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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논리 액세서로서 구성된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는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매체의 데이터를 액세스한다. 논리

액세서에 의한 데이터 세그멘트의 기록 액세스시에, 제어부는 논리 액세서에 대한 파티션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세그멘

트를 포함하는 콘텍스트를 로크한다. 제어부는 로크된 콘텍스트를 제외하고,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매체의 데이터에 대

한 판독 액세스를 동시에 허용하고, 다른 논리 액세서에 의한, 로크된 파티션을 제외한, 기록 액세스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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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20, 25)에 기억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호스트(310, 312)에

의해 동시 판독 및 기록 액세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30)로서; 상기 데이터는 복수의 데이터 세그멘트

(170∼176, 185, 186, 150, 151, 421)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세그멘트의 적어도 일부는 적어도 하나의 파티션(420)을

포함하며; 상기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는 상기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에 액세스 가능하고 그로부터

제거가능한 것인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에 있어서,

상기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에 대한 판독 액세스 및 기록 액세스 중 적어도 하나를 위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호스트와 통신하도록 각각 구성된 복수의 논리 액세서(60∼65)와;

상기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에 대한 판독 및 기록 액세스를 제공하는 판독/기록 액세스 유닛(32)과;

상기 복수의 논리 액세서 및 상기 판독/기록 액세스 유닛에 결합된 판독/기록 제어부(35)

를 포함하고,

상기 판독/기록 제어부는:

상기 파티션들 중의 하나에 대한 상기 논리 액세서들 중의 하나의 상기 판독 액세스 및 기록 액세스 중 적어도 하나에 응답

하여, 상기 액세스를 위한 상기 파티션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상기 데이터 세그멘트를 식별하고;

상기 논리 액세서 중의 하나에 의해 상기 식별된 파티션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세그멘트에 대한 기록 액세스가 발생하였

을 때, 상기 기록 액세스를 위한 상기 식별된 파티션의 적어도 상기 하나의 데이터 세그멘트를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로

서 확립하고, 상기 기록 액세스를 위한 상기 논리 액세서 중의 하나에 대하여 상기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를 로크하며;

상기 논리 액세서 중의 하나에 의한 상기 로크된 기록 액세스를 위하여 상기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를 액세스하도록 상기

판독/기록 액세스 유닛을 동작시키고;

상기 논리 액세서 중에서 상기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 이외의 다른 논리 액세서에 의해 상기 제거가능한 랜덤 액

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의 상기 데이터에 대하여 판독 액세스 및 기록 액세스 중 적어도 하나를 제공하고, 상기 논리 액세서

중에서 상기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 이외의 임의의 논리 액세서에 의한 상기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에 대한 판

독 액세스를 금지하며, 상기 논리 액세서 중에서 상기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 이외의 다른 논리 액세서에 의한 상

기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의 상기 로크된 기록 액세스 파티션의 임의의 데이터에 대한 기록 액세스를

금지하도록 상기 판독/기록 액세스 유닛을 동시에 동작시키고;

상기 논리 액세서 중의 상기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에 의한 상기 기록 액세스의 완료시에, 상기 논리 액세서 중의

상기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에 대한 상기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의 상기 로크를 해제하도록 동작하는 것인 데이

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독/기록 제어부(35)는, 추가적으로 상기 논리 액세서(60∼65) 중의 하나에 의한 판독 액세스가 발

생하였을 때, 상기 판독 액세스가 상기 액세스 금지된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 세그멘트(170∼176, 185, 186, 150, 151,

421)에 대한 것인지를 판정하고, 만일 그렇다면, 상기 액세스를 위하여 식별 파티션(420)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세그멘

트를 판독 콘텍스트로서 확립하도록 구성된 것인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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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독/기록 제어부(35)는, 상기 파티션(420)을 식별할 때, 상기 적어도 하나의 호스트(310, 312)에

의한 순차적 액세스를 위하여 순서대로 상기 파티션의 상기 데이터 세그멘트(170∼176, 185, 186, 150, 151, 421)를 추

가로 조직하고; 상기 기록 액세스 콘텍스트에 대한 상기 판독 액세스를 금지할 때, 상기 기록 콘텍스트에 대하여 상기 순서

에서 후속하는 임의의 데이터 세그멘트에 대한 판독 액세스를 추가로 금지하는 것인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독/기록 제어부는, 식별된 파티션(420)의 상기 데이터 세그멘트(170∼176, 185, 186, 150, 151,

421)를 기록 액세스할 때, 추가적으로:

상기 식별된 파티션의 상기 데이터 세그멘트의 다음 순서 세그멘트에 대한 부속 지점을 식별하고;

상기 식별된 파티션의 데이터 세그멘트로서, 상기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20, 25)에 랜덤 액세스 순서

로 부속 데이터를 기록하며;

상기 식별된 파티션의 상기 부속 지점에서 상기 데이터 세그멘트의 상기 순서를 계속할 때 상기 부속 데이터를 식별하는

것인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된 파티션(420)은 랜덤 액세스 데이터 세그멘트(170∼176, 185, 186, 150, 151, 421)의 순차

적인 데이터 세트를 포함하고, 상기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20, 25)는 추가의 파티션(420)을 포함하며; 상기 판독/

기록 제어 유닛(35)은 상기 순차적으로 배열된 파티션을 그 자체로 식별하는 색인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인 데이터 기억 매

체 드라이브.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가 복수의 상기 호스트(310, 312)에 결합되고, 각각의 호스트는 기록 액

세스를 위하여 각각의 상기 논리 액세서(60∼65)에 관련되며, 상기 판독/기록 제어부(35)는 추가적으로 상기 복수의 논리

액세서 중의 하나에 대한 상기 기록 액세스를 지정하고, 상기 지정은 상기 기록 액세스의 소스를 포함하는 상기 호스트에

관련된 상기 논리 액세서 중의 하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지정은 상기 식별된 파티션이 다른 논리 액세서에 의해

현재 액세스되지 않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인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

청구항 7.

테이프 매체(20) 및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25)를 저장하고 회수하기 위한 자동화 데이터 기억 매체 라

이브러리(300)로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는 복수의 데이터 세그멘트(170∼176,

185, 186, 150, 151, 421)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기억하고, 상기 데이터 세그멘트의 적어도 일부는 적어도 하나의 파티션

(420)을 포함하는 것인 자동화 데이터 기억 매체 라이브러리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 매체를 저장하고 상기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를 저장하기 위한 복수의 저장 선반(342)과;

복수의 데이터 세그멘트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에

기억된 데이터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호스트(310, 312)에 의한 동시 판독 및 기록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구항 제1

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3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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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저장 선반에서 상기 테이프 매체를 저장 및 회수하고 상기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를 저장 및 회수

하며, 상기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를 상기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에 로딩하고 그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로보트(354, 356)와;

상기 로보트 및 상기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에 결합되고, 상기 저장 선반에서 상기 테이프 매체를 저장 및 회수하고 상

기 저장 선반에서 상기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를 저장 및 회수하며, 상기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

터 기억 매체를 상기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에 로딩하고 그로부터 제거하도록 상기 로보트를 동작시키는 라이브러리

제어부(302)

를 포함하는 자동화 데이터 기억 매체 라이브러리.

청구항 8.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20∼25)에 기억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호스트(310, 312)에

의해 동시 판독 및 기록 액세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데이터는 복수의 데이터 세그멘트(170∼176, 185, 186,

150, 151, 421)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세그멘트의 적어도 일부는 적어도 하나의 파티션(420)을 포함하며; 상기 제거가

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는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30)에 액세스 가능하고 그로부터 제거가능한 것인 동시

판독 및 기록 액세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에 대한 판독 액세스 및 기록 액세스 중 적어도 하나를 위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호스트와 통신하도록 각각 구성된 복수의 논리 액세서(60∼65)로서 상기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를 구성하는

단계(450)와;

상기 파티션에 대한 상기 논리 액세서 중 하나의 판독 액세스 및 기록 액세스 중 적어도 하나에 응답하여, 상기 액세스를

위한 상기 파티션을 포함하는 상기 데이터 세그멘트 중의 적어도 하나를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논리 액세서 중의 하나에 의해 상기 식별된 파티션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세그멘트에 대한 기록 액세스가 발생하였

을 때, 상기 기록 액세스를 위한 상기 식별된 파티션의 적어도 상기 하나의 데이터 세그멘트를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로

서 확립(210)하고, 상기 논리 액세서 중의 하나에 대한 상기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를 로크(225)하는 단계와;

상기 논리 액세서 중의 하나에 의한 상기 로크된 기록 액세스를 위하여 상기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를 액세스(230)하는

