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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및 상기 시스템 구축 방법

요약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및 상기 시스템 구축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및 상기 시스템

구축 방법에 따르면, 런타임 로더 및 컴파일러를 수정하고, 라이브러리 빌더를 통해 기존 공유 라이브러리의 형식을 변경

한다. 이에 더불어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와 데이터 섹션의 GOT 테이블을 이용함으로써 MMU 없이도 공유 라이브

러리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의 일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과정 및 공유 라이브러리의 이용 방법의 일예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3은 라이브러리 빌더(120)에 의해 공유 라이브러리가 빌드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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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는 도 3의 젠심 유틸리티(230)에 의해 정의되는 심볼 주소 포맷의 일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FLAT 바이너리 재배치 테이블을 포함하는 링커 스크립트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컴파일된 응용 프로그램(106)의 링커 스크립트를 보다 자세히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응용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수행 중 공유 라이브러리에 정의된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의 라이브러리 인스턴스를 공유하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

히, MMU(Memory Management Unit)가 없으면서도 공유 라이브러리의 사용이 가능한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및 상기

시스템 구축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는 코드 자체와 그 코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섹션으로 구성된다. 라이브러리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의 라이브러리 코드를 공유해서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비 공유 라이브러리(static

library)와 공유 라이브러리(shared library)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비 공유 라이브러리(보통 *.a 형태의 파일)는 링킹 단

계에서 라이브러리 코드를 응용 프로그램으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라이브러리이다. 반면, 공유 라이브러리(보통

*.so 형태의 파일)는 런타임에 라이브러리 코드 인스턴스가 응용 프로그램들 사이에 공유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라

이브러리이다. 이처럼, 공유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링킹 단계에서 라이브러리 코드의 복사가 일어나지 않

는다. 공유 라이브러리의 목표는 라이브러리의 코드는 공유하면서 데이터 섹션은 각 프로그램마다 독립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램 및 플래쉬 크기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공유 라이브러리는 완전한 링킹(complete linking), 특히 심볼 주소의 바인딩이 일어나는 시기에 따라 정적 연결

(statically linked) 공유 라이브러리와 동적 연결(dynamically linked) 공유 라이브러리로 나뉜다. 보통 공유 라이브러리

라 함은 동적 연결 공유 라이브러리를 말한다. 동적 연결 공유 라이브러리에서는 실제적인 심볼 주소 바인딩이 런타임에

프로그램을 로딩하면서 일어난다.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이 빌드(build)된 이후에 라이브러리의 구현이 변경되어도 응용

프로그램을 새로 빌드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대신 런타임에 심볼을 바인딩하기 위한 오버헤드가 발생한

다. 반면, 정적 연결 공유 라이브러리에서는 실제적인 심볼 주소 바인딩이 링킹 타임에 일어난다. 따라서 이 경우 라이브러

리가 변경되면 그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컴파일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동적 연결 공

유 라이브러리에서와 같은 런타임 오버헤드가 매우 적은 장점이 있다.

  한편, MMU가 존재하는 시스템에서는 가상 메모리 매핑(Mapping)을 통해서 여러 프로세스가 하나의 페이지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공유 라이브러리를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MMU가 없는 시스템에서는 여러 프로세스가 하

나의 페이지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유 라이브러리의 이용이 어렵다. 그러나, uCLinux와 같이 MMU를 이용하

지 않는 시스템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처럼 MMU 없는 시스템에서도 메모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공유 라이브러

리의 지원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1기술적 과제는 MMU 없이도 정적 연결 공유 라이브러리(statically linked shared library)

의 사용이 가능한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2기술적 과제는 상기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3기술적 과제는 상기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에서 공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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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4기술적 과제는 상기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에서 공유 라이브러리를 빌드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5기술적 과제는 상기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

한 프로그램 코드로 기록된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6기술적 과제는 상기 공유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로

기록된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7기술적 과제는 상기 공유 라이브러리 빌드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로

기록한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제1과제를 이루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은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 섹션 시작

주소 또는 공유 라이브러리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한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가 설정되는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

지스터, 소스 코드 형태의 프로그램 및 라이브러리들을 PIC(Position Independent Code) 옵션으로 컴파일하고, 라이브러

리들 각각이 프로그램에 할당한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가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에 설정되도록 라이브러리들 각

각에 포함되는 함수들을 정의하는 컴파일러, 컴파일된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하여 각 라이브러리들마다, 여러 응용 프로그

램들에게 공유되는 코드 및 데이터를 심볼로서 포함하는 공유 라이브러리 및 프로그램과의 심볼 주소 바인딩을 위해 심볼

들의 주소 정보를 갖는 주소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공유 라이브러리 빌더, 컴파일된 프로그램의 코드, 데이터 및 공유 라

이브러리들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된 데이터 섹션 시작 주소가 정의된 데이터 섹션 테이블을 링커 스크립트에 따

라 배치하여 컴파일된 프로그램을 실행파일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응용 프로그램 빌더 및 응용 프로그램 및 공

유 라이브러리들을 메모리에 적재하며, 공유 라이브러리들을 메모리에 적재할 때, 심볼의 주소 정보에 포함된 심볼의 재배

치 타입에 따라 필요한 주소 재배치를 수행한 결과에 따라 심볼의 최종 주소를 결정하는 런타임 로더를 포함하며, 데이터

섹션은 전역 데이터에 대한 포인터 테이블인 GOT(Global Offset Table)과 전역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영역을 포함하

