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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계산 환경의 코프로세서 내에서의 비동기 Ｉ／Ｏ 요청들의 관리 방법 및 시스템과 기록 매체

요약

계산 환경의 코프로세서 내에서 입력/출력(I/O) 요청들과 같은 비동기 요청들이 관리된다. 이 비동기 요청들의 관리는

그 비동기 요청들과 관련된 우선순위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 관리는 예컨대, 우선순위 방식을 이용하여 처리될

비동기 요청을 선택하고 그리고/또는 우선순위 방식을 이용하여 자원들을 그 비동기 요청들에 할당하는 과정을 포함

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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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특성들이 합체되어 이용되는 계산 환경의 한 예를 보인 도면.

도 1b는 본 발명의 특성들이 합체되어 이용되는 계산 환경의 다른 예를 보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특성들이 합체되어 이용되는 계산 환경의 다른 구성요소를 보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이용되는 논리적 분할의 한 예를 보인 도면.

도 4a-4b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그룹을 결합하는 분할(partition)과 관련된 논리(logic)의 한 예를 보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그룹으로부터 분할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논리의 한 실시예를 보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분할의 가중치가 그 분할의 수신기 서비스 클래스에 기여를 하도록 증대될 수 있는지

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논리의 한 실시 예를 보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논리 프로세서들의 구성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논리의 한 실시예를 보인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특성들이 합체되어 이용되는 채널 서브시스템의 한 실시예를 보인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처리될 I/O 동작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논리의 한 실시예 보인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I/O 구성이 조정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논리의 한 실시예를 보인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도 10의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논리의 한 실시예를 보인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도 10의 균형유지 체크와 관련된 논리의 한 실시예를 보인 도면.

도 13a-13b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I/O 구성의 불균형을 보정하는 것과 관련된 논리의 한 실시예를 보인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유효 서브시스템들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논리의 한 실시예를 보인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이용되는 명확한 I/O 속도 타겟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논리의 한 실시예를 보인 도

면.

도 16a-22c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엔트로피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I/O 구성의 다양한 예를 보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출원은 각각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본 출원과 동일자로 출원된 출원들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주제

를 포함하고 있다. 하기 열거된 출원들 각각은 참고자료로서 여기에 인용하는 것이다.

발명자 Kubala 등의 이름으로 1999.9.28에 출원된 출원번호 제 09/408,470  호의 "계산 환경의 작업부하를 관리하

기 위해 계산 환경의 공유가능한 자원들에 대한 동적 재배분(Dynamically Redistribution Shareable Resources of 

a Computing Environment to Manager the Workload of that Environment)".

발명자 Kubala 등의 이름으로 1999.9.28에 출원된 출원번호 제 09/407,391 호의 "계산 환경의 분할 그룹들을 관리

하는 방법, 시스템 및 프로그램 제품(Method, System and Program Products for Managing Groups of Partitions 

of a computing Environment)".

발명자 Eilert 등의 이름으로 1999.9.28에 출원된 출원번호 제 09/407,212 호의 "계산 환경의 중앙 처리 유닛 자원들

을 관리하는 방법, 시스템 및 프로그램 제품(Method, System and Program Products for Managing Central Proce

ssing Unit Resources of a computing Environment)".

발명자 King 등의 이름으로 1999.9.28에 출원된 출원번호 제 09/407,594 호의 "계산 환경의 논리 프로세서들을 관

리하는 방법, 시스템 및 프로그램 제품(Method, System and Program Products for Managing Logical Processors

of a Computing Environment)".

발명자 Cwiakala 등의 이름으로 1999.9.28에 출원된 출원번호 제 09/407,544 호의 "계산 환경의 I/O 구성들을 관리

하는 방법, 시스템 및 프로그램 제품(Method, System and Program Products for Managing Configurations of a c

omputing Environment)".

발명자 William J. Rooney의 이름으로 1999.9.28에 출원된 출원번호 제 09/407,453 호의 "I/O 구성 엔트로피를 결

정하는 방법, 시스템 및 프로그램 제품(Method, System and Program Products for Determining I/O Configuratio

n Entropy".

발명자 Rooney 등의 이름으로 1999.9.28에 출원된 출원번호 제 09/407,810 호의 "논리 분할 클러스터들에 자원들

을 할당하는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Assigning Resources to Logical Partition Clusters)".

발명자 Rooney 등의 이름으로 1999.9.28에 출원된 출원번호 제 09/407,514 호의 "논리 분할 클러스터들을 생성 및 

식별하는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Creating and Identifying Logical Partition Clusters)".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계산 시스템 내에서 작업부하(workload)를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특히 논리적으로 분할

된 시스템에서와 같은 그러한 분할 시스템에서 작업부하를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논리 분할(logical partitioning)은 단일의 물리적 머신 또는 중앙 프로세서 복합체(CPC : Central Processor Compl

ex) 내에서 복수의 시스템 이미지들을 구성(establishment)할 수 있게 한다. 각각의 시스템 이미지는 마치 개별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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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스템인 것처럼 동작할 수 있다. 즉, 각각의 논리 분할은 독립적으로 리세트되며 각각의 논리 분할에 대해 다를 수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초기에 로딩될 수 있고 서로 다른 입/출력(I/O)장치들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과 함께 동작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분할된 컴퓨터 시스템의 예들로서, 예컨대 발명의 명칭이 "분할 멀티프로세서 프로그래밍 시스템"인 Guy

ettee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4,564,903호(1986.1.24), 발명의 명칭이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논리적 자원 분할

"인 Beam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4,843,541호(1989.6.27), 발명의 명칭이 "논리적으로 분할된 하드웨어 머신에

서 서버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Kubala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54,040호(1996.10.8)가 있다. 이들은 참

고자료로서 여기에 인용된다.

논리적 분할 시스템의 상업적으로 실시되는 예들에는 예컨대 IBM공보 Processor Resource/Systems Manager Pla

nning Guide, GA22-7236-04(1999년 3월)에 기술된 Processor Resource/Systems Manager TM (PR/SM TM ) 

기능을 갖는 IBM S/390 프로세서가 포함되는데, 이는 참고자료로서 여기에 인용되었다.

논리 분할 시스템의 하나의 중요한 양상은 그 시스템에의 분할들 내에서 실행되는 작업부하(workload)의 관리이다. 

예컨대, S/390 시스템에서 작업부하 관리기들(workload managers)은 그 분할들 사이에서 그 작업부하를 관리하는

데 이용된다. 작업부하 관리기들은 작업(work)을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들(physical resources)에 이동시킴으로써 분

할들(partitions)의 작업부하에 대한 균형(balance)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그 작업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위치가

재설정된 작업에 의해 요구되는 데이터가 그 이동된 위치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비록 논리적으로 

분할된 시스템 내에서 작업부하의 균형을 유지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추가의 요구 및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 기술의 단점들은 계산 환경의 코프로세서(coprocessor) 내에서 비동기 요청(asynchronous request)을 관리하

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해소되고 추가의 장점들이 얻어지게 된다. 본 방법은 예컨대 코프로세서에 의해 하나 이상의

처리될 비동기 요청들을 얻고, 상기 하나 이상의 비동기 요청으로부터 처리될 비동기 요청을 선택하는 과정을 포함한

다. 상기 선택은 상기 하나 이상의 비동기 요청들의 적어도 하나의 요청에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것을 

이용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서, 계산 환경의 코프로세서내에서의 비동기 요청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예컨대, 이 

방법은 코프로세서에 의해 하나 이상의 처리될 비동기 요청을 얻고, 그 코프로세서 내에서 하나 이상의 비동기 요청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상기 관리는 하나 이상의 비동기 요청들 중 적어도 하나의 비동기 요청에 할당되는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를 이용한다.

상기 개략적으로 설명된 방법에 대응하는 시스템 및 컴퓨터 프로그램이 또한 상세한 설명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양상은 우선순위 처리(priority processing)에 근거하여 비동기 요청의 관리

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우선순위 처리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예컨대 코프로세서에서의 큐 동작(queuing) 지연으로

인한 연장 응답 시간의 주파수(예컨대 중요성이 높은 동작 및 시간이 중요한 비동기 동작에 대한)가 최소화된다. 또한

, 우선순위 처리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기준으로서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자원들이 할당된다.

추가의 특징 및 장점들이 본 발명의 기술들을 통해 실현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 및 기술들이 상세히 설명이 되며,

청구의 범위에 설정되어 있다.

본 발명으로서 간주되는 주제가 특별히 강조되며,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청구되고 있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기

타 목적, 특징 및 장점들이 첨부도면을 참조로 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확해 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계산 환경의 작업부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산 환경의 자원들의 할당을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작업부하 

관리 능력이 제공된다. 한 예에서, 이 계산 환경은 복수의 논리적 분할을 포함하며, 이 작업부하는 두개 이상의 분할들

을 통해 관리된다.

본 발명의 작업부하 관리 능력들을 결합하여 이용하는 계산 환경의 한 실시예를 도 1a와 관계하여 설명한다. 계산 환

경(100)은 예컨대 뉴욕 아몬크 소재의 IBM사에 의해 제공되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즈 아키텍춰 (ESA)/390에 기초

한다. ESA/390은 참고자료로서 여기에 인용하는 1997년 IBM 공보 제SA22-7201-04호의 "Enterprise Systems A

rchitecture/390 Principles of Operation"에 기술되어 있다. ESA/390에 기초하는 계산 환경의 한 예는 IBM사에 의

해 제공되는 9672 병렬 엔터프라이즈 서버이다.

계산 환경(100)은 예컨대 하나 이상의 중앙 프로세서(106)(예컨대 CP1-CP4), 하나 이상의 분할(108)(예컨대, 논리 

분할(LP1-LP4) 및 적어도 하나의 논리 분할 관리기(110)를 갖는 중앙 프로세서 복합체를 포함하는 바,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하기에 설명하기로 한다.

중앙 프로세서(106)는 논리 분할들에 할당되는 물리적인 프로세서 자원이다. 특히, 각 논리 분할(108)은 하나 이상의

논리 프로세서들(간략성을 위해 개별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음)을 가지며, 이들 각각은 그 분할에 할당되는 모든 물리

적 프로세서들 또는 그 일부를 나타낸다. 특정 분할(108)의 논리 프로세서들은 그 분할에 전용되거나(따라서, 기초가 

되는 프로세서 자원(106)이 그 분할에 예약될 수 있다) 또는 다른 분할과 공유될 수 있다(따라서, 기초가 되는 프로세

서 자원이 다른 분할에 잠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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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한 특정 예에서, 논리 분할들(LP1-LP4) 각각은(각 논리 분할에 대해 다를 수 있는) 상주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하나 이상의 응용(114)을 갖는 개별 시스템으로서 기능을 한다. 한 실시예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112)은 IBM사에 

의해 제 공되는 OS/390 TM 또는 MVS/ESA TM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또한, 각 오퍼레이팅 시스템(또는 이것의 서브세트)은 하나의 분할 내에서 및 여러 분할들 사이에서 작업부하를 관리

하는 작업부하 관리기(116)를 포함한다. 작업부하 관리기의 한 예는 IBM사에 의해 제공되는 WLM이다. WLM은 예

컨대 참고자료로서 여기에 인용하는 발명의 명칭이 "두개 이상의 독특한 처리 목표에 따른 데이터 처리 시스템 작업

부하 관리 장치 및 방법"인 Aman등에게 허여된 미국특허 제 5,473,773 호(1995.12.5)와 발명의 명칭이 "복수의 독

특한 처리 목표 유형에 따른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 작업부하 관리 장치 및 방법"인 Eilert등에게 허여된 미국특허 

제5,675,739호(1997.10.7)에 기술되어 있다.

논리 분할(108)은 프로세서(106) 상에서 실행되는 마이크로코드에 의해 실시되는 논리 분할 관리기(110)에 의해 관

리된다. 논리 분할(108)(LP1-LP4)과 논리 분할 관리기(110)는 각각 중앙 프로세서와 관련된 중앙 기억장치의 각 부

분들에 상주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논리 분할 관리기(110)의 한 예는 PR/SM 이다.

계산 환경의 추가의 실시예에서, 두개 이상의 중앙 프로세서 복합체가 도 1b에 보인 바와같이 시스플렉스(sysplex)를

형성하도록 서로 결합된다. 한 예에서, 중앙 프로세서 복합체(CPC)(120)는 예컨대 결합 설비(122)를 통해 하나 이상

의 다른 CPC들에 결합된다.

도시된 예에서, CPC(120)는 논리 분할 관리기(126)에 의해 관리되는 복수의 논리 분할들(124)(예컨대, LP1-LP3)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논리 분할들은 작업부하 관리기와 하나 이상의 응용 프로그램(명료화를 위해 본 예에서는 나

타내지 않음)을 가질수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포함한다. 추가로, CPC(120)는 복수의 중앙 프로세서(128)(예컨대

, CP1-CP3)를 포함하며, 이들의 자원들은 복수의 논리 분할들 사이에 할당된다. 특히, 이 자원들은 각 분할의 하나 

이상의 논리 프로세서들(130) 사이에 할당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각 CPC는 하나 이상의 논리 분할 및 하나 이상의 

중앙 프로세서를 가질 수 있다.

