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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분산된 노드 환경에서의 현장 교체 가능형 유닛의 결함분리를 위한 1차 에러 소스의 식별 방법, 메카

니즘 및그의 컴퓨터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전파하여 2차 에러를 유발시키는 1차 에러 소스를 식별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이 방법은

컴퓨터 부품(예를들어, 프로세싱 유닛)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복수의 카운터를 초기화시키고, 컴퓨터 부품이 작동할

때 카운터를 증분시키지만 소정의 카운터에 관련된 컴퓨터 부품이 에러를 검출할 때에는 그 소정의 카운터를 중지시키며,

그리고나서 어느 카운터가 최저 카운트값을 갖는지를 판정함으로써 행해진다. 카운터는 초기화 신호의 수신시의 상대 지

연량에 기초하여 동기화된다. 에러가 보고될 때, 진단 코드는 최저 카운트값을 갖는 카운터에 관련된 특정 컴퓨터 부품에

대한 에러 이벤트를 로그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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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색인어

에러 소스의 검출, 카운터, 레지스터, 진단 코드, 결함 분리 로직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전반적으로 동일한 4개의 프로세싱 유닛 중의 하나에 대한 내부 상세구조가 도시되어 있는 종래의 대칭형 멀티-프

로세서(SMP) 컴퓨터 시스템을 도시하고 있는 블록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SMP 컴퓨터 시스템의 프로세서에 대한 통신 토폴로지를 예시하고 있는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서 그룹 레이아웃과 통신 토폴로지를 도시하고 있는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특정 프로세싱 유닛이 1차 에러 소스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결함 분리 회로가 사용된 도 3

의 프로세서 그룹내의 프로세싱 유닛(칩) 중의 하나를 도시하고 있는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결함 분리 회로의 일실시예를 예시하는 하이레벨의 모식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간단한 설명>

44a, 44b, 44c, 44d, 44e, 44f : 멀티칩 모듈

46a, 46b, 46c, 46d, 48a, 48b, 48c, 48d : 버스

S, T, U, V : 프로세싱 유닛

56a, 56b : 프로세서 코어

58 : 메모리 서브시스템

60 : 결함 분리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복잡한 통신 토폴로지(communication

topology)에서 상호접속되는 다수의 부품 중 어느 하나의 부품, 특히 프로세싱 유닛, 메모리 디바이스 등과 같은 현장 교체

가능한 유닛으로부터 야기될 수도 있는 시스템 에러의 소스를 판정하는 개량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대칭형 멀티-프로세서 컴퓨터 시스템(10)의 기본 구조가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컴퓨터 시스템(10)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 그룹에 배열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싱 유닛을 가지며, 도시된 시스템에서는 프로세서 그룹(14)에

4개의 프로세싱 유닛(12a, 12b, 12c 및 12d)이 존재한다. 프로세싱 유닛은 패브릭 버스(fabric bus)(16)를 통해 시스템

(10)의 다른 부품과 통신한다. 패브릭 버스(16)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 프로세서(18a, 18b), 시스템 메모리 디바이

스(20) 및 각종의 주변장치(22)에 접속된다. 추가의 프로세서 그룹을 상호접속시키기 위해 프로세서 브릿지(24)가 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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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10)은 펌웨어(도시되지 않음)[이 펌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적인 입력/출력 로직

을 저장하고, 컴퓨터 시스템이 최초에 시동(부팅)될 때마다 주변장치들 중 하나로부터 운영체계를 탐색해내어 로드하는 것

임]를 포함하여도 좋다.

시스템 메모리 디바이스(20)(RAM)는 프로세싱 유닛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및 연산자 데이타를 휘발성(일시적) 상

태로 저장한다. 주변장치(22)는 예를들어 PCI 호스트 브릿지를 사용하는 주변 부품 상호접속(PCI :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로컬 버스를 통해 패브릭 버스(16)에 접속될 것이다. PCI 브릿지는 적은 레이턴시(대기시간)

경로(low latency path)를 제공하며, 이 경로를 통해 프로세싱 유닛(12a, 12b, 12c 및 12d)은 버스 메모리 또는 I/O 어드

레스 공간내의 어느 곳에 있는 PCI 장치라도 액세스할 수 있다. PCI 호스트 브릿지(22)는 또한 고대역폭 경로를 제공하여

PCI 장치가 RAM(20)을 액세스하도록 한다. 이러한 PCI 장치는 네트워크 어댑터와; 영구 저장 장치(예를들어, 하드 디스

크)에의 상호접속을 제공하는 소규모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SCSI; 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어댑터와; 키

보드, 디스플레이 장치에 접속된 그래픽 어댑터 및 디스플레이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그래픽 포인팅 장치(마우스)를

포함한 입력/출력(I/O) 장치에의 접속을 위한 산업 표준 아키텍쳐(ISA; 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확장 버스와 같

은 확장 버스 브릿지를 포함할 수 있다.

