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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씨피유 사용량 측정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씨피유 사용량 측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운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함수들을 이용하여 소정 타이머 시간

간격으로 시스템 쓰레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쓰레드의 수행시간을 읽어 그 값을 가산하는 과정과; 상기 쓰레드 수행시간의

총합에서 이전에 수행되어 저장되어 있던 쓰레드 수행시간의 총합을 감산하는 과정과; 상기 감산된 쓰레드 수행시간을 상

기 소정 타이머 시간으로 제산하여 씨피유 사용량을 산출하는 과정에 의해 보다 신뢰성 있는 씨피유 사용량을 직접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에 의해 씨피유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상세 흐름도.

도2는 상기 도1에서 씨피유 사용량을 계산하는 프로시져와 외부 프로그램간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예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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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씨피유 사용량 측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운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보다 신뢰

성 있는 씨피유 사용량을 직접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씨피유 사용량 측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기술의 시스템 사용량을 예측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복잡한 알고리즘일수록 그 데이터의 신뢰

도는 크며, 간단할수록 신뢰도가 떨어짐은 쉽게 예측 가능하다.

또한, 운영 시스템(Operating System)에 따라 씨피유의 사용량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MS-Windows 9x는 운영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유휴 상태일 경우, 각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시스템 아이들

(SYSTEM_IDLE)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하나의 드라이버에서 상기 시스템 아이들(SYSTEM_IDLE) 메시지를 처리하는

프로시져를 두고, 메시지에 의해 프로시져가 호출(Call)될 때 마다 카운터를 증가시키도록 한다면, 일정 시간동안 시스템

사용량이 적을 때는 카운터의 증가가 크다. 반면, 시스템의 사용량이 큰 경우 메시지의 생성빈도가 작아지므로 카운터의

증가가 작다.

또한, MS-Windows 9x 시스템에서는 자체적인 씨피유 사용량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레지스트리(Registry)

에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시키고 있으며,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을 개발할 때에는 그 레지스트리 정보를 이

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씨피유 사용량 계산을 위한 알고리즘이 명확하지 않으며, 시스템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씨피

유 사용량이 50% 이상의 값을 보이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알고리즘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씨피유 사용량을 업데이트하는 시간 간격에 대한 정보도 없으며, 이에 따라 짧

은 순간의 씨피유 사용량을 판단하기에도 적절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한 것으로, 씨피유 사용량이 저장되는 레지스트리

대신에 운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함수들을 이용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씨피유 사용량을 직접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씨피유 사용량 측정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소정시간 간격으로 시스템 쓰레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쓰레드 핸들을 읽어 그

값을 가산하는 과정과; 상기 쓰레드 핸들의 총합에서 이전에 수행되어 저장되어 있던 쓰레드 핸들의 총합을 감산하는 과정

과; 상기 감산된 쓰레드 핸들을 상기 소정시간으로 제산하여 씨피유 사용량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일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은 본 발명에 의해 씨피유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상세 흐름도로서, 윈도우즈(MS-Windows)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여 씨피유 사용량을 계산한다.

보다 정확하게는, 윈도우즈에서 가상 디바이스 드라이버(VXD)를 구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브이엠엠(Virtual Machine

Manager, VMM)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타이머 및 쓰레드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브이엠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로우 레벨(Low-level)보다 더 나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쓰레드(Thread)로 분류되며, 상기 쓰레드가 실행의 최소단위가 된다. 여기

서, 실행이란 씨피유가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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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씨피유의 사용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프로시져로 전환하면, 첫 번재 쓰레드(시스템 쓰레드)를 제외

한 다른 모든 쓰레드의 수행시간의 총 합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SUM)를 0으로 초기화 시킨다(S80).

이후, 상기 첫 번째 쓰레드(시스템 쓰레드)의 포인터 역할을 하는 핸들(Hd1)값을 읽은 후(S81), 그 다음 쓰레드의 핸들

(Hd2)값을 읽는다(S82).

다음, 상기 첫 번째 쓰레드(시스템 쓰레드)의 핸들값과 그 다음 쓰레드의 핸들값이 서로 동일한 값을 갖는지 비교한다

(S83).

즉, 상기 순차로 읽은 쓰레드의 핸들값이 시스템 쓰레드의 핸들과 동일한지를 비교함으로써, 전체 쓰레드를 모두 읽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각 쓰레드 핸들은 운영 시스템의 조정(Scheduling)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실행되고, 운영 시스템은

그 쓰레드 및 쓰레드 실행에 관한 정보를 관리한다.

그리고, 상기 쓰레드 및 그 쓰레드 실행에 관한 정보를 브이엠엠 서비스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브이엠엠 서비스에는 첫 번째 쓰레드(시스템 쓰레드)의 핸들을 얻는 함수(Get_Sys_Thread_Handle), 다음 쓰레

드의 핸들을 얻는 함수(Get_Next_Thread_Handle) 및 쓰레드 생성 후 부터의 실행 시간을 얻는 함수

(_GetThreadExecTime) 등이 포함된다.

이후, 상기 쓰레드 핸들의 비교 과정(S83)에서, 첫 번째 쓰레드(시스템 쓰레드)의 핸들값과 다음 순차로 읽는 쓰레드의 핸

들값이 다르면, 그 다음 쓰레드의 수행시간을 읽는다(S84).