결합 설비(122)(구성된 외부 저장 (SES) 프로세서로서 칭하기도 함)는 중앙 프로세서 복합체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기억장치를 포함하며 CPC들의 프로그램들에 의해 요청되는 동작을 수행한다. 이 결합 설비는 공유 자원 재분배 결정

을 행하는데 있어 이용되는 상태 정보의 공유를 위해 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으로 이용된다. 한 실시예에서, 각 중앙 프

로세서 복합체는 복수의 결합 설비들에 결합된다. 결합 설비의 동작에 대한 양상들은 참고 자료로서 여기에 인용되는

발명의 명칭이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결합하는 방법 및 장치"인 Elko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317,739호(1994

.5.31), 발명의 명칭이 "결합 설비를 갖는 멀티프로세싱 시스템에서, 동기 오퍼레이션 또는 비동기 오퍼레이션에서의 

프로세서들과 결합 설비들간의 메시지 통신"인 Elko등에게 허여된 미국특허 제 5,561,809호(1996.10.1) 및 발명의 

명칭이 "결합 설비에서 메시지 수신을 위한 메커니즘"인 Elko등에게 하여된 미국특허 제 5,706,432호(1998.1.6)와 

같은 참조자료에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한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중앙 프로세서들이, I/O 디바이스들과 통신을 하는데 이용되는 적어도 하나의 채널 서브 

시스템에 이용된다. 예컨대, 중앙 프로세서(200)(도 2)는 주 저장부(202) 및 적어도 하나의 채널 서브시스템(204)에 

결합된다. 채널 서브시스템(204)은 또한 하나 이상의 제어 유닛(206)에 결합된다. 제어유닛(206)은 하나 이상의 I/O 

디바이스(208)에 결합된다.

채널 서브시스템은 I/O 디바이스와 주 저장부 사이에 정보가 흐르도록 해준다. 이는 I/O 디바이스들과 직접 통신을 행

하는 중앙 처리 유닛의 태스크를 경감해주며, 데이터 처리가 I/O 프로세스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해준다. 채널 서브시

스템은 I/O 디바이스(208) 안팎으로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는데 있어 통신 링크로서 하나 이상의 채널 경로(214)를 이

용한다.

각 채널 경로(214)는 예컨대 채널 서브시스템(204)의 채널(210), 제어 유닛(206) 및 상기 채널과 제어유닛 사이의 링

크(212)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채널 경로는 복수의 채널들, 제어 유닛들 및/또는 링크들을 가질 수 있다. 또

한, 다른 예에서, 상기 채널 경로의 일부로서 하나 이상의 동적 스위치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 동적 스위치는 채널과 

제어유닛에 결합되어, 그 스위치에 부착된 어떤 두개의 링크를 물리적으로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한다. 채

널 서브시스템들에 관한 추가의 상세 내용이 참고자료로 여기에 인용하는 1996년 6월 12일자로 Casper등에게 허여

된 발명의 명칭이 "채널 명령어들의 처리를 파이프라인하는 방법 및 시스템"인 미국 특허번호 제5,526,484호에 기술

되어 있다.

본 발명의 한 양상에서, 다양한 물리적 자원들이 하나 이상의 작업부하 관리기의 지령하에서 계산 환경의 논리 분할

들을 통해 동적으로 재배분된다. 이와 같은 동적 재배분은 응용 서브 시스템들에 투명하다. 예로써, 재배분될 물리적 

자원들은 CPU 자원, 논리 프로세서 자원, I/O 자원, 코프로세서, 채널 자원, 네트워크 어댑터 및 메모리 자원들을 포

함한다. 한 예로써, 코프로세서는 특별한 기능을 하는 CPC 내의(CPU가 아닌) 마이크로프로세서이다. 코프로세서들

의 예로는 예컨대 채널 서브 시스템, 네트워크 어댑터 및 암호 코프로세서들이 포함된다. 상기 물리적 자원들은 단지 

예로써 제공된다. 다른 공유 가능한 자원들이 또한 본 발명의 사상을 벗어나지 않고 재배분될 수 있다.

한 실시예로서, 자원들의 동적 재배분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논리 분할들이 서로 그룹화되어 그 그룹의 분할들 사이

에서 상기 자원들을 공유하도록 할 수 있다. 각 그룹은 싸이즈가 1분할에서 3분할로 다양할 수 있다. 한 예에서, 하나 

이상의 그룹들이 계산 환경의 모든 분할보다 적은 하나 이상의 분할을 포함한다. 특히, 각 그룹은 예컨대 작업부하 및 

자원들을 배분하도록 공통 작업부하 관리기에 의해 관리되는 머신의 독립적인 도메인들에서 실행되는 하나 이상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포함한다. 한 예에서, 이들 도메인들은 논리적으로 분할된 모드로 수행되는 논리 분할들이며,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은 그 논리 분할들에서 수행되는 OS/390이다. 한 그룹의 논리 분할들은 시스템(예컨대, CPC) 

또는 시스플렉스의 서브세트 분할들일 수 있으며, 전체 시스템 또는 시스플렉스는 (예컨대, 단일 CPC상의) 서로 다른

시스플렉스들 또는 시스템들의 분할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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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프로세서 복합체의 두개의 논리 분할그룹(즉 클러스터)의 한 예가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논

리 분할그룹 A(300) 및 논리 분할그룹 B(302)가 있는데, 이들 각각은 하나 이상의 논리 분할을 포함한다. 논리 분할

들의 그룹화는 자원 할당을 통해 한 그룹의 분할들 사이에서 자원공유(예컨대, 우선순위에 기초한 지원할당)를 가능

하게 한다.

예로써, 공유될 자원들은 CPU 자원, I/O 자원 및 메모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코프로세서 또는 머신이 제공하는 어

떤 다른 공유가능한 자원을 포함한다. 임의의 특별한 논리 분할은 특별한 머신의 모든 자원들에 액세스하거나 또는 할

수 없다. 사실, 복수의 논리 분할 그룹은 단일 머신에서 동시에 동작하도록 정의될 수 있다. 특별한 논리 분할 그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한 논리 분할 그룹을 구성하는 자원들은 상기 그룹에 효과적으로 스코핑(scoping)된

다.

이 스코핑은 어떤 자원들이 각 그룹에 할당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특히, 스코핑은 어떤 자원들이 그 

그룹으로 한정되는지 및 그 그룹에 대해 관리될 수 있는지를 정의한다. 논리 분할 그룹을 구성하는 논리 분할들은 자

원들의 컨테이너로 생각될 수 있다. 이들 컨테이너들은 논리 분할들에 이용될 수 있는 전체 세트의 자원들의 바운드 

내에 존재한다. 이것은 특별한 CPC에서 이용될 수 있는 한 예에서, 상기 자원들의 전체 세트이다.

특별한 논리 분할 그룹(예컨대, 논리 분할 그룹 A)을 구성하는 논리 분할들은 전체 공유가능한 자원들의 특별한 부분

을 할당받는다. 예컨대, 공유 가능한 자원들이 CPU 자원인 것으로 가정해보자. CPU 자원들이 공유되면, 논리 분할 

그룹 A에 포함되는 논리 분할들은 전체 중앙 프로세서 복합체의 CPU 자원의 특별한 부분을 할당받는다. 이들 자원들

은 특별한 그룹 내의 논리 분할들에 의해 공유되며, 뿐만아니라 다른 논리 분할 그룹 내의 논리 분할들 및 어떠한 논리

분할 그룹에도 포함되지 않은 다른 논리 분할들과 공유된다. 따라서, (예컨대, 논리 분할 그룹 내의 한 분할로부터 다

른 그룹 내의 분할로) 어떤 그룹 내의 자원들을 이동시키는 것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작업부하 관리기는 그 그

룹을 포함하는 자원들에 대해 이해뿐만 아니라 보다 큰 컨테이너(예컨대, CPC)가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작업부하를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용되는 측정피드백(예컨대, 결합설비에 저장된 상태정보)

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고객이 정의한 컨테이너들을 이해하기에 충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소정 그룹의 논리 분할들에서 자원할당에 대한 작업부하 관리기가 지령하는 변화들이 그 

컨테이너 싸이즈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즉, 자원들이 그 논리 분할 그룹에 할당된다). 예컨

대, 관리될 자원들이 CPU 자원이고 각 논리 분할이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CPU 처리 가중치를 할당받는다고 가정해보

자. CPU에 상대적인 가중치를 관리하기 위해, 소정그룹에 있는 논리 분할들에 대한 상대적인 가중치의 합은 예컨대 

작업부하 관리기를 통해 그 지령된 변화를 전후하여 일정하게 유지되게 된다. 이는 상기 그룹 및 머신에 존재하는 다

른 논리 분할들로의 고객이 할당한 자원들의 할당을 유지해준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는 그들 자원들이 그들의 지정 소유자들에 의해 이용되지 않을 때 분할

들의 그룹이 정의된 컨테이너보다 큰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

그러나, 그 자원들에 대한 회선쟁탈이 발생하는 한 그 자원들은 정의된 컨테이너 싸이즈(예컨대, 본 예에서는 처리가

중치)에 따라 LPAR 관리기에 의해 관리된다. 그러나, 그 그룹이 그의 컨테이너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 역시 스코핑으로 가능하다. 다른 자원들은 그 자원들의 이용의 정확한 화상을

얻을 수 있도록 단일 그룹으로 완전히 스코핑되어야 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방식에서의 제한은 소정 그룹 밖의 논

리 분할이 그 자원들을 액세스하지 못하게 한다.

상기 내용에 추가로, 논리 분할 그룹 내에서 자원들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외부 변경들의 유효(effect)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작업부하 관리기의 지령하에서가 아닌) 일부 외부수단들을 통해 자원의 할당을 변경시킬 수 있다. 

이는 머신상에 존재하는 실제 작업 부하에서의 변경 또는 그룹 및/ 또는 다른 논리 분할들간의 비지니스 우선순위에

서의 시프트로 인해 행해진다. 이들 변경들이 이루어 질 때, 이들 변경들은 작업부하 관리기에 의해 이해되며, 이들 변

경들의 유효는 합리적으로 배분된다. 논리 분할이 그룹에 추가되거나 또는 이로부터 삭제될 때, 그 그룹 외부의 어떤 

다른 논리 분할이 추가 또는 삭제될 때, 또는 단순히 외부 수단을 통해 프로세싱 가중치 변경이 수행될 때 변화가 발

생한다.

이들 외부 변경이 수행될 때, 컨테이너의 싸이즈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작업부하는 이제 새로운 싸이즈의 컨테이너의 

관리기가 된다.

그룹의 특별한 논리 분할에 기인된 자원들이 외부적으로 변경될 때, 그룹내의 자원들의 재배분이 필요로 된다. 예컨

대, 그룹으로부터 논리 분할이 제거되면, 그 논리 분할과 관련된 프로세싱 가중치가 그 그룹으로부터 삭제된다. 만일 

논리 분할에 대해 현재의 작업부하 관리기가 할당한 가중치가 삭제되는 논리 분할의 가중치(즉, 초기에 논리 분할과 

관련된 프로세싱 가중치)보다 크면, 이들 가중치들간의 차가 그 그룹의 다른 논리 분할에 가산된다. 이는 예컨대 그 

그룹의 다른 논리 분할에서의 기존 가중치의 분산에 비례하여 수행된다. 만일 논리 분할에 대해 현재의 작업부하 관

리기가 할당한 가중치가 논리 분할의 초기 가중치보다 작으면, 이들 가중치들간의 차가 그 그룹의 다른 논리 분할들

로부터 감산된다. 다시, 이는 한 예로서 다른 논리 분할 가중치 할당에 비례하여 수행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룹에 할당된 자원들 및 변경이 허락된 자원들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그룹이 스코핑되어,

작업부하 관리기는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스코핑은 그 그룹들의 확인하에 

프로그램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그 프로그램에 제공한다. 그룹이 변경되면, 그 자원들은 그 변경을 만족하도록 동

적으로 조정된다.

한 실시예에서, 각 자원에 대해 개별 그룹들(클러스터들)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논리 분할 그룹 A는 CPU 자원용으

로 될 수 있으며, 논리 분할 그룹 B는 I/O 자원용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들에서, 하나의 논리 분할 그룹

이 이들 자원들의 서브세트 또는 모든 자원용으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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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에서, LPAR 그룹 스코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논리 분할들은 그들 자체를 하나 이상의 그룹의 분할

들로 간주한다. 그룹을 결합하는것과 관련된 논리의 한 실시예를 도 4a-4b를 참조로 하여 설명한다. 예컨대, 논리 분

할 그룹을 결합하기 위해, 논리 분할로 실행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예컨대, OS/390)은 LPAR 관계자에게 논리 분할

의 어떤 LPAR 그룹이 그의 일부분이 되는지를 표시해 준다(단계 400). 한 예로서, 임의의 명령이 LPAR 그룹 이름을 

LPAR 관리자에게 전달하는데 사용된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LPAR 그룹들 내에서 관리될 각 타입의 자원들에 대한

이름을 명기한다. 따라서, 만일 다른 자원들이 있으면(단계 402), 다른 이름들이 명기된다. 예컨대, CPU 자원들에 대

해 한 그룹 이름이 부여되고, I/O 자원들에 대해 다른 이름이 부여된다. 필요한 경우, 각 자원 타입에 대해 동일한 LP

AR 그룹 이름이 명기될 수 있다.

