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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입/출력 패브릭 내의 하드웨어 에러로부터의 자율 복구

요약

장치, 프로그램 제품 및 장치는, 컴퓨터 내의 프로세싱 요소에 복수의 말단 입/출력(IO) 자원을 결합하는데 사용되는 입/출

력 패브릭으로부터의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에서 검출되는 에러들을 전달한다. 특히, 그러한 에러들은, 입/출력 패브릭 요

소 내의 에러로부터의 복구와 관련된 입/출력 패브릭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은 말단 입/출력 자원에 전달된다. 그렇게 함으

로써, 각 영향을 받은 입/출력 자원에 액세스하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장치 드라이버 또는 다른 프로그램 코드는, 종종 각

영향을 받은 입/출력 자원에 대해 완료된 복구를 대기하는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의 에러로부터의 복구를 요청함이 없이,

그 관련된 입/출력 자원 내의 전달된 에러로부터 비동기적인 복구가 가능하다. 부가적으로, 하나의 입/출력 패브릭은, 복구

가능 및 복구 불가능 말단 입/출력 자원 모두를 지원하도록 동적으로 구성된다. 특히, 입/출력 패브릭 내의 입/출력 패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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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말단 입/출력 자원이 본래 복구 불가능이라는 검출에 응답하여, 그러한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에서 머신 체크 시

그널링을 인에이블하도록 동적으로 구성된다. 그렇게 동적으로 구성된 입/출력 패브릭 요소는, 복구 불가능 자원과 복구

불가능 자원에 액세스하는 하나의 프로세서 사이에서 정의된 하드웨어 경로 내에 배치되도록 동적으로 구성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상응하는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컴퓨터 내의 주요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도 2는 도 1에서 설명된 것과 택일적인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아키택처의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상응하는 자율 복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입/출력 패브릭의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도 4는 도 3의 입/출력 패브릭 내의 입/출력 패브릭 에러의 검출 및 복구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5는 복구 불가능 말단 입/출력 자원의 설치(installation) 이후의, 도 3의 입/출력 패브릭의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도 6은 복구 불가능 말단 입/출력 자원의 설치에 응답한, 비-머신 체크(non-machine check) 및 머신 체크 모드 사이의 도

4의 입/출력 패브릭의 동적 스위칭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고, 특히 컴퓨터에 결합된 하드웨어 자원에서의 장애 관리(managing

failure)에 관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컴퓨터 기술은 컴퓨터와 관계하여 계속하여 증가되는 신뢰성

의 문제뿐만 아니라, 증가되는 수행 요구를 따라잡기 위해 진보되어 왔다. 특히 컴퓨터는, 중요한 프로세싱이 일정한 기반

하에서 실행되고, 어떠한 고장 시간(downtime)도 간단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고난도 작업에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

한(mission critical) 어플리케이션에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다.

종종 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더 빠르고 더 복잡한 하드웨어 요소의 사용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에 있

어서, 프로세서와, 저장장치, 네트워크 커넥션과 같은 주변 장치 등과 같은 복수의 하드웨어가, 시스템 전체 성능을 높이기

위해 병렬적으로 실행된다.

이렇게 더 복잡한 구성 요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성 요소의 조작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종종, 구성 요소 사용

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더 정교하고 복잡해야 한다. 예컨대, 멀티스레드 운영 시스템과 커널이 개발되어 왔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이 복수의 "스레드(thread)"상에서 동시에 실행되도록 하여, 복수의 작업들이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전자상거래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상이한 스레드가 다른 고객에게 할당될 수 있고, 각 고객들의

특정한 전자상거래 활동이 분리된 스레드 안에서 처리될 수 있다.

멀티스레드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의 하나의 논리적인 확장이란, 논리적 파티션(logical partition)의 개념으로서, 여기서

하나의 물리적인 컴퓨터는, 다양한 논리적인 파티션 사이에 할당된 물리적인 컴퓨터(예컨대, 프로세서, 메모리, 입/출력 장

치) 내의 다양한 자원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복수의 그리고 독립적인 가상의 컴퓨터(논리적인 파티션으로 참조됨)와 같이

수행될 수 있다. 각 논리적인 파티션은 분리된 운영 시스템을 실행하고, 사용자와 논리적 파티션 상에서 실행되는 소프트

웨어 어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 완전히 독립된 컴퓨터로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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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파티션닝에 관하여, 종종 하이퍼바이저(hypervisor) 또는 파티션 관리자(partition manager)로써 참조되는 공유

프로그램은, 논리적인 파티션을 관리하고, 다른 논리적인 파티션에 자원들을 할당하는 일을 용이하게 한다. 예컨대, 파티

션 관리자는, 프로세서, 워크스테이션, 저장 장치, 메모리 공간, 네트워크 어댑터 등과 같은 자원들을, 분리된 물리적인 컴

퓨터와 동일한 방법으로 각 논리적 파티션의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다양한 파티션에 할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컴퓨터 환경에서의 유효한 작업수행이 증가함에 따라, 오류의 가능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병렬적으로 작업

들을 수행함으로써, 하나의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다른 작업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결과적으로, 손상된 데이터

또는 시스템 오류를 발생하게 되었다. 유사하게, 하드웨어 기반의 요소들은 항상 적어도 일정한 오류의 위험의 지배를 받

게 되고, 이러한 위험은 종종 하드웨어 구성 요소의 복잡성과 함께 증가하며, 다수의 더 복잡한 하드웨어 요소의 사용으로

인해 구동시간 동안의 하드웨어 구성요소가 오류 또는 장애를 만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멀티스레드 운영 시스템 및 논리적 파티션닝 양자 모두의 개발과 함께, 현대 컴퓨터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개

발 노력이 장애(fault) 극복, 높은 효율 및 자기-치유 성능을 구체화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개발 노력이 지향되고 있는 하나의 특정 분야는, 예컨대, 저장 장치, 네트워크 커넥션, 워크스테이션과, 컴퓨터의 중앙 처

리 장치에 구성 요소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어댑터, 제어기와 다른 인터커넥션 하드웨어와 같은 컴퓨터에 의해 사용되는

주변 하드웨어 요소와 관련된 고장을 관리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입/출력(IO) 자원(IO resource)으로 참조될 주변 요소들

은 일반적으로, "패브릭(fabric)"을 형성하는 하나 또는 이상의 매개체로서의 인터커넥션 하드웨어 장치 요소를 통해 컴퓨

터와 결합하며, 이 패브릭을 통해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간의 통신이 전달된다.

데스크탑 컴퓨터, 랩탑 컴퓨터 등과 같은 낮은 수행도의 컴퓨터 설계에 있어서, 이 설계에 사용되는 입/출력 패브릭은 상대

적으로 단순한 설계만을 요구하게 되는데, 예컨대 IDE(Integrated Drive Electronic),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또는 USB(Universal Serial Bus)와 같은 몇몇의 인터커넥션 기술을 지원하는 입/출력 칩을 사용한다. 한편

으로, 높은 수행도의 컴퓨터 설계에 있어서, 이 설계에 대한 모든 필요한 통신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복잡한 인터커넥션 하

드웨어 장치의 구성이 요구되므로, 입/출력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 일부의 예에서, 통신에 대한 필요성은, 컴퓨터

의 중앙 처리 장치가 내장된 인클로저(enclosure)에 분리되고 결합된, 하나 또는 이상의 부가적인 인클로저의 사용을 요구

하기에 충분히 높을 수 있다.

종종, 더 복잡한 설계에 있어서, 입/출력 어댑터와 같은 주변 요소들은, 컴퓨터의 주 인클로저 또는 보조 인클로저의 하나

또는 양쪽에 어레이된 "슬롯"을 사용하는 입/출력 패브릭에 장착되고 결합된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은 케이블과, 다른 종류

의 커넥터를 통하는 것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입/출력 패브릭에 장착되거나 결합되며, 이러한 다른 종류의 커넥션은 종종

편의를 위해, "슬롯"이라고 참조된다. 그러므로, 사용되는 커넥션의 종류에도 불구하고, 입/출력 슬롯은 입/출력 패브릭를

통해 컴퓨터와 통신하는 입/출력 자원을 위한 연결 지점을 의미한다. 일부의 예에서, "입/출력 슬롯"이라는 용어는 또한 입

/출력 패브릭의 특정한 연결 지점에 장착된 실제의 주변 하드웨어 구성 요소로 참조되기 위해 사용되며, 이점에 관하여, 결

합된 입/출력 슬롯 또는 입/출력 자원은 또한 말단 입/출력 자원(endpoint IO resource)이라고 참조된다.

입/출력 패브릭을 통해 컴퓨터에 결합되는 말단 입/출력 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종종, 입/출력 자원에 액세스하는 컴퓨터 내

의 다양한 레벨의 소프트웨어 사이의 상대적인 독립성뿐만 아니라,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과 연결되는 복수의 작업의

현재 수행을 지원하는 입/출력 패브릭의 일반적인 특성에 기인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입/출력 패브릭 자체 내의 구성 요

소에서 발생되는 고장뿐만 아니라, 말단 입/출력 자원에서 발생하는 고장이 시스템 내의 다른 말단 입/출력 자원에 액세스

하는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전체 시스템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개별적인 구성 요소 내의 고장과 같

은 악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표로 인해, 이러한 고장을 극복하기 위해 고장을 유리시키고 시스템을 동적으로 재구성하

는 지향하는 중대한 노력이 있어 왔다.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컴퓨터에 있어서, 예컨대, 입/출력 슬롯은 개별적인 논리적 파티션에 할당될 수 있으며, 각 논리적인

파티션의 장치 드라이버는 그 파티션에 할당된 각 입/출력 슬롯에서 입/출력 어댑터를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입/출력 슬

롯은 일반적으로 공통 입/출력 패브릭을 통해 전체 컴퓨터 및 프로세서/메모리 조합에 연결되며, 이 공통 입/출력 패브릭

은, 그 패브릭의 공통 인터커넥션 요소를 통해 연결되는 슬롯을 구비하는 모든 파티션에 의해 효과적으로 공유된다.

일부의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시스템에 있어서, 입/출력 패브릭은 케이블 버스를 통해, 외부 입/출력 인클로저에 프로세서/

메모리를 연결시키는 브릿지 패브릭 요소(Bridge fabric element)와, 이 케이블 버스를 복수의 입/출력 슬롯의 구비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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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버스에 연결시키는 하나 또는 이상의 부가적인 브릿지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케이블 버스의 구현은, 프로세

스/메모리 조합과 함께 각 외부 입/출력 인클로저에 배치되는 원격 입/출력(Remote Input/Output, RIO) 버스를 인터페이

스하는데 사용되는 원격 입/출력 허브로써 언급되는 프로세서 브릿지와 함께 원격 입/출력 버스를 이루며, 원격 입/출력 브

릿지 요소는 복수의 PCI 호스트 브릿지(PCI Host Bridge, PHB)에 케이블 버스를 연결시키는 각 외부 입/출력 인클로저

상에 배치되고, 플러그된 PCI 입/출력 어댑터 카드가 연결되는 개별적인 입/출력 슬롯을 생성하는 복수의 PCI-PCI 브릿지

각각에 연결된다.

그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입/출력 패브릭 하드웨어 중 하나의 요소가 에러를 검출한 경우, 그 하드웨어 요소는 일반적으로,

프로세서/메모리 조합과 잔존 입/출력 패브릭 및 입/출력 슬롯 요소 사이에서 어느 방향으로의 데이터 운반의 계속을 억제

하는 에러 상태에 들어간다. 이 에러 상태에서의 데이터 운반의 억제란 정확하게는, 그 에러 상태의 구성 요소가 모든 프로

세서 저장 및 어댑터 DMA들을 버리고, 올-원(all-ones) 비트 단위의 데이터(bitwise data)를 모든 프로세서 로드로 반환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많은 시스템, 특히 장치 드라이버가 입/출력 어댑터와 통신하기 위해 메모리-맵핑된 입/출력(Memory-Mapped

IO, MMIO)을 사용하는 PCI-호환 입/출력 버스와 어댑터를 채용하는 시스템에서 공통된다.

