼트의 크기 N의 시작부분만을 비디오 프리페치 명령을 ICDA(도 2의 23)에 발행함으로써 프리페치한다.

이 세그먼트의 나머지 부분은 단계 103에서 다시 시작되는 그 후의 하나 이상의 루프에서 프리페치된다. 그렇지 않으면,

단계 105에서, 전체 세그먼트를 비디오 프리페치 명령을 ICDA(도 2의 23)에 발행함으로써 프리페치한다. 단계 104나

105 뒤에, 세그먼트의 끝 부분이 프리페치되지 않았다면 단계 106에서 단계 107로 분기된다. 단계 107에서, 세그먼트 크

기는 N만큼 줄어들어서 세그먼트의 프리페치된 부분을 잘라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단계 107 뒤에 프리페치 태스크는

다음번 비디오 프리페치 명령(단계 104 또는 105에서 발행되는)에 대한 시간까지 단계 108에서 정지되며, 그리고 나서 수

행은 단계 103으로 루프백되어 세그먼트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프리페치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그먼트의 끝에서, 단계

109에서 프리페치할 영화의 세그먼트가 더 이상 없으면 프리페칭 태스크는 끝난다. 프리페치할 영화의 세그먼트가 더 남

아 있으면, 단계 110에서 프리페치 태스크는 다음번 세그먼트를 프리페치할 시간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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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104 및 105에 해당하는 페치 태스크 단계에서 비디오 프리페치 명령 대신에 비디오 페치 명령이 발행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 10에 도시한 프리페치 태스크와 유사한 페치 태스크가 있다. 다음번 페치 명령에 대한 시간은 비디오 데이

터를 요청한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로의 등시 비디오 데이터 전달의 요구조건에 의해 확립된다. 데이터는 네트워크 클라이

언트로의 등시적 비디오 전달에 필요한 시간에 충분히 앞서서 페치된다. 다음번 프리페치 동작에 대한 시간은 영화의 프리

페치와 영화의 페치와의 동기화(同期化)에 의해 확립된다. ICDA가 페치 명령을 받을 때 ICDA 캐시내에 데이터가 있을 것

을 보장하기 위한 페치 시간보다 충분히 앞서서 데이터가 프리페치된다.

  이제 도 11을 보면, 스트림 서버로부터의 비디오 프리페치 명령에 응답하여 ICDA에 의해 수행되는 비디오 프리페치 루

틴의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비디오 프리페치 루틴은, ICDA가 스트림 서버로부터의 후속되는 페치 명령을 받을 시점에

서 비디오 프리페치 명령에 의해 특정되는 데이터가 ICDA 캐시내에 있을 것을 보장한다. 비디오 프리페치 루틴의 수행은,

높은 우선권에 기초해서 비디오 프리페치 루틴이 확실히 수행되도록 하고, 후속 프리페치 명령이 서비스될 때까지 ICDA

캐시내에 프리페치된 비디오 데이터가 확실히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인 ICDA 동기 프리페치 동작과 구별된다.

  첫단계 121에서, 프리페치 명령을 받은 ICDA 채널 디렉터(도 3의 43)는 프리페치되고 있는 비디오 세그먼트에서의 다음

트랙을 확인한다. 다음에, 단계 122에서, 캐시 메모리(도 3의 41)의 캐시 디렉토리를 검사하여 트랙이 캐시 메모리내에 있

는지를 검사한다. 그렇지 않다면, 단계 123에서 "최근에 가장 적게 사용된" 캐시 슬롯의 트랙을 유지하고 있는, 아니면

ICDA 캐시에 대해 치환 알고리즘을 채용하고 있는 "치환 큐"의 선두로부터 캐시 슬롯(cache slot)을 제거함으로써 캐시

슬롯이 트랙을 받도록 할당된다. 단계 123 뒤의 단계 124에서, 트랙은 디스크 어레이(47)로부터 꺼내져서 캐시 슬롯으로

로딩된다.

  단계 122에서 트랙이 캐시내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또는 단계 124에서 디스크로부터 캐시 안으로 트랙이 옮겨지면,

단계 125에서 요청 프로세스는 트랙에 대한 대기 리스트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트랙은 프로세스에 의해 페치

될 때까지 캐시내에 유지될 수 있다. 단계 126에서, 트랙에 대한 시간 스탬프(time stamp)도 현재의 시간으로 리셋될 수

있으며, ICDA에 있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 의해 캐시로부터 비디오 데이터를 페치하는 프로세스의 실패에 기인한 지나

친 양의 시간 동안 트랙이 캐시에 유지되어 있었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트랙이 캐시에서 지나치게 오래 유지

되어 있었다고 판단하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캐시 슬롯을 치환 큐의 선두로 복귀시키며, 비디오서버 관리자에게 대기

리스트 상의 프로세스가 에러를 겪었음을 알린다.

  마지막 단계 126에서, 프리페치될 필요가 있는 비디오 세그먼트 내의 트랙이 더 있는 경우에는 단계 121로 루프백된다.

그렇지 않다면, 리턴한다.

  이제 도 12를 보면, 스트림 서버로부터의 비디오 페치 명령에 응답하여 ICDA의 채널 디렉터(도 3의 43)에 의해 수행되는

비디오 페치 루틴의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첫번째 단계 131에서, 채널 디렉터는 페치될 비디오 세그먼트에서 다음 트랙

을 확인한다. 다음에 단계 132에서, 채널 디렉터는 트랙의 데이터가 캐시에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그리고 트랙의 데이

터를 포함하고 있는 캐시 슬롯을 판정하기 위해 ICDA 캐시 메모리(도 3의 41)에서 디렉토리를 억세스한다. 트랙이 캐시에

있지 않다면, 비디오 세그먼트를 특정하는 각 비디오 페치 명령은 동일한 비디오 세그먼트를 특정하는 비디오 프리페치 명

령 뒤에 나왔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디오 프리페치 명령은 비디오 페치 명려의 접수전에 실행되었어야 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 133에서 트랙의 데이터는 캐시 슬롯에서 채널 디렉터 버퍼로

전송된다. 다음에 단계 134에서, 데이터는 채널 디렉터 버퍼에서 페치 명령을 발행했던 스트림 서버로 전송되며, 단계 135

에서 페치 명령을 발행하였던 스트림 서버의 프로세스는 캐시 슬롯에 대한 대기 리스트로부터 제거된다.