대칭형 멀티-프로세서(SMP; Symmetric Multi-Processor) 컴퓨터에서는 프로세싱 유닛(12a, 12b, 12c 및 12d) 모두가

전반적으로 동일하다. 즉, 이들 프로세싱 유닛 모두는 공통적인 명령어 및 프로토콜 세트 또는 서브세트를 사용하여 연산

하며, 전반적으로 똑같은 아키텍쳐를 갖는다. 프로세싱 유닛(1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프로세싱 유닛은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명령어를 실행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 코어(26a, 26b)를 포함할 것이다. 일례의 프

로세서 코어는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 Corp.에 의해 시판되는 PowerPC™ 프로세서를 포함하며, 이 프로세서

는 각종의 실행 유닛, 레지스터, 버퍼, 메모리 및 기타 기능 유닛이 모두 집적회로에 의해 형성되는 단일의 집적회로 슈퍼

스칼라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성한다. 프로세서 코어는 명령어 축약형 컴퓨팅(RISC;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ing) 기술에 따라 동작할 것이며, 슈퍼스칼라 아키텍쳐의 성능을 추가로 향상시키기 위해 명령어의 파이프라인화

(pipelining) 및 비순차 실행(out-of-order execution) 모두를 채용할 것이다.

각각의 프로세서 코어(12a, 12b)는 고속 메모리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구현된 온보드(L1) 캐쉬(실제적으로, 별도의 명령어

캐쉬와 데이타 캐쉬)를 포함한다. 캐쉬는 흔히 프로세서에 의해 반복적으로 액세스될 수도 있는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시스템 메모리(20)로부터 값을 로딩하는 장시간의 단계를 회피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프로세싱

유닛은 개별적으로 코어(26a, 26b)의 일부가 되는 양쪽 L1 캐쉬를 메모리 콘트롤러(30)와 함께 지원하는 제2 레벨(L2) 캐

쉬(28)와 같은 또다른 캐쉬를 포함할 수 있다. 패브릭 버스(16)를 통해 액세스될 수 있는 L3 캐쉬(32)와 같은 추가의 캐쉬

레벨이 제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캐쉬 레벨은 최상위 레벨(L1)에서 최하위 레벨(L3)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더 많은 정

보를 저장할 수 있지만, 액세스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을 갖는다. 예를들어, 프로세서내의 온보드 L1 캐쉬는 128 KByte

메모리의 저장 용량을 가질 것이고, L2 캐쉬(28)는 512 KByte의 저장 용량을 가질 것이며, L3 캐쉬(32)는 2 MByte의 저

장 용량을 가질 것이다. 하자(瑕疵)있는 프로세싱 유닛 부품의 수리/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각의 프로세싱 유닛

(12a, 12b, 12c 및 12d)은 교체가능한 회로 기판, 플러그 결합가능한 모듈 또는 유사한 현장 교체가능한 유닛(FRU; Field

Replaceable Unit)의 형태로 구성될 것이며, 이들은 모듈 형태로 시스템(10)에 용이하게 교환해 넣거나 뺄 수 있다.

멀티-프로세서 컴퓨터 시스템은 크기와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각종 부품에서 발생하는 에러의 진단 및 정

정에 대한 강조가 증대되고 있다. 이들 부품에 이식된 에러 정정 코드(ECC; Error Correction Code) 로직에 의해 일부 에

러가 정정될 수 있기는 하지만, 정정 코드가 정정 및 검출할 수 있는 에러의 수에 있어서 정정 코드가 한계를 나타내기 때

문에 여전히 이들 에러의 원인을 판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ECC 코드는 SEC/DED 타입(Single

Error Correct/Double Error Detect Type)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정정 가능한 에러가 발생할 때, 2차 에러가 정정 불

가능한 에러를 야기하여 시스템이 고장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히 하자 부품의 FRU 교체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컴퓨터 시스템에 시스템 에러를 초래하는 결함 또는 하자가 생기면, 그러한 시스템 오염은 SMP 패브릭에 접

