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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업규모의 전력 및 열 관리

요약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전력 소비는 소프트웨어 및 작업 부하를 기반으로 매 시간 달라질 수 있다. 데이터 센터와 같은 시

설은 복수의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한다. 컴퓨터 시스템들의 전력 및 냉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센터는 그

러한 전력 및 냉각 용량을 제공하는 능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종종 전력 또는 냉각 시스템 내 발생한

문제들 때문에 더욱 악화된다. 컴퓨터 시스템들은 설정 목표 레벨 이하로 총 전력 소비량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구비할

수 있다. 기업규모의 전력 및 열 관리자(EPTM)는 전력 및 냉각 인프라를 지원하는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설정

을 동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덧붙여, EPTM은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여 성능, 가용도를 개선시키고, 다양한 관리 정책들

을 구현하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전력, 열, 냉각, 전력 제어, 열 관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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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출원

  본 출원은 2002년 1월 2일에 출원되어 계류중인 시리얼번호 10/037,391인 "METHOD AND APPARATUS TO

MANAGE USE OF SYSTEM POWER WITHIN A GIVEN SPECIFICATION"이란 명칭의 출원과, 2001년 12월 13일에

출원되어 계류중인 시리얼번호 10/022,448인 "METHOD TO ESTIMATE POWER AND COOLING REQUIREMENT OF

SYSTEMS"이란 명칭의 출원과 관련있다.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시스템 관리 분야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컴퓨터시스템의 성능, 전력, 열 및 다른 속성을 관리하기 위

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통상적으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사용을 측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정규 원리로 다수의 새로

운 사용 모델,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패턴이 정기적으로 발견된다. 새로운 사용 모델로 인하여 컴퓨터시스템의 구성소자

가 전원이 의해 공급할 수 있는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할 때, 전원과 그에 따라 컴퓨터시스템이 고장날 수 있다.

  많은 컴퓨터시스템에 있어서, 전력 사양은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 모델은 컴퓨터시스템의 각종 구성소

자에 의한 전력 사용의 분포에 대하여 소정의 가정을 한다. 전력 사양은 모든 구성소자의 최대 예상 전력 소비의 합일 수

있다. 전원은 이 예상 전력 소비를 지원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컴퓨터시스템 제조자는 전형적으로 그들의 각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정격전력 또는 전력 사양을 제공한다. 전력 사양은

컴퓨터시스템에서 구성소자의 최대 예상 전력 소비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전력 사양은 컴퓨터시스템의 전원이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최대 전력을 나타내며, 이는 PMAX로 지칭될 수 있다. PMAX의 값을 결정하는 프로세스에서, 컴퓨터시스템 설

계자는 보통 최악의 경우에 있어서의 구성을 고려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구성소자를 충분히 실장시킨 컴퓨터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값이 PMAX에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PMAX의 값은 컴퓨터시스템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소자를 포함하는 최대 전력 소비 구성소자들로써 구성된

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버 컴퓨터시스템은 1.5 GHz와 2.2 GHz 사이에서 실행될 수 있는 4개의

프로세서, 12개의 메모리 슬롯, 8개의 입/출력(I/O) 어댑터용 슬롯, 5개의 하드드라이브용 베이를 지원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시스템을 위한 PMAX의 값은 4개의 2.2 GHz(최대 전력) 프로세서, 전부가 활용되는 메모리 슬롯들 및

I/O 슬롯, 5개의 하드드라이브로써 실장된다고 가정한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컴퓨터시스템 설계자는 시스템

고장 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호대역(guard band)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원은 예상 전력 소비더 높은 퍼센트

(예를 들면, 20 퍼센트)인 최대 정격을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상 전력 소비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전원을 높여 설계하는 것은, 관련된 인프라에 대해서도 더 높은 요구를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컴퓨터시스템이 전

형적으로 랙(racks)상에 설치되는 데이터 센터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각 랙은 제한된 전력 및 냉각 용량(cooling

capacity)을 가진다. 많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 관리자는 (예를 들면, 명판 사양(name pate specification)을 기반으로) 높

여서 책정된 예상 전력 소비를 사용하여, 랙 상에서 작동될 수 있는 컴퓨터의 개수를 결정하게 된다. 전력 사양이 모든 컴

퓨터 세대에서 증가되었기 때문에, 랙에서 지원될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의 개수는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랙상에 점

점 더 빈 공간이 많아지게 된다. 또한 높여서 설계된 전원은 불필요하게 고가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예시를 이용하여 설명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첨부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번호는 유사한 요소를 가리킨

다.

  도 1A는 컴퓨터 랙의 예시도.

  도 1B는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상이한 목표 전력 소비 레벨 및 전력 사양의 예시들에 대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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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일 실시예에 따라서, 지원 인프라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제어기의 예시도.

  도 3은 일 실시예에 따라서, 컴퓨터 랙에 위치한 컴퓨터시스템 그룹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될 경우의 제어기의 예시도.

  도 4A 및 도 4B는 일 실시예에 따라서, EPTM에 의해 수행되는 전력 할당의 일 예시도.

  5A 및 도 5B는 일 실시예에 따라서, EPTM에 의해 수행되는 전력 할당의 다른 예시도.

  도 6은 일 실시예에 따라서, 더 많은 전력을 요청하기 위해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세스의 블록도.

  도 7은 일 실시예에 따라서, EPTM을 사용하는 전력 할당 프로세스의 예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8은 일 실시예에 따라서, 컴퓨터시스템 그룹의 각 컴퓨터시스템을 위한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을 재평가하는 데 사용되

는 프로세스의 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일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을 위한 지원 인프라(supporting infrastructure)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

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컴퓨터시스템에서 전력 소비는 컴퓨터시스템의 구성소자의 상이한 시기의 전력 소비에 따라 상이

한 레벨로 변동될 수 있다. 이런 컴퓨터시스템을 위해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을 설정할 수 있다. 컴퓨터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 레벨이 목표 전력 소비 레벨에 근접할 때, 컴퓨터시스템에 추가 전력을 할당할 수 있다.

실시예

  후속되는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수의 특정 세부 사항을 기술한다. 그러나 당업자라

면 본 발명이 이들 특정 사항 없이도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 것이다. 다른 경우에, 공지된 구조, 프로세스 및 장치

는 불필요한 세부사항 없이 설명하기 위해 블록 형태로 도시되거나 혹은 개략적으로 지칭된다.

  목표 전력 소비 레벨

  도 1A는 컴퓨터 랙의 예를 도시한다. 컴퓨터 랙(100)은 컴퓨터시스템(105)을 포함하는 컴퓨터시스템 그룹을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시스템 그룹의 각 컴퓨터시스템은 예를 들면, 네트워크 서버, 라우터 등과 같은 상이한 컴퓨팅 역할을 수행하

도록 구성될 수 있다. 컴퓨터 랙(100)은 고립된 방에 위치할 수 있다. 이 방은 컴퓨터 랙(100)에 포함된 컴퓨터시스템을 위

한 적당한 작동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공기 조절될 수 있다. 이 방은 컴퓨터 랙(100)과 유사한 다른 컴퓨터 랙들

(도시 생략)을 가질 수 있고, 이들 다른 컴퓨터 랙은 다른 컴퓨터시스템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방은 데이터 센터 내에 위

치할 수 있으며, 그 크기는 각기 다를 수 있다.

