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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선점 포인트를 다루기 위한 강화된 방법

요약

비용면에서 좀더 효율적이고 시스템 일관성을 유지하며, 특히 동기화 프리미티브를 매칭하는 것이 선점 포인트, 즉 하위

작업 경계에 걸치지 않고; 특별한 자원(Rk)에 대해, 이 자원을 사용(그리고, 동기화 프리미티브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보

호하는 것)하는 모든 작업의 모든 구간/부속 작업이 모두 선점 가능하거나 모든 선점 가능하지 않게 되는데, ⅰ. 그것들이

모두 선점 가능한 경우에는 동기화 프리미티브가 실행되어야 하고, ⅱ. 그것들이 모두 선점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기

화 프리미티브를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작업의 부분 집합의 선점은 모든 다른 작업의 임의의 선점을 허용하

면서, 이 부분 집합의 선점 포인트에 제한되고; 작업의 부분 집합의 선점은 그것들의 선점 포인트에 제한되고, 다른 작업의

선점은, 그것들의 나머지 구간의 임의의 선점을 허용하면서, 그것들의 선점 포인트의 부분 집합에 제한되는 추가적인 선점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메인 메모리 필요 조건에 기초한 선점 포인트의 선택을 위한 방법 및 장치가 제공된다. 즉, 본 발명

은 고정의 선점 포인트에서만 선점하는 것에 제약되지 않고, 자원의 독점적인 사용으로 인한 데드록을 회피하는 메인 메모

리 기반의 선점 기술이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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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특히 그러나 배타적이지 않게 실시간 시스템의 자원 관리에 적합한 자원 관리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메모리의 관리는 자원 관리의 중대한 양상이고, 다양한 방법이 메모리의 사용의 최적화하기 위해 개발되어 왔다. 참조 문

헌 [1], [2], [3]에서 논의된 바람직한 선점 포인트를 다루는 방법은, 특히 실시간 시스템에서 메인(main) 메모리의 관리

에 선점 포인트의 사용을 일반화함으로써,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안되었다(참조 문헌

[4]). 이러한 메모리 관리에 대한 접근법에서, 그것들의 실행시 임의의 순간에서 작업(task)을 선점하기보다는, 그러한 작

업은 그것들의 메모리 사용에 기초하여 오직 전용 선점 포인트에서 선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다음 설명에서, 작업의 중지(suspension)는 작업 선점(task preemption) 또는 작업의 선점(preemption of a task)을 가리

키고, "작업(task)"이라는 용어는 메모리, CPU, I/O 디바이스 등과 같은 시스템 자원을 위한 작업 고유의 것에 대해서 경쟁

할 수 있는 실행 단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작업은 계속해서 실행하는 일의 연속으로서 볼 수 있고, 이들 각각은 하

나 이상의 하위 작업(sub-job)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작업은 "비디오 스트림을 디멀티플렉싱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고, 인입 스트림을 판독하고, 스트림을 처리하며 대응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수반할 수 있다. 이들 단계는 각각

의 인입 데이터 스트림에 관해 수행되어, 단일 스트림에 대해 판독하고, 이 처리하며 출력하는 것이 하나의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응하게 된다. 그러므로, 판독되고 처리될 복수의 데이터 패킷이 존재할 때, 그러한 일이 대응하는 복수의 회수로 수

행된다. 하위 작업은 그 작업의 기능적 구성 성분에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복수의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알려진 방법은, 작업의 각 하위 작업이 처리 선점 포인트와 그것의

메모리 사용에 기초하여 하위 작업의 중지에 관한 대응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중지 데이터라고 부르는 한 세트의 중지 표준

을 가지는 것을 요구한다(참조 문헌 [4], [5]). 그러므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메모리의 양은, 이들 선점

포인트를 거쳐 이러한 중지 데이터에 의해 간접적으로 제어되고, 이러한 중지 데이터는 작업의 실행시 이들 선점 포인트에

서의 요구되는 메모리의 양을 명시한다.

그러므로 이들 선점 포인트는 메모리의 부족으로 인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정지(crash)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실시간 작업이 복수의 하위 작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때, 그것의 선점 포인트는 그러한 작업의 하위 작업 경계와

바람직하게 또는 전형적으로 일치하게 된다. 하지만, 하위 작업 동안에 작업 스스로 그들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반드시 취해져야만 한다. 구현에 따라, 선점 가능하지 않은 하위 작업에 의한 이러한 중지는 데드록(deadlock)을

초래하거나 너무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게 한다.

하나의 작업의 각 하위 작업과 연관된 중지 데이터와 일치하는 작업의 메모리 사용을 표시하는 데이터는, 예를 들어 스케

줄링 해제(descheduling) 이벤트를 요구하는 코드의 라인을 거쳐, 하나의 작업으로 끼워질 수 있는데, 이는 선점 포인트가

작업의 처리에 도달하였음을, 즉 하위 작업 경계에 도달하였음을 명시한다. 즉, 작업의 하위 작업의 시작 포인트의 세트는

그 작업의 선점 포인트의 한 세트를 구성한다. 작업(τi)의 j번째 선점 포인트(Pi,j)는, 선점 포인트 자체에 관련된 정보와, j번

째 선점 포인트와 다음 선점 포인트, 즉 (j+1)번째 선점 포인트 사이의 연속하는 선점 가능하지 않은 하위 작업 구간(Ii,j)에

관한 정보를 특징으로 한다.

실행 시간에서, 작업은 제어 동작 시스템에 언제 그것이 선점 포인트에 도달할지, 예를 들어 그것이 언제 하위 작업을 시작

하고 하위 작업 사이에서 스위칭하며, 하위 작업을 종료하는 시기를 알려주고, 이러한 동작 시스템은 작업이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선점되는지를 결정한다. 이상적으로는 선점은 작업의 실행 동안에 선점 포인트나 임의의 다른 포인트에서 일어

날 수 있다.

하지만, 전술한 데드록 문제 외에도, 선점 선택의 그러한 유연성은 다음 조건 하에서 일관성을 희생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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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의 서브세트의 선점은 모든 다른 작업의 임의의 선점을 허용하면서, 이 서브세트의 선점 포인트에 제한되고,

(2) 작업의 하나의 서브세트의 선점은 그것들의 선점 포인트에 제한되고, 다른 작업의 선점은 나머지 구간의 임의의 선점

을 허용하면서, 그것들의 선점 포인트에 제한된다.

