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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DASD 어레이 액세싱 방법 및 수단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DASD 어레이 액세싱 방법 및 수단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 기술에 따른 타임 1DASD 어레이를 도시한 도면.

제2도는 캐시가 부착된 DASD 어레이를 도시한 도면.

제3도는  종래  기술에  따라  N  DASD중에  패리티  블럭이  대각선  줄  모양으로  형성되고  로  주순서  K 모
듈로 M으로 타입 2H의 N DASD의 어레이상으로 논리적 트랙의 KN 블럭이 맵핑된 것을 도시한 도면.

제4도는  본  발명에  있어  로  주순서  K  모듈로  M으로  타입  2H의  N  DASD  어레이상으로  논리적  트랙의 
KN  블럭이 맵핑된 것을 도시한 것으로,  여기서 M=K이고 N번째 DASD  상의 K  패리티 블럭의 로는 대응 
컬럼 블럭에 걸쳐져 있는 것을 도시한 도면.

제5도는  패리티  블럭이  제4도에서와  같이  전개되어  있는  제3도와  같은  타입  2V  어레이상에  맵핑한 
것을 도시한 도면.

제6도는 본 발명에 있어 닫혀진 간격(1,k)내의 M=2에 대한 로 주순서 K  모듈로 M  및 컬럼 주순서 모
듈로 MN으로 타입 2HV의  N  DASD  어레이상에 맵핑된 논리적 트랙의 KN  블럭을 도시하며,  패리티 블럭
은 제4도에서 처럼 전개되어 있는 것을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높은  명령  처리  능력  및  높은  데이타  전송  속도를  가진  CPU에  의해  외부  기억  장치인 
DASD어레이를  액세스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데이타  전송  속도와  일치성을 최적화하
도록 어레이를 동조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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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용적의 동기적인 기억 장치이며 높은 데이타 속도의 송신 및 수신 장치인 종래 기술의 DASD 어
레이는  면적이  크다.  따라서  점유율과  속도간의  매개변수적인  교환을  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문장에서는  DASD가  디바이스  레벨로  간단히  논의된다는  어레이  레벨로  논의되겠다.  그런다음  CPU와 
어레이 매칭의 신속한 분석에 대해 논의되겠다.

DASD는 판독/기입 헤드의 다이렉트 액세스를 지원하는 일정 속도의 회전 자기 기억 디스크 
장치이다.  자기  디스크  매체가  회전하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타  액세스는  디스크  상의  동심원  트랙 
위의  시공간상으로  위치  이동가능한  판독/기입  헤드를  필요로  한다.  디스크는  또한  순환성  트랙 기
록 매체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공간  성분은  서보  제어  루프를  거쳐  지정된  트랙에  판독/기입  헤드를  방사상으로  위치시킴으로서 분
석된다.  방사상의  위치  설정을  안내하기  위해  사전에  기록된  서보  기준  정보가  사용된다.  상기 정보
는 액세스되는 트랙상에 새겨진/엔코드된 정보로부터 또는 전용 디스크로부터 감지된다.

시간  성분은  트랙상의  또는  외부적으로  공급된  회전  위치  정보를  감지함으로서  디스크  회전의 함수
로서  분석된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헤드는  관심있는  정보를  가진  트랙의  부분이  그  아래로 통과
를 개시함에따라 일치되게 위치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목적상,  각  DASD  트랙상의  데이타는  r바이트/블럭  및  트랙당  K  블럭의  고정된  블럭 크기
인  것으로  하겠다.  이는  더  높은  논리  레밸의  다른  데이타  구성,  말하자면  카운트-키-데이다(CKD) 
포맷으로  DASD  상에  맵되고  분석되며  가변수의  K  블럭/CKD  기록과  같은  가변  길이  기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DASD  기억  용량은  자기  표면  코팅,  기록  표면상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자기  스폿의  인접한 광
학해상력의 기하학, DASD 스핀들당 디스크의 수 등의 기록 속성을 개선시키는 함수에 따라 
증가된다.  코팅은  쌍안정성  잔류  자화의  상당히  차등적인  영역의  표면을  형성시킨다.  기하학은 헤드
와  디스크  사이에  마이크로-인치의  간격을  요구하며  특유한  헤드  설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각 
트랙을 따라 인치당 기록 가능한 비트 및 방사상으로 측정된 인치당 트랙의 수는 현저하게 커진다.

스핀들당  복수의  디스크를  사용하는  대용량  DASD는  기가바이트  데이타  기록  용량을  가진다.  상기 기
억용량은  대단히  큰것이지만,1개의  큰  DASD  또는  이들이  모여진  비동기적인  스트링은  광  대역폭 
SISD,  SIMD,  MIMD  CPU  프로세서의  데이타  사용가능성  및  데이타  속도  요구를  매치(정합)시킬  수 없
다.  부가적으로,  SISD는  1개  데이타  스트림상에서  동작하는  1개  명령  스트림을  가진  CPU이다. SIMD
는  다중 데이타 스트림 상에서 실행하는 1개  명령 스트림을 가진 CPU이며,  MIMD는  다중 데이타 스트
림상에서 실행하는 다중 명령 스트림을 가진 CPU를 가리킨다.

"데이타  사용가능성"은  선로  고장  또는  노이즈가  존재할지라도  응용  업무에  의한  데이타로의 액세스
를  측정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외부  기억  장치의  일부가  고장나면,  액세스  요청은  실패한다. 따라
서,  응용업무실행은  인터럽트되며,  응용  업무는  정보  일치성의  종래  포인트로  되돌아간다.  여기 기
술된것  대부분은  로그베이스의  응용  업무  복구  실행중안  데이타의  교정,  동작  재작등등에  촛점이 맞
춰져 있다.