  컴퓨터 랙(100)은 소정의 전력 및 냉각 용량과 관련있을 수 있다. 전형적으로, 데이터 센터 관리자는 컴퓨터시스템 제조

자에 의해 명시된 전력 사양을 사용하여, 컴퓨터 랙에 포함될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 도 1B는 컴

퓨터시스템을 위한 상이한 목표 전력 소비 레벨과 전력 사양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사양(125)

은 PMAX로서 지칭될 수 있다. 많은 경우, 컴퓨터 랙(100)에 포함된 모든 컴퓨터시스템을 위한 PMAX 합계가 컴퓨터 랙

(100)이 어떻게 실장되는 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각 새로운 세대의 컴퓨터시스템에는 더 높은 전력 사양이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컴퓨터 랙(100)과 같은 컴퓨터 랙에 포함될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의 개수는 감소될 수 있

다.

  컴퓨터시스템 제조자에 의해 제공되는 전력 사양(125)(PMAX)은 과대 추정될 수 있다. 즉, 전력 사양(125)(PMAX)은 컴퓨

터시스템의 실제 전력 소비 레벨 보다 상당히 높여진 것일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컴퓨터시스템이 그들의 용량에 도달

할 때까지 구성요소를 완전히 구성하지는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컴퓨터시스템이 완전히 구성될 지라도, 구성소자는 컴퓨터

시스템 제조자에 의해 추정되는 바와 같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구성소자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다수의 컴퓨터

시스템을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의 경우, 전력 사양(125)(PMAX)을 기반으로 필요한 전력을 결정하면 그 결과 예를 들어, 불

필요한 컴퓨터 랙과 냉각 용량을 포함하여 지원 인프라에 대한 불필요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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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실시예에서, 컴퓨터 랙(100)에 포함된 각 컴퓨터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목표 전력 소비 레벨과 연관된다. 목표 전력 소

비 레벨은 PTARGET으로 지칭될 수 있다. PTARGET는 PMAX 보다 작거나 혹은 동일하도록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B

를 참조하면, 3개의 상이한 목표 전력 소비 레벨(110, 115, 120)(또는 PTARGET A, PTARGET B, PTARGET C )이 있을 수 있

다. 일 실시예에서, PTARGET는 컴퓨터시스템에 전력을 할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PTARGET(110, 115 또는 120)을 사용

함으로써, 예를 들면, 사용가능한 전력 및 냉각 용량을 포함하는 지원 인프라의 효율을 개선시키고, 활용을 향상시킨다. 예

를 들어, 시간(t1)에서, 컴퓨터시스템(105)을 위해 목표 전력 소비 레벨(110; PTARGET A)을 설정할 수 있다. 시간(t2)에서,

컴퓨터시스템(105)의 전력 소비 레벨이 목표 전력 소비 레벨(110)(PTARGET A)에 접근할 때, 컴퓨터시스템(105)에 추가 전

력을 할당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컴퓨터시스템(105)을 위해 목표 전력 소비 레벨(115)(PTARGET B)을 설정할 수 있다. 마

찬가지로, 시간(t3)에서, 컴퓨터시스템(105)의 전력 소비 레벨이 목표 전력 소비 레벨(115; PTARGET B)에 접근할 때, 컴퓨

터시스템(105)에 목표 전력 소비 레벨(120; PTARGET C)을 사용하여 추가 전력을 할당할 수 있다. 컴퓨터시스템(105)에 할

당되는 전력량은 전력 사양(125)(PMAX)가 사용될 때 할당되는 전력량보다 작음을 주목한다. 또한 가용 전력이 있을 시에

추가 전력을 할당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PTARGET은 몇몇 인자들을 기반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들 인자는 예를 들어 컴퓨터시스템에서 구성소자의 개수, 작업부

하, 가용 전력 용량, 가용 냉각 용량, 성능 요건, 환경 요건, 관리상 요건등을 포함할 수 있다. PTARGET는 수동 방식 또는 자

동 방식을 사용하여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동 방식은 컴퓨터시스템(105)의 최고 전력 소비 레벨을 결정하기 위해

전형적인 작업부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소정 퍼센트(예를 들면, 5%)가 PTARGET에 도달하는 데 세이

프가드(safe guard)로서 사용될 수 있다. 또다른 예를 들면, PTARGET는 최대의 사용 시간동안의 기간에 걸쳐 컴퓨터시스

템(105)의 전력 소비 레벨을 자동적으로 감시하고, 평균 전력 소비 레벨을 계산함으로써 설정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PTARGET는 2001년 12월 13일에 출원된 시리얼번호 10/022,448인 "METHOD TO ESTIMATE POWER AND COOLING

REQUIREMENTS OF SYSTEMS"이라는 명칭의 출원에 개시된 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또한 다른 기법이

PTARGET를 설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전력 조절(POWER THROTTLING)

  컴퓨터시스템(105)은 PTARGET을 사용하여 이 컴퓨터시스템(105)의 하나 이상의 구성소자에 대해 전력을 조절하기 시작

할 시기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시스템(105)의 전력 소비가 목표 전력 PTARGET보다 작거나 혹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컴퓨터시스템(105)의 디스크드라이브(도시 생략)에 대한 전력이 감소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컴퓨터시스템

내 하나 이상의 구성소자에 대한 전력은 2002년 1월 2일에 출원된 시리얼번호 10/037,391인 "METHOD AND

APPARATUS TO MANAGE USE OF SYSTEM POWER WITHIN A GIVEN SPECIFICATION"이라는 명칭의 출원에 개

시된 기법을 사용하여 조절될 수 있다. 다른 전력 조절 기법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도 2는 일 실시예에 따라서 지원 인프라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데 사용되는 제어기의 예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제어기

는 EPTM(enterprise power and thermal manager)로서 지칭될 수 있다. 이 예에서, 컴퓨터시스템(200)은 다수의 구성

소자(예를 들면, 프로세서(225), 칩셋(220), 메모리(230)등)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시스템 전력 관리자(205)

는 전원(240)으로부터 컴퓨터시스템(200)의 현재 전력 소비 레벨에 대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원(240)은

시스템 전력 관리자(205)로 하여금 컴퓨터시스템(200)의 현재 전력 소비 레벨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하는 포트(도

시 생략)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기법을 사용하여 컴퓨터시스템(200)의 현재 전력 소비 레벨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성소자는 시스템 전력 관리자(205)에게 그들의 전력 소비를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시스템 전력 관리자(205)는 컴퓨터시스템(200)에서 하나 이상의 구성소자의 전력 소비를 감시 및 관리할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시스템 전력 관리자(205)는 구성소자의 전력 소비를 관리하기 위해 전력 소비 정책(power consumption

policy)(210)을 사용함으로써, 필요시에 적절히 전력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

퓨터시스템(200)의 현재 전력 소비 레벨이 PTARGET에 접근할 때, 시스템 전력 관리자(205)는 전력 소비 정책(210)에 의

해 제공되는 정보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구성소자에 대해 어떻게 전력을 감소시킬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하나 이상

의 구성소자에 대한 전력을 감소시키면 현재 전력 소비 레벨을 PTARGET에 근접하거나 또는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지만,

