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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엔드 노드 파티션 방법, 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요약

물리적 요소(600)를 위한 엔드 노드(end node)(606)를 파티션하는(partitioning) 방법은 서브넷 관리 패킷(a subnet

management packet)(SMP)을 사용하여 포트(644)를 프로빙(probe)하는 단계(702)와, 상기 포트(644)를 프로빙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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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상기 포트(644)와 연관된 스위치(612)를 검출하는 단계(704)와, 로컬 식별자(a local identifier)(694)를 상기 스위치

(612)의 SMP 포트(686)에 할당하는 단계(706)와, 상기 스위치(612)의 추가 포트(678)를 검출하는 단계(708)와, 상기 추

가 포트(678)에 대응하는 엔드 노드(606)의 포트(650)에 로컬 식별자(670)를 할당하는 단계(710)를 포함한다.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들 간의 통신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SAN(System Area Network)에서, 하드웨어는 입출력 디바이스(I/O)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메시지 전달 메카니즘 및 일

반적인 컴퓨팅 노드 간의 인터프로세스 통신(IPC)을 제공한다. 소비자(consumer)는 송신/수신 메시지를 SAN 채널 어댑

터(CA) 상에서 송신/수신 작업 큐로 포스트(post)함으로써 SAN 메시지 전달 하드웨어를 액세스한다. 송신/수신 작업 큐

(WQ)는 큐 쌍(QP)으로서 소비자에게 할당된다. 메시지는 5 개의 상이한 규정된 전송 타입, 즉 RC(Reliable Connected),

RD(Reliable Datagram), UC(Unreliable Connected), UD(Unreliable Datagram), RawD(Raw Datagram)을 걸쳐서 전

송된다. 또한, 상이한 회사들이 동일한 라우팅 헤더 레이아웃(the same routing header layouts)을 갖는 고객 패킷을 규

정하게 하는 제조자 규정가능 동작 코드의 세트가 존재한다. 소비자는 SAN 전송/수신 작업 완료(WC)를 통해서 완료 큐

(CQ)로부터 규정된 메시지의 결과를 검색한다. 제조자 규정가능한 동작은 그들이 규정된 패킷 타입과 동일한 큐잉 구조

(the same queuing structure)를 사용하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규정된다. 패킷 타입과 상관없이, 소스 채널 어댑터는 아

웃바운드 메시지(outbound message)를 세그먼트하는 것과 이들을 목적지로 전송하는 것을 관리한다. 목적지 채널 어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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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인바운드 메시지(inbound message)를 재어셈블하는 것과 이들을 목적지의 소비자에 의해 지정된 메모리 공간 내에

배치하는 것을 관리한다. 두 개의 채널 어댑터 타입, 즉 호스트 채널 어댑터(HCA) 및 타겟 채널 어댑터(TCA)가 존재한다.

호스트 채널 어댑터는 SAN 패브릭(SAN fabric)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범용 컴퓨팅 노드에 의해서 사용된다. 소비자는 호

스트 채널 어댑터 기능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SAN 버브(SAN verb)를 사용한다. 버브를 해석하고 채널 어댑터를 직접 액

세스하는 소프트웨어는 채널 인터페이스(CI)로서 알려져 있다.

인피니밴드(InfiniBand)(InfinBand Trade Association의 상표) 구성 요소에는 초기화 동안 로컬 식별자(LID)가 할당된다.

LID는 서브넷(subnet) 내의 구성 요소를 어드레스하는 데 사용된다. 모든 인피니밴드 패킷은 서브넷 내부에서의 패킷의

소스 및 목적지 어드레스를 규정하는 소스 LID 및 목적지 LID를 포함한다. 또한, 인피니밴드 구성 요소에는 적어도 하나의

파티션 키(partition key)(P_Key)가 할당된다. 파티션 키는 인피니밴드 패브릭(an infiniband fabric)을 하나 이상의 그룹

으로 파티션하는 데 사용된다. 이어서, 인피니밴드 구성 요소는 하나 이상의 그룹으로 배치된다. 모든 다른 통신들이 허용

된다. 엔드 노드(end node)는 파티션들로 그룹화되며 액세스는 P_key를 통해서 제어된다. 인피니밴드 파티션 메카니즘은

본질적으로 호스트가 어댑터 및 공유된 어댑터를 제어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인피니밴드는 단일 채널 어댑터 포트를 공유하는 다수의 운영 체제 인스턴스(multiple operating system

instance)가 이와 동시에 인피니밴드 서브넷으로의 제어형 액세스를 획득하도록 엔드 노드(end node)를 파티션하는 메카

니즘을 제공하지 않는다. 종래 기술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운영 체제 인스턴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추가 패킷 헤더 또는 헤

더들을 부가하였다. 이러한 헤더 또는 헤더들을 부가하게 되면 데이터 전송이 보다 복잡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엔드 노

드 파티션 메카니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프로세싱에서 파티션하는 것을 지원하는 보다 높은 레벨의 엔드 서버 및 논리적

또는 물리적 파티션(logical or physical partitioning)을 통한 메모리 자원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발명의 개요

그러므로, 하나의 물리적 구성 요소가 각 단일 구성 요소가 고유한 액세스 제어 레벨을 갖는 다수의 구성 요소로서 되게 하

는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이 구성 요소들은 호스트 채널 어댑터(HCA), 타겟 채널 어댑터(TCA), 스위치일 수 있다.

본 발명은 청구항 제 1 항에서 청구된 방법, 제 2 항에서 청구된 그에 대응하는 시스템, 청구항 3 항에서 청구된 컴퓨터 프

로그램 제품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신규한 특징은 첨부된 청구 범위에서 제안된다. 그러나, 본 발명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사용의 바람직

한 모드, 다른 목적 및 장점은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의 상세한 설명 부분을 독해함으로써 분명하게 이해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컴퓨팅 시스템의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의 기능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호스트 채널 어댑터의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작업 요청의 프로세싱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패킷의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가상 채널 어댑터 및 가상 스위치를 갖는 물리적 구성 요소의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물리적 요소의 구성을 위한 정적 선택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예시적인 흐름

도,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동작되거나 동작이 중단되는 호스트 채널 어댑터 및 이와 연관된 노드를 보고하

는 동작(reporting)을 나타내는 예시적인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물리적 요소의 구성을 위한 동적 선택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예시적인 흐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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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네트워크 컴퓨팅 시스템은 엔드 노드, 스위치, 라우터 및 이들 구성 요소들을 상호접속하는 링크를 갖는다. 엔드 노드는 메

시지를 패킷으로 세그먼트하고 이 패킷을 링크를 걸쳐서 전송한다. 스위치 및 라우터는 엔드 노드들을 상호접속하며 패킷

을 적절한 엔드 노드로 라우팅한다. 엔드 노드는 목적지에서 패킷을 메시지 내부로 재어셈블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컴퓨팅 시스템의 도면이다. 도 1의 네트워크 컴퓨팅 시스템은 SAN

(System area network)(100)의 형태를 취하지만 이는 단지 예시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며 이하에서 기술될 본 발명의 실

시예들은 수 많은 다른 타입 및 구성의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구현될 수 있다.

