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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고장 허용 멀티프로세서 컴퓨터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응용을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앙시스템구조의 하이레벨 블록도.

제2도는 제1도의 중앙처리시스템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중앙처리장치의 블록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실시시에 발생하는 데이타 이동을 도시한 제1도와 유사한 블록도.

제4도는 본 발명의 다른 게시를 실시하는 순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시스템 제어 유닛2 : 시스템 버스

3 : 메모리 버스4 : 메모리 유닛

5 : 중앙처리장치6 : 입/출력 유닛

7 : 입/출력 버스8 : 클록 및 유지보수 유닛

9 : 서비스 프로세서11 : 캐시 유닛

33 : 캐시 저장수단34 : 에러검출수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프로세서  사이펀  캐시  저장  에러(prosessor  sip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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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he storage error)에 대해 고장 허용하는 멀티프로세서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통상의  본체(mainframe)  판매기가  퍼스널  컴퓨터로서  직면하게  되고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이 
점점  더  강해지는  주요  난제중  하나는  그들의  중간  범위  시스템을  급속도로  발달된  소형  기계들과 
구별짓는데  있다.  본체  기계가  소형기계로부터  구별  가능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중요  영역의  하나는 
고장허용 영역에 있다.

프로세서  캐시  저장  에러의  문제는  본체  시스템의  캐시  메모리  사용기록에  있어서  장애  요소로  되어 
왔다.  주메모리  에러와  같은  이런  에러는  알파  입자  손상이나  과도(혹은  하드)저장  소자  고장에 의
해  유발될  수  있다.  발명이  응용을  제공하는  예시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주메모리  단일  비트  고장은 
결함있는  워드가  요구장치에  보내지기  전에  에러상태의  비크를  정정하는  메모리  제어기의  한정된 하
드웨어에  의해  시스템  사시성으로  차폐된다.  그러나,  정정  하드웨어가  VLSI  칩에  이용  가능한  제한 
적분  회로  영역과  같은  여러  이유로  인해  프로세서에  설계되지  않으므로,  프로세서  캐시  고장은 캐
시판독 동작시에 정정되지 않는다.

프로세서  캐시  메모리의  잇점은  메모리  고장시  발생하는  복잡함보다  더  중요하다.  캐시  메모리는 데
이타  및  프로세서가  모든  기준  메모리로부터  호출해야  할  명령어에  고속  액세스를  제공한다.  캐시 
메모리는  통상적으로  주메모리  액세스에  필요한  시간의  10%  내지  25%가  소요되며,  이로써  캐시 메모
리는 시스템 데이타 저장 계층 설계에 있어 영구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중앙처리장치  구조에  캐시  메모리를  통합시키는  컴퓨터  설계효과는  다음과  같은  점점  더  어려운 난
제들을 어드레스해야 한다.

1. 프로세서는 캐시 에러상태를 반드시 검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데이타 변조가 발생할 
것이다.  최소  비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런  유형의  에러  발생시  그  시스템을  단절하거나 
파괴하기만  하면  되지만,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접근은  본체  응답으로서  완전하게 수용가
능하지는 않다.

2.  복잡한  기계는  비구성  고정  케시  저장  소자를  보조해야  한다.  고립된  고장소자를  단순히 비구성
함으로서,  프로세서는  실제적인  실행  순서없이  계속  수행  가능하다.  캐시  메모리는  여러  가지  매시 
저장 소자를 포함하는 블록들로 나누어진다. 예시적인 기계에 있어서, 블록 크기는 
16워드(64바이트)이다.  여기에서,  캐시  메모리는  또한  블록의  풀  칼럼을  의미하는  레벨과  같이  성긴 
일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기계는 그것의 캐시 블록 및  캐시 레벨이 개별적으로 비형성 되는 것
을 허용하는 논리로 설계되었다.

3.  매우  복잡한  기계는  프로세서  캐시  에러  발생시  에러  상태  블록의  최근  카피(COPY)가 주메모리로
부터  회복  가능하거나  에러  상태의  블록이  어떻게든  정정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예시되는 
기계에서,  주메모리에  기록하는  동안에만  발생하는  캐시  블록  단일  비트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코드가  실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기계의  설계는  특정  캐시  블록의  '비자연'  정정  또는 효력
있는  명령의  재개시를  명백히  어드레스  하지  않는다.('비자연'이라는  용어는  자연  교체  알고리즘이 
에러시의  사건  같은  것을  지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블록이  정정을  위해  교환되어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 위 문장에서 사용된다.)

4.  예시적인  장치와  같은  캐시  스토어  인투  기계(cache  store-into  machine)는  극히  효과적으로 작
동가능하지만,  지연  특성은  다른  프로세서가  처리율의  개선을  위해  시스템에  부가될  경우  부과되는 
것을  실행시키는  주메모리에  기록한다.  복수의  프로세서  구성은  캐시  에러  프로세싱에서의  궁극적인 
잇점,  에러  상태의  블록이  1  프로세서의  캐시에  상주하며  1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요구되는 곳에
서  캐시  피연산자  블록  에러  조정의  잇점을  초래하고,  블록의  '갱신된'  카피는  시스템의  주메모리에 
나타나지  않는다.  본  발명을  어드레스하는  이런  문제는  보통  사이펀  에러  상태로서 간주된다(사이펀
이란,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중  하나의  프로세서로부터  다른  프로세서에  또는  입/출력  유닛에  캐시 
블록을  전송하는  것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용어다).  단일  프로세서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유사
한  문제점은  David  S.  Edwards씨  등에  의한  'FAULT  TOLERANT  COMPUTER  SYSTEM'의  명칭으로  동일자 
출원된 미합중국 특허출원번호 No. 로서 보호받는 관련 발명에 의해 어드레스된다.