임의의  정보  소스와  싱크간의  "데이타  속도  미스매치(부정합)"은  통상적으로  버퍼링  또는 인터로킹
에  의해  처리된다.  버퍼링은  버퍼  판독  및  기입  처리  위에서  액세스  선로에  시간  지연의  도입을 통
해  소스와  싱크의  결합을  분리시킨다.  시간  지연은  데이타  속도에  있어  시간  차이를  나타내는 주어
진 층만 속도에 대한 최소 크기의 메모리로 나타난다.

''인터로킹"은  가장  느린  데이타  속도를  가진  디바이스가  인터페이스를  가로지른  전송의  속도를 조
절하는  포울링(polling)의  한  헝태이다.  이에  대해서는  1964년  8월  15일,  Beausoleil  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3,336,582호 "인터로크된 통신 시스템"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전형적인  부정합의  경우로는,  초당  1억개  명령을  실행하면  100M  바이트/초  데이타  전송  속도를  가진 
CPU가  1  내지  3M  바이트  전송  속도와  10밀리초의  액세스  시간을  가진  기가바이트  DASD와  통신하는 
경우가  있다.  버퍼  또는  캐시의  도움없이는  백만  바이트  이상의  정도에서  100/1  내지  30/1  속도 변
경  조정을  해야하는데  이는  부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인터로크는  의문의  여지없이  인터페이스로서 
가장 빠른 성분의 페이스를 가장 느린(DASD 액세스) 성분의 페이스로 감소시킨다.

종래  기술에  있어  데이타  속도  매칭에  관한  일반적인  솔루션(해답)은  N개의  동기화된  DASD에(병렬로 
액세스하는 것이나 동기화 작업은 N개 DASD가 같은 rpm으로 회전하고, 동일한 각도 오프셋을 
가지며,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시간에  액세스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솔루션은  데이타  전송 
속도를  최대화한다.  그런데,  이  방법은  어떤  한  시간에  단지  하나의  액세스만을  서비스하며  크고 작
은 판독 및 기입 요청에 대해 자원 이용을 최적화하지 못하고 있다.

"어레이"는  이론적으로  기호가  붙은  변수로  규정되며  여기서  기호는  변수의  각각의  실례의  관련 위
치  순서를  가리킨다.  기호의  성분은  또한  어레이의  차원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어레이  A(i,j)는 변
수  "A"를  특정하며  변수  "A"의  관련  위치  순서화된  실례들은  2차원의  닫혀진  정수 간격(1,1＜(i,j)
＜N,K)상에  맵(map)된다.  어레이  차원은  상호  배타적일  수  있어서  닫혀진  정수  간격  1＜i＜N  및 1＜
j＜k는  유사한  디바이스  및  시간의  순서화(인덱싱)를  각각  가리키며  N  및  K는  경계선  위쪽의 정수이
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닫혀진  정수  간격"이란  그위의  인덱스  변수가  종결점을  포함한  모든 간격값
을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한  어레이  차원은  컬럼(열)  순서를  가리키며  다른  차원은 
로(행)순서를 가리킨다.

물리적  기억  시스템으로서,  N개  DASD의  어레이는  N  DASD의  임의의  물리적  배열로  규정되며  이들중 
선택적인  하나(또는  전부)는  일치성을  갖고  액세스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논리적/물리적  기억 
장치로서  어레이의  포맷팅  및  후속  판독/기입  액세싱은  로  또는  컬럼  베이스로  연속적인  위치에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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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복사/삽입하여  처리한다.  동작이  컬럼  방향으로  실행되면,  "컬럼  주순서"로  실행되는  것으로 표
시된다.  유사하게,  로방향으로  실행되면,  "로  주순서"로  실행되는  것으로  표시된다.  다음,  맵핑은 
논리적 "어레이"로부터 물리적기억 장치(즉, 모여진 DASD의 그룹)로 행해진다.

액세싱/어드레싱  문제는  N  DASD  상의  물리적  트랙당  K  블럭상으로  임의의  논리적  트랙의  NK  블럭을 
맵핑하는 문제이다.  물리적 블럭의 K  블럭 내용은 1개의 DASD  디스크 회전에 의해 규정되는 것과 같
은시간 라인상으로 맵될 수 있다.   i번째  DASD에  대해,  시간 라인 또는 대응 트랙 크기상의 각 블
럭 위치의 내용은 i번째 로에 대한 K  칼럼 엔트리를 형성한다.  유사하게,  N  DASD  각각으로부터 대응 
디스크상의  물리적  트랙을  따라  임의  j번째  시간  라인  세그먼트  또는  각도  위치에  대해,  N  DASD 상
의 섹터를 점유하는 N 블럭의 내용을  j번째 컬럼에 대한 N로(행)엔트리를 형성한다.

기억  장치  모델은,  CPU로부터  관찰되는  바와  같이,  싱글  DASD의  N-1배  데이타  속도로  데이타를 제공
하며  원래  디바이스의  N-1배  용량을  가진  싱글  논리  기억  장치로  나타난다.  상기  모델은  논리 트랙
당 NK  블럭당  K  블럭이 선정된 수의 (N-1)K  데이다 블럭을 패리티 스캐닝하는데 전용된다고 가정한
다.  어레이에서  DASD의  내재된  일치성은  논리적  기억  장치가  질저하된  모드에서도  싱글  DASD의  MBTF 
간격보다 오랜 간격(고장사이의 평균시간)동안 작동가능하게 한다.