OS/390에 의한 이와 같은 선언은(만일 논리 분할이 그 이름을 사용하기 위한 제 1 논리 분할인 경우) 머신에 새로운 

LPAR 그룹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이 논리 분할이 그 자원타입에 대해 동일한 이름의 기존 LPAR 그룹을 결합하도록 

한다. 예컨대, 일단 그룹 이름이 명기되면(도4b의 단계 404), 이것이 새로운 이름인지에 관한 판정이 행해진다(단계 4

06). 만일 그러하면, 새로운 그룹이 생성된다(408).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그룹이 결합 된다(단계410). 그후, 자원들

이 그룹에 스코핑된다(단계412).

특히, LPAR 그룹에서 실행되는 WLM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LPAR 그룹에 구속된 그룹 타입의 자원들

은 이제 그 논리 분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스코핑을 필요로 하는 LPAR 그룹에 대한 특별한 타입의 자원들은 적어

도 두 개의 종류, 즉 부가자원 및 고정자원을 포함한다.

부가자원 : 어떤 경우들에서, LPAR 그룹의 결합은 논리 분할이 방금 결합된 LPAR 그룹에 자원들을 부가한다. 이것

의 한 예는 예컨대 고객에 의해 하드웨어 콘솔에서의 논리 분할에 할당되는 CPU 프로세싱 가중치이다. 논리 분할의(

이용중인)현재의 프로세싱 가중치는 논리 분할이 실행될 때 이 고객이 할당한 가중치로부터 초기화된다.

논리 분할이 CPU 자원들에 대한 LPAR 그룹을 결합할 때, 그 논리 분할에 대한 고객이 할당한 프로세싱 가중치는 LA

PR 그룹 내에서 이용에 유용한 전체 프로세싱 가중치의 일부분이 되며, 따라서, WLM에 의해 그 LPAR 그룹 내에서 

재할당될 수 있다. 방금 LPAR 그룹을 결합한 논리 분할은 이제 기여가 방금 행해진 보다 큰 세트의 LPAR 그룹 자원

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

고정자원들 : 어떤 경우들에서, 한 세트의 자원들은 특별한 LPAR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사전정의된다. 이것의 한 예

는 피관리(플로팅)채널 경로이다. 피관리 채널 경로는 그의 자원들이 작업부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재할당

될 수 있는 채널 경로이다. 특별한 LPAR 그룹에 의해 이용될 피관리 채널 경로들의 세트는 채널경로(CHPID)들을 LP

AR 그룹과 관계시키는 I/O 구성 정의 프로세스를 통해 초기에 정의된다. 논리 분할이 LPAR 그룹에 결합되면, 이는 

이 채널 경로세트로의 액세스를 허락 받는다. 논리 분할은 자체적으로 이 자원 풀(resource pool)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 (자원들의 이러한 풀은 여전히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논리 분할들이 LPAR 그룹에 결

합되거나 이로부터 이탈될 때 그 자원들이 오고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LPAR 스코핑은 또한 자원의 타입에 따라 자원들에 대해 다르게 시행될 수 있다.

부가 자원들 : LPAR 그룹에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LPAR 그룹에 대해 이와같은 타입의 완전한 세트의 자원들에 

질의할 수 있다. 한 예로써, CPU 프로세싱 가중치에 대해, 이는 명령을 통해 성취된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LPAR 

그룹내에서의 전체세트의 이와 같은 자원의 타입, 그 그룹에서의 논리 분할들로의 그 자원들의 할당 및 현재의 머신

에서 이용가능한 자원풀의 완전한 싸이즈를 학습한다. 이들 모든 성분들은 전체 물리적 자원들중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한 논리 분할에 할당될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이용된다. 그 다음,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그룹내에 자원들을 재할당하기

위해 LPAR 그룹에 있는 논리 분할들로의 할당들을 업데이팅한다. 한 예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LPAR 그룹에 할

당된 자원의 전체 량에 대한 변경을 허락받지 못한다. LPAR 관리기는 LPAR 그룹의 모든 부분들이 한 업데이팅에서 

설명되고 그리고 LPAR 그룹밖의 어떠한 논리 분할들도 그들의 자원들이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신함으로써 이를 수

행한다.

고정자원: LPAR 그룹에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이와 같은 타입의 자원에 대한 그의 LPAR 그룹과 관련있는 자원

들의 세트에 질의를 한다. 예컨대, 피관리 채널 경로에 있어, 특별한 LPAR 그룹에 대해 정의된 피관리 경로의 리스트

가 명령을 통해 LPAR 관리기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LPAR 관리기는 또한 이들 자원들을 심사하여 이들이 오직 적절

한 LPAR 그룹에 의해서만 활용되는지를 확인한다. 피관리 채널들에 있어서, 이는 피관리 채널 경로가 그 피관리 채널

경로에 대해 정의된 이름과 부합하는 LPAR 그룹 이름을 선언한 논리 분할에 온라인으로 구성되도록 함을 의미한다.

LPAR 그룹의 일부인 논리 분할이 시스템 리세트되거나, 재-IPL되거나 또는 작동 해제될 때, 논리 분할이 하나 이상

의 LPAR 그룹들과 행해온 어떤 관계가 삭제된다. 그룹으로부터 논리 분할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논리의 한 실시예

를 도 5와 관계하여 설명한다. 리세트의 부분으로써, 논리 분할 관리기는 논리 분할로부터 선언된 LPAR 분할 그룹이

름(들)을 삭제한다(단계 500). 이어서, 자원에 따라 논리 분할에 대한 LPAR 그룹 자원 재할당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다른 동작들이 수행된다(단계 502).

만일 자원이 부가 자원이면 다음 상황이 발생한다. 즉, 논리 분할이 LPAR 그룹에 결합될 때 LPAR 그룹내로 부가된 

이와 같은 자원들은 LPAR 그룹으로부터 삭제된다(단계 504). 여기에는 이와 같은 타입의 자원의 LPAR 그룹의 나머

지 멤버들로의 현재의 할당에 대한 조정이 포함된다. 예컨대, 프로세싱 가중치의 경우에, 그 그룹을 이탈한 논리 분할

에 대한 초기 프로세싱 가중치가 이제 LPAR 그룹의 범위로부터 삭제된다. 만일 WLM이 논리 분할에 대한 현재의 프

로세싱 가중치를 변경시켰으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필요로 한다. 만일 논리 분할의 현재의 프로세싱 가중치가 

그의 초기 프로세싱 가중치보다 크면, 그 둘 사이의 차이는 그들의 현재의 프로세싱 가중치에 비례하여 나머지 LPAR

그룹 멤버들에 재분배된다. 만일 논리 분할의 현재의 프로세싱 가중치가 그의 초기의 프로세싱 가중치보다 작으면, 그

둘 사이의 차이는 그들의 현재의 프로세싱 가중치에 비례하여 나머지 LPAR 그룹 멤버들로부터 삭제된다. 이들 조정

의 결과, 어떤 프로세싱 가중 컨테이너가 결과적인 LPAR 그룹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재설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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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만일 자원이 고정자원이면, 다음 상황이 발생한다. 즉, 이들과 같은 자원들이 리세트되는 논리 분할의 

구성으로부터 간단히 삭제된다(단계 506). 예컨대, 피관리 채널 경로들에 관하여, 이들 경로들은 리세트되는 논리 분

할로부터 구성해제된다. 이는 LPAR 그룹의 바로 그 멤버들만이 LPAR 그룹 자원에 액세스를 가지도록 다시 한번 재 

설정한다.

LPAR 그룹 환경에서 WLM에 의해 관리되는 일부 자원들이 그룹 스코핑을 행할 필요가 없음에 대해서도 또한 주목해

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자원의 한 예는 논리 분할에 직결된 논리 중앙 프로세서(CP)의 수이다. LPAR 그룹에서의 특별

한 논리 분할의 효과적인 동작이 논리 분할에 직결된 논리 중앙 프로세서들의 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논리 분할이 정의되거나 또는 직결될 수 있는 논리 중앙 프로세서의 수는 그것이 LPAR 그룹에 있건 없건 간에 관계

없이 논리 분할의 특징이 되어, 이 자원은 자원들의 보다 큰 풀의 일부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LPAR 그룹에서의 L

RM의 효과는 이것이 어떤 타입의 작업부하가 다른 LPAR 그룹 멤버에 대해 한 LPAR 그룹 멤버에서 효과적으로 실

행될 수 있는 것을 변경시킬 수 있게된다.

한 예에서, 복수의 논리 분할들사이에서 공유될 자원은 CPU 자원이다. 본 발명의 한 양상에서, OS/390 작업부하 관

리기는 그 논리 분할들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상대적인 프로세서 가중치들을 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논리 분할들에 

대해 CPU 자원들을 재배분한다. WLM은 그것이 실행하는 분할의 가중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부하가 지

연되는 때를 이해한다. WLM은 이 분할의 가중치를 상승시키고 다른 분할의 가중치를 낮춤으로써 그 중요한 작업부

하에 부가적인 CPU 용량을 제공함으로써 이 작업부하에 기여를 할 수 있다. CPU 자원들은 작업부하 허용요건이 변

경될 때 그들이 필요로 되는 분할들로 동적으로 이동한다.

한 실시예에서, 논리 분할 가중치의 WLM 관리의 범위는 논리 분할 그룹이다. 한 예로서, WLM은 논리 분할 가중치를

조정하지만은 그 그룹에서의 분할들의 가중치의 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 합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전체 CPU

자원이 동일의 물리적 컴퓨터에 있는 다른 독립적인 그룹들에 대해 동일하게 그 그룹에 할당되게 된다. 그러므로, WL

M이 한 분할의 가중치를 상승시킬 때, 이는 동일 그룹에 있는 다른 분할의 가중치를 낮추어준다.

이와 같은 논리 분할 가중치의 관리는 예컨대, 참고자료로서 여기에 인용하는 발명의 명칭이 "두개 이상의 독특한 처

리 목표에 따른 데이터 처리 시스템 작업부하 관리 장치 및 방법"인 Aman등에게 허여된 미국특허 제5,473,773 호(1

995.12.5)와 발명의 명칭이 "복수의 독특한 처리 목표 유형에 따른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 작업부하 관리 장치 및 

방법"인 Eilert등에게 허여된 미국특허 제5,675,739호(1997.10.7)에 기술된 WLM의 목표 지향 자원 할당 기법들에 

향상을 가져온다.

이들 특허들에 기술된 바와 같이, WLM은 CPU 급송(dispatching) 우선순위들을 조정함으로써 논리 분할내에서 CPU

자원들의 할당을 제어한다. CPU 급송 우선순위들은 서비스 클래스 레벨로 작업에 할당된다. 그러나, 급송 우선순위

들의 조정이 서비스 클래스에 기여하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이 있다. 예컨대,

1) 서비스 클래스가 비시스템 작업에 허락된 가장 높은 CPU 급송 우선순위로 이미 단독으로 존재한다.

2) 그 서비스 클래스에 기여하도록 CPU 급송 우선순위들을 변경시키는 것은 중요성이 같거나 높은 다른 서비스 클래

스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칠 것이다.

따라서, WLM이 CPU 우선순위들을 조정하여 기여될 수 없는 CPU 지연으로 인해 서비스 클래스가 그의 목표를 맞히

지 못함을 발견하게 될 때, WLM은 그 실패한 서비스 클래스와 관련된 분할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을 고려한다.

WLM이 부가자원들을 할당하는 것을 고려하는 서비스 클래스는 수신기 서비스 클래스로 불리운다. WLM이 전술한 

이유들 중 하나 때문에 기여될 수 없는 임의의 분할에서의 CPU 지연으로 인해 수신기 서비스 클래스가 목표를 맞히

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면, WLM은 그 분할의 가중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고려한다. 분할의 가중치가 수신기 서비스 클

래스에 기여하도록 증대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WLM에 의해 추구되는 논리의 한 실시예를 도 6을 참조로 하

여 하기에 설명한다.

1. 분할의 가중치를 증대시키는 수신기 클래스에 그 영향을 투영한다(단계600). 분할의 가중치를 증대시킴으로써 그

분할의 CPU 용량이 증대된다. 수신기 클래스에서의 작업에 대한 CPU의 요구는 일정한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그 

분할의 CPU 용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수신기 서비스 클래스가 요구하는 이용량의 비율이 감소된다. 수신기 서비스 클

래스로의 이익의 투영은 수신기 서비스 클래스 및 시스템 요구에서의 다른 작업을 위해 이용가능한 CPU 용량의 비율

에서의 이와 같은 감소에 근거한다.