그 구성소자 및 컴퓨터시스템(200)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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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실시예에서, 작업부하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상이한 전력 요건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PTARGET을 동적으로 설정

할 수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목표 전력 소비 레벨(110; PTARGET A)이 사용되고 현재 전력 소비 레벨이 목표

전력 소비 레벨(110; PTARGET A)에 접근할 때, 구성소자들에 대한 전력을 조절하는 대신, 다음 목표 전력 소비 레벨(115;

PTARGET B)을 설정한다. 물론, 목표 전력 소비 레벨(115; PTARGET B) 설정은 목표 전력 소비 레벨(115; PTARGET B)을 지원

하도록 컴퓨터시스템에 할당하기에 충분한 가용 전력이 있다고 확인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전력 소비

의 현재 레벨이 그러한 조치를 요구하는 레벨에 있을 경우, 전력 조절 및 다음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의 설정이 함께 사용될

수 있다. PTARGET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컴퓨터시스템(200)에 할당되는 전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전력 및 열 관리 시스템

  도 2에 도시된 전력 및 열 관리자(EPTM)(250)는 전력 및 냉각 용량(260)을 기반으로 컴퓨터시스템(200)에 할당되는 전

력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EPTM(250)은 다른 인자(예를 들면, 성능등)들을 사용하여 컴퓨터시스템(200)에 할당되는 전

력을 관리할 수 있다. 컴퓨터시스템(200)은 예를 들면, 도 1에 도시된 랙(100)과 같은 랙에 위치한 다수의 컴퓨터시스템

중의 하나일 수 있다. 데이터 센터 관리자는 전력 및 냉각 용량(260)을 결정할 수 있다.

  EPTM(250)은 컴퓨터시스템(200)의 시스템 전력 관리자(205)를 통하여 컴퓨터시스템(200)과 통신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LAN 또는 애플리케이션 간 통신과 같은 대역내 채널(in-band channel)이거나 혹은, 예를 들어 버스와 같은 대

역외 채널(out-of-band channel)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또한 EPTM(250)은 다른 기법을 사용하여 컴퓨터시스템(200)

과 통신할 수 있다. EPTM(250)은 EPTM(250)에 의해 컴퓨터시스템(200)에 할당중인 전력량을 시스템 전력 관리자(205)

에게 표시할 수 있다. 이 할당된 전력량은 전원(240)을 통하여 공급될 수 있다. 이 할당된 전력량은 설정된 목표 전력 소비

레벨(PTARGET)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또한 EPTM(250)은 컴퓨터시스템(200)에게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 레벨에 대하

여 질의할 수 있다. EPTM(250)은 특정 시간의 전력 소비 레벨 또는 전력 소비 레벨의 히스토리(history)를 요구할 수 있

다.

  일 실시예에서, 컴퓨터시스템(200)은 하나 이상의 목표 전력 소비 레벨(PTARGET)과 관련될 수 있다. EPTM(250)은 각

PTARGET를 사용하여 컴퓨터시스템(200)에 적절한 전력량을 할당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이한 목표 전력 소비 레벨

리스트(235)는 컴퓨터시스템(200) 내에 저장될 수 있고, EPTM(250)에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시스템(200)이

유휴상태이고 낮은 목표 전력 소비 레벨에서 동작할 수 있을 때, 낮은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이 설정될 수 있고, EPTM(250)

은 그에 따라서 컴퓨터시스템(200)에 작은 양의 전력을 할당할 수 있다.

  도 3은 일 실시예에 따라서 컴퓨터 랙에 위치한 컴퓨터시스템 그룹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될 경우의 제어기의 예를 도시

하는 블록도이다. EPTM(250)은 컴퓨터 랙(100)에 추가하여 하나 이상의 컴퓨터 랙(도시 생략)을 관리할 수 있다. 컴퓨터

랙(100)의 컴퓨터시스템(300-306)에 할당되는 전력의 관리는 각 컴퓨터시스템(300-306)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시스템(300)은 우선순위가 높은 네트워크 라우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EPTM(250)은 컴퓨터시스

템(300)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만큼의 많은 전력을 컴퓨터시스템(300)에 할당할 수 있다. 이 할당은 컴퓨터시스템(300)과

동일한 랙상에 위치한 나머지 컴퓨터시스템(301-306)에 할당되는 전력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전력 및 냉각 용량(260)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더하여, EPTM(250)은 예를 들어, UPS(uninterrupted power-supply)(285) 또는 다른 백업

발생기(도시 생략)와 같은 대체 전원에 대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EPTM(250)은 전력을 제공하는 공공 전력(utility

power)(275)에 대한 상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EPTM(250)은 냉공기(cool air)를 컴퓨터 랙(100)에 제공하는 공

기 조절유닛(270)과 같은 냉각 시스템의 소자에 대한 상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냉각 시스템의 소자의 다른 예는 열 교

환기(도시 생략)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EPTM(250)은 관리 정책(255)을 사용함으로써, 예를 들어 EPTM(250)이 소정 태스크를 성취하기 위하여 각 컴퓨터시스

템(300-306)의 PTARGET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관리 정책(255)은 EPTM(250)에게 적절한 정책을 전달하는 정책 처리

기(도시 생략)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정의 컴퓨터시스템은 관리 정책(255)에 의해 더 높은 우선순위 또는

더 높은 성능으로 지명될 수 있으므로, EPTM(250)는 이들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전력 할당을 우선순위화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EPTM(250)은 컴퓨터 랙(100)에 위치한 다른 컴퓨터시스템에 손해를 끼쳐서라도 이들 컴퓨터시스템에

전력을 할당할 수 있다. 관리 정책(255)은 예를 들어,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컴퓨터 랙(100)에 공급되는 전력 또는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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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예를 들면, 10%) 감소시키도록 EPTM(250)에게 지시할 수 있다. 관리 정책(255)은 공공 전력 공급(275)에서 할 수

있는 "시간제 과금(time of day metering)"을 이용토록 전력 소비 패턴을 변경하기 위하여 EPTM(250)에게 각 컴퓨터시

스템(300-306)의 PTARGET를 조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EPTM(250)은 또한 성능 모니터(280)로부터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성능 모니터(280)는 컴퓨터 랙

(100)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300-306)의 성능 및/또는 작업부하를 감시하는 시스템일 수 있다. 성능 모니

터(280)의 예는 네트워크 부하 분산장치(network load balancer)일 수 있다. 성능 모니터(280)는 EPTM(250)에게 현재

작업부하에 기초하여 각 컴퓨터시스템(300-306)의 PTARGET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더 높은 성능을 전달

하기 위하여 더 높은 PTARGET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예에서, 성능 모니터(280)는 부하 분산 장치로서

작동하여 주어진 작업부하에 있어서의 전력 절약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컴퓨터시스템(300-306) 내에서 작업부하를 이동

시킬 수 있다. 성능 모니터(280)는 EPTM(250)으로부터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이거나, 혹은 EPTM(250)의 일부이거나 혹

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300-306)의 일부일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EPTM(250)은 또한 열전쌍(265)으로부터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열전쌍(265)은 컴퓨터시스템들 각