이로써 파티션 운영 시스템에 설치된 장치 드라이버는, 어댑터를, 마치 프로세서/메모리 버스에 논리적으로 직접 연결되

어, 단지 특정한 메모리 어드레스 범위를 차지하는 시스템 메모리의 확장인 것처럼 취급할 수 있다. 장치 드라이버는 내부

어댑터의 설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세서 로드(load) 또는 저장(store) 명령을 목표로 하는 "메모리" 어드레스를 사용

하는 어댑터와 통신한다. 그러한 모델에 있어서, 장치드라이버는 입/출력 패브릭 요소의 구성 및 배열을 인지하지 못하고,

메모리-맵핑된 로드(load) 또는 저장(store)에 응답하여, 장치 드라이버가 단순히 메모리 영역에 액세스하는 것처럼 동작

하는 입/출력 패브릭 및 입/출력 어댑터에 의존한다.

그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장치 드라이버는 입/출력 패브릭에 관계된 에러를 검출하는 2 개의 방법 중 하나에

의존한다. 제1 방법에 있어서, MMIO 로드가 에러 상태에서 패브릭 요소를 만난 경우에, 요청 프로세서에 하나의 머신 체

크 조건(machine check condition)을 신호로 알린다. 머신 체크(machine check)는 일반적으로, 액세스 요청에 의한 지위

신호(status signal)의 반환 또는 인터럽트의 유발을 지시하는 것이고, 그 결과 일반적으로 실행을 머신 체크 인터럽트 처

리기로 전환하고, 이 인터럽트는 거의 항상 운영 시스템의 종료를 가져오며, 임의의 어플리케이션은 이전에 발생한 저장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써, 데이터 보전(data integrity) 문제로 인해 실행을 계속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장치 드라이버와 운영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보전의 손실 없이 이 에러로부터 복구될 수 없도록 설

계된다. 결과적으로, 이 에러에 대한 공통 응답은 전체 논리적인 파티션[또는 논-파티션(non-partitioned) 시스템 내의 시

스템]의 실행을 종료하는 것이다.

종래 기술에 의한 제2 방법에 있어서, 에러 상태에 있는 경우, 입/출력 패브릭 및 입/출력 어댑터는 특정한 세트의 데이터

를 반환함으로써 메모리-맵핑된 로드(memory-mapped loads)에 응답하도록 구성되며, 이 데이터 세트는 장치 드라이버

에 의해 잠재적으로 에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예컨대, 하나의 데이터 공통 세트는 올-원(all-ones) 비트 단

위의 데이터로써 참조되며, 메모리-맵핑된 로드에 응답하여 반환되는 데이터의 각 비트는 one으로 설정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장치 드라이버는 하나의 올-원(all-ones) 패턴에 대한 메모리-맵핑된 로드 응답 데이터를 검사하도록 설계되며,

그러한 경우에, 플랫폼 하드웨어의 임의의 요소가 이 결과를 발생하는 에러 상태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운영 시

스템 서비스를 호출한다. 다수의 예에 있어서, 이 에러 상태는 논리적인 파티션 또는 운영 시스템의 실행을 종료하지 않고,

비-머신 체크로부터 복구될 수 있다.

머신 체크-기반 기술은, 하드웨어 에러로부터의 동적 복구에 있어 많은 진보에 선행하였으며, 그와 같이, 신호화된 머신

체크를 요청하는 장치 드라이버 및 입/출력 자원은 종종 본래 복구 불가능(non-recoverable)한 것이다. 상기한 후자의 기

술은 그러나, 종종, 적합한 복구 프로토콜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머신 체크의 발생을 방지하고, 더 큰 복구성을 제

공하며, 그 결과로써, 이 기술에 의존하는 장치 드라이버 및 입/출력 자원은 본래 더 일반적으로 복구 가능(recoverable)하

다.

어느 접근을 사용하여, 입/출력 패브릭 에러로부터 복구하는 것, 예컨대 에러 분리 데이터(error isolation data)를 포획하

는 것, 영향을 받은 하드웨어를 재설정(resetting)하는 것 및 정상적인 입/출력 조작을 재개하는 것(resuming)은 각 영향

을 받은 장치 드라이버 및 입/출력 어댑터가 신뢰성있게 에러 조건을 검출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동기화

되어야 하며, 이 조건을 검출할 때까지, 장치 드라이버와 그 어댑터 사이의 입/출력는 패브릭 에러 상태가 지속되는 것처럼

계속되도록 요청된다. 그러나, 또한 모든 영향을 받은 장치 드라이버가 이 에러를 검출할 때까지는, 플랫폼 하드웨어 및 파

티션 관리자에 의해 에러가 검출되는 지점으로부터의 시간은 예상될 수 없으며, 과도하게 길 수도 있고, 이 경우 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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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복구를 매우 복잡하게 하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 에러의 순간에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는 CD 롬 드라이브의 드라이버와 같은, 장치 드라이버는 극도로 장 기간동안(며칠,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일 수도 있음)

어댑터로부터 MMIO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장치 드라이버가 활성화 상태에 있는가에 달려

있지만, 얼마나 오래 그 관련 입/출력 어댑터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다.

한편으로는, 모든 장치 드라이버가 입/출력 패브릭 에러로부터의 복구를 완료하기 전에 에러 조건을 독립적으로 검출하는

것을 대기하는 것은, 종종 지나친 지연과 예상할 수 없는 결과 그리고 하나의 논리적인 파티션의 장치 드라이버가 다른 논

리적 파티션이 복구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으로 이르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특히 입/출력 패브릭의 복구가 완료되도록

하는 입/출력 패브릭 에러의 장치 드라이버에 경고를 발하는 것이, 특히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될 수

있으며, 이것은, 더 오래된 장치 드라이버의 비호환성과, 복잡한 방법으로 장치 드라이버 및 커널을 변화시키고, 재 설계하

거나, 강화할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종래 기술에 있어서, 영향을 받은 입/출력 자원에 대한 장치 드라이버가 입/출력 패브릭의 에러를 검출하고, 이 에

러로부터 복구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더 빠르고, 더 자율적이며 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상당한 필요성이 존재하며, 특

히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컴퓨터 등에 있어서, 또는 존재하는 장치 드라이버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더 그러

하다.

특히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시스템에 있어서, 수행되는 머신 체크를 필요로 하는 복구 불가능(non-recoverable) 장치 드라

이버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란, 입/출력 패브릭을 초기화하는 것은, 머신 체크에 공통적인 하나의 세트의 패브릭 요소를 구

비하는 모든 파티션을 드러낸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파티션된 시스템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데, 이 시스템

에 있어서, 하나의 파티션에 의해 사용되는 입/출력 어댑터의 고장으로 인한 에러는 그 패브릭의 공통 요소를 공유하는 복

수의 다른 파티션의 머신 체크를 초기화하는 종료로 귀착된다.

다수의 컴퓨터 환경에 있어서, 시스템 유효성에 대한 영향이 매우 감소됨으로 인해, 복구 불가능한 장치 드라이버 및 입/출

력 자원은 교체되었거나, 교체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오직 복구 가능한 장치 드라이버 및 입/출력 자원만을

사용하는 것이 종종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부의 환경에 있어서, 더 오래된 유산(legacy) 입/출력 자원 및 장치 드라이버가

여전히 사용될 수 있으며, 더 진보된 복구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복구 불가능 및 복구 가능 장치

드라이버는 일부의 입/출력 자원에 대해 유효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실제에 있어서, 어느 설치된 입/출력 자원이 복구 가능 장치 드라이버인지, 또는 특별한 자원에 대해 그 장치

드라이버의 어느 버전이 머신 체크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부가적으로, 고객들은 논리적인 파

티션 입/출력 정렬을 재구성하거나, 장치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입/출력 어댑터를 추가하기 때문에, 균일하

게 하나의 종류 또는 그 밖의 종류였던 하나의 파티션이 재구성되어, 이 파티션이 장치 드라이버의 양쪽 종류의 혼합물을

획득하거나, 균일하게 다른 종류가 된다.

결과적으로, 종래 기술에 있어서, 혼합된 환경에 있어서 입/출력 자원 및 장치 드라이버의 복구 가능성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 중요한 필요성이 존재하며, 입/출력 에러를 신뢰성 있게 관리하는 입/출력 패브릭을 동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가능할

때마다 머신 체크를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컴퓨터 내의 프로세싱 요소에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을 결합하는데 사용되는 입/출력 패브릭의 에러로부터,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의 복구를 동기화하는 방법을 하나의 측면에서 제공함으로써, 종래 기술과 관련된 이러한 또는

다른 문제들을 제기한다. 특히, 본 발명에 상응하는 실시예는, 입/출력 패브릭 요소의 에러로부터 복구되는 것과 관련되는,

그러나 입/출력 패브릭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은 말단 입/출력 자원에, 입/출력 패브릭 내 특정한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에

서 검출된 에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치 드라이버 또는 각 영향을 받은 입/출력 자원에 액세

스하는데 사용되는 다른 프로그램 코드는 관련된 입/출력 자원의 전달된 에러로부터 비동기식으로 복구될 수 있으며, 종종

이 영향을 받은 각각의 입/출력 자원에 대해 완료된 복구를 대기하는 입/출력 패브릭 에러로부터 복구를 요청할 필요도 없

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일 면에 상응하여,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으로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입/출력 패브릭 요소의 에러

는, 입/출력 패브릭 요소의 검출된 에러에 응답하여,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 각각에 대해 에러 상태를 확립하고

(establishing an error state),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의 이 에러로부터 복구됨으로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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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다른 측면에서, 복구 가능 및 복구 불가능 말단 입/출력 자원 모두를 지원하는 입/출력 패브릭을 동적으로 구

성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부가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입/출력 패브릭 내의 입/출력 패브릭 요소는, 말단 입/출력

자원이 본래 복구 불가능하다는 검출에 응답하여, 그러한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에서 머신 체크 시그널링이 가능하도록

동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동적으로 구성된 입/출력 패브릭 요소는 복구 불가능한 자원 및 이 복구 불가능 자원에

액세스하는 프로세서 사이에 정의된 하드웨어 경로 내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상응하여,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에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

하는 복수의 입/출력 패브릭 요소로 구성된 입/출력 패브릭은,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 중의 제1 말단 입/출력 자원이 복

구 불가능한 자원임을 검출함으로써 동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으며, 이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세서 및 제1 말단 입/출력 자

원 사이의 하드웨어 경로에서 정의된 각 입/출력 패브릭 요소에서 머신 체크 시그널링을 동적으로 인에이블한다.

본 발명의 특징짓는 이러한 그리고 다른 장점 및 특징은 첨부된 청구범위에 배치되어 있으며, 더 많은 부분을 형성할 것이

다. 그러나, 본 발명 및 그 실시를 위한 장점 및 목적의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도면 및 상세한 설명 상에 참조가 이루어질 것

이며, 여기서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이 기술될 것이다.

이하에서 논의될 실시예들은, 예컨대 네트워크 커넥션, 저장 장치, 프린터, 워크스테이션, 및/또는 어댑터 및/또는 제어기

등의 주변 하드웨어 구성 요소와 같은 컴퓨터 내의 입/출력 자원들의 관리와 관계되는 자율 복구 기술을 사용한다.

