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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는 장치 및 방법

(57) 요약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 중 하나에 대한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는 방법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의해, 적

어도 하나의 일관된 트랜잭션들을 형성한다. 이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n)번째 상태 신호와, 다른 (N-1)개의 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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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어플라이언스들 각각으로부터의 (n+1)번째 상태 신호를 수신한다. 이 방법은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 각각에

대한 (n)번째 유효 대역폭과,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 각각에 대한 (n)번째 완료 시간과, 모든 (N)개의 주 어플라

이언스들에 대한 (n)번째 유효한 집단 대역폭을 계산한다. 만약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완료 시간이 다

른 (N-1)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각각에 대한 (n)번째 완료 시간보다 크다면, 본 방법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제1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적어도 하나의 일관된 트랜잭션 세트를 지연없이 제공한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의 각각이 하나 이상의 제1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들과 하나 이상의 부 백업 어플라

이언스들과 통신할 수 있고, 상기 하나 이상의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들은 하나 이상의 제2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들

과 통신할 수 있는 것인, 상기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 중 하나에 대한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

어서,

상기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 중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는 상기 하나 이상의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들 중 제1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와 통신할 수 있는 것인, 상기 (N) 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 중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의 제공 단계와;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의해, 상기 하나 이상의 제1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들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포함하

는 적어도 하나의 일관된(consistent) 트랜잭션들의 세트를 형성하는 단계와;

다른 (N-1)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의 각각으로부터 (n)번째 상태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다른 (N-1)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의 각각으로부터 (n+1)번째 상태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의 각각에 대한 (n)번째 유효 대역폭을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의 각각에 대한 (n)번째 완료 시간을 계산하는 단계와;

모든 (N)개의 주 어플라이언스들에 대한 (n)번째 유효한 집단 대역폭을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완료 시간이 다른 (N-1)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의 각각에 대한 (n)번

째 완료 시간보다 큰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완료 시간이 다른 (N-1)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의 각각에 대한 (n)번

째 완료 시간보다 크다면,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로부터 상기 제1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지연 없이 적어도 하나

의 일관된 트랜잭션들 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만약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완료 시간이 다른 (N-1)개의 주 어플라이언스들 각각에 대한 (n)번째

완료 시간보다 크지 않다면, (n)번째 집단 대역폭이 (n-1)번째 집단 대역폭보다 작은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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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기 (n)번째 집단 대역폭이 (n-1)번째 집단 대역폭보다 작지 않다면,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지연을 확립하는 단계와;

상기 (n)번째 지연을 사용하여,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로부터 상기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적어도 하나의 일관

된 트랜잭션들 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만약 상기 (n)번째 집단 대역폭이 상기 (n-1)번째 집단 대역폭보다 작다면,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1)

번째 지연이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2)번째 지연보다 큰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만약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1)번째 지연이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2)번째 지연보

다 크다면,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지연을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2)번째 지연

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n)번째 지연을 사용하여,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로부터 상기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적어도 하나의 일관

된 트랜잭션들 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만약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1)번째 지연이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상기 (n-2)번째 지

연보다 크지 않다면,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상기 (n)번째 지연을 확립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상기 (n)번째 지연을 사용하여,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로부터 상기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적어도 하나의 일관된 트랜잭션들 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확립 단계는,

모든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에 대한 (n)번째 평균 완료 시간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완료 시간이 상기 (n)번째 평균 완료 시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만약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완료 시간이 상기 (n)번째 평균 완료 시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지연을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1)번째 지연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인,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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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확립 단계는,

표준 지연 조정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완료 시간이 상기 (n)번째 평균 완료 시간보다 더 큰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

계와;

만약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완료 시간이 상기 (n)번째 평균 완료 시간보다 크다면, 상기 제1 주 백

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상기 (n)번째 지연을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1)번째 지연에서 상기 표준 지연

조정을 뺀 것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인,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만약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상기 (n)번째 완료 시간이 상기 (n)번째 평균 완료 시간보다 작다면,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상기 (n)번째 지연을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1)번째 지연과 상기 표쥰 지

연 조정값을 더한 것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확립 단계는,

지연 조정 함수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n)번째 평균 완료 시간과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완료 시간 사이의 차이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차이와 상기 지연 조정 함수에 기반하여,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지연을 확립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인,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확립 단계는,

표준 지연 조정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n)번째 평균 완료 시간, 상기 (N-1)개의 잔여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의 각각에 대한 (n)번째 완료 시간 및, 상기 표

준 지연 조정을 사용하여, 상기 (N-1)개의 잔여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의 각각에 대한 (n)번째 지연을 추정하는 단계와;

상기 (N-1)개의 잔여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의 각각에 대한 상기 추정된 지연들에 기반하여,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

언스들에 대한 (n)번째 지연을 확립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인,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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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확립 단계는,

지연 조정 함수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지연 조정 함수를 사용하여 (N-1)개의 지연값들을 추정하는 단계로서, 상기 추정된 지연값들의 각각은 상기 잔여

(N-1)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 중 상이한 하나와 관계있는 것인, 상기 추정 단계와;

상기 (N-1)개의 추정된 지연값들에 기반하여 상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에 대한 상기 (n)번째 지연을 확립하는 단

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인,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의 각각이 하나 이상의 제1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들과 하나 이상의 부 백업 어플라

이언스들과 통신할 수 있고, 상기 하나 이상의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들은 하나 이상의 제2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들

과 통신할 수 있는 것인, 상기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 중 하나에 대한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

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로서,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는,

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각각의 단계를 실행하는 것인,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12.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의 각각이 하나 이상의 제1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들과 하나 이상의 부 백업 어플라

이언스들과 통신할 수 있고, 상기 하나 이상의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들은 하나 이상의 제2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들

과 통신할 수 있는 것인, 상기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 중 하나에 대한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

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를 구비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를 포함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는,

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각각의 단계를 실행하는 것인,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를 포함하는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복수의 백업 어플라이언스(backup appliance) 각각에 의해 사용되는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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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다량의 데이터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액세스하고, 개조하고,

재저장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함이다. 데이터 저장 장치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상이한 레벨로 분리되며, 각각의 레벨은

다른 액세스 시간 또는 데이터 저장 비용을 나타낸다. 제1 또는 가장 높은 레벨의 데이터 저장 장치는 전자 메모리, 일반적

인 동적 또는 정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또는 SRAM)을 포함한다. 전자 메모리는 반도체 집적 회로의 형태를 취하는

데, 여기서 수백만 바이트의 데이터들이 나노세컨드로 측정되는 데이터 바이트들의 액세스 속도로 각 회로에 저장될 수 있

다. 전자 메모리는 액세스가 전적으로 전자적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액세스를 제공한다.