몇몇  스토어-인투  캐시의  종래  기술  시스템은  에러  함유  데이타가  캐시로부터  판독될  때  에러를 정
정하기  위해  각  캐시에  에러  정정  하드웨어를  부가함으로써  프로세서  캐시  에러의  문제점을 다루어
왔다. 이것은 효과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해결책이다.

캐시 데이타 정정 및 재곤경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2의 종래 기술 접근은 스토어-스투 캐시
(store-through  cache)를  실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을  통합하였다.(스토어-스투  설계에 있
어서,  캐시  블록이  갱신될  경우  캐시  및  주메모리에  즉시  기록된다.)  이  접근으로,  캐시로부터의 호
출이  에러  상태일때마다,  프로세서는  캐시  바이패스를  강제하고  명령어  수행  및  캐시갱신(재저장)에 
사용될  블록에  대하여  메모리에  판독하게  된다.  이  해결책의  장점은  메모리로부터의  호출이  캐시 미
스  상태와  동일하여  명령어가  충격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해결로  스토어-스루  설계를 이용하였
으며, 정의에 의해 현재까지 항상 주메모리를 가지는 잇점을 제공하고 있다.

스토어-인투  캐시  설계(통상,  카피-백  캐시,  copy-back  cache로  알려짐)는  그것들이  프로세서  대 메
모리  기록동작을  덜  유발하고  이에따라  더  적은  주메모리  교통량은  버스설계의  실행시  시스템 버스
에서  장애를  덜  일으키기  때문에,  스토아-스루  설계보다  실행  중심의  시스템에  유리하다.  향상된 실
행을  유도하는  스토어-인투  특성을  필연적으로  시스템에서  종종  데이타의  특정  블록의  유효한 카피
만을  포함하는  캐시를  유발한다.  즉,  캐시블록이  변경될  때  그것은  주메모리로  되돌아가  기록되지 
않는다.  대신에  제2동작  유닛(CPU  또는  I/O유닛)에  의해  요구될  때까지  또는  새로운  블록에  대한 캐
시내에  여유를  형성하기  위해  주메모리로  다시  기록될  때에  블록이  대체되어야  할  때까지  캐시에 의
해 그것은 유지된다.

종래  기술의  해결책과  관련한  비용  및  복잡성에  의존하지  않고  프로세서  캐시  에러의  어려움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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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러한  종래  기술  해결책의  잇점은  다른  접근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은 
당업자에 의해 명백해질 것이다.

따라서,  실행에  있어  간단하고  경제적인  프로세서  캐시  에러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
은 본 발명의 광범위한 목적이다.

서로의  개별적인  프로세서  캐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멀티  프로세서  통합  시스템에  적용될  때의 문
제와  관련하여  프로세서  캐시  에러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은  본  발명의  더욱 구체적
인  목적이  된다.  대략적으로,  본  발명의  이런  목적  및  다른  목적은  복수의  중앙처리장치를  포함하는 
고장  허용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달성되는데,  각각의  중앙처리장치는  캐시  메모리  유닛으로부터 판
독  및  이  유닛으로  기록되는  정보의  블록에  있는  패리티  에러를  감지하기  위해  그리고  패리티 에러
가  감지되면  판독  또는  기록  캐시  패리티에서  플래그를  제시하기  위해  적합한  캐시  메모리  패리티 
에러 검출리와 함께 캐시 메모리 유닛을 갖는다.  시스템 버스는 패리티 에러 정정 설비를 갖는 시스
템  제어  유닛에  CPU에  결합시키고,  메모리  버스는  주메모리에  SCU을  결합시킨다.  CPU,  서비스 프로
세서  및  연산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걸쳐  나타나는  에러  복구  제어특성은,  재시도가  대체될  경우 
SCU(여기에서,  주어진  고장블록이  정정됨)를  통하여  송신  CPU로부터  주메모리에  고장  블록을 전달하
고  주메모리로부터  수신  CPU에  정정된  메모리  블록을  계속  전달하는  사이펀  동작과  관련하여,  송신 
CPU내 판독 패리티 에러 플래그 및 수신 CPU내 기록 패리티 에러 플래그의 감지에 응답한다.

본  발명의  주요  문제점은  명세서의  결론부에  특히  지적되어  있고  명백히  주장되어  있다.  그런, 동작
의 조직화 및 방법과 같은 본 발명은 부가된 특허청구의 범위 및 수반하는 도면과 관련하여 이하 기
재된 참고사항에 의해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본  발명이  통합될  수  있는  예시적인  중앙  부시스템  구조(CSS)를  도시하는  제1도에  주의를 돌
려본다.  시스템  제어  유닛(SCU,  1)은  시스템  버스(2)  및  메모리  버스(3)  스케쥴링(Scheduling)을 집
중화 및 제어한다. 특히 SCU(1)은;  A)  메모리 제어, 단일 비트 에러 정정 및 증복 비트 에러 검출을 
실행하고,  B)  메모리  유닛(MU)당  1개  있는  메모리  구성을  제어하며,  C)  CPU의  스토어-인투-캐시 특
성과  관련하여  중앙처리장치(CPU,  5)들  및  MU들  간에  64바이트  블록전송을  관리하고,  D)  CPU  캐시의 
변형된  블록에서나  CPU,  MU  또는  입/출력  유닛(IOU,  6)으로부터  데이터  전송에  있어  발견되는  단일 
비트 에러를 정정하며, E) 시스템 캘린더 클록을 갖고 있다.