며 데이터 섹션 시작 주소는 GOT 시작 주소이며, 응용 프로그램은 GOT를 이용하여 전역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상기 제2과제를 이루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이 참조하는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가 설정되는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

스터를 구비하는 본 발명에 따른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방법은 공유할 라이브러리를 PIC 옵션으로 컴

파일하고, 컴파일 시 공유할 라이브러리의 각 함수에, 실행할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된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가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에 설정되는 것을 정의하는 (a)단계, 컴파일된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하여 각 라이브러리들마다 실제

코드와 데이터가 존재하는 공유 라이브러리와 응용 프로그램과의 심볼 주소 바인딩을 위해 심볼들의 주소 정보만을 가지

는 주소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b)단계, PIC 옵션을 주어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c)단계, 컴파일된 프로그램의 코드, 데

이터 섹션 및 공유 라이브러리들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된 데이터 섹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데이터 섹션 테이블

을 링커 스크립트에 따라 배치하여 실행파일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d)단계 및 응용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빌

드된 공유 라이브러리들을 메모리에 적재하는 (e)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3과제를 이루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이 참조하는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가 설정되는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

스터를 구비하는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적재된 공유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호출하면 공유 라이브러리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된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를 데이터 섹션베이스 레지스터에 설정하는 (a)단계 및 응용 프로그램은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에

설정된 주소에 접근하여 호출한 함수를 수행하는 (b)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4과제를 이루기 위해,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에서 본 발명에 따른 공유 라이브러리의 빌드 방법은

PIC 옵션으로 공유할 라이브러리를 컴파일하는 (a)단계, 공유할 라이브러리에 고유의 번호를 ID로 할당하여 라이브러리

명을 재설정하는 (b)단계, 컴파일된 라이브러리로부터 포함된 여러 개의 오브젝트 파일들을 하나의 오브젝트 파일로 재배

치하는 (c)단계, 타겟 시스템에 맞게 (c)단계의 오브젝트 파일의 포맷을 변환하고, 포맷 변환된 오브젝트 파일을 공유할 코

드와 데이터가 존재하는 공유 라이브러리로서 생성하는 (d)단계 및 컴파일된 라이브러리 및 공유 라이브러리로부터 심볼

들의 위치 정보 및 주소 정보를 각각 추출하여, 오브젝트별로 심볼의 주소가 정의된 주소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e)단계

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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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및 시스템 구축 방법을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먼저, 본 발명의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은 정적 연결 공유 라이브러리(statically linked shared library)를 사용하는 것

으로 한다. 그 이유는 내장형 시스템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을 새로 빌드하는 불편함이 존재하더라도 런타임의 오버헤드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의 일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

하여, 본 발명에 따른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은 컴파일러(100), 라이브러리 빌더(120), 런타임 로더(140) 및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160)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설명의 편의를 위해 메인 메모리(180)를 함께 도시된다.

  도 1을 참조하여, 컴파일러(100)는 소정의 옵션 즉, PIC(Position Independent Code) 옵션으로 실행할 프로그램(102)

및 공유할 라이브러리들(104)을 컴파일하여 컴파일된 프로그램(106) 및 컴파일된 라이브러리들(108)을 만든다. 실제로

프로그램(102) 및 라이브러리들(104)의 소스코드를 컴파일할 때, -fpic 옵션을 주면 쉽게 PIC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처럼, 컴파일러(100)는 PIC 옵션으로 실행할 프로그램(102) 및 라이브러리들(104)을 컴파일함으로써 MMU가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에서 라이브러리가 적재될 메모리의 주소를 고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PIC는 모

든 함수의 호출이 PC에 연계된(Pointer Counter-relative) 브랜치(branch)나 점프(jump)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드가 메

모리에 적재된 위치에 상관없이 실행 될 수 있어서 라이브러리가 적재될 주소를 고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컴파일러(100)

는 라이브러리들(104)을 컴파일할 때, 라이브러리의 각 함수의 프롤로그(prologue)에서, 프로그램(102)을 위해 할당된 데

이터 섹션의 시작 어드레스가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160)에 세팅되도록 컴파일한다. 그리고, 컴파일러(100)는 각

공유 라이브러리에 고유의 번호를 ID로 할당하고, 각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libID.so로 설정하여 컴파일한다. 예컨대, 공유

라이브러리가 3개인 경우 각 라이브러리의 이름은 lib1.so, lib2.so, lib3.so로 각각 설정된다.

  공유 라이브러리 빌더(120)는 컴파일러(100)에 의해 컴파일된 라이브러리들(108)을 이용하여 각 공유 라이브러리들마

다 공유 라이브러리(124a) 및 주소 라이브러리(124b)를 생성한다. 여기서, 공유 라이브러리(124a)는 실제 코드와 데이터

섹션이 존재하는 라이브러리로써, 런타임 로더(140)에 의해 메인 메모리(180)에 적재되어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에게 공유

되는 라이브러리이다. 여기서, 데이터 섹션에는 전역 데이터에 대한 포인터 테이블인 GOT(Global Offset Table)와 데이

터 영역을 포함하며, GOT는 데이터 영역 직전에 위치한다. 이 때, 공유 라이브러리(124a)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 파일들로

이루어진 컴파일된 공유 라이브러리가 하나의 오브젝트 파일로 재배치된 것이다. 주소 라이브러리(124b)는 실제 코드와

데이터가 없이 심볼들의 주소 정보만을 가지고 있으며, 응용 프로그램과의 심볼 주소 바인딩을 위하여 존재하는 라이브러

리이다. 여기서, 심볼은 오브젝트에 포함된 함수 이름 및 전역 변수의 이름을 포함한다. 주소 라이브러리(124b)는 메인 메

모리(180)에 적재되는 것이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할 때에만 사용된다. 이 때, 심볼 주소에는 런타임 로더(140)가

공유 라이브러리(124a)를 메인 메모리(180)에 적재시 필요한 정보 예컨대, 어떤 심볼들이 응용 프로그램 오브젝트 내의

심볼인가 또는 공유 라이브러리 내의 심볼인가 그리고, 메인 메모리(180)에 적재시 주소 재배치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

고 있어야 한다.