  단계 136에서, 프로그램은 대기 리스트가 비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기된다. 비어있다면, 단계 137에서 캐시 슬롯이 치

환 큐의 선두에 삽입되어, 캐시 슬롯이 다른 트랙으로부터 넘어온 데이터를 받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단계 137 뒤에,

또는 대기 리스트가 비어 있지 않을 때, 단계 138로 이어진다. 단계 138에서, 페치될 세그먼트내에 트랙이 더 있다면 프로

그램을 131로 루프백된다. 없으면, 비디오 페치 루틴은 완료되어 프로그램은 리턴한다.

  디스크 어레이(도 3의 47)로부터 프리페치된 데이터가 단일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 의해서만 사용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트림 서버 버퍼(91)와 ICDA 캐시(41)에 할당되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로의 데이터의 전달을 위한 스케줄된 시간에 스트림 서버 버퍼(91)에서 페치된

데이터가 있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로의 데이터의 전달에 앞서서 페치 동작

을 스케줄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페치 동작이 ICDA 캐시로부터 데이터를 페치하려고 시도할 때 프리페치된 데이터가

ICDA 캐시에 있을 것을 보장하지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ICDA 캐시(41)로부터의 데이터의 전달에 앞서서 프리페

치 동작을 스케줄하지 않음으로써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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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 어레이(도 3의 47)로부터 프리페치된 데이터가 다중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 의해 사용될 것이라면, ICDA 캐시

또는 스트림 서버 버퍼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필요한 최소양의 메모리보다 많이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무비 온 디맨드 요청에 대해 할당할 메모리 양은 영화의 인기도의 비례 함수일 수 있다.

  도 13은 디스크 어레이(47)에서 프리페치되어 ICDA 캐시(41)에 저장된 데이터가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 의

해 사용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 상황에서, 첫번째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를 위해 이전에 페치된 동일한 데이터는 ICDA 캐

시(41)에서 페치되어 두번째 스트림 서버(도 2의 21)의 RAM내의 버퍼(92)로 전송되어 두번째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게

로 전달된다. 데이터는 각 비디오 스트림에 대해 디스크 어레이(47)로부터 별도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프리페치되지 않으

므로 디스크 어레이(47)상의 로딩은 감소한다. 대신, 디스크 어레이(47)로부터 프리페치되어 ICDA 캐시에 저장된 데이터

는 두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로의 두 개의 스트림 서버 버퍼(91, 92)를 통해 두 개의 비디오 스트림 사이에서 공유된다. 이것

은 도 11의 비디오 프리페치 루틴에서 데이터가 이미 캐시에 있다면 디스크 어레이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의 결과이다.

  도 13의 상황에서는 페치 동작이 ICDA 캐시로부터 데이터를 페치하려고 시도할 때 프리페치된 데이터가 ICDA 캐시내에

있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ICDA 캐시(41)로부터의 데이터의 전달을 더 앞서서 프리페치 동작을 스케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행 스케줄링에 의해 디스크 어레이상의 로드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선행 스케줄링을 수행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번째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 대한 선행 프리페치시에 첫번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프리페치로

부터의 ICDA 캐시내에 데이터가 있다면, 디스크 어레이상의 로드는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프리페치를 훨씬 앞서게 스케

줄링함으로써 더 많은 캐시 메모리 자원이 두번째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를 서비스하는데 할당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행 프리페치 스케줄링에 대한 바람직한 정도는 디스크 어레이(47)상의 로딩, ICDA 캐시(41)의 로딩 또는

빈 메모리 용량, 동일한 영화를 억세스하는데 필요한 다중 페치 동작의 빈도 또는 확율, 동일한 영화에 대한 다른 페치 동

작의 상대적인 위치 또는 시간차의 함수이다. 특히, 동일한 영화에 대해서 하나보다 많은 프리페치 동작이 있지 않는 한,

선행 프리페칭은 도움이 안될 것이다. 동일한 스트림 상의 두 프리페치 동작 사이의 상대적 위치 또는 시간차는 추가적인

스트림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디스크 억세스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캐시 메모리의 양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비디오 파

일 서버가 영화 상의 새로운 스트림의 지원에 대한 요청을 받는다면, 서버는 비디오 파일 서버가 이미 다른 네트워크 클라

이언트에게 동일한 영화로부터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가장 가까운 현존 스트림과 새로 요청된 스트

림과의 사이의 상대적 위치 또는 시간차에 따라, 선행 프리페칭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앞서서 프리페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간차는 추가적인 디스크 억세스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스트림을 지원하

기 위한 ICDA 캐시 메모리 요구조건을 설정할 것이다. 캐시 메모리가 이용가능하고 새로운 스트림을 디스크 억세스 대신

에 캐시 메모리에서 지원하는 것이 시스템 자원 전체에서 비용이 덜 든다면, 시간차에 관련된 양만큼의 선행 프리페칭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도 14를 보면, "온 디맨드" 영화에 대한 새로운 요청의 비디오 스트림을 지원하기 위한 프리페치 선행 시간

(prefetch advance time)(TA)을 계산하기 위한 루틴의 흐름도의 첫번째 부분이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루틴은 비디오 서

버 관리자의 커널(도 5의 63)의 허가 방법의 일부일 수 있다. 첫번째 단계 141에서 새로운 요청이 현존 스트림과 동일한

영화에 대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분기된다.

  새로운 요청이 현존 스트림과 동일한 영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선행 프리페칭을 할 필요가 없다. 단계 142에서 프리페

치 선행 시간(TA)은 최소값 TMIN으로 설정된다. 그러면, 스텝 143에서 커널은 새로운 스트림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 캐시

자원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없다면, 새로운 요청은 거부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 15의 단계 145로 넘어간다. 단계

145에서, 새로운 요청에 대한 프리페치 선행(先行) 값은 TA로 설정되며, 새로운 요청은 받아들여진다.