단계와;

상기 논리 액세서 중에서 상기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 이외의 다른 논리 액세서에 의해 상기 제거가능한 랜덤 액

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의 상기 데이터에 대하여 판독 액세스 및 기록 액세스 중 적어도 하나를 동시에 허용하고, 상기 논리

액세서 중에서 상기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 이외의 임의의 논리 액세서에 의한 상기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에

대한 판독 액세스를 금지(269)하며, 상기 논리 액세서 중에서 상기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 이외의 다른 논리 액세

서에 의한 상기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의 상기 로크된 기록 액세스 파티션의 임의의 데이터에 대한 기

록 액세스를 금지하는 단계와;

상기 논리 액세서 중의 상기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에 의한 상기 기록 액세스의 완료시에, 상기 논리 액세서 중의

상기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에 대한 상기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의 상기 로크를 해제(245)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동시 판독 및 기록 액세스 제공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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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판독 액세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단계는, 상기 논리 액세서 중의 하나에 의한 판독 액세스가 발생하

였을 때, 상기 판독 액세스가 상기 액세스 금지된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 세그멘트에 대한 것인지를 판정(263)하고, 만일 그

렇다면, 상기 액세스를 위한 식별된 파티션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세그멘트를 판독 콘텍스트로서 확립(275)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동시 판독 및 기록 액세스 제공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파티션을 식별하는 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호스트에 의한 순차적 액세스를 위하여 순서대로 상

기 파티션의 상기 데이터 세그멘트를 조직하는 단계와, 상기 판독 액세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단계에서, 상기 기록 액세스

콘텍스트에 대한 상기 판독 액세스를 금지하고 상기 기록 콘텍스트에 대하여 상기 순서에서 후속하는 임의의 데이터 세그

멘트에 대한 판독 액세스를 추가로 금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동시 판독 및 기록 액세스 제공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식별된 파티션의 상기 데이터 세그멘트를 기록 액세스하는 단계는,

상기 식별된 파티션의 상기 데이터 세그멘트의 다음 순서 세그멘트에 대한 부속 지점을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식별된 파티션의 데이터 세그멘트로서, 상기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에 랜덤 액세스 순서로 부속

데이터를 기록(230)하는 단계와;

상기 식별된 파티션의 상기 부속 지점에서 상기 데이터 세그멘트의 상기 순서를 계속할 때 상기 부속 데이터를 식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동시 판독 및 기록 액세스 제공 방법.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된 파티션은 랜덤 액세스 데이터 세그멘트의 순차적인 데이터 세트를 포함하고, 상기 랜덤 액세

스 데이터 기억 매체는 추가의 파티션을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 상기 순차적으로 배열된 파티션을 그 자체로 식별하는 색

인을 상기 파티션들 각각에 대하여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동시 판독 및 기록 액세스 제공 방법.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가 복수의 상기 호스트에 결합되고, 각각의 호스트는 기록 액세스를 위하

여 각각의 상기 논리 액세서에 관련되며, 상기 방법이, 상기 기록 액세스의 소스를 포함하는 상기 호스트에 관련된 상기 논

리 액세서 중의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논리 액세서 중 하나의 기록 액세스를 지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지정은 상

기 식별된 파티션이 다른 논리 액세서에 의해 현재 액세스되지 않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인 동시 판독 및 기록 액세스 제

공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제거가능한 카트리지와 같은 제거가능한 데이터 기억 매체에 기억된 데이터에 관한 것으로, 특히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 데이터 기억 매체의 환경에서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에 기억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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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으로 카트리지 내의 자기 테이프를 사용하는 테이프형 데이터 기억 매체는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형적으로, 카트리지의 높은 데이터 기억 용량을 이용하기 위해 단일 카트리지에 다수의 데

이터 세트가 함께 기억 또는 "스택"된다. 또한, 전형적으로 각 데이터 세트의 데이터는, 적어도 초기에, 순차적인 데이터 열

(string)로서 기록되고, 데이터 세트는 데이터 열의 순차적인 세트로서 기록된다.

데이터는 전형적으로 비스트리밍 방식(non-streaming manner)으로 기록된다. 즉, 호스트가 정보를 처리하고 기록될 데

이터로 버퍼를 채움에 따라, 테이프는 중지되었다가 다시 시작된다. 테이프는 다른 위치로 액세스하기 위해 감겨지거나 풀

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동안의 시간 중에 다른 기록 또는 판독 처리에 이용될 수 없고, 원래의 기록 처리에서의 대

기 시간은 다른 위치에 대한 액세스 시간보다 훨씬 더 짧다.

전형적으로 카트리지 내의 광디스크를 사용하는 광디스크 데이터 기억 매체는 또한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기억한

다. 드라이브에서 구동되는 동안에, 디스크는 계속적으로 회전하지만, 트랙 대 트랙 액세스가 비교적 느리고, 그래서, 데이

터는 트랙이 다 채워질 때까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일 트랙 또는 인접 트랙의 비연속 섹터에 기

록된다. 따라서, 광디스크 기억 매체 역시 광학 헤드가 다른 트랙에 액세스해야 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동안의 시간 중에

다른 기록 또는 판독 처리에 이용될 수 없고, 원래의 기록 처리에서의 대기 시간은 다른 트랙에 대한 액세스 시간보다 훨씬

더 짧다.

하나의 구성에서, 각 데이터 세트는 그 데이터 세트에 할당된 특수한 순차적 양의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 기억 용량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가 데이터 세트에 추가될 때, 그 데이터는 이전에 기록된 데이터 세트의 끝에 있는 "부속 지점"

(append point)에 기록된다. 추가되는 데이터가 할당된 기억 용량을 계속적으로 초과하고, 다른 스택된 데이터 세트가 후

속되면, 데이터는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의 다음 이용가능한 위치에 기록된다. 다른 구성에서, 각 데이터 세트에 할당된 테

이프 또는 광디스크 기억 용량은 가변적이고, 따라서 더 효율적으로 기억 동작을 수행한다. 그 경우에, 다른 스택된 데이터

세트가 후속하는 데이터 세트에 데이터가 추가될 때, 상기 부속 지점은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에서 실제로 다음의 이용가능

한 위치가 된다.

또한, 데이터 세트가 판독되고, 변경되고 재기록될 때,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의 원래 데이터 세트가 있었던 곳과 동일한 스

페이스에 데이터를 재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재기록되는 데이터는 할당된 기억 용량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데이터 세트가 분할되어 추가적인 데이터는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의 다음 이용가능한

위치에 기억된다.

전형적으로,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 카트리지에 대한 액세스는 느리다. 예를 들면, 단일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 드라이브는

저장 장소로부터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 카트리지의 수동적 회수(retrieve)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자동화된 데이터 기억 매

체 라이브러리는 저장 선반에 다수의 카트리지를 저장할 수 있고, 저장 선반으로부터 카트리지를 회수하여 그 카트리지를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에 로딩하기 위한 로보트를 구비하며, 이것에 의해 카트리지의 회수를 고속화한다.

일단 카트리지가 회수되고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에 로드되면, 특정 데이터 세트에 대한 판독 또는 기록 액세스는 순

차적으로 비교적 느리게 발생한다. 테이프는 전형적으로, 저장될 때, "테이프의 시작" 또는 "BOT"라고 부르는 미리 정해진

지점으로 다시 감겨진다. 그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 세트에 액세스하기 위하여, 테이프는 원하는 데이터 세트의 위치로 감

겨지고, 데이터는 다음 데이터 세트와 마주칠 때까지 판독되며, 그 다음에 테이프는 데이터 세트에 대한 부속 지점의 위치

로 감겨진다. 테이프가 부속 지점으로 감겨지는 동안에는 원하는 데이터 세트로부터 데이터가 판독될 수 없기 때문에, 테

이프가 감겨지고 있는 동안 데이터 전송은 중단된다. 이와 유사하게, 광디스크 시스템은 임의의 액세스가 수행되기 전에

디스크의 특정 섹션에서 레이저가 매체에 대하여 초기화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트랙에서 트랙으로의 랜덤 액세스는 비교

적 느리기 때문에, 임의의 데이터 전송은 부속 지점으로의 트랙에서 트랙으로의 액세스 중에 중단된다. 따라서, 많은 테이

프 및 광 디스크 시스템은 그것이 마치 단일의 연속 순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나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광대한

데이터 버퍼링 시스템을 제공한다. 동일한 문제가 기록 액세스 중에도 발생하며, 데이터는 전형적으로 버퍼링되고, 그 다

음에 여러 군데의 비순차적 위치에서 이전에 판독된 데이터 위에 기록된다.