2. 그의 가중치가 낮아지도록 한 후보가 될 논리 분할 그룹에서 다른 분할을 찾는다(단계602). 이 분할은 후보 도너 

분할로써 공지되어 있다. 후보 도너 분할은 예컨대, 중요성이 가장 낮은 작업이 분할의 가중치를 낮추므로써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할을 찾음으로써 선택된다.

3. 그 가중치를 낮추는 후보 도너 분할에서 실행되는 작업으로 모든 서비스 클래스들에 그 영향을 투영한다(단계604)

. 후보 도너 분할의 가중치를 감소시킴으로써, 후보 도너 분할의 CPU 용량이 감소된다. CPU 용량에서의 이와 같은 

감소는 후보 도너의 용량의 비율로서 후보 도너에서 실행되는 작업으로 그 서비스 클래스들에 대한 CPU 요구가 증가

됨을 의미한다. 후보 도너의 가중치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의 영향의 투영은 이들 서비스 클래스들이 요구하는 이용가

능한 CPU 용량의 비율에서의 이와 같은 증가에 근거한다.

4. 가중치에서의 이와 같은 변경이 순수값(net value)을 갖는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단계606). 즉, 수신기 서비

스 클래스로의 이익은 관여되는 서비스 클래스들의 목표 및 중요성에 근거하여 후보 도너 분할에서의 작업에 부정적

인 영향을 무효화시킨다.

5. 만일 가중치들에 대한 조정이 순수값을 갖지 못하면, 분할의 가중치들에 제안된 변경을 수행한다(단계608). 만일 

순수값이 아니면 추가의 후보 도너 분할들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단계610). 만일 그러하면, 다른 후보 

도너 분할이 선정되고(단계612), 상기 단계 3에서 프로세스가 계속된다(단계604). 만일 더 이상의 후보 도너 분할들

이 없으면 프로세스는 종료된다(단계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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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할에서 실행되는 WLM이 다른 분할에서 실행되는 작업에서의 분할 가중치들을 변경시키는 유효에 투영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분할은 그 그룹에서 각 논리 분할에 관한 수행 데이터를 포함하는 공유 데이터 구조에 액세

스를 행한다. 이와 같은 분할 레벨 수행 데이터는 예컨대

- 서비스 클래스에 의해 분할에서 실행되는 작업의 CPU 허용요건

- 그 분할에서의 목표에 대한 각 서비스 클래스의 이행 정도

- 그 분할에 대한 CPU 급송 우선순위에 의한 CPU 이용.

본 발명의 OS/390 실행에서, 이와같은 공유 데이터 구조는 결합 설비에 내장 및 유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데이터 

구조를 실행하는데 있어 메시징 또는 공유 디스크와 같은 다른 데이터 공유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계산 환경의 CPU 자원들을 동적으로 재배분하는 성능에 대해 상기에 설명했다. 이 자원들은 한 예로써 논리 분할 가

중치들을 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논리 분할들에 걸쳐 재배분될 수 있다.

컴퓨터 환경의 CPU 자원들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추가로, 논리 프로세서 자원들은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서 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논리 분할은 하나 이상의 논리 프로세서들로 구성되는데, 이 프로세서들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 프로세서 복합

체의 물리적 중앙처리유닛에 급송된다. 분할이 할당된 CPU 용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리 프로세서들이 논

리 분할에 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10개의 CPU를 갖는 CPC에서 실행되는 논리 분할 A의 경우를 고려해보자. 만일 

작업부하 관리기가 논리 분할 A에 CPC 용량의 50%를 할당하면, 논리 분할 A는 적어도 5개의 논리 프로세서가 자체

에 구성되어야 함을 필요로 한다(5개의 논리프로세서들은 5개의 CPU 또는 CPC 용량의 50%로 실행될 수 있다). 이

후에 논리 분할 A가 CPC 용량의 95%를 할당받게 되면, 논리 분할 A는 10개의논리 프로세서로 구성되게 된다. WLM

은 정적으로 정의된 논리 프로세서 구성으로 논리 분할 A에 할당되는 용량을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용량 할당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논리 분할 A에 10개의 논리 프로세서들이 구성된다. 그러나, 예컨대 

만일 논리 분할 A에 CPC 용량의 20% 만이 할당되면, 정적으로 정의된 논리 프로세서들로부터 두가지 문제가 발생된

다. 즉, 1) 평균적으로 10개의 논리 프로세서 각각이 물리적 CPU의 용량 중 단지 0.2 의 비율로 물리적 CPU 자원들

을 소비하도록 허락될 것이다(10개의 논리 프로세서로 분할되는 10개의 CUP의 20%는 논리 프로세서당 0.2 CPU와 

같다). 이는 작업부하를 심하게 제한시킬 수 있으며, 그의 작업 처리량은 단일 태스크로 게이트(gate)될 것인 바, 이는

단일 태스크가 오로지 물리적 CPU의 용량의 0.2 로 실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종종 쇼트 엔진 효과(short engi

ne effect)로 불리운다. 2) 단지 두 개의 논리 프로세서가 요구될 때에도 10개의 논리 프로세서를 관리해야만 함으로

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효율이 크게 저하된다.

상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한 양상에 따르면 논리 분할의 구성이 정적으로 정의되지 않고 대신에 동적

으로 조정된다. 한 예에서, WLM이 그 분할을 관리하며, 동적 조정을 행한다. WLM은 계산 환경의 각 논리 분할에 대

해 (또는 LPAR 그룹내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논리 프로세서들의 구성에 대한 동적 조정과 관련된 논리의 한 실시

예를 도 7을 참조로 하여 설명한다.

초기에, 작업부하 관리기에 의해 논리 분할에 할당된 용량(또는 보다 큰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용량)을 소비하도

록 허락받는데 요구되는 최소의 논리 프로세서가 논리 분할에 구성된다(단계 700). 그 논리 분할의 용량할당(또는 용

량 이용)이 변경되면(단계 702), 그 논리 분할에 구성된 논리 프로세서의 수가 변경되어야만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평

가가 이루어진다(단계 704). 한 예에서, 논리 분할에 구성되는 논리 프로세서의 수는 논리 분할에 할당되는(또는 이 

논리 분할에 의해 이용되는) CPC 용량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CPU의 수에 가깝게 된다. 따라서, 각 논리 프로

세서는 물리적 CPU의 용량에 가까운 용량으로 실행을 하며, 관리해야 할 논리 프로세서의 수가 최소화된다.

논리 구성을 변경시켜야 할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행하기 위해 한 예에서 다음 식이 이용된다.

L = 최저[max(W,U) P+1.5] (L = P의 최대치의 조건에서) 가 된다. 여기서,

L = 논리 분할에 구성된 논리 프로세서의 수,

W = 논리 분할에 할당된 CPC 용량의 비율,

U = 논리 분할에 의해 현재 사용되는 CPC 용량의 비율,

P = CPC에서의 물리적 CPU의 수이다 (단계 705)

L은 예컨대 규칙적 및 빈번한 간격(예컨대, 매 10초마다)으로 P,W 및 U의 현재의 값에 근거하여 작업부하 관리기에 

의해 평가된다. 논리 분할에 대한 L의 실제값(L-act)이 상승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낮아져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임계값들이 사용된다. 만일 L의 새로 계산된 값 (L-calc)가 현재의 L-act값 보다 크면(단계 706), L-act는 L-calc로

상승된다(단계 708). 그렇지 않은 경우 만일 L-calc가 L-act보다 2이상 낮은 값이면(단계 710), L-act는 L-calc-1

로 설정된다(단계 712). 만일 L-calc가 L-act와 같거나 또는 L-act보다 1이하의 값이면, 논리 분할에 대한 L-act에 

값에 있어 어떠한 변경도 행해지지 않는다(단계 714). 이들 임계값들의 사용을 통해 작은 작업부하 변동으로 인한 L-

act의 불필요로한 변경이 방지됨과 아울러 작업부하의 빠르게 증가하는 용량요구에 응답할 수 있게 된다.

추가적인 예시를 위해, 다음의 예 즉, P=10이고 W=U=24%인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논리 프로세서의 정적구성

은 W이 90%이상 크게 증대되는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L(정적)=10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이 양

상에 따르면, L(동적)= 최저[max(.24,.24) 10+1.5] = 3 이된다. 따라서, 이 예에서 L(정적)은 단일 태스크가 물리적 

CPU의 0.80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단일 타스크 성능에 의해 게이팅되는 작업 부하의 처리량에서 233%

의 증가를 제공할 수 있게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효율은 본 발명의 이와같은 양상에 따라서 크게 향상되게 되는 바, 이는 본 예에서 L(

정적)에 대해 필요로 하는 10개의 논리 프로세서가 아닌 단지 3개의 논리 프로세서가 관리되게 되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한 양상에 따르면, 관리될 계산 환경의 또다른 공유가능한 자원은 I/O자원과 같은 비동기 자원이다. 특히, 

코프로세서(예컨대, 채널 서브시스템)내의 I/O동작 또는 요청들이 관리되게 된다. 이 관리에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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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동작이 재빠르게 처리되도록 I/O동작들을 우선순위화 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리고/또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I/O

동작은 채널의 보다 큰 대역폭에 할당되게 한다.

최근의 대규모 멀티프로그램 계산 환경에서, 판독,기입 및 부착된 I/O장치들을 제어하는 I/O동작들과 같은 그러한 긴 

동작 프로세스들의 초기화 및 실행은 전형적으로 여러개의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계산 요소들을 이용함으로써 달성된

다(도 8 참조). 예컨대, 중앙 프로세서(800)에서의 프로그램 실행은 부착된 장치(804)와의 I/O 동작을 요청할 수 있다

. 그러나 부착된 장치와의 I/O동작의 실제적인 초기화 및 실행은 전형적으로 채널 서브시스템(802)으로 불리는 서로 

작업을 행하는 하나 이상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실행 프로세서들에 의해 수행된다. 비동기 I/O 프로세싱 방법은 일

반적으로 비교적 긴 동작 I/O 장치들의 실행과 동시에 다른 작업을 위해 중앙 프로세서를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사

용하기 위해 활용된다. 즉, 부착된 I/O장치들에 액세스하여 판독/기입을 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전체 프로세서 오버헤

드, 프로세싱 시간 및 프로세서 대기시간이 최소화된다. 그러한 방법은 대규모 멀티 프로그램된 시스템에서 다른 프

로세서 작업의 실행으로 I/O동작들의 최대 오버랩(overlap) 즉, 실행의 동시성을 달성하도록 되어있다.

그러한 비동기 I/O프로세싱 시스템에서, 중앙 프로세서는 S/390 START SUBCHANNEL명령과 같은 I/O명령을 이

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요청 I/O동작의 실행을 초기화 한다. 그러한 명령은 전형적으로 다음 역할을 한다.

1. 채널 서브시스템I/O작업부에 I/O동작요청을 엔-큐잉(부가).

2. I/O작업큐를 처리하기 위해 비동기적으로 실행되는 채널 서브시스템에 신호.

이어서, 중앙 프로세서는 다른 작업/명령을 수행하는데 자유로우며 I/O장치로 요청된 I/O동작들의 실제적인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1)상기 프로세스의 비동기적 성질과, 2)중앙 프로세서 및 채널 서브시스템 프로세서의 독립적인 동작과, 3)중앙 프로

세서들의 실행속도와 비교하여 비교적 긴 I/O동작실행시간 및 4)그 장치를 채널 서스비스템에 연결하는 채널 경로들

과 같은 채널 서브시스템 자원들의 일부 또는 모두가 I/O동작이 프로그램에 의해 요청 될 때 다른 동작을 수행하기에 

바쁘다는 사실로 인해, 복수의 I/O요청들이 채널 서브 시스템 I/O 작업 큐에서 동시에 엔-큐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게 된다. 즉 START SUBCHANNEL명령이 요청된 I/O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는 채널 서브시스템의 능력보다 큰 비

율로 중앙 프로세서들에 의해 처리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계류중인 I/O동작 요청들의 N레벨의 깊은 I/O 작업 큐를 

계속적으로 발생 시킬 수 있다.

계류중인 I/O요청들을 처리하기 위해, 채널 서브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이 그들의 각 I/O 작업 

큐를 검사하고 (도 8 참조), 이들 큐로부터 하나 이상의 I/O 요청들을 디-큐잉하며 그들의 각 I/O 장치들로 디-큐잉된

I/O 요청들을 초기화한다. 이 동작의 개시는 채널 서브시스템 내에서의 작업 큐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존한다. 예

컨대 중앙 프로세서와 상호 동작하는 채널 서브 시스템 I/O 프로세서는 하나 이상의 중앙 프로세서 START SUBCH

ANNEL신호들 또는 그들의 조합의 결과로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데 바쁘지 않을 때 주기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초

기화 한다.