  응용 프로그램 빌더(130)는 링커 스크립트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의 코드, 데이터 및 데이터 섹션 테이블을 배치하여 컴파

일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파일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106)으로 만든다. 여기서, 데이터 섹션 테이블은 공유 라이브러리

(124a)들이 실행할 프로그램(102)을 위해 각각 할당한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들을 나타내는 테이블이다. 본 발명에서

링커 스크립트는 각 라이브러리의 데이터 섹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데이터 섹션 테이블이 데이터 섹션의 직전에 위치하

도록 정의된다. 본 발명에 따른 링커 스크립트에 대해서는 도 6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런타임 로더(140)는 응용 프로그램(106) 및 공유 라이브러리(124a)들을 메인 메모리(180)에 적재한다. 런타임 로더

(140)가 공유 라이브러리(124a)들을 메인 메모리(180)에 적재할 때, 심볼 주소 정보에 포함된 심볼의 재배치 타입에 따라

필요한 주소 재배치를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심볼의 주소를 결정한다. 도 4를 참조하여, 심볼의 주소 재배치에 대한 상세

한 설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160)는 컴파일된 응용 프로그램(106)의 데이터 섹션 시작 주소 또는 메인 메모리(180)에

적재된 공유 라이브러리들의 데이터 섹션 시작 주소가 설정된다. 전술된 바와 같이, 데이터 섹션은 전역 데이터 영역 직전

에 GOT가 위치하는 형태이며 따라서,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는 GOT의 시작 주소이다.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

(160)로 ARM의 sl 레지스터(stack limit register)를 이용할 수 있다. 응용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를 참조하지 않고 자신

의 데이터 섹션을 참조하여 프로그램 실행 중이면,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160)에는 응용 프로그램(106)의 데이터

섹션 시작 주소가 설정된다. 그러다,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 라이브러리(124a)에 정의된 함수를 호출하면, 호출된 함수의

프롤로그 정의에 따라, 공유 라이브러리(124a)가 응용 프로그램(106)을 위해 할당한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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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베이스 레지스터(160)에 설정된다. 이처럼,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160)를 이용함으로써, MMU 없이도 공유

라이브러리(124a)는 각 응용 프로그램마다 독립적인 데이터 섹션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즉, MMU가 없는 시스템에서 PIC

를 이용하면 공유 라이브러리의 코드 공유는 가능하지만, 각 응용 프로그램에게 독립적인 데이터 섹션을 제공해 주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PIC 코드에서는 모든 정적 데이터(static data)들은 PC에 연계되어 접근하기 때문에 코드와 데이터 섹

션의 상대적인 오프셋이 일정해야 하며 따라서,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서 할당된 각 데이터 섹션들과 라이브러리 코드

의 오프셋이 일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 라이

브러리의 함수를 수행시키기 전,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160)에 응용 프로그램이 참조할 데이터 섹션 주소가 로드

되도록 컴파일한다. 따라서,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서 할당된 각 데이터 섹션들과 라이브러리 코드의 오프셋이 일정해

야 한다는 제약 없이,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 독립적인 데이터 섹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응용 프로그램이 자신을 위해

할당된 데이터 섹션에 접근할 때,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160)의 값을 기준으로 접근하게 만듦으로 각 응용 프로그

램마다 독립적인 데이터 섹션을 보장해 줄 수 있다.

  한편,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를 이용함으로써 정적 데이터들을 응용 프로그램별로 독립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은

가능하나, 전역 데이터(global data)들을 코드 재배치 없이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 여기서, 전역 데이터는 응용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 사이, 또는 라이브러리들 사이에 공유되어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정적 연결 공유 라이브러리에서는 전역

데이터의 주소가 로딩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프로그램을 로드할 때 전역 데이터 참조를 재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역

변수에 대한 포인터 테이블인 GOT를 이용한다. 즉, 데이터 섹션에 할당된 포인터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전역 데이터를

참조하도록 코드를 생성하고, 로드할 때 전역 변수의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에 따라 GOT의 해당 항목을 재배

치하도록 한다. GOT는 전술된 바와 같이 데이터 섹션에 존재하므로 코드 영역의 재배치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과정 및 공유 라이브러리의 이용 방법의 일예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컴파일러(100)는 공유할 라이브러리들(104)을 컴파일한다(제200단계). 이 때, 컴파일러(100)

는 PIC 옵션으로 공유할 라이브러리들(104)을 컴파일하며, 각 라이브러리에 고유의 번호를 ID로 할당하여 각 라이브러리

의 이름을 libID.so로 설정한다. 이처럼, 각 라이브러에 할당된 고유의 번호는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 섹션 테이블에서 각

라이브러리가 자신을 위해 할당한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를 찾는 데 이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도 6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또한, 컴파일러(100)는 공유 라이브러리의 각 함수의 프롤로그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된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가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160)에 설정되도록 컴파일한다.