각 또는 일부, 컴퓨터 랙(100) 및/또는 컴퓨터 랙(100)이 위치한 데이터 센터 또는 방으로부터의 열 입력을 수신할 수 있

다. 열전쌍(265)으로부터 수신된 정보는 EPTM(250)로 하여금 수용가능한 동작 조건에서 컴퓨터시스템(300-306)을 유

지하는 데 필요한 냉공기를 관리하게 해줄 수 있다. EPTM(250)은 열전쌍으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들 컴퓨터시

스템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300-306)에 대한 PTARGET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EPTM(250)은 예를 들어, 디젤 엔진 상에서 작동하는 발전기와 같은 백업 발전기, UPS 또는 공공 회사

(utility companies)로부터의 전력과 같은 전기 에너지원의 상태를 표시하는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데이터 센터는 백업

발전기 및/또는 UPS 시스템이 고장날 경우, 공공 전력 회사만으로는 최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족(또

는 소정의 다른 이유)으로 인한 전기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다루는 통상적인 방식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시

스템의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EPTM(250)은 총 전력 소비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의 PTARGET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컴퓨터 랙(100)의 모든 컴퓨터시스템은 최소 정지시간(down time)

으로 동작을 계속할 수 있다. 컴퓨터시스템에 있어서의 작업부하, 현재 전력 소비 레벨 및 PTARGET의 조합에 따라, 이것은

컴퓨터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가용 전력 할당

  도 4A 및 도 4B는 일 실시예에 따라서 EPTM에 의해 수행되는 전력 할당의 일 예를 도시한다. 도 4A 및 도 4B는 동일한

컴퓨터시스템을 갖는 컴퓨터 랙 및 동일한 EPTM(250)을 포함한다. 이 예에서 랙은 6000 와트를 전달하고 냉각할 수 있

다. 컴퓨터시스템은 컴퓨터시스템(405, 410)을 포함한다. 랙의 각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PTARGET은 600 와트로 설정될 수

있다. 각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PTARGET는 그의 전력 사양(PMAX)보다 작을 수 있다. 도 4A에 도시된 각 컴퓨터시스템은

PTARGET과 관련있을 수 있다.

  각 컴퓨터시스템은 현재 전력 소비 레벨에서 동작중일 수 있다. 현재 전력 소비 레벨은 PTARGET 이하이거나 근접할 수 있

다. 이 예에서, 컴퓨터시스템(405, 410)과 관련된 PTARGET는 600 와트에서 설정될 수 있다. 도 4A에 도시된 컴퓨터시스

템(405, 410)의 현재 전력 소비 레벨은 또한 600 와트에서 설정되고, 도 4A에서 랙의 모든 컴퓨터의 총 전력 소비는 대략

4700 와트이다. 이 예에서, 랙의 전력 용량은 6000 와트이므로, EPTM(250)이 필요시에 할당할 수 있는 1300 와트

(6000-4700)의 가용 전력이 있다. EPTM(250)은 가용 전력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으로부터의 추가 전력

에 대한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다.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컴퓨터시스템(405, 410)의 현재 전력 소비 레벨은 600 와트인 그들의 PTARGET에 도달했으

며, EPTM(250)에게 추가 전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예에서, 이것은 컴퓨터시스템(405, 410)으로부터 EPTM(250)으로

의 방향 화살표로서 나타나 있다. EPTM(250)은 이 요청에 응답하여 가용 전력을 컴퓨터시스템(405, 410)에 동적으로 할

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EPTM(250)은 각 컴퓨터시스템(405, 410)을 위한 목표 전력 소비 레벨(PTARGET)을 다음의 더

높은 목표 전력 소비 레벨로 설정할 수 있고, 그러면 이들 더 높은 PTARGETS을 기반으로 컴퓨터시스템(405, 410)에 전력

을 할당할 수 있다.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예에서, 컴퓨터시스템(405)에 할당되는 전력은 600 와트로부터 700 와

트로 증가되고, 컴퓨터시스템(410)에 할당되는 전력은 600 와트로부터 650 와트로 증가된다. 이것은 EPTM(250)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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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컴퓨터시스템(405, 410)으로의 방향 화살표로 나타나 있다. 더 높은 전력을 할당함으로써, 컴퓨터시스템(405, 410)은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 이 예에서, 가용 전력이 있으므로, EPTM(250)은 랙의 다른 컴퓨터시스템의 성능에 최소의 영

향을 주면서 컴퓨터시스템(405, 410)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다. 세이프가드 범위가 PTARGET에 추가될 때, 컴퓨터시스

템(405, 410)은 그들의 전력 소비 레벨이 그들의 적절한 PTARGET에 도달하기 전에 요청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다.

  할당된 전력의 평가와 전력 할당

  도 5A 및 도 5B는 일 실시예에 따라서 EPTM에 의해 수행되는 전력 할당의 다른 예를 도시한다. 이 예에서, 컴퓨터시스

템(405, 410)은 EPTM에게 더 많은 전력을 할당하도록 요청한다. 소정 상황에서, 다른 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한 추가 전력

요청을 만족시킬 만큼 가용 전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가용 전력도 없을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EPTM(250)은 그의 현재 전력 소비 레벨에 대하여 랙의 각 컴퓨터시스템의 PTARGET를 평가할 수 있다. 컴퓨터시스템

(405, 410)이 더 많은 전력 요청을 시작하였으므로, 이미 그들의 PTARGET에서 동작중일 수 있고, 따라서 EPTM(250)은

컴퓨터 시스템(405, 410)들에 대한 현재 전력 소비 레벨을 평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 컴퓨터시스템은 둘 이상의 PTARGET와 관련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EPTM(250)이 컴퓨터시스템

에게 더 낮은 목표 전력 소비 레벨에서 동작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컴퓨터시스템에 대하여 가능한

목표 전력 소비 레벨 리스트(235; 도 2에 도시됨)를 검사할 수 있다. 도 5A 및 도 5B에 도시된 예를 참조하면, EPTM(250)

은 컴퓨터시스템(415)이 더 낮은 PTARGET에서 동작할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컴퓨터시스템(415)에 할당된

전력을 550 와트로부터 400 와트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다음, 컴퓨터시스템(415)으로부터 취한 감소된 전력(150 와트)

은 컴퓨터시스템(410)(50 와트) 및 컴퓨터시스템(405)(100 와트)으로 재할당될 수 있다. EPTM(250)은 이 요청을 만족시

키기 위하여 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된 전력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EPTM(250)

이 전력을 감소시키는 컴퓨터시스템이 그들의 성능에 최소의 영향을 주도록 상당히 바쁜 상태가 아니거나 혹은 휴지상태

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일 실시예에서, 더 많은 전력을 요청하는 컴퓨터시스템은, EPTM(250)으로 하여금 가용 전력을 결정하고 이 요청을 만족

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을 할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정의 시간동안 대기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EPTM(250)이 컴

퓨터시스템이 청한 더 많은 전력에 대한 요청을 만족시킬 수 없을 때, 그 컴퓨터시스템과 관련된 전력 관리자(205; 도 2에

도시됨)는 그 컴퓨터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구성소자의 전력 소비를 조절하도록 구동될 수 있다.