선점 포인트를 가진 작업의 구간이 임의로 선점될 때, 이들 하위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는 구성 성

분의 설계, 분석 및 시험이, 작업의 구간이 오직 선점 포인트에서 선점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스템은

작업 구간의 임의의 선점이 발생할 때 불일치할 수 있는데, 이는 자원으로의 배타적인 액세스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스템의 일관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메인 메모리 필요 조건에 기초한 종래 기술의 선점 포인트 접근은, 모든 작업의 선

점을 그것들의 선점 포인트에 반드시 국한해야 한다. 관련 분야에 알려진 것처럼, 구성 성분(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작업

을 포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성분)은 구성 성분이 한정하는 특성, 기능 또는 방법 및 이벤트를 포함하는 프로그래밍 가능

한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다(문헌 정보[6]). 논의의 목적상, 작업(τi)은 도 1에 예시된 바와 같이 작업에 의해 요구된 최

소한의 메인 메모리 데이터(MPi,j)(101b)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100)를 수반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또한, 선점 포인트는

매칭 동기화 프리미티브(primitive)가 하위작업, 경계(또는 선점 포인트)로 걸치지 않도록 한정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논의의 목적상, 작업은 주기적이고 실시간이며, 주기(T)와 위상조정(phasing)(F)을 특징으로 한다고 가정되고, 이 경우

0〈=F〈T이며, 이는 작업이 하위 작업의 시퀀스를 포함하고, 동일한 시퀀스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각각의 하위 작업은

시각(F+nT)에서 해제되고, n=0...N이다. 단지 일 예로서, 그리고 도 2에 예시된 바와 같이, 셋톱 박스(200)는 3개의 작업,

즉 (1) 사용자 인터페이스(205) 상의 메뉴를 디스플레이, (2) 콘텐츠 제공자(203)로부터의 텍스트 정보를 검색하기, 및

(3) 일부 비디오 신호를 처리하기를 실행하는 것으로 가정되고, 이들 3개의 작업 각각은 복수의 하위 작업을 포함하는 것

으로 가정된다.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 하위 작업은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가정한다.

이들 하위 작업의 적어도 일부는 선점될 수 있고, 이들 선점될 수 있는 하위 작업 사이의 경계는 선점 포인트를 제공하고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작업(τi) 작업 설명
작업(τi)의 선점 가능한

하위 작업의 개수{m(i)}

τ1 GUI 상에 메뉴를 디스플레이 3

τ2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텍스트 정보를 검색 2

τ3 비디오 신호를 처리 2

또한 각 작업에 관해 도 3을 참조하면, 중지 데이터(101)는 선점 포인트에서 요구된 메모리의 최대량(MPi,j)(302)과 같은

선점 포인트(Pi,j)(301)에 관한 정보와, 내부 선점 포인트 구간{i는 작업(τi)을 나타내고, j는 선점 포인트를 나타낸다}에서

요구된 최악의 경우의 메모리 양(MIi,j 304)과 같은 연속적인 선점 포인트 사이의 구간(Ii,j 303)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중지 데이터(101)는

1. 작업(τi)(Pi,j)(101a)의 선점 포인트(j);

2. 그러한 작업의 선점 포인트(j)에서의 작업(τi)의 최대 메모리 요구량(MPi,j), 여기서 1≤j≤m(i)(101b);

3. 작업(τi)의 하위 작업(j)에 대응하는 연속적인 선점 포인트(j, j+1) 사이의 구간(Ii,j), 여기서 1≤j≤m(i)(101c);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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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한 작업의 구간(j)에서의 작업(τi)의 최대(즉, 최악의 경우) 메모리 요구량, 여기서 1≤j≤m(i)(101d)

을 명시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표 2는 현재의 예에 대한 중지 데이터(101)를 예시한다(각 작업은, 본 예에서 제 1 작업(τ1)에 대응하는 중지 데이터(101)

가 표 2의 제 1 행에서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제 2 작업(τ2)에 대응하는 중지 데이터(101)가 표 2의 제 2 행을 포함하는 등

의 식으로 자체적인 고유한 인터페이스를 가진다):

[표 2]

작업(τi) MPi,1 MIi,1 MPi,2 MIi,2 MPi,3 MIi,3

τ1 0.2 0.7 0.2 0.4 0.1 0.6

τ2 0.1 0.5 0.2 0.8 - -

τ3 0.1 0.2 0.1 0.3 - -

셋톱 박스(200)는 1.5Mbyte의 메모리를 구비한다고 가정한다. 정상적인 메모리 기반 또는 비메모리 기반의 선점 조건하

에서는, 이 셋톱 박스(200)는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이제, 도 4를 참조하면 프로세서(401)는 일종의 시간 슬라이싱이나 우선순위에 기반을 둔 선점에 따라 작업을 스케줄링하

는 것이 예상되고, 이는 모든 3개의 작업이 동시에, 즉 동일한 시각에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작업이 그것의 가장 메모리 집약적인(intensive) 하위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도록 스케줄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 3개의

작업의 최악의 경우의 메모리 필요 조건(MP)은

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작업(τ1, τ2, τ3)의 경우, MP는 τ1의 최대 메모리 필요 조건(MI1,1) + 작업(τ2)의 최대 메모리 필요 조건(MI2,2)

+ 작업(τ3)의 최대 메모리 필요 조건(MI3,2)이다. 이들 최대 필요 조건은 굵은 글씨로 표 2의 엔트리에 의해 표시되어 있

다. 즉,

이는 셋톱 박스(200)에 이용 가능한 메모리를 0.3Mbytes만큼 초과하여, 임의의 예방(precautionary) 조치가 없을 때, 그

리고 이들 하위 작업이 동시에 처리되어야할 때, 셋톱 박스(200)가 정지된다.

이제, 도 5를 참조하면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 작업이 스케줄링되고, 데이터 구조가 그것이 생성된 후에 각 작업(τi)에

관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스케줄러(501)가 임의의 시점에서 현재 실행중인 작업이 시스템에서 실행될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작업 중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보장하는 종래의 우선 순위 기반의 선점 스케줄

링 알고리즘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관련 분야에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스케줄링 행동은 실행중이거나 실행할

준비가 된 작업에 대한 선점을 선택적으로 인에이블하고 디스에이블함으로써 수정될 수 있다.

작업 관리자(503)는 새롭게 수신된 작업에 대응하는 중지 데이터(101)를 수신하고, 선점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추정

(evaluate)하며, 만약 선점이 요구된다면 이러한 새롭게 수신된 정보를 스케줄러(501)에 전달하여 선점을 요구한다. 작업

의 자세한 내용은 표 2에 한정된 바와 같다고 가정하고, 작업(τ1)(그리고 오직 τ1)이 현재 처리되고, 스케줄러가 처음에 메

모리 기반의 제약(constraint)이 존재하지 않는 모드에서 동작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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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작업(τ2)이 작업 관리자(503)에 의해 수신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작업 관리자(503)는 그것의 인터페이스(Int2)

(100)로부터 중지 데이터(101)를 판독하고, 스케줄러(501)가 메모리 기반의 선점에 따라 작동하는지 여부를 식별한다. 이

예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므로, 작업 관리자(503)는 스케줄러(501)가 메모리 기반의 선점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추정한다. 그러므로 이는 작업 관리자(503)가 중지 데이터 저장소(505)로부터 모든 현재 실행중인 작업{이 예에서는 작업

(τ1)}에 대응하는 최악의 경우의 중지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과, 수학식 1을 추정하는 것 및 이용 가능한 메모리 자원과 추

정된 최악의 경우의 메모리 필요 조건을 비교하는 것을 수반한다. 표 2에 도입된 예에 대해서 계속하면, τ1과 τ2에 관해 수

학식 1은

가 된다.