  새로운 요청이 현존 스트림과 동일한 영화에 대한 것이라면, 프로그램은 단계 141에서 단계 146으로 진행한다. 단계

146에서, 커널은 새로운 요청에 대한 페치 시간과 영화에서 가장 가까운 페치 또는 프리페치 시간을 갖는 현존 스트림을

찾는다. 단계 147에서, 프로그램은 새로운 요청이 영화에서 이 스트림 뒤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기된다. 새로운 요청이

이 현존 스트림의 뒤에 있지 않다면, 단계 148에서 커널은 새로운 요청에 대한 페치 시간과 현존 스트림에 대한 프리페치

시간 사이의 시간차(TA)를 계산한다. 새로운 요청이 이 현존 스트림 뒤에 있다면, 커널은 단계 149에서 현존 스트림의 페

치 시간과 새로운 요청의 페치 시간 사이의 시간차(TA)를 계산한다. 단계 148 또는 149 뒤에 프로그램은 도 15의 단계

150으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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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5의 단계 150에서, 커널은 계산된 시간차(TA)에 대한 영화의 캐싱을 지원할 수 있는 캐시 자원이 있는지를 체크한

다. 없다면, 단계 151에서 커널은 디스크 자원이 새로운 스트림에 대해서 이용가능한지를 체크한다. 이용할 수 없다면, 이

요청은 거부된다. 디스크 자원이 이용가능하다면, 프로그램은 단계 151에서 단계 152로 계속된다. 단계 152에서, 시간차

(TA)는 최소값(TMIN)으로 설정된다. 그러면, 단계 153에서 커널은 이 최소 시간에 대한 영화의 캐싱을 지원하는데에 캐시

자원이 이용가능한지를 체크한다. 이용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요청은 거부된다. 그렇지 않다면, 프로그램은 단계 145로

계속되어, 새로운 요청의 프리페치 선행(先行) 값이 TA로 설정되고, 그 요청은 받아들여진다.

  단계 150에서 충분한 캐시 자원이 이용가능하다면, 프로그램은 단계 154로 넘어가서 새로운 스트림을 지원하기에 충분

한 디스크 자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기된다. 디스크 자원이 있다면, 단계 154에서 단계 155로 넘어가서 선행 프리페칭

없이 요청된 비디오 스트림을 지원하기 위한 디스크 자원의 상대적인 비용과 선행 프리페칭으로 요청된 스트림을 지원하

기 위한 캐시 자원의 상대적인 비용이 비교된다. 예를 들어, 선행 프리페칭없이 요청된 비디오 스트림을 지원하기 위한 디

스크 자원의 상대적인 비용은 현재 사용하지 않은 디스크 자원량에 대한 필요한 디스크 자원의 퍼센트로서 표현할 수 있으

며, 선행 프리페칭으로 요청된 스트림을 지원하기 위한 캐시 자원의 상대적인 비용은 현재 사용하지 않은 캐시 자원량에

대한 필요한 캐시 자원의 퍼센트로서 표현할 수 있다. 디스크 자원의 상대적인 비용이 캐시 자원의 상대적인 비용을 초과

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은 단계 155에서 단계 152로 계속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단계 155에서 단계

156으로 넘어간다. 프로그램은 또한 새로운 요청을 지원할 디스크 자원이 없을 때 단계 154에서 단계 156으로 분기된다.

  단계 156에서, 새로운 요청이 영화에서 현존 스트림보다 뒤에 있으면 프로그램은 단계 157로 분기된다. 이 경우에, 단계

157에서 새로운 요청에 대해 TMIN만큼 선행되고 앞으로 TA 시점에서 종료되는 스케줄된 임시 프리페칭이 있다. 이 임시

프리페칭은 새로운 스트림이 현존 스트림에 대해서 ICDA 캐시 안으로 넘어간 데이터를 따라잡는 시점까지 새로운 스트림

을 지원하도록 스케줄된다. 단계 157후에, 프로그램은 단계 145로 계속되어 새로운 요청의 프리페치 선행은 TA로 설정되

며, 새로운 요청은 받아들여진다.

  새로운 요청이 영화에서 현존 스트림 앞에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단계 156에서 단계 158로 계속되어, 새로운 요청

의 프리페치 선행은 최소값 TMIN으로 설정된다. 그러면, 단계 159에서 현존 스트림에 대한 현존 프리페칭은 현재로부터

미래로 시간 TA에서 종료하도록 스케줄되며, 현존 스트림에 대한 더 선행된 프리페칭(추가적인 시간 TA만큼 선행)이 이

현존 스트림에 대해 시작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요청은 받아들여진다.

  V. 비디오 온 디맨드에 대한 스태거드 스트림 지원

  도 13에 도시된 것처럼 하나보다 많은 비디오 스트림을 지원하기 위한 ICDA 캐시에서의 프리페치된 데이터의 공유 방법

은 스트림 서버의 RAM으로부터의 하나보다 많은 비디오 스트림을 지원하기 위해 스트림 서버의 RAM에서의 페치된 데이

터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더 수정되었다. 인기 영화에 대한 비디오 "온 디맨드"에서는, 그러나, ICDA 캐시와 디스크 어레

이의 로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인기 영화에 대해서 스트림 서버의 RAM을 많이 할당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

게 서버 RAM을 인기 영화에 할당함으로써 각 인기 영화가 최소량의 ICDA 캐시와 디스크 어레이 자원을 필요로 하도록 확

실히 할 수 있다.

  이제 도 16을 보면, 서버 RAM을 인기 영화에 할당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보여주는 모식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16의 예에

서, 영화의 1/3에 대한 데이터 블록가 4개의 스트림 서버(91, 92, 93, 94)의 각각의 RAM에 저장되어 있다. 이 예에서는,

스케줄링을 간이화하기 위해서 4개의 스트림 서버의 RAM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 사이에는 상당한 양의 중복이 있다.

  4개의 스트림 서버(91, 92, 93, 94)의 각각의 RAM 내의 데이터 블록은 바람직하게는 영화로의 슬라이딩 "윈도우"이다.

데이터가 영화를 보는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게로 전달되는 비율로, 새로운 데이터는 각 윈도우에 추가되며 오래된 데이

터는 각 윈도우에서 제거된다. 이러한 슬라이딩 윈도우를 제공하는 데이터 블록은 예를 들어 간단한 원형 큐(circular

queue)에 유지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클라이언트가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영화를 보면서도 서로 다른 스트림 서버 PC

로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를 재할당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정지, 빨리 감기 또는 빨리 되감기 동작을 요

청한다면,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를 다른 스트림 서버 PC로 재할당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클라이

언트가 영화 감상을 재개하기 전에 약간의 지연은 허용될 수 있다. 정지, 빨리 감기, 빨리 되감기 동작에 의해 클라이언트

의 감상이 윈도우에서 빠진다면, 클라이언트의 영화 감상 재개는 새로운 요청과 유사하게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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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6의 방법에 따라 각 영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최소수의 스트림 서버 PC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먼저, 각 영화는

전체 영화 저장용으로 어느 정도의 RAM 메모리 더하기 윈도우 중복용으로 어느 정도의 최소량이 필요하다. 영화를 저장

하기 위한 RAM 메모리 양은 영화의 길이(90분에서 120분과 같이), 인코딩된 영화가 전달되는 비트율(초당 메가비트)에

의존한다. 이 비트율은 일반적으로 비디오 데이터가 인코딩되는 방법(MPEG I 또는 MPEG II와 같은)의 함수이다.