미국 특허 출원 제09/970,881호에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고속화하는 수단으로서, 데이터는 카트리지 내에 있는 "경

질(hard)"의 자기 디스크와 같은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에 의해 기억되고, 랜덤 액세스 매체를 판독하

고 기록할 수 있는 대응하는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가 제거가능한 데이터 기억 매체의 일부로서, 예를 들면 자동화 데

이터 기억 매체 라이브러리에 제공된다. 이 명세서에서 설명하는 "파티션(partition)"은 랜덤 액세스 매체에서 연속적 또는

비연속적일 수 있고 순차적 또는 비순차적일 수 있는 관련된 데이터 그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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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는 더 전형적으로 섹터와 같은 더 작은 길이의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되고, 예를 들면 판독/기

록 헤드를 원하는 데이터를 내포한 트랙으로 신속히 이동시킴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직접 액세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테이프 및 광디스크 시스템은 데이터를 랜덤하게 하기보다 순차적으로 판독 및 기록하도록 설계된다.

또한, 한번에 단지 하나의 호스트만이 주어진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에 대하여 서비스될 수 있다.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 상

의 다른 위치들 사이에서 앞뒤로 가서 하나 이상의 요구에 대하여 서비스하도록 동작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동일한 테이

프 또는 광디스크의 데이터 세트에 대한 동시 요구는 대기 행렬로 되어 연속적으로 수행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방법,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 및 자동화 데이터 기억 매체 라이브러리는 자기 디스크를 내포하는 카트리지와 같은 제

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 상의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라 제공된다.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에 기억된 데이터는 복수의 데이터 세그멘트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세그멘트

의 적어도 일부는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 순차 데이터를 시뮬레이트하는, 파티션이라고 부르는 적어도 하나의 공통 데이터

스트림을 포함한다.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는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에서 액세스가능할 뿐만 아니

라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로부터 제거가능하다.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는 복수의 논리 액세서(logical accessor)

로서 구성되고, 각각의 논리 액세서는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에 대한 판독 및/또는 기록 액세스를 위하

여 적어도 하나의 호스트와 통신하도록 구성된다.

제어부는 하나의 파티션에 대한 논리 액세서들 중의 하나의 판독 및/또는 기록 액세스에 응답한다. 하나의 논리 액세서에

의해 파티션에 대한 기록 액세스가 발생하였을 때, 제어부는 기록 액세스를 위한 식별된 파티션의 적어도 데이터 세그멘트

를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로서 확립하고, 상기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에 대한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를 로크(lock)한

다. 그 다음에, 제어부는 판독/기록 액세스 유닛을 동작시켜서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에 대한 기록 액세스된 콘텍

스트를 액세스하게 한다.

기록이 비연속 방식으로 수행된 때, 제어부는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 이외의 다른 논리 액세서에 의해 제거가능

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의 데이터에 대하여 동시 판독 액세스를 허가하고,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 이외

의 임의의 논리 액세서에 의한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에 대한 판독 액세스를 금지하며, 파티션에 대한 로크된 기록 액세

스를 가진 논리 액세서 이외의 다른 논리 액세서에 의한 로크된 파티션의 임의 데이터에 대한 기록 액세스를 금지하고, 로

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에 의한 기록 액세스의 완료시에,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에 대한 기록 액세스된 콘

텍스트의 로크를 해제한다.

일단 기록이 데이터 세트의 임의 지점에서 수행되면, 기록이 발생한 지점에 후속하는 데이터의 나머지는 종래의 순차 디바

이스 동작에 대하여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는 현재의 기록으

로부터 데이터 세트의 끝까지 총 데이터량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세그멘트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있어서, 판독 랜덤 액세스된 데이터 세그멘트는 호스트에 의한 순차 액세스를 위해 조직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이한 데이터 세트에 대한 동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랜덤 액세스 매체의 고속 랜덤 액세스를 이용

하도록 비연속적 판독 및 기록 처리 중의 대기 기간의 장점을 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순환 순서 방식(round robin)과 같은

임의 방식으로, 또는 성능 가중 방식(performance weighted manner)으로 상기 액세스의 시간 공유를 허용한다.

실시예

도 1a 및 도 1b를 참조하면, 전형적으로 카트리지(21) 내의 자기 테이프(20)를 사용하는 테이프 데이터 기억 매체는 대량

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광디스크 데이터 기억 장치는 유

사하게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전형적으로, 카트리지의 높은 데이터 기억 용량을 이용하기 위하여 단일 카트리지 내에

다수의 데이터 세트가 함께 기억 또는 "스택"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 카트리지에 대한 액세

스는 느리고, 일단 테이프 카트리지(21)가 회수되고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에 로드(load)되면, 테이프(20) 상에서 특

정 데이터 세트에 대한 판독 또는 기록 액세스가 순차적이고 비교적 느리게 이루어진다. 테이프(20)는 길이방향의 선형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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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22)을 포함하고, 저장될 때 "테이프의 시작(beginning of tape)" 또는 "BOT"라고 부르는 미리 정해진 지점으로 일반적

으로 다시 감겨진다. 원하는 데이터 세트에 액세스하기 위하여, 테이프는 그 다음에 상기 원하는 데이터 세트의 위치로 감

겨지고, 데이터는 다음 데이터 세트와 마주칠 때까지 판독되며, 그 다음에, 테이프는 데이터 세트의 부속 지점(append

point)의 위치로 감겨진다. 테이프가 감겨지고 있는 동안에는 원하는 데이터 세트로부터의 데이터 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테이프(20)가 감겨지고 있는 동안에는 데이터 전송이 중단된다. 광디스크 시스템은 또한 트랙들 사이에서 비교적 느린

랜덤 액세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많은 테이프 및 광디스크 시스템은 마치 단일의 계속적인 순서로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한 광대한 데이터 버퍼링 시스템을 제공한다. 기록 액세스 동안에도 이와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데이터는 전형적으로 새로운 순서로서 버퍼링 및 기록되고, 또는 이전에 판독한 데이터 위에 기록된다. 그러나, 데이터 세

트는 그 데이터 세트와 교체되는 데이터와 동일한 길이로 되거나 더 짧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러므로, 이전에 기록된

다른 데이터 세트가 나타나면 기록은 중지되고, 새로운 기록의 추가를 위한 위치(이 위치가 부속 지점이 된다)가 결정되며,

그 다음에, 테이프는 상기 데이터 세트의 기록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속 지점의 위치로 감겨진다. 또한, 기록은 비연속 방식

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테이프는 기록들 사이에서 중지해야 하고, 광디스크는 기록들 사이에서 스핀(spin)을 계속한다.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면, 제거가능한 데이터 기억 매체에 의해 기억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속도를 고속화하는 수단으

로서, 카트리지(26) 내의 "경질(hard)"의 자기 디스크(25)와 같은 랜덤 액세스 매체가,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출원 제09/

970,881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제거가능한 데이터 기억 매체의 일부로서, 자동화 데이터 기억 매체 라이브러리에 제공된

다.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는, 더욱 전형적으로, 다수의 섹터(27)로 분리된 동심원 트랙에서와 같이, 더 작은 길이의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되고, 예를 들면 판독/기록 헤드를 원하는 데이터를 내포한 트랙 및 섹터로 신속히 이동시킴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직접 액세스를 제공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테이프 및 광디스크 시스템은 랜덤하게 보다는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판독 및 기록하도록 설계된

다. 그러므로,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랜덤 액세스 매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데이터는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와 같은 방식으로 액세스되어, 판독 및 기록 액세스가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와 랜덤 액세스 기억 매체의 모

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나타나게 할 것이다.

또한, 주어진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에 대해서는 한번에 하나의 호스트만이 서비스될 수 있다.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의 다

른 위치들 사이에서 앞뒤로 가서 하나 이상의 요구에 대하여 서비스하도록 동작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동일한 테이프 또

는 광디스크 상의 데이터 세트에 대한 동시 요구는 대기 행렬(queue)로 되고 연속적으로 수행된다.

