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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의 소비 전력을 프로파일링(profiling)하는 방법 및 시스템들이 기술된다

. 전력 측정 회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프로세서의 소비 전력 레벨들을 기록한다. 프로파일링 

도구는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명령어들을 추적하고 식별하며 그 명령어들과 이들 명령어의 실행 중에 소비되는 전

력 간의 관계를 생성한다. 전력 프로파일은 이들 명령어의 실행 중에 소비되는 전력량에 관련되는 명령어의 정확한 

격리 및 식별을 가능하게 한다.

대표도

도 8

색인어

전력 프로파일, 소프트웨어 명령어, 전력, 소비 전력, 전력 측정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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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전력 프로파일링을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예시적인 개발 환경(100)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전력 프로파일링을 구현하도록 구성된 대상 장치, 호스트 컴퓨터, 및 전력 측정 회로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

시하는 도면.

도 3은 임베디드 장치의 소비 전력을 측정하도록 구성된 전력 측정 회로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전력 프로파일러에 의해 생성되어 소비 전력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예를 도시하

는 도면.

도 5는 전력 프로파일링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되는 대상 장치, 호스트 컴퓨터, 전력 측정 회로의 다른 예시적인 실시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6-8은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의 전력 프로파일링을 구현하는 예시적인 방법들의 블럭도.

도 9는 대상 임베디드 장치 및 호스트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예시적인 컴퓨팅 환경을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대상 장치

104: 호스트 컴퓨터

106: 전력 측정 회로

206: 명령어

214: 소비 전력 데이터

216: 프로세서

220: 전력 프로파일러

926: 오퍼레이팅 시스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모바일 장치들의 배터리 수명 연장에 관련한 것으로, 보다 상세히는 이러한 장치들에서 실행되

는 명령어들의 소비 전력의 프로파일링에 관한 것이다.

휴대용 장치(예를 들면, 노트북 컴퓨터, 서브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PDA 등)의 소비 전력은 사용자에게 상당히 중요

하다. 결국, 이러한 장치들에서 전력을 이용할 수 있는 한도는 사람이 그 장치를 휴대할 수 있는 한도가 된다. 데스크

탑 대체물 컴퓨터로 사용되는 노트북 컴퓨터들이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에서 때때로 예외일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

에서, 일부 사용자는 단순히 이러한 노트북 컴퓨터들을 전원 콘센트에 의해 작동시키는 것을 예상하므로, 의존할 수 

있는 휴대용 전력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노트북 컴퓨터 및 다른 휴대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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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전력 콘센트를 이용할 수 없는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장치에서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은 상당한 전력을 소모(draw)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형적인 노트북의 컴포넌

트들은 그러한 노트북이 특정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하는 동안 25와트 이상을 소모할 수 있다. 소비 전력은 얼마나

오랫동안 배터리가 지속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 뿐만 아니라, 노트북 케이스가 접촉하기에 편안한 상태를 유지함에 

있어서 이 노트북 케이스가 방출시킬 수 있는 열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열은 PDA 및 휴대폰에서는 문

제가 덜하지만, 이들 장치는 더 긴 배터리 수명을 가지기를 기대하여, 소비 전력은 여전히 주요한 관심사이다.

이러한 휴대용 장치를 위한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컴포넌트 제조자들은 배터리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컴포넌

트가 요구하는 전력량을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예를 들면, 노트북 컴퓨터의 칩제조자는 노트북 컴퓨터가 '슬

립(sleep)' 모드에 있을 때, 또는 노트북 컴퓨터가 AC 전력에서 배터리 전력으로 전환(switching)될 때 프로세서의 클

럭(clock) 속도 및 전압 레벨을 자동적으로 줄이는 능력과 같은 절전 기능들을 내장시킬 수 있다. 다른 절전 기능들로

서는, 특정한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개별적인 하드웨어 칩들에 임베딩(embedding)하는 것, 회로의 블럭(예를 들면, 휴

대폰에서의 칩의 라디오 부분)이 사용 중이 아닐 때 폐쇄하는 것,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특정한 기간의 시간동안 사용

되지 않으면 그 컴포넌트를 끄는 것(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끄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절전 기능들은 몇몇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그 기능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런타임' 환경에서 소비 전력을 줄

이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이들은 다른 장애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노트북 컴퓨터가 슬립 

모드이거나 배터리 전력으로 실행될 때 프로세서의 클럭 속도 및 전압 레벨을 줄이는 것은 특정한 애플리케이션들의 

성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한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임베딩하는 추가적인 하드웨어의 사용은 그 하드웨

어를 위한 추가적인 공간 및 비용을 요구한다. 회로의 블럭 및 특정한 기간의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는 다른 하드웨어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스크린)를 폐쇠하는 것은 오직 이들 컴포넌트가 사용되지 않을 때만 전력을 절약한다. 그러므

로, 현재 이런 방법들은 이러한 휴대용 장치들의 정상적인 런타임 소비 전력을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이러

한 장치들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가 전력을 소비하는 방법에 관한 임의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현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임베디드(embeded) 개발 도구들은 이러한 모바일 장치에서 실행되는 소프트

웨어의 소비 전력의 프로파일링을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장치에서 소비 전력을 모니터링하고 최

적화하는 종래의 기법들은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및 논리 분석기를 이용한 노동 집중적인 하드웨어 추적 및 소

프트웨어 디버깅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법은 소비 전력이 초과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코드의 정확한 위치를 격리(isol

ate)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베디드, 배터리 전력공급 장치에서 소비 전력을 줄이는 것을 돕기 위해 실행시에 특정한 소프트웨어의 소비

전력을 프로파일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명세서에서는 소프트웨어 실행의 전력 프로파일링이 기술되었다.

일 구현에 따르면,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명령어들이 식별된다. 소비 전력 데이터는 전력 측정 회로로부터 수신되고

식별된 명령어들과 상호 관련된다.

다른 구현에 따르면, 전력 프로파일이 생성된다. 이 전력 프로파일은 복수의 소비 전력 값 및 복수의 식별된 명령어를

포함한다. 각각의 소비 전력 값은 식별된 명령어와 전력 프로파일 내에서 관련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면에 있어서 유사한 구성요소 및 특징들을 참조하기 위하여 동일한 참조번호가 사용되었다.