채널 서브 시스템의 다양한 작업 큐들의 한 예를 도 8을 참조로 하여 설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I/O 요청들은 예컨

대 START SUBCHANNEL명령에 의해 I/O프로세서 작업큐(806)에서 엔-큐잉된다. 이어서, I/O요청들은 I/O프로세

서(808)에 의해 I/O프로세서 작업큐로부터 디-큐잉 된다. I/O프로세서로부터 디큐잉되는 요청들은 I/O프로세서에 의

해 채널 프로세서 작업큐(810)로 엔-큐잉된다. 그 후, 이들 요청은 채널 프로세서(812)에 의해 디-큐잉되어 제어유닛

작업큐(814)로 엔-큐잉된다. 이어서, 채널 프로세서는 채널 경로를 통해 제어 유닛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I/O장치에

전송될 제어 유닛 작업큐로부터의 요청을 디-큐잉한다.

현재, 시스템의 S/390 제품군 내에서, 채널 서브시스템 디-큐잉 및 작업 초기화 프로세서들이 선입선출(FIFO) 방식

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논리적으로 실행이 가장 간단하며, 작업 처리를 최적화 시키도록 되어있고, 과거에

는 계류중인 작업큐들의 평균 깊이가 비교적 얇고 그리고 I/O 작업 계류시간이 비교적 짧은 구간으로 된 경우(즉, 다

양한 I/O 작업큐들에서의 계류중인 I/O 요청들의 평균수가 중요도가 높고 그리고/또는 실시간의 중대한 문제와 관계

하는 I/O 동작을 위한 전체 I/O 응답시간의 상당한 연장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양한 비동기 프로세싱 

요소들 사이에 작업 전달을 위한 허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 의존의 작업을 적시에 처리하길 원하는 유저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응용/프로그램 우선 순위화 기능을

제공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계류중인 I/O 요청들에 대한 FIFO 처리 전략은 FIFO 작업큐의 평균 깊이가 증대됨

에 따라 허용가능성이 점점 더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예컨대, IBM 엔터프라이즈 기억 서버와 함께 사용되는 병렬 액

세스량은 채널 서브시스템에서 평균 큐 깊이를 증대시킨다. 이는 전형적으로 중요성이 낮거나 시간 의존성이 낮은 I/

O 요청들이 FIFO 작업큐에서 보다 중요한 요청들에 앞서서 큐잉됨으로써 보다 중요한 I/O 요청들에 앞서 초기화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빈번하게, 중요성이 낮은 작업이 보다 긴 시간 주기 동안 자원들을 차지하는 I/O를 수행

하여, 보다 중요한 작업의 지연을 증대시킨다. 이는 전형적으로 보다 중요한 I/O요청들에 대한 지연 가능성의 증대를 

야기한다.

(중앙 프로세서 속도와 비교할 때 전체 실시간 지연 또는 상대적인 시간 지연이 되는)I/O계류 시간으로도 불리우는 지

연 시간의 증대는 종종 채널 서브시스템 및 부착된 장치들이 중요한 I/O 요청들의 적시의 완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I/

O 실행 비율을 유지하지 못함에 기인한다. (달리 말해서, 중요성이 높은/시간 의존성의 프로그램들의 실행 시간에서

의 허용할 수 없는 연장을 초래하지 않는 실행 비율을 유지하지 못함에 기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요한 I/O 요청

에 대한 전체 I/O 응답시간에서의 허용할 수 없는 연장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FIFO 작업 처리 방법이 사용될 때 증

대된다. 이와 같은 지연 가능성은 또한 중앙 프로세서들의 속도 및 수가, 부착된 I/O 장치들과, 장치들이 부착되는 채

널 경로와 같은 다른 필요로 하는 채널 서브시스템 요소들의 속도에서의 증대보다 큰 비율로 증대될 때 커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I/O속도 증대의 비율 이상의 중앙 프로세서 속도 증대의 비율에서의 불균형은 현재의 큰 시스템 환경에

서 계속적으로 증대되어 중요한 작업에 있어 큐잉지연 및 I/O 응답시간(실시간 또는 상대시간)을 보다 크게 할 가능성



등록특허  10-0419680

- 10 -

을 더욱 높게 한다.

예로써, 채널 서브시스템에서의 큐잉 지연으로 인한 중요성이 높은 시간의존성의 I/O 동작들에 있어서의 연장된 I/O 

응답 시간들의 주파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I/O 작업큐들이 계류중인 하나 이상의 채널서브 시스템을 처리하기 위한 

우선순위 처리 방법이 정의된다.

두 개의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서들 또는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우선순위처리 방법을 수행하는 예들중에는 다음

예들이 포함된다.

1. 엔-큐잉 프로세서(또는 프로세스)가 (예컨대 WLM에 의한) 프로그램 지정 우선순위 번호에 근거한 우선순위 시퀀

스 방식을 이용하여 채널 서브 시스템 I/O 작업큐(이 특별한 큐는 프로세싱의 스테이지에 의존한다)에 I/O 요청들을 

부가한다. 이어서, 채널 서브시스템은 FIFO 방법을 이용하여 작업큐로부터 제 1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 I/O 요청을 삭

제한다. 아니면,

2. 엔-큐잉 프로세서(또는 프로세스)가 FIFO 엔-큐잉 방법을 이용하여 I/O작업큐의 말미에 I/O 요청을 부가한다. 채

널 서브 시스템은 우선순위 선택 방법을 이용, 작업큐에서의 모든 I/O 요청 요소들을 조사하여 가장 높은 프로그램 특

정 우선순위 번호로 I/O를 삭제하여 처리한다.

FIFO 엔-큐잉 방법(방법#2)은 더 적은 명령을 필요로 하므로 중앙 프로세서가 I/O 요청 스케쥴링 프로세스를 보다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중앙 프로세서를 자유롭게 하여 다른 작업을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채널 서브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들간에 엔-큐잉/디-큐잉 프로세스를 위한 방법의 선택

은 전형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세서들 중 어느 프로세서가 그의 처리용량 및 시간 허용 요건에 관하여 가장 제약을 받

느냐에 좌우된다. 즉, 만일 엔-큐잉 프로세서가 가장 제약을 받게 되면 두 번째 방법이 선택된다. 만일 디-큐잉 프로

세서가 가장 제약을 받으면, 첫 번째 방법이 전형적으로 선택된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간에 채널 서브시스템은 

선착순 또는 FIFO 방법이 아닌 우선순위화 방법에 근거하여 계류중인 I/O 요청들의 초기화 및 실행에 우선순위를 부

여한다.

또한, 한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엔-큐잉 및 선택 방법과는 무관하게 처리될 요청들에 우선순위를 부여 및/또는 이들을

선택하는데 다양한 기준들이 활용된다. 한 예에서, 이들 기준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1. 각각의 상이한 번호가 고유의 우선순위 레벨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지정 우선순위 번호에 근거하여 계류중인 I/O 

요청들을 선택한다. 예컨대, 연속되는 번호들의 범위가 제공되며, 그 번호들의 전체 범위는 우선순위 차별화를 요하는

작업 카테고리들의 전체수와 같거나 이보다 크다. 예컨대, 만일 시스템이 전형적인 S/390 시스템으로 가능할 수 있는

N개의 서로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으면, 채널 시스템 우선순위 방

법들을 N 또는 그 이상의 독특한 우선순위 레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최저 레벨로부터 최고 레벨로 또는 이와 반대

로의 각 우선순위 레벨은 0 내지 N-1의 범위에서 고유번호로 표시되게 된다.

2. 우선순위에 무관하게 모든 엔-큐잉된 요청들에 "공정성"을 적용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계류중인 I/O 요청들의 우선

순위를 선택한다. 이는 예컨대 연장된 시간 요청에 대해 채널 서브시스템에 제시되는 비적절하게 큰 수의 높은 우선

순위 요청으로 인해 야기될 연장된 시간 주기동안 처리되지 않는 낮은 우선 순위 요청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요망된다. 공정성 선택은 또한 다른 고려사항들에 따라 동일한 우선순위가 계류중인 요청들에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이미 디-큐잉된, 초기화가 실패한 그리고 아직 선택되지 않은 다른 동일한 우선순위 요청들로 한번 또

는 그이상 디-큐잉된 계류중인 요청들에 공정성을 제공한다. 그러한 방법을 도 9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이 방법은 계

류중인 요청들의 복수의 서로 다른 카테고리들에 우선순위 및 공정성을 적용한다.

3. 외부 유저/ 오퍼레이터 제어

3.1 우선순위 프로세싱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인에이블링 및 디스에이블링한다. 이 제어는 만일 우선순위 방법들이 불

필요하거나 불규칙한 프로그램 실행 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류중인 요청들의 FIFO 프로세싱을 수

행토록 하는데 필요로 된다.

3.2 복수의 논리 분할들에 대해 동시에 실행하는 시스템들에 대해, 외부제어는 유저가 소정의 논리 분할과 관련된 I/O

요청들에 대한 "디폴트" 우선순위값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논리 분할에서 실행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의 

I/O 요청들에 대한 우선순위값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O 우선순위화를 지정하는 다른 

논리 분할들에서 실행되는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들과 성공적으로 경합하도록 할 때 이용된다.

3.3 복수의 논리 분할들을 동시에 실행하는 시스템들에 대해, 외부제어는 유저들이 채널 서브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전체 세트의 값들로부터 각 논리 분할에 대한 우선순위값들의 최고 및 최대 서브세트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이

제어는 개별 논리 분할들에서 실행되는 복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이 다른 사용되는 분할들과는 독립적으로 및 이 

분할들에 대한 지식 없이 I/O 우선순위화를 사용할 때 이용된다.

상기 3.2 및 3.3 항에 있어, 한 실시예에서, 중앙 프로세서는 그 분할에서 동작되는 프로그램에 투명한 방식으로 논리

분할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유저가 지정한 디폴트 우선순위값 또는 유저가 지정한 최소/최대의 허용된 우선

순위를 할당한다. S/390 시스템들에서, 이는 논리 분할 관리기(하이퍼바이저) 및 중앙 프로세서 START SUBCHAN

NEL 명령에 의해 결합 달성될 수 있다.

논리 분할에서 프로그램 오퍼레이팅이 I/O 동작을 개시하기 위해 START SUBCHANNEL을 해석 실행할 때, 중앙 프

로세서에서의 START SUBCHANNEL 명령의 해설 실행은 START 해석 실행(SIE)상태 설명(SD)테이블로부터 디폴

트 우선순위 번호 및 최소/최대 허용된 우선순위 번호들 모두를 절대적으로 취득한다.

이 테이블은 생성되어 하이퍼바이저가 분할을 실행 상태에 있게 하기 위해 SIE 명령을 실행할 때 논리 분할 하이퍼바

이저에 의해 중앙 프로세서 내로 로딩된다. START SUBCHANNEL의 해석 실행은 적적할 우선순위값을 논리 분할

에서의 프로그램 동작의 개입없이 적절한 우선순위값을 I/O 요청에 절대적으로 세팅하기 위해 SIE 상태 설명 테이블 

디폴트 및 최대/최소 우선순위값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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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값이 논리 분할에서 프로그램 실행에 의해 제시되지 않으면, START SUBCHANNEL 해석은 유저가 지정한

디폴트 우선순위값을 I/O 요청에 할당한다. 논리 분할에서 프로그램 실행이 START SUBCHANNEL을 실행할 때 우

선순위번호를 지정하지 않으면, START SUBCHANNEL의 해석실행은 프로그램이 지정한 우선순위값을 상태설정테

이블에서 하이퍼바이저가 지정한 최소/최대 우선순위값과 비교한다. 프로그램이 지정한 우선순위가 하이퍼바이저가 

지정한 최소값보다 작으면, 상태 설명 테이블로부터의 최소값은 프로그램이 지정한 값을 대체한다. 프로그램이 지정

한 우선순위값이 하이퍼바이저가 지정한 최대 우선순위보다 크면, 상태 설명 테이블로부터의 최대 우선순위값은 프

로그램이 지정한 값을 대체한다.

우선순위 선택 기술은 상기 기준의 제로(0)또는 이보다 큰 값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상기 기준의 적어도 일부를

이용하는 처리될 요청을 선택하는 기술의 한 실시예를 도 9를 참조로 하여 설명한다.

초기에, 계류중인 작업큐가 액세스된다(단계900). 예컨대, I/O 프로세서 작업큐, 채널 프로세서 작업큐 또는 제어유닛

작업큐가 액세스된다. 그후, 디-큐잉된 계류중인 요청의 카운트가 1로(예컨대, DQCOUNT=DQCOUNT+1로) 증분

된다(단계902).