제2 레벨의 데이터 저장 장치는 일반적으로 직접 액세스 저장 장치(DASD, direct access storage device)를 포함한다.

예컨대, DASD 저장 장치는 자기적 및/또는 광학적 디스크를 포함한다. 데이터 비트는 데이터 비트의 2진 값을 포함하는

"1"과 "0"을 나타내도록, 디스크 표면상에 마이크로미터-크기의 자기적 또는 광학적으로 변형된 지점으로써 저장된다. 자

기적 DASD는 램넌트 자성 물질로 피복된 하나 이상의 디스크를 포함한다. 이 디스크들은 보호 환경 내에서 회전 가능하도

록 장착된다. 각 디스크는 다수의 집중 트랙 또는 근접한 동심원으로 분할된다. 데이터는 비트 단위로 각 트랙을 따라 직렬

로 저장된다.

백업 데이터 카피를 하는 것은 데이터 손실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많은 업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손실된 데이터

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또한 복구를 위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테이프 또는 라이브러리 백업에 있어서, 테이프 또

는 라이브러리 저장 장치 상에 카피를 생성함으로써 중요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백업된다.

또한, 만약 전체 시스템 또는 그 일부가 지진, 화재, 폭발, 허리케인 등과 같은 재난에 의해 파괴된 경우, 데이터 복구에 대

한 보호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위한 재난 복구 보호(disaster recovery protection)는 주 DASD 상

에 저장된 주 데이터가 보조 장소 또는 원격지에 백업되도록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주 장소(primary location)와 부 장소

(secondary location)를 분리하는 물리적인 거리는 사용자에게 허용될 수 있는 위험도의 레벨에 따라 설정될 수 있으며,

수 킬로미터에서 수천 킬로미터까지 변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부 장소(secondary site)는 주 장소(primary site)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주 데이

터(primary data)를 백업할 수 있어야 한다. 주 데이터는 최소 지연을 가지고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부 장소는 실시간으로

주 데이터를 백업할 필요가 있다. 부 장소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작업이란, 부 데이터(secondary data)가 "순서적인 일관

성(order consistent)"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인 시스템 고려를 필요로 하는 주 데이터(순차적 일관성,

sequential consistency)와 동일한 일련 순서로 카피됨을 의미한다. 순차적 일관성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복수

의 DASDs를 제어하는 복수의 저장 장치 제어기의 존재에 의해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순차적인 일관성이 없이, 주 데이터

와 상응하지 않는 부 데이터는 재난 복구를 어렵게 한다.

임의의 데이터 처리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정보가, 하나 이상의 일관된 트랜잭션을 설정하는 트랜잭션 세트를 형성하는

하나 이상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제공된다. 그러한 하나 이상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일반적으로 주 저장 장소에

또는 그 근접한 장소에 위치된다. 주기적으로, 하나 이상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각각은 공통 통신 링크를 통해, 일관된

트랜잭션 세트의 모두 또는 일부를, 하나 이상의 원격 저장 장소에 위치된 하나 이상의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제공한다.

공통 통신 링크의 유효한 데이터 운반 대역폭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복수의 백업 어플라이언스 각각의 데이터 전송율을 자

동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인언스 중 하나에 대한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포함하며, 그러한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각각은 하나 이상의 주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제2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는 제2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갖고 있다. 본 방법은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

스 중 주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하는데, 이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복수의 제2 백업 어플라이언스 중 제1 어플라이언스

와 통신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의해, 하나 이상의 제1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되는 정보를 포함

하는 적어도 하나의 일관된 트랜잭션을 형성한다.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다른 (N-1)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각

각으로부터 n번째 상태 신호를 수신하며, 그 뒤 (n+1)번째 상태 신호를 다른 (N-1)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각각으로부

터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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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각각에 대한 (n)번째 유효한 대역폭을 계산하며,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에 대해 완료되는 (n)번째 시간을 계산하고, 모든 (N)개의 주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유효한 집단 대역폭(aggregate

bandwidth)을 계산한다. 이 방법은 그 뒤, 이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해 완료되는 이 (n)번째 시간이 다른 (N-1)개

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각각에 대해 완료되는 (n)번째 시간보다 더 큰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

스에 대해 완료되는 (n)번째 시간이 다른 (N-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각각에 대해 완료되는 (n)번째 시간보다 더 큰 경우

에는, 이 방법은 적어도 일관된 트랜잭션 세트 중 모두 또는 일부를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로부터 제1 부 백업 어플라이

언스로 지연 없이 제공하게 된다.

본 발명은 동일한 번호는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요소를 나타내는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의 설명서 상의 바람직한 실시예

에서 설명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다. 도 4에 있어서, 호스트 컴퓨터(390)는 통신 링크(402)를 통해, 주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10, 430 및 450)과 서로 연결되어 통신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통신 링크(402)는 RS-232 케이블 또는

RS-432 케이블, 이더넷 인터커넥션, SCSI 인터커넥션, 파이버 채널 인터커넥션, ESCON 인터커넥션, FICON 인터커넥

션,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LAN), 프라이빗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WAN), 퍼블릭 와이드 에어이어 네트워크, 스토리

지 에어리어 네트워크(SAN), TCP/IP, 인터넷 및 그 조합과 같은 직렬 인터커넥션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다.

주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10)은,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15) 및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420)를 통하여 부 정보 저장

매체(428)로 카피하기 위해, 주 정보 저장 매체(413)로부터 부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25)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정

보 저장 및 검색 시스템(410)은 제어기(411) 및 광학적 데이터 캐시(412)를 더 포함한다. 정보 저장 및 검색 시스템(425)

은 제어기(426)와, 선택적으로는 광학적 데이터 캐시(427)를 더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413)는 DASD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413)는 하나 이상의

RAID 어레이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413)는, 예컨대, 휴대용 용기(예컨대, 테이프 카트리지와

같은) 내에 개별적으로 부착된 복수의 자기 테이프를 포함하는 복수의 휴대용 정보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428)는 DASD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428)는 하나 이상의

RAID 어레이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428)는, 휴대용 컨테이너(예컨대 테이프 카트리지와 같은)

내에 개별적으로 부착된 복수의 자기 테이프를 포함하는 복수의 휴대용 정보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15)는 주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10)과 함께 구성된다. 도 4에서 설명

되는 실시예에 있어서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15)는 주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10)의 외부에 배치된다. 통신 링크