  컴퓨터시스템은 둘 이상의 목표 전력 소비 레벨과 관련될 수도,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컴퓨터시스템이 둘

이상의 목표 전력 소비 레벨과 관련있을 때, EPTM(250)이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이한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전력 관리

  전형적으로, (예를 들어 컴퓨터 랙(100)의 컴퓨터시스템을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기는 전력 공공 회사에 의해

제공된다. 전력 공공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전력 레벨이 변동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용 전력량이

때때로 데이터 센터의 컴퓨터시스템을 작동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에 바람직한 정도 보다 적을 수 있다. 전력 변동을 보상

하기 위한 다른 전력원이 없을 때, 데이터 센터 관리자는 전력에 대한 요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컴퓨터시스

템의 전원을 끊도록 결정할 수 있다. 컴퓨터시스템의 전원을 끊음으로써, 예를 들어 서비스 부족, 수익 발생 기회 감소, 사

용가능성 감소 등의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전력 변동이 있을 때에, 전력 변동 경보가 발생될 수 있고,

EPTM(250)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에 대해 가용 전력 레벨을 감소시키고, 및/또는 컴퓨터시스템들이 요구하는 총

전력량을 가용 전력과 맞추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EPTM(250)이 가용 전력이 50% 만큼 감소됨을 인지할 때,

EPTM(250)은 이에 따라서 각 컴퓨터시스템의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을 낮출 수 있다. 이것은 컴퓨터시스템을 정지시키지

않고서도 성취될 수 있으므로, 가용도가 유지될 수 있다. 컴퓨터시스템이 더 낮은 목표 전력 소비 레벨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기의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전력 조절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데이터 센터 관리자는 전력 공공 회사로부터 전력을 수신시에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UPS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많은 데이터 센터 관리자는 전력 공공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전력에 장기 고장이 있을 시에 다른 각종 백업 전력 발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EPTM(250)은 하나 이상의 UPS 시스템이 고장날 때에 하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에 대하

여 가용 전력 레벨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력 공공 회사로부터의 전력 수신에 고장이 있고, UPS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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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 고장이 있는 경우, 데이터 센터 관리자는 전력 변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백업 전력 발전기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EPTM(250)은 적절하게 각 컴퓨터시스템의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을 낮추어서 백업 전력 발전기에 의해 발생되는

전력량 내로 맞출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백업 전력 발전기가 고장나면, EPTM(250)은 컴퓨터시스템을 작동가능 상태로 유

지시키기 위하여 가용 전력을 기반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예에서, 각 컴퓨터시스템의 현재 작업부하에 따라

서, 그 성능은 EPTM(250)의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혹은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열 관리

  작동중일 때, 데이터 센터의 각 컴퓨터시스템은 열 에너지 또는 열(heat)을 발생할 수 있다. 이 열은 데이터 센터에서 공

기 조절 시스템에 의해 발생되는 냉공기를 순환시킴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대부분의 공기 조절 시스템은 예를 들어, 팬,

압축기 등과 같은 가동 구성소자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들은 고장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이들 구성소자가 고장나는 경

우, 데이터 센터의 냉각 용량은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중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 레벨이 감소되지 않는다

면, 데이터 센터에서의 온도가 상승할 수 있고, 컴퓨터시스템에서 구성소자가 고장날 수 있다. 전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

한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하여, 데이터 센터 관리자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로의 전원을 끊음으로써 컴퓨터시스템의 전

력 소비 레벨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서비스 손실, 가용도의 감소 결과를 낳는다. 일 실시예에서, 냉공기

가 불충분한 경우, 온도 경보가 발생될 수 있고, EPTM(250)은 컴퓨터시스템의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을 낮출 수 있다. 이것

은 전원을 끊지 않고서도 계속 컴퓨터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준다.

  데이터 센터에서 냉공기의 분포는 균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데이터 센터의 소정 영역은 다른 곳보다 보다 차가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냉공기가 적은 영역은 핫스팟(hotspot)으로 지칭될 수 있다. 핫스팟에 위치한 컴퓨터시스템은

높은 온도로 인하여 핫스팟에 위치하지 않은 이들 컴퓨터시스템보다 고장나기가 더 쉬울 수 있다. 공교롭게도, 핫스팟은

예를 들어 사람의 조치(human actions)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예를 들어 컴퓨터 랙(100)과 같은 각 컴

퓨터 랙은 그 부근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쌍과 관련된다. 또 다른 예에서, 각 컴퓨터시스템이 또한 열전쌍과 관련된다.

이것은 컴퓨터시스템이 핫스팟에 위치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행해진다. 일 실시예에서, 열전쌍에 의해 측정되는 온도는

EPTM(250)으로 송신된다. 그 후, EPTM(250)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예

를 들면, EPTM(250)은 고온을 표시하는 열전쌍을 가진 컴퓨터시스템의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을 낮출 수 있다. 이것은 열

출력을 감소시키도록 도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들 컴퓨터시스템 내 혹은 그 주위의 공기 온도를 낮추도록 도울 수 있다.

  관리 정책의 구현

  일 실시예에서, EPTM(250)은 또한 상이한 관리 정책을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가용 전력 및 냉각 용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수의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 EPTM(250)에 추가적인 것이다. 관

리 정책은 비용 절감, 수익 발생의 증가, 가용도의 증가, 성능 개선 등을 위한 기회를 생성할 수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하여,

EPTM(250)은 예를 들면, 10% 만큼 전력 및 냉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비용기반 관리 정책(cost-based administrative policicy)으로 지칭될 수 있다.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EPTM(250)은 상이한 컴퓨터 랙들(예를 들면, 2000 와트 랙, 3000 와트 랙등)에 대한 상이

한 전력 및 냉각 용량을 유지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과금청구는 고객이 지불할려고 하는 서비스 레벨 또는 용량을 근

거로 고객에게 부과될 수 있다. 이것은 수수료기반 관리 정책(fee-based administrative policy)으로 지칭될 수 있다.

  일부 전력 공공 회사는 하루 중 사용 시각을 기반으로 전기에 대한 요금(rate)을 변경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EPTM(250)은 이 요금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상이한 전력 요금을 활용하도록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을 설정하기 위하

여 시간기반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 이것은 요금기반 관리 정책(rate-based administrative policy)으로 지칭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EPTM(250)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 레벨에 관한 데이터 로그(a log of data)를 보관할

수 있다. 그 후,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EPTM(250)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이 이후 필요로 할 장래 전력 요구를 인식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라서 전력을 더 요구하는 요청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EPTM(250)은 특정 웹 서버 컴

퓨터시스템이 일년에서 1주 내지 50주의 평일동안에 AM 8시와 AM 10시 사이에 훨씬 더 큰 작업부하(따라서 더 높은 전

력 소비 레벨)를 가진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 결과, EPTM(250)은 1주 내지 50주의 평일 AM 8시 바로 이전에, 그

웹서버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목표 전력 소비 레벨(PTARGET)을 더 높은 목표 전력 소비 레벨로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

EPTM(250)은 예를 들어, AM 10시 바로 이후에, 그 웹서버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목표 전력 소비 레벨(PTARGET)을 더 낮

은 목표 전력 소비 레벨로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시간기반 관리 정책으로 지칭될 수 있다. 이 정책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

공개특허 10-2005-0102113

- 8 -



한 추가전력 요구와 EPTM(250)에 의한 실제 전력 할당을 기다리는 것과 관련있는 임의 대기시간(latency)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EPTM(250)은 하나 이상의 비용기반 정책, 수수료기반 정책, 요금기반 정책 및 시간기반 정책을 사

용할 수 있다.