1978년  5월  30일자로  허여된  오치(Ouchi)의  미합중국  특허  제4,092,732호.,  "고장난  메모리 유닛내
에  기억된  데이타를  회복시키기  위한  시스템"를  참고로  한다.  오치는  N-1  DASD의  스트링을  가로질러 
동일한  논리적  화일로부터  데이타  블럭을  전개시키며  N번째  DASD  상에  패리티  블럭을  기록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  상기  패리티  블럭은  N-1  다른  블럭의  패리티  내용을  XOR  처리한  것이다.  임의의 
액세스  불가능한  싱글  DASD로부터의  내용은  N-2  나머지  액세스가능한   DASD  상에  기억된  블럭을 가
지고  패리티  블럭을  XOR  처리하여  회복될  수  있다.  패리티  블럭이  사용가능하지  않다면  유사한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1988년  월  2일자로  허여된  크라크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4,761,785호,  "기억  장치  액세스  증진을 위
한  패리티  전개"는  오치의  특허를  수정하여,  한  DASD(말하자면,  오치의  특허에서  패리티  DASD)의 사
용  불가능이  특히  질저하된  모드에서의  동작에  있어  모든  패리티  블럭을  사용불가능하게  하도륵 
DASD 상에 패리티 블럭을 분산시킨다.

통상적으로  블럭  적용  데이타에  있어,  패리티  서픽스(suffix)  또는  등가물(해밍,  CRC)이  각  데이타 
블럭에  부가된다.  그러므로,  각  패리티  서픽스는  블럭  내부  에러를  검출/보정하게  할  수  있다. 오치
의  특허에  기술된  바와  같이,  N-1  시퀸스의  블럭중  하나  이상이  사용불가능할때,  이전에  N-1  블럭 
시퀀스에  걸쳐진  패리티  블럭은  나머지  블럭과  연관하여  사용불가능한  데이타  블럭을  재건하는데 사
용된다.  유효  코드  특히(해밍,  순환  여유도  체크,  리드-슬로몬)는  참고  문헌  어디에서고  다루어지는 
것이며 추후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1988년  6읠  1일  내지  3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ACM  SIGMOD  컨퍼런스,  "값싼  디스크의  여유 어레이
(RAID)에  관한  케이스"에서  패터슨  등은  데이타  이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방법의  여유 데
이타및 DASD 편성을 발표하였다. 그 배열은 5레벨로 분류된다.

제1레벨(반사(거울)형  디스크)은  모든  판독  및  기입이  이중화되어  있는  완전한  이중식  DASD의 배열
을 가정한다.

제2레벨(해밍  코드)은  N  DASD를  직렬(병렬)로  동기적으로  판독  및  기입하며,  여기서  해밍  ECC와 같
은 규모가 큰 패리티 코드의 겹쳐진 패리티 범위는 에러를 검출 및/또는 정정하게 한다.

제3레벨도  역시  N  DASD를  동기적으로  판독  및  기입한다.  그런데,  N-1  DASD가  데이타를  포함하며  한 
DASD가  다른  데이타  DASD에  걸친  범위의  패리티를  포함한다.  말하자면,  그  그룹에  대해  1개  체크 
DASD가 제공된다. 고장난 DASD의 내용은 오치 특허의 방법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다.

제4레벨은  작은  판독  및  기입  액세스에  대해  성능을  개선시킨다.  여기서는  컬럼  길이를  따라  블럭을 
기억시키는데  제1시간  슬롯(DASD  섹터1)에서는  블럭  1  내지  N이  각각  DASD1  내지  N에  기억되며 제2
시간  슬롯(DASD  섹터2)에서는  블럭  N+1  내지  2N이  기억된다.  K번째  시간  슬릇(DASD  섹터K)에서는, 
블럭[(K-1))*N+1 내지 KN이 대응 디바이스상에 기억된다.

컬럼  트랙  설계에  덧붙여,  제4레벨은  개별적으로  DASD로의  액세스를  허용한다.  말하자면,  소량 전송
은  약간의  DASD만을  점유하는  반면,  대량  전송은  N  디바이스를  가로질러  동기적으로  액세스될  수 있
다.

본 발명의 목적상, 패터슨의 레벨 3 및 레벨 4는 타입 1 및 2 DASD 어레이로 지정된다.

타입  1(패터슨의  레벨  3)은  샌프란시스코,  1988년  3월  회의,  1988년  춘계  COMPCOM에서 커즈웨일
(Kurzweil)의   "소형  디스크  어레이-고성능  실행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에도  설명되어  있다. 이
와  관련하여,  타입  1  어레이는  판독/기입(I/O)  요청을  각각  가진  대량의  순차적으로  기억된 데이타
(대량  판독/기입)를  전송하는  용융  업무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조적으로,  소량의 데이
타에 대한 많은 랜덤한 요청이 이루어질 때(소량 판독/기입) 성능은 상당히 떨어진다.

타입  2  DASD  어레이(패터슨의  레벨  4)는  N개의  동기화된  DASD를  이용하며,  N-1배  용량을  가진  싱글 
DASD의  이미지를  제공하며  블럭  1에서부터  블럭  KN까지의  원래  디바이스의  트랙  사이즈를  제공한다. 
싱글  DASD  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중  요청을  병렬로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대량데이타  전송시  원래  디바이스의  N-1배  데이타  속도를  제공하는  한편,  소량  데이타  전송시  원래 
디바이스성능에  매칭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어레이의  N  DASD중에  컬럼  주  순서로  패리티를 기억
시키고  전개시킴으로서  높은  이용가능성이  성취된다.  DASD가  고정일  때,  거기에  기억된  데이타는 나
머지 N-1 DASD에 기억된 데이타 및 패리티를 판독하여 재생될 수 있다.

블럭이  타입  2  어레이에서  수직  또는  컬럼  주  순서로  기억되고  각  컬럼에  대한  패리티  블럭이 대각
선  줄모양으로  형성될  때,  어레이는  타입  2V로  지정된다.  이렇게  함으로서  블럭  1  내지  N-1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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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칼럼에 대한 패리티 블럭이 DASD  N에  기억된다.  블럭 N+1  내지 2N을  위한 제2칼럼에 대한 패리티 
블럭은  DASD  N-1에  기억된다.  유사하게,  컬럼  3블럭  2N+1  내지  3N에  대해,  패리티  블럭은  DASD N-
2에 처리한다.

