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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저장 디바이스에서 개시자로부터의 두 기록 명령이 단일 명령으로서 처리되는 저장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제1 기록 요청이 제1 데이터 세트를 저장 디바이스에 
기록하기 위하여 수신된다. 제1 데이터 세트가 저장 디바이스에 전송되기 이전에 임시 저장을 위한 메모
리에 전송된다. 그 후에, 저장 디바이스에 제2 데이터 세트를 기록하기 위하여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포
함하는 제2 기록 요청이 수신된다. 메모리에 제1 데이터 세트를 전송한 후에 엔딩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결정된다. 제1 데이터 세트가 전송된 후에 결정된 엔딩 논리 블록 어드레스가, 제2 기록 요청의 논리 블
록 어드레스와 엔딩 논리 블록 어드레스의 비교에 기초한 단일의 기록 동작으로서 제1 데이터 세트와 함
께 제2 데이터 세트가 저장 디바이스에 기록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2 기록 요청의 논리 블록 
어드레스와 비교된다. 제1 데이터 세트와 제2 데이터 세트가 단일의 기록 동작으로서 디스크에 기록될 수 
있는 있는지의 결정에 응답하여, 제2 데이터 세트가 제1 기록 요청의 일부로서 메모리에 기록된다.

대표도

도6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100)의 블록도.

도 2는 컴퓨터 시스템(200)의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SCSI 버스 구성의 개략적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활성 컨텍스트 레지스터 및 비활성 컨텍스트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DMA 엔진의 블
록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SCSI 인터페이스(361) 및 DMA 엔진(362)으로부터 선택된 구성요소의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예시된 디스크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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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개선된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저장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액세싱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좀더 자세히는, 본 발명은 저장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퍼스널 컴퓨터(PC)는 미니 컴퓨터 및 심지어는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대체할 정도의 레벨에 도달할 만큼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그러나, 소형화의 과정에서 퍼스널 컴퓨터 사이 및/또는 퍼스널 컴퓨터와 주변 디
바이스 사이의 접속은 중요한 이슈로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퍼스널 컴퓨터 간에 하드 드라이
브, 프린터, 스캐너 또는 CD-ROM 체인져와 같은 주변 디바이스를 공유하는 것, 또는 하나의 퍼스널 컴퓨
터에 몇몇의 주변 디바이스를 부착하는 것의 가능 여부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접속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대중화된 디바이스 독립적 병렬 버스인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 "SCSI" 또는 통상적으로 "SCSI 버스"라 함)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CSI 버스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프린터 및 다른 입/출력 주변 디바이스를 포함한 
다수의 디바이스를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SCSI-1, SCSI-2 및 SCSI-3을 포함한 다양한 버전(version)의 SCSI 규격이 제안되고, 개선되고, 적용되어 
왔다. 비록 SCSI-3 규격이 본 발명을 설명 목적을 위한 일례로서 선택되었지만 이하, 약어 "SCSI"는 상기
한 규격 중 어느 하나를 언급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규격에 관한 명세는 뉴욕주 뉴욕시에 위치한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로부터,  레퍼런스로  받아들여진  문서번호 X3.131-

1986(SCSI-1), X3.131-1994(SCSI-2) 및 X3.253-1995(개선된 SCSI-3)로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SCSI 규격은 버스 도선(conductor)의 물리적 특성의 정의, 도선이 반송하는 신호의 전기적 특성 및 그 신
호들의 의미(예를 들어, 제어 또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버스의 기계적, 전기적, 그리고 기능적 특성에 관
한 명세를 제공한다. 

SCSI 버스에 의해 상호 연결된 디바이스들은 통상의 50-도선 케이블을 사용하여 서로 데이지 화환처럼 묶
여진다. 이 케이블은 아홉 개의 데이터 도선(여덟 개는 데이터용이고, 하나는 패리티용임)과, 아홉 개의 
제어 도선과, 나머지의 전력 및 접지 도선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선택적으로, 68-도선 케이블은 16 비
트의 더욱 폭넓은 (데이터만의) 정보 전송을 허용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각각의 도선은 
비활성 상태의 전압에 저항성 결합되어 있다. 도선 상으로 신호를 "어서트(assert)" 하기 위하여 디바이
스는 도선의 저항성 결합에 대하여 활성 상태의 전압으로 도선을 구동해야만 한다. 만일 도선이 구동되지 
않는다면, 도선은 그의 비활성화 상태로 복귀할 것이다.

