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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멀티시스템 클러스터에서 서버들의 수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인입 작업 요구들은 각
각 클러스터에 걸쳐서 서버들에 의해 서비스되는 큐를 가진 서비스 클래스들로 조직화된다. 각 서비스 클래스는 그 자
체를 위해 클러스터의 각각의 특별한 시스템에 대한 로컬 성능 측정 및 전체적인 클러스터에 대한 멀티시스템 성능 측
정를 규정하고 있다. 각 시스템은 서비스 클래스들이 그들의 목표들을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지에 기초하여, 시스템 자
원들을 주는 도너 클래스로서 하나의 서비스 클래스를 선택하고 시스템 자원들을 수신하기 위한 리시버 클래스로서 또 
다른 서비스 클래스를 선택한다. 그런 다음 각 시스템은 상기 리시버 클래스가 그의 목표를 맞추지 못하게 되는 자원 병
목(resource bottle)을 결정한다. 만일 자원 병목이 서버들의 수이면, 서버들을 부가하는 경우의 리시버 클래스의 성
능 측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도너 클래스의 성능 측정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에 비해 월등한가에 기초하여, 각 시스
템은 리시버 클래스에 서버들이 부가되어야 하는가 및 얼마나 많은 서버들이 부가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만일 서버
들이 리시버 클래스에 부가되어야 한다고 시스템이 결정하면, 그 시스템에서의 다른 작업에 주는 효과에 기초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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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이 부가되어야 할 클러스터 내의 시스템을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들을 하기 위하여, 각 시스템은 먼저 다른 시스템
이 충분한 유휴 용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하고, 그렇다면, 그 시스템으로 하여금 서버들을 부가하게 한다. 만일 충분
한 유휴 용량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각 시스템은 서버들이 국부적으로(locally) 시작될 경우 로컬 도너 클래
스가 그의 목표를 맞추지 못하게 되는가를 결정한다. 만일 아니라면, 서버들은 로컬 시스템 상에서 시작된다. 그렇지 않
으면, 각 시스템은 도너 클래스가 가장 적게 피해를 보게될 곳이 어디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큐 내의 작
업 요구들의 각각을 프로세스할 능력이 있는 서버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시스템은 큐에 대한 서버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클러스터의 서브세트에만 친화력을 가진 큐 내의 작업 요구가 있는가를 결정하고, 그렇다면, 작업 요
구가 친화력을 가진 서브세트 내의 시스템 상에서 큐를 위한 서버를 시작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멀티시스템, 클러스터, 제어, 서버, 워크로드, 작업 부하, 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위해 설명되는 바와 같이 적응된 제어 운용 시스템 및 시스템 자원 관리자 콤포넌트를 가진 컴퓨터 시
스템을 특히 나타내는 시스템 구조도.

도 1a는 본 발명의 작업 부하 관리자(workload manager)에 의해 관리되는 네트워크로부터 서버 어드레스 스페이스로
의 클라이언트 작업 요구의 흐름도.

도 2는 자원 병목을 선택하는데 사용되는 상태 데이터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찾기-병목 기능을 위한 로직 흐름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4는 서버들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개선되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계들의 흐름도.

도 5는 큐 대기 사용자 평균의 샘플 그래프.

도 6은 큐 지연의 샘플 그래프.

도 7은 큐 상에서 각 요구를 실행할 수 있는 클러스터 내의 어느 곳에 적어도 하나의 서버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도.

도 8은 클러스터에서 서버를 시작하기에 최적인 시스템(best system)을 찾기 위한 절차도.

도 9는 도너 작업에 대한 충격이 최소인 시스템을 찾기 위한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컴퓨터 시스템 101…운용 시스템

106…클래스 테이블 엔트리 112…시스템 자원 관리자

114…멀티시스템 목표-구동 성능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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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제1 서비스 클래스에 속하는 인입 작업 요구(incoming work request)들이 하나 이상의 서버들에 의한 프
로세싱을 위해 큐에 위치하는 정보 핸들링 시스템에서 서버들의 수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용가능한 서버들에 할당하기 위하여 큐 내에 인입 작업 요구들이 놓여 있는 시스템은 이 기술 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인입 요구들이 도달하는 주파수는 용이하게 제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큐 시스템 내에서 (큐 지연 등으로 측
정되는) 시스템 성능을 제어하는 주요한 수단은 서버들의 수를 제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중인 큐의 길이가 어
떤 높은 문턱값에 도달할 때 추가 서버를 개시하거나 또는 서비스 중인 큐의 길이가 어떤 낮은 문턱값에 도달할 때 추가 
서버를 중단하는 것은 이 기술 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그러한 조치(expedient)는 디자인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으나, 
큐 작업 요구들 외에 다른 유닛들의 작업이 시스템 자원들을 얻기 위해 다투는 시스템에서는 불만족스럽다. 따라서, 큐
를 위해 추가 서버를 제공하는 것이 그 큐 내의 작업 요구들의 성능을 강화할지라도, 그러한 서버를 제공하는 것은 그 
시스템에 의해 핸들링되고 있는 다른 작업 유닛들의 성능을 감소시켜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운용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작업 요구들을 위해 특정된 최종-사용자 지향 목표들에 따라 서버들의 수를 
관리하고 동일 컴퓨터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독립적인 목표들을 갖는 다른 작업을 고려할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1997년 3월 28일에 출원되고 본 출원인에게 양도된 미국출원번호 08/828440, J. D. Aman 등의 병행 계속 출원은, 
제1 서비스 클래스에 속하는 인입 작업 요구들이 하나 이상의 서버에 의한 프로세싱을 위해 큐 내에 놓이는 특별한 시
스템 상에서의 서버들의 수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시스템은 또한 시스템 자원의 도너(dono
r) 역할을 하는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서비스 클래스에서 할당된 작업 유닛들을 갖는다. 이 발명에 따르면, 성능 측정(p
erformance measure)는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서비스 클래스뿐만 아니라 제1 서비스 클래스를 위해서 규정된다. 제1 
서비스 클래스에 서버들을 부가하기 전에, 제1 서비스 클래스에 대한 성능 측정 상에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클래스에 대한 성능 측정 상에 부정적인 효과도 결정된다. 다른 서비스 클래스에 대한 성능 측정 상에 부정적인 
효과보다 제1 서비스 클래스에 대한 성능 측정 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월등한 경우에만 제1 서비스 클래스에 서버들이 
부가된다.
    

    
이 출원에 개시된 발명이 서버들을 부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때 다른 작업에 대한 충격(impact)을 고려하고는 
있으나, 단일 시스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멀티시스템 콤플렉스('시스플렉스')에서, 작업 요구들의 단
일 큐는 콤플렉스를 거쳐서 그로부터 서버들에 의해 서비스될 수도 있다. 따라서, 주어진 큐를 위해서, 서버를 부가할 
것인가의 여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플렉스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서버를 어디에 부가할 것인가에 관하여 결
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서버들에 의한 프로세싱을 위해 큐 내에 제1 클래스에 속하는 인입 작업 요구들이 놓이는 정보 
핸들링 시스템들의 클러스터 내에서 서버들의 수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몇몇의 인입 작업 요구
들은 클러스터에서 서버들의 서브세트 상에서만 실행하라는 요건을 가질 수 있다. 그러한 요건을 갖는 작업 요구들은 
그들이 실행되어야만 할 클러스터에서 시스템의 서브세트에 대한 친화력(affinity)을 갖는다고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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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들은 큐에서 작업 요구들을 프로세스하기 위하여 클러스터들에서 하나 이상의 시스템들 상에서 시작된다. 이 서버
들이 시작되는 시스템은, 작업 요구들의 유사성 요건들을 맞추고, 클러스터 내의 시스템들 상에서 실행 중일 수 있는 다
른 작업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들의 클러스터의 총 용량(capacity)을 이용하도록 선택된다. 새로
운 서버들이 시작되는 시스템은 시스템 자원들의 도너로서 역할을 하는 제2 서비스 클래스에 할당된 작업 유닛들을 또
한 갖는다. 본 발명에 의하면, 성능 측정는 제2 서비스 클래스뿐만 아니라 제1 서비스 클래스를 위해서도 규정된다. 제
1 서비스 클래스에 서버들을 부가하기 전에, 제1 서비스 클래스에 대한 성능 측정 상의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제2 
서비스 클래스에 대한 성능 측정에 부정적인 효과도 결정된다. 제1 서비스 클래스에 대한 성능 측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제2 서비스 클래스에 대한 성능 측정에 부정적인 효과보다 월등한 경우에만 서버들이 제1 서비스 클래스에 부가된다.
    