SAN(100)은 네트워크 컴퓨팅 시스템 내의 높은 대역폭, 낮은 레이턴시 네트워크 상호접속 노드(a high-bandwidth, low-

latency network interconnecting nodes)이다. 이 노드는 네트워크의 하나 이상의 링크에 부착되면서 네트워크 내에서

메시지의 초기점 및 목적지를 형성하는 임의의 구성 요소이다. 도시된 실례에서, SAN(100)는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102)

,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104), RAID(redundant array independant disk) 서브시스템 노드(106), I/O 섀시 노드(chassis

node)(108), PCI I/O 섀시 노드(184)의 형태로 된 다수의 노드를 포함한다. 도 1에서 도시된 노드들은 오직 예시적 목적으

로 도시된 것이며, SAN(100)은 임의의 다른 타입 및 다른 개수의 독립형 프로세서 노드, I/O 어댑터 노드, I/O 디바이스 노

드를 접속시킬 수 있다. 여러 노드들 중 임의의 하나의 노드는 엔드 노드로서 기능하며, 이 엔드 노드는 본 명세서에서

SAN(100) 내에서 메시지 또는 프레임을 생성시키거나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디바이스가 되도록 규정된다.

본 실시예에서 사용된 바와 같은 메시지는 협력하는 프로세스들 간의 통신의 초기 유닛(primitive unit)인, 데이터 교환의

애플리케이션 규정형 유닛(application-defined unit)이다. 패킷은 네트워킹 프로토콜 헤더 및/또는 트레일러(trailer)에

의해 캡슐화된 하나의 데이터 유닛이다. 헤더는 일반적으로 SAN를 통해 프레임을 제공하기 위한 제어 및 라우팅 정보를

제공한다. 트레일러는 일반적으로 손상된 내용을 갖는 패킷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어 및 CRC(cyclic

redundancy check) 데이터를 포함한다.

SAN(100)는 네트워크 컴퓨팅 시스템 내부의 I/O 통신 및 인터프로세서 통신(IPC)를 지원하는 통신 및 관리 인프라스트럭

쳐를 포함한다. 도 1에 도시된 SAN(100)는 스위치되는 통신 패브릭을 포함하며, 이 패브릭은 수 많은 디바이스가 안전한,

원격 관리형 환경에서 높은 대역폭 및 낮은 레이턴시로 데이터를 동시적으로 전달하게 한다. 엔드 노드는 다수의 포트에

걸쳐서 통신할 수 있으며 SAN 패브릭을 통한 다수의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SAN을 통한 다수의 경로 및

다수의 포트는 내고장성(fault tolerance) 및 증가된 대역폭 데이터 전달을 위해서 사용된다.

도 1에 도시된 SAN(100)는 스위치(112,114,116) 및 라우터(117)를 포함한다. 스위치는 작은 헤더 "목적지 로컬 식별자

(DLID)"를 사용하여 서브넷 내에서 다수의 링크들을 함께 접속시켜 패킷을 한 링크에서 다른 링크로 라우팅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는 디바이스이다. 라우터는 큰 헤더 "DGUID(Destination Globally Unique Identifier)"를 사용하여 다수의 서브

넷들을 함께 접속시켜 프레임을 제 1 서브넷 내의 하나의 링크에서 제 2 서브넷 내의 다른 링크로 라우팅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하는 디바이스이다.

일 실시예에서, 링크는 가령 엔드 노드, 스위치, 라우터와 같은 임의의 두 개의 네트워크 패브릭 요소들 간의 완전 이중 채

널(a full duplex channel)이다. 적합한 링크의 실례는 구리 케이블, 광케이블, 백플레인 및 인쇄 회로 기판 상의 인쇄 회로

구리 트레이스를 포함하지만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뢰할만한 서비스 타입의 경우, 호스트 프로세서 엔드 노드 및 I/O 어댑터 엔드 노드와 같은 엔드 노드는 요청 패킷을 생

성하여 확인 패킷을 돌려 보낸다. 스위치 및 라우터는 소스로부터 목적지로 패킷을 전달한다. 네트워크의 각 스테이지에서

갱신되는 변형 CRC 트레일러 필드의 경우를 제외하고, 스위치는 패킷을 수정되지 않는 상태로 전달한다. 패킷이 라우팅될

때에 라우터는 변형 CRC 트레일러 필드를 갱신하고 헤더 내의 다른 필드를 수정한다.

도 1에 도시된 SAN(100)에서,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102,104), RAID I/O 서브시스템(106), I/O 섀시(108), PCI I/O 섀시

(184)는 SAN(100)로 인터페이스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나의 채널 어댑터(CA)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각 채널 어댑터

는 SAN 패브릭 상에서 전송된 소스 또는 싱크 패킷으로의 채널 어댑터 인터페이스를 충분하게 세부적으로 구현하는 엔드

포인트이다.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102)는 호스트 채널 어댑터(118) 및 호스트 채널 어댑터(120)의 형태로 채널 어댑터를

포함한다.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104)는 호스트 채널 어댑터(122) 및 호스트 채널 어댑터(124)의 형태로 채널 어댑터를

포함한다.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102)는 또한 버스 시스템(134)에 의해서 상호접속되는 중앙 처리 장치(126-130) 및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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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132)를 포함한다.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104)는 또한 버스 시스템(144)에 의해서 상호접속되는 중앙 처리 장치

(136-140) 및 메모리(142)를 포함한다. 호스트 채널 어댑터(118)는 스위치(112)로의 접속을 제공하며, 호스트 채널 어댑

터(120,122)는 스위치(112,114)로의 접속을 제공하고, 호스트 채널 어댑터(124)는 스위치(114)로의 접속을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서, 호스트 채널 어댑터는 하드웨어로 구현된다. 이러한 구현에서, 호스트 채널 어댑터 하드웨어는 중앙 처리

장치 및 입출력 어댑터 통신의 오버헤드(overhead) 다량을 오프로드한다(offload). 호스트 채널 어댑터의 이러한 하드웨

어 구현으로 인해서 통신 프로토콜과 연관된 통상적인 오버헤드 없이 스위치되는 네트워크에 걸쳐서 다수의 동시적인 통

신이 가능하게 된다. 일 실시예에서, 도 1의 호스트 채널 어댑터 및 SAN은 네트워크 컴퓨팅 시스템의 입출력 및 인터프로

세서 통신(IPC) 소비자에게 운영 체제 커널 프로세스와 관계 없이 제로 프로세서 복사 데이터 전달(zero processor-copy

data transfer)을 제공하고, 신뢰할만한 내고장성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사용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우터(117)는 다른 호스트 또는 라운터로의 WAN 및/또는 LAN 접속부에 결합된다.