도 3은 도 2a의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25)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그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는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30)를 도시한 것이다. 미국 특허 출원 제09/970,881호에서는,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를 "전송 스테이

션(transfer station)"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드라이브 전체가 카트리지에 내포되기 때문이며, 전송 스테이션

은 드라이브를 내포하는 카트리지에 대한 데이터 전송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명세서에서 사용하는 용

어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 "드라이브",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 "휴대용 카트리지",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

스 데이터 기억 매체", "린덤 액세스 매체" 등은 모두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에 대하여 데이터를 판독 및/또는 기록

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와 함께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의 구성을 지칭한다. 도 3에서, 드라이브(30)

는 도 2a의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 카트리지(26)를 로딩하고 판독/기록 액세스 유닛(32)에 의한 액세스를 위하여

카트리지를 개방하는 로드/언로드 장치(31)를 포함한다. 일 예로서, 카트리지는 손으로 이송될 수 있고, 또는, 다른 예로

서, 카트리지는 자동화 데이터 기억 매체 라이브러리에 의해 이송될 수 있다. 판독(R)/기록(W) 액세스 유닛(32)은 판독/기

록 헤드를 원하는 트랙으로 신속히 이동시키기 위한 종래의 서보 시스템과, 판독/기록 제어부(35)의 제어하에서 데이터를

판독하고 기록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한다. SCSI 인터페이스와 같은 입력(I)/출력(O) 유닛(37)은 코맨드를 수신하고 그 코

맨드를 판독/기록 제어부에 제공하며,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호스트(310, 312)에 대하여 데이터를 수신 및 송신하기 위

하여 판독/기록 제어부(35)에 결합된다.

판독/기록 제어부(35)는 코맨드를 수신하고 판독/기록 액세스 유닛(32)을 동작시켜서 판독 및/또는 기록 동작을 위해 도

2a 및 도 2b에 도시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로부터 특정의 데이터 세그멘트를 액세스하기 위한 논리 회로(40) 및

메모리(41)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라서, 판독/기록 제어부(35)는 내부 구성에 의해 또는 외부 또는 내부 코맨드에 의해,

복수의 분리된 논리 유닛(45∼47), 또는 SCSI 용어로 "LUN" 내에 구성되며, 상기 각각의 LUN은 호스트에 의해 개별적으

로 어드레스될 수 있다. 당업자라면 이해하고 있겠지만, 각 호스트에 대한 각 논리 유닛에는 가상 어드레스가 제공될 수 있

다. 각각의 호스트 및 그 어드레스된 논리 유닛의 각각은 가상 어드레스 경로, 또는 SCSI 용어로 "넥서스(nexus)"를 포함

한다. 여기에서, 각각의 호스트 및 그 호스트에 결합된 각각의 논리 유닛에 대한 넥서스, 즉 가상 어드레스 경로는 "액세서

(accessor)"(60∼65)로서, 또는 "논리 액세서(logical accessor)"로서 정의된다. 만일 가상 어드레스 경로를 사용하지 않

으면, LUN과 같은 논리 유닛 또는 유사한 논리 유닛이 또한 여기에서 "액세서" 또는 "논리 액세서"로서 정의된다. 따라서,

이 예에서, 호스트 H1(310)과 논리 유닛 0(45)의 가상 어드레스 경로는 액세서(60)를 포함하고, 호스트 H2(312)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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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 0(45)의 가상 어드레스 경로는 액세서(61)를 포함하는 식으로 구성된다. 판독/기록 액세스 유닛(32)에 의해 데이터

기억 매체로부터 판독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 기억 매체에 기록할 데이터는 버퍼(50)에서 임시로 저장 및 조직될 수 있다.

버퍼(50)는, 예를 들면, 분리된 고정 길이의 버퍼를 포함할 수 있고, 또는 개별적으로 액세스가능한 가변 길이 버퍼로 구성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서, 각각의 액세서(60∼65)는 버퍼(50)의 버퍼들(70∼75) 중의 하나와 관련되고, 임의의 하나

의 액세서는, 나중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에 대하여 판독 및/또는 기록 액세스하

도록 지정될 수 있다.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30)는 도 4의 다중 호스트 라이브러리 시스템(300)과 같은 테이프 라이브러리 시스템 내의 드

라이브를 포함한다. 테이프 라이브러리 시스템의 일 예는 IBM 3494 데이터 기억 매체 라이브러리이다. 테이프 라이브러

리 시스템은 적어도 2개의 호스트(310, 312), 및 테이프 드라이브(도시 생략)를 포함한 다수의 기억 매체 드라이브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제어부(302)를 포함할 수 있고,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서, 라이브러리 내에서 기억 및 운

송을 위하여 휴대용 카트리지에 각각 장착되는 복수의 드라이브 중의 하나를 나타낼 수 있는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

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30)는 테이프 라이브러리 시스템(300)에 또한 장착될 수 있고 라이브러리 제어부(302)에 의해 접

속될 수 있다.

라이브러리 제어부에 대한 호스트 접속(330, 332)은 예를 들면 섬유 채널, SCSI, 또는 장치 접속일 수 있는 직렬 기억 장치

아키텍쳐(Serial Storage Architecture; SSA)일 수 있다. 도 1a 및 도 2a에 도시된 테이프 및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

체와 같은 데이터 기억 매체는 라이브러리 랙(rack)(350) 내에 설치된 저장 선반(storage shelf)(342)에 저장된다. 로보트

(354, 356)는 저장 선반(342)의 일부 또는 모두에 대하여 액세스하며, 테이프 드라이브들의 일부 또는 모두 및 데이터 기

억 매체 드라이브(30)에 대하여 액세스한다. 라이브러리 제어부(302)는 호스트(310, 312)와 테이프 드라이브들 및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30) 사이에서 버스(360, 362)를 전환(switch)한다. 로보트(354, 356)는 테이프 매체(21)를 저장 및

회수하고, 저장 선반(342)에서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 카트리지(26)를 저장 및 회수하며,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 카트리지를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30)에 로드하거나 그로부터 제거하고, 테이프 매체

를 테이프 드라이브에 로드하거나 그로부터 제거한다. 로보트는 테이프 매체 및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를 운송하도

록 구성될 수 있고, 또는 단지 한가지 유형의 매체만을 취급하도록 특정화될 수 있다.

판독 및/또는 기록 동작 중에, 호스트(310, 312)는 테이프 드라이브 및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30)에 접속되고, 라이

브러리 제어부(302)는 수 개의 호스트로부터의 이동 코맨드를 수행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서,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

브(30)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 3의 각 액세서(60∼65)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씩 수 개의 가상 어드레스가 제공

된다. 라이브러리 제어부(302)는 직접 신호 라인(328)을 이용하여 액세서(60∼65) 또는 드라이브의 가상 어드레스를 변

경할 수 있다. 이 기술 분야에서 공지된 바와 같이, 각각의 물리적인 데이터 기억 매체 볼륨, 또는 도 1a 및 도 2a에 도시된

카트리지(26, 21)는 다수의 논리적 데이터 볼륨을 포함할 수 있고, 논리적 볼륨의 재고품 조사표(inventory table) 또는 맵

(map)은 라이브러리 제어부(302) 내 및/또는 관련된 호스트(310, 312) 내의 매체상에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재고품 조

사 맵은,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에 로드된 매체를 포함하도록 라이브러리 제어부에서 동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물리적

데이터 기억 매체 볼륨(26, 21)의 물리적 기억 매체 맵과는 다르다.

호스트 접속(330, 332)은 라이브러리 제어부(302)의 내부 버스(380)와 링크하도록 호스트 프로토콜 회로(370, 372)를 통

해 이루어진다. 내부 버스는 메모리(382), 프로세서(386), 논리 회로(388) 및 로보트 버스(390)에 대한 접속을 제공한다.

내부 논리 회로(388)는 다수의 호스트(310, 312)를 다수의 버스(360, 362)를 통하여 특정의 테이프 드라이브 및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30)에 동적으로 접속하는 스위치(392)를 제어한다.

본 발명의 태양에 있어서, 제어부는 파티션을 포함하는 공통 데이터 스트림의 적어도 데이터 세그멘트를 식별한다.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에 의한 식별된 파티션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세그멘트에 대한 기록 액세스가 발생할 때, 제어부는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에 대한, "콘텍스트(context)"라고 부르는 파티션의 일부를 로크한다. 그 다음에, 제어부는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에 대하여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록 매체에서 로크된 파티션의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를

액세스한다. 제어부는 상기 파티션을 로크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가 아닌 다른 논리 액세서에 의해 동일한 파티션 또

는 다른 파티션의 로크되지 않은 부분의 데이터에 대한 판독 액세스를 동시에 허용하고,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에 의한

기록 액세스가 완료된 때, 파티션의 콘텍스트 및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의 로크를 해제한다. 다른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

서는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록 매체의 다른 독특한 파티션들을 동시에 로크할 수 있다.