본 발명은 각 목표 클래스(goal class)의 성능 목표 상에 근거하여 복수의 사용자 성능 목표 클래스들의 각각에 대해 
시스템의 클러스터에 걸쳐있는 서버들의 수를 시스템이 관리하도록 한다. 경쟁력 있는 목표 클래스 상에서 서버들을 부
가하거나 또는 제거하는데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절충(tradeoff)이 이루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을 구현하고 있는 시스템을 논의하기에 앞서, (본 발명의 토대가 되는) 작업 부하 관리 개념에 관해 몇 마디 하
기로 한다.

    
작업 부하 관리는, 미리 규정된 목표들을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지에 따라, 운용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프로세스들, 
스레드들 등) 작업의 유닛들을 시스템 자원들이 제공되는 (서비스 클래스들 또는 목표 클래스들로 언급되는) 클래스들
로 조직화하는 개념이다. 재할당에 의해 얻어지는 리시버 클래스의 성능 개선이 도너 클래스의 성능 열화를 넘어서면, 
즉 미리 규정된 성능 잣대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성능에 순수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자원들은 도너 클래스에서 리
시버 클래스로 재할당된다. 이런 형태의 작업 부하 관리는, 자원들이 재할당되는 작업 유닛들 상에서의 효과뿐만 아니
라 자원들이 회수되는 작업 유닛들 상에서의 효과에 의해서도 자원들의 할당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운용 시스
템들에 의해 수행되는 런-오브-더-밀(run-of-the-mill) 자원 관리와는 다르다.
    

이러한 일반적인 형태의 작업 부하 관리자들은 본 출원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 특허출원 및 비특허 문헌들에 개시되어 
있다.

'Workload Manager for Achieving Transaction Class Response Time Goals in a Multiprocessing System'라는 
제목의 D. F. Ferguson 등의 미국 특허 제5,504,894호;

'Apparatus and Method for Managing a Data Processing System Workload According to Two or More Disti
nct Processing Goals'라는 제목의 J. D. Aman 등의 미국 특허 제5,473,773호;

'Apparatus and Method for Managing a Server Workload According to Client Performance Goals in a Clien
t/Server Data Processing System'라는 제목의 C. K. Eilert 등의 미국 특허 제5,537,542호;

'System of Assigning Work Requests Based on Classifying into an Eligible Class Where the Criteria Is Go
al Oriented and Capacity Information is Available'라는 제목의 J. D. Aman 등의 미국 특허 제5,603,029호;

'Apparatus and Method for Managing a Distributed Data Processing System Workload According to a Plura
lity of Distinct Processing Goal Types'라는 제목의 C. K. Eilert 등의 미국 특허 제5,675,739호;

'Multi-System Resource Capping'라는 제목으로 C. K. Eilert 등의 1995년 2월 3일에 출원된 미국 출원 번호 08/
38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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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ratus and Accompanying Method for Assigning Session Requests in a Multi-Server Sysplex Environ
ment'라는 제목으로, J. D. Aman 등에 의해 1995년 6월 7일에 출원된 미국 출원 번호 08/488,374;

'Method and Apparatus for Controlling the Number of Servers in a Client/Server System'라는 제목으로, J. 
D. Aman 등에 의해 1997년 3월 28일에 출원된 미국 출원 번호 08/828,440;

'MVS Planning: Workload Management'라는 IBM 간행물 GC28-1761-00, 1996년;

'MVS Programming: Workload Management Services'라는 IBM 간행물 GC28-1773-00, 1996년.

    
상기 미국 특허들 및 미국 특허출원들 중에서, 미국 특허 제5,504,894 및 제5,473,773호는 기본적인 작업 부하 관리 
시스템을 개시하고 있으며, 미국 특허 제5,537,542호는 미국 특허 제5,473,773호의 작업 부하 관리 시스템을 클라이
언트/서버 시스템들에 응용한 특별한 예를 개시하고 있으며; 미국 특허 제5,675,739호 및 미국 특허 출원 08/383,04
2는 미국 특허 제5,473,773호의 작업 부하 관리 시스템을 복수 상호 연결 시스템들에 응용한 특별한 예를 개시하고 있
으며; 미국 특허 제5,603,029호는 멀티시스템 콤플렉스('시스플렉스(sysplex)')에서의 작업 요구들의 할당에 관련된 
것이며; 미국 특허 출원 08/488,374는 이러한 콤플렉스에서 세션 요구들의 할당에 관한 것이며; 상기한 바와 같이, 미
국 특허 출원 08/828,440은 멀티시스템 콤플렉스의 단일 시스템 상에서의 서버들의 수의 제어에 관한 것이다. 상기 2
개의 비특허 문헌들은 IBM OS/390(상기 MVS) 운용 시스템에서 작업 부하 관리를 구현하는 것을 기재하고 있다.
    

    
도 1은 상호연결되어 있는 상호-협력 컴퓨터 시스템(100)의 클러스터(90)를 포함하는 실시예를 예시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핵심 특징과 환경을 나타내고 있는 2개의 예가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환경은 작업 요구를 서비스하는 클러
스터 (90)에 걸쳐서 분산되어 있는 일련의 서버들(163) 및 작업 요구들(162)의 큐(161)의 환경이다. 본 발명은 시스
템(100)에서 경쟁력 있는 작업을 성능 목표 클래스와 큐 작업의 성능 목표 클래스에 기초하여 서버들(163)의 수를 관
리하도록 한다. 시스템(100)의 클러스터(90)를 위한 단일 방침을 가짐으로써 분산된 작업의 단일-이미지 뷰를 제공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기술 분야의 숙련가들은 본 발명의 사상 또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서 임의의 수의 시스템들(
100) 및 단일 컴퓨터 시스템(100) 내에서 임의의 수의 이러한 큐들 및 서버들(163)의 그룹들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들(100)은 분산된 작업 부하를 실행하고, 각각은 IBM OS/390 운용 시스템과 같은 운용 시스템(101)이 
자체 소유한 사본(copy)에 의해 제어된다.

각각의 컴퓨터 시스템(100)의 운용 시스템(101)의 각 사본은 본 명세서에 기재된 단계들을 실행한다. 여기서 기재가 '
로컬' 시스템(100)을 언급할 때, 이는 기재된 단계를 실행하고 있는 시스템(100)을 의미한다. '원격' 시스템(100)은 
관리 중인 다른 모든 시스템들(100)을 나타낸다. 각 시스템(100)은 로컬인 그 자체와 원격인 다른 모든 시스템들(10
0)을 고려한다.