  제200단계 후에, 라이브러리 빌더(120)는 컴파일된 라이브러리들(108)을 이용하여 각 라이브러리들마다 실제 코드와

데이터가 존재하는 공유 라이브러리(124a)와 응용 프로그램과의 심볼 주소 바인딩을 위한 심볼들의 주소 정보만을 가지는

주소 라이브러리(124b)를 생성한다(제205단계).

  제205단계 후에, 컴파일러(100)는 응용 프로그램(102)을 컴파일한다(제210단계). 컴파일러(100)는 응용 프로그램

(102)을 공유 라이브러리들(104)과 마찬가지로 PIC 옵션을 주어 컴파일한다.

  제210단계 후에, 응용 프로그램 빌더(130)는 링커 스크립트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의 코드, 데이터 및 데이터 섹션 테이

블을 배치하여 컴파일된 프로그램을 실행파일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106)으로 만든다(제215단계).

  제215단계 후에, 런타임 로더(140)는 빌드된 공유라이브러리(124a)들 및 빌드된 응용 프로그램(106)을 메인 메모리

(180)에 적재한다(제220단계). 런타임 로더(140)가 공유 라이브러리(124a)들을 메인 메모리(180)에 적재할 때는, 주소

라이브러리(124b)의 심볼 주소에 포함된 심볼의 재배치 타입에 따라 필요한 주소 재배치를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심볼의

주소를 결정한다.

  제215단계 후에, 응용 프로그램(106)을 수행한다(제225단계). 응용 프로그램이 자신의 데이터 섹션을 참조하여 프로그

램을 수행 중이면,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160)는 응용 프로그램(106)의 데이터 섹션 시작 주소 즉, GOT 시작 주소

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던 중, 응용 프로그램(106)이 공유 라이브러리(124a)의 함수를 호출하면(제230단계), 공유 라이브

러리 함수의 프롤로그 정의에 따라 데이터 섹션베이스 레지스터(160)에는 공유 라이브러리(124a)에서 응용 프로그램

(106)을 위해 할당한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가 설정된다(제235단계). 응용 프로그램(106)은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

터(160)에 설정된 주소에 의해 자신을 위해 할당된 데이터 섹션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응용 프로그램(106)은 데이터 섹

션에 포함되는 전역 데이터에 대한 포인터 테이블인 GOT를 이용 간접적으로 전역 데이터를 참조하며 공유 라이브러리

(124a)에서 호출한 함수를 수행한다(제240단계). 제235 및 제240단계에서 수행되는 동작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도 7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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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MMU 없이 공유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기 위해, 런타임 로더 및 컴파일러를 수

정하고, 라이브러리 빌더를 통해 기존 공유 라이브러리의 형식을 변경한다. 이에 더불어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와

데이터 섹션의 GOT 테이블을 이용함으로써 MMU 없이도 공유 라이브러리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즉, MMU를 사용

하지 않는 시스템의 경우, 라이브러리가 적재될 주소를 고정할 수 없고, 응용 프로그램에 독립적인 데이터 섹션을 할당할

수 없고, 전역 데이터를 코드 재배치 없이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

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은 모든 함수의 호출이 PC 연계된 브랜치 또는 점프로 이루어지도록

PIC를 적용하여 컴파일함으로써 라이브러리가 적재될 주소를 고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

코드를 수행시키기 전,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에 응용 프로그램이 참조할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가 로드되게 컴파

일함으로써, 각 응용 프로그램마다 독립적인 데이터 섹션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섹션에 할당된 포인터를 이용

하여 간접적으로 전역 데이터를 참조하도록 코드를 생성하고, 로드할 때 전역 변수의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GOT

의 해당 항목을 재배치한다. 응용 프로그램은 데이터 섹션의 GOT를 이용하여 전역 데이터를 접근하므로 코드 재배치 없

는 접근이 가능하다. 결국, 본 발명에 따른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은 MMU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공유 라이브러리

를 사용하기 어려운 3가지 원인을 해결하여 MMU 없이도 공유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

  도 3은 라이브러리 빌더(120)에 의해 공유 라이브러리가 빌드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 및 도 3을 참조하여, libc_temp.a는 컴파일러(100)에 의해 컴파일된 공유 라이브러리이며, C 라이브러리에 포함되

는 오브젝트들의 아카이브를 나타낸다. 이 아카이브 안의 오브젝트 파일들은 컴파일러(100)에 의해 모든 오브젝트의 프롤

로그에 응용 프로그램(106)이 참조하는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를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에 설정하는 코드가 포함

되도록 컴파일된 상태이다.

  링커(300)는 libc.temp.a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여러 개의 오브젝트 파일들을 하나의 오브젝트 파일로 재배치한 라이브러

리 lib1.so.gdb를 생성한다. 이 때, lib.so.gdb의 파일 포맷은 ELF이며, 포맷 변환 유틸리티(310)에 의해 ELF 파일 포맷은

타겟 시스템에 맞게 적절히 재배치되어야 한다. 예컨대, 타겟 시스템이 uCLinux라면 포맷 변환 유틸리티(310)는 ELF 포

맷 파일 lib.so.gdb를 FLAT 포맷 파일 lib1.so로 변환한다. 이처럼, 타겟 시스템에 맞게 파일 포맷이 변환된 라이브러리를

공유 라이브러리로 한다. 전술된 바와 같이, 공유 라이브러리는 실제 코드와 데이터가 존재하는 라이브러리로써, 런타임

로더(140)에 의해 메인 메모리(180)에 적재되어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에게 공유되는 라이브러리이다.