이는 이용 가능한 메모리와 정확히 같고, 따라서 스케줄러(501)의 동작 모드를 메모리 기반의 선점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즉, 스케줄러를 메모리 용도에 기초를 두도록 제약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스케줄러(501)가 예를 들어 작업

(τ2)의 실행 시간 제약을 만족시키기 위해, 작업(τ1)과 작업(τ2) 사이에서 스위칭하게 되면, 이는 두 작업 모두 동시에 메모

리에 효과적으로 상주함을 의미하게 되고, 프로세서는 결코 이용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메모리에 액세스하지 못한다.

다음에, 그리고 작업(τ1)과 작업(τ2)이 완료되기 전에, 또 다른 작업(τ3)이 수신된다. 작업 관리자(503)는 작업(τ3)과 연관

된 인터페이스(Int3)로부터 중지 데이터(101)를 판독하여, 스케줄러(501)가 메모리 기반의 선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를 추정한다. 스케줄러(501)가 작업(τ1, τ2)을 멀티-태스킹한다고 가정하면, 모든 3개의 작업에 관한 최악의 경우의 메

모리 필요 조건은 이제

가 된다.

이는 이용 가능한 메모리를 초과하고, 따라서 작업 관리자(503)는 중지 데이터 저장소(505)로부터 모든 3개의 작업에 관

해 메모리 사용 데이터(MPi,j, MIi,j)(101b, 101d)를 요구하고 검색하며, 이러한 검색된 메모리 사용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

든 3개의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충분한 메모리 자원이 존재하는지를 추정한다. 이는 다음 수학식의 추정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이 메모리 필요 조건은 이용 가능한 메모리보다 낮은데, 이는 만약 작업이 그것의 선점 포인트에서만 선점된다면, 모든 3

개의 작업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업 관리자(503)는 작업에 그것들의 지정된 선점 포인트(MPi,j)에서 스케줄러(501)에 스케줄링 해제

(deschedule) 명령어를 송신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메모리 기반의 선점 모드"를 호출한다. 이 모드에서, 스케줄러(501)는

임의의 시점에서, 한번에 최대 한 작업이 그것의 선점 포인트 중 하나 이외의 포인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제약을 가지

고, 각 작업이 1개의 선점 포인트로부터 다음 선점 포인트까지 비선점적으로(non-preemptively) 실행되는 것을 허용한

다. 새롭게 도착한 작업이 1개의 선점 포인트에서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스케줄러(501)는 이러한 조건이 현재 실행중인 작

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여, 1개의 선점 포인트에서 1개의 작업만을 제외하고 모든 작업이 있게 되는 제약을

한다.

그러므로 알려진 메모리 기반의 선점 모드에서, 스케줄러(501)는 작업을 그것의 메모리 선점 포인트에서 선점하는 것만이

허용된다(즉, 메모리 기반의 선점 포인트에서의 작업으로부터의 스케줄링 해제 요구에 응답하여). 작업 자체가 중단된다

면, 데드록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이는 또 다른 작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독점적인 사용을 기다리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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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원에 대한 록(lock)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작업이 선점될 때 일어날 수 있다. 이는 1개의 작업이 선점 포인트에서

자원에 대한 록을 가지지 않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방지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자원을 보호하는 동기화 프리미티브가 선

점 포인트, 즉 하위 작업 경계에 걸치지 않는다.

작업 중 하나가 종료되면, 종료 작업은 작업 관리자(503)에게 작업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통해 작업 관리자(503)는

수학식 1을 추정하며, 최악의 경우의 메모리 사용(이 작업의 제거를 고려하는)이 스케줄러(501)에 이용 가능한 것보다 낮

다면, 작업 관리자(503)는 메모리 기반 선점을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시스템이 외부 이벤트에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하

는 이득을 가진다{이는 프로세서가 하위 작업의 지속 기간 동안 더 이상 "차단되지(blocked)"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작업의 종료는 통상 그것의 환경, 즉 사용자에 의한 채널의 바뀜이나 적용된 인코딩의 데이터 스트림에서의 변경(또 다른

종류의 디코딩을 요구함)에 의해 생기는데, 이는 작업 관리자(503) 및/또는 스케줄러(501)가 작업의 종료를 알고 있고, 대

게는 심지어 작업이 종료할 것을 명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호출되면 메모리 기반의 선점 제약은 필수적임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소프트웨어 작업으로서 설명되었지만, 작업은 또한 하드웨어 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통상, 하드웨어 디바

이스(하드웨어 작업으로서 행동하는)는 소프트웨어 작업에 의해 제어되고, 이 소프트웨어 작업은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의

해 요구된 (최악의 경우) 메모리를 할당하며, 계속해서 하드웨어 작업이 실행될 것을 명령한다. 하드웨어 작업이 종료하면,

하드웨어 디바이스는 소프트웨어 작업에 통지하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작업은 계속해서 메모리 할당을 해제한다. 그러므

로 제어 소프트웨어 작업을 가짐으로써, 하드웨어 작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간단히 다루어질 수 있게 된다.

선점 포인트에서만 작업을 선점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이러한 접근은, 항상 하위 작업 선점의 최상의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높은 시스템 속도 향상을 항상 얻는 것이 아니며, 동기화 프리미티브를 올바르게 다루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

지 않는다면 데드록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비용면에서 좀더 효율적이고 시스템 일관성을 유지하며, 특히

1. 매칭 동기화 프리미티브는 하위 작업 경계에 걸치지 않고;

2. 특별한 자원(Rk)에 대해, 이 자원을 사용(그리고, 동기화 프리미티브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보호하는 것)하는 모든 작

업의 모든 구간/부속 작업이 모두 선점 가능하거나 모든 선점 가능하지 않게 되는데, 즉

ⅰ. 그것들이 모두 선점 가능한 경우에는 동기화 프리미티브가 실행되어야 하고,

ⅱ. 그것들이 모두 선점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기화 프리미티브를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작업의 부분 집합의 선점은 모든 다른 작업의 임의의 선점을 허용하면서, 이 부분 집합의 선점 포인트에 제한되고; 및