    
본 발명에 관련된 개선점(enhancements) 이외에, 시스템(100)은 미국 특허 제5,675,739 및 미국 특허 출원 08/28
2,440에 개시된 것들과 유사하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스템(100)은 유사하게 관리되고 (시스템 콤플렉스 또
는 시스플렉스로도 언급되는) 클러스터(90)를 구성하는 복수의 상호연결된 시스템들(100) 중의 하나이다. 미국 특허 
제5,675,739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작업의 유닛들이 분류되어질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클래스들의 성능은 특
별한 시스템(100)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클러스터(90)의 전체를 위해서도 추적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또한 후술하
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클러스터(90)에서 시스템(100)과 다른 시스템들(100) 간에 성능 결과들을 통신
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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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처(dispatcher)(102)는 컴퓨터에 의해 다음에 실행될 작업 유닛을 선택하는 운용 시스템(101)의 콤포넌트이다. 
작업의 유닛들은 컴퓨터 시스템(100)의 목적인 유용한 작업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다. 실행 대기 중인 작
업의 유닛들은 어드레스 스페이스 제어 블록(ASCB: address space control block) 큐로 불리는 운용 시스템 메모리 
내에 제어 블록들의 체인(chain)에 의해 표시된다.

    
작업 관리자(160)는 작업 부하 관리자(WLM)(105)에 하나 이상의 큐들(161)을 규정하고 또한 이 큐들에 작업 요구
들(162)을 삽입하기 위하여 운용 시스템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운용 시스템(101) 외부의 콤포넌트이다. 작업 관리자(
160)는 클러스터(90)에서 임의의 시스템(100) 상에서 작업 관리자(160)의 서버들(163)에 의한 선택을 위해 선입선
출(FIFO) 순으로 삽입된 요구들(162)을 유지한다. 작업 관리자 (160)는 서버가 실행되고 있는 시스템(100)에 친화
력이 있는 요구들만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한다.
    

    
서버들(163)은 큐 작업 요구들(162)을 서비스할 수 있는 작업 관리자(160)의 콤포넌트들이다. 작업 부하 관리자(10
5)가 작업 관리자(160)의 큐(161)에 대한 요구들(162)을 서비스하기 위해 서버(163)를 시작할 때, 작업 부하 관리
자는 어드레스 스페이스(즉, 프로세스)(164)를 시작하기 위하여 공유 데이터 설비(facility) (140) 상에 저장된 서버 
규정들(server definitions)을 사용한다. 작업 부하 관리자(105)에 의해 시작된 어드레스 스페이스(164)는, 작업 부
하 관리자에 의해 지정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서비스하도록 특별한 큐(161) 상에 요구들 (162)을 서비스
하는 하나 이상의 서버들(즉, 디스패처 가능한 유닛 또는 태스크들) (163)을 포함한다.
    

    
도 1a는 시스템(100)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도시되지 않음)로부터 작업 부하 관리자(105)에 의해 관리되는 서버 
어드레스 스페이스(164)로의 클라이언트 작업 요구(162)의 흐름을 나타낸다. 작업 요구(162)는 클러스터(90) 내의 
특별한 시스템(100)으로 배정되고(routed) 작업 관리자(160)에 의해 수신된다. 작업 요구(162)를 수신하자마자, 작
업 관리자(160)는 그것을 WLM 서비스 클래스로 분류하고 작업 요구를 작업 큐(161) 내에 삽입한다. 큐(161)는 클
러스터(90) 내의 모든 시스템들(100)에 의해 공유된다. 즉 큐(161)는 클러스터-와이드 큐이다. 작업 요구(162)는 
이를 실행할 준비가 된 서버(163)가 있을 때까지 작업 큐(161)에서 기다린다.
    

    
새로운 작업 요구(162)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클러스터(90) 내의 어떤 시스템(100) 상에서의 서버 어드레스 스
페이스(164) 내의 태스크(163)는 (스페이스가 방금 시작되었거나 또는 태스크가 이전 요구의 실행을 마침), 새로운 
작업 요구를 위해 작업 관리자(160)를 호출한다. 만일 어드레스 스페이스(164)가 서비스하고 있는 작업 큐(161) 상
에 요구(162)가 있고 그 요구가 서버가 실행되고 있는 시스템 (100)에 대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면, 작업 관리자(1
60)는 그 요구를 서버(163)에게 전달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업 관리자(160)는 요구(162)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서버(163)를 중지한다.
    

    
작업 요구(162)가 작업 관리자(160)에 의해 수신될 때, 작업 요구는 이를 실행하는데 이용가능한 서버(163)를 기다
리기 위해 작업 큐(161)에 놓인다. 작업 관리자(160), 애플리케이션 환경명, 작업 요구(162)의 WLM 서비스 클래스
의 각각의 고유한 조합을 위한 하나의 작업 큐(161)가 있다. (애플리케이션 환경은 유사한 클라이언트 작업 요구들(1
62)의 세트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환경이다. OS/390에서, 이는 작업 요구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서버 어드레스 스페이
스를 시작하는데 사용되는 작업 제어 언어(JCL: job control language)로 맵핑된다) 큐 구조들은 특정 작업 큐(161)
를 위한 제1 작업 요구(162)가 도착할 때 동적으로 구성된다. 이 구조들은 소정 시간(예를 들어, 1시간) 동안 작업 큐
(161)에 대한 활동이 없을 때 삭제된다. 만일 큐 작업 요구들(162)의 WLM 서비스 클래스를 변경할 수 있는 활동이 
일어나면, 새로운 WLM 방침을 활성화하는 것과 같이, 작업 부하 관리자(105)는 작업 관리자(160)에게 변경을 통지
하고 작업 관리자(160)는 각 작업 요구(162)의 새로운 WLM 서비스 클래스를 반영하기 위하여 작업 큐들(161)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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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다.
    

    
작업 요구들의 서비스 클래스가 목표를 맞추도록 허여하는 다른 시스템들 (100) 상에 서버들이 충분히 있다면, 서버들
(163)을 갖지 않는 시스템(100)에 대하여 친화력이 있는 작업 요구(162)가 결코 실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업 부하 관리자(105)는 큐(161) 상에서 각 요구를 실행할 수 있는 클러스터(90) 내의 어느 곳
에 적어도 하나의 서버(163)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로직은 클러스터(90) 내의 각 시스템(100) 상의 작업 관리자(1
60)에 의해 실행된다.
    

단계 701에서, 작업 관리자(160)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제1 큐를 검사한다. 단계 702에서, 작업 관리자(160)는 로컬 시
스템(100) 상에 이러한 큐(161)를 위한 서버(163)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한다. 만일 서버(163)가 있으면, 
작업 관리자(160)는 다음 큐(161)로 간다(단계 708-709). 만일 작업 관리자(160)가 로컬서버들(163)을 갖고 있지 
않은 큐(161)를 찾으면, 제1 작업 요구를 시작하면서, 작업 관리자는 다음에 이 큐 상에 각 작업 요구(162)를 검사한
다(단계 703-706). 각 작업 요구(162)에 대해서, 작업 관리자(160)는 현재 작업 요구를 실행할 수 있는 서버(163)
가 클러스터(90) 내의 임의의 곳에 있는지를 검사한다(단계 704). 만일 현재 작업 요구를 실행할 수 있는 서버(163)
가 있다면, 작업 관리자(160)는 큐(161) 상에서 다음 요구(162)로 간다(단계 706). 만일 작업 요구(162)를 실행할 
수 있는 서버(163)가 없으면, 작업 관리자(160)는 서버(163)를 시작하기 위해 작업 부하 관리자(105)를 호출한(단
계 707) 다음 큐(161)로 간다(단계 708-709). 작업 관리자 (160)는 작업 관리자에 속한 모든 큐들이 프로세스될 
때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지속한다(단계 710).

    
작업 관리자(160)가 작업 부하 관리자(105)를 호출할 때 요구를 위한 서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스템(100)을 
결정하기 위하여(단계 707), 작업 부하 관리자(105)는 그 시스템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서비스 및 각 중요도(import
ance)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가리키는 클러스터(90) 내의 각 시스템(100)을 위한 서비스 이용가능 어레이(Serv
ice Available Array)를 유지한다. 어레이는, 다음에 나타낸 바와 같은, 각 중요도(예를 들어 중요성 0-6)를 위한 엔
트리 및 사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위한 엔트리를 포함한다.
    