속된 다른 칩들 또는 디바이스들로 흘러들어가는 2차 에러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1차 에러의 발원 소스(original

source)를 판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오염은 복구 가능한 상태 또는 체크스톱(checkstop)(시스템 결함)

상태 중의 한 상태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다수의 에러는 퍼포먼스 이슈(performance issue)로 인해 전파가 허용된다. 즉

시 에러 정정 방식(in-line error correction)은 시스템에 상당한 지연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ECC 방식은 데이타 패킷

의 소스 또는 중간 노드에서가 아닌 데이타 패킷의 최종 목적지(데이타 "소비자")에서만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복구 가

능한 에러에 대해, 원하지 않은 레이턴시를 시스템에 추가함이 없이 데이타를 포워딩하기 전에 ECC 정정을 행하기에는 충

분한 시간이 부족하곤 하여서, 불량 데이타가 후속 노드 또는 칩에 고의적으로 전파될 수도 있다. 복구 가능한 에러 및 체

크스탑 에러 모두에 대해, 진단용 펌웨어가 시스템을 분석하고 에러의 1차 소스를 확실하게 판정할 수 있어서 적절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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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정 동작은 부품의 예방적인 수리, 선택된 리소스의 구성해제(deconfiguration)

및/또는 하자 부품이 정상 작동 유닛(fully operational unit)으로 교환 제거될 수 있는 FRU인 경우 하자 부품의 교체를 위

한 서비스 요청을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10)에 대하여, 에러 발생의 최초 원인을 분리시키기 위해 사용된 방법은 각각의 부품에 하나씩 배치된 복수의 카운

터 또는 타이머와, 부품들간에 루프를 형성하는 통신 링크를 활용한다. 예를들어, 시스템(10)의 프로세서를 위한 통신 토

폴로지가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복수의 데이타 경로 또는 버스(34)가 토폴로지내의 인접 프로세서 코어간의 통신을 허용

한다. 각각의 프로세서 코어는 고유 프로세서 식별 번호가 할당된다. 일실시예에서, 한 프로세서 코어, 이 경우에는 코어

(26a)가 1차 모듈로써 지정된다. 이 1차 모듈은 프로세싱 유닛(12b)내의 프로세서 코어 중의 한 코어에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 버스(34)를 갖는다. 통신 버스(34)는 데이타 비트, 제어 비트 및 에러 비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종래 기술의 설계에

서, 소정 프로세서 코어내에 있는 각각의 카운터는 에러가 최초로 검출될 때 증분을 개시하며, 시스템 에러 표식이 전체 버

스 토폴로지를 경유하여[버스(34)내의 에러 비트를 통해] 그 소정 코어에 돌아온 후, 카운터는 정지한다. 이어서, 카운터

는 카운트값이 최고인 부품(1차 에러 소스를 나타냄)을 식별하기 위해 검사될 수 있다.

결함 분리(fault isolation; 결함 파급효과 방지라고도 함)에 대한 이 방법은 단순 링(단일-루프) 토폴로지에서는 실현 가능

하기는 하지만, 예를들어 통신 토폴로지에서 십자로 교차하는 다중 루프를 가질 수도 있는 더 복잡한 프로세싱 유닛 구조

에서는 실행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카운트값이 최고인 카운터가 하자 부품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

다. 그 이유는, 1차 에러를 겪고 있는 칩이 정확하게 어느 칩인지 그리고 특정 데이타 또는 명령어 패킷이 패브릭 토폴로지

를 따라 어떻게 라우팅되고 있는지 판정되는 것이 예측 불가능하게, 에러가 토폴로지를 통해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

함 분리 시스템이 판정을 위해 부품을 모니터할 수 있는 중앙 제어 포인트를 갖는 것으로 설계될 수도 있지만, 현대의 전산

화(컴퓨팅)에 있어서의 추세는 이러한 중앙 제어가 시스템 전체 셧다운을 초래할 수 있는 단일 고장 포인트를 제공하기 때

문에 이러한 중앙 제어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통신 토폴로지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결함을 분리시켜

다수의 부품 중에서 시스템 에러의 소스를 정확하게 지적해내는 향상된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방법이

추가의 상호접속으로 칩 배선을 추가로 복잡하게 하지 않고 부품간의 현존 경로를 활용할 수 있다면 추가의 장점이 될 것

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한 목적은 에러의 소스를 식별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향상된 진단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토폴로지적으로 복잡한 통신 경로와 함께 하는 프로세서 코어와 같은 부품을 갖는 컴퓨터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다른 컴퓨터 부품에 전파되어 이들 부품에서 2차 에러를 발생할 수도 있는 에러의 1차 소스의 위