비록 열 여섯 디바이스까지 같은 버스에 의해 상호 연결되었다 할 지라도, SCSI 버스 상의 통신은 소정의 
주어진 시간에 단지 두 디바이스 사이에서만 허락된다. 두 디바이스가 버스 상에서 통신할 때, 하나는 "
개시자(initiator)"로서,  다른 하나는 "타겟(target)"으로서 작동한다. 개시자 디바이스는 버스 상에서 
타겟 디바이스가 명령을 수행하도록 함에 반하여, 타겟 디바이스는 개시자를 위한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 
다수의 개시자와 다수의 타겟이 하나의 SCSI 버스 상에 존재할 수 있다. 개시자는 하나의 동작을 시작(예
를 들어, 입/출력 과정이 수행되기를 요청)하고, 타겟은 그 동작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SCSI 버스 상
에서의 전송은 비록 비동기 옵션이 정의되긴 하였지만 동기적이며, 타겟으로부터의 "요청(request)" 신호
와  개시자로부터의  "인지(acknowledge)"  신호의  교환(exchange)을  포함하는  "핸드셰이킹(handshaking)" 
프로토콜을 따른다. 이러한 교환은 특별히 핸드셰이킹 작업 전용인 버스의 도선 상에서 일어나며, SCSI 
버스 상에서의 각각의 개별 정보 전송 동작과 연결되어 수행된다.

높은 논리 레벨에서, SCSI 규격은 버스 상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이
러한 프로토콜은 다양한 페이즈(phase)를 포함하며, SCSI 버스가 유휴 상태인 "버스 프리 페이즈"에서의 
SCSI 버스로부터 시작한다.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를 개시하기 위하여, 개시자는 버스가 "중재
(arbitration) 버스 페이즈"에 들어가도록 한다. 중재 버스 페이즈 동안, 각각의 개시자는 특정 개시자에 
유일한 SCSI 식별자(SCSI ID)에 대응하는 적절한 SCSI 버스 도선을 어써팅 함으로써 나머지 개시자들과 
버스를 중재한다.

각각의 SCSI ID는 할당된 우선순위(priority)를 가지기 때문에, 최우선순위를 가진 개시자가 버스의 제어
를 달성할 것이다. 중재를 통한 버스의 제어를 달성한 후에, 최우선순위를 가진 개시자는 "선택 버스 페
이즈"에서 관심 대상의 타겟 디바이스를 선택한다. 버스를 제어하는 개시자는 타겟의 SCSI ID뿐만 아니라 
그의 SCSI ID를 SCSI 버스의 도선 상으로 어써트한다. 타겟은 그의 SCSI ID를 버스 도선 상에서 검출하고 
응답한다. 뒤따른는 "명령 버스 페이즈"에서는, 타겟은 버스의 제어 안에서 개시자로부터 SCSI 명령을 요
청한다. 

여전히 높은 로직 레벨에서, SCSI 규격은 명령 및 상태 구조를 정의한다. 명령은 타겟이 특정 동작을 수
행하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개시자에 의해 사용된다. SCSI 명령 기술어 블록(command descriptor block ; 
CDB)이라 불리는 각각의 SCSI 명령은 6, 10, 12 또는 16 바이트 중 하나인 다중 바이트로 구성된다. 각각
의 CBD는 다양한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일련의 정보를 포함하며, 기능 비트(functional bits)는 다양한 동
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예를 들어, CDB는 명령의 실행시 전송되는 블록의 수와 같은 수행될 동
작의 타입을 나타내는 SCSI 동작 코드를 포함한다. 만일 명령이 기록 명령이면, CDB는 기록 명령의 실행
되는 동안 전송되어야 할 블록의 수뿐만 아니라 전송되어야 할 첫 번째 블록의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포
함한다. 명령의 완료시에, 또는 어떤 이유로 명령이 타겟에 의해 완료되지 못했을 경우, 타겟은 개시자에
게 그의 컨디션(condition)을 안내하기 위하여 개시자에게 상태 바이트를 보낸다. 