[표 1]
어레이 요소 어레이 요소 콘텐츠
어레이 요소 1 중요도 0에서 서비스 이용가능
어레이 요소 2 중요도 1에서 서비스 이용가능
어레이 요소 3 중요도 2에서 서비스 이용가능
어레이 요소 4 중요도 3에서 서비스 이용가능
어레이 요소 5 중요도 4에서 서비스 이용가능
어레이 요소 6 중요도 5에서 서비스 이용가능
어레이 요소 7 중요도 6에서 서비스 이용가능
어레이 요소 8 사용되지 않는 서비스

서비스 이용가능 어레이는 또한 'Managing Processor Resources in a Multisystem Environment'라는 제목으로 1
997년 3월 28일에 출원인 C. K. Eilert 등에 의해 출원되어 본 출원인에게 양도된 미국 특허 출원 08/827,529에 또한 
기재되어 있다.

    
작업 부하 관리자(105)는 요구의 서비스 클래스의 중요도에서 이용가능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가지고 시스템(100) 상
에서 새로운 서버를 시작한다. 후속되는 스페이스들(164)은 작업 부하를 지원하는 것이 요구될 때 시작된다(아래에 논
의되는 방침 조정(policy adjustment) 참조). 바람직하게는, 스페이스들(164)을 시작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자동으로 
스페이스들을 시작하는 다른 구현예들에서의 일반적인 문제들을 피하기 위한 몇 가지 특징들을 갖는다. 따라서, 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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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들(164)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게는 한번에 단지 하나가 시작되도록 진행된다. 이러한 진행에 의해 시작되고 있
는 어드레스 스페이스들(164)로 시스템(100)이 넘쳐나는 것을 피하게 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미리 정해진 수의 연속적인 시작 실패(예를 들어 3회 실패)에 부딪치면-이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원인은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대한 JCL 절차에서 JCL 에러임-, 주어진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대해 추가적인 어드레스 
스페이스들(164)의 생성을 막기 위하여 특별한 로직이 제공된다. 이에 의해 JCL 에러가 정정될 때까지 성공적으로 시
작되지 않을 어드레스 스페이스들을 시작하려고 하는 루프로 빠지는 것을 피한다.

또한, 만일 서버 어드레스 스페이스(164)가 작업 요구(162)를 실행하는 동안 실패하면, 작업 부하 관리자(105)는 바
람직하게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시작한다. 반복되는 실패들로 인하여 작업 부하 관리
자(105)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이 오퍼레이터 명령에 의해 통지될 때까지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대한 작업 요구들을 받아
들이는 것을 중지한다.

    
주어진 서버 어드레스 스페이스(164)는 단일 작업 큐(161)만을 정상적으로 서비스하지만 그의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대한 어떠한 작업 요구(162)도 물리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서버 어드레스 스페이스(164)가 그의 작
업 큐(161)를 지원하기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즉시 중단되지 않는다. 대신에, 서버 어드레스 스페이스(164)
는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가진 다른 작업 큐(161)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프리 에
이전트(free agent)'로서 일정 시간 기다린다. 만일 서버 어드레스 스페이스(164)가 새로운 작업 큐(161)로 시프트될 
수 있다면, 그 작업 큐를 위해 새로운 서버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시작해야하는 오버헤드를 피한다. 만일 서버 어드레스 
스페이스(164)가 소정 기간(예를 들어 5분) 이내에 다른 작업 큐(161)에 필요하지 않다면, 종료된다.
    

    
본 발명은 입력으로서 성능 목표들(141)과 시스템 관리인(administrator)에 의해 설립되고 데이터 저장 설비(140) 
상에 저장된 서버 규정들(server definitions)을 취한다. 데이터 저장 설비(140)는 관리되고 있는 각 시스템(100)에 
의해 액세스 가능하다. 여기에 설명된 성능 목표들은 2가지 형태: 응답 시간(초) 및 실행 속도(퍼센트)이다. 이 기술 
분야의 숙련가들은 다른 목표들 또는 추가 목표들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서 선택될 수 있음을 인정
할 것이다. 성능 목표들과 함께 각 목표의 상대적인 중요도의 명세가 포함되어 있다. 목표들(141)은 관리 중인 각 시스
템들(100) 상에 운용 시스템(101)의 작업 부하 관리자(105)에 의해 각 시스템(100) 내로 읽혀진다. 시스템 관리인
에 의해 설립 및 특정되는, 각 목표들로 인해, 각 시스템(100) 상의 작업 부하 관리자(105)가, 개별 작업 유닛들이 할
당되는 성능 클래스를 설립한다. 각 성능 클래스는 클래스 테이블 엔트리(106)에 의해 운용 시스템(101)의 메모리 내
에 표시된다. (내적인 표시로) 특정된 목표 및 성능 클래스에 관련된 다른 정보는 클래스 테이블 엔트리 내에 기록된다. 
클래스 테이블 엔트리 내에 저장된 다른 정보는 서버들(163)의 수(107)(제어 변수), 목표 클래스의 상대적 중요성(1
08)(입력값), 멀티시스템 인덱스 (PI)(151), 로컬 성능 인덱스(152)(성능 측정를 나타내는 계산된 값), 응답 시간 
목표(110) (입력값), 실행 속도 목표(111)(입력값), 샘플 데이터(113)(측정 데이터), 원격 응답 시간 히스토리(15
7)(측정 데이터), 원격 속도 히스토리(158)(측정 데이터), 샘플 데이터 히스토리(125)(측정 데이터), 응답 시간 히스
토리(126)(측정 데이터)를 포함한다.
    

    
운용 시스템(101)은 시스템 자원 관리자(SRM)(112)를 포함하고, 시스템 자원 관리자(112)는 멀티시스템 목표-구
동 성능 제어기(MGDPC)(114)를 포함한다. 이 콤포넌트들은 미국 특허 제5,473,773호 및 제5,675,739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동작한다. 그러나, MGDPC(114)는 서버들(163)의 수를 관리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라 변경된
다. MGDPC(114)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고, 성능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 성능 목표 클래
스들을 선택하고, 관련된 작업 유닛들의 제어 변수들을 수정함으로서 선택된 사용자 성능 목표 클래스들의 성능을 개선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MGCPC 기능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거의 매 10초마다 주기적인 타이머 종료에 기초하여 주기
적으로 수행된다. MGDPC 기능이 수행되는 기간(interval)은 MGDPC 기간 또는 방침 조정 기간(policy adjustment 
interval)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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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제5,675,739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MGDPC(114)의 일반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115에서, 멀티시스템 
성능 인덱스(151)와 로컬 성능 인덱스(152)는 특정된 목표(110 또는 111)를 사용하여 각 사용자 성능 목표 클래스
(106)에 대해 산출된다. 멀티시스템 성능 인덱스(151)는 관리 중인 모든 시스템들(100)에 걸쳐서 목표 클래스에 연
관된 작업 유닛들의 성능을 나타낸다. 로컬 성능 인덱스(152)는 로컬 시스템(100) 상에서 목표 클래스에 연관된 작업 
유닛들의 성능을 나타낸다. 결과적인 성능 인덱스들(151, 152)은 상응하는 클래스 테이블 엔트리(106)에 기록된다. 
사용자 성능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성능 인덱스의 개념은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인용된 Ferg
uson 등의 미국 특허 제5,504,894호에는, 성능 인덱스가 목표 응답 시간으로 나누어진 실제 응답 시간으로서 기재되
어 있다.
    

