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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프로세서 클럭 신호 제어 방법 및 정보 처리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라서 구성된 정보 처리 시스템의 실시예 동작을 도시한 타임 챠트.

제2도는 상기 실시예의 전체 구성을 도시한 블럭 선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라서 프로세서 클럭 신호 제어 방법 및 처리 단계를 도시한 순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프로세서                          20 : 시스템 버스

21 : 클럭 신호선                     22 : 인터럽트 신호선

30 : 메모리                            40 : 클럭 신호 제어기

50 : 발생기                            60 : 인터럽트 신호 제어기

70 : 시스템 타이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프로세서의  전력  소모량  및  발열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특히  프로세서가 
유휴시간(idle  time)  동안  클럭  신호를  프로세서에  공급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또는  클럭  신호의 주
파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비록  프로세서에  클럭  신호의  공급을  중지하였다가  클럭  신호의  공급을  재개하므로서  중지 상태로부
터  동작을  재개할지라도,  프로세서의  내부  레지스터  내용이  소실되지  않는  프로세서가  공지되어 있
다.  그러한  프로세서를  전안정(full-static)  프로세서라  칭한다.  만일  전안정  프로세서가  CMOS  논리 
소자를  사용하면,  프로세서의  유휴  시간  동안,  프로세서에  클럭  신호의  공급을  중지시키므로서  전력 
소모량  및  발열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게다가,  프로세서에  클럭  신호의  공급을  중지시키지 않
고도 클럭 신호의 주파수를 감소시키므로서 전력 손실량 및 발열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프로세서에  클럭  신호의  공급이  프로그램  실행  결과에  따라서  중지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 공개되
었으나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일본국  특허원(PUPA)  제62-169219호(미합중국  특허원 제4,851,9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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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고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시스템이  입/출력  장치의  동작  또는  현재 오퍼레
이터에  의한  키  입력동작의  완료를  대기하는  상태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비록  상기 시스템
이  입/출력  장치  또는  오퍼레이터에  의한  키  입력  동작의  완료를  대기할지라도,  프로세서가  항상 유
휴  시간내의  상태에  있지는  않는다.  특허,  다중-과업처리  운영  시스템(multi-tasking  operating 
system)을  채용하고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는  프로세서가  입/출력  장치  또는  오퍼레이터에  의한 
키  입력  동작의  완료를  대기하는  동안  제2과업을  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그러한 종
래  장치는  프로세서에  클럭  신호의  공급이  프로세서가  과업을  실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중지될  수 있
는 위험을 내포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프로세서에  클럭  신호  공급을  중단하거나  혹은  클럭  신호  주파수를  감소시키기 위
한  프로세서  중지  허용  시간(allowed  time)  또는  프로세서  동작  지연하는  허용  시간이  확실하게 결
정될 수 있는 방법 및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프로세서에  클럭신호의  공급은  상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중-과업  처리  운영 
시스템 하에서 최저 우선 순위(lowest priority)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된다.

정보  처리  시스템은  프로세서에  공급될  클럭  신호를  발생시키는  발생기  또는  발진기  이외에  전 시스
템을  동기화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시스템  타이머를  구비한다.  다중-과업화  운영  시스템  하에서, 
실행될  과업들이  시스템  타이머에  의해  표시되는  각  시간  간격  동안  각  과업에  부여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서로간에  스위치된다.  지금  프로세서에  클럭  신호의  공급을  제어하는  프로그램(클럭  제어 프
로그램)이  제공되고  상기  클럭  제어  프로그램이  최저  우선  순위가  부여된  경우에,  클러  제어 프로그
램은  단지  클럭  제어  프로그램만이  실행되고  어떠한  다른  과업들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즉 프로세서
가  중지되는  경우에만  실행된다.  그것에  의해,  프로세서에  클럭  신호의  공급은  시스템  타이머에 의
해  표시되는  각  시간  간격  동안  확실하게  온  또는  오프  제어된다.  프로세서에  클럭  신호의  공급을 
중지시키는 대신에, 클럭 신호의 주파수가 감소되도록 제어될 수 있다.