(414)를 통해 주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10)과 통신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통신 링크(414)는 RS-232 케이블 또

는 RS-432 케이블, 이더넷 인터커넥션, SCSI 인터커넥션, 파이버 채널 인터커넥션, ESCON 인터커넥션, FICON 인터커

넥션,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LAN), 프라이빗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WAN), 퍼블릭 와이드 에어이어 네트워크, 스토

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SAN), TCP/IP, 인터넷 및 그 조합과 같은 직렬 인터커넥션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420)는 부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25)과 함께 구성된다. 도 4의 일 실시

예에 있어서,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420)는 부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25)의 외부에 배치된다. 통신 링크(429)를 통

해 부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25)과 통신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통신 링크(429)는 RS-232 케이블 또는 RS-432

케이블, 이더넷 인터커넥션, SCSI 인터커넥션, 파이버 채널 인터커넥션, ESCON 인터커넥션, FICON 인터커넥션, 로컬 에

어리어 네트워크(LAN), 프라이빗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WAN), 퍼블릭 와이드 에어이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에어리

어 네트워크(SAN), TCP/IP, 인터넷 및 그 조합과 같은 직렬 인터커넥션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다.

주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30)은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35) 및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440)를 통해, 부 정보 저장

매체(448)로 카피하도록, 주 정보 저장 매체(433)로부터 부 정보 저장 매체(448)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저장 및 검색

시스템(430)은 제어기(431), 및 광학적 데이터 캐시(432)를 더 포함한다. 정보 저장 및 검색 시스템(445)은 제어기(446)

와, 선택적으로는 광학적 데이터 캐시(447)를 더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433)는 DASD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433)는 하나 이상의

RAID 어레이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433)는, 휴대용 컨테이너(예컨대 테이프 카트리지와 같은)

내에 개별적으로 부착된 복수의 자기 테이프를 포함하는 복수의 휴대용 정보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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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448)는 DASD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448)는 하나 이상의

RAID 어레이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448)는, 휴대용 컨테이너(예컨대 테이프 카트리지와 같은)

내에 개별적으로 부착된 복수의 자기 테이프를 포함하는 복수의 휴대용 정보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35)는 주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30)과 함께 구성된다. 도 4에서 설명

되는 실시예에 있어서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35)는 주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30)의 외부에 배치된다. 통신 링크

(434)를 통해 주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30)과 통신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통신 링크(434)는 RS-232 케이블 또

는 RS-432 케이블, 이더넷 인터커넥션, SCSI 인터커넥션, 파이버 채널 인터커넥션, ESCON 인터커넥션, FICON 인터커

넥션,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LAN), 프라이빗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WAN), 퍼블릭 와이드 에어이어 네트워크, 스토

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SAN), TCP/IP, 인터넷 및 그 조합과 같은 직렬 인터커넥션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440)는 부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45)과 함께 구성된다. 도 4에서 설명

되는 실시예에 있어서,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440)는 부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45)의 외부에 배치된다. 통신 링크

(449)를 통해 부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45)과 통신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통신 링크(449)는 RS-232 케이블 또

는 RS-432 케이블, 이더넷 인터커넥션, SCSI 인터커넥션, 파이버 채널 인터커넥션, ESCON 인터커넥션, FICON 인터커

넥션,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LAN), 프라이빗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WAN), 퍼블릭 와이드 에어이어 네트워크, 스토

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SAN), TCP/IP, 인터넷 및 그 조합과 같은 직렬 인터커넥션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다.

주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50)은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45) 및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460)를 통해, 부 정보 저장

매체(468)로 카피하도록, 주 정보 저장 매체(453)로부터 부 정보 저장 및 검색 매체(465)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저장

및 검색 시스템(450)은 제어기(451), 및 광학적 데이터 캐시(452)를 더 포함한다. 정보 저장 및 검색 시스템(465)은 제어

기(466) 및 광학적 데이터 캐시(467)를 더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453)는 DASD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453)는 하나 이상의

RAID 어레이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453)는, 휴대용 컨테이너(예컨대 테이프 카트리지와 같은)

내에 개별적으로 부착된 복수의 자기 테이프를 포함하는 복수의 휴대용 정보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468)는 DASD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468)는 하나 이상의

RAID 어레이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468)는, 휴대용 컨테이너(예컨대 테이프 카트리지와 같은)

내에 개별적으로 부착된 복수의 자기 테이프를 포함하는 복수의 휴대용 정보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55)는 주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50)과 함께 구성된다. 도 4에서 설명

되는 실시예에 있어서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55)는 주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50)의 외부에 배치된다. 통신 링크

(454)를 통해 주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50)과 통신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통신 링크(454)는 RS-232 케이블 또

는 RS-432 케이블, 이더넷 인터커넥션, SCSI 인터커넥션, 파이버 채널 인터커넥션, ESCON 인터커넥션, FICON 인터커

넥션,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LAN), 프라이빗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WAN), 퍼블릭 와이드 에어이어 네트워크, 스토

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SAN), TCP/IP, 인터넷 및 그 조합과 같은 직렬 인터커넥션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460)는 부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65)과 함께 구성된다. 도 4에서 설명

되는 실시예에 있어서,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460)는 부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65)의 외부에 배치된다. 통신 링크

(469)를 통해 부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65)과 통신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통신 링크(469)는 RS-232 케이블 또

는 RS-432 케이블, 이더넷 인터커넥션, SCSI 인터커넥션, 파이버 채널 인터커넥션, ESCON 인터커넥션, FICON 인터커

넥션,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LAN), 프라이빗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WAN), 퍼블릭 와이드 에어이어 네트워크, 스토

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SAN), TCP/IP, 인터넷 및 그 조합과 같은 직렬 인터커넥션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다.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15, 435 및 455)는 주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10, 430 및 450)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신한다. 또한, 임의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임의의 주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각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일관된 트랜잭션 세트를 형성한다. "일관된 트랜잭션 세트"란, 세트 내의 모든 트

랜잭션들이 부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 제어기에 적용되는 경우, 세트가 생성된 시간의 지정에서 부 저장이 주 저장과

동일하게 보이는 트랜잭션 세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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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예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10, 425, 430, 445 및/또는 465)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

스템(100, 도 1)을 포함한다. 도 1에 있어서, 저장 및 검색 시스템(100)은 제1 클러스터(110a) 및 제2 클러스터(101b)를

포함한다. 각 클러스터는 프로세서부(130/140) 및 입/출력부(160/170)를 포함한다. 각 클러스터 내의 내부 PCI 버스들은

프로세서부(130/140) 및 I/O부(160/170) 사이에서, 각각 원격 I/O 브릿지(155/165)를 통해 연결된다.