개관

이하 설명은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의 소비 전력을 프로파일링하는 시스템 및 방법들을 제시한

다. 전력 측정 회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명령어를 실행하는 프로세서의 소비 전력 레벨들을 기록한다. 프로파일링 

도구는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명령어들을 추적하고 식별하며 명령어들과 이들 명령어의 실행 중에 소비되는 전력 

간의 연관성을 생성한다. 이 연관성은, 예를 들면,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명령어 각각마다 소비되는 전력량을 상호 

관련시키는 테이블 또는 그래프로 표현되는 프로파일이다. 전력 프로파일은 이들 명령어의 실행 중에 소비되는 전력

량에 관련되는 명령어의 정확한 격리 및 식별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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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된 시스템 및 방법의 이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실행 중에 초과된 전력량을 소비하는 코드의 섹션들을 격리

시키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초과된 전력량을 소비하는 코드 섹션들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구성

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실행 중에 소비되는 전력량은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코드 섹션들의 식별 및 재구성을 통

하여 임베딩된 모바일 및 다른 장치들에서, 특히 이들 코드 섹션이 순환되는 방식으로 실행되는 곳에서, 상당한 절전

이 실현될 수 있다.

예시적인 환경

도 1은 전력 프로파일링을 구현하는 데 적절한 예시적인 개발 환경(100)을 도시한다. 예시적인 개발 환경(100)에서, 

대상 장치(102)는 데이터 통신 버스(108)를 통해 호스트 컴퓨터(104) 및 전력 측정 회로(106)에 연결된다. 예시적인 

환경(100)에서, 호스트 컴퓨터(104)와 전력 측정 회로(106) 또한 버스(108)를 통해 연결된다. 버스(108)는, 예를 들

면, I2C(Inter-IC) 버스, SPI(Serial Peripheral Interface) 버스, USB(Universal Serial Bus)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범용 데이터 통신 버스들 중 임의의 것을 나타낸 것이다. 버스(108)는 단일 버스가 아니고, 그 보다는 장치들(102, 10

4 및 106)을 상호 접속하는, 참조부호 108(a), 108(b), 108(c)로 도시되는 몇몇의 버스 예들로 구성된다.

대상 장치(102)는 다양한 통상의 컴퓨팅 장치 중 임의의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장치(102)는, 예를 들면, 데스크

탑 PC, 노트북 또는 다른 휴대용/ 핸드헬드(handheld)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서버, 메인프레임 컴퓨터, 인터넷 전기 

기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전력 프로파일링은 배터리 전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모바일/휴대용 컴퓨팅 장치의

개발에 특히 유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 장치(102)는 일반적으로 배터리 전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모바일 컴퓨팅

장치로서 본 발명 전체를 통해 논의 된다.

이러한 모바일 장치(102)들은 통상적으로, PDA(예를 들면, 휴렛 패커드 사의 iPAQ, 3컴사의 팜파일럿, RIM사의 블

랙베리), 휴대폰, 스마트폰 등과 같은 임베디드, 핸드헬드/모바일 장치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임베디드, 핸드헬드/모

바일 장치들은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퍼스널 컴퓨터보다 더 제한된 컴퓨팅 기능(capability)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

능들은, 예를 들면, 스케줄 달력 및 주소록 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인적인 또는 비지니스 용도의 정보 저장

및 검색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윈도우즈 CE와 같은 몇몇의 오퍼레이팅 시

스템 버전을 지원한다. 전형적인 퍼스널 컴퓨터에 이용가능한 자격을 제대로 갖춘 버전 보다 제한된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이용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바일, 임베디드, 대상 장치(102)는 제한된 버전의 이메일, 

전화, SMS(short message service), 오가나이저(organizer) 및 웹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 대상 장치(102)

는 랩탑 또는 노트북 컴퓨터 또한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 장치(102)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우즈 

브랜드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같은 공개 플랫폼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이메일, 캘린더링, 태스크 구성, 워드 프로세싱, 

웹 브라우징 등과 같은 일반적인 컴퓨팅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노트북 컴퓨터로 구현될 

수 있다. 대상 장치(102)의 다양한 실시예를 구현하는 예시적인 컴퓨팅 환경에 대해 이하에서 도 9를 참조하면서 더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전력 측정 회로(106)는 대상 장치(102)에서의 전력 소비를 측정할 수 있는 주문형(custom) 회로이다. 전력 측정 회

로(106)는 아날로그 포맷으로의 활성화된 소비 전력 측정 및 아날로그 소비 전력 측정치들의 디지털 포맷으로의 변환

을 가능하게 한다. 전력 측정 회로(106)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디지털로 포맷된 소비 전력 정보의 저장 기능 및 이 정

보를 데이터 통신 버스(108(c))를 통하여 호스트 컴퓨터(104)로 전달하는 기능 또한 가능하다.

호스트 컴퓨터(104)는 데스크탑 PC, 노트북 또는 휴대용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서버, 메인프레임 컴퓨터, 인터넷 전

기 기기,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통상의 컴퓨팅 장치 중의 임의의 것일 수 있다. 호스트 컴퓨터(104)는 일반적으로 대

상 장치(102)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에 관련하여 그 창치(102)에서의 소비 전력을 프로파일링하도록 구

성된다. 호스트 컴퓨터(104)는 임의의 소정의 시점에서 대상 장치(102)에서 실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을 

추적하고 식별하며, 전력 측정 회로(106)로부터 소비 전력 정보를 수신한다. 호스트 컴퓨터(104)는 대상 장치(102)에

서의 소비 전력을 그 장치(102)에서의 특정한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의 실행과 상호 관련시키는 전력 프로파일을 생성

한다. 호스트 컴퓨터(104)를 구현하는 예시적인 컴퓨팅 환경은 이하에서 도 9를 참조하면서 더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

다.

