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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낮은 에너지 소모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

요약

  컴퓨팅 시스템의 에너지 소모는 두 개 이상의 프로세싱 유닛을 다양한 에너지 효율성 및 다양한 처리 기능과 통합함으로

써 감소된다. 스케쥴러는 I/O 공간으로부터의 인터럽트(들)를 인터셉트하고, 인터럽트를 작업에 결정하며, 작업의 에너지

및 성능 속성을 검색하고, 작업이 시기 적절히 실행되며 최소의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프로세싱 유닛 상에서의 실행을 위해

작업을 스케쥴링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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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보다 세부적으로는 낮은 에너지 소모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

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에 퍼베이시브 디바이스(pervasive device, PvDs)가 점점 인기를 얻게 되었다. 어떤 작업에 의해 요구되는 계산 복

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 디바이스의 무선 기능도 증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퍼베이시브 디바이스는 배터리에 의해 전원

공급되기(powered) 때문에 퍼베이시브 디바이스의 성공에의 주요 장애물은 에너지 소모이다. 일반적으로, 퍼베이시브 디

바이스에서의 배터리는 퍼베이시브 디바이스의 사용(들)에 따라 한 시간 내지 1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 퍼베이시브 디바이

스가 음성 인식을 위해 및/또는 고속 무선 접속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이다. 이는 보통 이러한 작업에 의해 요구되는 초당 백만 개의 인스트럭션(MID)을 지원하는 고성능 프로세싱 유닛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성능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효율은 감소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효율"이라

는 구는 작업당 쥴(joules-per-task)(JPT)(및 등가)을 가리킨다.

  현재의 퍼베이시브 디바이스가 모든 고성능 및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퍼베이시브 디바

이스 수명의 대부분은 시간 레지스터를 업데이트하고, 무선 기지국과 주기적으로 위치 정보를 교환하고, 주위 온도를 샘플

링하고, GPS 위치 스탬프를 로깅하고, 어드레스 북 엔트리를 인출하고, 스크린 버퍼를 업데이트하고, 키패드 입력을 탐지

하는 등과 같은 간단한 저성능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고성능 프로세서 상에서 이러한 단순한 작업을 실행하는 것은 JPT

의 견지에서 극도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프로세싱 유닛을 에너지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실행하려는 다수의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면, 몇몇 프로세서 제조

업자들(가령, T. R. Halfhill, "Transmeta Breaks x86 Low-Power Barrier", Microprocessor Report, p. 1, Feb. 2000

및 S. Liebson, "Xscale(StrongARM-2) Muscles In", Microprocessor Report, p. 1, Feb. 2000 참조)은 전압 스케일링

(voltage scaling)(가령, Brodersen et al., "Low Power Digital CMOS Design", Kluwer Academic Publisher, 1995 참

조)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공급 전압 및 주파수를 직렬로 변경함으로써 싸이클 당 에너지 소모가 조정될 수 있는 더 에너지

효율적인 장치를 생산했다. 그러나, 이 프로세싱 유닛이 얼마나 천천히 실행하게 될 수 있는 지, 더 정확히는, 얼마나 낮은

공급 전압이 구동될 수 있는 지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프로세싱 유닛이 주로 간단한 저성능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사

용된다면, 특정적으로 이러한 간단한 작업을 실행하도록 고안된 프로세싱 유닛이보다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

다.

등록특허 10-0516290

- 2 -



  이에 더하여, 몇몇 이동 전화 및 휴대용 라디오 제조업자들(가령, U.S. 미국 특허 제 5,487,181호 및 미국 특허 제

5,058,203호 참조)은 빈번한 루틴 함수를 수행하는 데 덜 에너지 효율적인 메인 프로세서를 오프로드(offload)하는 에너

지 효율적인 주문형 반도체(applica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s, ASIC)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에너지 소

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이 접근법은 사용자에게 높은 수준의 융통성을 제공하도록 의도되는 더 일반적이며 더 구성적인 컴