일 측면에 있어서, 이하에서 논의될 실시예들은 에러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개별적인 입/출력 자원으로, 입/출력 패브릭 내의

입/출력 패브릭 요소에서 검출된 에러들을 전달하는 성능을 지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에러가 입/출력 자원을 사용하

는 파티션 또는 운영 시스템 내에 독립적으로 어드레스될 때까지, 영향을 받은 각 입출력 자원 내의 에러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에, 에러들이 입/출력 패브릭 내에서 동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원과 패브릭 에러 복구의 동기화는

매우 단순화되며, 특히 복수의 논리적인 파티션이 특정한 입/출력 패브릭 도메인(IO fabric domain)을 공유할 수 있는 논

리적으로 파티션된 환경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이하에서 논의될 실시예들은 동일한 패브릭 내의 복구 가능 및 복구 불가능 입/출력 자원 모두를

수용하는 성능을 지원한다. 복구 가능 및 복구 불가능 입/출력 자원 모두의 수용은 하나 또는 이상의 입/출력 패브릭 요소

를 선택적으로 스위칭함으로써 설명된 실시예 내에서 관리되며, 여기서 패브릭 요소는, 입/출력 자원이 복구 불가능으로

결정될 때마다 머신 체크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프로세서와 입/출력 자원 간의 경로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에 있어, 복구 가능 입/출력 자원은 동적으로 복구되도록 구성된 자원으로서, 환언하면, 컴퓨터를 운영하는 동

안 실행되는 복구 프로토콜에 응답하는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 기간 동안의 자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입/출력 자원은, 논

리적 파티션의 운영 시스템 내에 상주하는 장치 드라이버 또는 논리적으로 파티션되지 않은 컴퓨터의 운영 시스템이 그 자

원에 대한 복구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경우에, 복구 가능하다. 입/출력 자원의 복구성은 또한 입/출력 패브릭 내의 다른 소

프트웨어 및/또는 하드웨어 특성뿐만 아니라, 다른 운영 시스템 또는 커널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지원에 기반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입/출력 자원의 복구성은 자원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드라이버 내의 복구 프로토콜에 대한 지원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적합한 장치 드라이버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 복구 가능한 입/출력 자원이라도, 복

구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는 더 오래된 장치 드라이버가 자원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상황에서는 복구 불가능일 수 있다.

대조적으로, 복구 불가능 입/출력 자원은 동적인 복구를 지원하지 않는다. 많은 정황에 있어서, 입/출력 자원의 복구 불가

능은, 프로세서 머신 체크가 에러에 응답하여 발생되고, 일반적으로 그 결과 궁극적으로 전체 운영 시스템이 종료되고, 어

플리케이션들이 실행되어 복구를 위해 시스템이 재시작되는 것을 요청한다.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컴퓨터에 있어서, 머신

체크는 전체 시스템보다는 논리적 파티션의 종료와 재시작만으로 귀착되는 것이 목표이다.

아래에서 더 명확해지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상응하는 실시예들은 예컨대, 브릿지 장치, 허브 장치, 스위치, 커넥터, 호스

트 장치, 슬레이브 장치, 제어 장치, 케이블, 모뎀, 시리얼라이저/디시리얼라이저(serializer/deserializer), 광전기적

(optoelectronic) 송수신기 등을 포함하는 수많은 종류와 수의 입/출력 패브릭 요소를 포함하는 입/출력 패브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이점 중에서도, 여기에서 묘사되는 기술은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컴퓨터 내에서의 슬롯 또는 자원 레벨 파티션닝의 구

현을 용이하게 하며, 이로써 개별적인 입/출력 자원들 또는 슬롯들은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컴퓨터 내에 상주하는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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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파티션에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묘사되는 기술이, 예컨대 버스 또는 인클로저 레벨과 같은 자원 파티션닝

의 다른 입도(granularity)와 함께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파티션되지 않은 환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

이다.

도면에 대해서, 여러 도면을 통해 동일한 번호는 동일한 부분을 의미하는데, 도 1은 본 발명에 상응하는 논리적으로 파티

션된 컴퓨터(10)의 주요 하드웨어 요소를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컴퓨터(10)는 예컨대, 네트워크 서버, 미니(midrange) 컴

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예컨대, IBM eServer 컴퓨터) 등과 같은 다수의 임의의 멀티-유저 컴퓨터를 나타낸다. 그러나,

본 발명은 논리적으로 파티션되지 않은 컴퓨터를 포함하는 다른 멀티-유저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컴퓨터와 데이터 프

로세싱 시스템[예컨대, 워크스테이션, 데스크탑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등과 같은 싱글-유저 컴퓨터와, 다른 프로그램 가

능한 전자 장치(예컨대, 내장 집적 제어기 등)]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10)는 버스(16)를 통해 메모리(14)에 결합되는 하나 또는 이상의 프로세서(12)를 포함한다. 각 프로세

서(12)는 단일 스레드 프로세서 또는 멀티스레드 프로세서[프로세서(12a)와 같이]로서 구현될 수 있으며, 복수의 하드웨

어 스레드(18)로 통합되어 나타나 있다. 대부분에 있어서, 멀티스레드 프로세서(12a)의 각 하드웨어 스레드(18)는 컴퓨터

내에 상주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독립적인 프로세서와 같이 취급된다.

부가적으로, 도 1에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하나 또는 이상의 프로세서(12)(예컨대, 프로세서 12b)는 서비스 프로세서로서

구현될 수 있으며, 이 프로세서는 시스템 초기 프로그램 로드(initial program loads, IPL's)를 관리하는 특별한 펌웨어 코

드를 구동하고, 시스템 하드웨어를 모니터하고, 진단하고,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본 발명은 특정한 구현으로 제한

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컴퓨터(10)는 하나의 서비스 프로세서와 복수의 시스템 프로세서를 포함하며, 이들은 운영 시스

템 및 컴퓨터에 상주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도록 사용된다. 일부의 실시예에 있어서, 서비스 프로세서는 버스(16)를

통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컴퓨터 내의 다양한 다른 하드웨어 요소에 결합될 수 있다.

메모리(14)는 하나 또는 이상의 데이터 레벨, 명령 및/또는 조합 캐시(종래 기술에서 잘 알려진 것처럼 개별적인 프로세서

또는 복수의 프로세서를 위해 사용되는 임의의 캐시)뿐만 아니라, 예컨대 DRAM-기반의 주 저장 장치 같은 하나 또는 이

상의 메모리 장치를 포함한다. 더 나아가, 메모리(14)는 예컨대, 하나 또는 이상의 네트워크 어댑터(22)(컴퓨터와 네트워

크(24)를 결속시키기 위함), 하나 또는 이상의 저장 제어기(26)(컴퓨터를 하나 또는 이상의 저장 장치(28)에 결속시키기

위함)와, 하나 또는 이상의 워크스테이션(30)[복수의 워크스테이션 어댑터를 통해 하나 또는 이상의 터미널 또는 워크스

테이션(32)을 결속시키기 위함]과 같은 입/출력 패브릭(20)을 통해 다수의 종류의 외부 장치에 결합된다.

도 1은 또한, 컴퓨터(10)의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컴퓨팅 환경을 구현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소프트웨어 요소와 자원들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 컴퓨터(10)는 파티션 관리자 또는 하이퍼바이저(hypervisor 36)에 의해 관리되는 복수의

논리적 파티션(34)을 포함한다. 다수의 논리적 파티션은 종래 기술에 의해 공지된 바와 같이 지원되며, 컴퓨터 내의 임의

의 시간에 상주하는 논리적 파티션의 수는, 파티션이 컴퓨터에 부가 또는 제거됨에 따라 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설명된 IBM eServer-기반의 구현에 있어서, 파티션 관리자(36)는 프로그램 코드의 2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여기

서 논리적으로 디스패치가 불가능한 부분(38)으로 참조됨]는 컴퓨터(10)의 펌웨어 내 또는 라이센스 내부 코드(Licensed

Internal Code, LIC) 내에서 구현되며, 이는 예컨대, 운영 시스템과 같은 더 높은 층을 분리시키는 동안, 다양한 하드웨어

요소로 낮은 레벨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펌웨어는 또한 서비스 프로세서(12b)와 같은 서비스 프로세서와

통신한다. 디스패치가 불가능한 부분(38)은 컴퓨터(10)를 위해, 페이지 테이블 관리(page table management) 등과 같은

다수의 저 레벨 파티션 관리를 제공한다. 디스패치가 불가능한 부분(undispatchable portion, 38)은 작업(task)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소프트웨어의 더 높은 층으로부터의 함수 호출 또는 하드웨어로부터의 인터럽트를 통해 주로 액세스

될 수 있다.

파티션 관리자(36) 내 프로그램 코드의 두 번째 층은 여기서 디스패치가 가능한 부분(dispatchable portion, 40)으로 참조

된다. 작업의 개념이 없고, 메모리 재배치 해제(relocation off)로 구동되며, 소프트웨어의 더 높은 층으로부터의 수퍼바이

저(supervisor)의 함수 호출을 통해 액세스가 가능한 디스패치가 불가능한 부분(38)과는 대조적으로, 디스패치가 가능한

부분(40)은 작업(임의의 운영 시스템과 같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메모리 재배치 설정(relocation on)으로 구동된다.

디스패치가 가능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숨겨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티션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된다.

디스패치가 가능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파티션의 생성 및 삭제, 동시에 발생하는 하드웨어 관리와, 프로세서, 메모리 와 다

른 하드웨어 자원의 다양한 파티션(34)으로의 할당 등과 같은 더 높은 레벨의 파티션 관리 조작을 관리한다.

각 논리적 파티션(34)은 일반적으로 정적 및 또는 동적으로 할당된 컴퓨터(10) 내의 유효한 자원의 부분이다. 예컨대, 각

논리적 파티션은, 유효한 메모리 공간의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 또는 이상의 프로세서(12) 및/또는 하나 또는 이상의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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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스레드(18)에 할당될 수 있다. 논리적 파티션은, 프로세서와 같은 특정한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할 수 있으며, 소정의

프로세서가 하나 이상의 논리적 파티션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택일적으로, 하드웨어 자원은 한번에 오직 하나의 논리적

파티션에 할당될 수 있다.

매스 저장 장치(mass storage), 백업 저장 장치, 사용자 입력, 네트워크 커넥션, 디스플레이 장치, 및 I/O 어댑터와 같은 부

가적인 자원이 일반적으로 종래 기술에서 공지된 방법으로 하나 또는 이상의 논리적 파티션에 할당된다. 자원들은 예컨대,

버스-바이-버스(bus-by-bus) 기반 또는 자원-바이-자원(resource-by-resource) 기반과 같은 다수의 방법으로, 동일

한 버스 상에서 자원을 공유하는 복수의 논리적 파티션으로서 할당될 수 있다. 일부의 자원은 한번에 복수의 논리적 파티

션으로 할당될 수도 있다. 부가적으로, 일부의 자원은, 예컨대 가상 로컬 영역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가상 네트워크 어댑

터와 같이 본래 "가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각 논리적 파티션(34)은 파티션되지 않은 컴퓨터의 운영 시스템과 동일한 방법으로 논리적 파티션의 주요 조작을 제어하

는 하나의 운영 시스템(42)을 사용한다. 예컨대, 각 운영 시스템(42)은 AIX, 유닉스, 리눅스 등과 같은 다른 운영 시스템뿐

만 아니라, IBM에서 유효한 OS/400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각 논리적 파티션(34)은 개별적 또는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에서 실행되므로, 각 논리적 파티션은 각 논리적 파티션에서 실

행되는 각 사용자 어플리케이션(user app, 44)의 관점에서, 독립적이고 파티션되지 않은 컴퓨터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

한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은 파티션된 환경에서의 사용을 위한 임의의 특별한 구성을 필요로 한

다.