이와 같이 SCSI 규격의 명세는 다중 프로토콜 레벨을 가지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기 위하여 상호 결합한
다. 정의된 인터페이스는 일군의 디바이스 내에서 독립적인 디바이스를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갖가지 대용량 저장 디바이스(디스크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광 드라이브 및 메모리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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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 프린터,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다른 디바이스가 시스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의 수정 요구 없
이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 추가될 것이다. 또한, 개별 디바이스의 특별한 특징(feature) 및 기능은 명령 
구조 내에서 디바이스-의존 필드 및 코드의 사용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성능 요구는 디스크 드라이브 자체 및 디스크 서브시스템의 구조 양면에서 크나큰 진보를 이끌어 
왔다. 디스크의 저장 용량은 증가되어 왔고, 액세스 시간은 감소되어 왔으며, 데이터 전송 속도는 증가되
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소형화와 더욱더 많은 수의 워크스테이션이 LAN에 연결됨에 따라, 디스크 시
스템 성능의 개선에 대한 계속되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저장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디스크 제어기 인터페이스는 대체로 
자동적으로 CDB를 수신하며, 조정(intervention)을 위하여 인터럽트(interrupt)를 펌웨어(firmware)에 제
공하며  CDB를  디코드(decode)한다.  그  이후,  펌웨어는  국부적인(local)  직접  메모리  액세스(direct 
memory  access,  DMA)를 세트-업(set-up)  하고, 버퍼 세그먼테이션(buffer  segmentation)은 기록 전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접속한다. 이 펌웨어 오버헤드(overhead)는 저장 디바이스를 위한 명령 응답 시간에 직
접적으로 포함되며, 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에 디스크가 가외의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퍼가 시간 내에 준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디스크 성능의 개선에 대한 계속되는 압력의 관점에서 볼 때, 저장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 및 장치를 가지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저장 디바이스에서 개시자로부터의 두 기록 명령이 단일 명령으로서 처리되는 저장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제1 기록 요청이 제1 데이터 세트를 저장 디바이스에 
기록하기 위하여 수신된다. 제1 데이터 세트가 저장 디바이스에 전송되기 이전에 임시 저장을 위한 메모
리에 전송된다. 그 후에, 저장 디바이스에 제2 데이터 세트를 기록하기 위하여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포
함하는 제2 기록 요청이 수신된다. 메모리에 제1 데이터 세트를 전송한 후에 엔딩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결정된다. 제1 데이터 세트가 전송된 후에 결정된 엔딩 논리 블록 어드레스가, 제2 기록 요청의 논리 블
록 어드레스와 엔딩 논리 블록 어드레스의 비교에 기초한 단일의 기록 동작으로서 제1 데이터 세트와 함
께 제2 데이터 세트가 저장 디바이스에 기록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2 기록 요청의 논리 블록 
어드레스와 비교된다. 제1 데이터 세트와 제2 데이터 세트가 단일의 기록 동작으로서 디스크에 기록될 수 
있는 있는지의 결정에 응답하여, 제2 데이터 세트가 제1 기록 요청의 일부로서 메모리에 기록된다. 제1 
기록 요청과 제2 기록 요청 사이의 비연속적인(non-contiguous) 데이터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저장 
디바이스에 기록될 것이다. 제2 데이터 세트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펌웨어로부터의 명령 요구 없이 
제2 기록 동작 내에서 저장 디바이스에 전송하기 위하여 메모리에 자동적으로 기록된다.

부가적인 목적, 특징 및 장점과 더불어 상기한 사항들은 이하의 설명에서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술한다.

본 발명의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새로운 특색은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의 바람직한 모드, 다른 목적 및 장점뿐만 아니라 본 발명 자체도 첨부된 도면과 함께 실시예에 대한 
이하의 설명을 참조함으로써 가장 잘 이해될 것이다.