정보 저장 및 검색 시스템(100)은 복수의 호스트 어댑터들[4개의 호스트 베이(101) 내에 배치되어 있는 102-105, 107-

110, 112-115 및 117-120와, 106, 111 및 116]을 더 포함한다. 각 호스트 어댑터는 하나의 파이버 채널 포트, 하나의

FICON 포트, 2개의 ESCON 포트, 또는 2개의 SCSI 포트를 포함할 수 있다. 각 호스트 어댑터는 하나 이상의 공통 플랫폼

인터커넥트 버스들(121 및 150)을 통해 두 클러스터에 연결되어, 각 클러스터는 임의의 호스트 어댑터로부터 I/O를 처리

할 수 있다.

프로세서부(130)는 프로세서(132) 및 캐시(134)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프로세서(132)는 64-비트 RISC 기반

대칭형 멀티프로세서(symmetric multiprocessor)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프로세서(132)는, 내장 폴트 및 에러

수정 기능(built-in fault and error-correction function)을 포함한다. 캐시(134)는 부착된 호스트 시스템으로의 실행을

향상시키도록 판독 및 기록 데이터 모두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캐시(134)는 대략 4 기가 바이트

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캐시(134)는 대략 8 기가 바이트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캐시(134)는 대략 12

기가 바이트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캐시(144)는 대략 16 기가 바이트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캐시

(134)는 대략 32 기가 바이트를 포함한다.

프로세서부(140)는 프로세서(142) 및 캐시(144)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프로세서(142)는 64-비트 RISC 기반

대칭형 멀티프로세서(symmetric multiprocessor)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프로세서(142)는, 내장 폴트 및 에러

수정 기능을 포함한다. 캐시(144)는 부착된 호스트 시스템으로의 실행을 향상시키도록 판독 및 기록 데이터 모두를 저장

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캐시(144)는 대략 4 기가 바이트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캐시(144)는

대략 8 기가 바이트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캐시(144)는 대략 12 기가 바이트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캐시(144)는 대략 16 기가 바이트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캐시(144)는 대략 32 기가 바이트를 포함한다.

I/O부(160)는 비-휘발성 저장 장치("NVS", non-volatile storage, 162) 및 NVS 배터리들(164)을 포함한다. NVS(162)

는,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이란 전력 오류가 클러스터 오류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기록 데이터의 제2 카

피를 저장하는데 사용되고, 그 데이터의 캐시 카피는 손상된다. NVS(162)는 대략 1 기가 바이트의 저장을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NVS(162)는 4개의 이격된 메모리 카드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NVS 카드 각 쌍은, 만약 전력

이 72시간까지 동안 전체 시스템 상에서 손실된 경우에도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배터리로 전력 공급되는 시스템을 포함

한다.

I/O부(170)는 NVS(172) 및 NVS 배터리들(174)을 포함한다. NVS(172)는,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이란 전력 오류

가 클러스터 오류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기록 데이터의 제2 카피를 저장하는데 사용되고, 그 데이터의 캐시 카

피는 손상된다. NVS(172)는 대략 1 기가 바이트의 저장을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NVS(172)는 4개의 이격된 메

모리 카드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NVS 카드 각 쌍은, 만약 전력이 72시간까지 동안 전체 시스템 상에서 손실된

경우에도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배터리로 전력 공급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클러스터(101b)의 장애의 경우, 이 실패한 클러스터를 위한 기록 데이터가 재생되는 클러스터(101a)에 배치된 NVS(162)

에 상주한다. 이 기록 데이터는 그 뒤 RAID 랭크로 높은 우선권을 디스테이지한다(destage). 동시에, 재생되는 클러스터

(101a)는 그 자신의 기록 데이터를 위한 NVS(162)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그로써, 기록 데이터의 2개의 카피가 여전히 유

지되고 있음을 보장한다.

I/O 포트(160)는 장치 어댑터(165, 166, 167 및 168)와, 2개의 RAID 랭크(즉, RAID 랭크 "A" 및 RAID 랭크 "B")로 조직

화되는 16 개의 디스크 드라이브들과 같은 복수의 장치 어댑터를 더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RAID 랭크 "A" 및 "B"

는 RAID 5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RAID 랭크 "A" 및 "B"는 RAID 10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10, 425, 430, 445, 450 및/또는 465)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200, 도 2)을 포함한다. 도 2는 시스템(200)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다.

시스템(200)은 호스트 컴퓨터(390, 도 4)와 같은 하나 이상의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의 커맨드에 응답하여, 휴대용 데이

터 저장 매체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된다. 시스템(200)은, 데이터 저장 매체를 구비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카트리지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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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 위해, 정면(270) 및 후면(290)에 복수의 저장 쉘브들(storage shelves)을 포함한다. 시스템(200)은 데이터 저장

매체에 관한 판독 및/또는 기록 데이터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드라이브(250)와, 복수의 저장 쉘브들(260) 및

데이터 저장 드라이브(들)(250) 사이에서 데이터 저장 매체를 전송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액세서(210)를 더 포함한다.

시스템(200)은 선택적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라이브러리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웹-기반 인터페이스와 같은 운

영자 패널(230) 또는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200)은 선택적으로 더 높은 임포트/액스포트 스테

이션(240) 및/또는 더 낮은 임포트/액스포트 스테이션(245)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데이터를 라이브러리로 삽

입하거나, 라이브러리 동작을 방해하지 않고 라이브러리로부터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다.

액세서(210)는 Z축을 따라 양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리프팅 서보 섹션(212, lifting servo section)을 포함한다. 액세서

(accessor, 210)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저장 매체를 그립하기(gripping)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그리퍼 어셈블리

(gripper assembly)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도 2에서 설명된 실시예에 있어서, 액세서(210)는 데이터 저장 매체에 관한 정

보를 식별하여 "쓰도록", 스마트 카드 리더(smart card reader) 또는 유사한 시스템과 같이, 바 코드 스캐너(214) 또는 다

른 판독 시스템을 더 포함한다. 도 2에서 설명된 실시예에 있어서, 액세서(210)는 리프팅 서보 섹션(212)에 배치되는 제2

그리퍼 매카니즘(218)을 더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시스템(200)은 하나 이상의 저장 프레임을 포함하고, 각 프레임은 액세서(210)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저장 쉘브(260)를 구비한다. 액세서(210)는 레일(205) 상의 X축을 따라 양방향으로 이동한다. 복수의 프레임을 포함하는

라이브러리(100)의 실시예에 있어서, 그러한 개별적인 프레임들 각각의 레일(205)이 정렬되어, 액세서(210)는 라이브러

리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연속된 레일 시스템을 따라 이동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10, 425, 430, 445, 450 및/또는 465)은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300, 도 3)을 포함한다. 도 3에 있어서, 가상 테이프 서버(300, virtual tape server, VTS)는 데몬들

(daemons, 370, 372 및 374)을 통해, 하나 이상의 호스트 그리고 하나 이상의 가상 테이프 서버와 함께 통신한다. 도 3에

설명된 실시예에 있어서, 데몬(370)은 통신 링크(380)를 통해서 제1 호스트와 통신한다. 도 3에 설명된 실시예에 있어서,

데몬(372)은 통신 링크(382)를 통해 제2 호스트와 통신한다. 예컨대, 데몬(374)은 통신 링크(384)를 통해 어플라이언스

(415)와 같은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와 통신한다.