  둘째로, 각 스트림 서버 PC는 최대량의 RAM이 버퍼 메모리로서 이용가능하게 구성될 수 있다. 이 최대량의 메모리는 단

일 스트림 서버 PC상의 윈도우의 크기를 제한할 수도 있다. 전체 영화를 RAM에 저장하는데 필요한 스트림 서버 PC의 수

는 전체 영화(더하기 필요한 중복)를 위해 필요한 RAM 버퍼 메모리의 전체 양을 단일 스트림 서버 PC의 최대 RAM 버퍼

메모리의 양으로 나누고 정수로 올림함으로써 계산된다.

  셋째로, 각 스트림 서버 PC는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게 제한 수의 비디오 스트림만을 서비스할 수 있다. 예상되는 비디

오 스트림의 최대수가 주어지면, 이 주어진 수의 비디오 스트림을 서비스하는데 필요한 스트림 서버 PC의 최소 숫자는 이

주어진 수를 각 스트림 서버 PC에 의해 서비스될 수 있는 비디오 스트림의 수로 나누고, 정수로 올림함으로써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에서 단일 영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스트림 서버 PC의 최소 숫자는 필요한 버퍼 메모리와 예상되는

비디오 스트림의 최대 숫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최소 숫자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최소 숫자보다 크다. 그러면, 윈도우 크

기는 바이트 단위의 영화의 크기(더하기 필요한 중복)를 시스템내의 스트림 서버 PC의 숫자로 나눔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이제 도 17을 보면, 네트워크로부터의 클라이언트 요청을 서비스하기 위한, 그리고 인기 영화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요청

에 대한 허가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허가 제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프로시져의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첫번째 단계 171

에서, 허가 제어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요청이 도 16을 참조하여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ICDA로부터 페치되어 스트림 서

버 RAM에 로딩된 인기 영화 이외의 것에 대한 것인지를 체크한다. 아니라면, 단계 172로 분기하여 클라이언트 요청을 서

비스하기 위한 다른 프로세스를 처리한다. 예를 들면, 요청이 디스크 어레이(47)에 저장된 비인기 영화에 관한 것이라면,

이 요청은 도 9 및 도 13을 참조하여 전술한 것처럼 서비스될 수 있을 것이다. 클라이언트 요청이 인기 영화에 관한 것이라

면, 단계 171에서 단계 173으로 분기한다.

  단계 173에서, 허가 제어 프로그램은 스트림 서버 PC중에서 첫번째의 유효한, 즉 동작가능한 하나를 가리키도록 인덱스

를 설정한다. 그리고는 단계 174에서, 허가 제어 프로그램은 새로운 요청의 영화에서의 원하는 시작 시간 또는 위치가 인

덱스된 스트림 서버 PC에서의 요청된 영화의 RAM 윈도우에 들어가는지를 체크한다. 그렇다면, 단계 175에서 허가 제어

프로그램은 인덱스된 스트림 서버 PC가 클라이언트 요청을 다루기에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한다. 인덱스된

스트림 서버 PC는 예를 들어 이 요청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빈 네트워크 링크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

로, 스트림 서버 PC는 총 버퍼 메모리 용량 제한과 다수의 대역폭 제한을 갖는다. 대역폭 제한에는 네트워크 대역폭 제한,

스루풋 또는 버퍼 대역폭 제한, ICDA(23)와 테이프 사일로(34)와의 통신을 위한 버스 대역폭 제한이 포함된다. 스루풋 또

는 버퍼 대역폭 제한은 스트림 서버 PC에 사용된 버스의 종류에 의존한다. 도 17에 사용된 방법의 장점은 스루풋이 효과적

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스루풋은 RAM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유지하는데 거의 사용되지 않으므로 스루풋의 대부분을 슬

라이딩 윈도우에서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인덱스된 스트림 서버 PC가 클라이언트 요청을 다루기에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단계 176에서 이 요청은 인덱스

된 스트림 서버 PC에 요청을 할당함으로써 받아들여진다.

  단계 174에서 새로운 요청이 인덱스된 스트림 서버 PC에서 요청된 영화의 RAM 윈도우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또는 단

계 175에서 인덱스된 스트림 서버 PC가 요청을 다루기에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프로그램은 단계 177로 분

기한다. 단계 177에서, 허가 제어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스트림 서버 PC를 찾는 과정에서 모든

유효한 또는 동작가능한 스트림 서버 PC를 검사하였는지를 체크한다. 이것은 다음번 유효한 스트림 서버 PC가 단계 173

에서 선택되었고 단계 174에서 처음 검사된 것인 경우에 발생될 것이다. 모든 유효한 PC가 검사되지 않았다면, 프로그램

은 단계 178로 넘어가서 인덱스를 다음의 유효한 PC로 진행시키고, 단계 178 다음에 프로그램은 단계 174로 진행하여 이

다음 유효 PC를 검사한다.

  모든 유효한 PC가 검사되었다면, 프로그램은 단계 177에서 단계 179로 넘어간다. 단계 179에서, 허가 제어 프로그램은

인기 영화용의 다른 윈도우를 열도록 할당될 수 있는, 스트림 서버 PC의 할당되지 아니한 윈도우 RAM이 있는지를 체크한

다. 이것은, 예를 들면 유효한 스트림 서버를 다시 인덱스하고 할당되지 않은 RAM 윈도우를 탐색함으로써 수행된다. 할당

되지 않은 RAM 윈도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은 단계 180으로 넘어가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거부한다. 그렇지 않

다면, 단계 181에서, 서버 윈도우 RAM이 영화에 할당되고, 태스크가 이 서버 윈도우 RAM에 ICDA로부터 페치한 중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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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데이터를 로딩하도록 기동된다. 하나보다 많은 수의 스트림 서버 PC가 할당되지 않은 윈도우를 가지고 있다면, 이들

스트림 서버중의 하나는 모든 스트림 서버상의 로딩을 조화시키려는 의도로 선택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추가적인 클라이

언트 요청을 서비스하는데 가장 많은 자원을 갖는 스트림 서버가 선택된다. 그리고나서, 단계 176에서, 클라이언트 요청은

이를 단계 181에서 할당된 서버 윈도우 RAM을 갖는 인덱스된 스트림 서버 PC에 할당함으로써 받아들여진다.