도 1의 입출력 섀시(108)는 스위치(146) 및 다수의 입출력 모듈(148-156)을 포함한다. 이 실례에서, 입출력 모듈은 어댑

터 카드의 형태를 취한다. 도 1에 도시된 어댑터 카드의 실례는 I/O 모듈을 위한 SCSI 어댑터 카드(148), 입출력 모듈을 위

한 섬유 채널 허브 및 섬유 채널 중재형 루프(fiber channel-arbitrated loop)(FC-AL) 디바이스로의 어댑터 카드(152), I/

O 모듈을 위한 이더넷 어댑터 카드(150), 입출력 모듈(I/O 모듈)을 위한 그래픽 어댑터 카드(154), 입출력 모듈을 위한 비

디오 어댑터 카드(156)를 포함한다. 임의의 알려진 타입의 어댑터가 구현될 수 있다. 입출력 어댑터는 또한 SAN 패브릭으

로 어댑터 카드를 접속시키기 위해서 I/O 어댑터 백플레인 내부에 스위치를 포함한다. 이 모듈은 타겟 채널 어댑터(158-

166)를 포함한다.

이 실례에서, 도 1의 RAID 서브시스템 노드(106)는 프로세서(168), 메모리(170), 타겟 채널 어댑터(TCA)(172), 다수의

여분의 및/또는 스트라이프된 저장 디스크 유닛(174)을 포함한다. 타겟 채널 어댑터(172)는 전적으로 기능성의 호스트 채

널 어댑터일 수 있다.

PCI I/O 섀시 노드(184)는 TCA(186) 및 PCI 버스(108)를 통해서 이 TCA(186)에 접속된 다수의 PCI 입출력 어댑터

(IOA)(190-192)를 포함한다. 이 실례에서, IOA는 어댑터 카드의 형태를 취한다. 도 1에 도시된 어댑터 카드의 실례는 모

뎀 어댑터 카드(190) 및 직렬 어댑터 카드(192)를 포함한다. TCA(186)는 HCA(118)와 같은 HCA로 SAN 패브릭을 가로

질러 전송하기 위해서 IOA(190-192)로부터 수신된 PCI 트랜잭션 요청 또는 응답을 데이터 패킷으로 캡슐화한다. HCA

(118)는 수신된 데이터 패킷이 PCI 전송 데이터를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만일 그러하다면 데이터 패킷을 디코딩

하고 이로써 DMA 기록 또는 판독 동작과 같은 위의 캡슐화된 PCI 트랜잭션 요청 또는 응답을 검색한다. HCA(118)는 메

모리(132)와 같은 적절한 유닛으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한다. 만일 PCI 트랜잭션이 DMA 판독 요청이었다면, HCA는 메모

리(132)로부터의 응답을 수신하여 PCI 요청을 데이터 패킷으로 캡슐화하고 이 데이터 패킷을 SAN 패브릭을 가로질러 요

청 TCA(186)으로 다시 전송한다. 이어서, TCA는 데이터 패킷으로부터 PCI 트랜잭션을 디코딩하고 PCI 트랜잭션을 PCI

버스(188)를 가로질러 PCI IOA(190,192)로 전송한다.

이와 유사하게, 가령 CPU(126)와 같은 프로세서로부터의 PCI IOA(190,192)와 같은 PCI IOA로의 저장 및 로딩 요청은

SAN 패브릭을 가로질러서 적합한 PCI IOA(190,192)에 대응하는 TCA(186)으로의 전송을 위해서 HCA(118)에 의해서

데이터 패킷으로 캡슐화된다. TCA(186)는 데이터 패킷을 디코딩하며 이로써 PCI 전송 데이터를 검색하여 PCI 버스(188)

를 통해서 PCI 저장 또는 로딩 요청 및 데이터를 PCI IOA(190,192)로 전송한다. 만일 요청이 로딩 요청이면, TCA(186)는

TCA가 데이터 패킷으로 캡슐화하여 SAN 페브릭을 걸쳐서 HCA(118)(데이터 패킷을 디코딩하여 PCI 데이터 및 커맨드

를 검색하여 이를 요청 CPU(126)로 전송함)로 전송한 PCI IOA(190,192)로부터의 응답을 수신한다. 이로써, PCI 어댑터

는 SAN 패브릭에 접속될 수 있다.

SAN(100)는 I/O를 위한 데이터 통신 및 인터프로세서 통신을 처리한다. SAN(100)는 I/O 통신에서 필요한 높은 대역폭

및 스케일가능성(scalability)를 지원하고 인터프로세서 통신에서 필요한 매우 낮은 레이턴시 및 낮은 CPU 오버헤드를 지

원한다. 사용자 클라이언트는 운영 체제 시스템 커널 프로세스를 바이패스하여 호스트 채널 어댑터와 같은 네트워크 통신

하드웨어로 바로 액세스할 수 있으며 이로써 메시지 전달 프로토콜이 효율적이 된다. SAN(100)는 현재의 컴퓨팅 모델에

적합하며 새로운 형태의 I/O 및 컴퓨터 클러스터 통신을 위한 구축 블록이다. 또한, 도 1의 SAN(100)는 I/O 어댑터 노드들

이 그 자체 간에서 서로 통신하거나 네트어크 컴퓨팅 시스템 내의 임의의 또는 모든 프로세서 노드와 통신하게 한다. 입출

력 어댑터가 SAN(100)에 부착됨으로써, 결과적인 입출력 어댑터 노드는 SAN(100) 내의 임의의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와

거의 동일한 통신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도 1은 예시적인 실례이며 본 발명을 구조적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하에서 기술될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는 다수의 타입 및 구성을 갖는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구현될 수 있다. 가령, 본 발명을 구현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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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프로세서와 한정된 수의 입출력 어댑터를 갖는 소형 서버에서 가령 수 백 개의 프로세서와 수 천 개의 입출력 어

댑터를 갖는 대용량 병렬 슈퍼컴퓨터 시스템에 이른다. 또한, 본 발명은 가령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 의해서 접속되는 원

격 컴퓨터 시스템의 인프라스트럭쳐에서 구현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의 기능 블록도이다.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200)는 도 1의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102)와 같은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의 실례이다.