  더 많은 전력을 요청하기 위한 프로세스

  도 6은 일 실시예에 따라서 더 많은 전력을 요청하기 위하여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블록도

이다. 이 요청은 전술한 바와 같이 EPTM(250)으로 송신될 수 있다. 블록(605)에서, 현재 전력 소비 레벨이 목표 전력 소

비 레벨을 초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를 행한다. 블록(605)에서, 현재 전력 소비 레벨이 목표 전력 소비 레벨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목표 전력 소비 레벨( 및 그에 따른 현재 할당된 전력량)은 여전히 받아들일만 하다. 이 경우에, 현

재 전력 소비 레벨이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을 초과할 때까지 프로세스는 블록(605)에서 유지될 수 있다. 목표 전력 소비 레

벨을 초과할 때, 블록(6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더 많은 전력을 위한 요청이 발생될 수 있다.

  단계(610)에서 더 많은 전력에 대한 요청이 발생된 후, 프로세스는 EPTM(250)으로부터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다. 대안

적으로, 프로세스는 소정의 시간 주기동안에 대기할 수 있고, EPTM(250)으로부터 응답의 수신 여부에 관계없이, 프로세

스는 블록(615)으로 진행되고, 여기서 요청이 만족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요청이 만족될 수 없거나 혹은 응답이 소정

의 시간 주기내에 수신되지 않을 때, 프로세스는 블록(615)으로부터 블록(620)으로 진행되고, 여기서 컴퓨터시스템은 그

의 현재 전력 소비 레벨을 그의 설정 목표 전력 소비 레벨 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하나 이상의 구성소자에 대한 전력

소비 레벨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블록(615)에서 요청이 만족될 수 있는 경우, 블록(62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새로

운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이 설정된다. 그 후, 프로세스는 블록(625)으로부터 블록(605)로 진행되고, 여기서 컴퓨터시스템은

그의 현재 전력 소비 레벨을 계속 감시할 수 있고 새로운 목표 전력 소비 레벨에 대하여 비교할 수 있다. 현재 전력 소비 레

벨이 목표 전력 소비 레벨에 근접할 때에, 더 많은 전력에 대한 요청을 발생할 수 있도록 임계치와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한다.

  추가 전력을 위한 요청을 다루는 프로세스

  도 7은 일 실시예에 따라서 EPTM을 사용하는 전력 할당 프로세스의 예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이 프로세스는 전술한

바와 같이 EPTM(250)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블록(705)에서, EPTM(250)은 더 많은 전력에 대한 요청을 수신한다. 이

요청은 EPTM(250)에 의해 관리되는 컴퓨터시스템 그룹의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시스템

그룹은 도 1에 도시된 컴퓨터 랙(100)과 같은 컴퓨터 랙에 설치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EPTM(250)은 하나 이상의 컴

퓨터시스템의 현재의 전력 소비의 레벨을 감시할 수 있고, 감시되는 컴퓨터시스템이 추가 전력을 필요로 할 때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으며, 추가 전력이 할당될 수 있는지를 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감시되는 컴퓨터시스템은 이

요청을 발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블록(710)에서,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용 전력이 충분히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를 행한다. 도 4A에 도시된 예

에서와 같이, EPTM(250)이 가용의 모든 전력을 컴퓨터시스템 그룹에 할당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가용 전력이 있을 수 있

다. 요청을 만족시키는 가용 전력이 있을 때, 프로세스는 블록(710)으로부터 블록(715)으로 진행되고, 상기 더 많은 전력

에 대한 요청은 만족된다. 이것은 EPTM(250)이 요청을 발생하는 컴퓨터시스템에 더 많은 전력을 할당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블록(710)에서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용 전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프로세스는 블록(720)으로 진행하여 컴퓨터시

스템 그룹 내 다른 컴퓨터시스템들 각각의 현재 전력 소비 레벨을 결정한다. 블록(725)에서, 그룹 내 다른 컴퓨터시스템들

각각에 대한 설정된 목표 전력 소비 레벨(PTARGET)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를 행한다. 전술한 바

와 같이, 설정된 목표 전력 소비 레벨(PTARGET)은 그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량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것

은 컴퓨터시스템 제조자에 의해 제안되는 전력 사양(PMAX)보다 작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검사는 현재 활동 및 작업부하를

근거로 각 컴퓨터시스템이 더 낮은 목표 전력 소비 레벨에서 동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블록(725)에서, 다른 모든 컴퓨터시스템에 대하여 할당된 전력이 감소될 수 없을 때, 프로세스는 블록(740)으로 진행된

다. 블록(740)에서, 더 많은 전력에 대한 요청이 만족될 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한 응답을 발생할 수 있다. 블록(725)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컴퓨터시스템에 대하여 할당된 전력이 감소될 수 있을 때, 프로세스는 블록(730)으로 진행된다.

  블록(730)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된 전력을 감소시킨데서 기인한 전력이, 더 많은 전력에 대한 요청

을 충분히 만족시킬 정도인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를 행한다. 충분하지 않을 경우, 프로세스는 블록(730)에서 블록(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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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하며, 요청은 만족될 수 없다. 그러나 블록(730)의 결과가 "예"인 경우, 프로세스는 블록(735)으로 진행되고, 여

기서 이들 다른 컴퓨터시스템들에 할당되는 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것은 이들 다른 컴퓨터시스템들 각각에 대해 더

낮은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그 후, 프로세스는 블록(735)으로부터 블록(715)으로 진행하

여, 더 많은 전력에 대한 요청을 발생했던 컴퓨터시스템으로 전력을 할당할 수 있다.

  할당된 전력을 재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

  도 8은 일 실시예에 따라서, 컴퓨터시스템 그룹의 각 컴퓨터시스템을 위한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을 재평가하는 데 사용되

는 프로세스의 예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블록(805)에서, (아마도 더 많은 전력에 대한 요청을 발생했던 컴퓨터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그룹 내 컴퓨터시스템들 각각에 대한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을 결정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컴퓨터시스

템에 할당되는 전력은 그 컴퓨터시스템에 대하여 설정될 수 있는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을 기반으로 한다.

  블록(810)에서, 컴퓨터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 레벨을 결정한다. 현재 전력 소비 레벨은 목표 전력 소비 레벨보다 작거

나 혹은 근접할 수 있다. 블록(815)에서, 컴퓨터시스템의 성능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지 않고서도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을

낮출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전력 소비 레벨이 목표 전력 소비 레벨보다 낮은 지를 결정하기 위한 비교를 수행한다. 예를 들

면, 컴퓨터시스템은 더 낮은 목표 전력 소비 레벨에 해당하는 레벨로 전력을 소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컴퓨

터시스템에 대한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은 더 낮은 목표 전력 소비 레벨로 변경될 수 있다. 그 컴퓨터시스템의 목표 전력 소

비 레벨이 변경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그 컴퓨터시스템이 단지 하나의 목표 전력 소비 레벨에서만 동작할 수 있는 경

우), 프로세스는 블록(815)에서 블록(830)으로 진행된다. 블록(830)에서, 할당된 전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한 지를 확

인할 필요가 있는 다른 컴퓨터시스템이 그룹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를 행한다.