우선,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100)을 도시한 것으로,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100)은  서브시스템(106,108,110)에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102,104)을  포함한다.  이러한 서브시스템
(106,108,110)은 도시된 예에서 디스크 드라이브 서브시스템이다. 컴퓨터 시스템(102,104)은 버스(112)에 
의해 서브시스템(106,108,110)에 접속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버스(112)는 서로 다른 다수의 버스 구조
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구현되는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200)의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200)은 마이크로프로세서(212), 메모리(214), 키보드(216), 마우스와 같
은 포인팅 디바이스(pointing device)(218), 어댑터 슬롯(adapter slots)(219) 및 도시되지 않은 다른 시
스템을 접속하는 시스템 버스(210)를 포함한다. 어댑터 슬롯(219)은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200)을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수의 컴퓨터 시스템 및/또는 주변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외부의 SCSI 버스에 연결
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시 도 2를 참조하면, SCSI 버스(230)는 또한 SCSI 어댑터(220)를 통해 시스템 버스(210)에 접속된다. 
SCSI 버스(230)는 차례로 하드 디스크(231), 백업 테이프 드라이브(232), 프린터(233), 스캐너(234) 및 
다른 입/출력 주변 디바이스와 같은 일곱 개까지의 부가 주변 디바이스에 유동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SCSI 버스를 사용하는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의 어떠한 수의 
구성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SCSI 버스 구성의 개략적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SCSI 버스 구성(300)은 SCSI 버스(350)에 결합된 타겟 디바이스(330, 340) 뿐만 아니라 개시자 디바이스
(310, 320)를 포함한다. 도시된 예에서, 타겟 디바이스(340)는 제어기(360), 버퍼 메모리(370), 마이크로
프로세서(380), 하드 디스크(391) 및 하드 디스크 서보기구(hard disk servo)(392)를 포함하는 하드 디스
크 컴퓨터 주변 디바이스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제어기(360)는 SCSI 인터페이스부
(361), DMA 엔진(362), 버퍼 관리자(363) 및 디스크 제어기(364)와 같은 기능 블록을 포함한다. 도시되지 
않은 다른 기능 블록들과 더불어 이러한 기능 블록들은 개개의 응용에 따라 각기 다른 다수의 방법으로 
구현될 것이다. 콘트롤러(360)는 버퍼 메모리(370), 마이크로프로세서(380), 하드 디스크(391)에 대한 독
취/기록(read/write) 인터페이스 및 하드 디스크 서보(392)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프로
세서 인터페이스(382)는  SCSI  인터페이스부(361),  DMA  엔진(362),  버퍼 관리자(363)  및  디스크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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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로서 도시된 기능 블록에 연결되고, 이 기능 블록을 제어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제어기(360)는 응용 주문형 집적회로(ASIC)로서 구현된다. 제어기
(360) 내의 SCSI 인터페이스(361)는 SCSI 버스 상에서 개시자에 의해 선택될 때 타겟으로서 동작한다. 타
겟으로서, SCSI 인터페이스(361)는 명령을 프로세싱 하기 위한 모든 페이즈의 전이(transition), 접속 분
리(disconnect) 및 재접속(reconnect)을 제어한다.