    
116에서, 사용자 성능 목표 클래스는 상대적인 목표 중요성(108)과 성능 인덱스들(151, 152)의 현재값의 순서대로 
성능 개선되도록 선택된다. 선택된 사용자 성능 목표 클래스는 리시버로서 언급된다. MGDPC(114)는 먼저, 리시버가 
취하는 동작에 의해 작업 유닛들이 관리되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100)에 걸쳐서 목표들을 맞추도록 하는데 가능한 가
장 큰 충격이 일어나도록 리시버를 선택할 때 멀티시스템 성능 인덱스(151)를 사용한다. 멀티시스템 성능 인덱스(15
1)에 기초하여 취할 수 있는 동작이 없을 때, 로컬 시스템(100)이 그의 목표들을 맞추는데 가장 도움이 될 리시버를 
선택하는데 로컬 성능 인덱스(152)가 사용된다.
    

    
후보 리시버 클래스가 결정된 후, 성능 병목을 구성하는 클래스에 대한 제어된 변수가 상태 샘플들(125)을 사용함으로
써 117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잘 알려진 기술이다. 미국 특허 제5,675,739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제어된 
변수는 보호 프로세서 저장 타깃(페이징 지연에 영향을 줌), 스왑 보호 시간(SPT) 타깃(스왑 지연에 영향을 줌), 멀티
프로그래밍 레벨(MPL) 타깃(MPL 지연에 영향을 줌), 디스패치 우선도(CPU 지연에 영향을 줌)와 같은 변수들을 포
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제어된 변수들은 또한 큐 지연에 영향을 주는 서버들(163)의 수를 포함한다.
    

    
도 1에서 서버들(163)의 수(107)는 클래스 테이블 엔트리(106)에 저장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데, 클래스 당 하나의 
큐(161)라는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 
기술 분야의 숙련가들은 단순히 데이터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클래스 당 복수의 큐들(161)이 독립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요건들은, 단일 큐(161)에 대한 작업 요구들(162)은 단지 하나의 목표를 가진다
는 것과, 각 서버(163)는 요구들을 서비스하기 위한 동등한 능력들을 가진다는 것과, 작업 부하 관리자(105)로부터 및
/또는 작업 부하 관리자(105)로의 통지 없이 하나 이상의 큐 (161) 상에서 작업을 서비스할 수 없다는 것이다.
    

후보 성능 병목이 식별된 후, 제어된 변수들로의 잠정적 변경들이 118에서 고려된다. 123에서, 상대적인 목표 중요성
(108) 및 성능 인덱스(151, 152)의 현재값에 기초하여 성능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용자 성능 목표 클래스가 선
택된다. 이렇게 선택된 사용자 성능 목표 클래스는 도너로서 언급된다.

    
후보 도너 클래스가 선택된 후, 서버들(163)의 수(107) 및 상기 및 미국 특허 제5,675,739호에서 언급한 변수들을 포
함하는 제어된 변수들의 각각에 대한 리시버 및 도너의 모두에 대하여, 멀티시스템 및 로컬 성능 인덱스(151, 152)에 
대해 기대되는 변경들에 대한 상대적인 순수값(net value)에 대하여 제안된 변경들이 124에서 평가된다. 결과가 목표
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도너에 대한 해악(harm)보다 리시버에 대한 개선이 크다면 제안된 변경은 순수값을 갖는다. 만
일 제안된 변경이 순수값을 가지면, 각 제어된 변수는 도너 및 리시버의 모두를 위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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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될 각 시스템(100)은 각 시스템(100)이 다른 모든 시스템(100)으로 데이터 레코드들을 송신하도록 하는 데이터 
전송 메커니즘(155)에 연결된다. 153에서 각 목표 클래스의 최근 성능을 나타내는 데이터 레코드는 다른 모든 시스템
(100)으로 송신된다.

멀티시스템 목표 구동 성능 제어기(MGDPC) 기능은 주기적으로 수행되며(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매 10초마다 1회), 타
이머 종료를 통해서 발동된다(invoke). MGDPC의 기능은 운용 시스템(101)을 적응적이고 자체-튜닝되도록 하기 위
하여 성능 문제가 증가하는 것을 검출하고 정정하는 피드백 루프를 제공한다.

    
미국 특허 제5,675,739호에 일반적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MGDPC 기간의 끝에서 그 기간 동안에 각 목표 클래스의 
성능을 나타내는 데이터 레코드가 관리되고 있는 각 원격 시스템(100)으로 송신된다. 응답 시간 목표들을 갖는 성능 
목표 클래스에 대해서, 이러한 데이터 레코드는 지난 MGDPC 기간 동안 목표 클래스 내에서 완료하는 것을 나타내는 
원격 응답 시간 히스토리의 로우(row)와 동등한 엔트리들을 갖는 어레이와 목표 클래스명을 포함한다. 속도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목표 클래스에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 레코드는 목표 클래스명, 목표 클래스 내의 작업이 지난 MGDPC 기
간에서 실행되면서 샘플된 회수(count of times), 목표 클래스 내의 작업이 지난 MGDPC 기간에 실행 중 또는 지연된 
대로 샘플된 회수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각 시스템(100)은 데이터를 송신하는 시스템(100)에 대한 서비스 이
용가능 어레이, 각 큐(161)에 대한 서버들(163)의 수, 각 큐(161)를 위한 유휴(idle) 서버들의 수를 추가 데이터로서 
송신한다.
    

원격 데이터 리시버(154)는 MGCPC(114)로부터 비동기적으로 원격 시스템들 (100)으로부터 제공된 성능 데이터를 
수신한다. 그 수신된 데이터는 MGCPC(114)에 의해 나중에 프로세싱하기 위하여 원격 성능 데이터 히스토리(157, 1
58) 내에 놓인다.

도 2는 어드레스에 자원 병목을 선택하는 찾기 병목 수단(117)에 사용되는 상태 데이터를 나타낸다. 각 지연 형태에 
대해서, 성능 목표 클래스 테이블 엔트리(106)는 그 지연 형태를 만난 샘플들의 수와 MGCPC(114)의 현재 시동(inv
ocation) 동안 병목으로서 지연 형태가 이미 선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플래그를 포함한다. 크로스-메모리-페이징 형
태 지연인 경우에, 클래스 테이블 엔트리(106)는 또한 지연들을 경험한 어드레스 스페이스들의 식별자들을 포함한다.

찾기 병목 수단(117)의 로직 흐름을 도 3에 나타낸다. 어드레스에 대한 병목의 선택은 MGCPC(114)의 현재 시동 동
안 아직 선택되지 않은 샘플들의 수가 최대인 지연 형태를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지연 형태가 선택될 때, 만일 찾기 
병목 수단이 MGCPC(114)의 이번 시동 동안에 재차 시동되었다면 지연 형태를 건너뛰도록 플래그가 세트된다.

도 3의 501에서, CPU 지연 형태가 아직 선택되지 않은 모든 지연 형태들의 지연 샘플들의 최대 수를 가지는지를 결정
하는 검사가 이루어진다. 만일 그렇다면, 502에서 CPU-지연-선택 플래그가 세트되고 CPU 지연은 어드레스될 다음 
병목으로서 리턴된다.

503에서 아직 선택되지 않은 모든 지연 형태들의 지연 샘플들의 최대 수를 MPL 지연 형태가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검
사가 이루어진다. 만일 그렇다면, 504에서 MPL-지연-선택 플래그가 세트되고 MPL 지연이 어드레스될 다음 병목으
로서 리턴된다.

505에서 아직 선택되지 않은 모든 지연 형태들의 지연 샘플들의 최대 수를 스왑 지연 형태가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검사
가 이루어진다. 만일 그렇다면, 506에서 스왑-지연-선택 플래그가 세트되고 스왑 지연이 어드레스될 다음 병목으로서 
리턴된다.

