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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 매스 스토리지(112)에서의 데이터 블록 손실이 완전 복원 전에 손실 데이터 블록에 주 컴프터 시스템(110)의 억세

스를 허용하면서 복구 된다. 복원은 2개 채널을 따라서 발생한다. 제1채널(104)에서, 주 컴퓨터 시스템(110)에 의해 

제기된 읽기 요구는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122)로부터 요구된 데이터를 획득하여 처리된다. 다음, 복구된 데

이터 블록이 주 매스 스토리지(110)에 읽혀져, 상기 데이터 블록용 주 매스 스토리지(110)를 회복시킨다. 복원(128,1

38)의 제2채널에서는, 백업 매스 스토리지(122)의 선택된 데이터 세트(124)의 스넵샷 카피(126)가 만들어지고 주 시

스템(110)에 전송된다. 만일 주 매스 스토리지(112)에 대응 데이터 블록이 현재 데이터 블록을 가지면, 데이터 블록

은 스넵샷 카피(130)로부터 주 매스 스토리지(112)에 쓰여지지 않는다. 다르게는, 데이터 블록이 스넵샷 카피(130)로

부터 주 매스 스토리지로 복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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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컴퓨터 데이터의 복원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데이터가 주 매스 스토리지 시스템에 회복될 때까지 데이터

의 손실 시에 데이터로의 유저 억세스를 최적하게 하면서, 부 매스 스토리지 시스템의 사용을 통한 주 매스 스토리지 

시스템에 데이터를 회복하는 시스템과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그들의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상업적 가치의 인식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데이

터를 보호하는데 신뢰성 있고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방식의 컴퓨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기술의 하나로서, 임의적인 이유로 데이터의 원 복사본이 예를 들어 화재, 홍수, 지진, 폭발과 같은 재

해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을 때에 해당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게 원격 서버에 데이터를 백업 복사해 두는 방식이 있

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효능은 원 데이터에 손상을 끼치는 사건이 백업 데이터에는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주 서버

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리에 원격 서버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분리시키는 기술에 따르게 된다.

주 서버로부터 원격지게 서버를 분리시킨 결과, 양 서버간에서 활용할 수 있 는 통신 데이터의 비율이 양 서버가 근접

하여 있는 경우에 활용 비율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게 된다.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의 유효 데이터의 손실은 

컴퓨터 시스템에 손실 데이터를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터무니 없이 많은 량의 자원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데이터를 회복시키는 중에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되어 발생되는 데이터 회복과 관련된 비용은, 컴퓨터와 컴

퓨터 처리된 데이터에 신뢰성의 증가에 따라서 더 많이 소요될 것이다. 일부 회사는 업데이트 또는 데이터 복원을 위

해 컴퓨터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기술에 소요되는 비용이 터무니 없이 많이 소요되는 컴퓨터처리 데이터에 따르는 구

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데이터 업데이트 작업이 백업 테이프가 로칼 사이트로 전송되는 중에 그리고 미러

카피(mirrored copy)의 데이터가 로칼 및 원격 사이트에 동시적으로 있을 때까지, 컴퓨터 시스템이 정지되기를 요망

할 때에 특히 그러하다.

데이터가 광대역폭 통신선을 통하여 전송될 때에도, 로칼 및 원격 사이트 사이에 거리로 인해서 초래되는 서행 데이

터 비율은, 오늘날의 대형 데이터 스토리지 크기 때문에 시(times)로부터 일(days)로 또는 그보다 더 길게 서버 사이

에 미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기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리미러(remirror) 중에, 데이터가 논리적 파일 

베직 보다는 물리적 블록 베직에 복사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리미러가 100%완성되지 않는다면, 데이터는 실질적

으로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므로, 리미러 기간 중에, 데이터 복사는 데이터의 영구 손실 또는 손상당할 수 있게 상해 

받을 수 있는 시간 중에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당분야의 종래기술에서의 상술된 문제는, 복원이 이루어져 있기 전이더라도 주 컴퓨터 시스템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고 그리고 적어도 선택된 데이터 세트에 관한한 백업 매스 스토리지를 미러하도록 주 매스 스토리지를 회복시

키는, 주 컴퓨터 시스템에 손실 데이터 블록을 복구하는 방법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본 발명에 의해 성공적으로 극복

되었다.

본 발명에서, 컴퓨터 시스템에는 데이터 블록이 주 로케이션에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저장되고 그리고 데이터

블록의 백업 카피가 부 로케이션에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저장되는 것이다.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는 

주 컴퓨터에 연결된다.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는 백업 시스템에 연결된다.

복원은 2개 채널을 따라서 일어난다. 제1채널에서, 데이터 블록은 이들이 주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어 회복된

다. 예를 들어, 주 컴퓨터 시스템이 정상 작업을 함으로서, 주 컴퓨터 시스템은 빈번하게 주어진 데이터 블록용 읽기 

요구(read requests)를 생성한다. 그리고, 주 매스 스토리지의 대응 데이터 블록을 상실한다. 대신, 요구 데이터 블록

이 백업 매스 스토리지로부터 복구된다. 복구 데이터 블록은 주 매스 스토리지에 쓰기(write) 되어, 주 컴퓨터 시스템

에 적용에 의해 진행된다. 또한, 주 컴퓨터 시스템이 정상 작업을 함으로서, 주 컴퓨터 시스템은 빈번하게 주어진 데이

터 블록용의 쓰기 요구(write requests)를 생성한다. 데이터 블록은 주 및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 양쪽에 쓰게 된다.

주 매스 스토리지에 손실 데이터 블록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주 컴퓨터 시스 템은 주 매스 스토리지에 현재 데이터 블

록을 쓰는 행위를 지속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쓰기 작업은 일 채널의 복원으로 볼 수 있다. 각각의 현재 데이

터로서, 블록이 주 매스 스토리지에 쓰여지게 된다. 겹쳐쓰기 맵(overwrite map)에 대응 엔트리는 주 매스 스토리지

에 데이터 블록이 현재에 있는 것을 지시하도록 설정된다.