파티션들은 매체 자체에서 관리되는 포맷 구성에 따라 식별 및 추적되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색인(index) 구조에 따라 식

별 및 추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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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를 참조하면,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 예를 들면 도 2a 및 도 2b에 도시된 카트리지(26)의 하드 디

스크(25)의 복수의 섹터(27)에 데이터를 기억하기 위한 포맷 구성의 배열이 미국 특허 출원 제09/970,881호에 개시된 것

과 같이 도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3 레벨의 구성으로 기억 및 맵된다. 제3 레벨은 각 영역이 상이한 포맷일 수 있는 영역(110, 111,

112)들을 포함하고, 또는 전체 랜덤 액세스 매체가 하나의 포맷의 단일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과 관련하여 관심있

는 한가지 유형의 포맷은 테이프의 포맷을 포함하지만, 다른 포맷들은 각종 유형의 광디스크를 포함할 수 있다. 자기 테이

프 카트리지는 선형의 순차 포맷으로 데이터를 기억하고, 하나의 릴(reel)로부터 테이프를 풀고 다른 릴에 테이프를 감음

으로써 데이터에 액세스한다. 선형 순차 포맷은 연속 데이터 스트림을 포함할 수 있고, 또는 가변 길이 또는 다른 포맷의

데이터 블록들을 포함할 수 있다. 각 영역은 데이터의 특성 포맷에 관련된 항목(terms)에 영역의 식별자를 구비하고, 영역

디바이스 블록 맵(region device block map; "RDBM")(115, 116)에 제공되고, 도 2b의 순차적으로 번호붙여진 논리 섹터

(27)에 관계되어 제공된다. 데이터는 예를 들면 논리 블록(118)에 지정된 포맷으로 기록된다. IBM 3590과 같은 가변 길이

의 순차 디바이스 블록을 사용하는 자기 테이프 포맷 등의 선형 순차 포맷의 경우에, 포맷의 식별자는 영역의 모든 디바이

스 블록의 시작점을 포함하고, 영역 디바이스 블록 맵 "RDBM"(120)에 제공된다.

제2 레벨 구성은 헤더 구역 "GDBM"(128)을 가지며 각 영역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글로벌 디바이스 블록 엘리멘트

(global device block element; "GDE")(130∼133)를 가진 글로벌 디바이스 블록 맵(125)을 포함해서 기록된다. 각각의

글로벌 디바이스 블록 엘리멘트는 도 2b의 순차적으로 번호붙여진 논리 섹터(27)에 관하여 대응하는 영역에 기록된 데이

터의 경계를 식별한다. GDE는 논리 섹터에 관하여 영역의 시작점 및 크기를 표시하고, 예를 들면 고속 로케이트를 수행하

기 위하여 또는 RDBM을 재구축하기 위하여 포맷 특정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포맷 디바이스 블록 맵 "FDBM"(139)은

GDBM(128)의 초기 헤더 구역을 포함해서 제공된다. "FDBM"(139)은 정상 사용 중에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며, 업데이트

되지 않고, 각 영역의 시작점을 식별하는 각 GDE의 초기부를 포함한다.

제1 레벨 구성은 적어도 하나의 포맷 식별자 "FID1"(141)을 포함해서, 바람직하게는 제2의 용장 포맷 식별자 "FID2"(142)

와 함께 기록된다. 포맷 식별자는 각각 도 2b의 순차적으로 번호붙여진 논리 섹터(27)에 관하여 제2 레벨 구성인 글로벌

디바이스 블록 맵의 위치 및 크기를 표시하는 포인터를 갖는다.

다시 도 5를 참조하면, 특히 선형 순차 포맷의 데이터에 대한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제3 레벨 구성과 같은 구성은 선형 순

차 포맷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판독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영역, 예를 들면, 영역(110∼112)을 포함해서 기록된다. 선

형 순차 포맷의 데이터는 기록 및 판독을 위하여 가변 길이의 순차 디바이스 블록(150∼151)의 스트림으로 조직된다. 각

영역은 디바이스 블록(150∼151)을 포함한 포맷 특정 어드레스 방법과 도 2b의 순차적으로 번호붙여진 논리 섹터(27)에

관한 영역 사이의 관계를 식별하는 영역 디바이스 블록 맵 "RDBM"(120)을 구비한다.

비록, 진실한 선형 순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데이터와 구성은 랜덤 액세스 매체에 기록되고, 임의의 적당한

방법으로 도 2a의 트랙들 중에 및 섹터(27)들 중에 분산된다.

선형 순차 포맷 데이터는 데이터 세그멘트(170∼176)의 스트림 내에 추가적으로 조직된다. 미국 특허 출원 제09/970,881

호에서, 데이터 세그멘트는 "디바이스 패킷" 또는 "DP"라고 부르고 있다. 데이터 세그멘트(170∼176)는 크기가 디바이스

블록들보다 크지 않고, 디바이스 블록들 사이의 경계에 걸치지 않는다. 또한, 디바이스 블록, 예를 들면 디바이스 블록

(150∼151)의 디바이스 패킷 각각에 대하여, 디바이스 패킷 헤더 엘리멘트 "PHE"는 다바이스 블록 헤더 "DBH"

(180∼181)에 제공된다. 이 예에서, 데이터 스트림은 테이프 논리 블록 "TLB"(185)와 테이프 서브 블록 "TSB"(186)를 포

함한다. 디바이스 패킷들은 크기가 테이프 서브 블록(186)보다 더 크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고, 또한, 추가적으로 디바이스

블록들간의 경계에 걸치지 않는다. 따라서, 디바이스 패킷(173, 174)은 디바이스 블록(150)과 디바이스 블록(151) 사이의

경계에 걸치지 않도록 테이프 서브 블록(186)과 테이프 논리 블록(185)을 분할하고, 그리하여 디바이스 패킷(173)은 디바

이스 블록(150) 내에 있게 하고 디바이스 패킷(174)은 디바이스 블록(151) 내에 있게 한다. 따라서, 각각의 디바이스 패킷

헤더 엘리멘트 "PHE"는 각각의 디바이스 블록(150, 151)의 각각의 디바이스 블록 헤더 "DBH"(180, 181)에 또한 제공된

다. 디바이스 패킷 헤더 엘리멘트는 각각, 선형 순차 표맷으로, 디바이스 패킷의 선형 순차 포맷 데이터의 표시자

(indicator)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예로서, 테이프 논리 블록(185)은 하나 이상의 서브 블록(186)을 가지며, 크기가 1 바이트로부터 상향으로 변화

할 수 있으며, 서브 블록(186)은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 패킷을 구비하고 크기가 테이프 논리 블록(185)의 크기로부터 어느

쪽이든 더 작은 특정의 최대값, 예를 들면 256 kb까지 변화할 수 있다. 디바이스 패킷은 디바이스 블록 경계에 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브 블록(186)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또는 서브 블록의 일부로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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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본 발명의 "데이터 세그멘트"는 테이프 논리 블록(185), 서브 블록(186), 또는 디바이스 블록(150∼151)을 포함

할 수 있으며, 상기 블록들은 각각 영역(110∼112)의 일부를 포함한다.

또한, 미국 특허 출원 제09/970,881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랜덤 액세스 매체는 영역들(110∼112)의 세트에 배열될 수 있

다. 일 예로서, 한 세트의 영역들은 관련 데이터용으로 예비된다. 여기에서, 한 세트의 영역들은 "공통 데이터 스트림" 또는

"파티션"이라고 부른다.

미국 특허 출원 제09/970,881호에서, 한 세트의 영역들 또는 "파티션"은 파티션 식별자를 가지며, 파티션의 각 영역에는

영역 순차 번호가 주어진다. 파티션 식별자 및 영역 순차 번호는 GDBM(125)에 기억될 때 각 영역에 대하여 GDE

(130∼133)에 제공된다.

따라서, 파티션의 파티션 식별자는 쉽게 식별될 수 있고, 파티션에서 영역의 위치는 파티션이 추적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영역 순차 번호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서, 도 6을 참조하면, 파티션 및 관련 제어 정보를 유지하는 다른 형태가 도시되어 있다. 따라서, 도 2a 및

도 2b에 도시된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25)에 저장될 수 있는 색인(index)(410)이 제공되고, 이 색인은

파티션의 각 데이터 세그멘트(421)에 대한 파티션(420)을 식별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데이터 스트림은 필요한 만큼의 많은 스페이스에 한번에 연속 순서로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 오

히려,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에서, 각 데이터 세트는 그것에 할당된 특수한 초기의 순차적인 양의 기억 용량을 가질 수 있

다. 따라서, 데이터가 데이터 세트에 추가될 때, 그 데이터는 이전에 기록된 데이터 세트의 끝에 있는 "부속 지점"에 기록된

다. 추가된 데이터가 할당된 기억 길이를 계속하여 초과하고 다른 스택된 데이터 세트가 상기 할당된 기억 길이에 바로 뒤

따르면, 데이터는 다음 이용가능한 위치에 기록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성들은 반드시 선형으로 기록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부속 지점은 랜덤 액세스 매체의 임의의

적당한 랜덤 액세스 위치에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세트가 판독되거나 변경되거나 재기록될 때,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 세트와 동일한 스페이스에 재기록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처럼, 재기록될 데이터는 할당된 기억 용량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고, 그 경우 데이터 세트

는 분할되어 추가의 데이터가 이용가능한 위치에 기억된다.