이 실례에서, 도 2에 도시된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200)는 소비자 집합(202-208), 하나 이상의 PCI/PCI-X 디바이스 드라

이버(230)를 포함하며, 여기서 이 드라이버는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200) 상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이다. 호스트 프로세

서 노드(200)는 또한 채널 어댑터(210,212)를 포함한다. 채널 어댑터(210)는 포트(214,216)를 포함하고 채널 어댑터

(212)는 포트(218,220)를 포함한다. 각 포트는 링크로 접속된다. 포트는 도 1의 SAN(100)과 같은 하나의 SAN 서브넷 또

는 다수의 SAN 서브넷으로 접속될 수 있다. 이 실례에서, 채널 어댑터는 호스트 채널 어댑터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소비자(202-208)는 버브 인터페이스(verb interface)(222)와 메시지 및 데이터 서비스(224)를 통해서 메시지를 SAN으

로 전송한다. 버스 인터페이스는 필수적으로 호스트 채널 어댑터의 기능을 요약 설명하는 부분이다. 운영 체제는 그의 프

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모든 또는 몇몇 버브 기능을 노출한다. 기본적으로, 이 인터페이스는 호스트의 행동을 규정

한다. 추가적으로,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200)는 메시지 및 데이터 서비스(224)를 포함하는데, 이 서비스는 버브 층보다

높은 레벨의 인터페이스이며 채널 어댑터(210,212)를 통해서 수신된 메시지 및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데 사용된다. 메시

지 및 데이터 서비스(224)는 메시지 및 다른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도록 소비자(202-208)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

한, 채널 어댑터(210,212)는 SAN에 부착된 PIC IOA에 대해 타겟된 프로세서로부터 로딩 및 저장 인스트럭션을 수신한

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호스트 채널 어댑터의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호스트 채널 어댑터(300)는 큐

쌍(QP)(302-310)의 집합을 포함하는데, 이는 메시지를 호스트 채널 어댑터 포트(312-316)로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

이다. 호스트 채널 어댑터 포트(312-316)로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것은 가상 레인(virtual lane)(VL)(318-334)을 통해서

채널링되며 여기서 각 VL은 자신의 흐름 제어를 갖는다. 서브넷 관리기(도시되지 않음)는 각각의 물리적 포트를 위한 로컬

어드레스 즉 포트의 LID로 채널 어댑터를 구성한다. 서브넷 관리기 에이전트(SMA)(336)는 채널 어댑터 구성을 위해서 서

브넷 관리기와 통신한다. 메모리 변환 및 보호(MTP)(338)는 가상 어드레스를 물리적 어드레스로 변환하고 액세스 권리를

유효화하는 메카니즘이다. 직접 메모리 액세스(DMA)(340)는 큐 쌍(302-310)에 대해 메모리(340)를 사용하여 직접 메모

리 액세스 동작을 제공한다.

도 3에 도시된 호스트 채널 어댑터(300)와 같은 단일 채널 어댑터는 수 천 개의 큐 쌍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I/O

어댑터 내의 타겟 채널 어댑터는 통상적으로 아주 작은 수의 큐 쌍을 지원한다.

각 큐 쌍은 전송 작업 큐(SWQ) 및 수신 작업 큐(RWQ)로 구성된다. 전송 작업 큐는 채널 및 메모리 시멘틱 메시지

(channel and memory semantic messages)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소비자는 본 명세서에서 버브로 지칭되는 운영 체

제 특정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호출하여 작업 요청(WR)을 작업 큐 상으로 배치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작업 요청의 프로세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에서, 수신 작업 큐(400), 전송

작업 큐(402), 완료 큐(404)는 소비자(406)로부터의 요청 및 소비자(406)에 대한 요청을 프로세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소비자(406)로부터의 요청은 최후에는 하드웨어(408)로 전송된다. 이 실례에서, 소비자(406)는 작업 요청(410,412)을 생

성하고 작업 완료(414)를 수신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작업 큐 상에 배치된 작업 요청은 작업 큐 요소(WQE)로 지

칭된다.

전송 작업 큐(402)는 SAN 패브릭 상에서 전송될 데이터를 기술하는 작업 큐 요소(WQE)(422-428)를 포함한다. 수신 작

업 큐(400)는 SAN 패브릭으로부터의 입력 채널 시멘틱 데이터를 배치할 위치를 기술하는 작업 큐 요소(WQE)(416-420)

를 포함한다. 작업 큐 요소는 호스트 채널 어댑터 내의 하드웨어(408)에 의해서 프로세싱된다.

버브는 완료 큐(404)로부터 완료된 작업을 검색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완료 큐(404)는

완료 큐 요소(CQE)(430-436)를 포함한다. 완료 큐 요소는 이전에 완료된 작업 큐 요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완료 큐

(404)는 다수의 큐 쌍에 대한 완료 공지의 단일 포인트를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완료 큐 요소는 완료 큐 상의 데이터 구조

이다. 이 요소는 완료된 작업 큐 요소를 기술한다. 이 완료 큐 요소는 완료된 큐 쌍 및 특정 작업 큐 요소를 결정하기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다. 완료 큐 컨텍스트는 포인터, 길이, 개별 완료 큐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다른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의 블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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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에 도시된 전송 작업 큐(402)에 대해서 지원되는 작업 요청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전송 작업 요청은 로컬 데이터 세그

먼트의 집합을 원격 노드의 수신 작업 큐 요소에 의해서 참조되는 데이터 세그먼트로 푸시(push)하는 채널 시멘틱 동작이

다. 가령, 작업 큐 요소(428)는 데이터 세그먼트 4(438), 데이터 세그먼트 5(440), 데이터 세그먼트 6(432)를 포함한다.

각각의 전송 작업 요청의 데이터 세그먼트는 가상적으로 근접한 메모리 영역을 포함한다. 로컬 데이터 세그먼트를 참조하

는데 사용되는 가상 어드레스는 로컬 큐 쌍을 생성했던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컨텍스트 내에 존재한다.

원격 직접 메모리 액세스(RDMA) 판독 작업 요청은 원격 노드 상의 가상적으로 연속하는 메모리 공간을 판독하는 메모리

시멘틱 동작을 제공한다. 메모리 공간은 메모리 영역의 일부 또는 메모리 윈도우의 일부일 수 있다. 메모리 영역은 가상 어

드레스 및 길이에 의해서 규정되는 이전에 등록된 가상적으로 연속하는 메모리 어드레스의 집합을 참조한다. 메모리 윈도

우는 이전에 등록된 영역에 결합된 가상적으로 연속하는 메모리 어드레스들의 세트를 참조한다.

RDMA 판독 작업 요청은 원격 엔드 노드 상의 가상적으로 연속하는 메모리 공간을 판독하고 이 데이터를 가상적으로 연속

하는 로컬 메모리 공간에 기록한다. 전송 작업 요청과 유사하게, 로컬 데이터 세그먼트를 참조하기 위해서 RDMA 판독 작

업 큐 요소에 의해서 사용된 가상 어드레스는 로컬 큐 쌍을 생성했던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컨텍스트 내에 존재한다. 가령,

수신 작업 큐(400) 내의 작업 큐 요소(416)는 데이터 세그먼트 1(444), 데이터 세그먼트 2(446), 데이터 세그먼트 3(448)

를 참조한다. 원격 가상 어드레스는 RDMA 판독 작업 큐 요소에 의해서 타겟된 원격 큐 쌍을 소유한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컨텍스트 내에 존재한다.