시스템버스(2)는  1  내지 4개  CPU과  1  내지 4  IOU를서로 그리고 SCU과  상호 접속시킨다.  시스템 버스
는  16바이트  양방향  데이타  인터페이스,  양방향  어드레스와  명령  인터페이스,  모든  CPU과  IOU에 의
해 모니터된 SCU 상태 인터페이스 및 SCU과 각 개별적인 CPU과 IOU간의 소수의 제어라인을 
포함한다.  데이타는  16,  32  또는  64  바이트  그룹에  속한  시스템  버스에서  교환되며,  데이타  교환은 
CPU과  MU,  IOU와  MU,  두  CPU  그리고  CPU과  IOU  사이에서  가능하다.  시스템  버스(2)를  통한  동작은; 
-판독  :  16,  32도는  64바이트,  -배타적인  판독  :  64바이트,  -IOU로부터의  기록  :  16,  32  또는 64바
이트,  -CPU(교체)로부터의  기록  :  64바이트,  -인터럽트  및  접속,  그리고  -레지스터를  판독/기록하는 
것이다.

모든  시스템  버스  동작은  어드레스  페이즈(phase)  및  데이타  페이즈로  구성되고,  어드레스  페이즈는 
2기계  주기마다  시작할  수  있다.  한  그룹내의  한  그룹내의  연속적인  16바이트  데이타  전송은 연속적
인 기계 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  IOU  또는  CPU은  동시에 두가지 요구가지의 데이타 페이즈를 기다
릴 수 있다. 데이타 블록들은 요구가 수령된 것과 같은 순서로 전송된다.

메모리 버스(3)는  1  내지 8MU를  SCU과  상호 연결한다.  메모리 버스는 16바이트 양  방향 데이타 인터
페이스,  SCU로부터 모든 MU로의 어드레스 및  명령 인터페이스 및  SCU과  각  개별적인 MU  사이의 소수 
제어라인을  포함한다.  데이타  16,  32  또는  4바이트  그룹에  속하는  메모리  버스에서  교환된다. 메모
리 버스(3)를 통한 동작은; -판독 : 16, 32 또는 64바이트, -기록 : 16, 32 또는 64바이트로 한다.

주메모리는  8까지의  MU들로  (9번째  슬롯(MU,  4A)는  고장시  재구성  및  수리에  용이함을  위해  제공될 
수 있다) 단일 비트 정정, 중복 비트 검출 코드는 모든 더블 워드(즉,  모든 72데이타 비트에 대한 8
코드 비트)와  함께 저장된다.  이  코드가 배열되어,  단일 칩  내의 4비트 에러는 4개  다른 워드에서의 
4가지  단일  비트  에러로서  정정된다.  MU내  데이타는  16바이트(4워드)  증분치로  SCU로부터 어드레스
된다.  어떤  하나의  MU내의  모든  바이트는  연속적으로  어드레스  되는데,  즉  병행  동작하는  MU들 사이
에 인터페이스가 없다는 것이다.

1.  메모리  주기는  모든  기계  주기를  시작하고,  CPU로부터  알  수  있는  메모리  주기는;-다른  유닛과 
상충하여  가정할  경우-10기계  주기가  된다.  MU(4)는  160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동적  RAM, 
DRAM)회로를  포함하는데,  이각  회로는  4비트  저장  소자에  의한  소자에  의한  n을  가지며,  여기에서 
n=256, 1024 또는 4096이다.

IOU(6)  각각은  시스템  버스(2)  및  2개  입/출력  버스(IOB,  7)사이의  접속을  제공하여  각  IOB는  단일 
IOU와  인터페이스한다.  따라서,  IOU는  도시  생략된  CSS  및  I/O  부시스템  사이의  데이타  전송을 관리
한다.

클록  및  유지보수  유닛(CMU,  8)은  CSS내의  모든  유닛에  대한  클록  신호를  발생,  분산  및  튜닝하고, 
서비스  프로세서(들)(SP,  9)와  중앙처리,  입/출력  및  전력  부시스템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CSS의  유닛을  초기화하고,  CSS  유닛내에  검출된  에러를  처리한다.  CSS는  2-페이즈  클록  시스템  및 
래치된  레지스터  소자를  사용하는데,  클록  2의  하강  에지는  페이즈  2의  엔드부를  정의하고,  클록 2
의  하강  에지는  페이즈  2의  엔드부를  정의하며,  그에  따라  각  페이즈는  기계  주기의  1/2이  된다. 
SP(들)(9)는  원격 유지보수 및  동작을 촉진하는 통합 모뎀과 함께 퍼스널 컴퓨터 상품이 될  수  있고 
큰  시스템은  2개의  SP를  포함할  수  있는데,  시스템은  고가용성을  위해  동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SP는  다음의  4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초기화,  에러  로깅(logging)  및  진단  동작시  CSS를 모니터하
고  제어하고;  -시스템  부팅  동안  또는  조작원  명령시  기초  운영시스템의  역할을  하며;  -입/출력 부
시스템  유지보수  채널  어댑터(MCA)에  대한  역할  및  데이타  서버(server)로서  작동하고;  -원격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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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제,  제1도의  CPU(5)  중  하나의  일반  블록도인  제2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보도록  한다.  어드레스 
및  수행  유닛(AX  유닛)은  어드레스  준비를  실행하고  십진  연산,  이진  부동소수점  및  곱셈/  나눗셈 
명령어를  제외한  모든  명령어를  수행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싱  엔진이다.  두가지  동일한  AX칩(10, 
10A)은  병렬로  이중  동작을  실행하고,  결과의  AX칩  출력은  에러  검출을  위해  계속  비교된다.  AX 유
닛에  의해  실행되는  주요  기능은;  -효과적이고  가상의  어드레스  정보와;  -메모리  액세스  제어와; -
보안성  검사와;  -레지스터  교환/사용  제어와;  -기본적  명령어,  이동  명령어,  보안  명령어,  문자 조
작 및 다양한 명령어의 수행을 포함한다.