예로서 도 6을 참조하면, 파티션은 순서(422)를 가진 일련의 데이터 세그멘트를 포함할 수 있고, 세그멘트 순서는 위에 영

역 순차 번호와 함께 영역 내에 순서를 포함한다. 위치 어드레스(423)는 데이터 스트림의 제1 세그멘트의 랜덤 액세스 맵

어드레스를 포함하고, 데이터 스트림의 순서(422)에서 각각의 후속 세그멘트의 부속 지점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파티션

은 단일 영역에 제공된 데이터 스트림을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서, 데이터 스트림의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 순차 조직은 호스트에 의한 순차적 액세스를 위하여 판독 액세

스 비순차 기록 데이터 세그멘트, 예를 들면 도 5의 디바이스 패킷(170∼176)을 조직함으로써 시뮬레이트된다. 일 실시예

에 있어서, (A), 데이터는 가장 효율적인 액세스 순서로, 예를 들면 데이터 세그멘트의 랜덤 액세스 순서로 판독되고, 액세

스된 때에 버퍼에, 예를 들면 도 3의 버퍼(50)에 기억되며, 그 다음에 버퍼 내에서 순서대로 예를 들면 포인터에 의해 배열

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데이터 세그멘트는 제거가능한 린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25)에서 실제적인 선형 순서로 액세

스되고, 버퍼(50)에 순서대로 기억된다.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25)에 데이터를 기록할 때는 반대의 절차를 따른다.

다시 도 3과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태양에 있어서, 호스트 시스템(310, 312)은 특수한 액세스를 위해 LUN을 선택할

수 있고, 제어부, 예를 들면 제어부(35)는 LUN(45∼47)의 지정 및 그에 따른 액세서(60∼65)의 지정을 행한다. 상기 지정

은 각 액세스에 대하여 변경될 수 있고, 상기 지정은 호스트 등에 대한 접속 중에 행하여질 수 있다. 제어부(35)는 액세스에

대한 파티션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세그멘트를 식별함으로써, 식별된 파티션에 대한 하나의 액세서의 판독 및/또는 기록

액세스에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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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 예를 들면, 도 3의 액세서 "H1/L0"(60)에 의해 파티션의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세그멘트에 대한

기록 액세스가 발생한 때, 제어부(35)는,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로서, 기록 액세스에 대한 식별된 파티션의 적어도 하나

의 데이터 세그멘트를 확립한다. 제어부는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에 대한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를 로크한다.

여기에서 용어 "콘텍스트"는 단일 데이터 세그멘트를 포함할 수 있고, 또는 데이터 세그멘트의 그룹을 포함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단 기록이 재기록되는 데이터 세트의 임의 지점에서 수행되면, 기록이 발생하는

지점에 후속하는 데이터의 나머지는 변경되기 쉽고 현재의 완전성(integrity)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

에서,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는 현재의 기록으로부터 데이터 세트의 끝까지 총 데이터량을 포함하는 데이터 세그멘트를

포함할 수 있다.

도 5와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데이터 세그멘트"는 영역(110∼112)의 일부를 각각 구성하는 디바

이스 패킷(170∼176), 테이프 논리 블록(185), 서브 블록(186), 또는 디바이스 블록(150∼151)을 포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어부는 이용가능한 스페이스에 예를 들면 데이터 세그멘트(170∼176)로서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하여 기록

액세스 콘텍스트를 액세스하도록 판독/기록 액세스 유닛(30)을 동작시킨다.

본 발명에 따라서, 기록이 비연속 방식으로 수행될 때, 제어부는, 도 3의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 "H1/L0"(60) 대

신에, 도 3의 논리 액세서, 예를 들면 논리 액세서 "H2/L0"(61) 및 "H1/L2"(64) 유닛 "LUN 1"(46) 및 "LUN 2"(47)에 의한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의 데이터에 대한 판독 액세스를 동시에 허용함으로써 동시 액세스를 제공한다.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전형적인 랜덤 액세스 매체는 단지 하나의 헤드를 갖기 때문에, 동시 액세스는 동시에 발생

될 수 없다. 오히려, 기록들 사이의 대기 기간 중에, 헤드는 판독 액세스 데이터 세그멘트(들)에 액세스되고, 그 다음에 비

연속 기록 처리의 다음 위치에 액세스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용어 "동시(concurrent)" 및 "동시에(concurrently)"는 하나의 액세스가 다른 액세스와 동일한 시간

에, 그러나 동시적으로는 아니게 동작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된다.

제어부(35)는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 예를 들면, "H1/L0"(60)를 제외하고, 도 3의 임의의 논리 액세서, 예를 들

면 액세서(61∼65)에 의한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의 판독 액세스를 추가적으로 금지하고;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

서 "H1/L0"(60)를 제외한 다른 논리 액세서에 의한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의 파티션의 임의의 데이터

에 대한 기록 액세스를 금지한다.

만일 액세스가 현재의 콘텍스트로부터 다른 콘텍스트로 순차적으로 계속되면, 콘텍스트는, 예를 들면, 다음 데이터 세그멘

트로 전진하고, 로크는 새로운 콘텍스트로 변경된다. 기록 액세스 콘텍스트가 현재의 기록으로부터 데이터 세트의 끝까지

의 총 데이터량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세그멘트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다음 콘텍스트는 파티션 내에 다음 데이

터 세트를 포함할 수 있다.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에 의한 기록 액세스를 완료한 때에, 제어부는 도 3의 지정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 "H1/L0"

(60)에 대한 콘텍스트의 로크를 해제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실시예들을 도 7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 도 4 및 도 7을 참조하면, 단계 450에서, 복수의 논리 유닛(45∼47)이 제공되고, 각각의 논리 유닛은 호스트(310,

312)와 통신하도록 구성된다. 논리 유닛, 또는 SCSI 용어로 "LUN"은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30)의 판독/기록 제어부

(35)에 고정된 형태로 형성될 수 있고, 또는 판독/기록 제어부(35)가 원하는 대로 또는 라이브러리 제어부(302)로부터의

코맨드의 결과로서 형성될 수 있다.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30)에는 수 개의 가상 어드레스가 제공되는

데,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각각의 논리 유닛(45∼47)을 위한 것이고, 다른 가상 어드레스는 논리 액세서(60∼65)를 형

성하는, 각각의 호스트에 대한 각각의 논리 유닛을 위해 제공될 수 있다. 라이브러리 제어부(302)는 논리 유닛(45∼47),

논리 액세서, 또는 드라이브의 가상 어드레스를 직접 신호 라인(328)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계 453과 455는 액세스 요구에 응답하여 액세서의 전형적인 동적 지정을 나타내며, 이것은 호스트로부터의 판독/기록

액세스 요구를 포함할 수 있다. 단계 455에서, 액세서는 액세스 요구에 대해 지정된다. 로크되어 있는 제안된 콘텍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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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 액세서가 현재 위치되어 있을 때의 시도된 기록 액세스의 경우에, 또는 다른 기록 액세서가 동일한 파티션에서 임의

의 로크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기록 코맨드 및 시도된 액세서 지정은 호스트에 대하여 실패된다. 대안적으로, 위에

서 설명한 것처럼, 지정은 고정될 수 있고, 또는 더 긴 기간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호스트는 호스트가 데이터와 관련하여 작업하고 있을 때 일련의 판독 및/또는 기록 액세스를 순차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액세서가 지정되면, 지정된 액세서를 통한 액세스는 호스트가 예를 들면 파티션을 취급하고 있는 전체 시

간 동안 계속될 수 있다.