  한편, 본 발명은 정적 연결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이므로, 응용 프로그램(106)과 정적으로 링킹될 대상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젠심(gensym) 유틸리티(230)는 실제 코드와 데이터는 없고, 응용 프로그램과의 심볼 주소 바인딩을 위해 심볼들

의 주소 정보만을 가지는 파일 libc.a를 생성한다. 여기서, libc.a는 라이브러리 코드를 제외한 엑스퍼트(export) 심볼들만

정의한 심볼 주소 라이브러리이다. 이 때, 중요한 점은 각 심볼들은 적절히 여러 오브젝트(*.o)에 나누어서 정의되어야 한

다. 만약 모든 심볼들이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서 정의되면 라이브러리 내의 모든 심볼들이 한 모듈에 포함되어 링크의 단

위가 전체 심볼들이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중복 선언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젠심 유틸리티(320)는 이들 심볼들을

여러 오브젝트 모듈로 나누어 정의하기 위해 하나의 오브젝트 파일로 재배치되기 이전의 아카이브 libc_temp.a로부터 필

요한 정보 즉, 심볼이 어느 오브젝트 파일에 속해 있는가를 추출한다. 즉, 젠심 유틸리티(320)는 C 라이브러리에서 심볼의

주소는 lib1.so.gdb로부터 얻지만 심볼이 정의되어야 하는 오브젝트 모듈에 관한 정보는 재배치되기 이전의 아카이브인

libc_temp.a로부터 얻어, 전역 심볼들을 libc.a에서와 같이 여러 오브젝트 모듈로 나누어 정의한다. 여기서, 심볼의 주소는

그 심볼들의 lib1.so.gdb 내에서의 오프셋을 나타낸다. 결국, 심볼 주소 라이브러리 libc.a의 내용은 C 라이브러리가 엑스

퍼트하는 심볼 이름과 그 심볼들의 lib1.so.gdb 내에서의 오프셋이다. libc.a는 이외의 어떠한 코드도 포함하지 않는다. 따

라서, C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libc.a가 링크될 때 정의된 심볼의 오프셋만을 참조하여 라이브러리

lib1.so와 링킹된다. 즉, 코드의 복사는 일어나지 않고 심볼의 주소 즉, 심볼의 오프셋만 바인딩된다. 한편, libc.a에 정의된

심볼 주소는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메인 메모리(180)의 어느 주소에 적재되느냐에 따라 런타임 로더에 의해 재배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심볼들이 응용프로그램 오브젝트 내의 심볼인가 또는 공유 라이브러리 내의 심볼인가 등에 관한 심

볼 정보가 심볼 주소에 포함되도록 심볼 주소는 포맷되어야 한다.

  도 4는 도 3의 젠심 유틸리티(230)에 의해 정의되는 심볼 주소 포맷의 일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여, 심볼 주소는 32비트(4Byte)로 표현되며 그 중 하위 24비트가 심볼의 실제 주소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

우, 응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라이브러리의 전체 크기는 16MB(=224 MB)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라이브러리의 크기가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라이브러리를 분할하여야 한다. 24번째 비트에서 29번째 비트까지의 6비트는 심볼이 정의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의 고유 번호 즉, ID를 나타낸다. 전술된 바와 같이, 이는 컴파일 과정에서 각 라이브러리에 주어진

등록특허 10-0518584

- 6 -



다. 이 경우,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의 개수는 64(=26)개까지이다. 그리고, 상위 2비트는 재배치 타입

(relocation type)을 나타내는 비트들로, 재배치 타입은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먼저, 제1재배치 타입은 상위 2비트

가 00인 경우로, 심볼의 주소가 로딩 시에 수정될 필요가 있는 절대 주소 값임을 나타내며, 주로 데이터 섹션에서 많이 나

타난다. 제2재배치 타입은 상위 2비트가 01인 경우로, 심볼의 주소가 GOT 테이블의 위치, 즉 테이터 섹션의 시작주소로

대치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제3재배치 타입은 상위 2비트가 11인 경우로, 심볼의 주소가 브랜치 명령어의 목적지 주소임

을 나타내며, 이는 로딩 시에 결정되는 동적 라이브러리에 대한 함수 호출의 참조 주소를 수정해주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

해, 제1재배치 타입은 간단히 해당하는 부분에서 결정된 메인 메모리의 절대 주소로 재배치하면 된다. 그러나, 제1재배치

타입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즉, 제2재배치 타입의 경우, 할당된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 즉, GOT의

시작 주소로 재배치해야, 제3재배치 타입의 경우, 시스템의 브랜치 명령에 맞는 포맷으로 코드의 직접적인 수정이 필요하

다. 예컨대, ARM에서는 모든 브랜치 명령어의 상위 8비트가 브랜치 타입을 결정하고 나머지 하위의 24비트가 브랜치 오

프셋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재배치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시스템에 맞게 수정해 줄 수 있다.

  한편, 이상에서 설명된 심볼 주소 포맷은 uCLinux 시스템을 위한 FLAT 바이너리의 재배치 테이블(relocation table)의

엔트리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FLAT 바이너리 재배치 테이블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섹션의 바로 다음에

위치하며, FLAT 바이너리의 재배치 테이블의 각 엔트리는 로더에 의해서 재배치될 필요가 있는 코드나 데이터를 가리키

고 있다.