  도 16 및 17을 참조하여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스트림 서버 PC(도 2의 21)의 RAM(91, 92, 93, 94)의 RAM 윈도우 세트

는 영화에 대한 클라이언트 요청이 수신되기 전에 각 인기 영화에 대한 데이터로 할당되고 로딩되어, 영화에 대한 클라이

언트 요청이 수신되면 클라이언트는 영화에서 원하는 아무 시간 또는 위치에서 시작되는 비디오 스트림이 즉시 공급된다.

단계 181에서, 현존 RAM 윈도우를 가지고 있는 스트림 서버 PC의 자원이 이전의 클라이언트 요청을 서비스하는데 다 소

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클라이언트 요청이 현존 RAM 윈도우로부터 서비스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RAM 윈도우는 데

이터로 할당되고 로딩된다. 그러나, 매우 인기있는 영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RAM 윈도우를 데이터로 로딩하기 위한 시간

은 새로운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 비디오 데이터를 공급하는데 지연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ICDA에서 새

로운 RAM 윈도우로 데이터가 로딩되고 있을 때 여러개의 새로운 클라이언트 요청이 수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우 인기있는 영화에 대한 RAM 윈도우를 가지고 있는 스트림 서버 PC의 자원이 소모되거나 거의 소모되려고 하는 경우

에는 그때 다른 스트림 서버 PC의 RAM 윈도우를 할당하여 매우 인기있는 영화에 대한 추가적인 클라이언트 요청을 예상

하여 새로 할당된 RAM 윈도우로 즉시 데이터 로딩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제 도 18을 보면, 매우 인기있는 영화에 대한 RAM 윈도우를 가지고 있는 스트림 서버 PC의 자원이 소모되거나 거의

소모되려고 하는 경우에 다른 스트림 서버 PC의 RAM 윈도우를 할당하기 위해 도 17의 단계 176을 대치할 수 있는 단계

의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18의 첫번째 단계 176'은 도 17의 단계 176과 유사하다. 단계 176'에서 인덱스된 스트림

서버 PC에 클라이언트 요청이 할당되고나서, 허가 제어 프로그램은 단계 191에서 영화가 매우 인기있는 영화로 분류되었

는지를 체크한다. 예를 들면, 한 영화에 대한 동일한 RAM 윈도우에 대한 하나보다 많은 클라이언트 요청이 RAM 윈도우

로딩에 걸리는 시간동안에 수신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 이 영화는 매우 인기있는 영화로 분류되어야 한다.

  영화가 매우 인기있는 것이 아니라면, 중복 영화 데이터의 RAM 윈도우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서비스하는데 실제로 필요

하기 전까지는 할당되지 않는다. 매우 인기있는 영화인 경우에는, 단계 191에서 단계 192로 간다. 단계 192는 인덱스된

스트림 서버 PC에 의해 서비스될 수 있는 추가적인 클라이언트 요청의 수를 결정한다. 단계 193에서 이 숫자는 0과 같은

소정의 상수일 수 있는, 또는 각 영화의 인기도에 관련되어 각 영화에 대해 정해진 숫자일 수 있는 임계치와 비교된다. 예

를 들면, 이 수는 대략 새로 할당된 RAM 윈도우를 로딩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영화의 RAM 윈도우에 대해 수신될 가능성

이 높은 요청의 최대 수일 수 있다.

  인덱스된 스트림 서버 PC에 의해 서비스될 수 있는 추가 클라이언트 요청의 수가 임계치와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중복

영화 데이터의 RAM 윈도우는 인덱스된 스트림 서버 PC가 추가적인 클라이언트 요청을 서비스하기 위해 현존 자원의 대

부분을 써버리기 전까지는 할당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 193에서 단계 194로 넘어간다. 단계 194에서, 허

가 제어 프로그램은 할당되지 않은 RAM 윈도우와 추가적인 클라이언트 요청을 서비스하기 위한 대부분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스트림 서버 PC를 탐색한다. 단계 195에서 테스트된 것처럼 추가적인 클라이언트 요청을 서비스하기 위한 자원

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서버 PC가 발견되면, 프로그램은 단계 196으로 분기한다. 단계 196에서 허가 제어 프로그램은

할당되지않은 RAM 윈도우를 영화에 할당하고 중복 영화 데이터로 RAM 윈도우에 로딩하는 작업을 개시시킨다.

  VI. 온라인 테이프 백업

  이제 도 19를 보면, "네트워크 백업" 동작에서 파일 서버(도 1의 20)를 통한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는 모식도가 도시되어

있다. 스트림 서버(21)는 네트워크 상의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데이터를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23)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스트림 서버는 각 네트워크 클라이언트(현존 네트워크 접속 및 원격 백업 응용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로부터 일반적

으로 초당 수 메가비트인 단위의 레이트로 데이터를 수신한다. 각 스트림 서버는, 스트림 서버에 의해 수신된 모든 스트림

의 집합이며, 또한 초당 약 50 내지 100 메가비트 단위일 수 있는 레이트로 데이터를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23)로 보낸

다.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는 다시 백업 데이터를 테이프 사일로의 용량에 의해 허용되는 레이트 - 일반적으로 통합 캐

시 디스크 어레이의 용량보다는 훨씬 작은 초당 2 내지 20 메가비트 단위인 - 로 테이프 사일로(24)에 보낸다. (테이프 읽

기/쓰기 드라이브의 수에 대한 디스크 읽기/쓰기 스트림의 동시적인 숫자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디스크 어레이

는 일반적으로 테이프 사일로보다 빠르다.)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는 속도 정합 버퍼로서의 역할과, 테이프 사일로(24)

에서의 특정 테이프 카트리지에 쓰여질 데이터 또는 파일을 결합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백업 데이터는 모든 스트

림 서버에 의해 동시적으로 시간당 150 기가바이트 단위의 총 속도로 ICDA(23)에 스트림시킬 수 있다. 백업 데이터는 다

시 소팅되어 시간당 장치당 7 기가바이트 단위의 테이프 전송 속도로 테이프에 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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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로의 백업은 비교적 느리므로 ICDA(23)를 버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가 단일 테이프 카트리지로

써지는 레이트는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 의해 데이터가 전송되는 총 레이트보다 느릴 수 있다. 선택된 테이프의 읽기/쓰기

스테이션으로의 장착의 로봇식 제어와 읽기/쓰기 스테이션에서의 테이프의 이송 제어는 추가적인 지연을 수반할 수 있는

데, 이것은 ICDA(23)를 버퍼로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회피 가능하다. 그러므로 ICDA는 테이프 읽기/쓰기 스테이션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테이프와 테이프 이송 마손을 줄여준다. 스트림 서버로부터의 데이터 흐름을 일치시키려

고 하지 않고도 ICDA로부터 테이프 속도로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테이프에 스트림될 수 있다.