이하에, 본 발명의 일실시예가 도면을 참조하여 서술된다.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라서  정보  처리  시스템의  일실시예의  전체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면을 참조
하면,  프로세서(10)는  클럭  신호선(21),  인터럽트  신호선(22)  및  신호선들(23)에  접속된다. 신호선
(23)은  인터럽트  신호를  제외한  제어  신호,  어드레스  신호  및  데이타  신호용의  복수의  신호선들로 
구성되고  메모리(30)와  시스템  타이머(70)에  접속된다.  신호선(23)  및  인터럽트  신호선(22)을  소위 
시스템  버스(20)라  칭한다.  메모리(30)는  다중-과업  처리  운영  시스템  MOS,  다중-과업  처리  운영 시
스템 MOS  하에서 최저 우선 순위로 실행되는 클럭 제어 프로그램 CCP  및 응용 프로그램 A  및 B를 기
억한다.

클럭  신호선(21)  및  인터럽트  신호선(22)은  클럭  신호  제어기(40)에  접속된다.  클럭  신호 제어기
(40)는  클럭  신호  온-오프  스위치(41),  신호  전이  검출기(42)  및  레지스터(43)를  구비한다.  클럭 신
호  온-오프스위치(41)는  발생기(50)로부터  나오는  클럭  신호들  프로세서에  항상  공급하며, 레지스터
(43)로부터  나오는  클럭  중지  신호에  응답하여  프로세서(10)에  클럭  신호의  공급을  중지시키고  신호 
천이  검출기(42)로부터  나오는  클럭  재개  신호에  응답하여  프로세서(10)에  클럭  신호의  공급을 재개
시킨다.  신호  전이  검출기(42)는  인터럽트  신호  제어기(60)에  접속된다.  신호  천이  검출기(42)는 인
터럽트  신호  제어기(60)로부터  나오는  인터럽트  신호를  수신할  때  인터럽트  신호를  프로세서(10)에 
제공하고 클럭 재개 신호를 클럭 신호 온-오프 스위치(41)에 제공한다.

키보드,  디스크  기억  장치,  프린터  등과  같은  입/출력  장치로부터  나오는  인터럽트  신호에  추가하여 
시스템  타이머로부터  나오는  신호가  인터럽트  신호  젱기(60)에  입력된다.  이들  신호들  수신할  때, 
인터럽트  신호  제어기(60)는  입터럽트  신호를  신호  전이  검출기(42)에  출력한다.  그것에  의해, 입/
출력  장치로부터  나오는  인터럽트  신호가  수신되는  것을  제외하면,  프로세서(10)에  클럭  신호의 공
급은  시스템  타이머(70)가  소정  시간의  경과를  표시할  때  재개된다.  다중-과업  처리  운영  시스템 
MOS  하에서,  과업  실행은  시스템  타이머(70)에  의해  표시되는  각  시간  간격  동안  스위치된다. 레지
스터(43)는  최저  우선  순위가  부여된  클럭  제어  프로그램  CCP의  실행  결과를  수신하고  유지하기 위
하여 사용된다.

지금부터  제1도와  제2도를  참조하여  실시예  동작이  서술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중-과업  처리 운
영  시스템에서,  운영  시스템의  컴포넌트  프로그램(component  program)중  하나인  과업  스케쥴러는 상
기 과업 스케쥴러가 실행 과업의 완료시 각 소정 시간 간격 동안 과업들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프로
세서의  실행  권리(execute  right)를  복수의  과업들에  제공하는  시분할(time  slicing)을  토대로 하거
나  또는  프로세서의  실행  권리가  실시예에서  처럼  인터럽션과  같은  사건  발생에  응답하여  전달되는 
사건-구동법(event-driven  method)을  토대로  과업들을  스위치  온  또는  오프시킨다.  시분할의  시간 
할당량은 시스템 타이머(70)에 의해 결정된다.

제1도는  최저  우선  순위가  부여된  클럭  제어  프로그램  CCP을  포함하는  복수  과업의  실행이 다중-과
업처리  운영  시스템  OS  하에서  스위치되는  상태와  프로세서(10)에  클럭  신호의  공급이  온  또는  오프 
제어되는  조건을  도시한  것이다.  지금  만일  시스템  타이머(70)가  우선  순위  2가  부여된  응용 프로그
램  B이  실행되는  동안  소정  시간  간격의  경과를  표시하는  신호를  신호선(23)  상에  발생시킨다면, 프
로그램  실행의  목적은  응용  프로그램  B으로부터  운영  시스템  OS으로  일시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다. 
운영  시스템  OS은  응용프로그램  B이  다음의  시간  할당량에서  조차도  프로세서(10)의  실행  권리를 갖
는지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시간  할당량에서  프로세서(10)의  실행  권리를  갖는지 여부
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시간  할당량에서  프로세서(10)의  실행  권리를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중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실행 권리를 그것에 부여한다.