DMA 엔진(362)은 버퍼 메모리(370) 내의 구획된(segmented ) 버퍼 공간을 사용하여 병행(concurrent) 데
이터 전송을 조정하도록 구성된다. 각각의 데이터 전송은 그 데이터 전송 중에 마이크로프로세서(380)로
부터의 조정(intervention) 또는 대화(interaction)의 요구 없이 데이터 전송을 완결하고, 다수의 접속 
분리/재접속 시퀀스(sequence)를 관리하며, 상태(status)를 보낸다. DMA  엔진(362)은 분리된 "컨텍스트
(context)" 내에서 각각의 병행 데이터 전송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수신함으로서 이를 수행한다. 각각의 
컨텍스트는 개개의 전송을 위하여 모든 카운터와 구성 정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DMA 엔진(362)은 활성(active) 컨텍스트 
레지스터(400)와 비활성(inactive) 컨텍스트 레지스터(402)를 포함한다. 컨텍스트 프레임(404) 내의 정보
는 활성 컨텍스트 레지스터(400)와 비활성 컨텍스트 레지스터(402) 내에 저장된다. 활성 컨텍스트는 데이
터를 전송하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컨텍스트를 말하며, 비활성 컨텍스트는 활성 및 비활성 컨텍스트 사
이의 빠른 컨텍스트 스왑(swap)을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활성 컨텍스트 레지스터(400)가 컨트롤러
(360) 내의 하드웨어에 의해서만 액세스 되는 반면, 비활성 컨텍스트 레지스터(402)는 제어기(360) 및 마
이크로프로세서(380) 내의 하드웨어 양자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컨텍스트 프레임이 제어기(360) 내의 DMA 엔진(352) 내에 있지 않을 때 저장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컨텍스트는 컨텍스트 정보가 저장되는 버퍼(370) 내에 각각의 컨텍스트에 할당된 저
장 영역을 갖는다.

다시  도  4를  참조하면,  각각의  컨텍스트 프레임(404)은  호스트  세그먼트 베이스 포인터(host  segment 
base  pointer),  호스트  세그먼트  씰링(ceiling)  포인터  및  호스트  어드레스  포인터(HAP)를  포함하고 
있다. 호스트 세그먼트 베이스 포인터 및 호스트 세그먼트 씰링 포인터는 버퍼 세그먼트의 시작과 끝을 
지시한다. 호스트 어드레스 포인터가 호스트 세그먼트 씰링 포인터를 향해 인크리먼트(increment) 될 때, 
호스트 어드레스 포인터는 호스트 세그먼트 베이스 포인터로 되돌아간다. 

호스트 어드레스 포인터는 버퍼 어드레스가 액세스될 때 그 버퍼 어드레스를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호스
트 전송 카운터(host transfer counter)는 주어진 디스크 독취 또는 디스크 기록 명령을 위한 DMA 인터페
이스를 통해 전송될 섹터(sector)의 수를 초기화하는 카운터이다. 호스트 버퍼 공간 카운터(host buffer 
space count)는 디스크 독취 동작을 위한 버퍼 세그먼트 내의 이용 가능한 섹터의 수 또는 디스크 기록 
동작을 위한 버퍼 세그먼트 내의 이용 가능한 섹터의 수를 적재 받는다. 카운터는 데이터가 액세스 되는 
매 시간마다 디크리먼트(decrement) 된다. DMA 모드는 '언제 DMA가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는가'와 같은 
DMA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 '독취 또는 기록 동작이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와 같은 다른 정보가 
이 섹션(section)에서 발견된다. DMA 구성 정보는 또한 'CRC 체킹 및 인터럽트가 이 섹션에서 세트되는지 
되지 않는지'와 같은 컨텍스트 프레임 정보에서 발견된다. 섹터 사이즈 카운터(sector size counter)는 
바이트 기반(byte base) 전송 상에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용된다. 로직 섹터 카운터는 전송될 첫 번째 섹
터의 논리 섹터 어드레스를 적재 받는다. 명령 태그 레지스터(command tag register)는 마이크로프로세서
(180)에 의해 SCSI 명령에서의 태그 필드의 값으로 초기화된다. 이러한 태그는 개시자에 의해 표시되며, 
그 타겟 상의 개시자로부터 현재 활성화된 모든 태그 중에서 유일하다. 경고(alert)를 세트(set)하기 위
하여,  또는  데이터의  효용(availability)에  기인한  데이터  액세스의  중지(pause)와  같은  다양한 액션
(action)에 대한 메시지 전송을 개시하기 위하여, 또는 전송이 종료되었는지 혹은 중단(abort)되었는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상태 필드(status field)가 사용된다. DMA 디버그(debug) 필드는 CRC 또는 패리티 에러
의 검출 후에 전송될 데이터의 양과 같은, 디버깅 목적을 위한 정보를 포함한다. 컨텍스트(context) VRC 
필드는 컨텍스트가 버퍼로부터 적재되는 동안 체크된다.