제2채널의 복원에서, 스넵샷 카피는 백업 매스 스토리지에 선택 데이터 세트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 데이터 세트

는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데이터 블록에 대응하며, 전체 백업 매스 스토리지 또는 해당 부분 만을 구비한다. 다음, 스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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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 카피가 주 컴퓨터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백(back) 전송된다. 스넵샷 카피에 각각의 데이터 블록용

으로, 만일 주 매스 스토리지에 대응 데이터 블록이 겹쳐쓰기 맵에 현재로서 표시되지 않으면, 다음 데이터 블록이 스

넵샷 스토리지로부터 주 매스 스토리지로 복사 된다. 다른 측에서는, 만일 주 매스 스토리지에 대응 데이터 블록이 겹

쳐쓰기 맵에 현재 있는 것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다음 데이터 블록은 구 데이터 블록이 신 데이터 블록으로 대체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스넵샷 스토리지로부터 주 매스 스토리지로 복사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적어도 선택된 데이터 세트에 관한한 백업 매스 스토리지와 주 매스 스토리지 사이에 미러동작(mi

rroring)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제1복원 채널은 주 컴퓨터 시스템이 데이터 블록의 읽기와 쓰기를 지속적으로 하

게 하여 작업을 계속하게 한다.

본 발명을 실시하는 설명을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이하에 기술한다. 첨부 도면은 본 발명의 일반적인 실시예만을 설

명을 목적으로 도시한 것이고, 본원 발명의 범위는 첨부 도면으로 한정되지 않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방법과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대표적 구조를 나타낸 블록 다이어그램.

도2는 데이터 상실 시와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데이터 스토리지용으로 활용될 때에 취해질 수 있는 복원 단계

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3a 및 도3b는 본 발명의 방법의 예를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실시예

본 발명은 유저 억세스가 데이터 블록의 회복을 이루면서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데이터 블록을 회복하는 양쪽

방법과 시스템을 의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경우, 본 발명은 데이터 블록이 주 매스 스토리지 시스템에서의 손실이 

있을지라도 컴퓨터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2개 채널을 복원에 사용하여 최적하게 달성하는 것이다

.

제1채널에서의 정상과정의 작업에서, 주 컴퓨터 시스템은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데이터 블록의 읽기 요구(rea

d requests)를 생성한다. 요구 데이터 블록을 복귀시키는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대신하여, 백업 매스 스토리

지 디바이스가 다이얼-업 접속과 같은 전송 링크에 전달되어 요구 데이터 블록을 복귀시킨다. 데이터 블록은 주 시스

템에 의한 처리를 위해 주 시스템으로 복귀되고 그리고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도 쓰여진다. 따라서, 요구 데이

터 블록은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회복된다. 만일, 정상 작업 과정에서, 주 시스템이 데이터 블록을 위한 쓰기 

요구를 생성하면, 데이터 블록은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와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쓰여지게 된다. 이러한

복원 기간 중에, 주 시스템이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데이터 블록을 쓸 때마다, 주 시스템도 데이터 블록이 현

재에 있음을 나타내도록 겹쳐쓰기 맵에 엔트리를 설정한다.

제2채널의 복원에서, 백업 컴퓨터 시스템은 회복되는 선택 데이터 세트에 대응하는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정적 스넵샷(static snapshot)을 취한다. 스넵샷은 물리적 스토리지 매체에 저장되어, 주 시스템에 백 전송된다. 다음,

정적 스넵샷이 겹쳐쓰기 맵을 통하여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다시 쓰여지게 된다. 만일, 겹쳐쓰기 맵이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데이터 블록이 현재에 있음을 나타내면, 다음 대응 데이터 블록이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정적 스넵샷으로부터 복사되지 않는다. 다르게는, 데이터 블록이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정적 스넵샷으로부터 

복사되어 적어도 선택 데이터 세트에 관한한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미러되도록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

를 회복시킨다.

발명의 시스템과 방법을 이행하는 임의적인 실시예의 구조나 프로세스의 어느 하나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다이어그램

을 사용하여 본 발명을 설명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발명을 설명 보조하는 다이어그램은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성인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은 일반적 목적 또는 특정한 목적의 컴퓨터로 실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컴퓨터 시

스템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이행되는 실시예도, 그 안에 컴퓨터-실행 인스트럭션(computer-executable instructio

ns) 또는 데이터 구조가 부호화 되어져 있는 컴퓨터-읽기 매체(computer-readable media)를 구비한다. 상기 컴퓨터

-읽기 매체는 일반적 목적이나 특정한 목적의 컴퓨터에 의해 억세스될 수 있는 임의적으로 활용가능한 매체이다. 제

한적이지 않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상기 컴퓨터-읽기 매체는 RAM, ROM, EEPROM, CD-ROM, 또는 다른 광 디스

크 스토리지와 같은 물리적 스토리지 매체, 마그네틱 디스크 스토리지, 마그네토-옵티칼 스토리지 디바이스 또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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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틱 스토리지 디바이스, 또는 컴퓨터-실행 인스트럭션과 데이터 구조를 저장하는데 사용되고 일반적 목적 또는 

특정한 목적의 컴퓨터에 의해 억세스될 수 있는 임의적인 다른 매체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이 통신 

링크(무선, 유선 또는 유무선 조합물)에서 읽혀질 때에, 통신 링크는 적절하게 컴퓨터-읽기 매체인 것으로서 보면 된

다. 상기 조합물도 컴퓨터-읽기 매체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진다. 차례로, 디코딩 및 실행이 이루어지면서 컴퓨터-실

행 인스트럭션 또는 데이터 구조를 저장하는 CPU 또는 다른 프로세싱 유닛의 레지스터가, 컴퓨터-읽기 매체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컴퓨터-실행 인스트럭션은 일반적인 목적의 컴퓨터 또는 특정한 목적의 컴퓨터가 임의적인 기

능 또는 기능 그룹을 수행하도록 하는 실행 인스트럭션 및 데이터와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데이터 블록'용어는 매스 스토리지 수단으로부터 읽거나 거기에 쓰여지게 되는 데이터의 블록을 설명하는데 사용된

다. '데이터 블록'용어는 확대적으로 구조되는 성질의 것이며 어느 정도의 크기의 데이터 또는 포맷을 포함하는 것이

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스크에 개별 섹터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적절하게 데이터 블록으로 언급한다. 섹터의 그룹 또

는 클러스터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량도 데이터 블록으로서 적절하게 언급할 수 있다. 만일, 매스 스토리지 수단이 RA

M 또는 다른 워드 또는 바이트 어드레스어블 스토리지 디바이스 이면, 데이터 블록 용어는 데이터의 바이트, 워드 또

는 멀티플 워드 유닛으로 적용될 수 있다.