VTS(300)는 또한 직접 액세스 저장 장치(DASD, 310), 복수의 데이터 저장 장치(330 및 340)와 통신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데이터 저장 장치(330 및 340)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 내에 배치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DASD(310)는 호스트(110, 도 1)와 함께 구성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DASD(310)는 VTS(300)와 함께 구성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DASD(310)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과 함께 구성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DASD(310)는 호스트

(110), VTS(300)와, VTS(300)와 통신하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의 외부에 배치된다.

VTS(300)는 IBM Adstar? Distributed Storage Manager와 같은 저장 관리자(320)를 더 포함한다. 저장 관리자(320)는

DASD(310)으로부터, 데이터 저장 장치(330 및 340)에 장착된 정보 저장 매체로의 데이터의 이동을 제어한다. 일 실시예

에 있어서, 저장 관리자(320)는 ADSM 서버(322)와 ADSM 계층적 저장 관리자 클라이언트(324)를 포함한다. 또한, 서버

(322) 및 클라이언트(324)는 각각 ADSM 시스템을 포함한다. DASD(310)으로부터의 정보는 ADSM 서버(322) 및 SCSI

어댑터(385)를 통해 데이터 저장 장치들(330 및 340)에 제공된다.

VTS(300)는 자율 제어기(350)를 더 포함한다. 자율 제어기(350)는 계층적 저장 관리자(Hierarchical Storage Manager,

HSM) 클라이언트(324)를 통한 DASD(310)의 작동과, DASD(310) 및 데이터 저장 장치들(130 및 140) 사이의 데이터 전

송을 제어한다.

도 4로 다시 돌아가서, 각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다른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와 다른 속도로 다양한 다른 주 저장 제어기

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다. 예컨대,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의해 형성되는 일관된 트랜잭션 세트의 사이즈는 광범위하게

변할 수 있다. 현재 출원 계속중인 특허 출원("일관적인 카피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제조품"이라는 명칭의 출원

번호 제10/339,957호)은 일관된 트랜잭션 세트를 형성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으며, 본 명세서에서 전반적으로 참조로써

통합된다.

어플라이언스(415, 425 및 435)와 같은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각각은, 통신 링크(470)를 통해, 각각 어플라이언스(420,

430 및 440)와 같은 대응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일관된 트랜잭션 세트를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통신 링크(470)

는 RS-232 케이블 또는 RS-432 케이블, 이더넷 인터커넥션, SCSI 인터커넥션, 파이버 채널 인터커넥션, ESCON 인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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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션, FICON 인터커넥션,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LAN), 프라이빗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WAN), 퍼블릭 와이드 에

어이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SAN), TCP/IP, 인터넷 및 그 조합과 같은 직렬 인터커넥션을 포함하는 그

룹으로부터 선택된다.

주 어플라이언스(415, 435 및 455)와 같은 복수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로부터, 어플라이언스(420, 440 및 460)와 같은

복수의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로의 데이터 전송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통신 링크(470)의 대역폭이 전부 사용되어야 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일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공통 통신 링크[즉, 통신 링크(470)]의 대역폭을 전부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일관된 트랜잭션 세트를 하나 이상의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제공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주 백

업 어플라이언스가 통신 링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로, 각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일관된 트랜잭션 세트의 전송을 거의 동시에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이러한

전송이 세트 단위를 기반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잔여 주 어플라이언스가 일관된 트랜잭션 세트의 전송을 완료

하기 전에, 하나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일관된 트랜잭션의 전송을 완료하는 것에는 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제1 어플라이언스가 충분한 통신 링크(470)의 대역폭을 할당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일관된 트랜잭션 세트의 전송을 완료하는 시간이 잔여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TTC를 초과한다면, 그러한 TTCs의

차이는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부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속도에 역으로 영향을 준다. 본 발명

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 각각은,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 각각을 복수의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들과

함께 상호 연결시키는 공통 통신 링크를 사용하여, 자율적으로 그 TTC를 조정한다.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시스템 내에서 각각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포함

한다. 도 5는 각각의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법의 단계를 요약한 것이

다. 설명을 위해, 도 5, 6 및 7의 단계가, 하나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즉, 제1 주 어플라이언스)에 의해 실행되는 것으로

서 아래에 설명된다. 구현을 위해, 도 5, 6 및/또는 7의 단계들은 독립적으로(즉, 자율적으로) 각각의 (N)개의 주 백업 어플

라이언스에 의해 실행된다.

도 5의 단계(510)에 있어서,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각 잔여 (N-1)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로부터의 상태 신호를

수신한다.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포함하는 각각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주기적으로 각각의 다른 주 백업 어플라

이언스에 상태 신호[종종 "하트 비트(heart beat)" 신호로 호칭됨]를 보낸다.

각각의 이러한 상태 신호는,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각각의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상호 결합시키는 통신 링크

(470, 도 4)와 같은 공통 통신 링크를 통한 하나 이상의 백업 어플라이언스로의 전송을 위해 (n)번째 양[(n)th amount of

information]의 정보를 포함한다.

(n)번째 상태 신호 내의 각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의해 보고되는 (n)번째 정보의 양은 고정된 양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n)번째 정보량[(n)th amount of information]은 적어도 하나의 일관된 트랜잭션 세트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n)번째 정보량은 적어도 하나의 일관된 트랜잭션 세트의 일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다음 상태 신호[즉, (n+1)번째 상태 신호]를 각 잔여 (N-1)개의 주 백업 어

플라이언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515)로부터 전이된다. 각각의 (n+1)번째 상태 신호는 공통 통신 링크를 통해 하나 이상

의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위한 (n+1)번째 정보량를 포함한다.