버퍼 관리자(363)는 버퍼 메모리(370)와 DMA 엔진(362)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관리한다. 좀더 자세히는, 
버퍼 관리자(363)는 버퍼 메모리(370)와 디스크 제어기(364)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관리한다. 디스크 제
어기(264)는 하드 디스크(391)로 출입하는 버퍼 메모리 내의 데이터 독취 및 기록을 준비한다. 디스크 제
어기(364)는 LAB로부터의 데이터 기록에 필요한 물리적 어드레스를 식별할 것이다.

본 발명은 두 개의 모드 중 한 모드에서 동작하는데, 자동적으로 모든 드라이브 성능을 최적화 하는 모드
를 선택한다. 제1 모드 즉, 정규 기록 모드 하에서 저장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디스크 
제어기 인터페이스는 자동적으로 CDB를 수신하며, 조정을 위하여 펌웨어에 인터럽트를 제공하며, CDB를 
디코드 한다. 그 후, 펌웨어는 국부적인 DMA를 세트-업하고, 버퍼 세그먼테이션은 기록 전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접속한다. 이 펌웨어 오버헤드는 저장 디바이스를 위한 명령 응답 시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며, 
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에 디스크가 가외의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퍼가 시간 내에 준
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동작 모드 즉, 합병 기록(coalesced write) 모드 하에서 디스크 제어기는 기록 CDB를 수신하며, 
논리 블록 어드레스(LBA)가 현재의 DMA LBA 후의 LBA의 범위에 매치(match)되는 경우에만 현재의 DMA 세
그먼테이션에의 기록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기 위하여 DMA 엔진을 자동적으로 세트-업한다. DMA를 세팅-업
(setting-up) 함으로써 현재의 DMA 세그먼테이션에 기록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합병" 기록에 귀착하는
데, 이러한 합병 기록은 두 호스트 명령의 하나의 디스크 명령으로의 병합(merger)이다. 다시 말해, 두 
개의 기록 명령이 하나의 디스크 명령으로써 실행될 수 있다. 이 모드 하에서, 자동화된 합병 기록은 스
킵(skip)이 가능하다. 만일 합병 기록이 실행 가능하지 않다면, 비활성화된 컨텍스트 레지스터 또는 버퍼 
메모리와 같은 다른 저장 디바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기 선택된 컨텍스트 정보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펌웨어로부터 명령 요구 없이 기록을 개시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활성 컨텍스트 레지스터로 이동하는 자
동기록이 실행된다.

다음으로,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SCSI  인터페이스(361)와  DMA  엔진(362)으로부터  선택된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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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의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SCSI  인터페이스(361)는 SCSI  버스(112)로부터 CDB를 수신하는 
CDB 수신기 및 디코더(500)를 포함한다. SCSI 인터페이스(361) 내의 SCSI 프로토콜 엔진(502)은 CDB 수신
기 및 디코더(500)에 의한 CDB의 디코딩에서 수신을 제어한다.  구성 및 상태 블록(504)은 LBA 비교기
(506)에 의해 수행되는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SCSI 인에이블 신호를 사용한다. 이는 LBA 비교기(506)에 
의해 수행되는 이러한 자동 비교 기능을 인에이블 또는 디스에이블 시키는데 사용되는 정적 심볼(static 
symbol)이다. 또한, LBA 비교기(506)는 DMA 엔진(362)으로부터의 DMA 인에이블 신호에 의해 인에이블 또
는 디스에이블될 것이다.