제1도는  단자  클럭  제어  프로그램  CCP만이  프로세서(10)의  실행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를  도시한 것
이다.  이  경우에,  클럭  제어  프로그램  CCP이  실행되고  결과적으로  클럭  신호가  중지되는  것을 표시
하는  신호가  신호선(23)을  통해  클럭  제어기(40)의  레지스터(43)에  전송된다.  클럭  제어  프로그램 
CCP이  상술된 바와 같이 단지 단순 작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것의 실행 시간은 매우 짧다. 레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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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43)는  상기  신호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프로세서(10)에  클럭  신호의  공급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클럭 중지 신호를 클럭 신호 온-오프 스위치(41)에 제공한다.

만일  프로세서(10)에  클럭  신호의  공급이  중지되고  나서  시스템  타이머(70)가  소정  시간의  경과를 
표시하는  신호를  발생한다면,  인터럽트  신호  제어기(60)는  인터럽트  신호를  신호  전이  검출기(42)에 
제공하고  나서  신호  전이  검출기(42)는  클럭  재개  신호를  클럭  신호  온-오프  스위치(41)에  제공하여 
프로세서(10)에  클럭  신호의  공급을  재개시킬  뿐만  아니라  인터럽트  신호를  프로세서(10)에 제공한
다.  프로세서(10)가  인터럽트  신호를  수신하자마자  운영  시스템  OS의  컴포넌트  프로그램인  타이머 
인터럽트  조정기와  디스패쳐를  프롬프트(prompt)하여  그들이  실행된  후  다음의  시간  할당량에서 실
행될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실행시킨다.

제1도는  또한  다음  시간  할당량에서  실행될  프로그램이  단지  클럭  제어  프로그램  CCP인  경우를 도시
한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  클럭  제어  프로그램  CCP은  프로세서(10)에  클럭  신호의  공급을 중지시
키기  위하여  실행된다.  만일  인터럽트  신호  제어기(60)가  프로세서(10)에  클럭  신호의  공급을 중지
하는  동안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한다면,  프로세서(10)에  클럭  신호의  공급이  재개될  뿐만  아니라 운
영  시스템  OS은  다음시간  할당량에서  실행될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만일 실행
될  프로그램이  우선  순위  1가  부여된  응용  프로그램  A이라면,  응용  프로그램  A은  시스템 타이머(7
0)가  다음  신호를  발생할때까지  실행된다.  시스템  타이머(70)가  신호를  발생하였을  때,  운영 시스템
은  다음  시간  할당량에서  실행될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능하고  만일  그에  따라서  결정된 프
로그램이  응용  프로그램  A라면  프로그램  A는  시스템  타이머(70)가  그다음  신호를  발생할때까지 또다
시 실행된다.