단계(515)의 (n+1)번째 정보량은 고정된 양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단계(515)의 (n+1)번째 정보량은 일반적으로 단계

(510)의 (n)번째 정보량보다 적은 것이다.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어떤 데이터를 (n)번째 상태 신호와 (n+1)번째 상

태 신호 사이의 간격에서 하나 이상의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n+1)번째 정보량은 (n)번째 정보량과

동일하다.

본 발명의 방법은, 단계(515)로부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N)개의 어플라이언스 각각에 대한 (n)번째 유효 대역폭

(effective bandwidth)을 계산하는 단계(520)로 전이된다.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정보를 보냈던 시간 간격에 의해

하나 이상의 부 어플라이언스로 보내진 정보를 분할함으로써 그것의 (n)번째 유효 대역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상태 신호 간격 신호에 의해, 각각의 잔여 주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n)번째 정보량과 (n+1)번째 정보량

사이의 개별적인 차이를 분할함으로써 잔여 (N-1)개의 어플라이언스 각각에 대한 (n)번째 유효 대역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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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방법은 단계(520)로부터 단계(525)로 전이하는데,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각각에 대한 완료 시간(time to completion, TTC)을 계산한다. 단계(525)의 TTC 값은,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단계(520)의 (n)번째 유효 대역폭을 사용하여, 정보의 잔여량을, 하나 또는 이상의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보내는데 필요

한 시간을 포함한다. 단계(525)는 각각의 (N)개의 어플라이언스에 대해, 단계(520)의 (n)번째 유효 대역폭에 의해 (n+1)

번째 정보량을 분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단계(525)로부터 단계(530)로 전이하고,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집단 대역폭을 계산한다. 당업자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단계(530)는 단계(520)의 각각의 (n)번째 개별적인

대역폭에 대해 (N)개의 값을 평균화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단계(530)로부터 단계(535)로 전이하며, 이 방법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N)개의 주 백업 어플

라이언스 사이에서 가장 큰 (n)번째 TTC 시간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이 방법이 단계(535)에서 제1 주 백업 어

플라이언스가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중 가장 큰 (n)번째 TTC 시간을 갖는다고 판단한다면, 본 발명의 방법은 단

계(535)로부터 단계(550)로 전이하고, 이 방법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지연을 0으로 설정한다. 본 발

명의 방법은 단계(550)로부터 단계(560)로 전이하고, 이 방법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의해, (n)번째 지연을 사용하

여, 공통 통신 링크를 통해 하나 또는 이상의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일관된 트랜잭션 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n)번째 지연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것은, 각각의 어플라이언스가, 어플라이언스의 일관된 트랜잭션 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고정된 양의 데이터를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데이터를 보낸 후에, 각 어플라이언스는 그

(n)번째 지연 값 동안 "슬립(sleep)"한다. 이 과정은 (n)번째 지연 값 변화 또는 일관된 트랜잭션 세트에 대한 데이터가 모

두 보내질 때까지 반복된다.

만약 본 발명의 방법이,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의 가장 큰 TTC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단계(535)에서 결정한다면, 이 방법은 단계(535)로부터 단계(540)로 전이하고, (n)번째 집단 대역폭이 (n-1)번째 대

역폭보다 작은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본 발명의 방법이, (n)번째 집단 대역폭이 (n-1)번째 대역폭보다 작지 않다고 단계

(540)에서 결정한다면, 이 방법은 단계(540)로부터 단계(555)로 전이되고, 제1 주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지연을

확립한다. 이 방법의 최초 반복(initial iteration)에서[즉, (n)은 1], (n-1)번째 집단 대역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n)이 1인 경우, 단계(540)의 결정은 필연적으로 "아니오"이다.

만약 본 발명의 방법이, (n)번째 집단 대역폭이 (n-1)번째 대역폭보다 작다고 단계(540)에서 결정한다면, 이 방법은 단계

(540)로부터 단계(545)로 전이되고,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1)번째 지연이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

한 (n-2)번째 지연보다 큰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본 발명의 방법이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1)번째 지연이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2)번째 지연보다 크다고, 단계(545)에서 결정한다면, 이 방법은 단계(545)로부터 단

계(565)로 전이되고, 이 방법은 (n)번째 지연을 (n-2)번째 지연으로 설정한다. 또한, 만약 이 방법이 제1 주 백업 어플라이

언스에 대한 (n-1)번째 지연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2)번째 지연보다 크지 않다고, 단계(545)에서 결정한

다면, 이 방법은 단계(545)에서 단계(555)로 전이된다.

그러므로, 제1 예에 있어서, 본 발명의 방법의 제2 반복[즉, (n)이 2이고, (n-2)번째 지연이 없는 경우]에서, 단계(545)의

결정은 필연적으로 "아니오"이며, 이 방법은 단계(545)에서 단계(555)로 전이된다. 제2 예로써, 만약 이 방법의 제1 반복

[즉 (n)이 1]에서, 제1 지연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세트이고, 제1 지연 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1

집단 대역폭에서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 이후에 제2 반복(즉 n이 2인 경우)에서,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지연이

증가하고,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대한 제2 지연은 제2 집단 대역폭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며, 제2 집단 대역폭

은 제1 집단 대역폭보다 작다. 제3 반복에서[(n)이 3인 경우], 본 발명의 방법은 단계(545)에서 "예" 결정으로 회귀하고,

단계(565)로 전이하며, 이 방법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제3 지연을 제1 지연값으로 설정한다.

단계(550, 555, 및 565)는 단계(560)로 전이되는데, 이 방법은 (n)번째 지연을 사용하여,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로부터

하나 이상의 제2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단계(560)로부터 단계(570)로 전이하는데,

이 방법은 (n)을 증가시킨다. 이 방법은 단계(570)로부터 단계(515)로 전이하며, 과정을 지속한다.

도 6은 단계(555, 도 5)에서 (n)번째 지연을 확립하는 본 발명의 방법의 2개의 실시예의 단계를 요약하고 있다. 도 6의 단

계(610)에서, 본 방법은 모든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평균 TTC를 계산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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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610)는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15, 도 4)와 같이,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의해 실행된다. 당업자가 이해하는 바

와 같이, 단계(610)는 단계(520, 도 5)에서 결정된 (N)개의 (n)번째 대역폭 각각에 대한 평균값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본 방법은 단계(610)로부터 단계(615)로 전이되는데, 이 방법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TTC가 모든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평균 TTC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대략 플

러스 마이너스 10 퍼센트(10%)보다 적게 차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15)는 주 백업 어플라이언

스(415, 도 4)와 같이,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의해 실행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15)는 제어기(417, 도 4)와

같이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배치된 제어기에 의해 실행된다.