    
507에서 아직 선택되지 않은 모든 지연 형태의 지연 샘플들의 최대 수를 페이징 지연 형태가 가지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만일 그렇다면 페이징-지연-선택 플래그가 세트되고 페이징 지연이 어드레스될 다음 병목으로서 
리턴된다. 5가지 형태의 페이징 지연이 있다. 507에서, 최대 수의 지연 샘플들을 가진 형태가 정해지고(locate), 508
에서 특별한 형태를 위해 플래그가 세트되고 특별한 형태가 리턴된다. 페이징 지연의 형태들은: 사적 영역, 공통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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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메모리, 가상 입력/출력(VIO), 하이퍼스페이스이며, 각각은 바람직한 실시예의 환경(OS/390)에서 잘 알려진 
페이징 지연 상황에 상응한다.
    

    
끝으로, 509에서 큐 지연 형태가 아직 선택되지 않은 모든 지연 형태들의 지연 샘플들의 수가 최대 수를 포함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클래스는 로컬 시스템(100) 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큐(161) 상에서의 각 작업 요
구를 위해 하나의 큐 지연 형태 샘플을 구한다. 만일 그렇다면, 510에서 큐-지연-선택 플래그가 세트되고 큐 지연이 
어드레스될 다음 병목으로서 리턴된다. 클러스터(90) 내의 다른 시스템(100)이 최근 방침 조정 기간 동안 큐(161)를 
위한 서버들(163)을 시작하면 로컬 시스템(100) 상에서 큐 지연은 제기되지 않는다. 또한 후보 리시버 클래스가 대기 
작업(ready work)을 스왑 아웃 하였다면 큐 지연은 제기되지 않는다.
    

    
다음 섹션은 찾기 병목 수단(117)에 의해 선택된 지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어된 변수를 변경함으로써 어떻게 리시
버 성능 목표 클래스 성능이 개선되는지, 특히 리시버가 겪는 큐 지연을 감소시킴으로써 얼마큼 성능이 개선되는지를 
설명한다. 공유 큐(161)에 대해서 이는 2-단계 프로세스이다. 먼저 도너 작업에 주는 충격을 포함하는 로컬 시스템(
100) 상에 서버들(163)을 부가하는 것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만일 서버들(163)을 부가하는 것에 순수값이 있다
면, 다음 단계에서 서버들이 로컬 시스템(100) 상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클러스터(90) 내의 다른 시스템(10
0)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만일 원격 시스템(100)이 서버들(163)을 시작하기에 보다 나은 장소인 듯하
면, 로컬 시스템(100)은 서버들을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그 시스템에 주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그 시스템(100)이 서버
들(163)을 시작하지 않으면, 로컬 시스템(100)은 도 8을 참조하여 아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그들을 시작한다.
    

    
도 4는 추가 서버들(163)을 시작함으로써 개선되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로직 흐름이다. 도 4-6은 고정 수단(118)
에 의해 성능 인덱스 델타 프로젝션들을 순수값 수단(124)으로 제공하도록 하는데 관련된 단계들이다. 1401에서, 서
버들(163)의 새로운 수가 평가되기 위해 선택된다. 이 수는 (1405에서 검사되는) 리시버값이 변경할 만한 가치가 있
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하도록 충분히 커야만 한다. 이 수는 추가 서버들(163)의 값이 여유가 있도록, 예를 
들어, 대기중(queued) 및 실행중(running) 작업 요구들(162)의 총 수보다 크지 않을 정도로 커서는 안된다. 다음 단
계에서는 추가 서버들(163)이 사용할 추가 CPU를 산출하는데, 이는 추가될 추가 서버들(163)과 작업 요구에 의해 사
용되는 평균 CPU를 승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402에서, 새로운 서버들(163)의 수로 계획된(projected) 작업 요구들(162)의 수가 도 5에 나타낸 서버 대기 사용
자 평균 그래프로부터 읽혀진다. 1403에서, 현재 및 계획된 큐 지연들은 도 6에 나타낸 큐 지연 그래프로부터 읽혀진
다. 1404에서, 계획된 로컬 및 멀티시스템 성능 인덱스 델타들이 산출된다. 이러한 계산들을 다음에 나타낸다.

도 5는 큐 대기 사용자 평균 그래프를 나타낸다. 큐 대기 사용자 평균 그래프는 큐(161)를 위한 서버들(163)의 수에
서의 변경을 평가할 때 서버들(163)을 위한 요구를 예견(predict)하는데 사용된다. 이 그래프는 작업 요구들(162)이 
백업을 시작할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횡축(x)값은 큐(161)에 이용가능한 서버들(163)의 수이다. 종축(y)값은 실행 
준비중인 작업 요구들(162)의 최대수이다.

    
도 6은 큐 지연 그래프를 나타낸다. 큐 지연 그래프는 큐(161)를 위한 서버들(163)의 수를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른 
값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이 그래프는 큐 서버들(163)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응답 시간이 얼마큼 개선될 수 있는지 
또는 큐 서버들(163)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응답 시간을 얼마큼 열화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추가 
서버들(163)을 부가함으로써 일어날 수도 있는 작업 부하 관리자(105)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자원들을 위한 경쟁, 예
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잠금 경쟁(database lock contention)을 내재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추가 서버
들(163)이 추가되므로 그래프 상에서의 큐 지연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횡축값은 이용가능하고 시스템들(100)의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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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90)에 걸쳐서 스왑-인 (swap-in)된 서버(163)를 갖는 대기 작업 요구들(162)의 퍼센트이다.
    

서버들(163)의 수를 증가키기 위한 시스플렉스(즉 멀티시스템) 성능 인덱스 (PI) 델타들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큐
(161)가 시스플렉스 와이드 자원이므로 단지 시스플렉스 성능 인덱스 델타들만이 산출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응답 시간 목표에 있어서:

(계획된(projected) 시스플렉스 성능 인덱스 델타)=(계획된 큐 지연-현재 큐 지연)/응답 시간 목표;

속도 목표에 있어서:

(새로운 시스플렉스 속도)=

(시스플렉스 성능 인덱스 델타)=

(현재 시스플렉스 성능 인덱스 -목표)/새로운 시스플렉스 속도

여기서, cpuu는 샘플들을 사용하는 시스플렉스 CPU이고;

oldserver는 평가되고 있는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서버들(163)의 수이고;

newserver는 평가되고 있는 변경이 이루어진 후의 서버들(163)의 수이고;

non-ilde는 시스플렉스 비-유휴 샘플들의 총 수이고;

qd는 시스플렉스 큐 지연 샘플들이고;

qreq는 큐(161) 상에서의 작업 요구들(162)의 수이다.

유사한 계산들이 서버들(163)의 수가 감소하는데 있어서의 성능 인덱스 델타들을 산출하는데 사용된다.

1405에서, 추가 수만큼의 서버들(163)에 의해 제공되는 리시버값이 충분한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바람직하게
는 이 단계는 그들을 부가할 가치가 있을 만큼 충분한 CPU 시간을 새로운 서버들(163)이 얻는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만일 충분한 리시버값이 없다면, 제어는 1401로 리턴되어 많은 서버들(163)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택된다.

만일 충분히 리시버값이 있다면, 1406에서 선택 도너 수단(123)은 리시버 성능 목표 클래스를 대신하여 추가 서버들
(163)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저장소용 도너들을 찾기 위해 호출된다.

    
도너 클래스를 위해 조정되는 제어된 변수들은 반드시 그 클래스용으로 서버들(163)의 수(107)를 필요한 것은 아니다. 
MPL 슬롯 또는 보호된 프로세서 저장소와 같은, 도너 클래스의 몇 가지 다른 제어된 변수들 중의 어느 하나는 추가 서
버들(163)을 위한 필수 저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 또는 대체하여 조정될 수도 있다. 그러한 제어된 변수들의 도너 
클래스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은 본 발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나, 미국 특허 제5,537,542호 및 제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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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9호에 기재되어 있다.
    