도1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시스템 레벨 블록 다이어그램을 설명한다. 시스템(100)은 주 시스템(110),

백업 시스템(120), 및 주 시스템(110)과 백업 시스템(120)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도1에 도시된 백업 전송 링크(1

04)와 같은 백업 전송수단을 구비한다. 시스템은 1개 이상의 주 시스템과 백업 시스템을 교대로 포함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나 다양한 형태의 의도적인 테러행위로 인한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기를 희망하는 장소에, 주 컴퓨터 시스

템(110)과 백업 컴퓨터 시스템(120)이 지리적으로 분리된 구역에 배치된다. 다르게는, 서로 근접한 범위 내에 주 컴

퓨터 시스템(110)과 백업 컴퓨터 시스템(120)을 배치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어떠한 타입의 네트웍 구조에도 유용한

것이지만, 특히 주 컴퓨터 시스템(110)과 백업 컴퓨터 시스템(120)이, 많은 경우에서 백업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 컴

퓨터로 데이터를 간단하게 전송하는 종래 방식의 손실 데이터 회복작업이 터무니 없이 장시간의 시간을 소비하는 정

도로 지리적으로 분리된 경우에 유용한 것이다.

주 시스템(110)은 임의 타입의 네트웍 또는 고립 컴퓨터 시스템 이다. 예를 들면, 주 시스템(110)은 컴퓨터 네트웍(10

2)과 같은 컴퓨터 네트웍에 접속된 네트 웍 서버 컴퓨터 이다. 주 시스템(110)도 고립 시스템일 수 있다. 주 시스템(1

10)이 주 서버에 접속된 컴퓨터 네트웍의 백업 또는 대기 서버일 수 있다. 본 발명은 임의 타입의 컴퓨터 시스템에 사

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주(primary)' 용어는 주 네트웍 서버(백업 또는 대기 네트웍 서버에 반대되는 

서버)로서 컴퓨터 시스템에 한정하거나 기술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주'용어는 시스템이 백업을 받게

되는 복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매스 스토리지 수단이 부착되어져 있는 것에 기준하여 본 명세서와 청구범위에서

는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주'용어는 주 시스템(110)을 백업 시스템(120)과 구별하여 사용한 것이다.

주 시스템(110)은 복수의 저장 구역에서 복수의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기 위한 매스 스토리지(112)로서 기술된 매스 

스토리지 수단이 부착되어진 것이다. 스토리지 구역은 유니크 어드레스 또는 인덱스에 의해 어드레스되어, 특정한 데

이터 블록이 그곳에 쓰여져 그로부터 복구되는 것이다. 매스 스토리지(112)는 백업을 받게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임

의적 스토리지 메카니즘 이다. 예를 들어, 상기 매스 스토리지 수단은 1개 이상의 마그네틱 또는 마그네토-옵티칼 디

스크 드라이브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매스 스토리지 수단은 마그네틱 디스크 드라이브에 한정되지 

않으며, 특정한 컴퓨터 시스템의 읽기와 쓰기를 다룰 수 있는 옵티칼 디스크, 마그네틱 테이프 드라이브, 또는 임의적

인 다른 매체를 사용하여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상세하게 후술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실시예는 순간 시간(an instant in time)으로 주 매스 저장 디바이

스에 쓰여진 신 데이터 블록을 가진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112)의 로케이션을 트랙킹 하는 겹쳐쓰기 맵핑 수단

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도1에서, 겹쳐쓰기 맵핑 수단은 겹쳐쓰기 맵(114)으로 설명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신 

데이터 블록의 구역의 트랙을 유지하는 겹쳐쓰기 맵(114)을 트리거 하는 순간 시간은, 적어도 데이터 블록이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의 손실이 있은 후에 그리고 스넵샷이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 취해진 최종 시간에

서 발생한다. 따라서, 정적 스넵샷이 겹쳐쓰기 맵을 통하여 필터 되어진 후에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복사된 후,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적어도 정적 스넵샷에 선택 데이터에 관한한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와 동시에 백

전달된다.

주 시스템(110)이 임의적 타입의 일반적 목적 또는 특정 목적의 컴퓨터이므로, 주 시스템(110)은 일반적 목적 또는 

특정 목적의 컴퓨터를 구성하는 임의적인 다른 하드웨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 시스템(110)도 프로그래머

블 코드수단을 실행하는 프로세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서 수단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다른 CPU디바이

스 이다. 프로세서 수단도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등과 같은 다양한 특정 목적 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다. 주 시스템(1

10)도 유저에게 출력을 디스플레이 하는 디스플레이 수단과, 주 시스템(110)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 수단과, 하드

복사 출력정보 지시 테이프를 출력하는 출력 수단과, RAM, ROM, EEPROM과 같은 메모리 수단 등과 같은 다른 일반

적인 컴퓨터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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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의 백업 시스템(120)은 주 시스템(110)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백업 스토리지(122)로서 표시된

백업 스토리지 수단을 포함한다. 백업 스토리지 수단은 주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블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임

의적 타입의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주 시스템(110)과 백업 시스템(120)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백업 전송수단이 사용된다. 백업 전송 링크(104)는

일예로 주 시스템(110)과 백업 시스템(120)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백업 전송 수단이다. 백업 전송 링크(104)는 주

시스템(110)과 백업 시스템(120) 사이에 데이터 통신을 허용하는데 소요되는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의 조합물

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백업 전송 링크(104)는 LAN(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표준전화선 

또는 고속 통신선을 사용하는 다이얼-업 접속, 인터넷, 또는 주 시스템(110)과 백업 시스템(120) 사이에 데이터의 흐

름을 허용하는 임의적인 다른 메카니즘이다.

주 매스 스토리지(112)에 데이터 블록의 백업 복사는 백업 스토리지(122)에 생성된다. 백업 복사는 다양한 방법을 통

하여 생성된다. 일 방법은 특정 기간 시간에서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로부터의 

모든 데이터 블록을 복사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것이다. 복사동작이 발생하여야 하는 빈도는 백업되는 데이터의 타입

과 소실(stale) 데이터에 대한 빈도에 따른다. 만일 예를 들어 데이터가 매우 급하게 소실되면, 상기 기간은 빈번히 발

생할 것이다.

다른 방법은 데이터의 타임 시켄스가 캡쳐되어 세이브 되는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것이다. 많은 시스템에는, 주 매스 

스토리지 시스템에 만들어지는 변화를 백 업 또는 부 매스 스토리지 시스템에 보내는 미러동작 또는 듀플렉스 동작 

디스크가 합체된다. 다른 말로, 데이터 블록이 주 매스 스토리지 시스템에 쓰여지면, 동일한 데이터 블록이 백업 매스 

스토리지 시스템에 쓰여진다. 부 매스 스토리지 시스템에 각각의 쓰기 작업을 복사하여, 2개 매스 스토리지 시스템이 

미러 동작을 유지하여, 이들이 동일한 순간 시간으로 가상적으로 확인된다.