이어서, 계류중인 요청들의 어떤 카테고리를 처리해야할 지에 관한 결정이 행해진다(단계904). 한 예에서, 선택된 카

테고리는 카테고리의 수 DQCOUNT MODULUS와 같다. 따라서, 본 예에서 4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므로 선택된 카테

고리는 DQCOUNT MODULUS 4와 같다. 만일 결과가 영(0)이면, 어떤 우선순위의 제1 요청은 다큐잉된다(단계906)

. 그러나, 만일 선택된 카테고리가 1이면, 이전에 디-큐잉되지 않은 제 1의 가장 높은 우선 순위 요청이 선택된다(단

계908). 또한, 만일 선택된 카테고리가 2이면, 이전에 디-큐잉 되어 초기화가 실패된 제 1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 요청

이 선택된다(단계910). 그러나, 만일 결과가 3이면, 이전에 디-큐잉 되지 않은 제 1의 어떠한 우선순위 요청이 선택된

다(단계912). 그후, 그 선택된 요청은 디-큐잉되어 처리된다(단계914).

코프로세서내에서의 비동기 요청들에 대한 우선순위화 메커니즘에 대해 위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상기예들은 I/O 요청들 및 채널 서브시스템들과 관련하여 설명하였지만 이는 단지 예시적인 것으로써 본 발명은 다른

비동기 요청들 및 코프로세서들에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예는 큐잉과 관련하여 설명되었지만은 모두

동등하게 실행하는 것이 아닌 복수의 동작들을 동시에 실행하여 많은 채널 자원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 동작들에 제공

해줄 수 있는 채널상의 자원들(예컨대, 대역록)의 할당을 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논리적으로 분할된 시스템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예들이 설명되었지만은 본 발명의 I/O 우선순위 특성을 포함하

는(이에만 국한되지 않음) 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들이 논리 분할들을 갖지 않거나 이를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 내에서 

이용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에 따르면, 계산 환경의 I/O 구성(예컨대, 채널경로 구성)은 인간의 개입 없이 채널 자원을 필요

로 하거나 또는 이를 액세스하는 것을 삭제하는 곳에 이용가능한 채널자원을 이동시키기 위해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

다. 이는 I/O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전문 기술을 감소시켜주고, 전체 시스템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된 채널들

의 활용도를 최대화하고 작업부하들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들을 이용하여 이용가능한 I/O용량을 배분시킨다. 한 실시

예에서, "최상"의 변경이 이루어질지를 결정하기 위해 변경을 행하기 전 하나 이상의 인자들을 고려한다. 이들 인자들

은 예컨대 응답시간에의 영향 즉, I/O 속도, 특정 작업부하 목표를 달성한 응답시간에의 영향, 통화중인 목적지 포트, 

결과적인 활용 가능 특성(예컨대, 불능 포인트를 갖지 않는 경로를 공통적으로 부가) 및 I/O 구성의 결과적인 복합성(

즉, 엔트로피)를 포함하고 있다.

I/O 구성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논리의 한 실시예를 도 10 내지 14와 관련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초기에, 

기본 균형 유지 프로세싱이 예컨대 매 10초마다 규칙적으로 스케쥴링된 시간간격들의 시작에서 계산 환경의 작업부

하 성분들에 의해 행해진다. 이들 기본 균형 유지 프로세싱의 기능은(정의된 채널들을 플로팅(즉, 피관리)하여)서브시

스템들(예컨대, 논리제어 유닛들)에 걸쳐 고르게 I/O 속도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어떠한 불능 포인트도 가짐

이 없이 공통적으로 모든 장치들이 두개 이상의 경로를 통해 액세스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하드웨어 불능 후 시스

템을 재균형 유지하는 것이다. 이 프로세싱은 두 개의 성분 즉, 데이터 수집(도 10에서 단계 1000)및 균형유지 체크(

단계 1002)를 포함한다. 데이터 수집은 계산 환경이 논리적으로 분할되거나 또는 만일 논리적으로 분할되지 않았으

면 각 시스템 내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 환경의 각 논리 분할 내에서 매 간격마다 한번씩 실행되고 그리고 균형

유지 체크가(다시, 그룹화를 가정하여)그룹화된 LPAR 당 간격마다 단지 한번씩 실행된다.

그 프로세싱의 데이터 수집부의 순차화는 WLM이 어느 한 시스템에서 간격당 한번씩 기본 균형 유지 동작을 일으킨

다는 사실로 얻어진다. 추가로, 버젼 번호 체크가 그 수집된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이용된다. 예컨대, 결합 설비 내에 

저장된 제어블럭이 그 수집된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순차화된다. 이들 제어블럭은 그룹 레벨의 데이터 수집을 가능

케 하는바, 이는 동일 CPC 상의 그룹의 멤버들에 걸쳐 채널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균형유지 체크를 순차화하기 

위해, 그 목적을 위해 특별히 그룹 스코프(group scope)로의 순차화가 이용된다. 전형적으로, 데이터 수집 바로 직후 

균형 유지가 호출되면, 그룹 규모의 넓은 순차화가 요청된다. 만일 이 순차화가 얻어지면, 균형유지 체크가 진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균형유지 체크는 이미 그룹화된 LPAR내에서 발생하며, 이 간격동안 다시 실행되어야 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 10의 데이터 수집 프로세싱을 도 11과 관계하여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한 실시예에서, 정의된 각 서브 시스템(예

컨대, 논리 제어 유닛)에 대해 측정 데이터가 수집 및 업데이트 된다(단계1100). 이 측정 데이터는 예컨대 접속시간, 

계류시간, 서브시스템 통화시간, 장치 통화시간, 목적지 포트 통신 시간 및 목적지 포트 통화시간을 포함한다. 업데이

트된 측정 데이터는 결합 설비와 같은 공유 메모리 내의 제어 블럭을 따라 프로세서 메모리 내의 제어 블럭에 저장된

다.

측정 데이터의 업데이팅에 이어서, 각 서브시스템에 대한 디폴트 타겟 I/O 속도가 계산된다(단계1102). I/O 속도는 

추가의 채널 대역폭이 필요로 되는지를 표시한다. 한 예로서, 디폴트 타겟 I/O 속도는 접속시간으로 가중화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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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한 예에서 다음 단계들이 취해된다. 즉, DCM에 의해 관리되는 각 서브시스템에 있어, 지난 간

격동안 그 서브시스템에 제공된 접속시간의 량에 따라서 현재 또는 실제 속도가 얻어진다. 이어서, I/O 속도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접속 시간에 의해 배율된다. 서브시스템에 대한 그 결과들이 합을 구하기 위해 가산된다. 그 합은 접속시간

으로 가중화된 디폴트 타겟 I/O 속도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 접속시간으로 나누어진다.

도 10으로 되돌아가, 데이터 수집을 수행한 후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균형유지 체크가 수행된다(단계1002). 균형유지 

체크와 관련된 논리의 한 실시예를 도 12와 관계하여 설명한다. 초기에, 본 예에서 균형유지 체크를 수행해야 하는지

를 결정하기 위해 순차화가 수행된다(단계1200). 그룹 범위의 넓은 순차화를 얻기 위한 시도가 실패하면, 균형유지 

체크는 수행되지 않는다(단계1202). 그러나, 만일 순차화가 얻어지면, 서브 시스템들은 그들의 타겟범위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 조사된다(단계 1204).

예컨대, 서브시스템들 모두에 대한 실제적인 I/O 속도가 얻어지며 평균이 취해진다. (한 예에서, 동적 CHPID 관리(D

CM)에 의해 관리되는 서브시스템들만이 그 평균에 포함된다). 일단 평균이 결정되면, 범위가 생성된다. 한 예에서, 예

컨대 이 범위는 평균값의 5%이다. 그후, 각 서브 시스템의 타겟 I/O 속도는 타겟 범위와 비교된다. 만일 어떠한 I/O 속

도도 지정되지 않으면, 디폴트 타겟 I/O 속도가 이용된다. 이 비교의 결과로서, 두개의 리스트가 생성된다(단계1206).

이 리스트들 중 하나는 타겟 범위를 초과하는 서브시스템들을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그들 범위에서 누락된 서브 시

스템을 포함한다. 각각의 경우에, 예컨대 마지막 10초 내에서 최근에 수정된 서브시스템들은 이 리스트들로부터 배제

된다. 그후, 누락된 타겟들의 리스트가 분류된다(단계1208). 한 예에서, 이 리스트를 분류하기 위해 WLM이 사용되는

데, 그 이유는 WLM이 어떤 서브 시스템들이 가장 중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위치 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WLM은

WLM이 서비스되는 순으로 그 서브 시스템들을 순서화한다.

그 리스트에 대한 분류에 이어서, 그 리스트 상의 하나 이상의 서브 시스템들이 예컨대 저조하게 사용된 서브시스템

들의 용량을 과도하게 사용된 서브시스템들에 천이시킴으로써 서비스된다(단계1210). 할당된 시간에 서비스될 수 있

는 서브시스템들 중 많은 시스템들이 조정된다.

그 용량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논리의 한 실시예를 도 13a 내지 13b와 관계하여 설명한다. 초기에, 그 리스트로부

터 서브시스템이 선택된다(도 13a의 단계 1300). 한 실시예에서, 그 리스트상의 제1 서브시스템이 선택된다. 그후, 

목적지 포트 통화가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단계1302). 특히, 회선 쟁탈(목적지 포트 통화시간)이 

높은지 그리고 만일 그러하면 그에 접속된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에 관하여 변화하는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만

일 목적지 포트 통화가 모든 인터페이스들에서 높으면, 또다른 채널 경로의 추가가 필요로 되는것으로 규정한다. 그

러나, 만일 단지 하나의 인터페이스상에서만 목적지 포트 통화가 높으면, 채널 경로를 다른 인터페이스로 이동시킨다

(단계1304). 따라서, 기존 경로는 과도한 목적지 포트 통화시간을 갖는 인터페이스로부터 다른 인터페이스로 이동되

며,변경수행과 함께 프로세싱이 계속된다(도 13b의 단계 1306).

그 변경을 수행하는 방법의 예들이 1993년 10월 허여된 발명의 명칭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I/O 구성 정의의 동

기화 구성"인 미국특허 제 5,257,379호와, 1993년 6월 허여된 발명의 명칭이 "동적으로 수정가능한 I/O 구성의 오퍼

레이팅 시 스템 정의를 관리하는 방법 및 시스템"인 미국특허 제 5,220,654호에 기술되어 있다. 이들 특허들은 참고

자료로서 여기에 인용하였다.

변경이 수행된 후, 타겟 범위에 있지않은 다른 서브시스템들이 있는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단계1308). 만일 그

러하지 않으면, 불균형 보정의 프로세싱이 완료된다. 그러나, 만일 다른 서브시스템들이 그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

리스트에서 다음 서브시스템 선택"의 프로세싱이 도 13a의 단계 1300에서 계속된다.

단계 1302로 되돌아가, 만일 그 문제가 회선쟁탈로 인한 것이 아니면, 설명하는 바와 같이 프로세싱이 계속된다.

특히, 한 예에서, 서브 시스템에 추가될 가능한 채널 경로들이 결정된다(단계 1310). 이 결정은 물리적 토폴리지 내에

서 특별한 서브시스템이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채널들을 체크하고 이어서 각 채널에 대해 그 서브시스템에 도달될 가

능한 방식(경로)들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한 경로는 하드웨어 요소들의 연결을 통한 연결성 변경이며, 채널 및

서브시스템을 포함한다. 이들 경로 모두(만일 필요한 경우, 서브세트)는 그 가능한 경로들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그 가능한 경로들을 삭제해야 할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단계1312). 한 예로서, 만일 동일 채널상

에 복수의 서브시스템이 있다면, 공유 서브시스템에 연결된 경로들 중 하나는 삭제대상 후보로 간주된다.

그후, 서브시스템이 그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단계1314).

또한, 변경될 구성의 복합성을 표시하는 엔트로피 인덱스가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결정된다.

유효 서브시스템들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논리의 한 실시예를 도 14와 관계하여 설명한다. 초기에, 서브시스템에 

대한 서브시스템 제어 블럭(SSCB)리스트와 채널들에 대한 CHPID 리스트가 이후의 사용을 위해 클리어된다(단계14

00). 그후, 채널 경로가 제안된 채널과 관련된 결정선택블럭(DSB)으로부터 검색되어 CHPID 리스트에 추가된다(단계

1402). 특히, 각 경로는 그와 관련된 결정선택블럭을 갖는다. 이 결정선택블럭은 예컨대 채널경로의 id, 채널 경로와 

관련된 논리제어 유닛을 표시하는 서브시스템 제어블럭(SSCB) 포인터 및 유효 SSCB들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각종 

정보를 포함한다.

그후, 원조될 SSCB와 관련된 모든 CHPID들 또한 CHPID 리스트에 부가된다(단계1404). 특히, SSCB 포인터가 원조

될 SSCB를 표시하는 DSB로부터 검색된다. SSCB에 있는 모든 CHPID들이 이제 CHPID 리스트에 부가된다.

그후, 그 리스트에 있는 각 CHPID에 있어 채널 경로와 관련된 SSCB들이 SSCB 리스트에 부가된다(단계1406). 한 

예에서, 이 정보는 각 CHPID에 연결된 SSCB들을 표시하는 채널 경로 테이블로부터 얻어진다.