예시적인 실시예

도 2는 전력 프로파일링을 구현하도록 구성되는 대상 장치(102), 호스트 컴퓨터(104), 및 전력 측정 회로(106)의 예

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대상 장치(102)는 임베디드 장치(102)로 구현되고 프로세서(200) 및 메모리(202)를 포함

한다. 프로세서(200)는 프로그램 카운터(204)를 포함한다. 프로그램 카운터(204)는 실행될 메모리(202)의 다음 명령

어(206)의 주소를 포함하는 프로세서(200)의 레지스터이다. 프로그램 카운터(204)는 프로세서(200)에게 후속 명령

어(206)를 가리키기 위해 각각의 명령어(206)가 페칭(fetch)된 이후에 자동적으로 증가된다. 또한, 프로그램 카운터(

204)에 새로운 값을 기록함으로써 일련의 명령어(206) 실행을 변경하는 특별한 명령어들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어(206)는, 예를 들면, JUMP, CALL 및 RTS(서브루틴으로부터 리턴) 명령어를 포함한다. 메모리(202)의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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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장치 드라이버, 등의 일부인 임의의 실행가능한 명령어

들을 포함할 수 있다.

전력 측정 회로(106)는 통상적으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nalog to digital converter: ADC)(208), 통신 인터페

이스(210) 및 메모리(212)를 포함한다. ADC(208)는 예를 들면, 내셔널 세미컨덕터 ADC12662와 같은 높은 정밀도

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인 것이 바람직하다. ADC(208)는 통상적으로 임베디드 장치(102)에서 명령어(206)들을 

실행하는 프로세서(200)의 활성화된 소비 전력을 측정하도록 구성된다. 대안적으로, ADC(208)는 장치(102)에서의 

명령어들의 실행 중에 임베디드 장치(102) 전체의 활성화된 소비 전력을 측정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소비 전력은 통

상적으로 밀리암페어 또는 밀리와트(각각 mA 또는 mW) 중 하나로 측정된다.

도 3은 회로(106)의 전형적인 ADC(208)가 임베디드 장치(102)에 연결되어 소비 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예를

도시한다. 도 3이 임베디드 장치(102)의 소비 전력을 측정하도록 구성된 ADC(208)을 도시하였지만, 프로세서(200)

와 같은 임베디드 장치(102)의 다양한 컴포넌트의 소비 전력을 측정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음을 유의한다. ADC(208)

는 일반적으로 장치(102)로부터 출력된 연속적인 변수(즉, 아날로그)의 소비 전력 신호를 디지털(이산) 형태로 변환

한다. 장치(102)로부터의 아날로그 소비 전력 신호는 통상적으로 명령어(206)가 임베디드 장치(102)에서 프로세서(2

00)에 의해 실행되는 비율 이상의 비율로 샘플링(sample)된다. 이하에 보다 상세히 기술되듯이, 이러한 전력 샘플 비

율은 호스트 컴퓨터(104)의 프로파일러(220)가 임베디드 장치(102)의 프로세서(200) 상의 프로그램 카운터(204)를 

샘플링하는 비율일 수도 있다. ADC(208)의 디지털 출력 상태(state)의 개수는 ADC(208)의 정밀도에 의해 정의된다.

예를 들면, 1암페어/12비트 ADC(208)는 각각 0.2밀리암페어(즉, 1암페어/4096)의 해상도를 나타내는 4096개의 다

른 이산 출력 값을 제공할 수 있다.

ADC(208)에 의해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소비 전력 값 각각은 통상적으로 호스트 컴퓨터(104)로 전송되기 이전에 소

비 전력 회로(106)의 메모리(212)에 소비 전력 데이터(214)로서 저장된다. 통신 인터페이스(210)는 호스트 컴퓨터(1

04)로부터 메모리(212)에 저장된 소비 전력 데이터(214)를 요청하는 질의에 응답하도록 구성된다. 그러므로, 통신 인

터페이스(210)는 호스트 컴퓨터(104)로부터 요청들을 수신하고 이 요청의 응답으로 메모리(212)로부터 호스트 컴퓨

터(104)에게 소비 전 력 데이터(214)를 리턴한다. 통신 인터페이스(210)는 일반적으로 버스(108(c))를 통해 호스트 

컴퓨터(104)와 통신할 수 있는 다양한 직렬 및/또는 병렬 인터페이스 중 임의의 것으로 구현된다.

호스트 컴퓨터(104)는 프로세서(216) 및 메모리(218)를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이하에서 도 9를 참조하여 더 자세히 

기술되는 예시적인 컴퓨팅 환경에 의해 나타내어질 수 있다. 메모리(218)는 프로세서(216)에서 실행되어 임베디드 

장치(102)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206)들을 추적하고 식별하도록 구성되는 전력 프로파일러(220)를 포함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력 프로파일러(220)는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명령어 및 컴포넌트(즉, 명령어

의 그룹)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실행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 명령어 및 컴포넌트들이 임의의 소정의 시점

에 실행되는지를 결정하는 현재 이용가능한 프로파일러 개발 도구들과 일반적으로 비슷하다.

자주 사용되는 프로파일링 방법의 보편적인 일례로서 몬테 칼로 프로파일링(Monte Carlo profiling)이 있다. 몬테 칼

로 프로파일링에서, 프로파일러(예를 들면, 프로파일러(220))는 시스템(예를 들면, 임베디드 장치(102)의 프로세서(2

00))을 매우 높은 비율로 인터럽트하고 현재 실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명령어(206)를 검사한다. 이러한 검사는 인터

럽트 되는 프로세서(200)의 프로그램 카운터(204)의 샘플링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프로그램 카운터(204)의 샘플링

된 값을 이용하여, 프로파일러(220)는 명령어 룩업 테이블(222)을 조사(scan)하여 프로그램 카운터(204)와 관련된 

메모리 주소의 위치를 알아낸다. 일반적으로, 룩업 테 이블(222)은 메모리 위치/주소와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를 기계 

코드로 컴파일했을 때 생성된 컴파일된 코드 간의 매핑이다. 메모리 주소로부터, 프로파일러(220)는 프로세서(200)