RDMA 기록 작업 큐 요소는 원력 노드 상의 가상적으로 연속하는 메모리 공간을 기록하는 메모리 시멘틱 동작을 제공한

다. RDMA 기록 작업 큐 요소는 로컬한 가상적으로 연속하는 메모리 공간의 스캐터 리스트(scatter list) 및 이 로컬 메모리

공간이 기록된 원격 메모리 공간의 가상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RDMA FetchOp 작업 큐 요소는 원격 워드 상의 원자적 동작(atomic operation)을 수행하는 메모리 시멘틱 동작을 제공한

다. RDMA FetchOP 작업 큐 요소는 결합된 RDMA 판독 및 수정 및 RDMA 기록 동작이다. RDMA FetchOp 작업 큐 요소

는 동등하다면 비교 및 스와핑(swap)과 같은 몇 개의 판독-수정-기록 동작을 지원할 수 있다.

바인드 (언바인드 : unbind) 원격 액세스 키(R_key) 워드 큐 요소는 호스트 채널 어댑터 어드웨어에게 메모리 윈도우를 메

모리 영역과 결합(분리)함으로써 메모리 윈도우를 수정(파괴)하라는 명령을 제공한다. 이 R_key는 각 RDMA 액세스의 일

부이며 원격 프로세스가 버퍼로의 액세스를 허용한 것의 타당성을 검사하는데 사용된다.

일 실시예에서, 도 4에 도시된 수신 작업 큐(400)는 수신 작업 큐 요소로 지칭되는 한 타입의 작업 큐 요소 만을 오직 지원

한다. 이 수신 작업 큐 요소는 입력 전송 메지시가 기록되는 로컬 메모리 공간을 기술하는 채널 시멘틱 동작을 제공한다.

수신 작업 큐 요소는 몇 개의 가상적으로 연속하는 메모리 공간을 기술하는 스캐터 리스트를 포함한다. 입력 전송 메시지

는 이들 메모리 공간 내부로 기록된다. 가상 어드레스는 로컬 큐 쌍을 생성했던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컨텍스트 내에 존재

한다.

인터프로세서 통신의 경우, 사용자 모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는 버퍼가 메모리 내에 상주하는 위치로부터 데이터를 큐 쌍

을 통해서 직접 전달한다. 일 실시예에서, 이러한 큐 쌍을 통한 전달은 운영 체제를 바이패스하여 아주 소수의 호스트 인스

트럭션 싸이클을 소비한다. 큐 쌍은 어떤 운영 체제 커널 프로세스가 관여하지 않는 제로 프로세서-복사 데이터 전달을 가

능하게 한다. 이러한 제로 프로세서-복사 데이터 전달은 높은 대역폭 및 낮은 레이턴시 통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큐 쌍이 생성될 때, 이 큐 쌍은 선택된 타입의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정된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을 구현하는 네

트워크 컴퓨팅 시스템은 4 개의 타입의 전송 서비스를 지원한다.

RC(Reliable Connected) 서비스 및 UC(Unreliable Connected) 서비스는 로컬 큐 쌍을 하나의 원격 큐 쌍과 연관시킨다.

접속형 서비스는 SAN 패브릭과 통신하기 위한 각 프로세스에 대해서 큐 쌍을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필요로 한다. 이로써,

N 개의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 각각이 P 개의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각 노드 상의 모든 P 개의 프로세스가 모든 다른 노드

상의 모든 프로세스와 통신하기를 원한다면, 각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는 P2 * (N - 1) 개의 큐 쌍을 필요로 한다. 또한, 프

로세스는 큐 쌍을 동일한 호스트 채널 어댑터 상의 다른 큐 쌍으로 접속시킬 수 있다.

RD(Reliable Datagram) 서비스는 로컬 엔드-엔드(EE) 컨텍스트를 유일한 원격 엔드-엔드 컨텍스트와 연관시킨다. RD

서비스는 하나의 큐 쌍의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임의의 다른 원격 노드 상의 임의의 다른 큐 쌍과 통신하는 것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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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수신 작업 큐에서, RD 서비스는 임의의 다른 원격 노드 상의 임의의 전송 작업 큐로부터의 입력 메시지를 허용한

다. RD 서비스는 스케일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그 이유는 RD 서비스가 무접속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정된

수의 큐 쌍을 갖는 엔드 노드는 RC 전송 서비스보다 RD 서비스로 보다 많은 프로세스 및 엔드 노드와 통신할 수 있다. 가

령, N 개의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 각각이 P 개의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각 노드 상의 모든 P 개의 프로세스가 모든 다른 노

드 상의 모든 프로세스와 통신하기를 원한다면, RC 서비스는 각 노드 상에서 P2 * (N - 1) 개의 큐 쌍을 필요로 한다. 비교

하면, 무접속형 RD 서비스는 정확하게 동일한 통신에 대해서 각 노드 상에서 P 큐 쌍 + (N - 1)EE 컨텍스트를 필요로 한

다.

UD(Unreliable Datagram) 서비스는 무접속형이다. UD 서비스는 새로운 스위치, 라우터, 엔드 노드를 발견하여 소정의

네트워크 컴퓨트 시스템 내부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사용된다. UD 서비스는 RC 서비스 및

RD 서비스의 신뢰성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UD 서비스는 각 엔드 노드에서 유지되는 보다 작은 상태 정보로

동작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패킷의 도면이다. 메시지 데이터(506)는 데이터 세그먼트 1(502), 데이

터 세그먼트 2(504), 데이터 세그먼트 3(506)를 포함하며 이는 도 4에 도시된 데이터 세그먼트와 유사하다. 이 실례에서,

세 개의 데이터 세그먼트는 데이터 패킷(512) 내부의 패킷 페이로드(packet payload)(510) 내부로 배치되는 패킷(508)을

형성한다. 또한, 데이터 패킷(512)은 에러 체크에서 사용되는 CRC(514)를 포함한다. 또한, 라우팅 헤더((516) 및 전송 헤

더(518)가 데이터 패킷(512) 내에 존재한다. 본 실례에서, 전송 헤더(518)는 데이터 패킷(512)에 대한 목적지 큐 쌍을 지

정한다. 또한, 전송 헤더(518)는 동작 코드, 패킷 시퀀스 번호와 같은 정보 및 데이터 패킷(512)을 위한 파티션을 제공한

다. 동작 코드는 패킷이 제 1 패킷인지, 최종 패킷인지, 중간 패킷인지 아니면 오직 메시지의 패킷인지 식별한다. 동작 코드

는 또한 동작이 전송 RDMA 기록인지 판독인지 아니면 원자적 동작인지를 명시한다. 패킷 시퀀스 번호는 통신이 확립될

때 초기화되며 큐 쌍이 새로운 패킷을 생성할 때마다 증분된다. 엔드 노드의 포트는 하나 이상의 가능한 중첩 세트로 지칭

되는 파티션의 수가 되도록 구성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가상 채널 어댑터 및 가상 스위치를 갖는 물리적 구성 요소의 도면이다. 도 6은

하나 이상의 HCA를 하나 이상의 서브넷으로 접속시키는 하나 이상의 스위치를 포함하는 다기능 칩의 내부 구조를 도시한

다. 도 6에 도시된 물리적 구성 요소는 가상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602,604)를 포함한다. 가상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602)

는 가상 호스트 채널 어댑터(HCA)(606)를 포함한다. 가상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604)는 가상 호스트 채널 어댑터(HCA)

(608)를 포함한다. 가상 HCA(606,608)는 물리적 HCA와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 가령, 본 실례에서 가상 HCA(606,608)

는 의무적 큐 쌍 수 0 및 1을 포함한다.