치를 확인해내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술한 목적은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분을 통해 전파하여 2차 에러를 발생하는 에러의 1차 소스를 식별하는 방법으로 달성

되며, 상기 방법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부품(예를들어, 프로세싱 유닛)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복수의 카운터를 초기

화하는 단계와, 컴퓨터 부품이 작동할 때에는 카운터를 증분시키지만 그 카운터의 관련 컴퓨터 부품이 에러를 검출한 때에

는 소정 카운터를 일시중지시키는 단계와, 어느 카운터가 최저 카운트값을 갖는지를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 카운터

는 1차 에러 소스가 되는 컴퓨터 부품에 해당한다. 카운터는 초기화 신호의 수신시의 상대 지연량(relative delays)에 기초

하여 동기화된다. 소정 카운터는 그 카운터와 동일한 집적회로칩 상에 있는 부품에서의 에러의 검출 또는 상이한 집적회로

칩으로부터의 에러 신호의 검출의 결과로 일시중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에러가 보고될 때, 진단 코드는 최저 카운트값을

갖는 카운터에 관련된 특정 컴퓨터 부품에 대해 에러 이벤트를 로그(log)한다.

카운터가 현재의 카운트를 제로 부근으로 할때[모듈로 방식(nodulo fashion)]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방지하

기 위해, 각각의 카운터는 각각의 카운터에 대한 최대 카운트값이 컴퓨터 부품 토폴로지 전체의 최대 에러 전파 지연량의

적어도 2배인 사이클 타임에 대응하도록 충분한 저장용량이 제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진단 코드는 임의의 낮은 랩어라운

드 값(wraparound value)을 인식하고, 어느 카운터가 진정한 최소 카운트를 갖는지를 판정할 때에 최대 카운트를 적절하

게 더한다. 복구 가능한 에러의 결과로 나타나는 장치 결함(hard fault)[즉, "스턱(stuck)" 비트]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추

가로 방지하기 위해, 결함 분리 제어는 컴퓨터 부품간의 통신 경로를 활동정지시키고, 그 컴퓨터 부품상의 결함 분리 레지

스터를 클리어하며, 그리고나서 통신 경로를 재개시킬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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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전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뿐만 아니라 추가의 목적, 특징 및 장점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서 더욱 명백해질 것

이다.

상이한 도면에서의 동일한 도면 참조부호의 사용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도면, 특히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대칭형 멀티-프로세서(SMP)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서 그룹

(40)의 일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이 특정 실시예에서, 프로세서 그룹(40)은 프로세싱 유닛의 3개의 드로워(drawer)

(42a, 42b 및 42c)로 구성된다. 3개의 드로워만이 도시되어 있지만, 프로세서 그룹은 더 적은 수 또는 추가의 드로워를 가

질 수 있다. 드로워는 SMP 시스템에의 물리적인 설치를 위해 관련 프레임내로 슬라이드 결합되도록 기계적으로 설계된다.

프로세싱 유닛 드로워의 각각은 2개의 멀티-칩 모듈(MCM)을 갖는다. 즉, 드로워 42a는 MCM 44a와 44b를 갖고, 드로워

42b는 MCM 44c와 44d를 가지며, 드로워 42c는 MCM 44e와 44f를 갖는다. 이 경우에도, 상기 구성은 드로워당 2개 이상

의 MCM을 포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각각의 MCM은 4개의 집적회로칩 또는 개별적인 프로세싱 유닛을 갖는다(5개 이상

또는 3개 이하로 제공될 수도 있다). 소정 MCM를 위한 4개의 프로세싱 유닛은 문자 "S", "T", "U" 및 "V"로 표기된다. 따

라서, 도 3에 도시된 총 24개의 프로세싱 유닛 또는 칩이 존재한다.

각각의 프로세싱 유닛은 전송된 데이타 및 명령어의 타겟팅(targeting)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유 식별 번호(PID)가 할당

된다. MCM 중의 하나, 이 경우에는 MCM 44a가 1차 모듈로 지정되고, 그 모듈의 1차 칩 S가 서비스 프로세서에 의해 직

접 제어된다. 각각의 MCM은 현장 교체 가능한 유닛(FRU)으로써 제조되어 특정 칩이 하자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 모듈 또

는 드로워내의 다른 부분의 필연적인 동반 교체없이도 신규의 기능 유닛으로 교환 제거될 수 있다. 이와 달리, FRU는 기술

자의 숙련도, 즉 FRU가 드로워의 구성 및 고객 환경에서 얼마나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는지에 따라 드로워 자체(바람직한

실시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프로세서 그룹(40)은 도 1과 관련하여 설명되는 바와 같이 추가의 메모리 계층, 통신 패브릭 및 주변장치와 같은 다른 부품

들을 포함할 수도 있는 SMP 시스템에의 사용에 적합화된다. SMP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운영체계로는 특정 부품, 즉 FRU

가 시스템의 나머지 부품이 실행중인 동안에 오프-라인 상태가 되도록 하여 FRU의 교체가 전체 시스템을 다운 상태로 하

지 않고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계가 바람직하다.