4. 작업의 부분 집합의 선점은 그것들의 선점 포인트에 제한되고, 다른 작업의 선점은, 그것들의 나머지 구간의 임의의 선

점을 허용하면서, 그것들의 선점 포인트의 부분 집합에 제한되는

추가적인 선점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메인 메모리 필요 조건에 기초한 선점 포인트의 선택을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

다. 즉, 본 발명은 소정의 선점 포인트에서만 선점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고, 종래 기술의 선점 포인트 접근의 데드록 문제

점을 회피하는 메인 메모리 기반의 선점 기술이다.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의 메모리 기반의 선점 포인트 기술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음 장점

을 가진다. 여전히 시스템 일관성을 보장하면서, 구간을 임의로 선점할 수 있게 함으로써, CPU 사이클에 대한 메모리 트레

이딩(trading)을 허용하는데, 즉

·시스템이 구간을 선점하지 않을 때, 동시 제어를 위한 시스템 호출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하고,

·작업이 선점 없이 스케줄링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구간의 선점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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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기술의 메모리 기반의 선점 포인트 기술에 비해 우수한 본 발명의 장점이, 2개의 차단 관계(implication of blocking)

를 고려함으로써, 더 상세히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차단이 차단 작업의 최악의 경우 응답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그

작업의 마지막 하위 작업에 관한 것일 때). 두 번째는, 더 높은 우선순위의 작업의 최악의 경우의 응답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그 차단 시간이 차단된 작업보다 낮은 우선순위를 가진 모든 차단 작업의 가장 큰 차단 시간일 때). 그러므로 구간을

선점하는 것은, 선점된 작업의 최악의 경우의 응답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고, 차단 작업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작

업의 최악의 경우의 응답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상황에서, 구간을 선점하는 것은 작업 설정 스케줄링

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전술한 그리고 다른 특징 및 장점은, 여러 도면에 걸쳐 동일한 참조 문자가 동일한 부분을 가리키는 첨부 도면에

예시된 바와 같은 후속하는 바람직한 실시예의 좀더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분명하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작업 인터페이스의 구성 성분의 개략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가 작용하는 디지털 텔레비전 시스템의 일 예의 개략도.

도 3은 도 1에 예시된 작업 인터페이스의 구성 성분 사이의 관계의 개략도.

도 4는 도 2의 셋톱 박스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을 예시하는 도면.

도 5는 도 2와 도 4에 예시된 셋톱 박스의 프로세서의 구성 성분을 예시하는 도면.

실시예

후속 설명이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됨이 당업자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 관련 분야

의 숙련공이라면 본 발명의 취지와 첨부된 청구항의 범주 내에 있는 많은 변형이 있음을 이해한다. 알려진 기능과 동작에

대한 불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 발명을 불명료하게 하지 않도록 본 명세서의 설명으로부터 생략될 수 있다.

디지털 TV 세트와 같은 대용량 가전(High volume electronic: HVE) 시스템, 디지털 적으로 개선된 아날로그 TV 세트 및

셋톱 박스(STB)는 비용면에서 효율적이고 튼튼함을 유지하면서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전 제품은 그것들의

특성상 아주 자원 제약적이다(heavily resource constrained). 따라서 이용 가능한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되면서,

튼튼함 같은 HVE 가전 시스템의 통상적인 품질을 보존하고 엄격한 타이밍 필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튼튼함에 있어서

는, 예를 들어 TV 세트가 "please reboot the system"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고장하는 것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

다.

HVE 가전 시스템에서의 매체 처리의 상당한 부분은, 데이터의 다수의 동시발생 스트림을 다루는 온-보드(on-board) 소

프트웨어로 구현되고, 특히 멀티-태스킹(multi-tasking) 환경에서 메인 메모리와 같은 시스템 자원을 매우 효율적으로 관

리해야 한다. 셋톱 박스를 실시간 자원 관리를 요구하는 HVE 가전 시스템의 일 예로서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도 2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셋톱 박스(200)는 콘텐츠 제공자(203)(서버나 케이블)와 사용자 인터페이스(205)로부터 텔레비전(201)으

로의 입력을 수신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205)는 핸드헬드 적외선 원격 송신기와 같은 사용자 제어 원격 디바이스(202)

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원격 제어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셋톱 박스(200)는 안테나와 케이블 텔레비전 아우트렛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고, 이러한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 또는 텔레비전(201)으로의

데이터 스트림의 발송 중 적어도 하나를 실시한다. 사용자는 텔레비전(201) 상에 디스플레이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스

트림을 보고, 사용자 인터페이스(205)를 거쳐, 디스플레이되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선택한다. 셋톱 박스(200)는 사용자 선

택 입력을 처리하고 이러한 입력에 기초하여 콘텐츠 제공자(203)에, 셋톱 박스(200)와 그것의 능력(capability)을 식별하

는 다른 정보와 함께, 사용자 입력을 송신할 수 있다.

도 4는 셋톱 박스(2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프로세서(401)를 포함할 수 있는 통상적인 셋톱 박스(200)

의 전형적인 시스템(400)의 단순화된 블록도를 예시한다. 제어 프로세서(401)는 텔레비전 튜너(403), 메모리(405), 장기

간 저장 디바이스(406), 통신 인터페이스(407) 및 원격 인터페이스(409)에 결합한다. 텔레비전 튜너(403)는 송신 라인

(411)을 통해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하고, 이들 신호는 안테나(미도시)와 케이블 텔레비전 아우트렛(outlet) 중 적어도 하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제어 프로세서(401)는 사용자 인터페이스(205)를 관리하고, 데이터, 오디오 출력 및 비디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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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라인(413)을 거쳐 텔레비전(201)에 제공한다. 원격 인터페이스(409)는 무선 연결(415)을 거쳐 원격 제어기로부터

신호를 수신한다. 통신 인터페이스(407)는 데이터 경로(417)를 거쳐 셋톱 박스(200)와, 웹(Web) 서버와 같은 적어도 하나

의 원격 처리 시스템 사이를 접속시킨다. 통신 인터페이스(407)는, 전화기 모뎀, 종합정보통신망(ISDN), 어댑터, 디지털

가입자선(xDSL), 케이블 텔레비전 모뎀 및 임의의 다른 적합한 데이터 통신 디바이스 중 적어도 하나이다. 도 4의 전형적

인 시스템(400)은 단지 설명의 목적상 도시된 것이다. 비록 이러한 설명이 특별한 셋톱 박스(200)를 설명하는데 흔히 사용

되는 용어를 가리킬 수 있지만, 이러한 설명과 개념은 도 4에 도시된 것과 유사하지 않는 아키텍처를 가지는 시스템을 포

함하는 다른 제어 프로세서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서, 제어 프로세서(401)는 채널을 변경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205) 상에 디스플레이된 메뉴 옵션

을 선택하며, 인입 데이터 스트림을 디코딩하고, 장기간 저장 디바이스(406)를 사용하여 인입 데이터 스트림을 기록하며,

그것들을 다시 재생하는 등을 포함하는 셋톱 박스(200)의 제어에 관한 복수의 실시간 작업을 처리하도록 구성된다. 셋톱

박스의 동작은 셋톱 박스(200)의 특성, 라인(411)을 거친 인입 비디오 신호, 사용자 인터페이스(205)를 거친 사용자 입력

및 임의의 다른 보조 입력에 기초한 이들 실시간 제어 작업에 의해 결정된다.