    
1407에서, 리시버 클래스용 서버들(163)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도너들로부터 저장소를 취하는 데에 따른 순수값
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미국 특허 제5,675,739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는 하나 이상의 몇 가
지의 다른 기준들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예를 들어, 도너가 자원 재할당 후의 그 목표들을 맞추
기 위해 계획(project)되는가, 리시버가 그 목표들을 현재 놓치고 있는가, 리시버가 도너 보다 더 중요한 클래스인가, 
도너와 리시버의 결합 성능 인덱스들에서의 순수 이득이 있는가-즉, 리시버 클래스에 서버들을 추가하는 도너 클래스
의 성능 인덱스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에 비해서 리시버 클래스에 서버들을 추가하는 리시버 클래스의 성능 인덱스에 대
한 긍정적인 효과가 월등한가 이다. 만일 순수값이 있다면, 다음 단계에서 로컬 시스템(100)이 새로운 서버들(163)을 
시작하기 위해 클러스터(90) 내에 가장 좋은 시스템인가를 결정하고 (1408); 그렇지 않으면, 리시버 클래스 큐 지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1409).
    

    
도 8은 새로운 서버들(163)이 시작되는 클러스터(90) 내의 가장 좋은 시스템 (100)을 나타내는 타깃 시스템을 결정
하기 위한 절차를 나타낸다. 이 절차는 클러스터(90) 내의 각 시스템(100)에 의해 단계 108의 일부로서 수행되며, 일
단 보다 많은 서버들을 부가하는 것에 순수값이 있으며 하나 이상의 서버들(163)이 리시버 클래스에 부가되어야 한다
고 결정된다. 로컬 시스템(100)은 먼저 클러스터(90) 내의 임의의 시스템(100)이 다른 작업에 충격을 주지 않고 새로
운 서버들(163)을 지원할 충분한 유휴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한다(단계 801). 이는 클러스터
(90) 내의 각 시스템(100)을 위한 서비스 이용가능 어레이를 검사하여 새로운 서버들(163)을 지원하기 위해 어레이 
요소 8(미사용 CPU 서비스)에서 이용가능한 충분한 CPU 서비스를 가진 시스템(100)을 선택함으로써 행해진다. 만일 
복수의 시스템(100)이 충분한 미사용 CPU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많은 미사용 서비스를 가진 시스템(100)이 
선택된다. 그러나, 만일 시스템(100)이 큐 작업 요구들이 있을 때 유휴 서버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많은 작업 요구들
이 시스템(100)에 친화력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유휴 서버들(163)을 가진 시스템들(100)이 선택되지 않는다.
    

그 때 로컬 시스템(100)은 타깃 시스템(100)이 서버들(163)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유휴 CPU 용량을 가졌는지를 알아
보기 위한 검사를 행한다.(단계 802) 만일 타깃 시스템(100)이 발견되고 그것이 로컬 시스템(100)이면(단계 803), 
로컬 시스템(100)은 서버들(163)을 국부적으로 시작한다(단계 804-805).

    
단계 803에서 다른 시스템(100)이 새로운 서버들(163)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많은 유휴 용량을 가지고 있음이 발견
되면, 제어는 단계 806으로 전달되어 로컬 시스템(100)은 방침 조정 기간(10초)을 기다린 다음 다른 시스템(100)이 
서버들(163)을 시작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행한다(단계 807). 만일 다른 시스템 (100)이 서버들(163)을 
시작하였다면, 아무런 동작도 국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단계 811). 만일 서버들(163)을 시작한 다른 시스템이 없
다면, 로컬 시스템(100)은 새로운 서버들(163)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유휴 CPU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검사를 행한다(단계 812). 만일 그렇다면, 로컬 시스템(100)은 서버들 (163)을 국부적으로 시작한다(단계 813-
814).
    

    
만일 새로운 서버들(163)을 지원할 충분한 유휴 CPU 용량을 가진 시스템 (100)이 없거나 또는 충분한 유휴 CPU 용
량을 가진 시스템(100)이 있으나 시스템 (100)이 서버들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제어는 단계 808로 전달된다. 그러한 
시스템(100)이 서버들(163)을 시작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메모리 부족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 점에서 새로
운 서버들(163)이 도너 작업에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작될 수 없음이 알려진다. 그러므로 로컬 시스템(100)은 서버들(
163)을 국부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도너 작업이 그의 목표들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행한다. 
만일 도너 작업이 그의 목표를 잃게 된다면, 로컬 시스템(100)은 서버들(163)을 국부적으로 시작한다(단계 817-81
8). 만일 서버들 (163)을 국부적으로 시작하는 것에 의해 도너 클래스가 그의 목표들을 잃게 될 것이라면, 로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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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은 도너 작업에 주는 충격이 가장 작은 시스템(100)을 찾는다.(단계 809).
    

    
도 9는 도너 작업에 주는 충격이 가장 작은 시스템(100)을 809에서 결정하기 위한 루틴을 나타낸다. 루틴은 먼저 클러
스터(90) 내의 다른 시스템들(100)로 도너 클래스명과 도너의 성능 인덱스(PI) 델타를 보낸다. 이러한 도너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리시버 클래스를 위해 서버들(163)을 추가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 각 시스템(100)은 다른 모든 시스
템들(100) 상에서 서버들을 부가함에 따른 충격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런 다음 루틴은 다른 시스템들(100)이 그들의 
도너 정보를 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방침 기간(나타낸 실시예에서는 10초)을 기다린다(단계 902). 그런 다음 
루틴은 도너 클래스가 최소 중요성을 갖는 시스템(100)을 선택하고(단계 903) 단계 809를 완료하기 위하여 호출 루
틴으로 선택된 시스템(100)을 리턴한다(단계 905). 만일 도너 중요성에서 동률(tie)이 있으면(단계 904), 루틴은 도
너의 성능 인덱스(PI) 델타가 최소인 시스템(100)을 선택하여(단계 906) 이 시스템(100)을 호출 루틴으로 리턴시킨
다(단계 907).
    

    
다시 도 8을 참조하면, 단계 809를 완료한 후 로컬 시스템(100)은 최소 도너 충격을 가진 것으로 선택된 시스템(100)
이 로컬 시스템(100)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한다(단계 810). 만일 그렇다면, 로컬 시스템(100)은 서버들(163)
을 국부적으로 시작하도록 한다(단계 817-818). 그렇지 않다면, 로컬 시스템(100)은 다른 시스템(100)이 서버들(1
63)을 시작하도록 허여하기 위해 방침 기간을 기다리고(단계 815), 이 기간의 끝에서, 다른 시스템(100)이 서버들(1
63)을 시작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한다(단계 816). 만일 다른 시스템(100)이 서버들(163)을 시작하였다
면, 로컬 시스템(100)은 동작을 하지 않는다(단계 818). 만일 다른 모든 시스템(100)이 서버들(163)을 시작하지 않
았다면, 로컬 시스템(100)은 그들을 국부적으로 시작한다(단계 817-818).
    