캐시  유닛(11)은  64K  바이트(16K  워드)의  데이타부와  캐시  데이타부에  저장된  각  16바이트(16워드) 
블록의  주메모리  위치를  정하는  한  세트의  디렉토리부를  포함한다.  실제로,  캐시  유닛은  10개의 DT
칩, 캐시 디렉토리(CD)칩(12) 및 이중 디렉토리(DD)칩(13)의 배열에서 실행된다.

캐시  유닛(11)에  의해  실행되는  구체적인  기능에는;  -결합된  명령어와  피연산자  데이타의  저장과; -
명령어와  피연산자의  데이타의  저장과;  -시스템  버스(7,  제1도)와의  데이타  인터페이스와;  -CLIMB 
안정 저장화일이 포함된다.

캐시  기록전략은  '스토어  인투'이다.  세로의  패리티  에러가  캐시로부터  변형된  블록의  한  부분을 판
독할  때  검출된다면,  그  블록은  캐시에  대해  교체  아웃되고  SCU에  의해  정정되며  재시도에  따른 주
메모리로부터 재호출될 것이다.

캐시  디렉토리  정보의  두  카피는  다른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CD  및  DD칩에  각각  보유된다.  이  두 
디렉토리  카피는  CPU로부터의  명령어/  피연산자  액세스의  간섭없이  병렬에서  시스템  버스로부터의 
캐시  내용의  질의(interrogation)를  허용하고,  또한  에러  복구를  제공한다.  CD칩(12)에  의해  실행된 
기능에는;  -CPU  액세스용  캐시  디렉토리와;  -명령어,  피연산자  및  저장  버퍼  관리와;  -가상  대  실제 
어드레스  변환  페이징  버퍼가  포함된다.  DD칩(13)에  의해  실행되는  기능에는;  -시스템  액세스용 캐
시  디렉토리와;  -시스템  버스  제어와;  -분산된  접속/인터럽트  관리와;  -캐시  디렉토리  에러  복구가 
포함된다.

효과적인  과학적  계산  가능성은  부동소수점(FP)칩(15,  15A)에서  실행된다.  동일한  FP칩은  모든  이진 
부동  소수점  연산을  이중으로  수행한다.  이중  AX칩(10,  10A)과  관련하여  동작하는  이들  칩은 스칼라
의 과학적 처리를 행한다.

FP칩(15,  FP칩(15A)에  의해  복제됨)은;  -모든  이진과  고정  및  부동소수점의  곱셈  및  나눗셈  연산을 
수행하고;  -1기제  주기에서  12와  72비트  부분곱을  계산하며;  -분할  주기당  8  몫  비트를  계산하고; 
-15 나머지 무결성 검사를 실행한다.

FP칩(15, 15A)에 의해 실행되는 기능에는 -곱셈 및 나눗셈을 제외한 모든 부동소수점의 가수
(mantissa)연산을  수행하고  -이진  또는  십육진법  포맷으로  모든  지수(exponent)연산을  수행하며; -
피연산자를  사전  처리하고,  곱셈  및  나눗셈  명령어에  대한  결과를  사후  처리하며;  -지시기  및  상태 
제어를 제공한다.

두가지  특수  목적용  랜덤  액세스  메모리(FRAM,  17  및  XRAM,  18)는  CPU에  통합된다.  FRAM칩(17)은 FP
칩(15,  15A)에  대한  부속물이고  FP제어  저장  및  10진  정수  표  조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XRAM칩(18)
은 AX칩(10, 10A)의 부속물이며, 안전 저장 및 패치 기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스크래치 패드
(scratch pad)로서도 작용한다.

CPU은  또한  클록  분산(CK)  칩(16)을  사용하여  이  칩의  기능에는;  -CPU을  구성하는  몇몇  칩에  대한 
클록  분배와;  -이동  경로  제어와;  -유지  보수와;  -CMU  및  CPU간의  인터페이스와;  -에러  검출  및 복
구를 위한 클록 정지 논리의 제공이 포함된다.

DN칩(14,  DN칩(14A)와  평행)은  십진수  확장  명령어  집합(EIS)  명령어의  수행을  실행한다.  그것은 또
한  AX칩(10)과  관련하여,  십진-이진(DTB),  이진-십진(BTB)변환  EIS  명령어  및  이동숫자  편집(MVNE) 
EIS  명령어를  실행한다.  DN칩은  메모리로부터  피연산자를  수신하기도  하고  캐시  유닛(11)을  거쳐 메
모리에 결과를 송신하기도 한다.

AX,  DX  및  FP칩은  공동적으로  기본처리장치(BPU)로서  때때로  인용된다.  AX,  DX  및  FP칩은  무결성 검
사에  유용한  중복결과를  얻기  위하여  병렬  동작하는  중복  유닛으로써  복제된다는  것을  이미 지적되
었다.  따라서  마스터  및  슬레이브  결과는  이들  칩의  정상  동작에서  얻어진다.  마스터  결과가  마스터 
결과  버스(MRB,  20)상에  배열되는  반면에,  슬레이브  결과는  슬레이브  결과  버스(SRB,  21)상에 배열
된다.  각각의  MRB와  SRB  상에  있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결과는  캐시  유닛(11)에  전달된다.  더욱이, 
COMTO  버스(22)  및  COMFROM  버스(23)는  상호  관련된  동작을  위하여  AX  유닛,  DN  유닛  및  FP  유닛을 
함께 결합한다.