도 1에 예시된 바와 같이, 제어 프로세서(401)에 의해 제어된 각각의 실시간 작업은, 요구된 최대 양의 메모리(Mk
i,j)를 포

함하는 중지 데이터(101)의 대응하는 집합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하위 작업 또는 선점 포인트(Pi,j)를 포함한다. 즉, 적어

도 하나의 작업의 하위 작업의 시작 포인트(Pi,j)의 집합은 그 작업의 선점 포인트(Pi,j)의 집합을 구성한다. 작업의 j번째 선

점 포인트(Pi,j)는 선점 포인트 자체에 관련된 정보와, j번째 선점 포인트와 다음 선점 포인트, 즉 (j+1)번째 선점 포인트 사

이의 연속하는 프로그램 구간(Ii,j)에 관련된 정보를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서, 제어 프로세서가 연속하는 프

로그램 구간(Ii,j) 동안의 처리가 그 구간 동안 임의로 선점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음 접근이 이루어진

다.

1. 매칭 동기화 프리미티브는 하위 작업 경계에 걸치지 않고;

2. 특별한 자원(Rk)에 대해, 이 자원을 사용(그리고, 동기화 프리미티브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보호하는 것)하는 모든 작

업의 모든 구간/부속 작업이 모두 선점 가능하거나 모든 선점 가능하지 않게 되는데,

ⅰ. 그것들이 모두 선점 가능한 경우에는 동기화 프리미티브가 실행되어야 하고,

ⅱ. 그것들이 모두 선점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기화 프리미티브를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작업의 부분 집합의 선점은 모든 다른 작업의 임의의 선점을 허용하면서, 이 부분 집합의 선점 포인트에 제한되고; 및

4. 작업의 부분 집합의 선점은 그것들의 선점 포인트에 제한되고, 다른 작업의 선점은, 그것들의 나머지 구간의 임의의 선

점을 허용하면서, 그것들의 선점 포인트의 부분 집합에 제한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선점 포인트를 다룰 때, 다음 단계가 취해져야 한다:

·특별한 자원의 모든 보호 프리미티브가 동일한 부속 작업에 있는 것을 보장한다(즉, 한 쌍의 프리미티브를 포함하는 중대

한 섹션이 하위 작업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다).

·새로운 작업이 시작될 때, 작업 관리자/스케줄러는 어느 구간이 선점 가능하거나 선점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설정될지를

결정하는 경우 보호된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전술한 것의 1가지 사소한 구현은 동기화 프리미티브가 선점 포인트와 일치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의 결점은 동

기화 프리미티브가 그 코드에서 자주 호출될 때, 많은 작은 구간이 도입된다는 점이다.

좀더 일반적인 구현은 다음과 같다. 구간의 중지 데이터에는 그 구간에서 보호되는 자원(k)의 식별기(Rk)가 추가된다. 스

케줄러/작업 관리자는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자원(k)을 사용하는 모든 구간이 선점 가능하거나 모든 선점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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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서, COTS(commercial-off-the-shelf) 실시간 운영 시스템(RTOS)의 상부에 있는 미들웨어

(middleware) 층은, 메모리 사용과 작업의 스케줄링 가능성에 관한 테스트의 기능을 구현한다. 이 층은 또한 어느 구간이

선점을 위해 선택되는지를 결정한다.

Rk로 표시된 구간인 선점을 위해 선택될 때는 언제나, 파라미터로서 Rk를 가지는 모든 시스템 호출이 미들웨어 층에 의해

RTOS에 전달된다. Rk로 표시된 어떠한 구간도 선점을 위해 선택되지 않으면, 미들웨어 층은 시스템 호출을 무시할 수 있

다(즉, 시스템 호출로부터 즉시 되돌아온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서, 이 방법은 한 쌍의 프리미티브가 작업(또는 작업의 하위 작업) 경계에 걸치지 않도록 각 작업을

한정하는 단계, 작업이 적어도 하나의 공통 자원의 사용을 보호하는지에 따라 작업의 부분 집합이 선점 가능한지 또는 선

점 가능하지 않은지를 명시하는 단계, 복수의 작업 각각의 것과 연관된 최대 메모리와 독점적인 자원(Rk) 사용을 식별하는

제 1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복수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메모리를 식별하는 제 2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및 제 1 데이터와 제 2 데이터에 기초하여,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충분한 메모리가 존재하는지를 식별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감시 단계와 중지 단계는 이후 다음 구간에서 선점될 수 있고, 오직 불충분한 메모리를 식별하는 것에 응답

하여 작업에 적용된다.

이제, 도 5를 참조하면 작업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 스케줄링된다고 가정하면, 데이터 구조는 그것이 생성된 후 각

작업(τi)에 대해 유지된다. 또한 스케줄러(501)가 시간상 임의의 포인트에서 현재 실행중인 작업이 시스템에서 실행할 준

비가 된 모든 작업 중에서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보장하는, 종래의 우선순위 기반의 선점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관련 분야에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스케줄링 행동은 작업의 메모리 필요

조건에 기초한 실행 또는 실행할 준비가 된 작업을 위한 선점을 선택적으로 인에이블 및 디스에이블함으로써 수정될 수 있

다.

작업 관리자(503)는 새로 수신된 작업에 대응하는 중지 데이터(101)를 수신하고, 선점이 요구되고 가능한지 여부를 추정

하며, 선점이 요구되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새롭게 수신된 정보를 스케줄러(501)에 전달하여 선점을 요구한다. 이러한 중

지 데이터는 메모리 사용 정보뿐만 아니라 작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된 자원(Rk)을 포함한다. 작업의 세부 사항은 표 2

에 한정되는 바와 같다고 가정하고, 작업(τ1)(그리고 오직 τ1)이 현재 처리되고 있으며 스케줄러는 처음에 어떠한 메모리

기반의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 모드에서 동작한다고 가정한다.