  한편, 런타임 로더(140)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첫째, 응용프로그램이 참조하는 라이브러리를 메인 메모리(180)로

적재하고, 둘째, 라이브러리에 포함되는 심볼들의 주소를 재배치하고, 셋째, 라이브러리 코드의 공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즉,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동시에 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 라이브러리 코드는 오직 하나의 인스턴스만이 메모리에 적

재되도록 한다. 런타임 로더(140)가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은 GOT 테이블과 재배치 테이블 내에 있는 엔트

리들 중 라이브러리로의 참조를 검출해내는 일이다. 이는 도 4에 도시된 심볼과 재배치 엔트리의 주소 포맷으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응용 프로그램은 ID를 0으로 할당하고 공유 라이브러리들은 1부터 시작되는 소정의 일련 번호를 할

당하여 구분할 경우, 주소값의 24~29번째 비트 즉, 라이브러의 ID를 나타내는 비트가 모두 0이 아니라면 라이브러리로의

참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아직 메인 메모리(180)로 적재되지 않은 라이브러리의 참조가 검출되면 런타임 로더

(140)는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를 메인 메모리(180)에 적재하고 필요한 재배치를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이들 적재 정보를

바탕으로 심볼들의 주소를 결정하면 된다.

  도 6은 컴파일된 응용 프로그램(106)의 링커 스크립트를 보다 자세히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여, 텍스트(106a)

는 함수 코드가 정의된 영역이며, 데이터 섹션 테이블(106b)은 응용 프로그램(106)이 참조하는 공유 라이브러리들 각각에

할당된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테이블이다. 데이터 섹션(106c)에서 GOT(Global Offset Table, 107a)는 전

역 변수에 대한 포인터 테이블이며, 제1데이터(107b)는 전역 변수의 데이터가 정의된 영역이며, 제2데이터(107c)는 로컬

변수의 데이터가 정의된 영역이다. 도 6에는 응용 프로그램이 참조하는 공유 라이브러리가 3개인 경우의 데이터 섹션 테

이블(106b)을 나타낸다.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섹션 테이블(106b)은 데이터 섹션(106c)의 직전에 위치하며, 각 라이

브러리의 이름은 컴파일시 libID.so 형태로 변환된다. 각 공유 라이브러리들은 1, 2, 3, ..의 ID가 주어지며 응용 프로그램

자신도 0의 ID가 할당되며, 이들 ID는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된 데이터 섹션의 위치를 알아내는 데 이용된다. 주소의

크기가 4Byte라면, 각 라이브러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한 데이터 섹션의 주소는 (-4*ID-4)의 주소에서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ID가 1인 라이브러리의 데이터 섹션은 현재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160)가 가리키는 주소에서

8Byte를 뺀 곳에서 얻을 수 있다. 여기서, 현재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160)는 응용 프로그램 자신의 데이터 섹션을

가리키며, 설명의 편의를 위해 현재의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 값을 sl로 한다. 구체적으로, 응용 프로그램(106)의 데

이터 섹션 시작 주소 정보 'ptr to app data'는 sl-4의 주소에서 얻을 수 있고, ID가 1인 라이브러리의 데이터 섹션 주소

'ptr to lib1.so data'는 sl-8의 주소에서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ID가 2인 라이브러리의 데이터 섹션 주소 'ptr to

lib2.so data'는 sl-12의 주소에서, ID가 3인 라이브러리의 데이터 섹션 주소 'ptr to lib3.so data'은 sl-16의 주소에서 각

각 얻을 수 있다. 한편, 라이브러리 검색의 편의상 /lib 디렉토리에 libID.so 형태의 라이브러리 이름이 존재하여야 한다. 예

컨대, libc에 고유번호 1을 할당하였다면 /lib 디렉토리에 lib1.so라는 이름으로 C 공유 라이브러리 오브젝트 코드가 존재

하여야 한다.

  도 7은 응용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수행 중 공유 라이브러리에 정의된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 및 도 7을 참조하여, 공유 라이브러리 X는 각 응용 프로그램별 데이터 섹션을 가진다. 공유 라이브러리 X에는 응용

프로그램 1 내지 응용 프로그램 Y 각각을 위한 데이터 섹션들(500~510)이 할당되어 있다. 즉, func1과 같은 함수 코드는

각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하며, 전역 데이터는 각 응용 프로그램별로 할당된다. 응용 프로그램 1이 자신의 데이터 섹션을

참조하여 프로그램을 수행 중이면,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160)는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 섹션의 시작 어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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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GOT 시작 어드레스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다, 응용 프로그램 1이 라이브러리 X에 정의된 함수 func1을 호출(call)하

면, func1의 프롤로그(520)의 'push sl' 명령에 따라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160)에 현재 설정된 데이터는 다른 저

장공간에 저장되고, 'set sl ...' 명령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은 자신의 데이터 섹션 테이블(106)을 참조하여 공유 라이브러

리 X에서 응용 프로그램 1을 위해 할당된 데이터 섹션(500)의 시작 주소를 얻어 데이터 섹션 레지스터(160)에 설정한다.

또한, func1의 수행이 완료되면 'pool sl' 명령에 따라 상기 다른 저장공간에 저장된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

지스터(160)에 설정되도록 한다.

  이상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실행 시 공유라이브러리의 참조가 가능하도록 런타임 로더 및 컴파일러를 수정하

였으며, 라이브러리 빌더를 통해 기존 공유 라이브러리의 형식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유 라이브러리의 사용

이 가능토록 하여 시스템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생산 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라피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

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

될 수 있다.