분리된 가상의 컴퓨터처럼 논리적 파티션(34)의 주어진 특성에 의하면, 논리적 파티션이 분리된 물리적 머신 상에 있는 것

처럼, 논리적 파티션들이 서로 통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인터-파티션(inter-partition) 통신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와 같이, 일부의 구현에 있어서, 이더넷 프로토콜(Ethernet protocol)과 같은 네트워킹 프로토콜을 통해 논리적 파티

션(34) 간의 통신을 허용하는 디스패치가 불가능한 부분(38) 내에서 가상 로컬 영역 네트워크(LAN)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

직할 수도 있다. 파티션 간의 통신을 지원하는 다른 방법이 본 발명에 상응하여 또한 지원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상응하여 다른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환경이 사용될 수 있음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도 2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메모리(14')는 대신, 도 1의 부분(38)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된 디스패치가 불가능한 부분(38')을 구비한[그러

나, 또한 운영 시스템(42)과 하나 또는 이상의 사용자 어플리케이션(44)이 상주하는 프라이머리 파티션(33')에 통합되는

디스패치가 가능한 부분(40')을 구비함] 파티션 관리자(36')에 상주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해 실행되는 루틴, 즉 운영 시스템 또는 특별한 어플리케이션, 구성 프로그램,

오브젝트, 모듈 또는 순차적인 명령, 또는 그의 서브세트의 부분으로서 구현되었는지 여부가, 여기서 "컴퓨터 프로그램 코

드" 또는 간단히 "프로그램 코드"로써 참조될 것이다. 프로그램 코드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시간에 컴퓨터 내의 다양한 메

모리와 저장 장치에 상주하는 하나 또는 이상의 명령을 포함하며, 컴퓨터 내의 하나 또는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읽혀지

거나, 실행되는 경우에, 컴퓨터로 하여금 본 발명의 다양한 측면을 실시하는 단계 또는 구성 요소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단

계들을 실행하도록 한다. 게다가, 본 발명은 앞으로, 충분히 기능하는 컴퓨터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설명될 것이지만, 당

업자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제품으로 배포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이, 실제적으로 배포를 수

행하는 데 사용되는 신호 저장 매체(signal bearing media)의 특정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적용됨을 이해해야 한

다. 신호 저장 매체의 예는 휘발성 및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와 같은 기록가능형 미디어, 플로피 및 다른 제거가능 디스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자기 테이프, 광학 디스크(예컨대, CD-ROM, DVDs, etc) 디지탈 및 아날로그 통신 링크와 같은 전

송형 미디어를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이후에 묘사될 다양한 프로그램 코드가 어플리케이션 또는 소프트웨어 요소를 기반으로 식별될 수 있으며, 이

것을 기반으로 본 발명의 특정한 실시예에서 구현된다. 그러나, 다음의 임의의 특별한 프로그램 명명법은 단지 편의를 위

해 사용된 것이므로, 본 발명은 그러한 명명법에 의해 식별되고, 암시되는 임의의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만 사용되는 것으

로 제한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 기능이 일반적인 컴퓨터(예컨대, 운영 시스템, 라이브러리, API's, 어플리케이션,

에플릿 등) 내에 상주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층 중에 할당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루틴,

과정(procedure), 방법, 모듈, 오브젝트 등으로 조직화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으므로, 본 발명은 여기서 묘사된 프로

그램 기능의 특정한 조직화와 할당에 제한되지 않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당업자들은, 도 1 및 2에서 설명된 예시적인 환경이 본 발명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실제로, 당

업자들은, 다른 택일적인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환경이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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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 있어서, 센트럴 일렉트로닉스 컴플렉스(Central Electronics Complex, CEC, 54)를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56,

여기서는 입출력 슬롯)에 결합하는데 사용되는 입/출력 패브릭(52)과 함께 예시적인 컴퓨터 시스템(50)이 도시되어 있다.

CEC(54)는 하나의 프로세서/메모리 또는 시스템 버스(62)에 결합된 하나 또는 이상의 프로세서(58) 및 메모리(60)을 포

함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설명된 실시예에 있어서, CEC(54)는 입출력 슬롯(56)으로부터 분리된 인클로저 내에 내장되며,

이와 같이, 입/출력 슬롯은 하나 또는 이상의 입/출력 인클로저(64) 내에 그룹의 형태로 내장된다. 일부의 구현에 있어서,

도 3에 설명된 구성 요소는 동일한 인클로저 내에 내장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입/출력 패브릭(52)은 하나 또는 이상의 원격 입/출력(RIO) 네트워크(66)를 포함하며, 각 네트워크(66)은, 입/출력 인클로

저(64)에 배치된 하나 또는 이상의 원격 입/출력 브릿지(70)과 함께, CEC(54) 내에 내장되는 원격 입/출력 허브(68)을 포

함하고, 프로세서/메모리 버스(62)에 결합되어 루프 토폴로지 내에 레이아웃된다. 각 원격 입/출력 브릿지(70)는 PCI,

PCI-X 또는 PCI Express와 같은 PCI 호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위해 하나 또는 이상의 PCI 호스트 브릿지(PHB's)에

번갈아 결합한다. 각 PHB(72)는 프라이머리 PCI 버스를 호스트하며, 이 버스는 복수의 PCI-PCI 브릿지(74)에 결합되며,

각 브릿지는 차례로 관련 입/출력 슬롯(56)을 제2 PCI 버스에 결합한다. 예컨대, 입/출력 슬롯(56)이 PCI 호환 어댑터 카

드 또는 PCI-PCI 브릿지 및/또는 PHB를 통합하는 전자평면(electronic planar) 상에 직접 내장되는(결합되는) 전자 PCI

어댑터 칩을 수용하는 커넥터로서 구현될 수 있다.

PCI 기반 인터페이스는 메모리 맵핑된 입/출력(Memory Mapped Input/Output, MMIO)를 지원한다. 이와 같이, 컴퓨터

(50)가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환경을 구현하는 경우에, 이 논리적 파티션 운영 시스템은, 프로세서(58)로부터 어댑터까지

의 MMIO에 대해, 프로세서 어드레스를 특정한 PCI 어댑터 메모리로 "결합(bind)"하도록 허용되며, 메모리(60)로 또는 메

모리(60)로부터의 DMA로의 어댑터를 인에이블하기 위해, 메모리(60)으로부터의 어드레스를 이 어댑터에 결합(bind)하도

록 허용될 수도 있다.

설명된 실시예에 있어서, PCI-PCI 브릿지(74) 매개 PHB's(72) 및 입/출력 슬롯(56)의 사용은, 개별적인 어댑터와 PHB's

(72), 원격 입/출력 요소(68, 70), 프로세서(58)과, 메모리(60) 사이의 부가적인 시그널링 및 어댑터의 설정하기 위한 분리

(binding isolation)를 가능하게 한다. 부가적인 분리(isolation)는 개별적인 입/출력 슬롯의 다른 논리적 파티션으로의 할

당을 용이하게 하여, 논리적 파티션은 PCI-PCI 브릿지(74)에 공통으로 연결되는 입/출력 패브릭 하드웨어를 공유할 수 있

으나, 다른 논리적 파티션에 할당된 입/출력 슬롯(56)의 조작은 특정한 논리적 파티션에 할당된 어댑터의 조작을 중단시키

지 않으며, 어댑터 어드레드 결합(binding)이 강제되어 어떠한 논리적 파티션 또는 어댑터도 또다른 파티션-어댑터 결합

(binding)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그렇게 함으로서 PCI-PCI 브릿지에 결합되는 모든 입/출력 슬롯이 논

리적으로 파티션된 컴퓨터 내의 동일한 논리적 파티션으로 제한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입/출력 슬롯이 소

정의 PCI-PCI 브릿지에 결합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복수의 슬롯이 각 슬롯에 대한 내부 분리의 용이성

을 제공하기 위해 PHB에 결합될 수 있다.

또한, 설명된 실시예에 있어서, 최신 플러그 제어기는 바람직하게 각 입/출력 슬롯과 관련되며, 전기적 전원이 시스템 내의

다른 입/출력 슬롯(56)에 전원 상태(the state of power)로부터 독립적인 각 입/출력 슬롯(56)에 선택적으로 인가되도록,

PHB's(72) 또는 PCI-PCI 브릿지(74) 중 어느 하나에 통합된다. 부가적으로, 일부의 실시예에 있어서, 입/출력 패브릭 요

소의 그룹은 공통 집적 회로 또는 카드 내로 집적화될 수 있다. 예컨대, 복수의 PCI-PCI 브릿지(74)는 공통 집적 회로 상에

배치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설명된 실시예에 있어서, 각 PCI-PCI 브릿지(74)는 관련 입/출력 슬롯에 대한 에러 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서,

입/출력 패브릭으로부터의 에러들은 우세한 입/출력 슬롯에 전달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PHB 또는 다른 입/출력 패브릭

요소는 입/출력 패브릭에 결합된 복수의 입/출력 슬롯에 대한 에러 상태를 관리하는 기능을 통합한다.

컴퓨터 내의 말단 입/출력 자원과 프로세서 사이의 통신을 지원하는, 수많은 선택적 구성이, 본 발명에 상응하는 입/출력

패브릭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USB, SCSI, IDE, IEEE-1394, PCI-Express, Fibre Channel과

InfiniBand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수많은 상이한 인터커넥트 표준이, PCI 대신에 또는 PCI에 추가되어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브릿지, 스위치, 호스트, 허브, 인클로저, 어댑터, 커낵터, 통신 프로토콜, 제어기와 다른 종류의 하드웨어

장치의 선택적인 수와 구성이, 본 발명에 상응하는 입/출력 패브릭에 통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도 3의 구성은 단지 예시

적인 것으로, 본 발명은 여기에 개시된 특정한 구성에 제한되지 않는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상응하는 실시예는, 복구 가능 및 복구 불가능 입/출력 자원의 혼합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머신 체크와 비-머신 체크(non-machine check) 사이의, 장치 드라이버 에러 검출 및 그러한 에러에 대한 복구 및/또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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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패브릭 부분들의 동적인 재구성을 용이하게 하도록, 입/출력 자원으로의 입/출력 패브릭 에러의 전달을 지원한다. 이

에 관하여, 도 3과 관련하여 설명된 예시적인 입/출력 패브릭에 연결된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환경을 사용하는 예시적인 실

시예가 아래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 특정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설명된 실시예에 있어서, 입/출력 패브릭 요소는 에러 상태를 구현하는데, 이 상태에서, 패브릭 요소는 에러 조건이 검출된

경우에, (1) MMIO 저장을 말단에 버리고; (2) 올-원(all-one) 데이터를 MMIO 로드에 반환하고;(3) DMA 쓰기(write) 및

거절(reject)를 버리고, DMA 읽기 요청으로 에러 지위를 반환한다(예컨대, PCI 버스 상에서 PHB는 목표 Abort 또는

Retry 지위와 함께 DMA 읽기(read) 요청에 응답할 수 있음).

게다가, 설명된 실시예에 있어서, 입/출력 패브릭 요소는 머신 체크와 비-머신 체크 모드 사이에서 동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머신 체크 모드에 있을 때, 올-원(all-ones) 데이터를 MMIO 로드로 반환하면서, 패브릭 요소는 프로세서

내의 머신 체크 인터럽트를 감소시키는 에러 지위(error status)를 반환한다.