이제 작업(τ2)이 작업 관리자(503)에 의해 수신된다고 가정하는데, 이러한 작업 관리자(503)는 그것의 인터페이스(Int2)

(100)로부터 중지 데이터(101)를 판독하고, 스케줄러(501)가 메모리 또는 자원 기반의 선점에 따라 작동하는지를 식별한

다. 이 예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므로, 작업 관리자(503)는 스케줄러(501)가 메모리 및 자원 기반의 선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추정한다. 그러므로 이는 작업 관리자(503)가 중지 데이터 저장소(505)로부터의 모든 현재 실행중인 작

업(이 예에서는 작업 τ1)에 대응하는 최악의 경우의 메모리 사용 중지 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 수학식 1을 추정하는 단계

및 이용 가능한 메모리 자원과 추정된 최악의 경우 메모리 필요 조건을 비교하는 단계를 수반한다. τ1과 τ2에 대해, 표 2에

도입된 예를 가지고 수학식 1에 적용을 계속하면,

이 된다.

이는 이용 가능한 메모리와 정확히 같아, 스케줄러(501)의 동작 모드를 메모리 및 자원 기반의 선점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

다(즉, 스케줄러를 메모리 및 독점적인 자원 사용에 기초하도록 제약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스케줄러(501)가, 예를 들

어 작업(τ2)의 실행 시간 제약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작업(τ1)과 작업(τ2) 사이에서 스위칭하게 된다면 - 이는 양 작업이

동시에 메모리에 효율적으로 상주하고 동시에 최대 양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함 -, 프로세서는 결코 이용 가능

한 것보다 많은 메모리에 액세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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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작업(τ1, τ2)이 완료되기 전에, 또 다른 작업(τ3)이 수신된다. 작업 관리자(503)는 작업(τ3)과 연관된 인터페이스

(Int3)로부터 중지 데이터(101)를 판독하여 스케줄러(501)가 메모리 및 자원 기반의 선점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추정

한다. 모든 3개의 작업이 선점 가능하고, 스케줄러(501)가 작업(τ1, τ2)을 멀티태스킹(multitasking)한다고 가정하면, 모든

3개의 작업에 대한 최악의 경우 메모리 필요 조건은 이제

이 된다.

이는 이용 가능한 메모리를 초과하여, 작업 관리자(503)는 중지 데이터 저장소(505)로부터의 모든 3개의 작업에 대한 메

모리 사용 데이터(MPi,j, MIi,j)(101b, 101d)와 선점 가능성 데이터를 요구하고 검색하며, 이러한 검색된 메모리 사용과 선

점 가능성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든 3개의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충분한 메모리 자원이 존재하는지를 추정한다. 이는 다음

수학식의 추정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메모리 필요 조건은 이용 가능한 메모리보다 낮은데, 이는 이러한 작업이 그것들의 메모리 사용에 기초하여 선점된

다고 가정하면 모든 3개의 작업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업 관리자(503)는 작업에 그것들의 지정된 선점 포인트(MPi,j)에서 스케줄러(501)에 스케줄링 해제 명령어를 송

신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메모리 및 자원 기반의 선점 모드"를 호출한다. 이 모드에서는 스케줄러(501)가 허용된다. 작업

의 선점 데이터가 자원(Rk)의 작업 집합의 독점적인 사용을 명시하면, 스케줄러는 운영 시스템에 모든 3개의 작업에 대한

자원(Rk)에 관해 모든 시스템 호출을 실행할 것을 명령하고, 작업이 실행을 시작할 때 어느 시스템 호출이 실행될지에 대

한 자원의 시스템 집합에 자원(Rk)이 더해진다.

표 3에서, RIi,j는 작업(i)의 구간(j)에서 동기화 프리미티브에 의해 보호된 자원의 집합이다.

[표 3]

작업(τI) MPi,1 MIi,j RIi,1 MPi,2 MIi,2 RIi,2 MPi,3 MIi,3 RIi,3

τ1 0.2 0.7 Ra 0.2 0.4 Rc 0.1 0.6 Rc

τ2 0.1 0.5 Rb 0.2 0.8 Ra - -  

τ3 0.1 0.2 Rd 0.1 0.3 Rb - -  

모든 구간이 선점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시스템이 스케줄링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경우, 자원의 동기화에 있어 어떠한 문

제도 존재하지 않고, 동기화 프리미티브를 실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시스템의 대기 시간(latency)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용 가능한 메모리 제한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일부 구간을 선점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스템은 여전히 스케줄링 가능하다.

- τ1은 오직 선점 포인트(P1,1, P1,3)와 구간(I1,2) 동안에만 선점된다.

- τ2는 오직 그것의 선점 포인트에서 선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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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τ3은 임의로 선점된다.

표 3에서, 선점 가능한 구간은 이탤릭체로 표시되어 있다.

τ1의 우선 순위가 τ2의 우선 순위보다 높고, τ2의 우선 순위가 τ3의 우선 순위보다 높다고 가정하면, τ2의 대기 시간은 감

소하는데, 이는 τ3의 구간이 선점 가능하기 때문이다. 작업 관리자/스케줄러는 더 나아가 특정 자원을 보호하는 모든 구간

이 모두 선점 가능하거나 또는 모두 선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Rb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I2,1은 선점 가능한데 반해 I3,2는 선점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의 해결책은 구간(I2,1)도 선점 가능하게 하거나 구간

(I3,2)도 선점 가능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구간(I2,1)을 선점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시스템의 메모리 필요 조건을 증가시키지

않고, 따라서 바람직하다(대기 시간을 감소시킨다).

작업 중 하나가 종료되면, 종료된 작업이 작업 관리자(503)에게 종료되었음을 통지하고, 이를 통해 작업 관리자(503)는 자

원의 시스템 집합으로부터 자원(Rk)의 작업 집합을 제거한 다음 수학식 1을 추정한다. 최악의 경우의 메모리 사용(이러한

작업의 제거를 고려하는)이 스케줄러(501)에 이용 가능한 것보다 낮다면, 작업 관리자(503)는 메모리 및 자원 기반 선점을

취소할 수 있고, 자원의 시스템 집합을 클리어(clear)하며, 이는 시스템이 외부 이벤트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프로세

서는 하위 작업의 지속 기간 동안 더 이상 "차단(blocked)"되지 않기 때문에)을 가능하게 하는 이득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작업의 종료는 통상, 예를 들면 사용자에 의한 채널의 스위칭이나 적용된 인코딩의 데이터 스트림에서의 변화(또 다른 종

류의 디코딩을 요구함)와 같은 환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작업 관리자(503) 및/또는 스케줄러(501)가 작업의 종료

를 알아야 하고 대게는 심지어 작업의 종료를 명령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작업의 종료를 감시하는 단계와, 작업 종료에 응답하여 메모리의 이용 가능성과 선점 가능성을 식별하

는 상기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만약 작업이 종료된 후 동시에 나머지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충

분한 메모리가 존재한다면, 감시 단계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메모리 사용에 관련하여 임의의 입력 감시 없이 작업