도1을 참고로 설명하면, 쓰기 명령은 매스 스토리지(112)와 백업 스토리지(122)에 동시적으로 보내진다. 일 매스 스

토리지 디바이스가 실패하더라도, 데이터는 여전히 다른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다. 매스 스토리지

(112)와 백업 스토리지(122)는 각각 매스 스토리지 컨트롤러에 접속된다. 따라서, 만일 일 매스 스토리지 컨트롤러 

또는 일 스토리지 수단이 실패하더라도, 다음 데이터가 여전히 다른 매스 스토리지 컨트롤러와 스토리지 수단을 통하

여 억세스 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부 네트웍 서버가 주 서버를 백업하는 곳에 전체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확장하여,

주 네트웍 서버에서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 부 네트웍 서버가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이를 접수하여 운영을 계

속하는 것이다.

도1의 나머지 부분은 주 매스 스토리지(112)에서의 데이터 블록 손실을 회복하는 흐름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

며, 도2를 참고로 하여 설명된다. 본원의 방법은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112)에서 데이터 블록이 손실되어져 있

는 지를 판단하는 판단 블록(202)에서부터 개시된다. 이러한 판단은 주 컴퓨터 시스템, 백업 컴퓨터 시스템, 및/또는 

일부 다른 메카니즘에 의해 이루어진다.

판단 블록(202)이 주 매스 스토리지(112)에 데이터 블록이 손실되어져 있다 고 판단한 후에, 데이터는 2개 복원 채널

을 사용하여 회복된다. 일 복원 채널은 주 컴퓨터 시스템이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현재 데이터 블록을 쓰는 단

계(204)로 개시된다. 주 컴퓨터 시스템은 다수 방식으로 현재 데이터 블록에 억세스 된다.

예를 들어, 정상 과정의 컴퓨터 작동에서는, 주 컴퓨터 시스템의 적용 프로그램 또는 운영 시스템이 주 매스 스토리지

에 손실 데이터 블록에 대응하는 데이터 블록을 위한 읽기 요구를 발생한다. 요구 데이터 블록을 복귀시키는 주 매스 

스토리지를 대신하여, 읽기 요구가 백업 매스 스토리지(122)로부터 복구되는 요구 데이터 블록으로 초래된 백업 컴퓨

터 시스템으로 전송 링크(104)에 의해서 달성된다. 다음, 검색 데이터 블록이 주 매스 스토리지에 쓰여진다.

또한, 정상 과정의 컴퓨터 작동에서는, 주 컴퓨터 시스템의 적용 프로그램 또는 운영 시스템이 주 매스 스토리지에 손

실 데이터 블록을 겹쳐쓰기 하는 데이터 블록을 위한 쓰기 요구를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신규 데이터 블록이 주 매스 

스토리지 양쪽에 쓰여지고, 백업 매스 스토리지에 쓰여지기 위해 전송 링크(104)에 의해서 전송된다.

이러한 양쪽 환경에서, 주 컴퓨터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주요한 차이는 주 컴퓨터 시스템이 주 매스 스토리

지 디바이스로부터 보다는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로부터의 데이터 블록을 읽는 것이다. 주 컴퓨터 시스템의 유

저의 예상으로, 주 컴퓨터 시스템은 적절하게 행해진다. 성능 차이만은 구역적이기 보다는 전송 링크에 의한 데이터 

블록의 억세스 동작이 포함된 대기시간(latency)에 있다. 계속하여, 주 컴퓨터 시스템은 그 주 매스 스토리지로부터 

데이터가 손실되어져 있을 지라도 작동을 지속한다.

제2채널 복원단계(208,210)로의 어시스트로, 주 컴퓨터 시스템은 겹쳐쓰기 맵(114)에 있는(206) 주 매스 스토리지에

있는 임의적인 현재 데이터 블록의 로케이션을 표시한다. 따라서, 데이터 블록이 손실된 후에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

이스에 쓰여진 임의적인 신규 데이터 블록의 로케이션은, 신규 데이터 블록이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로부터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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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지거나 주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쓰기 요구로 발생되는 여부와 무관하게, 겹쳐쓰기 맵에 표시된다.

이러한 제1채널의 복원단계는 주 컴퓨터 시스템이 손실 데이터 블록의 억세스 동작을 지속하도록 하면서, 억세스 시

간은 서행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지점에서는, 데이터 블록이 주 매스 스토리지에 국부적으로 회복되어져 주 

컴퓨터 시스템은 데이터 블록에 보다 신속하게 억세스 한다. 제2채널의 복원은 이러하게 완성되도록 설계된다.

제2채널의 복원은, 단계(208)가 스넵샷 캡쳐(126) 메카니즘을 사용하는 백업 스토리지(122)의 선택된 데이터 세트(1

24)의 스넵샷 복사를 생성한다. 선택된 데이타 세트는 전체 백업 매스 스토리지를 구비하거나 그 일부분만을 구비할 

수 있다. 스넵샷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본원에 참고로서 기재된 발명의 명칭 '매스 스토리지 시스템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정적 스넵샷을 제공하는 방법과 시스템'의 미국특허 5,649,152호에 기재되어 있다. 스넵샷 카피는

데이터 블록이 국부적으로 일정한 상태에 있을 때에 순간 시간에서 백업 스토리지(122)에 모든 데 이터 블록의 복사

를 제공한다. 다음, 스넵샷 카피는 주 매스 스토리지(112)의 로케이션으로 단계(210)에서 전송된다. 스넵샷 카피의 

전송동작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임의적 타입의 쓰여질수 있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보존되어져 있는 스

넵샷 카피는 전자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전송된다. 일 실시예는 주 시스템(110)의 로케이션에 백업 시스템(120)의 

로케이션으로부터 스넵샷 카피를 함유하는 물리적 전송 매체(128)의 이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상술된 바와 같은 2개 

로케이션은 서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가까운 근거리에 있어야 한다.

정적 스넵샷 카피(130)는 일단 주 매스 스토리지의 물리적 로케이션으로 이동한다. 정적 스넵샷 카피(130)는 겹쳐쓰

기 맵에 기준하여 백으로 주 매스 스토리지에 데이터 블록 바이 데이터 블록을 복사 한다. 특정적으로는, 판단 블록(2

12)이 각각의 데이터 블록이 주 매스 스토리지에 이미 현존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겹쳐쓰기 맵(114)을 참고 한

다. 만일, 현재 있으면(판단 블록(212)에서 'YES'), 다음 데이터 블록은 주 매스 스토리지(112)에 정적 스넵샷 카피(1

30)로부터 복사되지 않는다. 대신, 판단 블록이 다음 데이터 블록을 적절하게 평가한다. 다른 한편에서, 만일 데이터 

블록이 주 매스 스토리지에서 현재 있지 않으면(판단 블록(212)에서 'NO'), 데이터 블록은 주 매스 스토리지에 정적 

스넵샷 카피(130)로부터 복사되고, 다음 데이터 블록을 평가한다(214).