도 6에 도시된 물리적 요소(600)는 스위치(612)를 포함하는 SAN 패브릭(610)을 포함한다. 도 6에 도시된 SAN 패브릭

(610)은 호스트 채널 어댑터(606)를 스위치(612)로 접속시키는 링크와 스위치(612)를 TCA(642)로 접속시키는 링크를

포함한다. 도 6의 네트워크 컴퓨팅 시스템(600)은 또한 스위치(614)를 포함하는 SAN 패브릭(611)을 포함한다. 도 6에 도

시된 SAN 패브릭(611)은 호스트 채널 어댑터(608)를 스위치(614)로 접속시키는 링크와 스위치(614)를 TCA(644)로 접

속시키는 링크를 포함한다. 가상 HCA(606)는 포트(650,652)를 포함한다. 포트(650)는 스위치(612)의 포트(678)를 통해

서 서브넷(646)으로 접속된다. 포트(652)는 스위치(614)의 포트(682)를 통해서 서브넷(648)으로 접속된다. 서브넷(646)

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기는 LID(670)를 HCA(606)의 포트(650)에 할당하며 LID(694)를 스위치(612)의 포트(686)에 할

당한다. 포트(686)는 스위치(612)를 위한 인피니밴드 서브넷 관리 포트 0이다. 서브넷 관리기는 서브넷(648)과 연결되어

LID(672)를 HCA(606)의 포트(652)에 할당하며 LID(696)를 스위치(614)의 포트(688)에 할당한다. 포트(688)는 스위치

(614)를 위한 인피니밴드 서브넷 관리 포트 0이다. 가상 HCA(608)는 포트(654,656)를 포함한다. 포트(654)는 스위치

(612)의 포트(680)를 통해서 서브넷(646)으로 접속된다. 포트(656)는 스위치(614)의 포트(684)를 통해서 서브넷(648)으

로 접속된다. 서브넷(646)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기는 LID(674)를 HCA(608)의 포트(654)에 할당한다. 서브넷(648)과 연

관된 서브넷 관리기는 LID(676)를 HCA(608)의 포트(656)에 할당한다.

이 예시적인 트랜잭션에서,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602)는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A(616)을 포함한다. 호스트 프로세서 노

드(604)는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B(618)을 포함한다. 클라이언트 A(616)는 큐 쌍(620), 완료 큐(632), TPT(변환 보호 테

이블)(634)를 통해서 호스트 채널 어댑터 하드웨어(606)과 상호작용한다. 클라이언트 B(618)는 큐 쌍(622), 완료 큐(636)

, TPT(변환 보호 테이블)(638)를 통해서 호스트 채널 어댑터 하드웨어(608)과 상호작용한다. 큐 쌍(620,622), 완료 큐

(632,636), TPT(변환 보호 테이블)(634,638)은 데이터 구조이다. 큐 쌍(620)은 전송 작업 큐(624) 및 수신 작업 큐(626)

를 포함한다. 큐 쌍(622)은 전송 작업 큐(628) 및 수신 작업 큐(630)를 포함한다. 완료 큐(632,636)는 단일 완료 큐로 구성

된다. TPT(634,638)는 메모리 어드레스 변환 및 보호 테이블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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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TCA 또는 HCA와 같은 채널 어댑터는 물리적 요소(600)의 일부로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하드웨어 상

태 머신으로의 자원 구성 및 할당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 자원 구성 및 할당 인터페이스는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

어 상태 머신이 가령 도 6의 HCA(606,608)와 같은 가상 HCA를 위한 운영 방침을 설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운영

방침은 1) 다기능 칩 내부에서 사용되는 스위치의 수, 2) 스위치 당 포트의 수, 3) 각 스위치에 할당된 스위치 자원의 수, 4)

다기능 칩 내부에서 사용되는 HCA의 수, 5) HCA 당 포트의 수, 6) 각 HCA에 할당된 HCA 자원의 수를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 상태 머신은 물리적 요소(600)의 실제 구성을 선택한다. 물리적 요소는 가령 HCA일 수 있

다. 이러한 선택은 동적이거나 정적일 수 있다. 정적 선택은 패브릭의 재초기화 또는 노드의 재부팅을 통해 HCA 또는 스위

치 구성이 변경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동적 선택은 HCA 또는 스위치 구성 변경이 패브릭의 재초기화는 필요 없이 이루어

지도록 하지만 노드의 재부팅을 필요로 한다.

정적 선택 메카니즘 하에서, 물리적 구성 요소(600)는 패브릭 초기화 동안 물리적 요소(600)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는 호

스트 프로세서 노드, 가상 HCA, 가상 스위치의 정확한 수를 보고해야 한다. 정적 선택 메카니즘은 물리적 요소 상에서 임

의의 가용한 포트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 정보에 대한 요청 없이 포트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지 않는다. 정적 선택 메카니즘 하에서, 각 가상 HCA는 구별된 물리적 HCA로서 나타날 수 있다. 도 6에서, 서브넷

(646)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기는 표준 인피니밴드 서브넷 관리 패킷(SMP)을 사용하여 포트(644)를 프로빙(probe)함으로

써 스위치(612)를 검출한다. 스위치(612)는 서브넷(646)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기에 대해서 물리적 스위치로서 나타나며

SMP를 사용하여 LID(694)가 그의 포트(686)에 할당된다. 서브넷(646)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기는 스위치(612)가 두 개의

추가적인 포트(678,680)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인피니밴드 SMP를 통해서 식별한다. 서브넷(646)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기는 인피니밴드 SMP를 사용하여 스위치(612) 포트(678)를 프로빙하고 HCA(606) 포트(650)의 위치를 파악함으로

써 HCA(606)를 검출한다. HCA(606)는 서브넷(646)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기에 대해서 물리적 HCA로서 나타난다. 서브

넷(646)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기는 인피니밴드 SMP를 사용하여 LID(670)를 HCA(606)의 포트(650)에 할당한다. 마찬가

지로, 서브넷(646)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기는 인피니밴드 SMP를 사용하여 HCA(608)를 검출한다. HCA(608)는 서브넷

(646)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기에 대해서 물리적 HCA로서 나타난다. 서브넷(646)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기는 인피니밴드

SMP를 사용하여 LID(674)를 포트(654)에 할당한다.