통신 패브릭을 통해 이용 가능한 상호접속외에도 성능 상의 이유로 특정의 칩간에 다양한 데이타 경로가 제공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들 경로는 약간의 드로워간 버스(46a, 46b, 46c 및 46d)와 드로워내 버스(48a, 48b 및 48c)를 포함한

다. 또한 소정 프로세싱 칩을 그 동일 모듈 상의 모든 다른 프로세싱 칩에 접속시키는 모듈내 버스도 존재한다. 일례의 실

시예에서, 이들 경로의 각각은 128 비트의 데이타, 40 제어 비트 및 1 에러 비트를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

은 S 칩 접속(46, 48)과 유사하게, T 칩을 다른 T 칩과 접속시키고, U 칩을 다른 U 칩과 접속시키고, V 칩을 다른 V 칩과

접속시키는 버스가 존재할 것이다. 그들 버스는 도시의 간략화를 위해 생략되었다. 이 특정 실시예에서, 모든 이들 칩간에

존재하는 버스 인터페이스가 에러 신호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 에러 신호는 토폴로지 복잡도를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최

대 접속도와 에러 전파 속도를 달성하도록 도시된 칩상에서 유일하게 실제적으로 사용된다.

도 4를 참조하면, 프로세싱 유닛의 각각은 전반적으로 동일하고, 소정 칩(50)은 필수적으로 복수의 클럭 제어된 부품(52)

및 독립 실행 부품(free-running component)(54)으로 구성된다. 클럭 제어된 부품은 2개의 프로세서 코어(56a, 56b), 메

모리 서브시스템(58) 및 결함 분리 회로(60)를 포함한다. 하나의 집적회로칩 상에 2개의 프로세서 코어가 포함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더 많거나 더 적은 수의 프로세서 코어가 존재할 수도 있다. 각각의 프로세서 코어(56a, 56b)는 그 자신

의 제어 로직과, 별도의 실행 유닛, 레지스터 및 버퍼의 세트와, 각각의 제1 레벨(L1) 캐쉬(각각의 코어내의 별도의 명령어

및 데이타 캐쉬)를 갖는다. 코어내의 L1 캐쉬 및 로드/저장 유닛은 메모리 계층으로부터 데이타를 판독하고 메모리 계층에

데이타를 기입하기 위해 메모리 서브시스템(58)과 통신한다. 메모리 서브시스템(58)은 제2 레벨(L2) 캐쉬 및 메모리 콘트

롤러를 포함할 것이다. 프로세서 코어 및 메모리 서브시스템은 전술한 절에서 설명된 데이타 경로에로의 인터페이스(62)

를 통해 다른 칩과 통신할 수 있다.

칩(50)의 독립 실행 부품은 스캔 통신(SCOM : Scan Communication) 콘트롤러(66) 및 스캔 링 콘트롤러(68)에 접속되는

JTAG 인터페이스(64)를 포함한다. JTAG 인터페이스(64)는 칩(50)의 내부 제어 인터페이스와 서비스 프로세서간의 액세

스를 제공한다. JTAG 인터페이스(64)는 테스트 액세스 포트 및 바운더리-스캔 아키텍쳐에 관한 전기 전자 기술자 협의회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표준 1149.1에 따른다. SCOM은 시스템 클록을 실행중인 상태

로 남겨두면서 내부 레지스터의 판독 및 기입을 허용하는 JTAG 프로토콜에의 연장이다.