이하  설명되는  내용은  캐시  저장  에러가  멀티  프러세서  시스템에서  검출되고  데이타가  제1CPU의 캐
시로부터  제2CPU의  BPU/캐시로  흐를  때  발생하는  결과에  관련된다.  이것은  좀더  복잡한  두  캐시 피
연산자 데이타 에러 시나리오이며 본 발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에러 발생에 필요한 전제 조건은;

1. CPU은 BPU 요구에 기인하는 캐시를 데이타를 블록으로 판독해야 한다.

2.  제2(또는  제3  또는  제4)  CPU에  의해  여전히  소유되는  동안  또  블록이  제1CPU의  캐시에 존재하면
서  예기치  않게  변경되는  단일  비트를  가진  후에  동일  블록을  요구해야  한다(BPU  케이스로의  단일 
프로세서와는  달리,  에러  상태의  워드가  목표  워드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캐시블록에
서의 에러는 사이핀 상태를 유발한다.)

에러  상태의  블록을  소유하는  CPU(송신  CPU)가  사이펀  요구에  응답하여  데이타  전송  페이즈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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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때, 에러를 조정하는 주 프로세서가 유발된다. 그것은 다음의단계를 포함한다;

1.  요구되는  블록이  캐시  저장장소로부터  판독될  때  에러를  검출할  수  있다.  제1쿼터  블록(quarter 
block)이  요구(수신)  CPU(제3도의  데이타  흐름(28A,  28C)로  전달될  경우,  에러신호는  또한  송신될 
수  있다.  송신  CPU은  특히  이러한  에러유형을  식별하는  플래그를  세트하고  그  에러의  캐시  제어 로
직(DD칩)을  통지할  수  있다.  송신  CPU의  DD는  BPU  중지  지시어를  세트하고,  캐시  히스토리  레지스터 
뱅크의  사이펀  히스토리  엔트릴에서  불량  캐시블록을  식별하는  행  및  레벨정보를  세이브할  것이다. 
그리고나서, 송신 CPU의 BPU는 과도 중지상태(hard suspend state)로 놓여질 것이다. 

2.  수신  CPU는  송신  CPU로부터  에러신호를  수신하여  BPU과도  중지상채로  들어갈  것이다.  이  CPU은 
SP가  평가하도록  송신  CPU로부터  에러신호를  수신하였음을  나타내는  경보를  에러상채로  세트할 것이
다.  그것은  또한  블록이  더늦은  SP기준용  캐시  히스토리  레지스터  뱅크내에서  타겟되는  캐시  저장 
행 및 레벨에 관한 정보를 세이브한다.

3.  SCU은  또한  에러신호를  기억하고  메모리로(제3도의  데이타  흐름(28A,  28B)  불량  패리티를  갖는 
고장불록을  강제할  것이다.  이것은  이  에러유형을  위해  특히  저장된  레지스터로  기록되는 페이지
(page)  어드레스와  함께  SP에  대한  경보결과가  된다.  SCU은  불량  상태신호를  이미  과도중지상태에 
있는 송신 CPU로 복귀할 것이다.

4.  SP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즉,  SCU경보가  제2CPU로부터의  캐시  패리티  에러지시 
세트경보와  함께  제1CPU로부터의  사이펀/DT에러에  관련하여  보고됨으로써  사이펀  에러가  발생된다. 
그리고나서,  SP는  각각을  지시하는  판독  DD에러  보고출구를  거쳐  송·수신  CPU로부터  에러상태의 캐
시블록에  속하는  행  및  레벨정보를  호출한다.  그다음,  SP는  수신  CPU에  의해  유지되는  블록을 무효
로  하기  위해서  위  정보를  사용할것이다(SP는  SCU가  로크  취소됨을  확인하기  위해  판독되어야 하지
만, SCU보고서를 효과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5.  교환되는  블록의  종착  메모리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동안  교환  지시어의  출구를  거쳐  송신  CPU에 
의해  중지되는  에러상태  캐시블록의  정정을  가할  것이다.  이  교환은  메모리(제3도의  데이타 이동
(29A,  29B))로  기록되는  고장  캐시블록을  발생한다.  이  기록시에  SCU은  단일  비트  고장을  정정할 것
이다.  SP는  교환  완성후  그  레벨을  디스에이블링  함으로써  고장블록에  관련된  캐시내의  저장소자를 
디스에이블할 것이다.

6.  교환이  완성될  때,  SP는  송신  CPU의  BPU로부터  일정량의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이  정보는 고장
명령어에  대한  재시도가능  기계상태를  발생하는  명령어  개시도  루틴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운
영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의해 요구된다.

7.  SP는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후에  액세스하는  것을  이용가능케  하기  위해서  주메모리내에 제공
된 저장장소로 송신 CPU의 고장현산 및 레지스터 데이타를 기록할 것이다.

8.  SP는  패리티  고장이  있는  중지(suspension)  상태로부터  재개시하기  위해서  송신  CPU을  명령하는 
고장지시와  함께  재시작을  유출할  것이다.  CPU이  재개시할  때,  그것은  XRAN(18)으로부터의 상태(안
전저장)를  캐시로  푸시하고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고장  조정/명령  재시도  루틴으로  들어갈 것이
다.