동작에  있어,  타입  2  DASD  어레이는  소량  및  대량  판독  및  기입에  쓰여진다.  판독  동작은  어레이의 
정보  상태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기  쉽다.  기입  동작은  패리티  블럭을  포함한  어레이  정보 
상태를 변경시킨다.

블럭  1만을  판독하라는  요청과  같은  소랑  판독  요청은  DASD  1으로  하여금  그  제1블럭을 발생시키도
록한다.  각각의  데이타  블럭을  첨부하는  ECC와  같은  패리티는  임의의  내부  블럭  에러를 검출/정정하
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DASD  N상에  패리티 블럭 N을  판독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단지 1
개 DASD만이 활동하는(busy)동안 다른 모든 DASD는 다른 요청을 처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블럭 1에 소량 갱신 기입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갱신은 DASD  1상의 블럭 1  및 DASD  N상의 패리티
블럭  N  모두에  대해  행해져야  한다.  동작은  먼저  구(old)  블럭  1  및  N을  판독한  다음,  신(new)블럭 
1  및  N을  DASD  1  및  N에  기입하는  것으로,  여기서  신블럭  N=(구블럭  N)XOR(구블럭  1)  XOR(신블럭 
1)이다.

타입  2V  어레이에서  블럭은  패리티  블럭이  대각선  줄모양으로  되어  있는  칼럼  주  순서로  기억되는 
것을 상기해 보자. 블럭 1  내지 N은 DASD  1  내지 N에 기입되는 한편 블럭 N+1  내지 2N은 DASD  1 내
지  N에  기입된다.  DASD  2상의  블럭  N+2을  갱신하라는  요청은  DASD  1상의  블럭  1의  갱신과  일치하게 
처리될  수  있다.  이  경우에,  DASD쌍(1,N)과  (2,N-1)은  상충됨이  없이  수반된다.  그런데,  블럭  1과 
2,  또는  블럭  1과,  N+1을  갱신하라는  요청은  충돌이  생긴다.  첫번째  경우,  갱신에는  동일한  패리티 
블럭 및 DASD N가 수반되며, 두번째 경우, 동일한 데이타 DASD 1가 수반된다.

대량  판독의  목적은  가능한한  많은  물리적  DASD로부터  데이타를  판독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DASD1 내지 N를 동기적으로 판독하는 것이 이러한 기대를 충적시킨다.

대량  기입과  관련하여,  최적  실행은  어떤  시간에  컬럼을  동기적으로  처리하는데  있다.  소량  기입에 
있어서는 처리에 요구되는 것은 별로 없다.

본  발명의  목적은  DASD  어레이의  유효  데이타  속도  및  이용가능성을  고성능  CPU에  최적으로 매칭시
키기 위한 방법 및 수단을 고안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목적은 CPU가  어레이를 랜덤 및 순차적 어드레스의,  달리말해 대량 및 소량 판독 및 기
입요청으로  칭해지는  것의,  혼합된  시퀀스를  가진  외부  기억  장치로써  참조하는  방법  및  수단을 고
안하려는 것이다.

다른 관련 목적은 상기한 방법 및 수단의 DASD 캐시와 작동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상기  목적은  K가  패리티  블럭인  KN  블럭의  논리적  트랙으로의  액세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의해 충족
된다.  KN  블럭은 DASD마다 물리적 트랙당 K  블럭을 가진 N  DASD의  어레이에 분산,  기억된다. 어레이
는  각각의  액세스  요청에  응답하여  DASD중  선택가능한  것으로  동기적인  액세스를  보장하는  제어 수
단을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a)  데이타  속도와  일치성(액세스당  DASD  바운드의  수)를  균형맞추기 
위한  매트릭으로서  로  수순서  모듈로  사용하여  어레이상에  블럭을  포맷팅하는  단계와,(b) 어레이상
의 대량 및 소량 액세스 요청의 랜덤 시퀀스를 실행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특히,  상기  방법은  (a)로  주순서  모듈로  M  및  컬럼  주순서  모듈로  MN으로  어레이상에  KN  블럭을 포
맷팅하는  단계(M은  닫혀진  간격(1,k)에  있음),(b)  N  DASD  상의  대량  및  소량  액세스  요청을 실행하
는  단계를  구비하며,  주어진  M에  대한  최대  데이타  속도를  달성하도록  전송되는  블럭의  최소수  X는 
(N-1)M이고 닫혀진 간격(N-1,(N-1)K)에 있으며, 간격의 종결점은  M=1 및  M=K로 각각 규정된다.

본  발명  방법의  결과로,  데이타  속도는  각각의  요청을  만족시키도록  벙렬로  액세스되는  DASD의  수에 
비례하고   M에  반비례하여  변동한다.  유사하게,  사용가능성  및  일치성은  M에  비례하고  각  요청에 묶
여진 DASD의 수에 반비례하여 변동한다.

KN  블럭을 로 주 K  모듐로 M  및  컬럼 주 K  모듈로 MN으로 포맷팅하는 부수적인 결과는 패리티 블럭
이  블럭  레벨에서가  아닌  트랙에서  N  DASD  모듈로서  가로질러  분산된다는  것이다.  이는  1보다  큰 M
에 있어 일치성에 도움을 준다.

다행히도,  캐시(cache)가  CPU  어레이  관계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캐시가  사용되면, 
어레이에서  DASD의  물리적  트랙의  종결  스테이징  및  로  킬럼  주  포맷팅이  DASD  어레이-캐시  전송을 
촉진시킨다.

매트릭  M이  싱글  논리  트랙의  주변에  대해  논의  되었지만,  다수의  논리  트랙을  구비하는  논리적 실
린더가  트랙에서  트랙까지의  길이(span)  또는  값이  변동하는  M을  가질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M
에  대한  상한  절대치는  T*K보다  작거나  같으며,  여기서  T는  논리적  트랙의  수이다.이  경우.  데이타 
속도를  희생하여  일치성이  보존된다.  즉,  시스템은  최대  데이타  속도를  얻기전에  TNK  블럭의  통과를 
기다린다.