등록특허 10-0637780

- 5 -



SCOM 콘트롤러(66)는 클록 콘트롤러(70) 및 직렬-병렬 변환기(72)에 접속된다. SCOM 콘트롤러(66)는 클록이 여전히

실행하면서 서비스 프로세서로 하여금 클록 제어된 부품에 위치된 "위성"을 추가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 이들 SCOM 위

성은 부품내의 각종 기능을 인에이블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내부 제어 및 에러 레지스터를 갖는다. SCOM 콘트롤러

(66)는 또한 서비스 프로세서의 수반을 요구하지 않고서도 더 많은 칩-대-칩 통신을 제공하는 외부 SCOM(또는 XSCOM)

인터페이스에도 접속될 것이다. SCOM 위성 및 XSCOM 칩-대-칩 인터페이스의 추가의 세부사항은 본 명세서의 미국 출

원과 동일자로 미국 출원되고 본 명세서에 참조되는 "CROSS-CHIP COMMUNICATION MECHANISM IN

DISTRIBUTED NODE TOPOLOGY"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출원번호 10/xxx,xxx호(대리인 문서관리 번호

AUS920030211US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캔 링 콘트롤러(68)는 함수 클록이 정지된 내부 래치 상태에 정상적인 JTAG

스캔 함수(LSSD 타입)를 제공한다.

프로세서 그룹(40)내의 프로세싱 유닛의 각각이 도 4에 도시된 구조를 포함하지만, 특정 프로세싱 유닛 또는 유닛의 서브

세트가 추가 포트와 같이 필요시 특수한 기능장치에 제공될 것이다.

도 5를 참조하면, 결함 분리 회로(60)가 매우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프로세싱 칩(또는 더욱 보편적으로는 SMP 시

스템내의 임의의 FRU)은 결함 분리 회로내에 커운터/타이머(76)를 갖는다. 이들 카운터는 어느 부품이 시스템의 다른 "다

운스트림" 부품에 전파되어 2차 에러를 발생할 수도 있는 에러의 1차 소스인지를 판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배경 기술의 설

명부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의 결함 분리 기술은 에러가 검출될 때 개시하는 카운터를 사용하고, 에러가 링 토폴

로지를 가로지른 후에 정지한다. 그러므로 카운트값이 가장 큰 카운터가 에러의 소스에 해당한다. 반대로, 본 발명은 부팅

시(또는 에러 이벤트 이전의 몇몇 다른 공통 초기화 시각)에 카운터(76)의 전부를 개시시키고, 그리고나서 에러 상태를 검

출하는 즉시 소정 카운터가 즉각적으로 정지된다. 카운트값이 가장 적은 카운터가 에러의 발원 소스인 부품을 식별한다.

카운터(76)는 에러 신호에 의해 작동되는 래치(78)에 의해 에러의 최초 발생시에 동결, 또는 일시중지된다. 에러 신호는 에

러 정정 코드(ECC) 회로, 함수 제어 체커, 또는 코어(56a, 56b)나 메모리 서브시스템(58)에 관련된 패리티 체킹 회로로부

터 내부적으로 오거나, 데이타 경로에 포함된 단일 비트 에러 라인으로부터 외부적으로 온다. 서비스 프로세서내에서 실행

되는 프로세서 런타임 진단 코드는 에러가 결함 분리 회로(60)에 의해 검출되는 최초의 순간에 대응하는 최저 카운트를 어

느 카운터가 갖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JTAG 인터페이스를 통해 카운터(76)를 검사할 수 있다. 진단 코드는 1차 소스로써

식별된 대응 부품에 대한 에러 이벤트를 로그할 것이다. 복구 가능한 에러에 대해, 전체 프로세스는 프로세서가 여전히 실

행하면서 발생한다. 이 향상된 결함 분석은 결함이 발생한 후의 더욱 신속한 수리 및 더 많은 가동시간(uptime)의 결과로

나타난다. 소정 FRU에 대한 최초 보고된 에러에 관해 서비스 호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에러 정보는 진단 코드에 의해

수집될 수 있으며, 특정 FRU에 대한 에러의 수가 관련된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호출이 이루어진다. 이 방식은

시스템으로 하여금 반드시 하자 하드웨어를 나타내주지는 않는 분리된 "소프트 오류" 이벤트와, 결함 또는 하자를 겪고 있

는 부품을 나타내주는 더 영구적인 혹은 "장치 오류" 이벤트간의 구별을 가능하게 한다.