  ICDA(23)는 불휘발성 쓰기 버퍼와 디스크 드라이브 실패로부터 복구시키기 위한 잘 알려진 에러 정정 RAID 기술을 사용

할 수 있으므로, ICDA는 데이터가 ICDA에 씌여지자마자 백업 동작의 종료를 알 수 있다. 테이프로의 실제적인 기록은 주

로 폭주 시간 이외의 시간, 즉 스트림 서버가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와의 데이터 주고받기에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수행될 수 있다. ICDA는 ICDA에 유지되어 있는 백업 파일에 대한 "즉시" 불러오기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ICDA는 트랜잭션 지맨틱(transaction semantics)이나 트랜잭션 프로세싱을 채용하는 클라이언트에

의한 트랜잭션의 성공 또는 실패를 정지하고 테이프로의 기록, 또한 임시 배치(batch) 백업도 제공할 수 있다.

  이제 도 20을 보면, 도 19의 "온 라인" 테이프 백업을 위해 파일 서버(도 1의 20)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분포를 보여주

는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이 용도로 사용되는 백업 소프트웨어는 그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작성될 수 있으며, 또는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기존 백업 패키지를 수정한 것일 수도 있다. 특히, 적합한 백업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존 설계는

EMC Corporation(171 South Street, Hopkinton, Mass., 01748)에서 판매하는 Epoch(상표) 백업 소프트웨어에서 개조

하였다. 이 백업 소프트웨어에는 백업 스케줄러(201), 볼륨 관리자(202), 저장/복구 데이터 무버(mover)(203)를 포함한

다. 파일서버(도 1의 20)내의 백업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무버(203)가 분리된 컴퓨터 환경에서 동작될 수 있도록 저장/복구

데이터 무버(203)를 백업 스케줄러(201)와 볼륨 관리자(202)로부터 분리함으로써 Epoch(상표) Hierarchical Storage

Management(HSM) 소프트웨어로부터 개조하였다. 백업 스케줄러(201)와 볼륨 관리자(202)는 Epoch(상표) 백업 소프트

웨어의 "제어" 부분을 구비한다. 백업 스케줄러(201)와 볼륨 관리자(202)는 활성화된 제어기 서버(도 2의 28 또는 29)에

서 작동하여, 백업 스케줄링, 마이그레이션(migration) 및 카탈로그 관리를 제공한다. 또는, 백업 스케줄러(201)와 볼륨 관

리자(202)는 내부 이더넷(26)과는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트림 서버(21)와 통신할 수 있는 별도의 외부 컴퓨터(도시 안

됨)에서 동작할 수도 있다. 저장/복구 데이터 무버(203)는 각 스트림 서버(21)에서 복제되며, 도 20에는 그중 하나만을 도

시하였다. 저장/복구 데이터 무버는 백업 스케줄러(201)와 볼륨 관리자(202)에 의해 내부 이더넷 링크(26)를 통해 전달된

명령에 응답한다. 백업 스케줄러(201), 볼륨 관리자(202), 저장/복구 데이터 무버(203)는 Epoch(상표) 백업 소프트웨어에

서 사용되는 프로시져 콜 대신에 이더넷 링크(26)를 통한 명령을 통해서 통신하도록 개조되었다.

  동작시에는, 활성 제어기 서버(28,29)(또는, 백업 소프트웨어의 "제어"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외부 컴퓨터)는 백업 서비

스에 대한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청을 받고, 볼륨 관리자(202)는 요청된 파일 또는 데이터 세트(디스크에 있든

테이프에 있든 간에)의 위치의 트랙을 유지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볼륨 관리자는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23)에 저장되

어 잇는 카탈로그(204)를 억세스한다. 카탈로그(204)는 백업 파일 또는 데이터 세트를 확인하는 정보를 저장한다. 각 백업

파일 또는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카탈로그는 또한 백업 파일이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23)의 디스크상에 저장되어 있는

지 또는 테이프 사일로(24)의 테이프상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보도 저장한다. 백업 파일 또는 데이터 세트가 통

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23)의 디스크상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카탈로그(204)는 파일 또는 데이터 세트를 포함하는 트

랙을 확인하는 정보를 저장한다. 각 트랙은 볼륨, 실린더, 헤드 어드레스에 의해 확인된다. 백업 파일 또는 데이터 세트가

테이프 사일로(24)의 테이프상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카탈로그(204)는 파일 또는 데이터 세트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

프 카트리지(들)와 각 테이프 카트리지에서의 파일 또는 데이터 세트의 위치를 확인하는 정보를 저장한다. 네트워크 클라

이언트가 새로운 파일 또는 데이터 세트의 백업을 요청하면, 볼륨 관리자(202)는 이 새로운 파일 또는 데이터 세트에 디스

크와 테이프 저장매체를 할당하고 카탈로그(204)를 갱신한다.

  스케줄러(201)는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23), 테이프 사일로(24) 사이에서의 데이터 이동을 스

케줄한다. 일반적인 저장 동작을 위해서, 스케줄러는 데이터 무버로서 기능하도록 스트림 서버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

어기 서버(28,29)중의 활성화된 일방에 의해 수행되는 제어 응용과 조정한다. 선택된 스트림 서버는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로부터의 백업 데이터를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의 할당된 트랙으로 옮긴다. 후에, 동일한 스트림 서버 또는 다른 선택된

스트림 서버는 백업 데이터를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에서 테이프 사일로로 옮긴다. 백업 데이터가 할당된 디스크 또는

테이프 저장매체에 기록되면, 데이터가 복구동작동안에 읽혀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카탈로그(204)가 갱

신된다.