설명된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복구 가능한 장치 드라이버는 올-원(all-ones) 로드 응답을 검출하고, 패브릭 에러 상태에 대

한 머신 체크를 요청하지 않는다. 파티션 관리자는 입/출력 패브릭을 초기화하여, 머신 체크는 패브릭 에러 상태에서 신호

로 알려지지 않는다. 임의의 파티션을 활성화하기 전에, 파티션 관리자는 모든 패브릭 요소들을 초기화하여, 에러 상태에

진입하는 경우에 머신 체크를 신호로 알리지 않는다. 복구 불가능한 장치 드라이버가 검출되고, 슬롯 구성이 파티션된 시

스템의 에러 분리 정책(error isolation policy)을 만족하는 경우에, 파티션 관리자는, 프로세서/메모리 버스와 입/출력 어

댑터 슬롯 사이의 하드웨어 경로를 형성하도록 인터커넥트하는 그러한 패브릭 요소에 대해, 머신 체크를 동적으로 활성화

하는 패브릭 요소를 개조한다. 유사하게, 입/출력 어댑터 슬롯이 더 이상 복구 불가능 장치 드라이버의 제어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파티션 관리자는 또한, 패브릭 요소를 그 비-머신 체크 모드로 동적으로 반환하도록 이 패브릭 요소를 개조할

수 있다.

패브릭 내의 임의의 지점에는, 2개의 슬롯 사이의 경로의 접합점(a junction)이 존재할 수 있다. 머신 체크 신호를 인에이

블 또는 디스에이블하도록, 패브릭 요소를 개조하는 경우에, 파티션 관리자는 이 접합점에서 그것을 보증하고, 프로세서/

메모리 버스로의 접합점으로부터의 경로에서, 패브릭 요소는 적합하게 초기화되어, 만약 어떠한 슬롯이 머신 체크 에러 모

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슬롯과 프로세서/메모리 버스 사이의 공통 경로를 형성하는 이 요소들은 머신 체크를 신호화하도

록 설정된다.

도 4는 (100)에서 복구 가능 장치 드라이버에 관한 입/출력 패브릭 에러를 검출하고 복구하는 단계에 대한 예시적인 흐름

을 설명한다. 파티션 관리자의 디스패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패브릭 하드웨어 관리자(102)를 포함한다. 패브릭 하드웨어

관리자(102)는 패브릭 하드웨어 초기화와 작업을 사용하는 복구 순차(recovery sequencing)의 대부분을 수행한다. 파티

션 관리자의 디스패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파티션으로 할당되는 슬롯 내의 입/출력 어댑터 상에서 조작되는 파티션 장치

드라이버를 인에이블하도록, 권한 체크(authority check)를 수행한다. 부가적으로, 파티션 관리자의 디스패처가 불가능한

부분은 패브릭 입/출력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수신하고, 패브릭 하드웨어 관리자(102)와 파티션 운영 시스템(104) 모두로

부터 호출될 수 있다(도 4에서 파티션 관리자 호출 인터페이스로서 식별되는 점선으로 나타남). 디스패치가 불가능한 파티

션 관리자는, 패브릭 하드웨어 관리자(102)와 파티션 운영 시스템(104)와 관련된 이벤트 큐에 저장된 이벤트 메세지를 사

용하여, 비동기적 조건을 패브릭 하드웨어 관리자(102) 또는 파티션 운영 시스템(104)에 신호로 알리며, 이 이벤트는 패브

릭 에러 인터럽트와 관련된 이벤트를 포함한다.

도 4에는, 파티션 관리자의 복구 불가능 부분이 패브릭 관리자 요소(106)와 슬롯 관리자 요소(108)를 포함하여 나타나 있

다. 패브릭 관리자(106)는, 에러 또는 다른 비동기적인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패브릭 하드웨어의 상태를 모니터하고, 이

패브릭 하드웨어로부터의 인터럽트를 수신한다. 파티션 관리자의 디스패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또한, 각 입/출력 슬롯에 대

해, 파티션 운영 시스템으로부터 호출이 있는 경우 권한 체크와 슬롯 조작을 수행하도록 입/출력 슬롯 상태를 모니터 하는

슬롯 관리자(108)를 포함한다. 슬롯 관리자 요소(108)는 또한 패브릭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 패브릭 관리자(106)와 파

티션 운영 시스템(104) 상호작용(interaction)을 동기화하며, 파티션 장치 드라이버가 에러를 검출하고 이 에러 지위를 요

청할 때까지, 패브릭 에러 지위를 저장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단계 (110.1 내지 120.3)의 순차는, 패브릭 에러(환언하면, 입/출력 패브릭 내의 입/출력 패브릭 요소 중의 하나에서의 에

러)를 인식한 경우의 파티션 관리자의 조작을 의미한다. 순차(122 내지 130)는 올-원(all-ones) 로드 응답을 검출한 경우

의 복구 가능한 장치의 조작을 의미한다. 양쪽 순차 모두는 거의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단계(128 내지 130)는 이 2개의

순차 사이에서 동기화하는 단계이다. 만약 장치드라이버가 구체적인 패브릭 에러 지위를 처리하거나 기록하지 않는다면,

이 장치 드라이버는 단계(128)를 생략하고 오직 단계(130)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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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110.1 및 110.2)는, 가능한 패브릭 에러를 파티션 관리자에 신호로 알리는 독립적인 메카니즘을 나타낸다. 단계

(110.1)는 파티션 관리자 인터럽트 처리기에 에러 인터럽트를 신호로 알리는 패브릭 하드웨어 요소를 나타내며, 단계

(110.2)는 단계(124)를 수행하는 장치 드라이버를 나타내는데, 이 단계(124)는, 만약 단계(112.1)를 수행하고, 슬롯에 대

한 슬롯 관리자(108)에서 패브릭 에러 상태를 저장하는 파티션 관리자에 앞서 단계(110.2)가 발생한다면, 이 단계를 초기

화한다. 단계(110.1 및 110.2)는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파티션 관리자와 운영 시스템 장치 드라이버 양

쪽 모두는 하나의 CPU를 공유할 수 있고, 순차(110.1 내지 120.3와 122 내지 130)의 개별적인 단계는 서로에 상대적인,

임의의 순서로서 물리적으로 발생하지만, 파티션 관리자와 장치 드라이버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단계(110.1) 내의 순차(110.1 내지 120.3)를 시험하는 경우, 에러를 검출한 패브릭 하드웨어 요소는 에러 인터럽트를 파

티션 관리자에게 신호로 알린다. 이 인터럽트는, 단계(110.2)가 처음 발생하여 파티션 관리자 에러 검출을 초기화하는 경

우조차, 항상 발생한다. 즉, 단계(110.2)는 단계(110.1)의 인터럽트를 수신하는 파티션 관리자에 선행할 수 있으며, 단계

(110.2)는 패브릭 하드웨어의 검사를 초기화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 에러 지위가 단계(112.2)의 모든 영향을 받은 슬롯

관리자에 신호로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패브릭 관리자(106)는, 단계(110.1)의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까지 단계(114)의

패브릭 에러 상태의 복구를 초기화하지 않는다. 이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 만약 장치 드라이버가 패브릭 관리자(106)

로 하여금 단계(124)에서, 패브릭 에러 지위를 개별적인 슬롯 관리자(108)에 저장하도록 한다면, 패브릭 관리자(106) 인

터럽트 처리기는 이 지위를 수집하여, 단계(112.1)를 수행한다.

부가적으로, 파티션 관리자는 보통 패브릭 요소 또는 슬롯(파티션 관리자로의 파티션 호출을 통해 요청된 슬롯으로의 구성

입/출력과 같은)으로의 어떤 입/출력 조작을 수행하는데, 올-원(all-ones) 로드 응답을 검출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발생하

는 경우, 파티션 관리자 자체는 단계(110.2)로 하여금 그 경로에서의 에러에 대한 패브릭을 분석하도록 한다.

다음의 단계(112.1)에서, 패브릭 관리자(106)는 에러 이벤트를 패브릭 하드웨어 관리자(102)에게 신호로 알린다(단계

114). 패브릭 하드웨어 관리자(102)는 하드웨어 조작의 필요한 순차를 수행한다.(단계 116 내지 120.1). 파티션 관리자의

디스패치가 가능한 부분은 모든 직접적인 하드웨어 액세스를 수행하기 때문에, 패브릭 하드웨어 관리자(102)는 패브릭 하

드웨어 자체를 개조하기 위해 디스패치가 불가능한 파티션 관리자로의 파티션 관리자 호출을 사용한다. 패브릭 관리자

(106)와 통신하는 이러한 파티션 관리자 상태는 또한, 패브릭 하드웨어 관리자(102)가 패브릭 에러 조건을 복수하기 위해

필요한 순차적인 하드웨어 조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패브릭 관리자(106)가 모니터할 필요가 있는 패브릭 요소 상태 또는

하드웨어 모드 내에서 변화한다.

단계(112.2)에서, 슬롯 관리자(108)는 에러 이벤트를 파티션 운영 시스템(104)에 신호로 알린다. 파티션 운영 시스템

(104)은 선택적으로, 의존하거나, 장치 드라이버가 MMIO 로드를 발급할 때까지 대기하지 않고, 패브릭 또는 슬롯 에러를

비동기적으로 검출하도록 그러한 이벤트를 수신하는 것을 인에이블한다. 몇몇의 경우에서, 장치 드라이버와 입/출력 어댑

터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은, 장치 드라이버가 오직 MMIO 저장만을 또는 거의 항상 MMIO 저장만을 수행하고 드물게

MMIO 로드를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단계(112.2)에서 이벤트 메세지를 수신하는 단계는 장치 드라이버 순차

(124 내지 130)를 초기화하도록 동작할 수 있다.

단계(116)에 있어서, 패브릭 하드웨어 관리자(102)는 패브릭 실패 이벤트로부터의 에러 상태 정보를 사용하여, 에러 내의

패브릭 요소를 결정하고 하드웨어 복구를 초기화한다. 에러 상태에 있는 경우에, 패브릭 요소는 계속하여 MMIO 저장과

DMA's를 버리고 all-one를 로드 응답에 반환하여, 파티션 내에 동시에 실행되는 장치 드라이버는, 패브릭 하드웨어 관리

자(102)가 이 패브릭 요소를 통해 도달된 각 슬롯의 에러 상태를 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동작을 관찰한다. 그러므로, 단

계(116)에서, 패브릭 하드웨어 관리자(102)는 패브릭을, 패브릭 하드웨어 관리자(102)가 입/출력 어댑터 슬롯에서 하드웨

어에 액세스하고 프리즈(freeze) 조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태로 패브릭을 반환한다.

설명된 실시예에 있어서, 파티션 장치 드라이버는, 슬롯 관리자(108)와 직접 통신하는 파티션 관리자 호출을 사용하여 모

든 PCI 구성 입/출력을 수행하게 되며, 그리하여, 슬롯 관리자(108)는 직접적으로 패브릭 에러 지위(단계 112.1과 112.2

의 발생에 후속함)를, 구성 입/출력 파티션 관리자 호출을 실행 중인 파티션에 반환한다. 장치 드라이버는, 어댑터 PCI 메

모리에 대응된(mapped) 파티션 가상 어드레드를 사용하여, 메모리-맵핑된 입/출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설명된 실시예

에 있어서, 플랫폼 슬롯 하드웨어는 하나의 메카니즘을 제공하고, 이로써 단계(116)의 파티션 관리자는, 브릿지 내의 프리

즈(freeze) 상태를 확정하도록 슬롯을 연결하는 PCI-PCI 브릿지 요소를 향하는 구성 입/출력 조작을 사용할 수 있다.