가 인터럽트될 때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를 식별한다. 일정 기간의 시간 이후에, 소프트웨어 명령어 또는 컴포

넌트 각각의 '히트(hit)' 수가 표로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어느 소프트웨어가 계산 시간의 대부분을 이용하

는 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전력 프로파일러(220)는 추가적으로 임의의 소정의 시점에서 임베디드 장치(102)의 소비 전력 레벨을 결정하기 위해

전력 측정 회로(106)를 질의하도록 구성된다. 전력 프로파일러(220)는 자신이 전력 측정 회로(106)에 송신한 질의들

의 응답으로 전력 측정 회로(106)로부터 소비 전력 데이터(214)를 수신한다. 전력 프로파일러(220)는 상술했듯이 프

로그램 카운터(204)의 샘플을 취할 때마다 전력 측정 회로(106)를 질의하도록 적응된다. 그러므로, 전력 프로파일러(

220)가 프로세서(200)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를 식별하기 위해 프로그램 카운터(204)를 샘플링할 때마다, 

전력 프로파일러는 전력 측정 회로(106)에 질의하고 프로세서(200)에서의 소프트웨어 명령어의 수행 중에 측정된 소

비 전력 데이터(214)로부터 일정 값을 수신한다. 대안으로는, 전력 프로파일러(220)는 일정 간격마다 전력 측정 회로

(106)에 질의할 수 있고 그 다음 전력 프로파일러가 프로세서(200)에서 수행되는 식별된 소프트웨어 명령어들과 상

호 관련될 소비 전력 데이터(214) 값의 그룹들을 수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 전력 데이터(214)는 전력 프로파일

러(220)로부터 실시간으로 송신된 질의 마다 하나의 값으로 수신될 수 있거나, 이전에 전력 측정 회로(106)의 메모리

(212)에 저장된 소비 전력 값의 그룹으로 수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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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프로파일러(220)는 또한 전력 측정 회로(106)로부터 수신된 소비 전력 데이터(214)를 임베디드 장치(102)의 프

로세서(200)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206)와 상호 관련시키도록 구성된다. 전력 프로파일러(220)는 임베디

드 장치(102)의 프로세서(200)에서 실행되는 정밀한 소프트웨어 명령어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양을 측정하는 전력 프

로파일(224)을 생성한다. 전력 프로파일(224)은 예를 들면, 식별된 소프트웨어 명령어의 실행 중에 측정된 대응하는 

소비 전력 값을 가지는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을 식별하는 정보의 쌍들을 제공하는 테이블 또는 그래프를 포함하는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도 4는 전력 프로파일(224)의 정보를 개발자에게 전달하도록 전력 프로파일러(224)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예를 도시한다. 도 4에 도시된 전력 프로파일(224)은 소비 전력 레벨(400)과 임베디드 장치(10

2)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명령어(402)들 간의 상호 관계를 도시하는 그래

프의 형태로 도시된다. 그래프의 상부 절반부(404)의 굵은 가로선들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명령어(402)

들을 가리키고자 한다. 그래프의 하부 절반부(406)의 굵은 가로선들은 그래프의 상부 절반부에서 가리키듯이 현재 실

행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의 실행 중에 소비되는 전력의 레벨을 가리키고자 한다. 예를 들면, 명령어 'shell.exe<<0x

2DFD098E>>'(408)가 실행될 때, 소비 전력은 대략 90mA(410)인 한편, 명령어 'CEMGRC.exe<<0x6DDE76>>'(41

2)가 실행될 때, 소비 전력은 대략 50mA(414)이다.

일반적으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력 프로파일(224)의 개발자에게 제공되는 전력 프로파일링 정보는 개발자가 

모바일 장치(102)에서 런타임 소비 전력의 증가가 있는 코드 내의 '핫 스팟(hot spot)'을 식별하도록 도울 수 있다. 예

를 들면, 도 4 프로파일에서, 'readdr.exe<<0xCD07A2CE>>'(416)이 실행되고 있을 때, 'NK.exe<<0x0DFFF002>>
'(418)로의 함수 호출 때문에 소비 전력이 극적으로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개발자는 전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가능하

면 'NK.exe<<0x0DFFF002>>'(418) 함수 호출을 제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발자들은 전력 프로파일(224)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프트웨어 모듈들의 런타임 소비 전

력을 프로파일링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프로그래밍 구조 및 알고리즘들보다 더 전력 이용에 친화적인 특정한 일반

프로그래밍 구조 및 알고리즘을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리컬전(recursion)을 이용하는 자주 실행되는 알고리즘은

이터레이션(iteration)을 이용하는 알고리즘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풀링(polling)이 인터럽

트를 기다리는 것보다 전력을 덜 소비할 수 있고, 혹은 불필요한 컨텍스트 스위치(context switch)를 제거하는 것 등

은 전력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게다가, 매우 높은 정확도의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명령어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특정한 하드웨어 의존 CPU 명령어들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도 5는 전력 프로파일링을 구현하도록 구성되는 대상 장치(102), 호스트 컴 퓨터(104), 및 전력 측정 회로(106)의 다

른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전의 도 2의 실시예와 같이, 대상 장치(102)는 임베디드 장치(102)로 구현된다. 게

다가, 도 5의 임베디드 장치(102)는 일반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동작하도록 구성된다. 그러나, 도 5의 실시예에서

는, 임베디드 장치(102)는 전력 측정 회로(106)를 포함한다. 전력 측정 회로(106)는 도 2의 실시예와 관하여 상술된 

바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전력 측정 회로(106)가 임베디드 장치(102)에 통합되기 때문에, 한 구현에서

이 회로는 메모리(202)와 같은 임베디드 장치(102)의 다양한 컴포넌트를 공유할 수 있다. 예로서, 도 5는 전력 측정 

회로(106)에 의해 임베디드 장치(102)의 메모리(202)에 저장되는 소비 전력 데이터(214)를 도시한다.