동적 선택 메카니즘을 사용하여, 물리적 요소(600)는 가상 스위치의 최대 구성가능한 수 및 이에 대응하는 토폴러지

(topology)를 보고하지만 패브릭 초기화 동안 물리적 요소(600)의 일부로서 포함될 수 있는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 및

HCA의 정확한 수를 보고하지 않는다. 동적 선택 메카니즘은 물리적 요소 상에서 가용한 임의의 포트가 존재하는지의 여

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전의 이용할 수 없었던 포트가 동작하게 되는 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동적

선택 메카니즘은 HCA 및 이와 연관된 호스트 노드의 제거를 이들이 동작으로부터 제거될 때에 보고한다. 동적 선택 메카

니즘을 사용하여, 각 가상 HCA는 개별적 물리적 HCA로서 나타나게 된다.

도 6에서, HCA(606)가 나중의 시점에서 동작되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발생한다. 서브넷(646)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

기는 SMP를 사용하여 포트(644)를 프로빙함으로써 스위치(612)를 검출한다. 스위치(612)는 서브넷(646)과 연관된 서브

넷 관리기에 대해서 물리적 스위치로서 나타나며 SMP를 사용하여 LID(694)가 그의 포트(686)에 할당된다. 서브넷(646)

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기는 스위치(612)가 두 개의 추가적인 포트(678,680)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인피니밴드 SMP

를 통해서 식별한다. 서브넷(646)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기는 인피니밴드 SMP를 사용하여 스위치(612)를 프로빙하고

HCA(606) 포트(650)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HCA(606)를 검출한다. HCA(606)는 서브넷(646)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기

에 대해서 물리적 HCA로서 나타난다. 서브넷(646)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기는 인피니밴드 SMP를 사용하여 LID(670)를

HCA(606)의 포트(650)에 할당한다. 나중의 시점에서, 서브넷(646)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기는 인피니밴드 SMP 스위프

(sweep)를 사용하여 스위치(612)를 프로빙하고 HCA(608) 포트(654)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HCA(608)를 검출한다.

이와 달리, 서브넷(646)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기는 상태 변경을 나타내는 스위치(612)로부터의 트랩(trap)의 결과로서

HCA(608)를 검출할 수 있다. 이는 서브넷(646)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기가 인피니밴드 SMP를 사용하여 스위치(612) 포

트(680)를 프로빙하고 HCA(608) 포트(654)의 위치를 파악하게 한다. HCA(608)는 서브넷(646)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기

에 대해서 물리적 HCA로서 나타나게 된다. 서브넷(646)과 연관된 서브넷 관리기는 인피니밴드 SMP를 사용하여 HCA

(608)의 포트(654)에 LID(674)를 할당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물리적 요소에 대한 엔드 노드 파티션 수행을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물리적 요소

의 구성의 선택은 동적이거나 정적일 수 있다. 정적 선택 메카니즘의 경우, 서브넷 관리기는 가령 스위치 또는 HCA와 같은

물리적 요소를 프로빙하여 그 물리적 요소가 검출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물리적 요소가 검출되면, LID가 물리적

요소의 SMP 포트에 할당된다 추가 포트가 물리적 요소에서 검출되면, LID가 추가 포트에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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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선택 메카니즘의 경우, HCA 및 이와 연관된 호스트 노드는 이들이 동작될 때에 보고될 것이다. 또한, 동적 선택 메카

니즘은 HCA 및 이와 연관된 호스트 노드의 제거를 이들이 동작으로부터 제거될 때에 보고한다. HCA가 동작될 때에, 서브

넷 관리기는 LID를 HCA와 연관된 포트에 할당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물리적 요소의 구성을 위한 정적 선택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이 실례에서, 서브넷 관리기에 의해서 인피니밴드 서브넷 관리 패킷을 사용하여 포트를 프로빙함으로써 동작이 시작된다

(단계 702). 이러한 프로빙 동작에 대한 응답으로 스위치가 검출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단계 704). 만일 스위치가 검출

되지 않으면(단계 704에서 "아니오"), 동작이 종료된다. 만일 스위치가 검출되면(단계 704에서 "예"), 스위치의 SMP 포트

에 LID가 할당된다(단계 706).

이어서, 서브넷 관리기가 스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포트를 검출하였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단계 708). 만일 서브넷 관리

기가 스위치에 대해 추가적인 포트를 검출하면(단계 708에서 "예"), LID가 이 추가적 포트에 할당되고(단계 710) 동작은

단계(708)로 돌아가서 다시 서브넷 관리기가 스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포트를 검출하였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서브

넷 관리기가 스위치에 대해 추가적인 포트를 검출하지 않았다면(단계 708에서 "아니오"), 패브릭이 다시 초기화될지의 여

부가 결정된다(단계 712). 만일 패브릭이 다시 초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면(단계 712에서 "아니오"), 노드 재부팅이 수행된

다(단계 716). 이어서, 가상 스위치, HCA,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의 정확한 수가 서브넷 관리기로 보고되고(단계 720), 이

후에 동작은 종료된다. 만일 패브릭이 다시 초기화될 것이라면(단계 712에서 "예"), 패브릭 재초기화가 수행된다(단계

714). 이어서, 노드 재부팅이 수행될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단계 718). 만일 노드 재부팅이 수행될 것이라면(단계 718에서

"예"), 노드 재부팅이 수행되고(단계 716), 가상 스위치, HCA,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의 정확한 수가 서브넷 관리기로 보고

되고(단계 720) 이후에 동작이 종료된다. 만일 노드 재부팅이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면(단계 718에서 "아니오"), 가상 스위

치, HCA,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의 정확한 수가 서브넷 관리기로 보고되고(단계 720) 이후에 동작이 종료된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호스트 채널 어댑터 및 이와 연관된 노드가 동작 상태가 되거나 동작 상태에서

제거될 때에 이들을 보고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예시적인 흐름도이다. 본 실례에서, 호스트 채널 어댑터 및 이와 연관된 노

드가 동작 상태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동작이 시작된다(단계 802). 만일 호스트 채널 어댑터 및 이와 연관된 노드가

동작 상태이다면, 호스트 채널 어댑터 및 이와 연관된 노드가 이들이 동작하게 될 때에 서브넷 관리기로 보고된다(단계

804). 이어서, 호스트 채널 어댑터 및 이와 연관된 노드가 동작 상태로부터 제거되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단계 806).