이 진행되는 것이 허용된다.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스케줄러가 제공되고, 이러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은, 내부에 포함된 자원을 보호하는 또 다른 동기화 프리미티브와 매칭하는 자원을 해제하는 동기화 프리미티브가 작업 경

계에 걸치지 않도록 한정된 복수의 작업을 실행하도록 배치되고, 작업을 실행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명시된 양의 메모리에

액세스하며, 이 경우 상기 스케줄러는

작업과 연관된 최대 메모리 사용, 작업의 독점적인 자원 사용 및 작업의 선점 가능성을 식별하는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배

치된 데이터 수신기로서, 동일한 자원의 사용을 보호하는 상기 복수의 작업의 부분 집합은 모든 선점 가능하거나 선점 가

능하지 않는 것 중 하나로서 식별되는, 데이터 수신기;

상기 수신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메모리가 존재하는지를 식별하도록 배치된 추정기;

작업의 실행 동안 중지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작업을 선택하도록 배치된 선택기로서, 상기 중지는 작업에 의한 명시된 메

모리 사용과 동시에 일어나고, 이러한 작업은 선점 가능한, 선택기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불충분한 메모리가 존재하는지를 식별하는 상기 추정기에 응답하여,

- 상기 선택기는, 그것의 명시된 메모리 사용과 그것의 선점 가능성 및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이용 가능한 메모리의

명시된 양에 기초하여, 중지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작업을 선택하며,

- 상기 스케줄러는 명시된 메모리를 사용하는 작업과 선점 가능한 작업에 응답하여, 적어도 하나의 선택된 작업의 실행을

중지하고,

- 상기 추정기는 중지된 적어도 하나의 작업의 보호된 자원에 관해 동기화 프리미티브의 그 후의 실행을 지시한다.

이 실시예에서, 스케줄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 하나로 구현되고,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디지털 텔레비전 시스템과

같은 부피가 큰 가전 디바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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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이 제공되는데, 이 방법은

내부에 포함된 또 다른 동기화 프리미티브와 매칭하는 자원의 사용을 보호하는 동기화 프리미티브가 작업 경계에 걸치지

않도록, 작업을 한정하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동일한 자원의 사용을 작업이 보호하는지 여부에 따라 모든 작업이 선점 가능하거나 선점 가능하지 않은 것

으로 한정하는 단계;

상기 작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의한 사용을 위해 데이터를 송신하는 단계; 및

처리 동안에 메모리 사용과 선점 가능성에 기초하여 상기 작업의 중지를 명시하는 중지 데이터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

고,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상기 작업과 연관된 중지 데이터와 매칭하는 작업의 메모리 사용을 나타내는 입력을 감시하는 단계와,

상기 중지 데이터가 작업이 선점 가능함을 명시한다면, 상기 감시된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작업의 처리를 중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공정을 실시하도록 구성된다.

그러므로, 이 실시예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 작업에 대응하는 중지 데이터의 분포와 관련된 것이다. 이 중

지 데이터는 규칙적으로 방송된 신호의 부분으로서 분포되거나(예를 들어, 다른 소스를 동반하는 중지 데이터를 구비한 추

가 작업),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종합적인 업그레이드의 부분으로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분포된다. 게다가, 이 데이터 처

리 시스템은 개별 링크나 디바이스(예를 들어, 플로피 디스크나 CD-ROM)를 거쳐 갱신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예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실제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양한 변경

과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요소들에 대해서는 등가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중심 범주

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의 취지를 특정 상황에 적응시키는 많은 수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본

발명을 실행하기 위해 예상된 최상의 모드로서 개시된 특별한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지만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항의 범주

내에 있는 모든 실시예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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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 가능성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실시간 시스템의 자원 관리에 적합한 자원 관리 방법 및 장치에 이용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복수의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법으로서,

내부에 포함된 자원을 보호하는 또 다른 동기화 프리미티브와 매칭하는 자원을 해제하는 동기화 프리미티브가 작업 경계

에 걸치지 않도록, 상기 복수의 작업 각각을 한정하는 단계;

상기 작업이 적어도 하나의 동일한 자원의 사용을 보호하는지에 따라 작업의 부분 집합이 선점 가능한지 또는 선점 가능하

지 않은지를 명시하는 단계;

복수의 작업 각각에 대해, 이 작업에 의해 사용된 메모리와, 상기 작업의 명시된 선점 가능성에 기초하여 상기 작업의 중지

를 명시하는 중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작업 중 하나를 처리하는 단계;

상기 작업과 연관된 중지 데이터와 매칭하는 상기 작업에 의해 사용된 메모리를 나타내는 입력을 감시하는 단계; 및

상기 중지 데이터는 상기 작업이 선점 가능함을 명시한다면,

(ⅰ) 상기 감시된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작업을 중지하는 단계,

(ⅱ) 상기 중지된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중지된 작업의 보호된 자원에 관해 동기화 프리미티브를 실행하는 단계 및

(ⅲ) 상기 복수의 작업중 상이한 것을 처리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복수의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은 중지 요구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복수의 작업을 스케줄링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작업과 연관된 최대 메모리 사용을 식별하는 제 1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메모리를 식별하는 제 2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데이터와 제 2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충분한 메모리가 존재하는지를 식별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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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감시, 중지 단계 및 실행 단계는 불충분한 메모리를 식별하는 것에만 응답하여 수행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복

수의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작업의 종료를 감시하는 단계와,

작업 종료에 응답하여 메모리의 이용 가능성을 식별하는 상기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복수의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나머지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메모리를 식별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감시 단계는 불필요

한 것으로 여겨지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복수의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작업과 연관된 최대 메모리 사용을 식별하는 제 1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메모리를 식별하는 제 2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데이터와 제 2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충분한 메모리가 존재하는지를 식별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감시, 중지 및 실행 단계는 불충분한 메모리를 식별하는 것에만 응답하여 실시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복수의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작업의 종료를 감시하는 단계와,

작업 종료에 응답하여, 메모리의 이용 가능성을 식별하는 상기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에서 복수의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나머지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충분한 메모리를 식별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감시 단계는 불필요한 것

으로 여겨지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복수의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작업과 연관된 최대 메모리 사용을 식별하는 제 1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메모리를 식별하는 제 2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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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데이터와 제 2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충분한 메모리가 존재하는지를 식별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감시, 중지 및 실행 단계는 불충분한 메모리를 식별하는 것에만 응답하여 실시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복수의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작업 종료를 감시하는 단계와,

작업 종료에 응답하여, 메모리의 이용 가능성을 식별하는 상기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에서 복수의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나머지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메모리를 식별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감시 단계는 불필요한 것

으로 여겨지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복수의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법.