예시적인 방법

도 1의 예시적인 개발 환경(100)과 같은 환경에서 전력 프로파일링을 구현하는 예시적인 방법들이 이제 도 6-8의 흐

름도의 주된 참조로 기술될 것이다. 이 방법들은 도 2-5에 관하여 상술한 예시적인 실시예에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상술한 방법들의 구성 요소들은, 예를 들면, ASIC에서의 하드웨어 논리 블럭 혹은 프로세서 판독가능 매체에 정의된 

프로세서 판독가능 명령어들의 실행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수단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프로세서 판독가능 매체'는 프로세서에 의해 사용되거나 실행되는 명령어들을 포함하고, 저장

하고, 전달하고, 전파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임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프로세서 판독가능 매체는 전자, 자기, 광학, 

전자기, 적외선, 또는 반도체 시스템, 기기, 장치, 또는 전달 매체일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프로세서 판독가

능 매체의 보다 상세한 예로서는, 특히 하나 이상의 배선을 구비하는 전기 접속(전자), 휴대용 컴퓨터 디스켓(자기), R

AM(자기), ROM(자기), 이피롬(EPROM 또는 플래쉬 메모리), 광섬유(광학), CD-RW(광학), CDROM(광학)을 포함한

다.

도 6은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의 전력 프로파일링을 구현하는 예시적인 방법(600)을 도시한다.

프로세서는 일반적으로 배터리 전력으로 동작할 수 있는 임베디드 장치(102)의 컴포넌트이다. 블럭(602)에서, 프로

세서에서 실행되는 명령어들이 식별된다. 식별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방법(600)의 연장인 방법(700)에 관하여 후술

된다.

방법 (600)의 블럭(604)에서, 소비 전력 데이터는 전력 측정 회로(106)로부터 수신된다. 전력 측정 회로(106)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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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보드의 일부이거나 임베디드 장치(102)에 직접 상주할 수 있다. 전력 측정 회로(106)는 통상

적으로 임베디드 장치(102)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구현된 프로세싱 회로의 소비 전력을 측정

하도록 구성되지만, 임베디드 장치(102) 전체의 소비 전력을 측정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전력 프로파일러(220)을 실

행하는 호스트 컴퓨터(104)는 통상적으로 전력 측정 회로를 질의함으로써 소비 전력 데이터를 수신한다. 그러나, 호

스트 컴퓨터(104)는 전력 측정 회로로부터 임의의 정해진 간격으로 자동적으로 소비 전력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블럭(606)에서, 소비 전력 데이터는 식별된 명령어들과 상호 관련된다. 호스트 컴퓨터(104)에서 실행하는 전력 프로

파일러(220)는 임베디드 장치(102)에서 실행하는 각각의 명령어를 각 식별된 명령어의 실행 중에 임베디드 장치(102

)의 프로세싱 회로에 의해 소비되는 전력 측정량(즉, 전력 측정 회로에 의한(104) 측정치)과 관련시킨다. 전력 프로파

일러(220)는 소프트웨어 명령어의 실행에 의해 임베디드 장치(102)에서 소비되고 있는 전력을 추적하는 전력 프로파

일을 생성한다. 그러므로, 전력 프로파일은 통상적으로 임베디드 장치(102)에서 수행된 식별된 소프트웨어 명령어과 

각각 관련된 복수의 소비 전력 값을 포함한다. 전력 프로파일은, 예를 들면, 소비 전력값들을 식별된 소프트웨어 명령

어와 매치시키는 데이터 쌍들을 가지는 테이블, 또는 소비 전력의 값들과 식별된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을 가시적으로 

상호 관련시키는 그래프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도 7은 방법(600)의 연장인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의 전력 프로파일링을 구현하는 예시적인 방법(700)을 도시한다. 방

법(700)은 방법(600)의 블럭(602)으로부터 연장되고, 일반적으로 프로세서에서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의 식

별을 기술한다. 프로세서는 일반적으로 배터리 전력으로 동작할 수 있는 임베디드 장치(102)의 컴포넌트이다. 방법(7

00)의 블럭(702)에서, 프로세서는 인터럽트된다. 통상적으로, 프로세서는 인터럽트될 때, 런타임 환경에서 소프트웨

어 명령어들 실행하고 있다. 인터럽트는 전력 프로파일러(220)를 수행하는 호스트 컴퓨터(104)로부터 발행된다.

블럭(704)에서, 프로세서의 프로그램 카운터가 샘플링된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실행될 메모리의 다음 소프트웨어 명

령어의 주소를 포함하는 프로세서의 레지스터이다. 일반적으로, 호스트 컴퓨터(104)에서 실행되는 전력 프로파일러(

220)가 프로세서가 인터럽트될 때 수행하고 있는 명령어를 식별하는 것은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다. 블럭(706)에서, 

룩업 테이블을 조사하여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해 식별되는 메모리의 주소를 결정한다. 룩업 테이블은 임베디드 장치

에 저장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의 이전 컴파일 중에 생성되는 테이블이다. 호스트 컴퓨터(104)는 통상적으로 임베

디드 장치(102)의 소프트웨어를 컴파일하는 컴퓨터이다. 그러므로, 룩업 테이블은 호스트 컴퓨터(104)에 상주하고 

임베디드 장치(102)의 프로세서가 인터럽트되고 그 프로그램 카운터가 샘플링될 때 임베디드 장치(102)에서 실행되

는 정확한 명령어의 식별을 할 수 있게 한다.

블럭(708)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로부터 결정된 메모리 주소에 상주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가 식별된다. 그 소프트웨

어 명령어는 임베디드 장치(102)에서 실행하는 임의의 개수의 루틴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명령어일 수 있다.

도 8은 임베디드 장치의 프로세서에서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의 전력 프로파일링을 구현한 방법(800)을 도시

한다. 블럭(802)에서, 임베디드 장치에서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의 소비 전력이 측정된다. 전력 측정 회로(10

6)는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프로세서의 소비 전력을 측정하도록 구성된다. 그러나, 전력 측정 

회로(106)는 또한 임베디드 장치에서의 프로세서에 의한 소프트웨어 명령의 실행 중에 임베디드 장치(102) 전체의 

소비 전력을 측정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전력 측정 회로는 임베디드 장치에 통합될 수 있거나, 소프트웨어 개발 테스

트 보드의 일부일 수 있다.