이제  제1도를  보면,  N개의  동기적인  DASD의  타입  1  DASD  어레이가  도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록된 
블럭은  컬럼  주선서로  기입되며  N번째  DASD는  오치의  특허  방법에  따라  패리티  블럭을  항상 포함한
다.  유익하게도,  데이타  속도는  싱글  DASD의  전송  속도의  N-1배  증가되며  대량  판독/기입이 수반되
는 곳에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제2도를  보면,  채널(3)어레이  제어기(5)  및  캐시(13)를  포함한  선로를  통해  DASD  1  내지  N를 액세스
하는 CPU(1)가 도시되어 있다. CPU(1)는 현대식 고성능 SISD, SIMD 또는 MIMD 타입이다.

SDSI  CPU는  통상적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OS)이  내장된  명령  프로세서와,  RAM이  적용된  내부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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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와,  전기적 접속 신호를 통해 프로세서 또는 내부 기억 장치와 결합하는 외부 기억 장치를 포함
한다.  SIMD  아키텍쳐)어레이  및  벡터  프로세서)에서,  오퍼랜드  인출,  실행  및  결과  기억은 모사
(replicate)되어져서,  싱글  명령은  몇가지  값이  일치성(동시적)으로,  인출,  조작,  결과  기억이  되게 
할 수 있다.

SISD  및  SIMD에  대안적인  것으로,  다중  명령  스트림은  다중  데이타  스트림을  통해  일치성으로 처리
될수  있다  (MIMD).  이는  관여한  프로세서의  수에  정비례하는  명령  실행  속도를  발생시킨다.  MIMD 아
키텍쳐에서,  한  명령의  실행은  다른  명령의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  이유는  두개  이상의 프
로세서가  기억  장치에  액세스하여도  프로세서  각각은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개개의  프로세서상에서 
실행하는  MIMD프로세서는  여전히  시퀀스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시퀀스는  다른  프로세서 
또는 할당된 외부 기억 장치와의 데이타 교환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종단될 수도 있다.

제어기(5)는  제어  선로(7)를  통한  DASD1  내지  N로의  액세스  및  동기화를  동작상  보장한다.  액세스에 
응답하여,  N  바이트의  데이타는  데이타  선로(15)를  통해  캐시(13)에  병렬로  교환될  수  있다. 유사하
게,  데이타는  제어기(5)  및  선로(3)를  거쳐  제어  및  데이타  선로(9  및  11)를  통해  CPU(1)와 캐시
(13)간의 바이트에 의해 직렬로 교환될 수도 있다.

어레이에  배치된  캐시(13)는  CPU(1)에  의해  관측되는  기억  장치의  시야를  변경시킨다.  상기  캐시는 
논리적  실린더에  조성된  하나  이상의  논리적  트랙을  가진  블럭  적용의  논리적  DASD  내의  정보를 액
세싱하는  CPU(1)에서  수행하는  임의의  응용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촉진시킨다.  캐시는  CPU/캐시 인
터페이스로부터  캐시/어레이  상호  작용을  단절시키는  특정한  버퍼로써  동작하므로  원활함이  생긴다. 
말하자면,  DASD  어레이에  대한  캐시  기준  속도는  적어도  랜덤(비-순차적)  액세스에  있어서  캐시에 
대한 CPU 기준 속도보다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는 데이타 속도 차이를 감소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캐시는  LRU  처리형인  것이다.  말하자면,  판독  또는  기입  데이타  블럭  액세스  요청은 
먼저  캐시에서  행해진다.  블럭이  캐시에  기억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요청은  적절한  어레이  DASD 상으
로  캐시  윗단의  블럭으로  간다.   LRU는  캐시가  차있는  경우,  현재  요청된  것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가장  최근에  참고로된  블럭이  디스테이지(destage)된다는  뜻을  내포하는  약성어이다.  회복  및  다른 
목적을  위해서,  캐시는  기입  통과형(write  through  type)인  것일수  있다.  즉,  블럭이  갱신될  때, 블
럭은  DASD  어레이뿐만  아니라  캐시를  통하여  기입된다.  DASD로부터  캐시로의  스테이징은  "트랙의 끝
에  스테이지(STEOT)"  또는  기록  스테이징을  이용하여  DASD  어레이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로  주순서 
K 모듈로 M"으로 포맷팅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제  제3도를  보면,  KN  블럭은  컬럼  주순서로  포맷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패리티  블럭은  그 컬럼
에서  N-1개  다른  블럭에  걸쳐져  있다.  어쨌든,  K개  패리티  블럭은  DASD를  가로질러  대각선  줄 모양
으로되어  있다.  동시(일치)  기입  동작의  경우,  대각선  줄  모양  형성은  모든  패리티  블럭이  한 패리
티 디스크에있는 경우 있을수 있는 것과 같은 어느 한 디스크가 논쟁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한다.

K》  N인  경우,  줄  모양은  K  모듈로  N를  발생시킨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컬럼에서 상이
한  블럭의  (상이한  DASD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판독  및  기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컬럼내의  블럭으로  또는  동일  DASD  상의  블럭으로의  동시적인  기입은  방지된다.  첫번째  경우, 동일
한  패리티  블럭은  직렬로  변동될  수  있는  한편  두번째  경우  동일한  DASD는  직렬  순서로  기입  또는 
판독될 수 있다.

제4도를  보면,  로  주순서  K  모들로  M으로  2H  타입의  N  DASD의  어레이상으로  논리적  트렉의  KN 블럭
이 맵핑되어 있는데,  여기서 M=K이며 N번째 DASD  상의 K  패리티 블럭의 로는 대응 컬럼 블럭에 걸쳐
져 있다.