판단 블록(212)은 선택된 데이터 세트의 정적 스넵샷이 백업 매스 스토리지에 취해진 후에 주 컴퓨터 시스템의 작업

을 지속하는 것을 인식하는 동작을 제공한다. 따라서, 주 컴퓨터 시스템은 정적 스넵샷의 시간 후에 주 매스 스토리지

에 쓰 여진 현재 데이터 블록을 가지는 것이다. 만일, 정적 스넵샷이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간단하게 복사되면,

다음 상기 현재 데이터 블록은 신 데이터 블록을 대체하는 구 데이터 블록에 겹쳐쓰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

라서, 백업 매스 스토리지는 주 매스 스토리지에 유포되지 않는다. 그런데, 판단 블록(212)은 신 데이터 블록이 구 데

이터 블록으로 대체되는 것이 회피되도록 한다. 따라서, 백업 매스 스토리지와 주 매스 스토리지는 적어도 선택된 데

이터 세트에 관한한 복원 후에 미러동작을 유지한다.

도2의 단계(202,204,206,208,210,214)를 통해 나타낸 바와 같은 주 매스 스토리지(112)에 손실 데이터를 회복시키

는 방법과 프로세스는 도3a와 도3b에 보다 특정하게 나타내었다. 도3a를 먼저 참고로 하여 설명하면, 백업 매스 스토

리지(122)의 1~6으로 번호 부여된 스토리지 로케이션에 저장되는 데이터 블록(330)의 그룹을 고려한 것으로서, 도3

a도 주 매스 스토리지(112)가 유사한 그룹의 6개 스토리지 로케이션(360)을 가지지만, 이들은 데이터 블록이 주 매스

스토리지(112)로부터 손실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나타내었다. 데이터 블록(1~6)이 

주 매스 스토리지로부터 손실되어져 있으므로(판단 블록(202)에서 'YES'), 상기 방법은 2개 채널의 복원단계를 실행

하도록 진행된다.

백업 시스템은 이하에 부가적으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정적 스넵샷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백업 맵(320)과 스넵샷 

맵(310)을 구비함에 주의 한다.(208) 백업 맵(320)은 스토리지 로케이션(330)에 대응하는 6개 맵 로케이션(322)을 

가지고 그리고 스넵샷 맵(310)은 스토리지 로케이션(330)에 대응하는 6개 맵 로케이션(312) 을 가진다. 시간(T O )

에서, 맵 로케이션(322,312)은 클리어 하다. 주 시스템은 맵 로케이션(372)을 가진 겹쳐쓰기 맵(114)을 구비한다. 겹

쳐쓰기 맵(370)은 현재 데이터를 함유하는 주 매스 스토리지(112)에 데이터 블록(360)의 트랙에 사용된다. 시간(T O

)에서, 맵 로케이션(372)은 데이터 블록(360)이 손실되어져 있고 현재 데이터를 함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도

록 클리어 하다.

시간(T O ) 후에, 주 시스템은 데이터 블록(360)의 로케이션(1)에 저장된 데이터 블록을 요구한다. 데이터 블록(360)

의 로케이션(1)이 손실되어져 있으므로, 주 시스템은 빠뜨린 데이터 블록을 문의하여, 백업 시스템에 읽기 요구(347)

를 보낸다. 도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 시스템과 백업 시스템은 전송 링크(104)를 통하여 통신한다. 백업 시스템은 

데이터 블록(348)을 생성하고, 주 시스템에서 데이터 블록(360)의 스토리지 로케이션(1)에 대응하며 그리고 주 시스

템으로 데이터 블록(348)을 보내어 반응한다. 도2의 단계(204)에서, 백업 시스템으로부터의 데이터 쓰기는 데이터 

블록(361)을 생성하도록 데이터 블록(360)에 쓰여지는 데이터 블록(348)을 초래하는 주 매스 스토리지(112)에 복사

된다. 다음, 겹쳐쓰기 맵(114)은 현재 데이터를 함유하는 데이터 블록(360)을 나타내도록 개조 된다(단계206). 맵 로

케이션(374)의 회색 로케이션(1)은 데이터 블록(361)의 로케이션(1)이 현재 데이터를 함유하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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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데이터 블록(340)이 매스 스토리지(112)의 스토리지 로케이션(361)에 저장된다. 따라서, 현재 데이터 블록(34

0)이 주 매스 스토리지(112)에 쓰여진다. 복원 후에 백업 시스템과의 동기화를 보장하도록, 현재 데이터 블록(340)도

백업 매스 스토리지(122)에 쓰여진다. 데이터 블록(340)은 2개 쓰기 요구를 나타내며 그리고 읽기 요구(347)와 유사

하게, 데이터가 주 매스 스토리지(112)에서 손실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지속하여 주 컴퓨터 시스템(110)에 의

해 발생되는 활성 타입 만을 나타낸다. 매스 스토리지(112)에 데이터 블록(340)의 쓰기동작 요구는 로케이션(362)에 

의해 설명되며 그리고 백업 스토리지(122)에 데이터 블록(340)의 쓰기동작은 로케이션(332)에 의해 설명된다.

데이터 블록(340)이 저장되어져 있는 곳에 스토리지 로케이션은 변경되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 시스템에서, 

겹쳐쓰기 맵(114)의 맵 로케이션(376)은 로케이션(1,3,4)이 변경되어져 있으며 현재 데이터를 함유하는 것을 나타내

도록 회색으로 된다. 백업 시스템에서, 스넵샷 맵은 이러한 목적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스넵샷 맵(310)의 맵 로케이

션(314)은 데이터 블록이 스토리지 로케이션(3,4)에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도록 회색으로 나타나 있다. 백업 

맵(320)에 스토리지 로케이션이 맵 로케이션(322)에 의해 나타낸 바와 같이 변화되지 않고 유지됨에 주목한다.