각각의 카운터(76)에 대한 클록 (증분) 주파수는 동일하지만, 카운트의 적절한 해석을 보장하기 위해 카운터의 전부가 동

기화되어야만 한다. 동기화는 부팅시에 수행될 수 있다. 예시의 실시예에서, 단일 비트 에러 라인이 동기화 신호를 위해 사

용되지만, 이와 달리 별도의 신호가 제공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스템이 최초로 기동될 때, 카운터(76)를 리셋시

키는 동기화 로직(80)을 작동시키도록 에러 신호가 사용될 수 있다. 동기화 로직(80)은 특정 칩에 대한 에러 신호의 레이턴

시를 감안한다. 즉, 상이한 칩내의 상이한 카운터는 초기화 에러 신호를 수신할시의 상대 지연량에 기초하여 0이 아닌 상

이한 초기화 값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이와 달리 이 레이턴시는 카운터 전부가 0 값으로 리셋된다면 에러 사이클의 다른

끝단에서 진단 코드에 의해 고려될 수도 있다). 모든 카운터는 진단 코드가 에러를 처리한 후에 클리어 및 재동기화된다.

특별화된 동기화 하드웨어(80) 대신, 이와 달리 JTAG 및 SCOM 인터페이스를 통해 카운터를 동기화하도록 서비스 프로세

서가 사용될 수도 있다.

카운터(76)가 제한된 카운트값을 갖기 때문에, 카운터는 카운터가 그 최대값으로 증분될 때에 현재의 카운트를 0으로 하

는 모듈로 패션으로 작동한다. 최대 카운트값이 상당히 작다면, 그것은 진단 코드가 카운트 결과를 오해할 수도 있도록 하

여, 예를들어 실제로 그 카운터가 모듈로 랩어라운드(modulo wraparound)로 인해 더 높은 카운트를 나타낼 때에 카운터

내의 제로값을 최저 카운트로써 식별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각의 카운터는 최대 카운트값이 시스템 주변

의 최대 에러 전파 지연량, 즉 그 대부분의 시간이 에러가 프로세서 그룹(40)을 종단하는데 소요될 것임,의 2배인 사이클

타임(클록 주파수에 기초한)에 대응하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한 저장장치가 제공된다. 이것을 알고 있는 진단 코드는 그것과

발견된 최대 카운트간의 커다란 차이(최대 전파 지연량을 초과하는)에 의해 적은 랩어라운드 값을 인지할 수 있고, 단순히

최저 카운트를 식별할 때의 랩어라운드 값을 모듈로 계산에 넣을 수 있다(예를들어, 최대 카운트 값을 임의의 랩어라운드

값에 가산함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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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가능한 결함(예를들어, ECC 보호된 인터페이스 상의 단일의 "스턱" 비트)의 경우에서, 결함 분리는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결함 분리 레지스터(FIR; Fault Isolation Register)가 클리어될 때, 통신 토폴로지의 주변으로 전파

하는 중앙부에서 또다른 에러가 존재할 수도 있다. 특별한 주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FIR이 클리어될 수 있고, 새로운 중

앙부에서 에러 보고가 개시하여, 중간의 2차 에러를 1차 에러로 잘못 인식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문제점은 임의의

중간 트래픽을 제거하기 위해 통신 경로를 일시적으로 활동정지시키고, 모든 칩에서 FIR 및 카운터를 동기적으로 클리어

하며, 그리고나서 통신 경로를 다시 재개시킴으로써 해소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간 결함 전파(propagation)가 잘

못된 분리 레지스터를 잘못하여 작동시킬 수 없게 된다. 이 활동정지 시간은 매우 짧아서 프로세싱 유닛 또는 I/O 장치는

통신 토폴로지를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중재에 의한 지연량과 다르게 느끼지 못하게 되어, 고객은 진단 코드가 복구 가

능한 에러의 소스를 클리어할 때의 동작정지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을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설명은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당업자라면 본 발

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 개시된 실시예 및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한 각종의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들어, 본

발명은 프로세싱 유닛에 관련된 결함 분리 회로의 내용을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단지 프로세싱 유닛만이 아니라 특히

FRU 같은 컴퓨터 시스템의 어떠한 부품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형은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정신 또는 기술사상으로부터 일탈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분을 통해 전파하고 2차 에러를 유발시키는 1차 에러 소스를 식별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각 복수의 컴퓨터 부품에 관련되어 있는 복수의 카운터를 초기화하는 초기화 단계와;

컴퓨터 부품이 작동할 때 상기 복수의 카운터를 증분시키는 증분 단계와;

상기 복수의 카운터 중의 소정의 한 카운터에 관련된 컴퓨터 부품이 에러를 검출할 때 상기 복수의 카운터 중의 상기 소정

의 한 카운터를 일시중지시키는 일시중지 단계와;

상기 일시중지 단계 후에, 상기 복수의 카운터 중의 어느 카운터가 최저 카운트값을 갖는지를 판정하는 판정 단계

를 포함하는 1차 에러 소스의 식별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화 단계는 초기화 신호의 수신시의 상대 지연량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카운터의 각각을 동기