  블록(815)에서,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을 감소시킬 수 있을 때, 프로세스는 블록(820)으로 진행되고,

여기서 더 낮은 새로운 전력 소비 레벨을 설정한다. 새로운 목표 전력 소비 레벨은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된 더 낮은 전력량

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것은 더 많은 전력이 가용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블록(825)에서, 가용 전력의 누적량을

갱신한다. 그 후, 프로세스는 블록(830)에서, 할당된 전력을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다른

컴퓨터시스템들이 그룹 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블록(830)에서, 모든 컴퓨터시스템들이 확인되면, 프로세스는 블록

(835)으로 진행하여, 더 많은 전력에 대한 요청을 만족시킬 정도로 충분한 지를 결정하기 위해 가용 전력의 누적량을 사용

한다.

  도 8의 프로세스는 요청이 만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룹 내 다른 모든 컴퓨터시스템들의 전력을 감소시

키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 대신, 도 8의 프로세스는 모든 컴퓨터시스템의 전력이 아니라, 그룹 내 소정 컴퓨터시스템들의

전력만을 요청이 만족될 수 있을 때까지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프로세스가 모든 컴퓨터시스템의 전력을 감소시

키려고 할지라도, 가용 전력량은 요청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시스템 각각은 이미 해

당하는 목표 전력 소비 레벨에서 또는 그에 근접한 전력 소비 레벨에서 동작중일 수 있다.

  EPTM(250)은 각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을 재평가하거나 혹은 재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면, 더 많은 전력에 대한 요청이 수신될 때, 다른 컴퓨터시스템이 그들에게 할당된 전력을 완전히 활용하지 않더라도, 가

용 전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EPTM(250)은 요청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대신, EPTM(250)은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해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재평가를 수행할 수도 있다.

  컴퓨터시스템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의 동작은 일련의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어를 수행하는 컴퓨터시스템의 처리 유닛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EPTM(250)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양자의 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EPTM(250)은 전력, 성

능 및 열 관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전담된 보조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하드웨어 회로를 갖는 칩 또는 칩셋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 칩 또는 칩셋은 내부 메모리 및 컴퓨터시스템 내 구성소자(예를 들면, 시스템 CPU, 시스템 메모리 등)로의 버스

연결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칩 또는 칩셋은 예를 들면, 컴퓨터 랙(100)에 설치된 것과 같은 다른 컴퓨터시스템들로

부터의 전력 요청을 수신하기 위한 버스 연결부(들)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EPTM(250)은 성능 모니터(280), 열전쌍

(265), 및 하나 이상의 관리 정책(255)을 제공하는 정책 처리기에 연결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일 실시예에서, (도 7 내지 도 8에 도시된 예에 기술된) EPTM(250)은 머신 판독가능 저장매체(machine-readable

storage media)로 간주될 수 있는 메모리에 저장된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다. 메모리는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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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 대용량 저장장치와 같은 영구적인 저장 메모리 또는 이들 장치들의 임의의 결합일 수 있다. 일련의 명령어를 실행함

으로써, 처리 유닛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명령어들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여 저장장

치 또는 하나 이상의 다른 컴퓨터시스템(예를 들면, 서버 컴퓨터시스템)으로부터 컴퓨터시스템의 메모리로 로딩될 수 있

다. 명령어들은은 수 개의 저장장치에 동시에 저장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EPTM(250)에 의해 관리되는 컴퓨터시스템들

에 의해 발생되는 (도 6에 도시된 예에 기술된) 더 많은 전력에 대한 요청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 양자 모두

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임의의 특정 결합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또한 컴

퓨터시스템에 의해 실행되는 명령어에 대한 임의의 특정 소스로 제한되지 않는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목표 전력 소비 레벨(PTARGET)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들로 이루어진 그룹을 위한 지원 인프라의 효율성

을 개선하기 위한 기법을 개시하였다. 이 기법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 그룹에 대해 전력 할당을 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전력 할당의 조정은 예를 들면, 온도, 성능, 작업부하, 전력 용량, 냉각 용량, 비용, 가용도 등을 포함한 하나 이상

의 인자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컴퓨터시스템 관리시 관리 정책을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기술되었지만, 이들 실시예들에 다양한 변경 및 변형이 청구의 범위에 개시된 본 발명

의 보다 넓은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행해질 수 있음은 명백할 것이다. 따라서 명세서 및 도면은 제한적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을 제어함으로써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관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가 감소될 경우,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은 제1 전력 목표로부터 제2

전력 목표로 감소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가 증가될 경우,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은 상기 제1 전력 목표로부

터 제3 전력 목표로 증가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은 가용 전력이 충분한 경우에 증가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은, 가용 전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2 컴퓨터시스템에 할당

된 전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증가되는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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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은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가 상기 제2 컴퓨터시스

템에 할당되는 전력보다 작은 경우에 감소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는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과 관련된 경보(warning)에 응답하여 감

소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경보는 불충분한 냉공기(cool air)와 관련된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경보는 높은 열 에너지와 관련된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경보는 가용 전력의 변동과 관련된 방법.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는 하나 이상의 정책(policies)을 기반으로 하여 감소되거나 혹은 증

가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은 비용기반 정책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은 시간기반 정책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은 수수료기반 정책(fee-based policy)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은 요금기반 정책(rate-based policy)을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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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은 비용기반 정책, 시간기반 정책, 수수료기반 정책 및 요금기반 정책을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16.

  제1 컴퓨터시스템에 대해 각각이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량과 관련있는 하나 이상의 목표 전력(target

power)을 정의하는 단계;

  제1 목표 전력으로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을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가 상기 제1 목표 전력에 근접하는 경우,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에 더 많은 전력을 할

당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더 많은 전력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요청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충분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는,

  제2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이 감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은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의 성능에 최소한의 영향을 줄 경우

에 감소될 수 있는 방법.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전력이 없는 경우,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구성소자

로 전달되는 전력이 조절되는(throttle) 방법.

청구항 21.

공개특허 10-2005-0102113

- 13 -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전력이 있는 경우, 제2 목표 전력으로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을 설정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목표 전력은 상기 제1 목표 전력보다 더 높은 방법.

청구항 23.

  컴퓨터시스템에 대해 각각이 상기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과 관련있는 하나 이상의 목표 전력을 정의하는 단계;

및

  상기 하나 이상의 목표 전력 중 어느 것이 상기 컴퓨터시스템을 위해 사용될 것인가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정책을 기반으

로 상기 컴퓨터시스템에 전력을 할당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은 비용기반 정책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비용기반 정책은 상기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낮출 수 있는 목표 전력과 관련된 방법.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은 수수료기반 정책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수수료기반 정책은 상기 컴퓨터시스템이 수수료 또는 서비스 레벨을 기반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목표 전력과 관련된 방법.

청구항 28.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은 요금기반 정책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9.

공개특허 10-2005-0102113

- 14 -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요금기반 정책은 상기 컴퓨터시스템이 공공 전력 회사(a utility power company)에 의해 부과되

는 시간제 요금(time-of-day rates)을 기반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목표 전력과 관련된 방법.

청구항 30.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은 시간기반 정책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기반 정책은 상기 컴퓨터시스템이 예측된 작업부하가 발생될 시기를 기반으로 동작할 수 있

도록 해주는 목표 전력 소비와 관련된 방법.

청구항 32.