로케이션(3,4,6)에 저장되도록 있는 3개 데이터 블록(342)을 함유한 다음 요구를 제안한다. 스넵샷이 아직은 취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구는 백업 스토리지(122)와 매스 스토리지(112) 모두에 쓰여지는 데이터 블록(342)에 이전 

쓰기 요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신규 데이터가 백업 스토리지(122)에 저장된 후에, 스토리지 로케이션(334)

은, 로케이션(3)에 저장된 데이터 블록이 '3b'로 변 경되어져 있으며, 로케이션(4)에 저장된 데이터 블록이 '4b'로 변

경되어져 있으며, 그리고 로케이션(6)에 저장된 데이터 블록이 '6a'로 변경되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유사하게, 신규 데

이터가 주 매스 스토리지(112)에 저장된 후에, 스토리지 로케이션(364)은 데이터 블록(3a)이 '3b'로 변경되어져 있고,

데이터 블록(4a)이 '4b'로 변경되어져 있고, 그리고 데이터 블록(6a)이 저장되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이전 쓰기 요구

로, 주 시스템은 로케이션(1,3,4)에 더하여, 데이터 블록(364)의 로케이션(6)이 현재 데이터를 함유하는것을 나타내

도록 맵 로케이션(378)을 업데이트 한다. 또한, 백업 시스템은 로케이션(3,4)에 더하여, 데이터 블록(334)의 로케이션

(6)이 변경되어져 있음을 나타내도록 맵 로케이션(316)을 업데이트 한다. 맵 로케이션(322)은 비변경된 상태로 유지

된다.

본 예에서의 이러한 포인트에서, T 1 은 국부적인 순응 상태를 나타내며 그리고 스넵샷은 백업 스토리지(122)로 취

해진다. 도2의 단계(208)는 취해지고 있는 스넵샷에서 초래된다. 이제 도3b를 참고로 설명하면, 스넵샷 맵(310)의 맵

로케이션(316)은 백업 맵(320)의 맵 로케이션(324)에 복사된다. 따라서, 맵 로케이션(324)은 로케이션(3,4,6)이 그 

안에 저장된 신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쓰기 요구는 스토리지 로케이션(364)과 스토리지 로케이션(334)에 데이터 블록(344)이 저장되도록 요구하는 동작을

보낸다. 실행은 데이터 블록(344)이 스토리지 로케이션(366)과 스토리지 로케이션(33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 매스

스토리 지(112)와 백업 스토리지(122)에 저장되는 이전 쓰기 요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전 쓰기 

요구와 다르게, 스넵샷은 이제는 시간(T 1 )에서 취해져 있다. 따라서, 스토리지 로케이션(33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토리지 로케이션(334)에 있으며 데이터 블록(344)으로 대체되는 데이터 블록이, 스넵샷 스토리지(300)에 저장된다

. 스넵샷 맵(310)의 맵 로케이션(317)은, 스토리지 로케이션(1,3)이, 스넵샷의 시간이 T 1 에서 취해져서 변경되어져

있고 그리고 대응 데이터 블록이 스넵샷 스토리지(300)에 저장된 것을 나타낸다. 변경은 맵 로케이션(378)이 데이터 

블록(366)의 로케이션(1,3)이 현재 데이터를 함유하는 것을 이미 나타내었으므로 겹쳐쓰기 맵(370)으로 만들지 않는

다.

도2의 단계(208)로 나타낸 바와 같이, 백업 스토리지(122)의 선택된 데이터 세트의 스넵샷 카피가 생성된다. 이러한 

경우에, 선택된 데이터 세트는 백업 스토리지(122)의 로케이션(1~6) 이다. 이러한 사실은 T 1 에서 취해진 스텝샷의

순간에 존재하는 데이터 블록으로서 운반 매체(128)에 데이터 블록을 복사하여 행해진다. 데이터 블록(334)은 스넵

샷이 취해질 때에 백업 스토리지(122)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나타낸다. 그리고, 데이터 블록(344)이 백업 스토리지(12

2)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블록(336)은 백업 스토리지(122)의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 시간(T 1 )에서 백업 스

토리지(122)를 재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스넵샷 맵(310)과 스넵샷 스토리지(300)의 한 이유 이다.

스넵샷 맵(310)의 컨설팅 맵 로케이션(317)은, 데이터 블록(336)의 로케이션(1,3)이 시간(T 1 ) 이후로 여기에 저장

된 신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넵샷 스토리지(300)가 시간(T 1 )에서의 백업 스토리지(122)에 저장된 데이

터 블록을 회복시키도록 억세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만일 데이터 블록(336)의 로케이션(1,3)이 스넵샷 스

토리지(300)에 대응 데이터 블록으로 대체된다면, 결과는 시간(T 1 )에서 백업 스토리지(122)의 상태로 데이터 블록

(334)으로 될 것이다.

백업 맵(320)의 맵 로케이션(324)은 시간(T O )과 시간(T 1 )사이에서 변경되어져 있는 데이터 블록을 나타낸다. 데

이터 블록(330)에 데이터 블록(334)을 대비하여 맵 로케이션(324)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로케이션(3,4,6)을 변경하

여 변화시키었다. 맵 로케이션(324)은 동기화된 2개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유지하게 특정 시간 중에 변경되어져 

있는 데이터 블록을 발생하는데 유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만일 백업 스토리지(122)와 다른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시

간(T O )에서 동기화 되어져 있으면, 다음, 시간(T O )에서 디바이스는 재동기화 동작은 백업 맵(320)의 맵 로케이션

(324)에 나타낸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동작을 요망한다. 백업 맵(320)과 스넵샷 맵(310)의 작업에 관한 보다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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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은 본원에 참고로서 상술된 바와 같은 미국특허 5,649,152호를 참고한다. 대조적으로, 백업 스토리지(122)의 

전체 스넵샷 카피가 생성되는 장소에서는, 백업 스토리지(122)의 모든 데이터 블록이 행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T O )과 시간(T 1 ) 사이에서 변경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맵 로케이션(324)을 컨설팅할 필요가 없

다.

운반 매체(128)는 백업 스토리지(122)의 선택된 데이터 세트의 스넵샷 카피를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데이터 블록(33

6), 스넵샷 맵 로케이션(317) 및 스넵샷 스토리지(300)가 스넵샷 카피를 생성하는데 사용됨에 주목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백업 스토리지(122)의 각각의 데이터 블록은 스넵샷 카피에 나타난다. 데이터 블록(336)을 스넵샷 카피가 어떻

게 생성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사용하여, 맵 로케이션(317)이 임의 데이터 블록이 시간(T 1 )으로 변경되어져 있는지

를 볼 수 있도록 컨설팅 된다. 맵 로케이션(317)의 회색 로케이션(1,3)은 데이터 블록(336)의 로케이션(1,3)이 시간(T

1 ) 뒤에 변화된 것을 나타낸다. 데이터 블록(336)의 로케이션(1,3)이 변경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응 데이터 블록은 

스넵샷 스토리지(300)로부터 복구된다. 로케이션(2,4,5,6)은 이들이 시간(T 1 )에 있고 따라서 백업 스토리지(122)의

데이터 블록(336)으로부터 제공되어 백업 스토리지에 저장 된다.