제4도에 도시된 어레이는,  N개  DASD,  물리적 트랙당 K  블럭,  논리적 트랙당 NK  블럭을 갖는다. 그런
데,  타입 2V  어레이의 컬럼 주순서 설계 순서와는 달리,  제4도의 논리적 트랙의 KN개  연속적인 블럭
은  대응  물리적  DASD  트랙을  따라  로  주순서로  기억되어  있다.  또한,2H  어레이내의  패리티  블럭은 
2V어레이와는  다르다.  제4도에  도시된  그룹  또는  논리적  트랙의  KN  블럭에  대해,  K  패리티  블럭은 
DASDN의  물리적  트랙상에  기억된다.  다음,  제2그룹  또는  논리적  트랙(제4도에  도시되지  않음)의   KN 
블럭에  대해,  K  패리티  블럭은  DASD  N-1  상의  선정된  트랙상에  기억된다.  유사하게,  제3그룹  또는 
논리적 트랙의 KN 블럭은 그  K 패리티 블럭이 DASD N-2에 기억된다.

이렇게  패리티  블럭을  전개함으로서,  타입  2H  어레이에  더하여  타입  2V  어레이에  대해  장점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타입 2V  어레이에 대해 트랙 레벨 패리티 전개를 도시한 제5도를 참고로 한다. 데이
타  블럭중  하나가  컬럼의  최종  블럭에  있는  두개의  연속적인  데이타  블럭을  갱신하라는  요청에  관해 
고찰 해보자.  제3도를 다시 참고하여,  블럭 2N  및  2N+1을  갱신하라는 요청이 주어질 때,  디스크 N-1
상의  블럭  2N-1및  디스크   N-2  상의  블럭  3N-2는  패리티  블럭을  얻기  위해  액세스될  필요가 있으므
로,  상기  요청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4개  DASD로의  액세스가  필요하다.  제5도의  패리티  전개에 관하
여,  연속적인 데이타 블럭 2N-1  및  2N+1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모든 패리티가 디스크 N상에  있으므
로,3개 DASD 액세스만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로서,  제3도의  타입  2V  어레이에서  블럭  1을  판독하는  것을  고찰해보자.  블럭  1을  판독하기  위한 
DASD  액세스에  뒤이어,  DASD  1에서  물리적  트랙의  끝으로의  스테이징은  블럭  N+1,  2N+1, 3N+1,등등
이  나오게  한다.  이들은  논리적  트랙에서  순차적인  블럭이  아니므로,  스테이지  하기에는  잘못된 블
럭이다.   블럭  1을  뒤따라  순차적인  블럭을  스테이지  시키기  위해서,  모든  다른  N-1  DASD를 액세스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복잡한 일이며, 또한 소량 요청시 일치성을 감소시킨다.

대조적으로,  STEOP는  로  주  트랙  포맷팅에서  용이하게  실시된다.  이경우,  블럭  1과  동일한  물리적 
트랙상의  나머지  블럭들이  스테이지되면,  논리적  트랙에서의  순차적  블럭  액세싱이  달성된다.  또한, 
다른 DASD로의 액세스가 필요치 않으므로 소량 요청시 가능한 일치성의 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

다시 제4도를 보면,  블럭 1을 판독하라는 요청은 물리적  DASD  1으로 하여금 그 첫번째 블럭을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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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다.  물리적  DASD  N상의  패리티  블럭(블럭  N)으로부터  또는  다른  물리적  DASD로부터  데이타를 
판독할 필요가 없다. 이는 컬럼 주 포맷팅을 한 타입 2 DASD 어레이와 동일한 것이다.

컬럼 주 포맷팅 위에 로 주 포맷팅을 한 타입 2  DASD  어레이의 성능 향상은 두개 블럭을 판독하라는 
소량 요청을 고찰해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로 트랙 설계를 한 어레이에서 블럭 K+1  및 K+2 판독하
라는  소량  요청은  물리적  DASD  2만이  2  블럭을  판독하기  위해  활동(busy)하게  한다.  이는  2  블럭을 
판독하기위해  2개의 물리적 DASD가  활동하게 되는 컬럼 주 포맷팅을 한 타임 2  DASD  어레이와는 다
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로  주  포맷팅의  장점은  소량  판독  요청이  통상적으로  하나  이상의  DASD를 
활동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블럭 1을 갱신하라는 요청을 생각해보자.  전술한 바와 같이,  블럭 1의 갱신은 블럭 1  및  N개의 판독
후 블럭 1  및  N의 기입으로 이루어진다. 동일한 논리적 트랙에 대한 다른 갱신은 병렬로 행해질 수 
없지만, 다른 논리적 트랙에 대한 다른 갱신은 병렬로 행해질 수 있다. 다음에, 블럭 1  및 2의 갱신 
요청을  생각해보자.  상기한  요청은  블럭  1,2,  NK-K+1,  NK-K+2판독  및  상기  4블럭의  기입을 필요로함
을  쉽게  알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2개  DASD로의  액세스를  필요로  한다.  유사한  요청은  컬럼 주순
서로 포맷팅된 3개  DASD의 액세싱을 필요로함에 주목하라.

상기한  예는  블럭  레벨  보다는  트랙  레벨로  패리티  블럭을  전개시키는  것의  장점을  보인다.  패리티 
블럭이  블럭  레벨로  DASD중에  전개되어  있다면,  상기  요청은  2개  이상의  DASD  액세싱을  필요로 할것
이다.마지막으로,  블럭  K  및  K+1을  갱신하라는  요청에  대해  고찰해보자.  상기  요청은  블럭  NK-K+1 
및  NK도  역시  액세스되어야  하기  때문에  3DASD로의  액세스를  필요로  한다(유사한  컬럼  트랙  설계의 
요청에는 4 DASD 액세싱이 필요하다).