  이상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들이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

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 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

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및 상기 시스템 구축 방법에 따르면, 컴파일러, 런

타임 로더 및 라이브러리 빌더의 수정을 통해 MMU와 같은 하드웨어의 지원이 없이도 공유 라이브러리를 사용이 가능하

며, 이를 통해 메모리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시스템의 생산 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 섹션 시작 주소 또는 공유 라이브러리에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한 데이터 섹션의 시

작 주소가 설정되는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

  소스 코드 형태의 프로그램 및 라이브러리들을 PIC(Position Independent Code) 옵션으로 컴파일하고, 상기 라이브러

리들 각각이 상기 프로그램에 할당한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가 상기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에 설정되도록 상기 라

이브러리들 각각에 포함되는 함수들을 정의하는 컴파일러;

  상기 컴파일된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하여 각 라이브러리들마다,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에게 공유되는 코드 및 데이터를 심

볼로서 포함하는 공유 라이브러리 및 상기 프로그램과의 심볼 주소 바인딩을 위해 심볼들의 주소 정보를 갖는 주소 라이브

러리를 생성하는 공유 라이브러리 빌더;

  컴파일된 프로그램의 코드, 데이터 및 상기 공유 라이브러리들에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된 데이터 섹션 시작

주소가 정의된 데이터 섹션 테이블을 링커 스크립트에 따라 배치하여 상기 컴파일된 프로그램을 실행파일 형태의 상기 응

용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응용 프로그램 빌더; 및

  상기 응용 프로그램 및 상기 공유 라이브러리들을 메모리에 적재하며, 상기 공유 라이브러리들을 상기 메모리에 적재할

때, 상기 심볼의 주소 정보에 포함된 심볼의 재배치 타입에 따라 필요한 주소 재배치를 수행한 결과에 따라 심볼의 최종 주

소를 결정하는 런타임 로더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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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데이터 섹션은 전역 데이터에 대한 포인터 테이블인 GOT(Global Offset Table)과 전역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영역을 포함하며 상기 데이터 섹션 시작 주소는 상기 GOT 시작 주소이며, 상기 응용 프로그램은 상기 GOT를 이용하여 전

역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파일러는 상기 라이브러리들에 1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번호를 ID로 각각 부여하고, 부여된 ID를 기반으로 라이브

러리 명을 재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재설정된 라이브러리 명은 라이브러리 검색의 편의를 위해 소정의 디렉토리에 상기 재설정된 라이브러리 명이 존재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MU 없는 라이브러리 시스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링커 스크립트는

  상기 데이터 섹션 테이블이 상기 데이터 섹션의 직전에 위치하도록 정의되며,

  주소의 크기가 nByte일 경우, 응용 프로그램은 ID가 m인 공유 라이브러리의 데이터 섹션 시작 주소를 (sl-n*m-n)의 위

치에서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여기서, sl은 상기 응용 프로그램 자신의 데이터 섹션 시작 주소임)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브러리 빌더는

  컴파일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여러 개의 오브젝트 파일들을 하나의 오브젝트 파일로 재배치하는 링커;

  타겟 시스템에 맞게 오브젝트 파일의 포맷을 변환하고, 포맷 변환된 오브젝트 파일을 상기 공유 라이브러리로서 생성하

는 포맷 변환 유틸리티; 및

  상기 컴파일된 라이브러리로부터 심볼들이 어떤 오브젝트에 속해있는가를 나타내는 위치 정보 및 상기 심볼들이 상기 공

유 라이브러리 내에서의 오프셋을 심볼 주소 정보로서 추출하고, 상기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심볼들 각각이 위치한

오브젝트 내에서 심볼의 주소가 정의된 상기 주소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젠심 유틸리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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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주소 라이브러리는 라이브러리 코드를 제외한 엑스퍼트 심볼들의 주소 정보만 정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MMU 없

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심볼 주소의 포맷은

  상기 심볼 주소를 나타내는 p비트의 제1영역;

  심볼이 정의된 라이브러리의 ID를 나타내는 q비트의 제2영역; 및

  상기 메인 메모리에 적재 시, 주소의 재배치 타입을 나타내는 r비트의 제3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MU 없

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 또는 상기 라이브러리의 크기가 2m 비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상기 라이브러리의 크기가 2m 비트를

초과하면 상기 라이브러리의 크기가 2m 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분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

리 시스템.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 재배치 타입은

  상기 심볼의 주소가 상기 메인 메모리에 로딩 시, 메인 메모리의 절대 주소로 재배치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제1재배치 타

입;

  상기 심볼의 주소가 상기 테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인 GOT 시작 주소로 대치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제2재배치 타입; 및

  상기 심볼의 주소가 브랜치 명령어의 목적지 주소임을 나타내며, 타겟 시스템의 브랜치 명령에 맞는 포맷으로 수정해야

하는 제3재배치 타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시스템이 uCLinux인 경우, FLAT 바이너리의 재배치 테이블의 엔트리들이 상기 심볼 주소 포맷과 동일한 주

소 포맷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청구항 11.

  응용 프로그램이 참조하는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가 설정되는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를 구비하는 MMU 없는 공

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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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공유할 라이브러리를 PIC 옵션으로 컴파일하고, 컴파일 시 상기 공유할 라이브러리의 각 함수에, 실행할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된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가 상기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에 설정되는 것을 정의하는 단계;

  (b)컴파일된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하여 각 라이브러리들마다 실제 코드와 데이터가 존재하는 공유 라이브러리와 응용 프

로그램과의 심볼 주소 바인딩을 위해 심볼들의 주소 정보만을 가지는 주소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단계;

  (c)PIC 옵션을 주어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단계;

  (d)컴파일된 프로그램의 코드, 데이터 섹션 및 상기 공유 라이브러리들에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된 데이터 섹

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데이터 섹션 테이블을 링커 스크립트에 따라 배치하여 실행파일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드

는 단계; 및

  (e)상기 응용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상기 빌드된 공유 라이브러리들을 메모리에 적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컴파일러는 상기 라이브러리들에 각각에 1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번호를 ID로 각각 부여하고, 부여된 ID를 기반으로

라이브러리 명을 재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링커 스크립트는

  상기 데이터 섹션 테이블이 상기 데이터 섹션의 직전에 위치하도록 정의되며,

  주소의 크기가 nByte일 경우, 응용 프로그램은 ID가 m인 공유 라이브러리의 데이터 섹션 시작 주소를 (sl-n*m-n)의 위

치에서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방법.