블럭(804)에서, 임베디드 장치(102)로부터의 아날로그 소비 전력 측정치들은 디지털 측정치들로 변환된다.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는 통상적으로 내셔널 세미컨덕터 ADC12662와 같은 높은 정밀도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 

208)에 의해 구현된다. 블럭(806)에서, 디지털 전력 측정치들은 전력 측정 회로(106)의 메모리에 저장된다. 블럭(808

)에서, 전력 측정 회로(106)는 호스트 컴퓨터(104)로부터 소비 전력 데이터를 전송하라는 요청을 수신한다. 요청들은

임베디드 장치(102)의 프로세서(200)에서의 각 명령어의 실행에 따른 빈도로 수신된다. 요청은 또한 일정 간격으로 

실행될 수도 있다. 블럭(810)에서, 전력 측정 회로(106)는 호스트 컴퓨터(104)에게 디지털 소비 전력 측정치들을 전

송함으로써 요청(들)에 응답한다. 전송된 소비 전력 데이터는 한번에 한 측정치가 전송될 수 있거나, 측정치들의 그룹

으로 전송될 수 있다. 이 전송들은 호스트 컴퓨터(104)로부터의 요청의 특성에 좌우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방법이 흐름도 및 흐름도의 블럭에 관련된 텍스트에 의하여 개시되었지만, 이 블럭들은 그 블럭도가 도

시된 순서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지는 않으며, 대안적인 순서가 유사한 이점들을 산출할 수 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게다가, 방법들은 배타적이지 않고 단독으로 혹은 서로와의 조합으로 수행될 수 있다.

예시적인 컴퓨터

도 9는 대상 장치(102) 및 호스트 컴퓨터(104)의 다양한 실시예를 구현하는 적절한 예시적인 컴퓨팅 환경을 도시한

다. 하나의 특정한 구성이 도시되지만, 대상 장치(102) 및 호스트 컴퓨터(104)는 다른 컴퓨팅 구성에서 구현될 수 있

다. 예를 들면, 도 9의 예시적인 컴퓨팅 환경은 통상적으로 대상 장치(102)의 특정한 구 현에 이용할 수 있는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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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다 일반적으로 더 개발된 컴퓨팅 환경이다.

컴퓨팅 환경(900)은 컴퓨터(902) 형태의 범용 컴퓨팅 시스템을 포함한다. 컴퓨터(902)의 컴포넌트들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즉 프로세싱 유닛(904), 시스템 메모리(906), 및 프로세서(904)를 포함하는 다양한 시스템 컴포넌트들을 

시스템 메모리(906)에 연결하는 시스템 버스(908)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버스(908)는 다양한 버스 아키텍처 중의 임의의 것을 사용하는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컨트롤러, 주변 버스,

AGP(accelerated graphics port), 및 프로세서 또는 로컬 버스를 포함하는 몇가지 유형의 버스 구조 중의 임의의 하

나 이상의 것을 나타낸다. 시스템 버스(908)의 예로는 메자닌(Mezzanine) 버스로도 알려진 주변 컴포넌트 상호접속(

PCI) 버스일 수 있다.

컴퓨터(902)는 통상적으로 다양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매체는 컴퓨터(902)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이용가능한 매체일 수 있으며,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체, 분리형(removable) 및 비분리형(non-remo

vable) 매체를 둘다 포함한다. 시스템 메모리(906)는 RAM(910) 등의 휘발성 메모리, 및/또는 ROM(912)등의 비휘발

성 메모리의 형태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시동중과 같은 때에 컴퓨터(902) 내의 구성요소 간에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돕는 기본 루틴을 포함하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914; BIOS)은 ROM(912)에 저장된다. RAM(910)은 

일반적으로 프로세싱 유닛(904)에 즉시 액세스될 수 있고 및/또는 프로세싱 유닛(904)에 의해 현재 작동되는 프로그

램 모듈 및/또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컴퓨터(902)는 또한 다른 분리형/비분리형,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로서, 도 9에는 

비분리형 비휘발성 자기 매체(도시되지 않음)로부터 판독하거나 그 자기 매체에 기록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916

), 분리형 비휘발성 자기 디스크(920)(예를 들면, '플로피 디스크')로부터 판독하거나 그 자기 디스크에 기록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918) 및 CD-ROM, DVD-ROM, 또는 기타 광학 매체 등의 분리형 비휘발성 광학 디스크(924)로부

터 판독하거나 그 광학 디스크에 기록하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922)가 도시되어 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916),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918),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922)는 각각 하나 이상의 데이터 매체 인터페이스(926)에 의해 

시스템 버스(908)에 접속된다. 대안으로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916),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918), 및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922)는 SCSI 인터페이스(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시스템 버스(908)로 접속될 수 있다.

디스크 드라이브들 및 그 관련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902)를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

로그램 모듈 및 기타 데이터의 비휘발성 저장소를 제공한다. 비록 본 예에서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916), 분리형 자

기 디스크(920), 및 분리형 광학 디스크(924)를 도시하고 있지만, 자기 카세트 또는 기타 자기 저장장치, 플래쉬 메모

리 카드, CD-ROM, DVD(digital versatile disk) 또는 기타 광학 저장소, RAM, ROM, EEPROM 등과 같은,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가 예시적인 컴퓨팅 시스템 및 환

경을 구현하는 데에 또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된다.