대량  판독에  있어서,  가능한한  많은  물리적  DASD로부터  데이타를  판독하여  빠른  데이타  속도를 달성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최소의  한  논리적  트랙은  대량  판독의  일부로서  판독되는  것이 필요하
다.  논리적  트랙의  첫번째  K  블럭을  판독하는  요청은  원래  디바이스  보다  높지  않은  데이타  속도를 
달성하며,  논리적트랙의  첫번째  2K  블럭을  판독하는  요청은  원래  DASD의  두배의  데이타  속도를 달성
한다(2개 DASD로부터 병렬로 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따라서,  로  트랙 설계는 데이타 속도와 일치성의 균형을 맞춘다 .  즉,  요청이 물리적 트랙보다 작다
면  최고의  일치성과  최저의  데이타  속도를  달성하며,  요청이  물리적  트랙보다  크지만  두개  물리적 
트랙보다  작다면,  다음으로  높은  데이타  속도와  다음으로  낮은  정도의  일치성을  갖게  된다  .  전체 
논리적  블럭((N-1)K블럭)을  판독하라는  요청은  최고의  데이타  속도(원래의  N-1배)와   최저의 일치성
을 달성한다(모든  DASD는 요청의 일부로 활동하므로).

대량  기입의  실행은  갱신되는  블럭이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양호한  성능을  발휘한다.  사실상, 
양호한  성능은  전체  논리적  트랙이  기입될  때에만  달성된다.  전체  논리적  트랙이  기입될때,  패리티 
데이타는  동시에  기입될  수  있다.  그런데,  전체  논리적  트랙보다  작은것을  기입할  때에는  이것이 가
능하지 않다.   예를들어,  첫번째  2K  블럭이 갱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DASD  1로부터 블
럭  1  내지  K를  판독하고,  디스크  2로부터  블럭  K+1  내지  2K을  판독하며,  DASD의  첫번째  회전시에 
DASD  N으로부터  모든  패리티  블럭을  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DASD의  두번째  회전시에,  동일한 3개
의  DASD로부터  동일한  블럭이  다시  기입될  수  있다.  그  결과,  전체  논리적  트랙보다  작은것의 갱신
은 회전이 더 길어지고 최대 데이타속도의 1/2로 동작하게 한다.

이제 제6도를 보면, 로 주순서 K  모듈로 M  및 컬럼 주순서 모듈로 MN으로 타입 2HV의 N  DASD의 어레
이상으로  맵핑된  논리적  트랙의  KN  블럭의  맵핑이  도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M은  닫혀진  기간(1,k)에 
있으며(특히 도면에서 M=2), 패리티 블럭은 N DASD 모듈로  M상에 전개되어 있다.

로 주순서 K  모듈로 M  및  컬럼 주순서 K  모듈로 MN으로 DASD  어레이를 포맷팅하는 단계는 로 및 컬
럼  주  포맷팅의  양호한  특성을  조합시키는  것이다.  로  주순서  포맷팅이  최대  데이타  특성을 조합시
키는 것이다.  로  주순서 포맷팅이 최대 데이타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 (N-1)K  블럭의 최소 전송을 필
요로  하고,컬럼  주순서  포맷팅은  최대  데이타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   N-1  블럭의  최소  전송만을 필
요로하는 한편, 제6도에 도시된 포맷은 2N-2 블럭의 전송 크기를 가진 최대 데이타 속도를 
달성한다.  이는  로  및  컬럼  트랙 설계의 양  극단의 중간에 달성한다.  이는  로  및  컬럼  트랙 설계의 
양  극단의  중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타입  2HV  어레이라  칭해지는  것으로서,  M이  닫혀진  정수 간
격(1,K)에  놓여진  매트릭인  매개  변수화된  모델을  나타내는  것이다.  M의  세팅은  또한  컬럼  주 모듈
로 MN를 결정한다.

상기  일반적인  경우를  확대한  두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M은  논리적  트랙에서부터  논리적  트랙까지 
변동한다. 둘째, M은 대한 상한은 임의로 K보다 크게될 수 있다. 상한 절대치는 |  T*K   |  보다 작거
나  같은  M이며  여기서  T는  논리적  트랙의  수이다.  성능의  교환(평균화)은  최대  데이타  속도가 얻어
지기 전에 TNK 블럭이 교체될 때까지 시스템이 대기하여야 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확장은  첨부된  청구법위에  열거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N개  DASD의  어레이상에  분산되고  기억된  KN개의  순차적인  순서의  블럭을  가진  적어도  하나의  논리적 
트랙의 판독 및  기입 액세스에 대해 데이타 속도 및  일치성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기서 각
각의 DASD는  순환 트랙 기록 매체를 포함하며,  각각의 트랙은 K개  블럭의 기억 용량읕 가지며,  상기 
어레이는  N  DASD중  선택가능한  것으로의  동기적인  액세스를  보장하기  위한  제어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 (a)로 주순서 K  모듈로 M  및 컬럼 주순서 K  모듈로 MN으로 어레이의 N개 DASD의 N개 트
랙상에  KN개  블럭을  포맷팅하는  단계(여기서  NI은  K보다  작거나  같음)  ;(b)  각각의  액세스가  한번에 

10-6

특1995-0004213



n개  블럭의 ( )대응  DASD와의  동기적인  데이타  교환을  수반하여  (N-b)  DASD는  다른  액세스  요청에 
구속시키기  위해  동시적(일치성)으르  사용가능하게  되도록  어레이에  대한  대량  및  소량  액세스를 실
행하는  단계(여기서  M은  데이타  속도  및  일치성을  균형  맞추기  위한  매트릭  임)를  포함하는  데이타 
속도 및 일치성 조절방법.