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1차 에러 소스의 식별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카운터 중의 한 카운터는 집적회로칩 상에 존재하고, 그 동일 회로칩 상에 있는 부품내의 에

러를 검출하는 단계에 응답하여 일시중지되는 것인 1차 에러 소스의 식별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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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카운터 중의 한 카운터는 제1 집적회로칩 상에 있고, 제2 집적회로칩으로부터의 에러 신호를

검출하는 단계에 응답하여 일시중지되는 것인 1차 에러 소스의 식별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단계에 응답하여, 최저 카운트값을 갖는 카운터에 관련된 특정 컴퓨터 부품에 대한 에러 이벤

트를 로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1차 에러 소스의 식별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카운터 중의 한 카운터는 최대 카운트값을 초과하여 한배 또는 그 이상의 배로 증분된 후의

낮은 랩어라운드 값에서 일시중지되며;

상기 판정 단계는 최대 카운트값을 낮은 랩어라운드 값에 가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1차 에러 소스의 식별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컴퓨터 부품간의 통신 경로를 활동정지시키는 활동정지 단계와;

상기 활동정지 단계 후에, 컴퓨터 부품 상의 결함 분리 레지스터를 클리어하는 클리어 단계와;

상기 클리어 단계 후에 통신 경로를 재개시키는 재개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1차 에러 소스의 식별 방법.

청구항 8.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분을 통해 전파하고 2차 에러를 발생하는 에러의 1차 소스를 식별하는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컴퓨터 부품에 각각 관련되고, 각각이 컴퓨터 부품이 작동할 때에 초기화 및 증분되는 복수의 카운터와;

상기 복수의 카운터 중의 소정 카운터에 관련된 컴퓨터 부품이 에러를 검출할 때에 상기 복수의 카운터 중의 상기 소정 카

운터를 일시중지시키는 일시중지 수단과;

상기 복수의 카운터 중의 어느 카운터가 최저 카운트값을 갖는지를 판정하는 판정 수단

을 구비하는 1차 에러 소스의 식별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카운터는 초기화 신호의 수신시의 상대 지연량에 기초하여 동기화되는 것인 1차 에러 소스

의 식별 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카운터 중의 특정 카운터가 집적회로칩 상에 존재하고, 상기 일시중지 수단은 동일 집적회로

칩 상에 있는 부품에서의 에러의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특정 카운터를 일시중지시키는 것인 1차 에러 소스의 식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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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카운터 중의 특정 카운터는 제1 집적회로칩 상에 존재하고, 상기 일시중지 수단은 제2 집적

회로칩으로부터의 에러 신호의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특정 카운터를 일시중지시키는 것인 1차 에러 소스의 식별 장치.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최저 카운트값을 갖는 카운터에 관련된 특정 컴퓨터 부품에 대한 에러 이벤트를 로그하는 진단 코드를 더

포함하는 것인 1차 에러 소스의 식별 장치.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각각의 카운터에는 각각의 카운터에 대한 최대 카운트값이 컴퓨터 부품 주변의 최대 에러 전파 지연량의

적어도 2배인 사이클 타임에 대응하도록 충분한 저장장치가 제공되는 것인 1차 에러 소스의 식별 장치.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수단은 컴퓨터 부품간의 통신 경로를 활동정지시키고, 통신 경로가 활동정지되는 동안 컴퓨터

부품 상의 결함 분리 레지스터를 클리어하며, 그리고나서 통신 경로를 재개시키는 것인 1차 에러 소스의 식별 장치.

청구항 15.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복수의 프로세싱 유닛과;

상기 프로세싱 유닛에 프로그램 명령어 및 연산자 데이타를 제공하는 메모리 계층과;

상기 복수의 프로세싱 유닛 중의 여러 프로세싱 유닛간의 통신을 허가하는 데이타 경로와;

상기 복수의 프로세싱 유닛에 각각 관련되고, 각각이 상기 복수의 프로세싱 유닛이 작동할 때 초기화 및 증분되는 복수의

카운터와;

상기 복수의 카운터 중의 소정 카운터에 관련된 프로세싱 유닛이 에러를 검출할 때에 상기 복수의 카운터 중의 상기 소정

카운터를 일시중지시키는 결함 분리 로직과;

상기 복수의 카운터 중의 어느 카운터가 최저 카운트값을 포함하는지를 판정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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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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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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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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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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