  복구 동작에서, 네트워크(25)상의 클라이언트는 복구될 파일 또는 데이터 세트를 특정한다. 볼륨 관리자(202)는 특정된

파일 또는 데이터 세트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카탈로그(204)를 읽는다. 특정된 파일 또는 데이터 세트가 통합 캐시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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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레이(23)에 있다고 카탈로그(204)가 나타내면, 파일 또는 데이터 세트는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로부터 선택된 하나의

스트림 서버(21)에 의해 읽혀져서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로 전송된다. 반대로, 특정 파일 또는 데이터 세트가 테이프 사일로

(24)에 저장되어 있다고 카탈로그(204)가 나타내면, 파일 또는 데이터 세트는 테이프 사일로로부터 선택된 하나의 스트림

서버(21)에 의해 읽혀져서 네트워크(25)상의 클라이언트로 전송된다.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23)는 복구 동작 과정에서 중간 버퍼로서 사용된다. 이 경우에, 선택된 하나의 스트림 서버(21)

는 테이프 사일로(24)에서 백업 데이터를 읽어서 백업 데이터를 임시로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23)에 저장한다. 그리고

는 동일한 스트림 서버, 또는 다른 스트림 서버는 통합 캐시 디스크 어레이(23)로부터 백업 데이터를 읽어서 이 백업 데이

터를 네트워크(25)상의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비디오-온-디맨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가 상기 데이터 세트 내의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비디오 데이터 세트에 대한 즉각적인 등시 억세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비디오 파일 서버

동작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파일 서버는 복수의 스트림 서버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스트림 서버 컴퓨터가 상기 데이터 세트로

부터 하나 이상의 상기 클라이언트로 데이터의 등시 스트리밍을 위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링크를 가지고 있고, 상기 각

각의 스트림 서버 컴퓨터는 데이터세트의 일부를 저장하기 위한 RAM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때라도 상기 전체 데이터 세

트가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에 저장되어 있으며, 상기 방법은

  (a) 데이터가 감상을 위해 등시적으로 클라이언트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대략 같은 레이트로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내의 데이터 세트의 각 부분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로딩함으로써 데이터 세트로의 슬라이딩 윈도우로서 상기 각각의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내의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을 유지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전체 데이터 세트는 항상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내에 저장되나 상기 전체 데이터 세트가 상기 스트림 서

버 컴퓨터의 어느 하나의 RAM내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상기 각각의 스트림 서버 컴퓨터 내 상기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

분이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다른 하나 내 상기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을 부분적으로 오버랩하고;

  (b) 데이터 세트내의 특정 위치를 포함하여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을 현재 RAM에 가지고 있는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

의 선택된 한 컴퓨터로부터 클라이언트로의 데이터 링크를 형성하고,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상기 선택된 한 컴퓨터의

RAM으로부터 클라이언트로 데이터 링크를 통해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데이터 세트내의 특정 위치에서 시작하

는,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세트 감상 요청을 서비스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비디오 파일 서버 동작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트는 영화인 비디오 파일 서버 동작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스트림 서버 컴퓨터 내 상기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은 단순순환 큐로 유지되는 비디오 파일 서버 동작방

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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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에게 감상용으로 데이터가 등시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대략 같은 레이트로 상기 각각의 스트림 서버 컴퓨

터의 RAM내의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로딩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저장 서브시스템으로부

터 페치되는 비디오 파일 서버 동작방법.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내의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으로의 새로운 데이터의 로딩은 스트림 서버 컴퓨

터의 RAM들 내의 데이터 세트 해당 부분들 사이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수행되는 것인 비디오 파일 서버 동

작 방법.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내의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으로의 새로운 데이터의 로딩은 다른 하나의 스트

림 서버 컴퓨터의 RAM들 내의 데이터 세트 해당 부분들에서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들 내의 데이터 세트 해당 부분들

로 새로운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수행되는 것인 비디오 파일 서버 동작방법.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전체 데이터 세트용 비디오 데이터는 선택된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에서 다른 스트림 서버 컴퓨터에 클라이언트를

다시 할당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되는 것인 비디오 파일 서버 동작방법.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전체 데이터 세트용 비디오 데이터는 각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에서 여러 클라이언트들에게 동시에 전송되는 것인

비디오 파일 서버 동작방법.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몇몇 RAM은 예비로 남겨져 있어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내에 전체 데이터 세트를 저장하는데

에 필요하지 않으며, 스트림 서버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요청에 의해 아주 로딩이 많아지게 되면 다른 스트림 서버 컴퓨터

의 예비 메모리가 로딩이 많아지게 된 스트림 서버 컴퓨터 내의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의 사본을 저장하는데 할당되고,

  상기 다른 스트림 컴퓨터 내 예비 메모리는 로딩이 많아지게 된 스트림 서버 컴퓨터 내의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의 등

시 억세스를 위해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할당되며, 로딩이 많아지게 된 스트림 서버 컴퓨터 내의 데이터 세트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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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등시 억세스를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요청은 로딩이 많아지게 된 스트림 서버 컴퓨터 내의 RAM에서 데이터를 등

시적으로 흘려보냄에 의해 로딩이 많아지게 된 스트림 서버 컴퓨터에 의해 서비스되고, 상기 예비 메모리는 로딩이 많아지

게 된 스트림 서버 컴퓨터 내의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으로의 등시 억세스를 위한 가능한 부가적 클라이언트 요구를 위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할당된 비디오 파일 서버 동작방법.

청구항 10.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비디오-온-디맨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디오 파일 서버 동작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파일 서버는 비디오 데이터 세트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서브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복수의 스트림 서버 컴

퓨터가 데이터 저장 서브시스템을 데이터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있으며, 각 스트림 서버 컴퓨터는 데이터 세트의 일부를 저

장하기 위한 RAM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 세트가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에 복제되어 있으며, 상기 방법은

  (a) 데이터 세트로부터의 데이터 스트리밍(streaming)에 대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청을 받는 단계;

  (b)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 중의 한 컴퓨터의 RAM에서 상기 클라이언트로 요청된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는데 충분한 자

원을 가진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한 컴퓨터의 RAM에 있는 데이터를 상기 클라이언트가 요청하고 있는지를 체크하

고,

  ( i )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상기 한 컴퓨터의 RAM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에게로 요청된 데이터를 스트리밍 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가진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한 컴퓨터의 RAM에 있는 데이터를 상기 클라이어트가 요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상기 한 컴퓨터의 RAM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에게로 요청된 데이터를 스트리밍함

으로써,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상기 요청을 다루도록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상기 한 컴퓨터를 할당하며,

  ( ii ) 요청을 다루기에 충분한 자원을 가진 어떠한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내에 없는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가 요청하

고 있는 경우에는, RAM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에게로 요청된 데이터를 스트리밍함으로써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상기

요청을 다루기에 충분한 RAM을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어느 것인가가 가지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상기 충분한 RAM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에게로 요청된 데이터를 스트리밍함으로써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상기 요청