이어서,어떤 SSCB가 그 리스트에 부가 되었는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1408). 만일 그러하면, 그 리스트에 있는

각 SSCB에 대해 CHPID 리스트에 이미 있지 않은 CHPID들이 단계 1404와 관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부가된다(단

계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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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그 리스트에 부가된 어떤 CHPID들이 있는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단계1412). 만일 그 리스트에 부가되는

CHPID들이 있으면, 프로세싱이 계속된다(단계1406). 그러나, 만일 그 리스트에 부가되는 SSCB들 또는 CHPID들이 

없으면(단계 1408,1412), DSB 어레이가 생성된다(단계1414). 즉, SSCB들 각각이 유효 SSCB들의 어레이에 부가된

다.

추가로, 이 어레이 요소들 각각은 실제 및 타겟 I/O 속도, 타겟 및 실제 I/O 속도들간의 현재의 델타 및 SSCB 포인터

들로 업데이트된다(단계1416).

도 13a로 되돌아가, 상기 이외에, 각 경로에 대한 이용가능성 인덱스가 계산된다(단계1316). 한 예에서, 상기 이용가

능성 인덱스는 제안된 경로가 서브시스템으로의 기존 경로들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불능의 단일포인트가 얼마나 

많은지를 표시한다. 만일 채널 경로가 부가되게 되면, 불능의 단일 포인트를 갖지 않는 것이 요망된다. 만일 채널 경로

가 삭제되면, 불능의 최상의 단일 포인트를 갖는 경로가 전령적으로 선택된다.

이어서, 유효 시스템들로의 영향이 투영된다(단계1318). 특히, 한 예에서, 변경이 행해진 경우 이것이 얼마나 다른지

를 결정하기 위해 각 서브시스템에서 현재의 부하가 고려된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최상의 옵션이 선택된다(단계132

0). 최상의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 예컨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자들이 고려된다.

- 어떤 옵션으로 타겟에 가장 밀접한 서브시스템을 이동시킬 것인가?

- 어떤 옵션으로 최상의 이용가능성을 제공할 것인가?

- 어떤 옵션으로 최상의 시미트리(최하위 엔트로피)를 제공할 것인가?

- 이 옵션이 전체 경로의 수를 2 이하로 감소시킬 것인가?

- 이 옵션이 어떤 명시된 타겟들을 위반할 것인가(WLM은 디폴트 타겟 대신에

이용될 명시된 타겟들을 제공할 수 있음)?

- 이 옵션이 어떤 아키텍춰상의 제한을 위반할 것인가?

- 이 옵션이 그 설치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그 구성을 위반할 것인가?

- 이 옵션이 현재 이용 가능하지 않은 자원들을 이용하고자 할 것인가?

하나의 특별한 예에서, 초기에 어떤 환경들 하에서는 수행될 수 있는 어떤 결정 선택 블럭(DSB)들이 제거된다. 이는 

예컨대 아키텍춰의 제한을 위반하는것, 경로의 전체수를 2 이하로 감소시키는것, 그 설치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구

성을 위반하는 것(예컨대, 그 정의에서 허용되는 플로팅 채널경로의 최대수 이상을 이용) 및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자

원들을 이용하려하는 것(예컨대, 이용할 수 없었던 포트를 이용하려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기능은 프로세싱

에 앞서 이용될 수 있어, 서브시스템으로의 이용가능성 인덱스 및 투영 영향이 결코 선택될 수 없는 DSB들에 대해 계

산되지 않는다)

만일 현재 그 서브시스템에 단지 하나의 경로만이 존재하면(가능하면, 시스템시작 또는 실패 직후), 최상의 이용가능

성 인덱스를 갖는 경로를 선택한다. 만일 하나 이상의 경로가 균등한 이용 가능성 인덱스를 가지면, 타겟 I/O 속도 타

겟 내로 타겟 서브시스템을 이동시킬 최하위의 엔트로피 인덱스를 갖는 경로를 선택한다. 만일 경로가 하나 이상이면

전체 투영 델타(DSB로부터의 "∑투영 델타")가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한다.

만일 현재 서브시스템에 하나 이상의 경로가 있으면, 최상의 이용 가능성 인덱스를 갖는 DSB들의 세트를 찾는다.

타겟 I/O 속도의 허용치내에서 타겟 서브시스템을 얻고 최하위 엔트로피 인덱스를 갖는 옵션들에 대해 상기 세트를 

조사한다. 하나 이상이면, 전체 투영 델타(DSP로부터의 "∑투영 데이터")가 가장작은 것을 선택한다.

만일 그러한 옵션이 없으면, 다음의 최상의 이용가능성 인덱스를 갖는 경로세트를 찾고 다시 시작한다.

만일 그 허용치내에서 어떤 옵션들도 서브시스템을 얻지 못하면, 그것의 이용가능성 인덱스 또는 엔트로피 인덱스에 

관계없이 타겟에 가장 밀접한 서브시스템을 얻는 것을 선택한다. (최상의 옵션을 선택하는 전술한 기술은 단지 하나

의 예이다. 본 발명의 정신을 벗어남이 없이 다양한 부가,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하다. 또한, 어떤 다른 기술도 최상의 옵

션을 선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최상의 옵션을 선택하고자 하는 시도후, 명시된 타겟들을 갖는 서브시스템들에 영향을 줌이없이 새로운 타겟들이 달

성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단계1322). 다시말해서, 최상의 옵션이 WLM에 의해 설정된 명시된 타겟

을 갖는 서브시스템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결정이 행해진다. 만일 그러하면, 작업부하 관리기

는 적절한 경로를 선택하게된다(단계 1324). 특히, 작업부하 관리기는 그 경로를 택하여 그 도너를 위한 새로운 타겟

들을 선택한다.

이어서, 만일 새로운 타겟이 명시된 타겟들을 갖는 서브시스템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이없이 달성될 수 있으면, 변

경이 수행되며(단계 1306), 타겟 범위에 있 지 않은 다른 서브시스템들이 존재하는지 결정하는 프로세싱이 진행된다 

(단계1308).

전술한 바와같이, WLM은 디폴트 평균 I/O 속도 타겟대신에 이용될 명시된 I/O 속도 타겟을 설정할 수 있다. 한 실시

예에서, WLM은 서비스 클래스가 그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발견하게 될때 명시된 타겟을 설정한다. 명시된 서브

시스템 I/O 속도 타겟을 설정하는것과 관련된 논리의 한 실시예를 도 15와 관계하여 설명한다.

초기에, I/O가 가장 큰 지연을 일으키는지에 관한 결정이 행해진다(단계 1500). 만일 그러하지 않으면, 본 발명의 이 

양상의 목적을 위해 프로세싱이 완료된다. 그러나, 만일 I/O가 가장 큰 지연을 야기하면, I/O 우선순위 조정이 시도된

다(단계 1502). 그후, 서비스 클래스가 그 목표를 충족하는지에 관한 결정이 행해진다(단계 1504). 만일 이제 서비스 

클래스가 그 목표를 충족하면, 프로세싱이 완료된다. 그러나, 만일 서비스 클래스가 여전히 그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

면, 서브시스템들에 대해 이 시스템들이 서비스 클래스에 의해 이용되며 낮은 I/O 속도를 갖는지에 대한 조사가 행해

진다 (단계1506). 위치된 하나 이상의 서브시스템들에 대해 새로운 서브 시스템 I/O 속도 타겟들이 설정된다. 한 예에

서, 이는 현재의 타겟을 정의된 량으로 증대시키고 그리고 그 서브시스템에 영향을 투영함으로써 설정된다. 만일 영

향이 (예컨대, 수신기값 이상으로)충분하면, 프로세싱이 완료된다. 만일 그렇지않으면, 이 타겟은 다시 증대되고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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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싱이 반복된다.

I/O 구성들의 동적구성을 제공하는 동적 CHPID 관리(DCM)에 대해 전술하였다. DCM은 WLM과 장점적으로 통합되

어 작업부하 및 목표들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결정이 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DCM은 (예컨대, 분할 그룹들의) 복수의

분할에 걸쳐 채널들의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필요로되는 자원들의 추가 및 과도한 자원들의 배제를 행할 수

있게 해준다.

전술한 바와같이, 동적 CHPID 관리와 더불어, "최상의" 채널이 서브시스템에 부가를 (또는 이로부터 삭제를) 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행하기 위해, 예컨대 결과적인 I/O 구성의 복합성(또는 엔트로피)을 비롯한 하나 이상의 애트리뷰들이 검사를 받

는다.

증대된 엔트로피는 I/O 구성을 지나치게 복잡하게하여, DCM의 프로세싱에서의 과도한 시간, 과도한 수의 서브시스

템들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한 부정확한 결과, 성능 보고에 있어서의 복잡성 및 문제 결정에 있어서의 복잡성을 야기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이 한 양상에서, 서로 다른 선택들의 상대적인 엔트로피를 결정할 수 있는 성능이 제공되어, 구

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을 할때 I/O 속도 및 이용가능성과 같은 다른 고려사항들과 함께 상대적인 엔

트로피가 고려될 수 있게 된다.

상대적인 엔트로피를 결정하는데 있어, 엔트로피 인덱스가 계산된다. 예컨대, 경로를 부가하는 경우에, 엔트로피 인덱

스는 결과적인 구성에서 채널들과 서브시스템들의 합이된다. 또한, 경로를 삭제하는 경우에, 엔트로피 인덱스는 경로

삭제후 타겟 서브시스템에 연결된 서브채널 시스템 및 채널들의 세트를 반영한다. 이는 더이상 그 세트에 있지 않게될

채널들 및 서브시스템들을 포함하지않는다.

각 옵션에 대한 엔트로피의 정도를 계산하기위해, 그 결정이 수행되는 것을 가정하여 서로 연결된 채널 및 서브시스

템들의 수가 이용된다. 엔트로피 기술의 하나의 기본 전제는 두개 이상의 제안된 트폴로지들의 비교를 가능케 하는 

인덱스를 계산하는 것이며, 어느 하나의 결정은 보다 대칭적이거나 또는 적은 엔트로피를 갖는다. 이것의 목적은 짐

작되는 많은 상호 연결되는 토폴로지를 회피하는 것인바, 많은 토폴로지는 I/O 속도 기술의 정확성을 낮게하고, 지나

치게 복잡한 토폴로지들로 인해 그 사실이후 사람들이 성능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엔트로피 결정 기술의 한 실시예를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 예컨대, 도 16은 두개의 서브시스템(1604)에 연결된 

두개의 채널(1602)을 포함하는 구성(1600)의 한 예를 나타낸것이다. 만일 서브시스템(22)이 추가의 자원을 필요로 

하면, 이는 적어도 두개의 장소로부터 그 자원을 얻을 수 있다. 만일 서브시스템이 채널 3으로 부터 그 자원을 얻게되

면, 결과적인 재구성은 이제 3개의 채널 및 2개의 서브시스템을 갖게된다.(도 16b). 이는 그 구성에 5개(3+2)의 엔트

로피 인덱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만일 서브시스템(22)이 채널 1로 부터 추가의 자원을 받으면 (도 16c), 결과적인 구

성은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적은 채널 또는 서브시스템을 가지며, 결과적인 엔트로피 인덱스는 2가 된다. 

이 예에서, 두번째 옵션은 최하위 엔트로피를 갖는다.

다른 예를 고려해보자. 도 17a에 도시한 예에서, 서브 시스템(23)은 추가의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채널 2 또는 4

로 부터 얻을 수 있다. 만일 채널 2를 사용하면 (도 17b), 결과적인 엔트로피 인덱스는 5가 된다. (즉, 한 구성에서 2개

의 서브시스템에 3개의 채널들이 연결되고, 채널 4는 연결되지 않으므로 카운트 되지 않는다). 만일 채널 4를 이용하

면(도 17c), 결과적인 인덱스는 3이 된다. 따라서, 두번째 옵션이 최하위 엔트로피를 갖는다.

다음으로, 이것이 어떻게 엔트로피에 영향을 주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을 분할하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도 18a에서, 만일 서브시스템(23)이 과도한 용량을 가지면, 채널 2 또는 3은 삭제될 수있다. 만일 채널 2를 삭제하면(

도 18b), 그 구성은 분할되고 두 구성의 엔트로피 인덱스는 낮아지게 된다. 만일 채널 3을 삭제하면(도 18c), 여전히 

한 구성이 남지만 엔트로피 인덱스는 원래의 인덱스보다 낮아진다. 그 구성을 다소 절반으로 삭제하는 결정의 결과로

서, 두개의 덜 복잡한 네트워크가 생성되며, 이는 한 실시예에서 최상의 선택이 된다.

다음예에서, 서브시스템(23)은 과도한 자원을 갖는다 (도 20a). 채널 2 또는 채널 3이 제거될 수 있다. 만일 채널 3이 

제거되면(도 20b), 결과적인 엔트로피 인 덱스는 7이다. 만일 채널 2를 제거하면(도 20c), 구성은 엔트로피 인덱스 5

를 갖는 구성(서브 시스템 23을 갖는 구성)으로 2개의 구성으로 분할되며, 결과적인 두번째 구성은 엔트로피 인덱스 

3을 갖는다. 한 실시예에서, 구성의 분할이 선호된다.