  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그룹 내 제1 컴퓨터시스템으로부터 할당되는 전력을 증가시켜 달라는 요청을 수

신하는 단계; 및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요청이 만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상기 그룹 내의 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을 재평가(re-evaluate)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을 재평가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을 포함하

지 않는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을 재평가하는 단계는,

  제2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와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을 비교함으로써,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에 할

당되는 전력이 감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은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 보다는 더 높은 레벨로

감소될 수 있는 방법.

청구항 36.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가 상기 할당된 전력에 근접하게 될 경우 상기 요청이 수신되는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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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7.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이 만족될 수 없는 경우,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의 구성소자로 전달되는 전력이 조절되는 방

법.

청구항 38.

  시스템에 의해 실행가능한 일련의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서,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시스템에

의해 실행될 경우 상기 시스템으로 하여금,

  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그룹 내 제1 컴퓨터시스템으로부터 할당된 전력을 제1 전력량으로부터 제2 전력

량으로 증가시켜 달라는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요청이 만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상기 그룹 내 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 그

룹으로 할당되는 전력을 재평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을 재평가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을 포함하

지 않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재평가 단계는,

  제2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량이 감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량과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량은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 레벨보다는 더

높은 양으로 감소될 수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2.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가 상기 제1 할당된 전력량에 근접할 경우 상기 요청이 수신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3.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력량과 상기 제2 전력량은 사전결정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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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4.

  시스템에 의해 실행가능한 일련의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서,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시스템에

의해 실행될 경우 상기 시스템으로 하여금,

  제1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을 제어함으로써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관리하는 단계- 상기 제1 컴

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가 감소될 경우,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은 제1 목표 전력으로부터 제2 목표 전력

으로 감소됨 -를 포함하는 방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가 증가될 경우,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은 상기

제1 목표 전력으로부터 제3 목표 전력으로 증가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은 가용 전력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 증가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가용 전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2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상기 제1 컴퓨

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이 증가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은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가 상기 제2 컴퓨터시

스템에 할당되는 전력보다 작은 경우에 감소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9.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는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과 관련있는 경보에 응답하여 감소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경보는 불충분한 냉공기와 관련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1.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경보는 높은 열 에너지와 관련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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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2.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경보는 가용 전력의 변동과 관련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3.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경보는 가벼운 작업부하(a light workload)와 관련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4.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는 하나 이상의 정책을 기반으로 감소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은 비용기반 정책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6.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은 시간기반 정책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7.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은 수수료기반 정책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8.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은 요금기반 정책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9.

  시스템에 의해 실행가능한 일련의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서,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시스템에

의해 실행될 경우 상기 시스템으로 하여금,

  제1 컴퓨터시스템에 대해 각각이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량과 관련있는 하나 이상의 목표 전력 레벨을

정의하는 단계;

  제1 목표 전력으로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을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가 상기 제1 목표 전력에 근접할 경우,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에 더 많은 전력을 할당

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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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포함하는 방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60.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더 많은 전력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요청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충분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는,

  제2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이 감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62.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은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에 감소될 수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63.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전력이 없는 경우, 상기 제1 컴퓨터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구성소자

로 전달되는 전력이 조절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64.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요청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전력이 있는 경우, 제2 목표 전력으로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을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65.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목표 전력은 상기 제1 목표 전력보다 더 높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66.

  시스템에 의해 실행가능한, 일련의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서,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시스템에

의해 실행될 경우 상기 시스템으로 하여금,

  컴퓨터시스템에 대해 각각이 상기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된 전력량과 관련있는 하나 이상의 목표 전력을 정의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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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컴퓨터시스템을 위해 사용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목표 전력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정책을 기반으로 상기 컴퓨터시

스템에 전력을 할당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67.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은 비용기반 정책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68.

  제67항에 있어서, 상기 비용기반 정책은 상기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낮춤으로써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목표

전력과 관련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69.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은 수수료기반 정책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70.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수수료기반 정책은 상기 컴퓨터시스템이 수수료 또는 서비스 레벨을 기반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목표 전력과 관련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71.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은 요금기반 정책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72.

  제71항에 있어서, 상기 요금기반 정책은, 상기 컴퓨터시스템이 공공 전력 회사에 의해 부과되는 시간제 요금을 기반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목표 전력과 관련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73.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은 시간기반 정책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74.

  제73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기반 정책은 상기 컴퓨터시스템이 예측된 작업부하가 발생될 시기를 기반으로 동작할 수 있

도록 해주는 목표 전력과 관련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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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기반 정책, 수수료기반 정책, 요금기반 정책 및 시간기반 정책 중 하나 이상을 기반으로 하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에

전력을 할당하기 위한 제어기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76.

  제75항에 있어서, 상기 비용기반 정책은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과 관련있는 비용을 제어하는

것과 관련된 시스템.

청구항 77.

  제75항에 있어서, 상기 수수료기반 정책은 서비스 레벨을 유지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시스템.

청구항 78.

  제75항에 있어서, 상기 요금기반 정책은 전력 공공 회사에 의해 부과되는 시간제 요금(time-dependent rate)과 관련된

시스템.

청구항 79.

  제75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기반 정책은 예측된 작업부하가 발생될 시기와 관련된 시스템.

청구항 80.

  제7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과 관련된 전력 소비 및 목표 전력을 기반으로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시스템에 전력을 할당하는 시스템.

청구항 81.

  제1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을 제어함으로써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관리하기 위한 제어기

  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가 감소될 경우, 상기 제어기는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을 감소시키

는 시스템.

청구항 82.

  제8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을 제1 레벨로부터 제2 레벨로 감소시키는 시

스템.

청구항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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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벨과 상기 제2 레벨은 사전결정되는 시스템.

청구항 84.

  제8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가 증가될 경우, 상기 제어기는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을 증가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85.

  제84항에 있어서, 가용 전력이 충분할 경우, 상기 제어기는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을 제1 레벨로부터

제3 레벨로 증가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86.

  제8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벨과 상기 제3 레벨은 사전결정되는 시스템.

청구항 87.

  제85항에 있어서, 가용 전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상기 제어기는 제2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을 감소시키는 시

스템.

청구항 88.

  제8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의 전력 소비가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이 감소되는 시스템.

청구항 89.

  제1 컴퓨터시스템 및 제2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 및

  상기 제어기에 연결된 성능 모니터(a performance monitor)

  를 포함하고,

  상기 성능 모니터는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과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의 성능을 감시하고, 상기 성능 모니터는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의 성능이 증가할 경우,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에 추가 전력을 할당하도록 상기 제어기에게 요청하는 시스

템.

청구항 90.

  제8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되는 전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에

추가 전력을 할당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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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1.

  제8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에 연결된 온도 모니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온도 모니터는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과 관련있는 온도를 감시하고, 상기 온도 모니터는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의

온도가 낮아질 경우,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에 할당된 전력을 감소시키도록 상기 제어기에게 요청하는 시스템.

청구항 92.

  제8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에 연결된 정책 처리기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정책 처리기는 상기 제1 컴퓨터시스템과 상기 제2 컴퓨터시스템에 전력을 할당할 때 따라야 하는 전력 할당 정책을

상기 제어기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청구항 93.

  제92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할당 정책은 비용기반 정책, 수수료기반 정책, 요금기반 정책 및 시간기반 정책을 포함하는

시스템.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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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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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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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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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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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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