예로서, 오퍼레이팅 시스템(926),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928), 다른 프로그램 모듈(930), 및 프로그램 

데이터(932)를 포함하는 임의의 개수의 프로그램 모듈이 하드 디스크(916), 자기 디스크(920), 광학 디스크(924), R

OM(912), 및/또는 RAM(910)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오퍼레이팅 시스템(926),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

램(928), 다른 프로그램 모듈(930), 및 프로그램 데이터(932) (또는 몇몇의 이들의 조합) 각각은 사용자 네트워크 액

세스 정보의 캐슁 방식의 실시예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902)는 통신 매체로 식별되는 다양한 컴퓨터/프로세서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통신 매체는 통상적

으로 반송파 또는 기타 전송 매카니즘 등의 변조된 데이터 신호에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

듈, 또는 다른 데이터를 구현하며 임의의 정보 전달 매체를 포함한다. '변조된 데이터 신호'라는 용어는 신호 내에 정

보를 인코딩하도록 설정되거나 변환된 특성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갖는 신호를 말한다. 예로서, 통신 매체는 유선 네

트워크 또는 직접 유선 네트워크 접속 등의 유선 매체와, 음향, RF, 적외선 및 기타 무선 매체 등의 무선 매체를 포함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술한 것들 중 임의의 조합이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키보드(934) 및 포인팅 장치(936; 예를 들면,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902)에 명

령 및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상세히 도시되지 않은) 기타 입력 장치(938)로서 마이크로폰, 조이스틱, 게임 패드, 위

성 안테나, 직렬 포트, 스케너 및/또는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입력 장치 및 그 외의 입력 장치는 시스템 버스(908)

에 연결된 입/출력 인터페이스(940)를 통해 프로세싱 유닛(904)에 접속되지만, 병렬 포트, 게임 포트, 또는 유니버설 

시리얼 포트(USB)와 같은 기타 인터페이스 및 버스 구조에 의해 접속될 수 있다.

모니터(942) 또는 다른 유형의 디스플레이 장치는 또한 비디오 어댑터(944)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90

8)에 접속될 수 있다. 모니터(942)외에도, 다른 출력 주변 장치는 입/출력 인터페이스(940)를 통해 컴퓨터(902)로 접

속될 수 있는 스피커(도시되지 않음) 및 프린터(946)와 같은 컴포넌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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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902)는 원격 컴퓨팅 장치(928)와 같은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로의 논리적 접속을 이용한 네트워크 환경에

서 동작할 수 있다. 예로서, 원격 컴퓨팅 장치(948)는 퍼스널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컴퓨터, 

피어(peer) 장치, 또는 기타 공통 네트워크 노드, 등일 수 있다. 원격 컴퓨팅 장치(948)는 본 명세서에서 컴퓨터 시스

템(902)에 관련하여 기술된 구성요소 및 특징 중 다수 또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로 도시된다.

컴퓨터(902)와 원격 컴퓨터(948) 간의 논리 접속은 LAN(950) 및 일반적인 WAN(952)으로 도시된다. 이러한 네트워

킹 환경은 사무실, 기업 광역 컴퓨터 네트워크(enterprise-wide computer network), 인트라넷, 및 인터넷에서 일반

적인 것이다. LAN 네트워킹 환경에서 구현되는 경우, 컴퓨터(902)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954)를 통해 

LAN(950)에 접속된다. WAN 네트워킹 환경에서 구현되는 경우, 컴퓨터(902)는 일반적으로 WAN(952)을 통해 통신

을 구축하기 위한 모뎀(956) 또는 기타 수단을 포함한다. 컴퓨터(902)로의 내장형 또는 외장형일 수 있는 모뎀(956)

은 입/출력 인터페이스(940) 또는 기타 적절한 매카니즘을 통해 시스템 버스(908)에 접속될 수 있다. 도시된 네트워

크 접속은 예시적인 것이며 컴퓨터(902 및 948)들 간의 통신 링크(들)를 구축하는 그 외의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컴퓨팅 환경(900)에 관하여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컴퓨터(902)에 관하여 도시된 프로그램 모듈 또는

그 일부분은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예로서, 원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958)은 원격 컴퓨터(948

)의 메모리 장치에 상주한다. 도시를 목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및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같은 다른 실행가능한

프로그램 컴포넌트는 본 명세서에서 개별적인 블럭으로 도시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는 컴퓨터 시스템(

902)의 다른 저장 컴포넌트에 여러번 상주할 수 있고, 그 컴퓨터의 데이터 프로세서(들)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고 인

식되어야 한다.

결론

본 발명은 구조적인 특징 및/또는 방법론적인 행위에 특정된 언어로 기술되고 있지만, 특허 청구 범위에서 정의된 본 

발명은 상기 기술된 특정한 특징 또는 행위에 반드시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보다는, 상기 특정한 

특징 및 행위는 청구된 본 발명을 구현하는 예시적인 형태로 개시된다.

발명의 효과

본 명세서에서는 소프트웨어 실행의 전력 프로파일링이 기술되었다.

일 구현에 따르면,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명령어들이 식별된다. 소비 전력 데이터는 전력 측정 회로로부터 수신되고

식별된 명령어들과 상호 관련된다.

다른 구현에 따르면, 전력 프로파일이 생성된다. 이 전력 프로파일은 복수의 소비 전력 값 및 복수의 식별된 명령어를

포함한다. 각각의 소비 전력 값은 식별된 명령어와 전력 프로파일 내에서 관련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로세서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명령어들을 식별하는 동작,

전력 측정 회로로부터 소비 전력 데이터를 수신하는 동작,

상기 소비 전력 데이터와 상기 식별된 명령어들을 상호 관련시키는 동작을 포함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 실행가능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동작은

상기 프로세서를 인터럽트(interrupt)하는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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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세서의 프로그램 카운터를 샘플링(sampleing)하는 동작,

룩업 테이블을 조사(sanning)하여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해 식별된 주소를 찾는 동작,

상기 주소에 위치된 명령어를 결정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동작은

상기 전력 측정 회로를 질의하는 동작,

상기 질의에 기반하여 상기 전력 측정 회로로부터의 디지털 전력 기록들을 수신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동작은

소정의 시간 간격마다 상기 전력 측정 회로로부터의 디지털 전력 기록들을 수신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관련 동작은

식별된 명령어와, 상기 프로세서에서 상기 식별된 명령어의 실행 중에 소비되는 측정된 전력량을 관련시키는 동작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관련 동작은

복수의 소비 전력 값들 및 복수의 식별된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전력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동작을 포함하며, 상기 소

비 전력 값 각각은 상기 전력 프로파일에서 식별된 명령어와 관련되는 프로세서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프로파일은