그 결과, 단계 460에서, 선택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25, 26)가 그 저장 선반(342)으로부터 로보트(354)에 의해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30)에 제공되고, 로드/언로드 장치(31)에 의해 로드된다. 매체(26)는 호스트에 의해 선택될 수

도 있고, 또는 물리적 볼륨이 호스트에 의해 선택된 논리적 볼륨을 포함하고 있을 때 라이브러리 제어부(302)에 의해 선택

될 수도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미국 특허 출원 제09/970,881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 7의 단계 465에서, GDBM(125)은 원

하는 데이터의 파티션을 식별하기 위해 검사된다. 각 영역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GDE(130∼133)가 제공되고, 파티션의

영역들에 대하여, GDE는 파티션 식별자 및 파티션 내의 영역의 영역 순차 번호를 포함한다. 다시 도 6을 참조하면, 대안적

으로, 색인(410)은 도 7의 단계 465에서 판독/기록 액세스 유닛(32)에 의해 매체(25)로부터 판독되고 색인은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30)의 판독/기록 제어부(35)에 의해 기억된다.

호스트 또는 라이브러리 제어부는 적어도 데이터 스트림의 세그멘트에 대한 요구된 판독 및/또는 기록 액세스를 가질 것이

다. 만일 요구가 데이터 세그멘트 또는 데이터 스트림을 판독하기 위한 것이면, 데이터는 파티션으로서 식별된다. 기록될

데이터 스트림은 기존의 데이터 스트림에 덮어쓰기되거나, 기존의 데이터 스트림에 추가되거나, 또는 새로운 데이터 스트

림이 될 수 있다. 만일 데이터 스트림이 기존의 데이터 스트림에 덮어쓰기되거나 추가되면, 파티션이 식별된다. 만일 데이

터 스트림이 새로운 것이면, 새로운 파티션이 생성된다. 따라서, 도 5를 다시 참조하면, 단계 465는 공통 데이터 스트림의

적어도 데이터 세그멘트[예를 들면, 디바이스 패킷(170∼176)]의 파티션을 식별하거나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 6의

색인(410) 및 도 5의 포맷은 각 세그멘트의 물리적 위치(423) 및 그 세그멘트의 순차 번호(422)를 또한 제공한다.

도 3, 도 4 및 도 8을 참조하면, 선택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26)가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30)에 로드되었다

고 가정하고, 라이브러리 제어부(302)는, 단계 200에서, 로드된 매체에 대한 기록 액세스를 논리 액세서(60∼65)의 어드

레스를 이용하여 요구한다. 단계 203에서, 단지 하나의 논리 액세서가 한번에 각 파티션에 대한 기록 액세스를 허용받기

때문에, 단계 203에서는 기록 액세스가 원하는 논리 액세서에 대하여 이용가능한지를 판정한다. 일 예로서, 요구하는 논리

액세서가 아닌 다른 논리 액세서가 동일한 파티션에 대한 기록 액세스를 지정받을 수 있다. 만일 기록 액세스가 가능하지

않으면, 단계 205에서, 기록 액세스 실패 메시지가 전송된다. 요구하는 에이전트는 동일한 논리 액세서 또는 다른 논리 액

세서에서 계속하여 요구를 반복할 수 있고, 다른 파티션으로 변경하여 재시도할 수 있고, 또는 요구를 반복하기 전에 논리

액세서의 상태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다시 도 5와 도 6을 참조하면, 논리 액세서가 기록 액세스를 허가 받으면, 단계 207에서, GDE(130∼133) 또는 색인(410)

은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30)의 판독/기록 제어부(35)에 의해 검사되고, 여기에서 원하는 스페이스를 할당하기 위하

여, 위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임시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기억된다. 기록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의의 추가적인

스페이스는 GDE(130∼133) 또는 색인(410)으로부터 재요구(reclaim)될 수 있고, 또는 새로운 GDE 또는 색인 엔트리가

논리 포맷마다 할당될 수 있다.

만일 판독 액세스가 파티션에서 수행되면, 동시 기록 액세스는 판독 무효로 간주하는 기록된 파티션 부분에 및 그 뒤에 있

는 데이터의 일부 또는 모두를 무효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계 208에서는 판독 액세스가 로크될 파티션(선택

적으로, 파티션의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만일 위치하고 있으면, 단계 209에서 로크와의 충돌이 있다

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메시지는 단계 205에서와 유사하게 액세스 실패로서 호스트에 보고되고, 호스트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들 사이에 동일한 옵션을 갖는다.

만일 파티션이 이용가능하면, 파티션의 콘텍스트(도 7의 단계 465로부터)가 단계 210에서 도 5의 GDE(130∼133) 또는

도 6의 색인(410)을 이용하여 판정된다. 예를 들어서 만일 콘텍스트가 파티션 내에 세그멘트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세그

멘트(423)의 위치가 식별된다. 만일 콘텍스트가 세그멘트의 그룹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록될 세그

멘트 및 기록된 데이터 세그멘트에 후속하는 데이터 세트에 남아있는 모든 세그멘트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세그멘트의 파

티션(420)이 식별되고, 그 다음에 그 그룹의 모든 데이터 세그멘트 또는 파티션의 데이터 세트가 그 세그멘트의 순서(422)

와 함께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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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20에서, 단지 하나의 콘텍스트가 각각의 파티션에 대하여 한번에 로크될 수 있기 때문에, 도 7의 단계 453과 455에

서 기록 액세스를 허가받은 논리 액세서가 하나의 기록 액세스로부터 다른 기록 액세스로 전환하면, 제어부, 예를 들면 판

독/기록 제어부(35)는 새로이 요구된 파티션에 대하여 기존의 로크가 있는지를 판정하고, 이것은 다른 호스트 등이 그 콘

텍스트에 대하여 또는 그 콘텍스트의 일부에 대하여 현재 기록 액세스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안으로, 매체의 단지 하나의 콘텍스트가 한번에 로크될 수 있고, 단계 220에서는 매체의 임의의 콘텍스트에 기존 로크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어느 경우이든, 만일 기존 로크가 있으면, 기록 액세스는 단계 222에서 제어부(35)에 의해 실패되고, 임의의 재시도가 호

스트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만일 다른 로크가 없으면, 파티션(420)의 단계 260에서 정의된 콘텍스트는, 단계 225에서, 지정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

서에 대하여 로크된다. 다시 도 3과 도 5를 참조하면, 일 예로서, 논리 액세서(60)가 기록 액세스를 지정받고, 데이터 세그

멘트(170∼173)의 콘텍스트에 대하여 로크된다.

본 발명에 따라서, 제어부는 다른 논리 액세서, 예를 들면 액세서 "H2/L0"(61) 및 "H1/L2"(64)에 의한 제거가능한 랜덤 액

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의 데이터에 대한 판독 액세스를 동시에 허가하고, 각각의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 예를 들

면 논리 액세서 "H1/L0"(60)가 아닌 임의의 논리 액세서에 의한 임의의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에 대한 판독 액세스를 금

지하며,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가 아닌 임의의 논리 액세서에 의한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의

각각의 로크된 파티션의 임의 데이터에 대한 기록 액세스를 금지한다.

그 다음에, 제어부는, 단계 230에서, 임의의 부속 지점을 이용하여,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에서 데이터를 세그멘트,

예를 들면 도 5의 데이터 세그멘트(170∼173)로서 기록하기 위하여, 로크된 콘텍스트의 기록 액세스된 데이터 세그멘트

를 액세스하도록 판독/기록 액세스 유닛을 동작시킨다. 이 기술에 숙련된 사람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부속 지점

은 전형적으로 데이터의 헤더 및 포맷 제어부 구조, 즉 도 5의 GDBM(128) 및 GDE(130∼133) 또는 도 6의 색인(410)에

서 식별된다.

구체적으로, 제어부는 식별된 파티션의 다음 순서 세그멘트의 부속 지점을 식별하고, 부속된 데이터를 식별된 파티션의 데

이터 세그멘트로서 랜덤 액세스 순서로 기록하며, 식별된 파티션의 부속 지점에서 데이터 세그멘트의 순서를 계속함에 따

라 부속 데이터를 식별한다.

콘텍스트의 데이터가 기록될 때, 또는 콘텍스트 데이터 스트림의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었을 때, 콘텍스트의 위치 또는 상

태는 단계 233에서 업데이트되어 업데이트된 파티션의 기록된 세그멘트를 식별한다.

데이터 스트림은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 예를 들면, 도 3의 버퍼(70)와 논리 액세서(60)에 관련된 버퍼에서 데이터 세그

멘트를 조직함으로써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의 순차적 조직을 시뮬레이트하기 위해 판독/기록 액세스 유닛(32)에 의해 기

록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데이터는 가장 효율적인 액세스 순서로 버퍼로부터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에 기

록되지만, 순차적인 조직은 미국 특허 출원 제09/970,881호에 개시된 맵핑에 의해 시뮬레이트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

서, 데이터 세그멘트는 버퍼로부터 순서대로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25)에 기록된다.