을 다루기에 충분한 RAM을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어느 것인가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요청된 데이터를 상기 충

분한 RAM으로 로딩하며, 상기 충분한 RAM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에게로 요청된 데이터를 스트리밍함으로써 요청을 서비

스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상기 요청을 다루도록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상기 한 컴퓨터를 할당하면,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상기 한 컴퓨터의 RAM에 존재하는 상기 데이터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추가적인 클라이언트 요청을 다루

기에 충분한 자원을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상기 한 컴퓨터의 RAM에 존재하는 상기 데이터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추가적인 클라이언트 요청을 다루기에 충분한 자원

을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상기 한 컴퓨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추가적인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기 전

에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상기 한 컴퓨터의 RAM에 존재하는 상기 데이터를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다른 한

컴퓨터의 RAM에 로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비디오 파일 서버 동작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상기 한 컴퓨터는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상기 요청을, 데이터가 상기 클라이언트에게로

전달되는 것과 대략 같은 레이트로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상기 한 컴퓨터의 RAM내의 데이터 세트 부분으로 새로

운 데이터를 로딩하여 데이터 세트로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유지함으로써 처리하는 것인 비디오 파일 서버 동작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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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상기 한 컴퓨터는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상기 요청을, 저장 서브 시스템으로부터 새로

운 데이터를 페치하고, 데이터가 상기 클라이언트에게로 전달되는 것과 대략 같은 레이트로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상기 한 컴퓨터의 RAM내의 데이터 세트 부분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로딩함으로써 처리하는 것인 비디오 파일 서버 동작방

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데이터가 상기 클라이언트에게로 전달되는 것과 대략 같은 레이트로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상기 한 컴퓨터의

RAM내의 데이터 세트 부분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로딩함에 있어서, 새로운 데이터는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내의 데

이터 세트 부분들 사이에서 전송되는 것인 비디오 파일 서버 동작방법.

청구항 14.

  제10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다른 스트림 서버 컴퓨터로 클라이언트를 재할당하지 않고도, 또한 선택된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에 전체 데이터 세

트를 저장하지 않고도, 전체 데이터 세트용 비디오 데이터는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상기 한 컴퓨터의 RAM에서 상

기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는 것인 비디오 파일 서버 동작방법.

청구항 15.

  제10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전체 데이터 세트용 비디오 데이터는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상기 한 컴퓨터의 RAM에서 여러 클라이언트에게로

동시에 전송되는 것인 비디오 파일 서버 동작방법.

청구항 16.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비디오-온-디맨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가 상기 데이터 세트 내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는 비디오 데이터 세트로의 등시 억세스를 획득할 수 있는 비디오 파일 서버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파일 서버는

  데이터 세트로부터 하나 이상의 상기 클라이언트로의 데이터의 등시적 스트리밍을 위해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링크를 각

각 가지고 있고, 상기 각각의 스트림 서버 컴퓨터는 데이터세트의 일부를 저장하기 위한 RAM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때라

도 상기 전체 데이터 세트가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에 저장되어 있는 복수의 스트림 서버 컴퓨터;

  스트림 서버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고, (a) 데이터가 감상을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등시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대략 같

은 레이트로 상기 각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내의 데이터 세트의 각 부분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로딩함으로써 데이터

세트로의 슬라이딩 윈도우로서 상기 각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내의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을 유지하고, 상기 전체

데이터 세트는 항상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내에 저장되나 상기 전체 데이터 세트가 상기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어느 하나의 RAM내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상기 각각의 스트림 서버 컴퓨터 내 상기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이 상기 스

트림 서버 컴퓨터의 다른 하나 내 상기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을 부분적으로 오버랩하고; (b) 데이터 세트내의 특정 위치

를 포함하여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을 현재 RAM에 가지고 있는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선택된 한 컴퓨터로부터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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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트로의 데이터 링크를 형성하고, 스트림 서버 컴퓨터중의 상기 선택된 한 컴퓨터의 RAM으로부터 클라이언트로 데이

터 링크를 통해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데이터 세트내의 특정 위치에서 시작하는,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세트 감상

요청을 서비스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스트림 서버 제어기를 조합하여 구비하는 비디오 파일 서버.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데이터 세트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서브시스템을 부가적으로 포함하고, 스트림 서버 컴퓨터는, 클라이언트

에게 감상용으로 데이터가 등시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대략 같은 레이트로 상기 각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내의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로딩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저장 서브시스템으로부터 페치되도록 프

로그램되어있는 비디오 파일 서버.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스트림 서버 컴퓨터는, 클라이언트에게 감상용으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과 대략 같은 레이트로 상기 각 스트림 서버 컴

퓨터의 RAM내의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로딩하기 위해서 RAM내의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들

사이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비디오 파일 서버.

청구항 19.

  제16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스트림 서버 컴퓨터는, 다른 스트림 서버 컴퓨터로 클라이언트를 재할당하지 않고도, 전체 데이터 세트용 비디오 데이터

를 선택된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에서 클라이언트에게로 전송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비디오 파일 서버.

청구항 20.

  제16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스트림 서버 컴퓨터는, 전체 데이터 세트용 비디오 데이터를 각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에서 여러 클라이언트들에게

동시에 전송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비디오 파일 서버.

청구항 21.

  제16항 내지 제2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스트림 서버 제어기는,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몇몇 RAM을 예비로 남겨놓고, 선택된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RAM에 전체

데이터 세트를 저장하지 않으며, 스트림 서버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요청에 의해 아주 로딩이 많아지게 되면 다른 스트림

서버 컴퓨터의 예비 메모리를 로딩이 많아지게 된 스트림 서버 컴퓨터 내의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의 사본을 저장하는데

할당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고,

  상기 다른 스트림 컴퓨터 내 예비 메모리는 로딩이 많아지게 된 스트림 서버 컴퓨터 내의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의 등

시 억세스를 위해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할당되며, 로딩이 많아지게 된 스트림 서버 컴퓨터 내의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의 등시 억세스를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요청은 로딩이 많아지게 된 스트림 서버 컴퓨터 내의 RAM에서 데이터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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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흘려보냄에 의해 로딩이 많아지게 된 스트림 서버 컴퓨터에 의해 서비스되고, 상기 예비 메모리는 로딩이 많아지

게 된 스트림 서버 컴퓨터 내의 데이터 세트의 해당 부분으로의 등시 억세스를 위한 가능한 부가적 클라이언트 요구를 위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할당된 비디오 파일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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