상기 데이터 쌍 각각은 소비 전력 값 및 식별된 명령어를 포함하는 데이터 쌍들을 가지는 테이블, 및

소비 전력 값들을 식별된 명령어들과 상호 관련시키는 그래프

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프로세서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 전력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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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세서에서 상기 명령어들의 수행 중에 측정된 소비 전력 값들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배터리 전력에 의해 동작가능한 임베디드 모바일 PDA(embeded mobile personal digital assistant) 컴퓨팅 장치,

휴대폰,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데스크탑 PC(퍼스널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서버,

메인프레임 컴퓨터, 및

인터넷 전기 기기

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장치의 컴포넌트인 프로세서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0.
프로세서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명령어를 상기 소프트웨어 명령어를 실행함으로써 소비되는 전력량과 관련시키는 동작을 포함하도록 구

성된 프로세서 실행가능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관련 동작은 임베디드 장치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을 상기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의 실행 중에 측정

된 대응하는 소비 전력 값들과 매치(match)시키는 전력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판독가능 매

체.

청구항 12.
프로세서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대상 컴퓨팅 장치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의 소비 전력을 측정하 는 동작,

아날로그 전력 측정치들을 디지털 전력 측정치들로 변환하는 동작,

상기 디지털 전력 측정치들을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하는 동작을 포함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 실행가능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동작 이후에 메모리에 상기 디지털 전력 측정치들을 저장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 실행가능 명령어들을 더 

포함하는 프로세서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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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동작은

상기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상기 디지털 전력 측정치들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는 동작,

상기 요청에 기반하여 상기 디지털 전력 측정치들을 상기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동작은

상기 디지털 전력 측정치들을 상기 호스트 컴퓨터에 소정의 시간 간격마다 전송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대상 컴퓨팅 장치는

임베디드 모바일 PDA,

휴대폰,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데스크탑 PC,

워크스테이션,

서버,

메인프레임 컴퓨터, 및

인터넷 전기 기기

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프로세서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7.
소프트웨어 명령어를 상기 소프트웨어 명령어의 실행 중에 소비되는 전력량과 관련시키는 전력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웨어 명령어의 실행은 대상 컴퓨팅 장치에서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고 상기 소비되는 전력량은 상기 프

로세서에 의해 소비되는 전력량인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 단계는



공개특허 10-2005-0002667

- 13 -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상기 소프트웨어 명령어를 식별하는 단계,

전력 측정 회로로부터 소비 전력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소비 전력 데이터를 상기 식별된 소프트웨어 명령어와 상호 관련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컴퓨터에 있어서,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을 식별하고,

소비 전력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소비 전력 데이터를 상기 소프트웨어 명령어들과 상호 관련시켜 상기 소프트웨어 명령어 각각이 상기 소프트웨

어 명령어의 실행 중에 소비되는 전력량을 가리키는 소비 전력 값에 관련되도록 구성되는 전력 프로파일러를 포함하

는 컴퓨터.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룩업 테이블을 더 포함하며, 상기 프로파일러는 또한 상기 프로세서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모니터(monitor)하고 상

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기반하여 상기 룩업 테이블을 통하여 상기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을 식별하도록 구성되는 컴퓨

터.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와 각각 쌍을 이룬 복수의 소비 전력 값들을 가져 상기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의 실

행 중에 소비되는 전력량을 나타내는 전력 프로파일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23.
컴퓨터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을 상기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의 실행 중에 소비되는 전력과 상호 관련시키는 전력 프로파일을 

생성하도록 구성된 전력 프로파일러를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24.
컴퓨터에 있어서,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명령어들을 식별하는 수단,

전력 측정 회로로부터 소비 전력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단, 및

상기 소비 전력 데이터를 상기 식별된 명령어들과 상호 관련시키는 전력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

터.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을 식별하는 수단은

상기 프로세서를 인터럽트하는 수단,

상기 프로세서의 프로그램 카운터를 샘플링하는 수단, 및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기반하여 명령어를 결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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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수단은

상기 전력 측정 회로를 질의하는 수단, 및

상기 질의에 기반하여 상기 전력 측정 회로로부터 디지털 전력 기록들을 수신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27.
전력 측정 회로에 있어서,

임베디드 장치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의 소비 전력을 측정하는 수단,

아날로그 전력 측정치들을 디지털 전력 측정치들로 변환하는 수단, 및

상기 디지털 전력 측정치들을 상기 호스트 컴퓨터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여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전력 측정 회로.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전력 측정치들을 저장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전력 측정 회로.

청구항 29.
컴퓨터에 있어서,

프로세서,

메모리에 저장되고 상기 프로세서에서 실행가능한 명령어들, 및

각 명령어의 실행 중에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소비되는 전력을 측정하도록 구성된 전력 측정 회로

를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측정 회로의 일부로 통합되고 아날로그 전력 신호들을 디지털 소비 전력 데이터로 변환시키도록 구성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임베디드 모바일 PDA,

휴대폰,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데스크탑 PC.

워크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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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메인프레임 컴퓨터, 및

인터넷 전기 기기

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장치로 구현되는 컴퓨터.

청구항 32.
시스템에 있어서,

식별된 소프트웨어 명령어를 상기 식별된 소프트웨어 명령어의 실행 중에 소비된 전력량과 상호 관련시키도록 구성

된 전력 프로파일러,

상기 식별된 소프트웨어 명령어를 식별하는 정보를 가지는 룩업 테이블, 및

상기 프로파일러에 의해 생성되고 소비 전력 값들 및 식별된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을 가지는 전력 프로파일 - 상기 소

비 전력 값 각각은 대응하는 식별된 소프트웨어 명령어와 쌍을 이룸 -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된 소프트웨어 명령어의 실행 중에 소비된 전력량을 측정하도록 구성된 전력 측정 회로, 및

아날로그 소비 전력 측정치들을 디지털 소비 전력 데이터로 변환하도록 상기 전력 측정 회로의 일부로서 구성된 아날

로그-디지털 변환기

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측정 회로는 상기 식별된 소프트웨어 명령어를 실행하는 대상 컴퓨팅 장치의 컴포넌트인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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