만일 호스트 채널 어댑터 및 이와 연관된 노드가 동작 상태로부터 제거되지 않았다면, 동작은 종료된다. 만일 호스트 채널

어댑터 및 이와 연관된 노드가 동작 상태로부터 제거되었다면, 호스트 채널 어댑터 및 이와 연관된 노드의 동작 상태로부

터의 제거가 보고되고(단계 808) 이어서 동작이 종료된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물리적 요소의 구성을 위한 동적 선택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예시적인 흐름

도이다. 이 실례에서, HCA가 파워 온 상태에서 동작 상태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동작이 시작된다(단계 902). 만일

HCA가 파워 온 상태에서 동작 상태가 아니라면, HCA가 파워 온 상태 이후에 동작 상태가 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단계

904). 만일 HCA가 파워 온 상태 이후에도 동작 상태가 아니라면, 동작은 종료된다. 만일 HCA가 파워 온 상태 이후에 동작

상태가 된다면, 동작은 단계(906)로 진행하여 여기서 서브넷 관리기가 인피니밴드 서브넷 관리 패킷을 사용하여 포트를

프로빙한다.

단계(902)에서, 만약 HCA가 파워 온 상태에서 동작 상태라면, 서브넷 관리기가 인피니밴드 서브넷 관리 패킷을 사용하여

포트를 프로빙한다(단계 906). 이후에, 스위치가 검출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단계 908). 만일 스위치가 검출되지 않으

면(단계 908에서 "아니오"), 동작이 종료된다. 만일 스위치가 검출되면(단계 908에서 "예"), 스위치의 SMP 포트에 LID가

할당된다(단계 910). 이어서, 서브넷 관리기가 SMP 스위프(sweep)를 사용하여 스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포트를 검출하였

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단계 912). 만일 서브넷 관리기가 스위치에 대해 추가적인 포트를 검출하면(단계 912에서 "예"),

LID가 이 추가적 포트에 할당되고 동작은 단계(914)로 진행하여 여기서 서브넷 관리기가 상태 변경을 나타내는 스위치로

부터의 트랩(trap)을 사용하여 스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포트를 검출하였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서브넷 관리기가 SMP 스위프를 사용하여 스위치에 대해 추가적인 포트를 검출하지 않았다면(단계 912에서 "아니오

"), 서브넷 관리기가 상태 변경을 나타내는 스위치로부터의 트랩(trap)을 사용하여 스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포트를 검출하

였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단계 914). 만일에 서브넷 관리기가 상태 변경을 나타내는 스위치로부터의 트랩(trap)을 사용

하여 스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포트를 검출하였다면, LID가 이 추가적인 포트에 할당되고(단계 916) 동작은 다시 단계

(912)로 돌아가서 서브넷 관리기가 SMP 스위프(sweep)를 사용하여 스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포트를 검출하였는지의 여

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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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서브넷 관리기가 상태 변경을 나타내는 스위치로부터의 트랩을 사용하여 스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포트를 검출하지

않았다면(단계 914에서의 "아니오"), 패브릭이 다시 초기화될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단계 918). 만일 패브릭이 다시 초기

화될 것이라면(단계 918에서 "예"), 패브릭 재초기화가 수행되고 이어서 노드 재부팅이 수행된다(단계 920). 만일 패브릭

이 다시 초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면(단계 918에서 "아니오"), 노드 재부팅이 수행된다(단계 920). 이어서, HCA, 호스트 프

로세서 노드가 이들이 동작 상태가 될 때에 보고되고(단계 922), 이후에 동작은 종료된다.

이로써, 본 발명은 하나의 물리적 구성 요소가 각 단일 구성 요소가 고유한 액세스 제어 레벨을 갖는 다수의 구성 요소로서

되게 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이 구성 요소들은 호스트 채널 어댑터(HCA), 타겟 채널 어댑터(TCA), 스위치일 수 있다.

호스트 채널 어댑터 및 스위치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은 공통 풀(a common pool)으로부터의 소프트웨어, 펌웨어 및

하드웨어 상태 머신의 동적 선택 또는 정적 선택에 의해서 획득된다. 이러한 자원의 할당은 다양한 메카니즘을 통해서 수

행될 수 있다. 가령, 간단한 1/N 메카니즘이 모든 가상 HCA에 대해서 자원을 할당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와 달리, 가중

치 평균 메카니즘(a weighted average mechanism)이 상이한 능력으로 가상 HCA를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자원

들은 모든 HCA 및 QP 선택가능한 수정자(modifier)로 구성될 수 있지만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이들

HCA 및 QP 선택가능한 수정자는 QP의 개수, CQ의 개수, TPT 크기, P-key 테이블 크기, 현저한 판독 RDMA의 수일 수

있다.

본 발명은 완전하게 기능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컨텍스트에서 기술되었지만,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본 발명의 프로

세스가 인스트럭션의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의 형태 및 다양한 형태로 배포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이러한 배포를 수행하

는데 사용되는 신호 보유 매체의 특정 타입과 상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이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의 실례는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램, CD 롬, DVD 롬과 같은 기록가능한 타입의 매체, 가령 무선 주파

수 및 광파 전송과 같은 전송 형태를 사용하는 무선 또는 유선 통신 링크, 디지털 및 아날로그 통신 링크와 같은 전송 타입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는 특정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실제로 사용되기 위해서 디코딩되는 코딩된 포

맷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물리적 요소(600)를 위한 엔드 노드(end node)(606)를 파티션하는(partitioning) 방법에 있어서,

서브넷 관리 패킷(a subnet management packet)(SMP)을 사용하여 포트(644)를 프로빙(probe)하는 단계(702)와,

상기 포트(644)를 프로빙한 결과로서 상기 포트(644)와 연관된 스위치(612)를 검출하는 단계(704)와,

로컬 식별자(a local identifier)(694)를 상기 스위치(612)의 SMP 포트(686)에 할당하는 단계(706)와,

상기 스위치(612)의 추가 포트(678)를 검출하는 단계(708)와,

상기 추가 포트(678)에 대응하는 엔드 노드(606)의 포트(650)에 로컬 식별자(670)를 할당하는 단계(710)를 포함하는

엔드 노드 파티션 방법.

청구항 2.

물리적 요소(600)를 위한 엔드 노드(606)를 파티션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서브넷 관리 패킷(SMP)을 사용하여 포트(644)를 프로빙(probe)하는(702) 수단과,

상기 포트(644)를 프로빙한 결과로서 상기 포트(644)와 연관된 스위치(612)를 검출하는(704) 수단과,

등록특허 10-0582406

- 11 -



로컬 식별자(a local identifier)(694)를 상기 스위치(612)의 SMP 포트(686)에 할당하는(706) 수단과,

상기 스위치(612)의 추가 포트(678)를 검출하는(708) 수단과,

상기 추가 포트(678)에 대응하는 엔드 노드(606)의 포트(650)에 로컬 식별자(670)를 할당하는(710) 수단을 포함하는

엔드 노드 파티션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따른 방법의 단계들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비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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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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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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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등록특허 10-0582406

- 15 -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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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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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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