기록된 데이터 스트림은 기존 데이터 스트림을 교체하거나 기존 데이터 스트림에 추가될 수 있고,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전

에 기록된 데이터의 끝에 있는 부속 지점에 기록된다. 부속 지점은 예를 들면 도 5의 디바이스 블록(150, 151)의 시작 부분

을 포함하도록 맵핑된다.

단계 240에서는 파티션에 대한 기록 액세스의 기록 동작이 완료되고 색인이 업데이트되었는지를 판정한다. 만일 완료되지

않았으면, 단계 241에서, 기록 동작을 파티션 내의 다음 콘텍스트로 전진시키고, 단계 225에서 다음 콘텍스트를 로크하며,

다음 콘텍스트의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하여 단계 230과 단계 233이 계속된다.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에 의한 기록 액세

스가 완료되었으면, 제어부는, 단계 245에서, 지정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 예를 들면, 도 3의 "H1/LO"(60)에 대한 콘

텍스트, 예를 들면, 도 5의 세그멘트(170∼173)의 로크를 해제하고, 단계 247에서 다음 코맨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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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라서, 제어부는 논리 액세서, 예를 들면, 도 3의 논리 액세서 "H2/L0"(61), "H1/L1"(62) 등

에 의한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의 데이터에 대한 판독 액세스를 동시에 허가한다. 또한, 제어부는 상기

로크 방법에 따라 다수의 논리 액세서에 의한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의 데이터에 대한 기록 액세스를

동시에 허가한다.

판독 액세스의 실시예는 도 9에 도시되어 있고, 시작부인 단계 250에서, 판독 액세스가 논리 액세서, 예를 들면, 도 3의 논

리 액세서(60∼65) 중의 하나에서 요구된다. 다시 도 3 내지 도 6을 참조하면, 단계 255에서, GDBM(125) 또는 색인(410)

은 요구된 콘텍스트가 매체 내에 있는지 및 유효한지를 판정하기 위해 데이터 기억 매체 드라이브(30)의 판독/기록 제어부

(35)에 의해 검사된다. 상기 요구는 전체 파티션(420) 또는 특수 데이터(421)를 포함할 수 있고, 단일 데이터 세그멘트 또

는 완전 데이터 스트림을 포함할 수 있다. 만일 잘못된 세그멘트(wrong segment) 등이 요구되거나 요구된 데이터가 유효

하지 않으면, 단계 258에서 유효 데이터가 없다는 메시지가 전송된다.

만일 데이터, 위치, 파티션 등이 유효이면, (도 7의 단계 465로부터의) 파티션의 콘텍스트는 GDE(130∼133) 또는 색인

(410)을 이용하여 단계 260에서 판정된다. 예를 들어, 만일 콘텍스트가 파티션 내에 세그멘트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세그

멘트(423)의 위치가 식별된다. 만일 콘텍스트가 세그멘트의 그룹 또는 데이터 세트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세그멘트의 파

티션(420)이 식별되고, 그 다음에, 그 그룹의 모든 데이터 세그멘트 또는 파티션의 데이터 세트가 그 세그멘트의 순서

(422)와 함께 판정된다.

단계 263에서, 제어부, 예를 들면, 판독/기록 제어부(35)는 그 콘텍스트에 대하여 기존의 로크가 있는지를 판정한다. 이것

은 기록 액세스를 가진 논리 액세서, 예를 들면 논리 액세서(60)가 요구된 콘텍스트 또는 콘텍스트의 일부에 대한 기록 액

세스를 로크하였음을 의미한다. 콘텍스트가 로크되었으면, 단계 269에서 판독 액세스가 제어부에 의해 실패되고, 로크와

마주쳤다는 보고서가 작성된다. 임의의 재시도는 호스트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순차적인 포맷 구현에 있어서, 순차적인 판독 또는 명백한 재배치가 호스트에 대하여 실패하였기 때문에, 현재 로크된 콘

텍스트를 가로지르거나 그 콘텍스트 내에 논리적으로 위치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로크와의 마주침은 단계 269

에서 특수화된 "데이터 응답의 끝"으로서 보고될 수 있다.

만일 요구된 콘텍스트에 대한 로크가 없으면, 파티션은 단계 275에서 판독/기록 액세스 유닛(32)에 의해 판독된다. 본 발

명에 따라서, 데이터 스트림의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 순차 조직은, 단계 277에서, 랜덤 액세스된 데이터를 호스트에 의한

순차적인 액세스를 위하여 원하는 순서로 조직함으로써 시뮬레이트된다. 식별된 파티션의 데이터 세그멘트를 판독 액세스

함에 있어서, 제어부는 임의의 기록 부속된 데이터를 식별된 파티션으로서 추가적으로 식별한다.

따라서, 단계 275에서, 콘텍스트의 데이터 세그멘트는 랜덤 액세스 매체의 랜덤 액세스의 가장 효율적인 순서로 판독될 수

있고(A), 버퍼, 예를 들면 버퍼(56)에 기억된 데이터는 액세스될 때에, 버퍼 내에서 순서대로 포인터에 의해 배열된다(단계

277).

데이터 스트림에서 데이터 세그멘트의 순서는 도 5의 GDE(130∼133)의 순차 번호 또는 도 6의 색인(410)의 순차 번호

(422)에 의해 결정된다. 공통 데이터 스트림의 제1 데이터 세그멘트의 위치 및 후속 세그멘트 각각에 대한 부속 지점의 위

치는 GDE에 의해 또는 색인(410)의 위치 어드레스(423)에 의해 제공된다.

다른 실시예(B)에서, 데이터 세그멘트는,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출원 제 09/970,881호의 맵핑을 이용하여,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25)에서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 순서로 액세스되고, 버퍼(56)에 순서대로 기억된다.

일단 조직되면, 제어부는, 단계 280에서, 요구하는 호스트 시스템(310, 312) 또는 라이브러리 제어부(302)와 관련한 판독

액세스 논리 액세서에 대하여 판독 액세스를 제공한다. 단계 285에서는 요구된 전체 데이터 스트림이 판독되었는지를 판

정한다. 만일 판독되지 않았으면, 단계 286에서는 파티션 내에서 다음 콘텍스트로 판독 동작을 전진시키고, 단계 263에서

는 다음 콘텍스트가 로크되었는지를 판정하며, 파티션의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하여 단계 275, 277 및 280이 계속된다. 판

독 액세스 논리 액세서에 의한 판독 액세스가 완료되었으면, 제어부는, 단계 287에서, 예를 들면 호스트로부터 다음 코맨

드를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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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은 랜덤 액세스 매체에 기억된 시뮬레이트된 순차 데이터에 대한 동시 판독 및 기록 액세스를 제공하고, 기

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에 대하여, 독특하게 식별된 파티션의 적어도 데이터 세그멘트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를 로크하며, 판독/기록 액세스 유닛은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에 대하여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를 액세

스한다.

판독 또는 기록 매체 액세스가 비연속 방식으로 수행될 때,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 이외의 다수의 논리 액세서에

의해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의 데이터에 대하여 동시 판독 및 기록 액세스가 제공되고, 각각의 로크된

기록 액세스 논리 액세서 이외의 임의의 논리 액세서에 의한 임의의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에 대한 판독 액세스를 금지하

며, 다른 논리 액세서에 의한 기록 액세스된 콘텍스트를 가진 파티션에 있는 임의의 데이터에 대한 기록 액세스를 금지한

다.

따라서, 본 발명은 다른 데이터 세트에 대한 동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랜덤 액세스 매체의 고속 랜덤 액세스를 이용

하도록 비연속 판독 및 기록 처리 중의 대기 기간의 장점을 취하고, 제거가능한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의 데이터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호스트에 의한 시뮬레이트된 테이프 또는 광디스크 순차 액세스를 제공한다.

이 기술에 숙련된 사람이라면, 다른 맵핑 구성을 이용할 수 있고, LUN의 다른 구성 및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의 다

른 구성을 또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이제 본 발명을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단지 예로서 설명하겠다. 첨부 도면에 있어서:

도 1a 및 도 1b는 종래의 테이프 카트리지 및 이 테이프 카트리지의 자기 테이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a 및 도 2b는 종래의 디스크 카트리지 및 이 디스크 카트리지의 경질의 자기 디스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디스크 드라이브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자동화 데이터 기억 매체 라이브러리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과 함께 사용되며 도 2a 및 도 2b에 도시된 자기 디스크와 같은 랜덤 액세스 데이터 기억 매체 상의 파티션

및 데이터 세그멘트를 식별하는 포맷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대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색인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 도 8 및 도 9는 본 발명의 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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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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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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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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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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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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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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