결과적인 엔트로피 값이 아닌 분할을 위한 삭제에서 바람직한지를 결정하기위한 추가의 예들을 이제 생각해보기로 

한다.

도 21a에 도시한 예에서, 서브시스템(23)은 너무 많은 대역폭을 갖는다. 채널 2 또는 4를 삭제할 수 있다. 만일 채널 

2를 삭제하면(도 21b), 새로운 엔트로피 인덱스 6이 얻어지며, 결과적인 두번째 구성의 엔트로피 인덱스는 3이 된다. 

만일 채널 4를 삭제하면(도 21c)새로운 엔트로피 인덱스 5가 얻어지며, 결과적인 두번째 구성의 엔트로피 인덱스는 4

가 된다. 5 및 4의 엔트로피 인덱스를 갖는 구성은 보다 좋은 선택이다. 한 실시예에서, 분할의 유형이 중요하다.

도 22a에 보인 실시예에서, 서브시스템(23)은 추가의 자원을 필요로 한다. 모든 채널 자원 2'를 서브시스템 (23)에 제

공함으로써 서브시스템(21)이 채널 2로 부터 삭제될 수 있으며(도 22b), 채널 4' 자원을 서브 시스템(23)에 제공함으

로써 서브시스템(25)이 채널 4로 부터 삭제될 수 있다(도 22c).

만일 서브시스템(21)이 채널 2로부터 삭제되면, 결과적인 엔트로피 인덱스는 7이되고, 결과적인 제 2 구성의 인덱스

는 2가 된다. 만일 서브시스템(25)이 채널 4로 부터 삭제되면, 결과적인 엔트로피 인덱스는 이제 6이 되고 결과적인 

제 2 구성은 3이 된다. 한 실시예에서, 분할이 동일함에 보다 밀접하므로 두번째 선택이 보다 최상인 것으로 보인다.

어떤 옵션이 절반(즉, "even")에 밀접한 지를 계산하기위해, 새로운 엔트로피 인덱스와 결과적인 제 2 구성의 그것간

의 채널과 서브시스템들간의 수에서의 차이룰 결정한다. 이 예에서, 제1의 선택결과는 엔트로피 인덱스가 2 와 7이되

어, 그 차이는 5가 된다(즉 대칭 인덱스). 제 2 선택의 결과, 엔트로피 인덱스는 6과 3이되어, 그 차이는 3이된다. 낮은

차이를 갖는 것이 본 실시예에서 최상의 선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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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한 실시예에서, 서브시스템을 타겟 I/O 속도를 밀접하게 이송하지 않는 옵션들은 제거되게 된다. 또한, 

엔트로피 인덱스는 결과적인 구성에 상호 연결되는 채널 및 서브 시스템들의 전체 수의 채널 및 서브시스템들을 추가

함으로써 계산한다.

만일 엔트로피 인덱스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 변화는 대칭이 된다. 최하위 엔트로피 인덱스를 갖는 구성이 전형적으로

선택된다. 비록 보다 높은 엔트로피 인덱스로 구성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8개 채널 이상을 갖는 구성을 선택

하는 것은 회피하라. 만일 대안이 없으면, 8개 채널 이상을 갖는 구성을 선택하고 다음 간격에서 구성이 분할된다.

상기 실시예들에 대한 여러가지 변형을 I/O 구성과 관련하여 설명하였지만은 본 발명의 특성들은 기억 영역 네트워크

및 다른 것들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에 동등하게 응용가능하다.

계산 환경의 자원들을 관리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에 대해 전술하였다. 본 발명의 한 양상에서, 물리적으로 공유가능한

자원들이 계산 환경의 논리 분할들에 걸쳐 관리된다. 또한, 한 실시예에서, 논리 분할들은 예컨대 자원 할당에 근거한

우선순위를 통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룹화된다. 이 자원 공유는 예컨대 LPAR들을 걸친 CPU 자원들의 동적 

관리, LPAR들을 걸친 다이내믹 CHPID 관리, 채널 서브시스템에서의 I/O 우선순위 큐잉 및 LPAR들을 걸친 메모리의

동적 관리를 포함한다.

한 예에서, 시스템의 작업부하 관리기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 관리를 담당한다. 공유가능한 자원들은 응용의 서브시

스템에 투명한 작업부하 관리기의 지령하에서 LPAR들에 걸쳐 동적으로 재배분된다. 이 자원들은 감시동작 및 고객

의 목표에 근거하여 필요한 분할들에 제공된다. 추가로, 예컨대 WLM, 시스플렉스 및 PR/SM 통합을 통한 작업부하 

목표에 따른 물리적 자원들의 동적 조정은 병렬 시스플렉스 데이터 공유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수행된다.

상기 실시예들에서, 다양한 계산 환경 및 시스템들을 설명하였다. 이들은 단지 예에 지나지않으며 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들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들을 논리 분할들과 관계하여 설명하였다. 논리 

분할들의 이용은 다른 타입의 분할들 뿐만아니라 비분할 시스템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역시 본 발명의 

범주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발명은 예컨대 컴퓨터로 이용가능한 매체를 갖는 제작물(예컨대, 하나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매체는 예컨대 본 발명의 성능들을 제공 및 용이하게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내부에

수록하고 있다. 이 제작물은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로서 포함될 수 있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

추가로, 본 발명의 성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머신에 의해 실행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명령 프로그램을 유형적으로 구현

하는 머신에 의해 판독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 기억장치가 제공될 수 있다.

여기에 도시한 흐름도는 단지 예시를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정신을 벗어남이 없이 이들 흐름도 또는 단계들에 많은 

변형을 가할 수 있다. 예컨대, 단계들은 서로다른 순서로 수행될 수 있거나 또는 부가 삭제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이들 

모든 변형들은 본 발명의 일부로서 간주된다.

비록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예시 상세히 설명하였지만은 당업자이면 본 발명의 범주내에서 다양한 변형, 부가, 대체등

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이들은 다음의 특허청구범위에 정의된 바와같이 본 발명의 범주내에 드는

것으로 간주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양상은 계산 환경의 분할들의 그룹들의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 그룹들의 자원

들은 어떤 자원들이 특정 그룹에 할당될지를 결정하고 그들 자원들의 할당을 수행하기위해 스코핑된다. 이 스코핑은 

변경이 허락될 자원들에 대한 처리를 제공하여, WLM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정확한 결정을 행할 수 있게 된다

. 스코핑은 머신이 소프트웨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소프트웨어가 그 머신 구성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자원들의 서브세트들이 머신에 제공될 수 있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계산 환경의 코프로세서 내에서 비동기 I/O 개시 요청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하나 이상의 I/O 동작의 실행을 개시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을 상기 코프로세서에 의해 얻는 단

계 -상기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은 상기 계산 환경의 하나 이상의 분할과 관련되고, 상기 하나 이상의 분

할은 하나 이상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포함함- 와,

상기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 중 하나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을 개시하는 단계 -상기 비동기 I/O 개시 요

청은 적어도 하나의 I/O 동작의 실행을 개시하는데 사용됨- 를 포함하고,

상기 개시 단계는 ⅰ) 상기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 중 적어도 하나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에 할당된 적어

도 하나의 우선순위와, ⅱ) 상기 하나 이상의 분할 중 적어도 하나의 분할에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를 이용하

여 상기 비동기 I/O 개시 요청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ⅱ)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분할의 작업

부하 목표를 고려하는 작업 관리기에 의해 동적으로 조정됨-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단계는

상기 코프로세서 내에서, 우선순위 시퀀스에 근거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들을 순서화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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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기 순서화된 비동기 I/O 개시 요청들 중 제 1 비동기 I/O 개시 요청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비동기 I/O 개시 요청이 하나 이상의 다른 비동기 I/O 개시 요청들에 비해서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단계는 공정성 기준(fairness criterion)을 이용하여 상기 개시될 비동기 I/O 개시 요청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분할은 상기 계산 환경의 적어도 하나의 논리 분할(logical partition)이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논리 분할은 상기 코프로세서에 결합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논리 분할은 그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우선순위 값들을 갖는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논리 분할중 하나 이상의 논리 분할들에 디폴트 우선순위값을 할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

청구항 7.
계산 환경의 코프로세서 내에서 비동기 I/O 개시 요청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하나 이상의 I/O 동작의 실행을 개시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들을 상기 코프로세서에 의해 얻는 

단계와,

상기 코프로세서 내에서 하나 이상의 I/O 동작의 실행을 개시하는데 사용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

청들의 개시를 관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관리 단계는 ⅰ) 상기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들 중 적어도 하나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에 할당된 적

어도 하나의 우선 순위와, ⅱ) 상기 하나 이상의 개시 요청들이 적어도 하나의 다른 개시 요청에 할당된 우선 순위보

다 낮은 우선 순위를 할당받는 경우에도, 스타베이션(starvation) 기간 경과 전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비동기 I/O 개

시 요청의 하나 이상의 개시 요청들의 개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에 인가

된 적어도 하나의 공정성 기준을 이용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단계는

상기 비동기 I/O 개시 요청의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상기 코프로세서의 하나 이상의 자원들을 상기 하나 이상의 비동

기 I/O 개시 요청들 중 하나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에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단계는

처리될 비동기 I/O 개시 요청을 상기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들로부터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선택 단계는 상기 비동기 I/O 개시 요청에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를 이용하는 방법.

청구항 10.
계산 환경의 코프로세서 내에서 비동기 I/O 개시 요청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하나 이상의 I/O 동작의 실행을 개시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을 상기 코프로세서에 의해 얻는 수

단 -상기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은 상기 계산 환경의 하나 이상의 분할과 관련되고, 상기 하나 이상의 분

할은 하나 이상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포함함- 과,

상기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 중 하나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을 개시하는 수단 -상기 비동기 I/O 개시 요

청은 적어도 하나의 I/O 동작의 실행을 개시하는데 사용됨- 을 포함하고,

상기 개시 수단은 ⅰ) 상기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 중 적어도 하나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에 할당된 적어

도 하나의 우선순위와, ⅱ) 상기 하나 이상의 분할 중 적어도 하나의 분할에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를 이용하

여 상기 비동기 I/O 개시 요청을 선택하는 수단 -상기 ⅱ)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분할의 작업

부하 목표를 고려하는 작업 관리기에 의해 동적으로 조정됨-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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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계산 환경의 코프로세서 내에서 비동기 I/O 개시 요청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하나 이상의 I/O 동작의 실행을 개시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들을 상기 코프로세서에 의해 얻는 

수단과,

상기 코프로세서 내에서 하나 이상의 I/O 동작의 실행을 개시하는데 사용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

청들의 개시를 관리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관리 수단은 ⅰ) 상기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들 중 적어도 하나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에 할당된 적

어도 하나의 우선 순위와, ⅱ) 상기 하나 이상의 개시 요청들이 적어도 하나의 다른 개시 요청에 할당된 우선 순위보

다 낮은 우선 순위를 할당받는 경우에도, 스타베이션(starvation) 기간 경과 전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비동기 I/O 개

시 요청의 하나 이상의 개시 요청들의 개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에 인가

된 적어도 하나의 공정성 기준을 이용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계산 환경의 코프로세서들 내에서 비동기 I/O 개시 요청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하나 이상의 I/O 동작의 실행을 개시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을 얻도록 구성된 코프로세서 -상기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은 상기 계산 환경의 하나 이상의 분할과 관련되고, 상기 하나 이상의 분할은 하나 

이상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포함함- 와,

상기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 중 하나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을 개시하도록 구성된 코프로세서 -상기 비동

기 I/O 개시 요청은 적어도 하나의 I/O 동작의 실행을 개시하는데 사용됨- 를 포함하고,

상기 개시는 ⅰ) 상기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 중 적어도 하나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에 할당된 적어도 하

나의 우선순위와, ⅱ) 상기 하나 이상의 분할 중 적어도 하나의 분할에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를 이용하여 상

기 비동기 I/O 개시 요청을 선택하는 것 -상기 ⅱ)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분할의 작업부하 목

표를 고려하는 작업 관리기에 의해 동적으로 조정됨-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0.
계산 환경의 코프로세서 내에서 비동기 I/O 개시 요청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하나 이상의 I/O 동작의 실행을 개시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들을 얻도록 구성된 코프로세서와,

상기 코프로세서 내에서 하나 이상의 I/O 동작의 실행을 개시하는데 사용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

청들의 개시를 관리하도록 구성된 코프로세서를 포함하며,

상기 관리는 ⅰ) 상기 하나 이상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들 중 적어도 하나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에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우선 순위와, ⅱ) 상기 하나 이상의 개시 요청들이 적어도 하나의 다른 개시 요청에 할당된 우선 순위보다 낮

은 우선 순위를 할당받는 경우에도, 스타베이션(starvation) 기간 경과 전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비동기 I/O 개시 요

청의 하나 이상의 개시 요청들의 개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비동기 I/O 개시 요청에 인가된 적

어도 하나의 공정성 기준을 이용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제 1 항 내지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을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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