단계(116)에서, 그 뒤 패브릭 하드웨어 관리자(102)는 패브릭 요소를, 구성 입/출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시키고,

패브릭 하드웨어 관리자(102)가 그 패브릭 요소를 통해 도달한 각 슬롯의 동일한 프리즈 또는 에러 상태를 확립할 때까지

패브릭 요소를, 메모리-맵핑된 조작이 계속해서 저장을 버리고, 올-원(all-ones)를 로드로 반환하는 에러 상태에 남겨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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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명된 실시예가 슬롯 PCI-PCI 브릿지로의 구성 입/출력을 사용하는 반면에, 독특하고 개별적으로 인에이블된 리얼

어드레스 범위를, 패브릭 하드웨어로부터 이격적으로 PCI 메모리를 대응하도록(mapped) 제공하고, 단계(116) 복구 동안,

패브릭 어드레스 범위만을 다시 인에이블하는 것과 같이, 동등한 성능을 제공하는 패브릭 하드웨어 내에서, 다른 메카니즘

이 제공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단계(118)에 있어서, 패브릭 하드웨어 관리자(102)는 패브릭의 PCI-PCI 브릿지 요소 내의 프리즈 조건을 확정하는 구성

입/출력을 수행하도록 파티션 관리자 호출을 사용하여, 패브릭 요소를 통해 도달한 각 슬롯은 에러 상태에 위치된다. 이것

에 후속하여, 단계(120.1)에서 패브릭 하드웨어 관리자(102)가 완전히 패브릭 요소를 그 정상적인 운영 상태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각 슬롯의 PCI-PCI 브릿지는 이 원본 패브릭 에러 상태를 복제하여, 저장과 DMA's를 버리고 올-원(all-ones)

를 로드 응답에 반환하므로, 영향을 받은 입/출력 슬롯에 패브릭 에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설명된 실시예에서, PCI-PCI 브릿지가 이 함수를 실행하는 동안, 패브릭의 다른 요소가 동일한 함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야 하는데, 예컨대, 메모리-맵핑된 어댑터 어드레드와 개별적인 슬롯에 할당된 DMA 소스 어드레스에 기반하

는 것을 말한다.

단계(120.1)에 있어서, 각 영향을 받은 슬롯에서 프리즈 상태를 복제했던 패브릭 하드웨어 관리자(102)는 패브릭 요소의

복구를 완료하고, 패브릭 복구가 완료됨을 패브릭 관리자(106)에게 신호로 알린다. 단계(102.2)의 패브릭 관리자(106)는

개별적인 슬롯 관리자(108)에게 패브릭 복구가 완료됐음을 신호로 알리고, 이 슬롯 관리자(108)는 내부 슬롯 상태 정보 내

에 이것을 반영한다. 차례로, 단계(120.3)의 각 슬롯 관리자(108)는 선택적으로 이벤트를 파티션 운영 시스템(104)에 복

구가 완료됐음을 알린다. 단계(112.2)에 관련하여, 파티션은 선택적으로 수단과 같은 이벤트의 영수증(receipt)으로 하여

금 순차(122 내지 130) 또는 그 순차의 서브세트를 초기화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다면, 순차(122 내지 130)에서와 같이,

나중에 투표를 함으로써, 파티션 운영 시스템에 의해 입/출력 패브릭 에러 복구를 검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일부의 실시

예에 있어서 어떠한 이벤트도 파티션 운영 시스템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단계(122)의 파티션 운영 시스템(104)에서 수행되는 순차(122 내지 130)를 참조하면, 파티션 장치 드라이버는 MMIO 로

드로부터의 올-원(all-ones) 데이터를 수신하는 결과로써 가능한 패브릭 또는 슬롯 에러 조건을 인지하게 된다. 상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파티션 운영 시스템(104)은 선택적으로 패브릭 에러 이벤트 메세지의 영수증(receipt)을 인에이블하고,

대체되거나 단계(122)에 선행하여 이 메카니즘을 통해 패브릭 에러 조건을 검출한다.

단계(124)에 있어서, 장치 드라이버, 또는 이 장치 드라이버로부터 야기되는 파티션 커널 유틸리티는 패브릭 또는 슬롯 에

러 조건이 현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파티션 관리자를 호출한다. 만약 슬롯 관리자(108)가 단계(110.1 또는 110.2)를

통해 검출된 패브릭 에러를 신호로 통보 받지 않았다면, 슬롯 관리자(108)는 에러 상태에 대한 패브릭 경로를 분석하기 위

해 단계(110.2)를 수행한다. 만약 이 조건이 검출되면, 단계(110.2)는 패브릭 상태를 슬롯 관리자(108)에게 반환하고, 슬

롯 관리자는 차례로 이 지위를 단계(124)에서 파티션 운영 시스템(104)에 반환한다.

설명된 실시예에서, PCI-PCI 브릿지는, 입/출력 어댑터 슬롯에 연결하는 PCI 제2 버스 상에 있는 에러 조건을 검출하는

경우, 패브릭 에러 상태에 진입한다. 설명된 실시예에 있어서, 슬롯 관리자(108)는 또한, 만약 어떠한 더 높은 레벨의 패브

릭 에러 상태도 검출되지 않았다면, 이 에러 상태에 대한 PCI-PCI 브릿지를 검사하며, 이 상태가 존재하는 때는 하나의 지

위를, 다른 패브릭 요소와 관련 없는 슬롯 프리즈 조건이 존재함을 지시하는 파티션 운영 시스템(104)에 반환한다.

단계(126)에 있어서, 파티션 운영 시스템(104) 또는 장치 드라이버는, 로그(logging)와 같은 목적으로 부가적인 패브릭 에

러를 획득하거나, 패브릭 에러가 복구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슬롯 관리자(108)를 호출한다. 단계

(128)에 있어서, 장치 드라이버 또는 운영 시스템은 슬롯 프리즈 조건을 제거함으로써 슬롯의 복구를 초기화하기 위해 슬

롯 관리자(108)를 호출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슬롯 관리자(108)는 패브릭 관리자(106) 패브릭 복구와 장치 드라이버

슬롯 복구를 동기화한다. 만약 슬롯 관리자(108)가 패브릭 복구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슬롯 관리자(108)는 단계(128)에서

비지(busy) 지위를 반환한다. 장치 드라이버 또는 운영 시스템은 그 뒤, 패브릭 관리자(106)가 단계(120.2)를 완료할 때까

지, 주기적인 간격으로 단계(128)의 호출을 재 시도한다.

또한 단계(128)에 있어서, 만약 패브릭 에러 조건이, 파티션 관리자가 하드웨어 서비스 동작 또는 플랫폼 재부팅 또는 전원

사이클과 같은 수동적인 간섭 없이 정상적인 패브릭 조작을 복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슬롯 관리자(108)는 슬롯이 영구적

으로 유효하지 않다거나, 서비스 동작 동안에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지시하는 지위를 반환한다. 그 경우에 있어서, 만약 파

티션 운영 시스템(104)이 그러한 이벤트의 영수증(receipt)을 인에이블했다면, 장치 드라이버는 몇 분 또는 몇 시간과 같

은 매우 더 긴 시간으로 재시도 간격을 확장할 수 있거나 또는 파티션 관리자가 단계(120.3)에서 복구 이벤트를 신호로 알

릴 때까지 재 시도하는 노력을 연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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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130)에 있어서, 성공적인 지위 반환에 후속하여, 장치 드라이버는 그후 운영 상태로 입/출력 어댑터를 복구하는 순차

적인 파티션 관리자 호출을 수행하고, 그에 의해 입/출력 어댑터의 에러 상태를 재 설정한다. 그러한 동작은 PCI RST과 같

은 하나의 재설정을 어댑터에 발행하는 단계와 그 후에 어댑터를 다시 초기화하는 단계 또는 입/출력 어댑터와 장치 드라

이버 상태를 다시 동기화하는 단계와 패브릭이 에러 상태에 있는 동안 버릴 수 있었던 조작들을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단계(130)를 완료하자마자, 입/출력 어댑터는, 입/출력 패브릭 에러가 복구되고 입/출력 어댑터와 프로세서/메모리버

스 간의 통신이 복구되면서, 그 조작 상태로 반환된다.

또한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상응하는 실시예는, 소정의 입/출력 패브릭 내의, 또한 복구 불가능 및 복구 가

능한 모든 말단 입/출력 자원을 사용하는 성능과, 시스템 내의 다른 종류의 입/출력 자원의 설치에 동적으로 적용되는 성능

을 지원한다. 이것에 관하여, 실제로 장치 드라이버 또는 다른 관리 프로그램 코드가 머신 체크 모드를 사용하여 조작을 시

도할 때까지, 복구 가능 또는 복구 불가능으로써 자원을 식별하는 것이 종종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결과적

으로, 운영 시스템 또는 이러한 경우를 검출하는 파티션 관리자 함수를 통합하고, 언제 입/출력 구성이 입/출력 패브릭의

세그먼트가, 다른 파티션으로 붕괴됨이 없이 머신 체크 모드에서 조작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적합한 시간에 머신 체크

모드로 들어가고 나가는 입/출력 패브릭의 적당한 요소를 전이시키는 것이, 설명된 실시예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시스템

자체가, 그러한 조건을 검출하고, 다른 파티션의 순간적인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 입/출력 패브릭의 조작 모드를 동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설명된 실시예의 바람직한 특성이다.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의 파티션에 의한 입/출력 에러의 검출은 바람직하게는, 영향을 받은 입/출력

패브릭 요소를 공통으로 구비하는 다른 파티션에 의한, 입/출력 조작의 파티션 관리자 복구와 재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

다. 이 설명된 실시예는, 영향을 받은 장치 드라이버가 궁극적으로 신뢰성 있게 입/출력 에러 상태가 발생했다는 것과, 장

치 드라이버가 이 에러를 검출했고, 어댑터 복구를 초기화할 때까지 어떠한 데이터 운반도 어댑터로 또는 어댑터로부터 발

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검출하라는 상기 요청을 보존하는 동안, 이 발생들에 즉시 후속하는 입/출력 패브릭 에러를 복구하

는 문제를 제기한다.

유사하게는,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시스템에 있어서, 머신 체크 모드에서 조작되는 하나의 파티션의 요청은 바람직하게는,

파티션이 복구 가능한 장치 드라이버를 채용하는 머신 체크에 다른 파티션을 부당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설명된 실시

예는 그러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파티션을 머신 체크 모드에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장치 드라이

버와 파티션에 대한 머신 체크 모드를 검출하고 인에이블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므로, 설명된 실시예를 목적으로, 운영 시스템의 조합된 장치 드라이버 내에는, 복구 가능 및 복구 불가능 양쪽 모두의

장치 드라이버 종류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장치 드라이버는 파티션 운영 시스템에 할당된 다양한 슬롯을 제어하는 것임

을 가정할 것이다. 복구 불가능 장치 드라이버는, 더 오래된, "유산(legacy)" 기술을 의미하며, 운영 시스템 내의 복구 가능

장치 드라이버 프로토콜보다 일반적으로 선행한다. 그러므로, 입/출력 패브릭 내에서 복구 가능한 장치 드라이버 함수를

인에이블하는 단계는, 이 모델을 지원하는 입/출력 패브릭 하드웨어 내의 새로운 특징에 부가하여, 일반적으로 더 새로운

운영 시스템 커널 서비스와 장치 드라이버 함수들 중 하나의 함수이다. 예컨대, AIX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부의 컴퓨

터에 있어서, 확장 에러 처리(Extended Error Handling, EEH)로 알려진 복구 가능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머신 체크를 제공하지 않는 입/출력 패브릭 에러 상태를 인에이블하는 것은, 종종 더 새로운 장치 드라이버와 커널 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시스템에 있어서 특히, 이러한 더 새로운 복구 가능 장치 드라이버는, 프라이머리

타입의 장치 드라이버와, 더 나아가 파티션 운영 시스템 내에 구성된 대부분의 장치 드라이버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설명

된 실시예의 파티션 관리자는 바람직하게는, 머신 체크 신호를 예방하거나 억제하고, 운영 시스템 커널 사용에 의존하는

패브릭 초기화 상태로 디폴트되는데, 이 커널의 사용이란 더 오래된 복구 불가능 장치를 검출하고, 입/출력 패브릭 내에 머

신 체크 시그널링 모드를 활성화하도록 파티션 관리자를 요청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상응하는 입/출력 패브릭 조작의 혼합된 모드를 설명하기 위해, 도 5는 선택적인 컴퓨터 아키텍처(50')를 설명하

는데, 여기에, 입/출력 슬롯(56')의 복구 불가능 말단 입/출력 자원이 설치되어 있다. 입/출력 자원과 컴퓨터 내로 액세스하

는 프로세서(예컨대, 프로세서/메모리 버스(62)에 결합된 프로세서(58) 중의 하나) 사이의 경로는 원격 입/출력 허브(68'),

원격 입/출력 브릿지(70'), PHB(72') 및 PCI-PCI 브릿지(74')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상응하여, 복구 불가능 장치 드라이

버가, 입/출력 슬롯(56') 내의 입/출력 자원을 관리하는 것과 연결되어 사용될 때마다, 입/출력 슬롯(56')과 프로세서/메모

리 버스(62) 사이의 경로에 있는 각 입/출력 패브릭 요소(68' 내지 74')는 머신 체크를 인에이블하도록 설정된다.