백업 스토리지(122)의 데이터 블록(334)과, 운반 매체에 스넵샷 카피 스토리지의 데이터 블록(352)의 대비는, 스넵샷

카피가 시간(T 1 )에 존재하여 백업 스토리지(122)를 반영하여 변화 시킨다. 다음, 데이터 블록(346)은 주 매스 스토

리지(112)와 백업 스토리지(122) 모두에 쓰여진다. 주 시스템에서, 데이터 블록(367)은 저장 데이터 블록(346)의 결

과 이다. 겹쳐쓰기 맵(370)의 변화는 맵 로케이션(378)이 이미 매스 스토리지(112)에 로케이션(1,4,6)이 현재 데이터

를 함유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요망되지 않는다.

백업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블록(346)의 저장은 데이터 블록(338)이 되는 데이터 블록(336)에서 초래된다. 데이터 블

록(346)의 저장에서, 맵 로케이션(317)은 만일 임의적인 데이터 블록이 시간(T 1 )에서 현존하여 스넵 메모리(300)

에 저장되어져 있다면, 보여지도록 컨설팅 된다. 예를 들어, 맵 로케이션(317)의 로케이션(1)은 대응 데이터 블록(시

간(T 1 )용)이 스넵샷 메모리(300)에 보존되어져 있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1b'는 스넵샷 스토리지(300)에 데이터

블록(336)의 데이터 블록(1a)를 보조하지 않고 백업 스토리지(122)에 저장될 수 있다. 대비적으로, 맵 로케이션(317)

의 로케이션(4,6)은 대응 데이터 블록이 스넵샷 스토리지(300)에 보존되어져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데이터 

블록(336)에 '4c'와 '6b'를 쓰기에 앞서, '4b'와 '6a'(스넵샷이 시간(T 1 )에서 취해졌을 때에 로케이션(4,6)에 데이터 

블록)는 보존 메모리(300)에 저장된다. 맵 로케이션(317)은 맵 로케이션(318)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업데이트 되어, 

로케이션(4,6)에 데이터 블록이 보존 메모리(300)에 보존되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블록(4c,6b)은 데이터 블록(

338)을 생성하도록 데이터 블록(336)에 쓰여진다.

다음,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로케이션으로 스넵샷 카피를 전송하도록 도2의 단계(210)가 지속된다. 매스 스토

리지(350)에 저장된 데이터의 전송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는 케이블에 의해, 전화선을 통하

여, 네트웍을 횡단하여, 또는 광섬유를 통해서 전송된다. 일 실시예에서, 정적 스넵샷 카피는 주 시스템(110)의 로케

이션으로 백업 시스템(120)의 로케이션으로부터 물리 적으로 이동되는 운반 매체(128)에 저장된다. 스넵샷 카피를 

전송하는데 취해지는 시간은 이용되는 전송수단과 전송거리에 따른다. 상술한 바와 같이, 주 시스템(110)과 백업 시

스템(120) 사이에 거리는 그 근처 내에 있는 것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분리된 로케이션에 있는 것으로 변경된다.

임의적인 경우에서, 도2의 판단 블록(212)과 단계(246)는 빠뜨린 데이터 블록이 주 매스 스토리지(112)에 회복되는 

방식을 나타낸다. 도3a와 도3b를 다시 참고로 하여 설명하면, T 2 는 스넵샷 카피가 주 시스템(110)의 로케이션으로 

전송되어져 있는 시간을 나타낸다. 도3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지지 않은 운반 매체(128)에 저장된 데이터 블록은, 

이들이 백업 매스 스토리지(122)에 현실적으로 존재하여 모든 필요한 데이터 블록을 회복하도록 시간(T O )이 매스 

스토리지(112)에 복사되어서 업데이트 된다. 특정적으로, 스토리지 로케이션(36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 매스 스토

리지(112)가 그 안에 저장된 데이터 블록(1b,3c,4c,6b)을 가짐으로서, 전체 복원용으로 필요한 블록은 운반 매체(128

)에 저장된 스넵샷 카피로부터의 데이터 블록(2,5)이다.

전체 복원용으로 필요한 데이터 블록은 다수의 방식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면, 겹쳐쓰기 맵(114)은 시간(T 2 )에서 

주 매스 스토리지(112)에서 이미 실존하는 데이터 블록을 가리킨다. 매스 스토리지(112)의 데이터 블록(367)에 매스 

스토리지(350)의 데이터 블록(352)을 쓰기 전에, 맵 로케이션(378)은 현재 데이터가 구 데이터에 의해 확실하게 겹쳐

쓰여지지 않도록 컨설팅을 받는다. 맵 로케이 션(378)은 데이터 블록(367)의 로케이션(1,3,4,6)이 현재 데이터를 함

유하고 그리고 로케이션(2,5)이 손실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오직 데이터 블록(352)의 로케이션(2,5)만이 

데이터 블록(368)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블록(367)에 쓰여진다. 데이터 블록(352)으로부터의 로케이션이 

매스 스토리지(112)에 쓰여짐으로서, 겹쳐쓰기 맵(370)의 대응 로케이션이 매스 스토리지(112)가 현재 데이터를 함

유하는 것을 나타내도록 업데이트 된다. 백업 스토리지(122)의 데이터 블록(338)에 대한 주 시스템에서의 매스 스토

리지(112)의 데이터 블록(368)의 대비는 전체 복원이 발생되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상술된 설명이, 복원이 완료되기 전일지라도 손실 데이터 블록에 주 컴퓨터 시스템이 억세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면서, 주 컴퓨터 시스템에 손실 데이터 블록을 효율적으로 회복하는 방법과 시스템을 설명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은 손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것이다. 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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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이 완료되었을 때에, 주 매스 스토리지와 백업 매스 스토리지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과 시스템은 백업 스토리지로부터 주어진 시간 지점에서 모든 데이터를 먼저 캡쳐하여 효율적이

고 짧은 시간 간격으로 미러 과잉분의 재확립(re-establishment of mirrored redundancy)을 허용하고, 그리고 그 

지점에 시간 후에 연속 운영 중에 발생하는 트랙킹을 업데이트 하면서, 주 매스 스토리지로 데이터의 복사를 전송하는

것이다. 결국적으로, 업데이트는 전송 데이터와 혼합되어, 백업 스토리지와 주 매스 스토리지 사이에 정확한 미러 관

계를 생성한다. 이 러한 기술이 초기 백업 서버 운영을 세팅하는 것과 같이 작업에 주 서버의 회복을 위한 양쪽에 유

용한 것임은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원에 기술된 기본 원리는 백업 서버로 주 서버로부터의 데이터를 개시