이후, 상기 읽은 쓰레드의 수행시간을 쓰레드의 총 수행시간을 저장하는 변수(SUM)에 더해준다(S85).

이 과정은 첫 번째 쓰레드(시스템 쓰레드)가 다시 읽혀질 때 까지 반복 수행 된다.

이와 같이, 전체 쓰레드를 모두 읽으면, 상기 시스템 쓰레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쓰레드의 수행시간의 총합이 변수(SUM)

에 저장된다.

따라서, 상기 변수(SUM)에 저장된 쓰레드의 수행시간(SUM_NOW)에서 그 이전에 저장된 쓰레드들의 수행시간(SUM_

PREV)을 뺀 후, 다시 그 값을 타이머 시간(TIMER)으로 나누면(S86) 씨피유 사용량(CPU_USAGE)이 측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기 초기에 저장된 쓰레드의 수행시간이 100초이고, 10초(타이머 시간)가 지난 후의 현재 수행된 쓰레드의 시

간이 105초인 경우에, 상기 초기에 저장된 수행시간(100초)을 뺀 나머지 시간(5초)을 타이머 시간(10초)으로 나눈값이 씨

피유의 사용량이 되는 것이다.

즉, 브이엠엠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정시간(타이머 시간)마다 시스템 쓰레드를 제외한 나머지 쓰레드들의 수행시간의 총합

을 계산한 후, 이전에 계산된 총 수행시간을 빼면, 상기 타이머 시간동안의 수행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상기 타

이머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시스템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상기 타이머 시간을 짧게 설정한 경우에, 상기 계산된 씨피유 사용량은 그 타이머의 시간을 길게 할 경우보다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줄이기 위해 이전에 계산된 씨피유 사용량들(CPU_USAGE_PREV,

CPU_USAGE_PREV_PREV)과 현재 계산된 씨피유 사용량(CPU_USAGE_NOW)을 이용하여 그 평균을 내어 사용량을

보정한다(S88).

즉,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이 짧은 경우, 상기 계산된 씨피유의 사용량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씨피유 사용량에 따라 민감

하게 반응하는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할 때도 급격한 변화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계산된 씨피유 사용량을 보정해주어 이러한 현상을 피할 수 있다.

만약, 상기 타이머의 시간이 충분히 길 경우에는, 상기 계산된 씨피유의 사용량을 그대로 사용한다(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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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기 씨피유 사용량이 측정되면, 상기 타이머를 예약하여 소정의 시간후에 다시 프로시져에 진입하도록 설정한 후,

전체 프로시져를 끝마치게 된다(S90).

도2는 상기 도1에서 씨피유 사용량을 계산하는 프로시져와 외부 프로그램간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예시도로서, 도1의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된 씨피유 사용량을 레지스트리에 업데이트시키거나 응용 프로그램(Win App)과 디바이스 드라이버

(VxD)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엑세스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른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이용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1에서 계산된 씨피유의 사용량은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다른, 디바이스 드라이버(VxD)에서는 씨피유 사용량을 디바이스 드라이버간의 인터페이싱(Interfacing) 방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또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으로 씨피유의 사용량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윈도우 레지스트리를 업데이트시키고, 응용 프로

그램에서 이를 읽어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상기 응용 프로그램과 디바이스 입출력 제어(Device I/O Control)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씨피유의 사용량을 읽어

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 씨피유 사용량 측정 방법은 운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함수들을 이용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씨피유 사용량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씨피유 사용량을 계산하기 위한 프로시져로 전환하면, 시스템 쓰레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쓰레드의 수행시간의 총합을 저

장하기 위한 변수를 초기화시키는 과정과;

상기 시스템 쓰레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쓰레드의 수행시간을, 소정 타이머의 시간 간격으로 읽은 후, 상기 변수에 가산하

여, 상기 쓰레드 수행시간의 총합을 구하는 과정과;

상기 쓰레드 수행시간의 총합에서, 이전에 수행되어 저장되어 있던 쓰레드 수행시간의 총합을 감산하는 과정과;

상기 감산된 쓰레드 수행시간을, 상기 소정 타이머의 시간으로 제산하여, 씨피유 사용량을 산출하는 과정과;

상기 소정 타이머 시간의 길이에 따라, 상기 산출된 씨피유 사용량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전에 산출된 씨피유 사용

량들과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보정된 씨피유 사용량을 사용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씨피유

사용량 측정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쓰레드 수행시간의 총합을 구하는 과정은,

상기 시스템 쓰레드를 시작으로 연속되는 다음 쓰레드의 핸들을 순차로 읽고,

등록특허 10-0613201

- 4 -



그 값이, 상기 시스템 쓰레드의 핸들과 같은지를 비교하여, 같은 값이 읽혀지기 직전까지의 쓰레드의 수행시간들을 가산하

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씨피유 사용량 측정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씨피유 사용량이 측정되면, 상기 타이머를 예약하여 소정 시간 후에 다시 프로시저에 진입하도록 설정한 후, 전체 프

로시져를 끝마치는 과정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씨피유 사용량 측정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씨피유 사용량을 레지스트리에 업데이트시키거나, 또는 응용 프로그램과 디바이스 드라이버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엑세스하도록 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씨피유 사용량 측정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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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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