청구항 2 

K가  패리티인  KN  블럭의  적어도  하나의  논리적  트랙으로의  액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상기 
KN  블럭은  N  DASD의  어레이에  분산,  기억되어  있고,  각각의  DASD는  순환  트랙  기록매체를  포함하며, 
각각의  트랙은  K  블럭의  기억  용량을  갖고,  상기  어레이는  N  DASD중  선택가능한  것으로의  동기적인 
액세스를 보장하기 위한 제어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a)  로 주순서 K  모듈로  M  및 컬럼 주
순서 K  모듈로 MN으로 어레이의 대응 N  DASD의  N  트랙상에 KN  블럭을 포맷팅하는 단계(여기서 M은닫
혀진  정수  간격(1,K)에  있음)  ;(b)  N  DASD  어레이에  대한  대량  및  소량  액세스  요청을  실행하는 단
계를  구비하며,  주어진  M에  대한  최대  데이타  속도를  달성하도록  전송된  블럭의  최소수  X는 (N-
1)M이고  닫혀진  간격(N-1,  N-1)K)에  있으며,  그  종결점은  M=1  및  M=K에  의해  각각  규정되는  액세스 
관리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N-1개  대응  DASD  상에  분산된  최소한  N-1의  독립적인  판독  액세스에  응답하는  상기 
실행  단계는  액세스된  블럭의  내용을  동시적인  방법으로  복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액세스 관리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포맷팅 단계는,  대응 N-1  DASD  상의  트랙이 (N-1)K  데이타 블럭을 포함하며 N
번째 DASD의 트랙이 K  패리티 블럭을 포함하도록 로 주순서 K  모듈로 M  및 컬럼 주순서 K  모듈로 MN
으로  KN  블럭을  가진  어레이를  포맷팅하는  것을  포함하며,  각각의  패리티  블럭은  컬럼  주순서로  N-1 
데이타 블럭에 걸쳐지는 액세스 관리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잇어서,  어레이  위치(i,j)에서  적어도  하나의  데이타  블럭으로의  갱신  액세스에 응답하여,
실행  단계는,(c)  어레이  위치(i,j)에서  현재  데이타  블럭을,  위치(N,j)에서  현재  패리티  블럭을 동
기적으로  판독하며,  여기서  i  및  j는  각각  닫혀진  정수  간격(1,N-1)  및  (1,k)에  있으며;(d) 위치
(1,j)로부터  판독된  데이타  블럭의  내용을  변경시키며;  (e)  위치(K,j)로부터  판독된  패리티  블럭의 
현재  내용과  위치(i,j)로부터  판독된  데이타  블럭의  현재  및  변경된  내용을  XOR  처리하여  새로운 패
리티  블럭을  계산하며  ;(f)  변경된  데이타  블럭과  새로운  패리티  블럭을  그자리에  다시  동기적으로 
기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액세스 관리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어레이는  상기  제어  수단에  응답하여  동작하는  캐시를  포함하며,  실행 단계는
(g)  블럭  어레이  위치(i,j)로  상기  캐시를  액세싱하며,  상기  데이타  블럭이  상기  캐시에서 사용가능
하지  않은  경우,  블럭을  i번째   DASD로부터  어레이  위치(i,j)  내지  (i,k)에서  상기  캐시로 스테이징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액세스 관리 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K  패리티  블럭은  N번째  DASD의  제1트랙상에  기억된  KN  블럭의  제1그룹  또는논리적 
트랙과  연관되며,  또한,  K  패리티  블럭은  (N-1)번째  DASD의  제1트랙상에  기억된  KN  블럭의  제2그룹 
또는  논리적  트랙과  관련되며,  또한,  K  패리티  블럭은  (N-2)번째  DASD의  제1트랙상에  기억된  KN 블
럭의 제3그룹 또는 논리적 트랙과 관련되는 액세스 관리 방법.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K  패리티  블럭은  정확하게  M  패리티  블럭이  각  DASD의  대응  물리적  트랙에 기입되
도록 K 모듈로 M의 DASD 어레이를 가로질러 분산되어 있는 액세스 관리 방법.

청구항 9 

제1항  또는  2항에  있어서,  순차적인  순서로된  블럭의  수는  T*KN이고,  T는  논리적  트랙의  수이며, M
은 닫혀진 정수 간격(1,TK)에 있는 액세스 관리 방법.

청구항 10 

CPU와,  N  DASD의  어레이와,  DASD중  선택가능한  것을  동기적으로  액세싱하기  위해  CPU와  어레이를 상
호  결합시키는  수단을  갖춘  시스템에서,  상기  수단은  N  DASD  상에  분산,  기억된  순차적인  순서로된 
KN  블럭의  판독  및  기입  액세스를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각각의  DASD는  순환  트랙  기록  매체를 포
함하고, 각각의 트랙은 K  블럭의 기억 용량을 가지며, 상기 수단은 (a)  로 주순서 K  모듈로 M  및 컬
럼주순서 K  모듈로 MN으로 N  DASD  어레이의 N  트랙상에 KN  블럭을 포맷팅하는 수단(여기서 M은  K보

다  작거나  같음)  ;(b)  각각의  액세스가 한번에 b개  블럭의 ( )  대응  DASD와의  동기적인 데이타 교
환을  수반하여(N-b)  DASD는  다른  액세스  요청에  구속시키기  위해  동시적(일치성)으로  사용가능하게 
되도록  어레이에  대한  대량  및  소량  액세스  요청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여기서  M은  데이타  속도와 
일치성을 균형맞추기 위한 매트릭임)을 더 구비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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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싱  수단은,(c)  선정된  수의  블럭을  기억시키며,  CPU로부터  발생된 액세
스  요청에  응답하여  사용가능하다면  요청된  블럭을  CPU와  교환하고  또는  요청을  DASD로  통과시키는 
캐시와;  (d)  요청된  블럭으로부터  대응  DASD  상의  물리적인  끝의  트랙으로  블럭을  캐시에 스테이징
하기 위한 수단을 더 구비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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