  (여기서, sl은 상기 응용 프로그램 자신의 데이터 섹션 시작 주소임)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섹션은 전역 데이터에 대한 포인터 테이블인 GOT(Global Offset Table)과 전역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영역을 포함하며 상기 데이터 섹션 시작 주소는 상기 GOT 시작 주소이며, 상기 응용 프로그램은 상기 GOT를 이용하여 전

역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심볼 주소의 포맷은

  상기 심볼 주소를 나타내는 m비트의 제1영역;

  심볼이 정의된 라이브러리의 ID를 나타내는 n비트의 제2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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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에 적재 시, 주소의 재배치 타입을 나타내는 p비트의 제3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MU 없는 공유 라

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 또는 상기 라이브러리의 크기가 2m 비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상기 라이브러리의 크기가 2m 비트를

초과하면 상기 라이브러리의 크기가 2m 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분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

리 시스템 구축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 재배치 타입은

  상기 심볼의 주소가 상기 메인 메모리에 로딩 시, 메인 메모리의 절대 주소로 재배치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제1재배치 타

입;

  상기 심볼의 주소가 상기 테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인 GOT 시작 주소로 대치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제2재배치 타입; 및

  상기 심볼의 주소가 브랜치 명령어의 목적지 주소임을 나타내며, 타겟 시스템의 브랜치 명령에 맞는 포맷으로 수정해야

하는 제3재배치 타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시스템이 uCLinux인 경우, FLAT 바이너리의 재배치 테이블의 엔트리들이 상기 심볼 주소 포맷과 동일한 주

소 포맷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방법.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 라이브러리들이 상기 메모리에 적재될 때, 상기 심볼의 재배치 타입에 따라 필요한 주소 재배치를 수행한 결과

에 따라 심볼의 최종 주소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방법.

청구항 20.

  제11항의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로 기록한 기록 매체.

청구항 21.

  응용 프로그램이 참조하는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가 설정되는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를 구비하는 MMU 없는 공

유 라이브러리 시스템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적재된 공유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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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상기 공유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호출하면 상기 공유 라이브러리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할

당된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를 상기 데이터 섹션베이스 레지스터에 설정하는 단계; 및

  (b)상기 응용 프로그램은 상기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에 설정된 주소에 접근하여 호출한 함수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에서 공유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a1)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상기 공유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호출하면 상기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에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 섹션 주소를 다른 저장 공간에 저장하는 단계;

  (a2)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 섹션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공유 라이브러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한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를 상기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에 설정하는 단계;

  (a3)응용 프로그램은 상기 데이터 섹션 베이스 레지스터에 설정된 주소를 참조한 GOT 접근을 통해 전역 데이터를 참조

하여 호출한 함수를 수행하는 단계; 및

  (a4)호출한 함수 수행이 완료되면, 상기 (e1)단계에서 다른 저장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 섹션 주소를 상기 데이터 섹션 베

이스 레지스터에 다시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에서 공유 라이

브러리 사용 방법.

청구항 23.

  제21항의 공유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로 기록한 기록 매체.

청구항 24.

  MMU 없는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에서 공유 라이브러리의 빌드 방법에 있어서,

  (a)PIC 옵션으로 공유할 라이브러리를 컴파일하는 단계;

  (b)공유할 라이브러리에 고유의 번호를 ID로 할당하여 라이브러리 명을 재설정하는 단계;

  (c)컴파일된 라이브러리로부터 포함된 여러 개의 오브젝트 파일들을 하나의 오브젝트 파일로 재배치하는 단계;

  (d)타겟 시스템에 맞게 (c)단계의 오브젝트 파일의 포맷을 변환하고, 포맷 변환된 오브젝트 파일을 공유할 코드와 데이터

가 존재하는 공유 라이브러리로서 생성하는 단계; 및

  (e)컴파일된 라이브러리 및 상기 공유 라이브러리로부터 심볼들의 위치 정보 및 주소 정보를 각각 추출하여, 오브젝트별

로 심볼의 주소가 정의된 주소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 라이브러리의 빌드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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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주소 라이브러리는 라이브러리 코드를 제외한 엑스퍼트 심볼들의 주소 정보만 정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 라

이브러리의 빌드 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컴파일 시, 공유할 라이브러리의 각 함수에는,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되는 데이터 섹션의 시작 주소를 소정의 레지스

터에 설정하록 정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 라이브러리의 빌드 방법.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e)단계는

  (e1)컴파일된 라이브러리로부터 심볼들이 어떤 오브젝트에 속해있는가를 나타내는 위치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e2)심볼들이 상기 공유 라이브러리 내에서의 오프셋을 심볼 주소 정보로서 추출하는 단계; 및

  (e3)상기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심볼들 각각이 위치한 오브젝트 내에서 상기 심볼 주소가 정의된 주소 라이브러리

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 라이브러리의 빌드 방법.

청구항 28.

  제24항의 공유 라이브러리 빌드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로 기록한 기록 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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