만약 본 방법이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TTC가 모든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평균 TTC와 실질적

으로 동일하다고 결정한다면, 본 방법은 단계(615)로부터 단계(625)로 전이되고, 이 방법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지연을 그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1)번째 지연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25)는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15, 도 4)와 같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의해 실행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25)는 제

어기(417, 도 4)와 같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내에 배치된 제어기에 의해 실행된다.

만약 본 방법이,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TTC가 모든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평균 TTC와 실질적

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단계(615)에서 결정한다면, 이 방법은 단계(615)로부터 단계(620)로 전이하고, 이 방법은 잔여 (N-

1)개의 어플라이언스들에 대해 미리 정해진 지연 값을 사용하여,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지연을 설정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20)는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15, 도 4)와 같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

스에 의해 실행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20)는 제어기(417, 도 4)와 같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배치된 제

어기에 의해 실행된다. 만약 본 방법이 잔여 (N-1)개의 어플라이언스들에 대해 미리 정해진 지연값을 사용하여, 제1 주 백

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지연을 설정하도록 결정한다면, 이 방법은 단계(620)로부터 단계(710, 도 7)로 전이한다.

단계(620)의 결정은 펌웨어에서 사전에 제공되고 구현된 정책 결정에 기반하여 제공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이 정책 결

정은 장치 제조자에 의해 제공되며, 제조시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내의 펌웨어에 구현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이 정책

결정은 시스템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며, 예컨대, 운영자 입력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내의 펌웨어에

구현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그러한 운영자 입력 스테이션은 백업 어플라이언스와 함께 구성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그러한 운영자 입력 스테이션은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상호 연결되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과 함께 구성된다. 일 실

시예에 있어서, 그러한 운영자 입력 스테이션은 백업 어플라이언스와, 이 백업 어플라이언스와 상호 연결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의 외부에 배치된다.

또한, 만약 본 방법이 미리 정해진 잔여 (N-1) 개의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지연값을 사용하여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지연값을 설정하도록 결정한다면, 이 방법은 단계(620)로부터 단계(630)로 전이하고, 이 방법은 표준 지연

조정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단계(630)의 결정은 펌웨어에서 미리 제공되고 구현된 정책 결정에 기반하여 제공된

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이 정책 결정은 장치 제조자에 의해 제공되며, 제조 시에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의 펌웨어 내에 구

현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이 정책 결정은 시스템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며, 예컨대, 운영자 입력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내의 펌웨어에서 구현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그러한 운영자 입력 스테이션은 백업 어플라이언스

와 함께 구성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그러한 운영자 입력 스테이션은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상호 연결된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과 함께 구성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그러한 운영자 입력 스테이션은 백업 어플라이언스와, 이 백업 어플라

이언스와 상호 연결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 모두의 외부에 배치된다.

만약 본 방법이 단계(630)에서 표준 지연 조정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이 방법은 단계(630)에서 단계(680)로 전

이한다. 만약 본 방법이 단계(630)에서 표준 지연 조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방법은 단계(630)로부터 단계(640)

로 전이하고, 이 방법은 표준 지연 조정을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40)의 표준 지연 조정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15, 도 4)와 같은]

에 배치된 펌웨어[펌웨어(416)와 같은]에서 설정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40)의 표준 지연 조정은 제1 주 백업 어

플라이언스[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15, 도 4)와 같은]에 배치된 제어기[제어기(417)과 같은] 내에 배치된 펌웨어에 설정

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40)의 표준 지연 조정은 주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

(410, 도4)와 같은]에 배치된 제어기[제어기(411, 도 40)와 같은]에 배치된 펌웨어에 설정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

(640)의 표준 지연 조정은 호스트 컴퓨터(390, 도 4)와 같은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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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법은 단계(640)로부터 단계(650)로 전이되며, 이 방법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TTC가 단계

(610)의 (n)번째 평균 TTC보다 큰지 여부를 결정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50)는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15, 도

4)와 같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의해 실행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50)는 제어기(417, 도 4)와 같이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배치된 제어기에 의해 실행된다.

만약 본 방법이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TTC가 단계(610)의 (n)번째 평균 TTC보다 더 크다고 단계

(650)에서 결정한다면, 이 방법은 단계(650)로부터 단계(660)로 전이되며, 이 방법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지연을,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1)번째 지연에서 단계(630)의 표준 지연 조정을 뺀 값으로 설정한

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60)는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15, 도 4)와 같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의해 실행된

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60)는 제어기(417, 도 4)와 같이,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배치된 제어기에 의해 실행

된다.

만약 본 방법이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TTC가 단계(610)의 (n)번째 평균 TTC보다 더 크지 않다고 단

계(650)에서 결정한다면, 이 방법은 단계(650)로부터 단계(670)로 전이되며, 이 방법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지연을,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1)번째 지연과 단계(630)의 표준 지연 조정을 더한 값으로 설정한

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70)는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15, 도 4)와 같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의해 실행된

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70)는 제어기(417, 도 4)와 같이,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배치된 제어기에 의해 실행

된다.

(n-1)번째 지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n)이 1인 경우], 본 방법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지연을 표준

지연 조정으로 설정한다.

만약 본 방법이 단계(630)에서 표준 지연 조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면, 이 방법은 단계(630)로부터 단계(680)로

전이하며, 이 방법은 지연 조정 함수를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80)의 지연 조정 함수는 호스트(390, 도 3)와

같은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제공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80)의 이 지연 조정 함수는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15,

도 4)와 같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내에 배치된 펌웨어(416, 도 4)와 같은 펌웨어에 설정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80)의 지연 조정 함수는 제어기(417, 도 4)와 같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내에 배치된 제어기에 배치된 펌웨어

에 설정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80)의 지연 조정 함수는, 단계(610)에서 결정된 (n)번째 평균 TTC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

스에 대한 (n)번째 TTC 사이의 다양한 차이에 대한 특정한 지연값들[즉, TTCagg - TTC(1)]을 포함하는 룩-업 테이블을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80)의 지연 조정 함수는 방정식(1)을 포함한다 :

지연(Delay) = a(TTCagg - TTC(1)) + b (1)

본 방법은 단계(680)로부터 단계(690)로 전이하며, 이 방법은 단계(680)의 지연 조정 함수를 사용하여 (n)번째 지연을 설

정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80)는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15, 도 4)와 같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의해 실

행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80)는 제어기(417, 도 4)와 같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내에 배치된 제어기에 의

해 실행된다.