9.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패리티  고장을  기록하고  고장유형을  판단하기  위해  제공된  메모리에 저
장되는  정보를  검사할  것이다.  캐시  피연산자  에러가  발견될  경우,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고장 
명령을  평가하고,  재시도  가능여부를  판정할  것이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성공적인  재시도용  캐시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전수행상태(preexecution  state)를  세트하도록  SP에 
의해 얻어지는 송신 CPU 레지스터 정보를 사용할 것이다.

10.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고장  관련  명령어의  재시도  가능여부를  결정할  경우,  그것은 안전저장
스택상에  푸시된  상태를  조정하고  스택  엔트리를  팝하도록  송신  CPU을  지시함으로써  고장명령을 재
개시할 것이다.

11.  운영시스템이  단계(9  및  10)를  실행하는  동안,  SP은  수신  CPU을  중지상태로부터  재개시하는 과
제를  시작할  것이다.  SP은  수신  CPU의  BPU로부터  일정량의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이  정보는 고장명
령어에  대한  재시도가능  기계상태를  발생하는  명령재시도  루틴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운영시스템 소
프트웨어에 의해 요구된다.

12.  SP은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후에  액세스하는  것을  이용가능케  하기  위해서  주메모리내에 제
공된 저장장소로 수신 CPU의 고장현상 및 레지스터 데이타를 기록할 것이다.

13.  SP은  패리티  고장이  있는  중지상태로부터  재개시하기  위해서  수신  CPU를  명령하는  고장지시와 
함께  재시작을  유출할  것이다.  수신  CPU이  재개시할  때,  그것은  XRAM(18)으로부터의 상태(안전저
장)을 캐시로 푸시하고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고장 조정/명령 재시도 루틴으로 들어갈 것이다.

14.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패리티  고장을  기록하고  고장유형을  판단하기  위해  제공된  메모리에 
저장되는  정보를  검사할  것이다.  캐시  피연산자  에러가  발견될  경우,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고장
명령을  평가하고  재시도  기능여부를  판정할  것이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성공적이  재시도용  캐시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전  수행상태를  세트하도록  SP에  의해  얻어지는  수신 
CPU 레지스터 정보를 사용할 것이다.

15.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고장관련  명령어의  재시도  가능여부를  결정할  경우,  그것의  안전저장 
스택상에  푸시된  상태를  조정하고  스택엔트리를  팝하도록  요구  CPU을  지시함으로서  고장명령을 재개
시할  것이다.  이  재개시  결과,  주메모리로부터  호출되는  정정된  블록을(제3도의  데이타  이동(30A, 
30B))  발생시킬  것이다.  최종적인  결과는  영향받은  프로세서가  재시작되고  에러에  대해  완전히 무관
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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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또는  제3CPU이  동일한  블록과,  송신  CPU로부터  수신된  에러신호를  요구할  경우,  상기 단계(11-
15)는 각각의 이런 수신 CPU에 대하여 반복될 것이다.

CPU,  SP  및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간의  의무  이행분배는  예시적인  실행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며, 
처음에는 절대요구에 따라 그리고나서는 성분강도 및 약점에 따라 결정되었다. 

몇몇  적절한  보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  예시적인  시스템의  하드웨어로  실행되어야 
했다;

A) 에러를 검출한다.

B) 에러에 관한 정보(캐시블록에 관련한 항등원 포함)를 제공한다.

C) 예상가능한 방식에서 영향받은 BPU를 고정(정지)시킨다.

D) SP을 경보한다.

E)  보조명령으로;  1)  캐시클록을  교환하는  것과,  2)  캐시블록(또는,  예시적인  기계의  레벨과  같은 
더 큰 재분(Subdivision))을 디스에이블링 하는 것과, 3) CPU를 재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F) 에러 프로세싱(정지시스템의 정지를 막기 위해서)을 통하여 시스템 버스 요구 제공을 계속한다.

먼저,  CPU  하드웨어는  SP  중재없이  이런  모든  역할을  조정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이상적으로는  CPU자체가  정정용  메모리에  블록을  자동교체하고,  정정된  블록을  재호출하며, 영향받
은  명령을  재시작한다.  그러나,  당업자라면,  이러한  접근이  설계  에러  포텐셜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시스템  설계시도의  자원(즉,  설계자의  시간과  실리콘  스페이스)을  많이  소비시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PU,  SP  및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간의  의부이행을  분배함으로써,  하드웨어의  통상 물
리적인  실행의  관점에서  또한  개발노력의  관점에  있어서,  예시적인  시스템의  전반적인  설계,  개발 
및  생산비(설계/실행의  책임은  한가지  주요요소에  집중되지  않음)는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더욱이, 
당업자는  초기의  시스템  검사시  버그를  발견해야  하고,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것이  하드웨어 VLSI
소자의  새로운  버전을  생성하는  것보다  용이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가되는 
가요성은 실리콘 공정의 집중에 있어서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접근시킨다.