도 6을 참조하면, 도면은 복구 불가능한 장치 드라이버(152)를 검출하기 위한 예시적인 흐름(150)을 설명하는데, 이 장치

드라이버는 입/출력 패브릭 하드웨어 조작 모드를 신호로 알리고 개조하는 머신 체크를, 패브릭 요소 에러 상태 또는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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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조건으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파티션 관리자로부터의 패브릭 관리자(154)와 슬롯 관리자(156)는,

장치 드라이버(152)가 상주하는 파티션 내에서 제공되는 지원 OS 커널 서비스(158)와 함께 설명된다. 더 나아가, 논리적

파티션닝(LPAR) 구성 데이터 베이스(160)는 PCI-PCI 브릿지(162), PHB(164), 원격 입/출력 브릿지 요소(166)와 원격

입/출력 허브 요소(168)를 포함하는 복수의 예시적인 패브릭 요소와 함께, 패브릭 관리자(154)에 결합됨으로서 설명된다.

복구 불가능 장치 드라이버의 검출에 응답하는 입/출력 패브릭의 동적인 재구성은 도 6의 순차적인 단계(170.1 내지 186)

에서 나타난다. 특히, 복구 가능 장치 드라이버(152)가 커널 유틸리티(158)를 신호로 알리는 단계(170.1)[차례로 파티션

관리자(단계 170.2)]를 수행하는 예에 대하여, 이 장치 드라이버(14)가 복구 가능형이고, 머신 체크 시그널링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설명된 실시예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파티션 관리자는 이미 머신 체크 시그널링을 방해하는 입/출력

패브릭을 초기화했을 것이고, 이와같이, 이 조작은 커널 서비스와 파티션 관리자에 관하여, 조언하는 조작(advisory

operation)과 같은 것을 나타낸다.

단계(172)에 있어서, 장치 드라이버(152)는 DMA 및 인터럽트뿐만 아니라, 메모리-맵핑된 로드 및 저장에 대한 어댑터를

인에이블함으로써, 그 관련 입/출력을 사용하도록 준비할 수 있다. PCI 어댑터를 사용하는, 설명된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

(172)는 인에이블 메모리, 입/출력, 또는 "1"로 설정된 마스터 조작(DMA) 비트와 함께, 장치 드라이버(152)가 구성 입/출

력 저장을 어댑터 커맨드 레지스터에 수행하는 파티션 관리자를 호출하는 단계를 나타낸다.

만약 단계(172)의 전에, 장치 드라이버(152)가 단계(170.1)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장치 드라이버(152)는 올-원(all-

ones) 에러 검출기를 구현하지 않는 더 오래된 (유산) 종류의 장치 드라이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고, 실패된 MMIO

로드 상의 머신 체크를 요청할 것으로 이해된다(예컨대, 장치 드라이버가 복구 불가능임). 디스에이블 머신 체크(단계

170.1 및 170.2)를 구현하는 커널 서비스(158) 또는 파티션 관리자 인터페이스 중 어느 하나와 MMIO 인에이블(단계

172) 호출은, 이러한 검출을 수행할 수 있다(설명된 실시예에서, 이러한 검출은, 단계(172)에서 인에이블 MMIO 로드 서

비스를 실행하는 부분으로써, 인에이블 머신 체크 모드로 파티션 관리자의 적합한 슬롯 관리자(156)를 그 뒤(단계 174) 호

출하는 커널 서비스(158)로 삭제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복구 불가능 자원은 단순히 자원에 액세스를 시도하는 장치 드라이버와 관련된 머신

체크 시그널링을 디스에이블하는 요청의 부재(absence)의 검출을 통해, 간단하게 검출된다(예컨대, 이 자원을 초기화하

고, 이 자원에 결합하고(bind), 이 자원을 구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치 드라이버와 자원 사이의 통신을 성립시키는 시

도 중에). 장치 드라이버 활성과 운영 시스템에 결합하는 동안에 운영 시스템에 의해 열거되는 다른 커널 호출의 생략과 같

이, 복구 불가능 자원을 검출하는 다른 방법이 택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시스템에 있어서, 설명된 실시예의 파티션 관리자의 중요한 기능은 인터-파티션 분리(inter-

partition isolation)를 보장하는 것인데, 이는 다른 파티션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파티션의 동작을 방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파티션된 시스템의 목적은 주어진 입/출력 슬롯에 대해, 하나의 파티션에 의한 머신 체크

모드의 인에이블 동작이 가능할 때마다 오직 그 파티션으로의 영향 내로 제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설명된 실시예에 있

어서, 파티션 관리자는 장치 드라이버가 머신 체크 시그널링을 인에이블하여, 특정한 파티션이 그 파티션에만 할당된 유일

한 입/출력 슬롯을 연결하는 입/출력 패브릭의 범위 내에서만 머신 체크를 인에이블할 수 있는 구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계(176)에서, 패브릭 관리자(154)는 머신 체크 인에이블 동작이 요청되는 슬롯이 이 제한을 만족하는 패브릭

도메인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논리적 파티션 구성 데이터베이스(160)를 체크한다. 즉, 파티션 관리자는 파티션

이, 만약 이것이 패브릭 내의 하나의 지점에서 이루어져 그 지점을 목표하는 모든 MMIO 로드가 오직 그 파티션에 할당된

슬롯에 관계되어 있다면, 머신 체크 모드를 확립하도록 한다. 예컨대, 설명된 실시예에서, PHB는, 다른 PHB's 상의 슬롯

을 사용하는 다른 파티션을 머신 체크에 종속시키지 않기 위해, 그 PHB 아래의 슬롯에 대해 머신 체크 시그널링이 인에이

블될 수 있는 지점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설명된 실시예에 있어서, 파티션 관리자는, 그 PHB를 통해 연결된 모든 슬롯이

동일한 파티션에 할당된 경우에만, 하나의 파티션으로 하여금 단계(174)에 있어서 머신 체크 모드를 확립하도록 한다. 결

과로써, 파티션 관리자는 또한, 입/출력 패브릭의 PHB와 더 높은 레벨 요소가 머신 체크 모드로 설정된 어느 경우에 있어

서, 또 다른 논리적인 파티션으로의 이러한 슬롯 중 하나의 할당을 방해한다.

그렇지 않다면, 단계(174)의 파티션 관리자는 실패 지위를 파티션 관리자 호출로 반환하고, 차례로, 커널 서비스(158)는

단계(172)에 있는 실패 지위를 장치 드라이버(152)에 반환한다. 장치 드라이버(152)는 그로써 머신 체크 모드를 확립하는

것이 전체 시스템의 인터-파티션 정책과 메카니즘에 반하는 경우에, 관련된 입/출력 어댑터를 조작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약 입/출력 슬롯 할당과 물리적인 구성이 머신 체크 모드의 인에이블을 허가한다면, 단계(178 내지 186))의 파티션 관리

자는, 패브릭의 각 요소의 조작 모드를 개조하여, 그것이 이 에러 상태에서 패브릭의 가장 바깥 요소로부터 첫 번째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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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머신 체크를 신호로 보낸다[예컨대, PHB (164, 단계 182), 원격 입/출력 브릿지 요소(166, 단계 184)와 원격 입/출

력 허브 요소(168, 단계 186)와 같은 프로세서/메모리 버스로 그 슬롯을 입/출력 패브릭의 잔존 요소를 통해 순차적으로

뒤로 연결하는, 그 슬롯(단계 180)에 대한 PCI-PCI 브릿지(162)]. 다른 순차가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될 수 있다.

간단하게 도 5로 돌아가서, 만약 파티션 관리자가 본래 복구 불가능으로써 입/출력 슬롯(56')에 장착되는 입/출력 자원에

대한 장치 드라이버를 검출한다면, 전에 언급한 흐름은 그러므로, 머신 체크 모드에 대해 인에이블된 PCI-PCI-브릿지

(74'), 원격 입/출력 브릿지(70')와 원격 입/출력 허브(68')를 포함하는 입/출력 자원과 프로세서/메모리 버스 사이의 경로

에 배치된 각 패브릭 요소가 된다.

도 6으로 돌아가서,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시스템의 설명된 실시예에 있어서, 파티션은 파워 온 및 오프(논리적으로)되거나

서로 독립적으로 재부팅될 수 있다. 하나 또는 이상의 슬롯에 대한 머신 체크 모드를 확립한 하나의 파티션이 파워 오프 또

는 재부팅되는 경우에, 그 파티션 관리자의 디스패치가 가능한 부분은, 그 파티션에 할당된 각 슬롯에 대한 슬롯 관리자를

신호로 알린다. 파티션 관리자는 슬롯에 대한 몇몇 재-초기화를 수행하여, 그 파티션이 다음에 부팅될 때, 또다른 파티션

으로의 가능한 재-할당 또는 동일한 파티션 내의 그 슬롯의 재활성화를 위해 그것을 준비한다. 특히, 파티션 재부팅은 종

종, 장치 드라이버의 업데이트 또는 교체와 관련되는데, 이는 슬롯에 대한 복구 불가능 장치 드라이버가, 하나의 파티션의

부분이 재부팅되거나 파워-오프 및 온 되는 입/출력 어댑터에 대한 복구 가능한 장치 드라이버에 의해 교체될 수 있는 것

과 같다.

그러한 환경에 있어서, 패브릭 관리자(154)가 또한, 파티션 파워-오프 또는 재부팅과 관련하여 그 장치 드라이버를 종료시

켰다는 것과, 머신 체크 모드가 더이상 패브릭 도메인 내에서 활성화되어 남아 있는 다른 슬롯에 대해 요청되지 않아서, 이

패브릭 에러 모드를 머신 체크를 억제하는 단계로 전환할지 여부를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 패브릭 하드웨

어 관리자는 그 슬롯 관리자(156)에 신호를 보내고, 차례로, 종료된 파티션과 관련된 슬롯에 대한 패브릭 관리자(154)를

신호로 알린다. 그 뒤 패브릭 관리자(154)는 단계(180 내지 186)의 순차를 전환하여, 머신 체크 시그널링 모드에 있는 패

브릭 요소는 더이상 머신 체크를 신호로 알리지 않도록 설정된다.