만약 본 방법이 잔여 (N-1)개의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미리 정해진 지연값을 사용하여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지연을 설정하도록 단계(620)에서 결정한다면, 이 방법은 단계(620)로부터 단계(710, 도 7)로 전이한다. 도 7의

단계(710)에 있어서, 본 방법은 단계(610)의 (n)번째 평균 TTC와 다른 (N-1)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각각에 대한 (n)

번째 TTC 간의 처리를 계산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710)는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15, 도 4)와 같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의해 실행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710)는 제어기(417, 도 4)와 같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내

에 배치된 제어기에 의해 실행된다.

단계(720)에서, 본 방법은 잔여 (N-1)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지연 값을 미리 정하기 위해 표준 지연 조정을 사

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720)는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15, 도 4)와 같은 제1 주 백업 어플라

이언스에 의해 실행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720)는 제어기(417, 도4)와 같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내에 배치

된 제어기에 의해 실행된다.

등록특허 10-0650423

- 14 -



단계(720)의 결정은 펌웨어에서 미리 제공되고 구현된 정책 결정에 기반하여 제공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이 정책 결정

은 장치 제조자에 의해 제공되며, 제조시에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의 펌웨어 내에 구현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이 정책

결정은 시스템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며, 예컨대, 운영자 입력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내의 펌웨어세서

구현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그러한 운영자 입력 스테이션은 백업 어플라이언스와 함께 구성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그러한 운영자 입력 스테이션은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상호 연결된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과 함께 구성된다. 일 실시

예에 있어서, 그러한 운영자 입력 스테이션은 백업 어플라이언스와, 이 백업 어플라이언스와 상호 연결된 하나 이상의 데

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 모두의 외부에 배치된다.

만약 본 방법이 단계(720)에서, 잔여 (N-1)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지연 값을 미리 정하기 위해 표준 지연 조정

을 사용하도록 결정한다면, 이 방법은 단계(720)로부터 단계(730)로 전이하며, 이 방법은 표준 지연 조정을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730)의 표준 지연 조정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15, 도 4)에 배치된,

펌웨어[펌웨어(416, 도 4)와 같은]에 설정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730)의 표준 지연 조정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

언스[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15, 도 4)와 같은]에 배치된 제어기[제어기(417)와 같은]에 배치된 펌웨어에 설정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730)의 표준 지연 조정은 주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410, 도 4)과

같은] 내에 배치된 제어기[제어기(411, 도 4)와 같은]에 배치된 펌웨어에 설정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730)의 표

준 지연 조정은 호스트 컴퓨터(390, 도 3)와 같은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제공된다.

본 방법은 단계(730)로부터 단계(740)로 전이되며, 이 방법은 단계(730)의 표준 지연 조정을 사용하여 잔여 (N-1)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들에 대한 지연 값을 미리 정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740)는 다른 (N-1)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

언스 각각에 대해 단계(650, 도 6), (660, 도 6) 및 (670, 도 6)을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

(740)는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15, 도 4)와 같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의해 실행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

(740)는 제어기(417, 도 4)와 같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내에 배치된 제어기에 의해 실행된다.

본 방법은 단계(740)로부터 단계(770)로 전이되며, 이 방법은 단계(740)의 미리 정해진 지연 값을 사용하여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지연을 설정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770)는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415)와 같은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의해 실행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770)는 제어기(417, 도 4)와 같은 제1 주 백업 어플라

이언스 내에 배치된 제어기에 의해 실행된다. 만약 본 방법이 단계(720)에서 잔여 (N-1)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

한 지연 값을 미리 정하도록 표준 지연 조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이 방법은 단계(720)로부터 단계(750)로 전

이하며, 이 방법은 지연 조정 함수를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750)의 지연 조정 함수는, 단계(610, 도 6)에서

결정된 (n)번째 평균 TTC와 (i)번째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TTC 사이의 다양한 차이(즉 TTCagg - TTC(i))

에 대한 특정한 지연값을 포함하는 룩-업 테이블을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680)의 지연 조정 함수는 다음의

2차 방정식(2)을 포함한다 :

지연(Delay) = a(TTCagg - TTC(i)) + b (2)

본 방법은 단계(750)로부터 단계(760)로 전이하는데, 이 방법은 단계(750)의 지연 조정 함수를 사용하여 다른 (N-1)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각각에 대한 지연 값을 미리 정한다. 본 방법은 단계(760)로부터 단계(770)로 전이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도 5, 6 및/또는 7에서 인용된 개별적인 단계는 조합되고 삭제되거나 재배열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예컨대 도 5, 6 및/또는 7에서 인용된 단계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도록 배치된 컴퓨터 판독가능 프

로그램 코드를 구비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418, 423, 438, 443, 458 및/또는 463)와 같은 컴퓨터 사용가능 매체를 포

함하는 제조품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은 도 5, 6 및/또는 7에서 인용된 단계들을 사용하는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

드를 구비한 프로그램가능 컴퓨터 프로세서와 함께 사용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예컨대,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419, 424, 439, 444, 459 및/또는 464)와 같은]을 더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데이터 저

장 및 검색 시스템에 배치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배치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는 도 5, 6 및/또는 7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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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상세하게 설명되었지만, 이 분야의 당업자라면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

서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즉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하므로, 전술한 예시적인 실시예로 제

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방법은,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각각에 대한 (n)번째 유효한 대역폭을 계산하며, (N)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에 대해 완료되는 (n)번째 시간을 계산하고, 모든 (N)개의 주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번째 유효한 집단 대역폭을 계산한

다. 이 방법은 그 뒤, 이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해 완료되는 이 (n)번째 시간이 다른 (N-1)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

언스 각각에 대해 완료되는 (n)번째 시간보다 더 큰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해 완료되는

(n)번째 시간이 다른 (N-1)개의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각각에 대해 완료되는 (n)번째 시간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이 방법은

적어도 일관된 트랜잭션 세트 중 모두 또는 일부를 제1 주 백업 어플라이언스로부터 제1 부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지연 없

이 제공하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상세한 설명의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다음의 도면과 결합하여 설명되며, 참조 번호는 동일한 요소에 대해 동일하

다.

도 1은 본 발명의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의 하나의 실시예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의 제2 실시예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의 제3 실시예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원 카피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임의의 최초의 단계를 요약한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임의의 추가적인 단계를 요약한 흐름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임의의 추가적인 단계를 요약한 흐름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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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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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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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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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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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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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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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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