청구항 12.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스케줄러로서,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내부에 포함된 자원을 보호하는 또 다른 동기화 프리미티브와 매칭하는 자원을 해제하는 동기

화 프리미티브가 작업 경계에 걸치지 않도록 한정된 복수의 작업을 실행하도록 배치되고, 상기 작업을 실행하는데 사용하

기 위한 명시된 양의 메모리에의 액세스를 하며, 상기 스케줄러는

작업과 연관된 최대 메모리 사용, 상기 작업의 독점적인 자원 사용 및 상기 작업의 선점 가능성을 식별하는 데이터를 수신

하도록 배치된 데이터 수신기로서, 동일한 자원의 사용을 보호하는 상기 복수의 작업의 부분 집합은 모두 선점 가능하거나

선점 가능하지 않은 것 중 하나로서 식별되는, 데이터 수신기;

상기 수신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메모리가 존재하는지를 식별하도록 배치된 추정기

(evaluator); 및

상기 작업의 실행 동안 중지를 위해 적어도 하나의 작업을 선택하도록 배치된 선택기로서, 상기 중지는 상기 작업에 의한

명시된 메모리 사용과 동시에 일어나고, 상기 작업은 선점 가능한, 선택기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불충분한 메모리가 존재하는지를 식별하는 상기 추정기에 응답하여,

- 상기 선택기는, 그것의 명시된 메모리 사용과 그것의 선점 가능성 및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이용 가능한 메모리의

명시된 양에 기초하여, 중지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작업을 선택하며,

- 상기 스케줄러는 상기 명시된 메모리를 사용하고 선점이 가능한 작업에 응답하여, 적어도 하나의 선택된 작업의 실행을

중지하고,

- 상기 추정기는 상기 중지된 적어도 하나의 작업이 종료할 때까지, 중지된 적어도 하나의 작업의 보호된 자원에 관해 동

기화 프리미티브의 그 후의 실행을 지시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스케줄러.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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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기는 또한 작업의 종료를 감시하고, 작업 종료에 응답하여, 나머지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충분

한 메모리가 존재하는지를 식별하도록 배치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스케줄러.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나머지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메모리를 식별하는 상기 추정기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기는 상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작업의 선택을 해제하도록 배치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스케줄러.

청구항 15.

내부에 포함된 또 다른 동기화 프리미티브와 매칭하는 동기화 프리미티브가 작업 경계에 걸치지 않도록 각각 한정된 복수

의 작업을 가지는 상기 복수의 작업을 실행하도록 배치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서,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작업을 실행하는 동안 명령어와 데이터를 보유하도록 배치된 메모리;

작업과 연관된 최대 메모리 사용과 상기 작업의 선점 가능성을 명시하는 데이터를 식별하는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배치된

수신 수단;

상기 수신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메모리가 존재하는지와, 상기 작업이 선점 가능한지를

식별하도록 배치된 추정 수단; 및

상기 추정 수단으로부터 수신된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작업 실행을 스케줄링하도록 배치된 스케줄러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불충분한 메모리의 식별에 응답하여,

상기 스케줄러는 상기 작업의 메모리 사용, 상기 작업에 의한 독점적인 자원 사용 및 상기 작업의 선점 가능성에 따라 적어

도 하나의 작업의 실행을 중지하고, 상기 중지된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중지된 적어도 하나의 작업의 보호된 자원에 관해

그 후의 동기화 프리미티브의 실행을 지시하도록 배치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작업의 부분 집합은, 작업의 상기 부분 집합이 동일한 자원의 사용을 보호하는지 여부에 따

라 선점 가능하거나 선점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7.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으로서,

내부에 포함된 또 다른 동기화 프리미티브와 매칭하는 자원의 사용을 보호하는 동기화 프리미티브가 작업 경계에 걸치지

않도록, 작업을 한정하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동일한 자원의 사용을 작업이 보호하는지 여부에 따라 모든 작업이 선점 가능하거나 선점 가능하지 않은지

를 한정하는 단계;

상기 작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의한 사용을 위해 데이터를 송신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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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작업의 처리 동안에 메모리 사용과 선점 가능성에 기초하여 상기 작업의 중지를 명시하는 중지 데이터를 송신하는 단

계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하나의 공정을 수행하도록 구성되는데, 상기 공정은

상기 작업과 연관된 중지 데이터와 매칭하는 상기 작업의 메모리 사용을 나타내는 입력을 감시하는 단계와,

상기 중지 데이터가 상기 작업이 선점 가능함을 명시한다면, 상기 감시된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작업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후 상기 중지된 작업이 종료할 때까지 상기 중지된 작업에 의해 보호된 자원에 관해 동기화 프리미티브를 실행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중지 데이터는 상기 작업과 연관된 최대 메모리 사용, 상기 작업과 연관된 독점적인 자원 사용 및

상기 작업의 선점 가능성을 식별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중지 데이터는 상기 작업의 메모리 사용, 상기 작업의 독점적인 자원 사용 및 상기 작업의 선점 가

능성에 기초하여, 상기 작업의 처리가 중단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포인트를 식별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은 복수의 하위 작업을 포함하고, 상기 작업의 처리가 중지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포인트를

식별하는 상기 데이터는, 선점 가능한 그러한 각각의 하위 작업에 대응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

법.

청구항 21.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중지 데이터는 상기 작업과 연관된 최대 메모리 사용과, 상기 작업과 연관된 독점적인 자원 사용을

식별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은 복수의 하위 작업을 포함하고, 상기 작업의 처리가 중지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포인트가

선점 가능한 그러한 각각의 하위 작업에 대응하는 것을 식별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

청구항 23.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구성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상기 작업과 중지 데이터를 연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중지 데이터는 상기 작업과 연관된 메모리 사

용, 상기 작업의 독점적인 자원 사용 및 상기 작업의 선점 가능성에 기초한 상기 작업의 중지를 명시하며, 상기 데이터 처

리 시스템은 복수의 작업에 관한 공정을 수행하도록 배치되고, 상기 공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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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포함된 또 다른 동기화 프리미티브와 매칭하는 동기화 프리미티브가 작업 경계에 걸치지 않도록 상기 작업을 한정

하는 단계;

상기 작업과 연관된 상기 중지 데이터와 매칭하는 상기 작업의 메모리 사용을 나타내는 입력을 감시하는 단계; 및

상기 중지 데이터가 상기 작업이 선점 가능함을 명시한다면,

- 상기 감시된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작업의 처리를 중지하고,

- 그 후 상기 작업이 종료할 때까지 상기 중지된 적어도 하나의 작업의 독점적으로 사용된 자원에 관해 동기화 프리미티브

를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24.

메모리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처리 시스템이 제 1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게 하도록 배열된 한 세트의 명령어

를 포함하는, 메모리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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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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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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