    
1408에서, 어떤 환경 하에서 큐(161)를 위한 새로운 서버들(163)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요구들을 연기하기 
위한 로직이 포함된다. 새로운 서버들(163)을 시작하기 위해 동시 발생 요구들은 현존하는 작업에 불필요한 충격을 주
지 않도록 제한된다. 이러한 페이싱(pacing)은 운용 시스템(101)이 추가 서버들(163)을 시작하기 위해 많은 동시 발
생 요구들로 넘치지 않음-요구들이 넘칠 경우 파괴적이 될 수 있음-을 보증한다. 만일 서버 규정 정보(server defin
ition information)가 새로운 서버들(163)이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확한 경우의 무한 재시도 루프(i
nfinite retry loops)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관리인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 저장고(repository)(141)에서 불완
전한 정보를 검출하는 것이 또한 구현된다. 일단 서버(163)가 시작되면, 예상 밖으로 실패한 경우의 서버를 자동으로 
대체하기 위한 로직이 또한 포함된다. 동일한 서버 규정 정보를 가지나 동일한 작업 관리자(160)를 위한 다른 큐들(1
61)을 서비스하고 있는 유휴 서버들(163)은, 특별한 큐를 위한 서버들(163)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요구들을 만족
시키기 위하여 큐들 사이로 이동할 수 있으며, 그에 의해 전체적으로 새로운 서버를 시작하는 오버헤드를 피하게 된다.
    

    
본 발명은 바람직하게는 하나 이상의 하드웨어 머신들 상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즉, 프로그램 저장소 장치들 상에 
유형적으로 구현된 명령들의 머신-판독 가능 프로그램)로서 구현된다. 특별한 실시예를 나타내고 설명하였으나, 여기
에 특별히 기재된 것들이 아닌 다른 실시예들이 본 발명의 사상을 벗어나지 않고 만들어지거나 실시될 수 있음을 이 기
술 분야의 숙련가들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다양한 균등예들이 여기에 특별히 개시된 요소들을 대체할 수 있음도 또한 
이 기술 분야의 숙련가들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개시된 실시예들의 변경들, 조합들 및 수정들도 또한 
명백하다. 예를 들어, 여기에 개시된 단일 큐보다는 복수의 큐들이 각 서비스 클래스를 위해 제공될 수도 있다. 개시된 
실시예들 및 상세 사항들은 본 발명의 실시를 가르치고 설명하려고 의도된 것이며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명백
하지만 개시되지 않은 변경들, 조합들, 수정들은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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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본원 발명에 따르면 멀티시스템의 성능이 보다 최적화되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클러스터의 정보 취급 시스템 상에서 한 개 이상의 서버로 처리하는 클러스터 와이드 큐에 서비스 클래스에 속하는 인
입 작업 요구가 위치되게 하는 정보 핸들링 시스템들의 클러스터에서 상기 서버 갯수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서버들이 상기 서비스 클래스에 부가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하나 이상의 서버들이 상기 서비스 클래스에 부가되어야 한다고 결정되는 경우 서버들이 부가되어야 하는 클러스터에
서 타겟 시스템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타겟 시스템 상에 상기 서버들을 부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정보 핸들링 시스템들의 클러스터에서 서버의 갯수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들이 부가되어야 하는 클러스터에서 타겟 시스템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클러스터의 특정 시스템이 한 개 이상의 기타 서버들을 부가할 충분한 유휴 용량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클러스터의 시스템이 상기 한 개 이상의 기타 서버들을 부가하기 위한 충분한 유휴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타겟 
시스템과 같이 한 개의 시스템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정보 핸들링 시스템들의 클러스터에서 서버의 갯수 제
어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를 부가해야 하는 클러스터에서 타겟 시스템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클러스터 안에 특정 시스템이 한 개 이상의 부가 서버들을 부가하기 위한 충분한 유휴 용량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 
상기 한 개 이상의 부가 서버가 기타 작업시 최소로 충돌할 클러스터 내에서 시스템을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인 정보 핸들링 시스템들의 클러스터에서 서버의 갯수 제어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비사용 용량이 가장 큰 시스템은 타겟 시스템으로써 선택되는 것인 정보 핸들링 시스템들의 클러스터
에서 서버의 갯수 제어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각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는 것인 정보 핸들링 시스템들의 클러스터에서 서버의 
갯수 제어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각 시스템은 타겟 시스템 인지 및 타겟 시스템이라고 결정한 경우 국부적으로 한 개 이상의 서버
를 부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 정보 핸들링 시스템들의 클러스터에서 서버의 갯수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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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클래스는 제1 서비스 클래스이고, 상기 클러스터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기타 서비스 
클래스가 있으며, 상기 각 서비스 클래스는 상기 각 클래스에 대한 성능 측정을 정의하는 것인 정보 핸들링 시스템들의 
클러스터에서 서버의 갯수 제어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서비스 클래스에 서버를 부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미리 정해진 서버들을 상기 제1 서비스 클래스에 부가하는 상기 제1 서비스 클래스에 대한 성능 측정에 긍정적인 영향
을 긍정적인 효과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미리 정해진 서버들을 상기 제1 서비스 클래스에 부가하는 한 개 이상의 기타 서비스 클래스에 대한 성능 측정에 
부정적인 효과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서비스 클래스에 대한 성능 측정시 긍정적인 효과가 상기 한 개 이상의 기타 서비스 클래스에 대한 성능 측정
시 부정적인 효과보다 우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정보 핸들링 시스템들의 클러스터에서 서버의 
갯수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1항의 방법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계에 의해 실행가능한 명령들의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기계에 의
해 판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저장 장치.

청구항 10.

정보 핸들링 시스템 시스템 상에서 한 개 이상의 서버에 의해 처리하는 큐에 인입 작업 요구가 위치되는 정보 핸들링 시
스템의 클러스터에서, 상기 큐에서 각 작업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큐에 대한 서버들이 없는 클러스터의 서브세트에만 친화력이 있는 큐에 작업 요청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와,

상기 큐에 대한 서버들이 없는 클러스터의 서브세트에만 친화력이 있는 큐에 작업 요청이 있다는 것을 결정하는 경우에 
상기 작업 요구가 친화력을 갖는 상기 서브세트의 시스템 상에서 상기 큐용 서버를 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상
기 큐에서 각 작업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주기적인 간격으로 실행되는 것인 상기 큐에서 각 작업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서
버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기타 서비스 클래스에 할당된 작업 요청이 기타 큐에 위치되고,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각 큐에 
대하여 실행되는 것인 상기 큐에서 각 작업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클러스터에서 각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는 것인 상기 큐에서 각 작업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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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큐가 상기 시스템 상에 서버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큐가 상기 시스템 상에 서버가 없는 경우에만 상기 클러스터의 서브세트에 친화력 있는 큐에 작업 요청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상기 큐에서 각 작업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
법.

청구항 15.

클래스터의 정보 취급 시스템 상에서 한 개 이상의 서버로 처리하는 클러스터 와이드 큐에 서비스 클래스에 속하는 인
입 작업 요구가 위치되게 하는 정보 핸들링 시스템들의 클러스터에서 상기 서버 갯수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서버들이 상기 서비스 클래스에 부가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단과,

하나 이상의 서버들이 상기 서비스 클래스에 부가되어야 한다고 결정되는 경우, 서버들이 부가되어야 하는 클러스터에
서 타겟 시스템을 결정하는 수단과,

상기 타겟 시스템 상에 상기 서버들을 부가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인 정보 핸들링 시스템들의 클러스터에서 서버의 갯수 제어 방법.

청구항 16.

제10항의 방법 단계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기계로 실행가능한 명령들의 프로그램을 실체적으로 구현하는, 기계에 의해 
판독가능한 프로그램 저장 장치.

청구항 17.

서비스 클래스에 속하는 인입 작업 요구가 정보 핸들링 시스템 상에서 한 개 이상의 서버로 처리하는 큐에 인입 작업 요
구가 위치되는 정보 핸들링 시스템의 클러스터에서, 상기 큐에서 각 작업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큐에 대한 서버가 없는 클러스터의 서브세트에 친화력을 갖는 큐에 작업 요구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단과,

상기 큐에 대한 서버가 없는 클러스터의 서브세트에만 친화력을 갖는 큐에 작업 요구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작업 
요구가 친화력을 갖는 상기 서브세트에서 시스템 상에 상기 큐에 대한 서버를 개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인 정보 큐
안에 각 작업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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