적으로 동시적으로 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발명의 정신 또는 기본적 특성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특정 형태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상

술된 실시예는 설명을 목적으로 기술한 것으로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상술된 명세

서의 설명보다는 첨부 청구범위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다. 청구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변경도 본 발명에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블록이 저장되는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가진 주 컴퓨터 시스템과, 데이터 블록의 백업 카피가 저장되

는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가진 백업 컴퓨터 시스템를 구비하는 컴퓨팅 시스템에서,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

이스에서 손실이 있는 데이터 블록을 회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의 데이터 블록을 손실한 후에, 주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제1

읽기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와;

백업 컴퓨터 시스템에 제1읽기 요구를 전송하는 단계와;

백업 컴퓨터 시스템이 읽기 요구에 응답하는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로부터 1개 이상의 데이터 블록을 복귀하

여, 주 컴퓨터 시스템과 상관된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1개 이상의 데이터 블록을 쓰기하는 단계와;

주 컴퓨터 시스템과 상관된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회복되는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데이터 블록의 완전 

복사에 앞서, 주 컴퓨터 시스템과 상관된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쓰여져 있는 1개 이상의 데이터 블록을 위한 제2

읽기 요구를 수신하여, 주 컴퓨터 시스템과 상관된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제2읽기 요구에 반응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백업 컴퓨터 시스템에 제1읽기 요구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링크 이외의 통신 링크를 사용하는 주 

컴퓨터 시스템에 백업 컴퓨터 시스템으로부 터의 데이터 블록의 적어도 일부를 전송하여 주 컴퓨터 시스템과 상관된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데이터 블록의 전체 복사를 복구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데이터 블록의 적어도 일부를 전송하는 단계가, 주 컴퓨터 시스템과 상관된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

에 앞서 쓰여진 1개 이상의 데이터 블록이 데이터 블록의 적어도 일부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데이터 블록의 적어도 일부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통신 링크는 백업 컴퓨터 시스템에 제1읽기 요구

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링크보다 빠르고 그리고 데이터 블록의 전체 복사를 복구하도록 일시적인 온-라인으로 전해

져 있는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주 컴퓨터 시스템과 상관된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는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와는 다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주 컴퓨터 시스템과 상관된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는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대체하도록 설

치된 신규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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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주 컴퓨터 시스템과 상관된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는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주 컴퓨터 시스템과 상관된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복구되는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데

이터 블록의 전체 복사에 앞서;

쓰기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주 컴퓨터 시스템과 상관된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쓰기 요구를 실행하는 단계 및;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 쓰기 요구가 실행되도록 백업 컴퓨터 시스템에 쓰기 요구를 전송하는 작용을 수행

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컴퓨팅 시스템에 구비되는 주 컴퓨터로부터 손실되어져 있는 데이터 블록을 회생시키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

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은:

데이터 블록이 저장되는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가진 주 컴퓨터와;

데이터 블록의 백업 복사가 1개 이상의 데이터 블록을 손실시키는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앞서 저장되는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가진 백업 컴퓨터와;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1개 이상의 데이터 블록을 손실할 시에, 주 컴 퓨터와 백업 컴퓨터가,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1개 이상의 손실 데이터 블록의 읽기 요구를 지시하고;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로부터 적어도 일 데이터 블록 읽기를 쓰고;

1개 이상의 데이터 블록이 손실된 후에 일 시간에 존재하는 백업 데이터 블록으로 백업 데이터 블록을 보존하기 위한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제1스넵샷을 취하고;

주 컴퓨터로 백업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해 백업 데이터 블록의 제1스넵샷 카피를 생성하고;

1개 이상의 데이터 블록을 손실하는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순차적으로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쓰여지

지 않은 주 컴퓨터를 데이터 블록에 대응하는 제1스넵샷 카피에 임의적인 데이터 블록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 컴퓨터에 활용할 수 있는 인식 데이터 블록을 만드는 작용을 수행하게 전송 링크에 의해 통신하도록, 주 컴퓨터와 

백업 컴퓨터와의 사이에 통신용 전송 링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주 컴퓨터에 활용할 수 있는 인식 데이터 블록을 만드는 동작은 부가로, 제1스넵샷 카피로부터 주 매

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인식된 데이터 블록을 복사하는 작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1개 이상의 데이터 블록을 손실하면, 주 컴퓨터와 백업 컴퓨터는, 적어

도 일 쓰기된 데이터 블록이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와 백업 스토리지 디바이스 모두에 저장되도록 1개 이상의 손

실 주 데이터 블록의 적어도 1개에 쓰는 동작을 부가로 수행하게 전송 링크에 전달되어 통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2.
주 컴퓨터가 데이터 블록의 백업 복사가 저장되는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구비한 백업 컴퓨터 시스템도 구비

하는 컴퓨팅 시스템에 포함되는, 데이터 블록이 저장되는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가진 주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 손실이 있는 데이터를 복구시키는 방법이:

주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 블록의 손실을 경험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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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 데이터 블록으로 향해져 있는 읽기 요구를 대신하여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향해지도록 백업 매스 스토

리지 디바이스를 억세스 하는 단계;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 블록 읽기를 수신하여,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데이터 블록의 주어

진 복사를 생성하도록 수신 데이터 블록을 복사하는 단계;

수신된 데이터 블록이 겹쳐쓰기 맵을 사용하는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복사 되어져 있는 것을 트랙킹 하는 단

계;

데이터 블록이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 손실된 후에 임의 시간에 존 재하는 선택된 데이터 세트로서 선택된 

데이터 세트를 보존하는 정적 스넵샷 카피이며,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선택된 데이터 세트의 정적 스넵샷 

카피를 백업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겹쳐쓰기 맵에 현재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 블록을 제외한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정적 스넵샷 카피를 

복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주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와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 모두에 신규 데이터 블록이 저장되도록

, 손실 주 데이터 블록의 적어도 하나에 신규 데이터 블록을 쓰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신규 데이터 블록의 로케이션이 현재에 있는 것을 겹쳐쓰기 맵에 나타내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주 컴퓨터 시스템에 정적 스넵샷 카피를 물리적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억세스 단계는 컴퓨터 네트웍과 전화선의 적어도 하나를 통하여 정적 스넵샷 카피를 억세스 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선택 데이터 세트는 전체 백업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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