제3도는  다중-과업  처리  운영  시스템  하에서  프로세서에  클럭  신호의  공급을  중지시키는  처리 단계
를  도시한  것이다.  도면에서,  인터럽트  조정기와  과업  디스패쳐  둘다는  운영  시스템의  과업 스케쥴
러의  컴포넌트  프로그램들이다.  인터럽트  조정기는  인터럽트  신호를  수신하기  전에  실행되는  응용을 
중지시키고  나서  재개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터럽트  신호에  응답하여 실행
되는  프로그램이다.  과업  디스패쳐는  각  과업에  부여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실행될  다음  과업을 결
정하고 프로세서의 실행 권리를 그에 따라서 결정된 과업에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제3도를  참조하여,  단계  S11에서,  최저  우선  순위를  제외한  우선  순위가  부여된  응용  프로그램이 실
행된다.  다음  단계  S12에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완료  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상기  응용 프로그램
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하는  처리  단계  S13로  진행한다.  만일  응용 
프로그램이  완료되었으면,  처리  단계  S16로  진행한다.  만일  인터럽트  신호가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동안  단계  S14에서  수신되면,  인터럽트  조정기가  실행되는  처리  단계  S15로  진행하고  나서  과업 디
스패쳐가  단계  S16에서  시작된다.  과업  디스패쳐는  실행  응용  프로그램이  다음  시간  할당량에서 또
한  실행되도록  허가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단계  S17에서).  만일  응용  프로그램이  다음  시간 할당량
에서  실행되도록  허가되면,  처리  단계  S11로  궤환한다.  만일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을  허가하지 않으
면,  또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허가  요청  여부가  단계  S18에서  결정된다.  만일  또다른 
응용이  실행되도록  허가된다면,  응용  프로그램은  단계  S19에서  실행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클럭 
신호를  중지시키는  클럭  제어  프로그램(최저  우선  순위가  부여됨)이  시작되는  처리  단계  S21로 진행
한다.  다음  단계  S22에서,  클럭  제어  프로그램은  클럭  신호의  공급이  중지되는  것을  표시하는 신호
를  클럭  신호  제어기(40)의  레지스터(43)에  전송하기  위하여  실행되고  단계  S23에서  클럭  신호의 공
급이 중지된다.

상기 실시예에 따라서, 클럭 제어 프로그램이 실행될 다른 과업들이 없는 경우에만 실행되기 
때문에,  약간의  과업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동안  클럭  신호의  공급이  중지될  위험이  없다. 게
다가,  상기 실시예에 따라서,  클럭 신호에 대한 온-오프 제어가 시스템 타이머에 의해 표시된 각 타
이머  구간  동안  수행되기  때문에,  클럭  신호는  프로세서의  유휴  시간의  소분할에서  중지되고  그로 
인해 전력 손실량을 작게할 수 있다.

상기  클럭  신호  제어기(40)는  프로세서(10)가  아니라  어떤  프로세서에도  접속될  수  있고  또다른 프
로그램이  부가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세서(10)에  클럭  신호의  공급을  중지시키는 대신
에 클럭 신호의 주파수를 감소시켜 전력 손실량을 작게할 수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라서,  프로세서를  중지시키는  허용  시간  또는  프로세서의  동작을 지
연시키는  허용  시간이  결정되어  프로세서에  클럭  신호의  공급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클럭  신호의 주
파수를 감소시키도록 보장하는 방법 및 정보 처리 장치가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중-과업  처리  운영  시스템(multi-tasking  perating  system)을  채용하는  정보  처리  장치에서, 프로
세서에 대한 프로세서 클럭 신호의 공급이 상기 다중-과업 처리 운영 시스템 하에서 최저 우선 순위
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클럭 신호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프로세서에  대한  프로세서  클럭  신호  공급의  제어는  상기  클럭  신호가  프로세서에 
공급되게 혹은 공급 안되게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클럭 신호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프로세서에  대한  프로세서  클럭  신호  공급의  제어는,  프로세서에  제공되는  상기 클
럭  신호의  주파수가  변경되게  혹은  안되게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클럭  신호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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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청구항 4 

내부  레지스터  내용이  비록  클럭  신호의  공급이  중지될지라도  소실되지  않는  프로세서와,  상기 프로
세서에  클럭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클럭  신호  발생기와,  다중-과업  처리  운영  시스템  하에서  최저 
우선  순위가  부여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상기  클럭  신호  발생기로부터  나오는  클럭  신호를  상기 
프로세서에  공급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한  클럭  신호  제어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  신호  제어기가  상기  프로세서에  공급되는  인터럽트  신호들중  하나의 신
호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세서에  클럭  신호의  공급을  재개시키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
리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럽트  신호들중  하나의  신호는  전체(entire)  정보  처리  시스템을  동기화 
하기 위한 시스템 타이머로부터 나온 출력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7 

메모리,  프로세서,  입/출력  장치,  상기  프로세서에  클럭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발생기  및  전체 시스
템을  동기화하기  위한  시스템  타이머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다중-과업  처리  운영 
시스템하에서  최저  우선  순위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프로세서에  클럭  신호의  공급을 중지시
키고  상기  입/출력  장치  또는  상기  시스템  타이머로부터  나온  인터럽트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클럭 
신호의  공급을  재개시키기  위하여  클럭  신호  제어기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시스
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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