수신된 CDB로부터의 LBA는 LBA 비교기(506)로 보내지는데, 이러한 LBA 비교기(506)는 수신된 CDB와 현재
의 LBA 레지스터(508) 및 DMA 엔진(362) 내의 현재의 LBA를 비교한다. LBA 비교기(506)는 CDB가 유효한 
명령이었는지 아닌지의 비교를 수행하며, CDB 유효 신호는 LBA 비교기(506)를 인에이블 시킨다. 현재의 
LBA 레지스터(508)로부터의 현재의 LBA가 CDB 수신기 및 디코더(500)에 의해 수신되고 디코드된 CDB로부
터의 새로운 LBA에서 감산된다. 이러한 비교의 결과는 구성 및 상태 블록(504)으로 복귀된다. 현재의 LBA
는 이전의 기록 명령이 버퍼 메모리(370)에 데이터 기록을 종료한 후에 얻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레지스
터(510)의 값과 비교된다. 레지스터(510)의 값은 상수(constant) 또는 DMA 엔진(362)에 의해 액세스된 버
퍼 메모리(370) 내의 사용 가능한 공간의 양을 트래킹(tracking)하는 버퍼 공간 카운터의 값과 같은 다른 
값일 것이다. 만일 그 결과가 선택된 범위 내의 것이라면, 기록을 개시하기 위하여 활성 컨텍스트 레지스
터(400) 내의 선택된 컨텍스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호를 보내는 이전의 기록에 새로운 기록이 합병된다. 
이와 같이, LBA 비교기(506)는 LBA 비교를 인에이블 및 디스에이블 시키는데 사용되는 세 개의 인에이블 
신호를 포함한다. LBA 비교가 인에이블 될 때, LBA 비교기는 자동적으로 비교를 실시하고 마이크로프로세
서(380)로부터의 중재 없이 기록을 개시한다. 결과가 '0'인 경우는 두 개의 기록 명령에 의해 기록될 데
이터가 연속적(contiguous)임을 의미한다. 한편, 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하여 스킵이 요구된다.

시작할 때와 컨텍스트 정보가 레지스터에 보내질 때, SCSI 프로토콜 엔진(502)은 DMA 엔진(362)으로 입력
되는 신호를 사용하여 LBA 비교가 이루어지는 동안의 스위치(switch)를 피하기 위하여 컨텍스트 레지스터
를 잠근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디스크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흐름도를 나타
낸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SCSI 인터페이스(361) 내에서 일어나며, CDB의 수신과 함께 시작한다(단계 
600). 다음으로, 프로세스는 CDB를 저장한다(단계 602). 그 후에, 어떠한 타입의 명령이 수신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CDB가 분석된다(단계 604). 이어서, 그 명령이 기록 명령인지 아닌지에 관한 결정이 내
려진다(단계 606). 만일 그 명령이 기록 명령이 아니라면, 프로세스는 단계 600으로 복귀한다. 그렇지 않
다면, 프로세스는 CDB 내의 새로운 LBA로부터 최근의 LBA를 감산한다(단계 608).

그 후에, 현재 처리 중인 기록이 명령한 후에 새로운 LBA와 최근의 LBA 사이의 차가 예정된 범위 내인지 
아닌지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다(단계 610). 이러한 범위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프로그램된 또는 내
부적으로, 예를 들어 버퍼 공간 카운터로부터 얻어진 시스템 상수일 수 있다. 근본적으로, 그 범위는 하
드 디스크의 일 회전에 두 개의 기록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선택된다. 만일 그 결과가 예정된 범위 내의 것
이 아니라면, 자동 기록을 사용하여 새로운 버퍼 세그먼트가 선택되며(단계 612), 그 후에 기록이 실행된
다(단계 614).

다시 단계 610을 참조하면, 만일 그 결과가 선택된 범위 내의 것이면, 새로운 기록 명령이 기존의 버퍼 
세그먼트에 합병된다(단계 616). 이어서, 이후의 프로세스 종료와 더불어 기록이 실행된다(단계 614). 양
자 택일로, 적절한 정보를 컨텍스트 레지스터에 배치하고, DMA 엔진이 준비되었을 때 그 정보를 활성 컨
텍스트 레지스터에 토글링(toggling)하고, 활성 컨텍스트 레지스터 내의 정보에 기초한 기록을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정규 기록을 사용하여 새로운 버퍼 세그먼트가 선택될 수 있다.