SP의  의무이행으로  :  A)  경보조정과;  B)  에러  프로세싱  및  1)  블록을  교환하기  위해  결정하는 명령
을  유출하는  것과,  2)  에러상태의  블록을  교환하기  위한  명령을  유출하는  것과,  3)  교환시에 발생하
는  예외를  조정하는  것,  즉,  에러가  정정  불가능(예컨대,  중복  비트고장)할  경우,  SP은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러한  정보/상태를  패스하도록  프로그램되는  것을  포함하는  보정과;  C)  명령 재
시도  소프트웨어용으로  영향받은  BPU로부터  레지스터를  추출하는  것과;  D)  CPU가  상기와  같이 실행
하는 명령출구를 거쳐 재개시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SP의  의무이행으로  고장  관련  명령어의  재시도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음이  주목될 
것이다.  몇가지  요소가  상기와  같은  작동을  제한하다.  우선,  CPU  어셈블리  언어명령어  세트내의 다
소  복잡한  명령들이  재시도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요구되는  알고리즘은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이것은  극도로  큰  프로그램으로  변형된다).  예상되는  저장소  용량한계로  인하여,  SP에 요
구되는  어떤  저장소도  추가로  형성되지  않음이  결정되었다.  부가적으로,  SP은  보조하는  본체 컴퓨터
와  비교해서  속도가  느리다;  따라서  본체상에  존재하는  재시도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이  프로세싱은 
더 많은 것을 수행한다.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의무이행은  우선적으로,  영향받은  명령이  재시도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영향받은  CPU이  고장을  가지고  재개시된  후  인에이블  된다. 운영시
스템  소프트웨어는  고장유형을  기계  번역하고,  본  발명에서  지시되는  것이  에러  부류에  있는  것으로 
결정될 때 그것은 패리티 고장 프로세싱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명령의  제시도  가능여부를  결정하도록  동작해야  함에  대한  분석은 고장명
령의  유형에  의존한다.  기본적으로,  예시적인  CPU가  보조하는  어셈블리  언어명령어  세트는  1) 캐시
로부터  레지스터를  로드하는  것과,  2)  캐시에  기록하는  것과,  3)  레지스터를  변경하는  것과,  4) 동
일 캐시 워드로 판독,  변경한 다음 기록하는 것과,  5)  한  위치로부터 다른 위치로 캐시 데이타를 이
동하는 것과, 및/또는 6) 전송 제어하는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재시도  소자는  명령어  부류를  분석하고,  소정의  명령어가  주어진  상황에서 
재시도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단순화하기에  충분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사이펀이  불량  패리티를  가지는  동안  수신된  데이타로  인해  간단한  '레지스터를 로드
하라'(LDA)는  명령이  실패할  경우,  LDA는  캐시블록의  보정에  따라  재수행  가능함이  예상된다. 그러
나,  단지  실시예의  하나로서  LDA가  프로그래머가  리스트  탐색을  용이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특
성을  사용하려는  것에  기인하여  관련된  직접  및  표찰유효  어드레스(tally  effective  address)를 가
질  경우  발생되는  것을  고려해  보자.  그러면,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런  상황을  검색해야  하고, 
사전  수행상태로  표찰  워드를  재저장하여야  한다.  이런  LDA실시예는  재시행  알고리즘을  복잡하게 하
는 명령어 세트에 예외적인 명령어 세트에 에외적인 사실로 잘 알려진 것을 예시하기 위해 
제공된다.

이  예시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이런  에러를  극복하기  위한  몇몇  주요보조를  제공한다. 
이  하드웨어는  레지스터  섀도우  형성을  제공하여  몇몇  레지스터에  대한  사전  수행값이  재시도를 위
해  발견되며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복잡한  경우(예컨대,  두배의  정밀도  동작)는  이런  섀도우 형성
으로부터  대부분을  이롭게  한다.  이  복잡한  경우에  있어서,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사전  수행 레
지스터가  재시도용으로  존재하며  사용되는  곳을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레지스터어의  사전  수행 카
피가  재시도용으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섀도우  형성은  고장  데이타가  판독될  때에  동작이 완전하
게  되는  범위로  최적화  되도록  레지스터를  수정하는  명령을  가능케  한다.  이런  특성이  없다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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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은  재시행  불가능할  것이며  또는  고장  데이타  검출될  때  동작이  취소되는  것을  확인하는데  있어 
CPU의 수행속도는 느려야 할 것이다.

명령이  재시행될  때,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영향받은  프로세서로  제어  복귀하고  이  프로세서는 
하드웨어  에러에  대해  부주의하게  된다.  명령어가  재시행  불가능하거나  캐시블록  고장이  정정 불가
능할 경우, 영향받은 프로세서는 종결된다.

이제  제4도의  순서도에  주의를  기울여  보도록  하자.  이  순서도는  예시적인  시스템의  주위상황과 유
사한 상태에서 본 발명을 실행함에 있어서 프로그래머에게 특히 유용한 본 발명의 다른 게시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원리가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이제  명백해졌으므로,  당업자에게는,  이러한 원
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구체적인  배경  및  동작의  요구사항에  특히  적합한  본  발명의  실시에 
사용되는 구조, 배열, 비율, 요소, 재료 및 성분의 여러가지 변경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1)  캐시  저장수단  및  캐시  메모리  유닛으로부터  판독되는  정보의  블록에서  패리티  에러를 감지하
는데  알맞는  제1패리티  에러  검출수단을  갖는  캐시  메모리  유닛과;  2)  상기  캐시  메모리 유닛으로부
터  기본처리장치에  판독되는  정보의  블록에서  패리티  에러를  감지하는데  알맞는  제2프로세서  에러 
검출  수단을  기본처리장치와;  3)  상기  캐시  저정수단으로부터  상기  제2패리티  에러  검출수단을  거쳐 
상기  기본처리장치로  정보의  특정  블록을  전송하는  상기  기본처리장치의  요구에  응답하는  수단을 포
함하는  중앙처리장치와;  B)  패리티  에러  정정수단을  갖는  시스템  제어  유닛과,  C)  상기 중앙처리장
치와  상기시스템  제어  유닛을  결합하는  시스템  버스와,  D)  주메모리  유닛과,  E)  상기  시스템  제어 
유닛과  상기  주메모리  유닛을  결합하는  메모리  버스와,  F)  상기  제1패리티  에러  검출수단  및  상기 
제2패리티  에러  검출수단에  의하여,  소정의  고장블록이  정정되는  상기  시스템  제어  유닛을  거쳐 상
기  캐시  메모리  유닛으로부터  상기  주메모리  유닛으로  상기  소정의  고장블록을  전송한  다음  상기 주
메모리  유닛으로부터  상기  중앙처리장치에  상기  정정된  메모리와  블록을  계속해서  전송하는  상기 기
본처리수단에  의해  요구되는  소정의  고장  블록에서  패리티  에러의  감지에  응답하는  에러  복구  제어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장 허용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 