다양한 정책이, 머신 체크로 또는 머신 체크로부터의 스위치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제어하기 위해 구현될 수 있다. 예컨대,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시스템에 있어서, 동일한 PHB 상의 모든 다른 슬롯을 소유하는 슬롯을 소유하는 파티션 상에서, 하

나의 슬롯의 스위치를 머신 체크 모드로 조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선택적으로 임의의 빈 슬롯을 포함하여). 인터파티션

동작이 분리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의 패브릭을 공유하는 클러스터 시스템과 같이, 다른 에러 조건 또는 하나의

패브릭에 대한 토폴로지를 부가적으로 스위치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머신 체크 시그널링을 디스에이블하는 입/출력 패브릭 요소의 반환은 또한 일반적으로, 머신 체크 모드로부터 반환되는 소

정의 PHB 내의 모든 슬롯 상에서 조건화된다. 또한 파티션 관리자는 머신 체크 인에이블된 PHB 상의 임의의 슬롯이 파티

션 관리자 또는 또다른 파티션에 전달되는 못하도록 한다.

머신 체크 시그널링이 인에이블되거나 강요되는 모드들 사이의 입/출력 패브릭 요소의 동적인 스위칭의 구현은 본 명세서

의 장점을 갖고 있는 종래의 보통의 기술 중 하나의 성능 내에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게다가, 여기서 설명된 소프트웨어

의 기능의 구현은 본 명세서의 장점을 포함하는 종래의 기술 중 하나의 성능 범위 내와 유사하다.

여기서 설명된 실시예의 다양한 개조가, 본 명세서의 장점을 포함하는 종래의 기술 중 하나에 이루어질 수 있음이 명백하

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이후에 첨부되는 청구항에 기술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장치, 프로그램 제품 및 장치는, 컴퓨터 내의 프로세싱 요소에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을 결합하는데 사용되는 입/출력

패브릭으로부터의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에서 검출되는 에러들을 전달한다. 특히, 그러한 에러들은,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의 에러로부터의 복구와 관련된 입/출력 패브릭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은 말단 입/출력 자원에 전달된다. 그렇게 함으로

써, 각 영향을 받은 입/출력 자원에 액세스하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장치 드라이버 또는 다른 프로그램 코드는, 각 영향을

받은 입/출력 자원에 대해 완료된 복구를 대기하는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의 에러로부터의 복구를 종종 요청함이 없이, 그

관련된 입/출력 자원 내의 전달된 에러로부터 비동기적으로 복구가 가능하다. 부가적으로, 하나의 입/출력 패브릭은, 복구

가능 및 복구 불가능 말단 입/출력 자원 모두를 지원하도록 동적으로 구성된다. 특히, 입/출력 패브릭 내의 입/출력 패브릭

요소는, 말단 입/출력 자원이 본래 복구 불가능이라는 검출에 응답하여, 그러한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에서 머신 체크 시

그널링을 인에이블하도록 동적으로 구성된다. 그렇게 동적으로 구성된 입/출력 패브릭 요소는, 복구 불가능 자원과 복구

불가능 자원에 액세스하는 하나의 프로세서 사이에서 정의된 하드웨어 경로 내에 배치되도록 동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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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프로세서들과,

복수의 입/출력(IO) 어댑터 슬롯들과;

상기 복수의 프로세서들에 결합되고, 상기 복수의 입/출력 어댑터 슬롯들로의 프로세서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구성되고, 각

입/출력 어댑터 슬롯과 상기 복수의 프로세서들 사이의 복수의 하드웨어 경로들을 규정하는 복수의 입/출력 패브릭 요소들

을 포함하는 입/출력(IO) 패브릭으로서, 상기 복수의 입/출력 패브릭 요소들은 상기 복수의 입/출력 어댑터 슬롯들의 서브

세트로의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제1 입/출력 패브릭 요소를 포함하는 것인, 상기 입/출력(IO) 패브릭과;

상기 복수의 프로세서들 중 적어도 하나에서 실행되는 복수의 논리적 파티션들과;

상기 복수의 논리적 파티션들 중 하나에 상주하고, 상기 복수의 입/출력 어댑터 슬롯들 중 제1 입/출력 어댑터 슬롯에 액세

스하도록 구성된 장치 드라이버와;

상기 복수의 프로세서들 중 적어도 하나에서 실행되고, 상기 복수의 논리적 파티션들을 관리하도록 구성된 파티션 관리자

와;

상기 파티션 관리자 내에 상주하고, 상기 제1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에서 검출된 에러에 응답하여, 입/출력 어댑터 슬롯들

의 각 서브세트에 대한 에러 상태를 확립하고, 상기 에러 상태가 상기 복수의 입/출력 어댑터 슬롯들의 각각에 대해 확립된

후에 상기 제1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의 상기 에러로부터 복구하도록 구성된 제1 프로그램 코드와;

상기 파티션 관리자 내에 상주하고, 상기 장치 드라이버가 복구 불가능 장치 드라이버임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에 응답하

여, 상기 제1 입/출력 어댑터 슬롯과 상기 복수의 프로세서들 사이의 상기 하드웨어 경로 내에서 규정된 각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에서 머신 체크 시그널링(machine check signaling)을 동적으로 인에이블하도록 구성된 제2 프로그램 코드

를 포함하는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컴퓨터.

청구항 2.

복수의 말단(endpoint) 입/출력(IO) 자원들로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입/출력(IO) 패브릭 요소를 포함하는 입

/출력(IO) 패브릭 내의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의 검출된 에러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들의 각각에 대한 에러 상태를 확립하는 단계와;

상기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의 에러로부터 복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에러 처리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의 상기 에러로부터 복구하는 단계 후에, 상기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들

중에서 제1 말단 입/출력 자원에 액세스하는 운영 시스템에서,

상기 제1 말단 입/출력 자원의 상기 에러 상태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말단 입/출력 자원 상의 에러 복구를 수행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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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말단 입/출력 자원에 대한 상기 에러 상태를 재설정(resetting)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에러 처리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의 상기 에러로부터 복구하는 단계 후에, 상기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들의

각각에 대한 상기 에러 상태를 비동기적으로 재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에러 처리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비동기적으로 상기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들의 각각에 대한 상기 에러 상태를 재설정하는 단계

는, 상기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들의 각각으로 향하는 액세스 요청들에 응답하여 수행되는 것인 에러 처리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의 상기 에러로부터 복구하는 단계 후에, 상기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들

중의 제1 말단 입/출력 자원 내의 상기 에러 상태의 통보(notification)를 발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비동기적으로

상기 제1 말단 입/출력 자원에 대한 상기 에러 상태를 재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통보에 응답하여 수행되는 것인 에러 처리

방법.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입/출력 패브릭 요소는,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호스트 브릿지, 다기능 PCI-

PCI 브릿지 장치(multifunction PCI-PCI bridge device), 원격 입/출력(Remote Input/Output) 브릿지, 원격 입/출력 허

브 및 스위치 장치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에러 처리 방법.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들은 입/출력 어댑터 슬롯을 포함하는 것인 에러 처리 방법.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입/출력 패브릭은 메모리 맵핑된 입/출력(Memory Mapped Input/Output, MMIO) 패브릭인 것인

에러 처리 방법.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입/출력 패브릭은 파티션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는 복수의 논리적 파티션들을 포함하는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컴퓨터(logically-partitioned computer)에 결합되는 것이고, 상기 말단 입/출력 자원 각각은 상기 복수의 논리

적 파티션들 중의 논리적 파티션에 할당되는 것이고, 상기 말단 입/출력 자원 각각에 대한 상기 에러 상태를 확립하는 단계

와 상기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의 상기 에러로부터 복구하는 단계는 상기 파티션 관리자에 의해 초기화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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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의 상기 에러로부터 복구하는 단계 후에 장치 드라이버에 의해 발생된 액세스 요청에 응답하

여, 말단 입/출력 자원이 할당되는 상기 논리적 파티션 내의 상기 장치 드라이버에, 상기 말단 입/출력 자원의 상기 에러 상

태를 반환하는 단계와,

상기 에러 상태를 반환하는 단계에 응답하여, 상기 말단 입/출력 자원 내의 상기 에러 상태로부터 복구하는 상기 장치 드라

이버를 사용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에러 처리 방법.

청구항 11.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들에 대한 로드 조작의 결과로부터 상기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의 상기 에

러를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에러 처리 방법.

청구항 12.

제2항에 있어서, 에러 상태에 진입하는 상기 입/출력 패브릭 요소에 응답하여 발생된 인터럽트로부터 상기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의 상기 에러를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에러 처리 방법.

청구항 13.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결합되고,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들로의 프로세서 액세스를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입

/출력 패브릭 요소를 포함하는 입/출력 패브릭과;

제2항 내지 제7항 및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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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입/출력 패브릭에 배치되고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들로의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에서 검

출된 에러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들의 각각에 대한 에러 상태를 확립하고, 상기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의 상기 에러로부터 복구하도록 구성된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들에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복수의 입/출력 패브릭 요소들을 포함하

는 입/출력 패브릭을 동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들 중 제1 말단 입/출력 자원은 복구 불가능(non-recoverable) 자원임을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제1 말단 입/출력 자원 사이의 하드웨어 경로 내에 규정된 각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에서 머신 체크 시그널링을 동적으로 인에이블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말단 입/출력 자원이 복구 불가능 자원임을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말단 입/출력 자원에 액

세스를 시도하는 장치 드라이버에 의한 머신 체크 시그널링을 디스에이블하는 요청의 부재(absence)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머신 체크 시그널링이 상기 제1 말단 입/출력 자원에 대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고, 상기 동적으로 머신 체크 시그널링을 인에이블하는 단계는 제1 말단 입/출력 자원에 대해 머신 체크 시그널링이 허

용되는 경우에만 수행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는, 복수의 논리적 파티션들을 포함하는 논리적으로 파티션된 컴퓨터

(logically partitioned computer) 내에 배치되는 것이고,

상기 머신 체크 시그널링이 상기 제1 말단 입/출력 자원에 대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말단 입/출

력 자원이 상기 동일한 논리적 파티션으로 제한되는 상기 말단 입/출력 자원에만 액세스를 제공하는 패브릭 도메인(fabric

domain)에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패브릭 도메인은 복수의 PCI-PCI 브릿지를 통해 상기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들 중 하나의 세트

에 결합된 PCI 호스트 브릿지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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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패브릭 도메인에 의해 액세스가 제공되는 어떠한 말단 입/출력 자원도 복구 불가능이 아님을 결정하는

단계에 응답하여, 상기 패브릭 도메인의 각 입/출력 패브릭 요소 내의 머신 체크 시그널링을 동적으로 디스에이블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또다른 논리적 파티션으로의, 상기 패브릭 도메인에 배치된 제2 말단 입/출력 자원의 할당을 금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입/출력 패브릭 요소들은 적어도 하나의 원격 입/출력(Remote Input/Output, RIO) 허브,

적어도 하나의 원격 입/출력 브릿지, 적어도 하나의 PCI 호스트 브릿지 및 적어도 하나의 PCI-PCI 브릿지를 포함하는 것

이고,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제1 말단 입/출력 자원 사이의 상기 하드웨어 경로는 상기 원격 입/출력 허브, 상기 원격 입/출

력 브릿지, 상기 PCI 호스트 브릿지 및 상기 PCI-PCI 브릿지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0.

제22항에 있어서, 머신 체크 시그널링을 디스에이블하기 위해 상기 입/출력 패브릭을 초기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31.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와;

복수의 입/출력 패브릭 요소를 포함하고, 적어도 하나의 상기 프로세서를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들에 결합시키도록 구

성된 입/출력 패브릭과;

제22항 내지 제30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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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입/출력 패브릭을 통해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결합된 복수의 말단 입/출력 자원들 중 제1 말단 입/출력 자원이 복구 불

가능 자원임을 검출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제1 말단 입/출력 자원 사이의 하드웨

어 경로 내에 한정된 상기 입/출력 패브릭의 복수의 입/출력 패브릭 요소 각각에서 머신 체크 시그널링을 동적으로 인에이

블하도록 구성된 것인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41.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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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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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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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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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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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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