비록 앞서 서술한 실시예에서는 LBA의 비교를 채용하였지만, 다른 요소들이 기록 요청이 새로운 버퍼 세
그먼트 내로 합병 또는 기록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각각의 요청의 전
송 길이는 두 기록 요청이 하나의 기록 동작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상기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서술된 바는 예시와 설명의 목적을 위해 제시된 것으로, 개시된 방
식 내에서 본 발명의 전부를 의미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상기한 실시예는 
예견되는 개별적인 사용에 적합한 다양한 수정을 가한 다양한 구현을 위하여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원리와 실제적인 적용을 가장 잘 설
명하기 위하여 선택되고 서술된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가외의 디스크 회전을 최소화함으로서 명령 응답 시간을 최적화 하는 자동동작화된 합병된 기
록을 제공하며, 자동-기록 모드는 무엇보다도 버스 이용 시간(bus utilization time)을 최적화 하는 효과
가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첫 번째 동작 모드와 함께 이들 두 모드를 사용함으로서 드라이브 성능을 개
선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마이크로프로세서가 합병하기 위하여 LBA를 계산하거나 또는 자동-기록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어기에 LBA를 프로그램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실시간 스킵된 히트(hit) 병합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저장 디바이스에 제1 데이터 세트를 기록하기 위한 제1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1 데이터 세트를 저장 디바이스에 상기 제1 데이터 세트의 전송 이전에 임시 저장을 위한 메모리
에 전송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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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포함하며, 상기 저장 디바이스에 제2 데이터 세트를 기록하기 위한 제2 요청을 수
신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에 상기 제1 데이터 세트를 전송한 후에 엔딩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제2 요청의 상기 논리 블록 어드레스와 상기 엔딩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비교하는 단계;

상기 제2 요청의 논리 블록 어드레스와 상기 엔딩 논리 블록 어드레스의 비교에 기초한 단일의 기록 동작
으로서 상기 제2 데이터 세트가 상기 저장 디바이스에 기록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데이터 세트와 서로 비연속적인 상기 제2 데이터 세트가 단일의 기록 동작으로서 상기 저장 디
바이스에 기록될 수 있는지의 결정에 응답하여 상기 제1 기록 요청의 일부로서 상기 제2 데이터 세트를 
상기 메모리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저장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하는 단계는 

상기 제2 기록 요청의 상기 논리 블록 어드레스로부터 상기 엔딩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감산하는 것을 포
함하여 이루어진 저장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데이터 세트가 단일의 기록 동작으로서 상기 저장 디바이스에 기록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
계는 

상기 감산의 결과가 상기 제1 데이터 세트와 함께 상기 제2 데이터 세트가 단일의 기록 동작으로서 상기 
저장 디바이스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선택된 범위 미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저장 디바이
스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데이터 세트가 

상기 제1 데이터 세트 및 상기 제2 데이터 세트가 단일의 기록 동작으로서 기록될 수 없는지의 결정에 응
답하여 제2 기록 동작으로서 저장 디바이스에 기록되기 위하여 상기 메모리에 자동적으로 전송되는 저장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및 상기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요청이 

SCSI 버스로부터 수신되는 저장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디바이스가 

단일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인 저장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디바이스가 

다수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저장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8 

제1 데이터 세트를 저장 디바이스에 쓰기 위한 제1 요청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

상기 저장 디바이스에 상기 제1 데이터 세트를 전송하기 이전에 임시 저장을 위한 메모리에 상기 제1 데
이터 세트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포함하며, 상기 저장 디바이스에 제2  데이터 세트를 기록하기 위한 제2 요청을 수
신하기 위한 수단;

상기 메모리에 상기 제1 데이터 세트를 전송한 후에 엔딩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

상기 제2 요청의 상기 논리 블록 어드레스와 상기 엔딩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비교하기 위한 수단;

상기 제2 요청의 논리 블록 어드레스와 상기 엔딩 논리 블록 어드레스의 비교에 기초한 단일의 기록 동작
으로서 상기 제2 데이터 세트가 상기 저장 디바이스에 기록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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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데이터 세트가 단일의 기록 동작으로서 상기 저장 디바이스에 기록될 수 있는지의 결정에 응답
하여 상기 제1 기록 요청의 일부로서 상기 제2 데이터 세트를 상기 메모리에 기록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저장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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