A)  제1캐시  저장수단과,  상기  제1캐시  메모리  유닛으로부터  판독되고  이  유닛에  기록되는  정보의 블
록에서  패리티  에러를  감지하는데  알맞는  제1패리티  에러  검출수단을  갖는  제1캐시  메모리  유닛을 
포함하는  제1중앙처리장치와;  B)  제2캐시  저장수단과,  상기  제2캐시  메모리  유닛으로부터  판독되고 
이  유닛에  기록되는  정보의  블록에서  패리티  에러를  감지하는데  알맞는  제2패리티  에러  검출수단을 
갖는  제2캐시  메모리  유닛을  포함하는  제2중앙처리장치와;  C)  상기  제2캐시  저장수단으로부터  상기 
제1  및  제2패리티  에러  검출수단을  거쳐  상기  제1중앙처리장치로  정보의  특정  블록을  전송하는  상기 
제1처리  장치의  사이펀  요구에  응답하는  수단과;  D)  패리티  에러  정정수단을  갖는  시스템  제어 유닛
과; E) 상기 중앙처리장치와 상기 시스템 제어 유닛을 결합하는 시스템 버스와; F) 주메모리 
유닛과;  G)  상기  시스템  제어  유닛과  상기  주메모리  유닛을  결합하는  메모리  버스와;  H)  소정의 고
장블록이  정정되는  상기  시스템  제어  유닛을  거쳐  상기  제2캐시  메모리  유닛으로부터  상기  주메모리 
유닛에  상기  소정의  고장블록을  전송한  다음  상기  주메모리  유닛으로부터  상기  제1중앙처리  유닛에 
상기  정정된  메모리  블록을  계속해서  전송하는  사이펀  동작시,  상기  제2중앙처리장치로부터 제1중앙
처리장치에  의해  요구되는  상기  소정의  고장  블록에서  상기  제2패리티  에러  검출수단에  의한  캐시 
판독 패리티 에러 및  상기 제1패리티 에러 검출수단에 의한 캐시 기록 패리티 에러의 감지에 응답하
는 에러 복구제어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장 멀티프로세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A)  상기  제1패리티  수단은  제1에러  플래그를  유출하는  캐시  기록  패리티  에러의 감
지에  응답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B)  상기  제2패리티  에러  검출수단은  제2에러  플래그를  유출하는 캐
시  판독  패리티  에러의  감지에  응답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C)  상기  에러  복구제어수단은  상기  제1 
및  제2에러  플래그를  감지하는데  알맞고,  상기  소정의  고장블록이  정정되는  상기  시스템  제어 유닛
을  거쳐  상기  23캐시  메모리  유닛으로부터  상기  주메모리  유닛에  상기  소정의  고장블록  전송을 지시
함으로써  응답하도록  프로그램되는  서비스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장  허용 컴퓨
터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제1  및  제2중앙처리장치는  A)  랜덤  액세스  메모리와;  B)  상기  제1  및 
제2에러  플래그를  유출하는  동작의  재시행에  앞서  상기  랜덤  액세스  메모리로  안전저장  정보를 푸시
하는  상기  서비스  프로세서로부터의  명령에  응답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장 허용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  복구  제어수단은  A)  명령어  재시행  루틴을  포함하는  운영시스템 소프트
웨어와;  B)  상기  제2캐시  메모리  유닛으로부터,  상기  제1  및  제2에러  플래그를  유출하는  동작의 재
시행을  지시하고,  상기  주메모리  유닛으로부터  상기  제2중앙처리장치로의  상기  정정된  메모리  블록 
전송을  지시하는  상기  주메모리  유닛으로  상기  소정의  고장  블록의  앞선  전송으로부터  또한  이 전송
에 응답하고,  상기 제1  및  제2에러 플래그의 존재를 검출하는 상기 명령어 재시행 루틴에 있는 수단
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장 허용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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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  복구  제어수단은  A)  명령어  재시행  루틴을  포함하는  운영시스템 소프트
웨어와;  B)  상기  제2캐시  메모리  유닛으로부터,  상기  제1  및  제2에러  플래그를  유출하는  동작의 재
시행을  지시하고,  상기  주메모리  유닛으로부터  상기  제2중앙처리장치로의  상기  정정된  메모리  블록 
전송을  지시하는  상기주메모리  유닛으로부터  상기  소정의  고장  블록의  앞선  전송으로부터  또한  이 
전송에  응답하고,  상기  제1  및  제2에러  플래그의  존재를  검출하는  상기  명령어  재시행  루틴에  있는 
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장 허용 컴퓨터 시스템.

도면

    도면1

    도면2

9-8

특1997-0004514



    도면3

    도면4

9-9

특1997-0004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