퓨팅 플랫폼을 위해서는 접합하지 않다. 상당히 융통성 있는 컴퓨팅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기능성을 변경하고, 플라이 상에

새로운 피쳐(가령, 데스크탑 사용자 패러다임)를 설치할 수 있다. 제안된 종래의 해결책은 융통성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특정적이며 한정된 기능을 갖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한 시스템 기능성 요구와는 무관하게 낮은 에너지 소모를 가지며 평가(evaluation) 및 그 후속 실행

을 위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구성적인 컴퓨팅 플

랫폼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존재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요

  따라서, 본 발명은 일반적이며 상당히 구성적인 컴퓨팅 시스템에서 감소된 에너지 소모를 제공한다. 본 발명으로부터 이

익을 얻을 타겟 컴퓨팅 시스템의 몇몇의 예는 가령, 개인용 휴대용 단말기(PDAs), 핸드헬드 컴퓨터, 포켓 컴퓨터, 휴대 전

화, 랩탑 컴퓨터, 착용(wearable) 컴퓨터 등을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본 발명은 높은 수준의 사용자 융통성(가령, 사용자

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그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생성하거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시스템을

맞춤 제작하는 시스템)을 위해 고안되는 컴퓨팅 시스템에 특히 응용 가능하다.

  본 발명의 제 1 측면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이 제공된다. 컴퓨터 시스템은 서로 다른 에너지 효율성을 갖고, 적어도 작업의

처리 요구사항 및 해당 처리 기능에 기초하여 작업을 실행하게 되는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을 포함한다. 스케쥴러

는 최소량의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주어진 작업을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이 중 하나에 의한 실행을 위해 스케쥴링하

고, 주어진 작업의 요구사항 및 해당 처리 기능에 기초하여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이 중 하나가 주어직 작업의 실행

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낼 때,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이 중 다른 하나에 의한 실행을 위해 주어진 작업을 다

시 스케쥴링하게 된다.

  처리 요구사항은 주어진 작업이 완료될 종료 시각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케쥴러는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

닛이 아니라 하나의 하드웨어 부품 내에 서 구현되는 함수인 것이 더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적어도 두 개의 프

로세싱 유닛이 중 하나는 스케쥴러는 포함한다. 스케쥴러는 더 나아가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이 및 주변 디바이스

로부터의 인터럽트를 차단하도록 되는 것이 적절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이 메모리 공간을 공유한다.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

싱 유닛이 입/출력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적절하다.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이 입/출력 공간을 공유하며, 스케쥴러

및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이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컴퓨터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은 스케쥴링된 작업의 적어도 일부의 처리 요구사항 중 적어도 일

부를 저장하게 되는 작업 속성 저장을 더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결정은 스케쥴러 또는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이 중 하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더하여,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은 실행을 위한 작업을 수락하거나 거부하

게 되는 것이 적절하다. 처리 요구사항은 주어진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처리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본 발명의 제 2 측면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이 제공된다. 컴퓨터 시스템은 복수 개의 프로세싱 유닛을 포함한다. 복수 개의

프로세싱 유닛의 각각은 자체 상에서 작업을 실행하게 된다. 복수 개의 프로세싱 유닛 중 적어도 두 개는 서로 다른 에너지

효율성을 갖는다. 주어진 작업 중 하나가 상기 복수 개의 프로세싱 유닛 중 하나에 의해 수락되고 실행되거나, 주어진 작업

이 복수 개의 프로세싱 유닛의 모두에 의해 거부될 때까지 주어진 작업의 실행을 수락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부분적 내림순

에너지 효율성으로 복수 개의 프로세싱 유닛을 질의함으로써 복수 개의 프로세싱 유닛 중 하나에 의한 실행을 위해 주어진

작업을 스케쥴링하게 된다.

  상기 스케쥴러는 적어도 하나의 사전 정의된 조건에 기초하여 부분적인 순서로부터 복수 개의 프로세싱 유닛 중 어느 것

을 제외하게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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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제 3 측면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이 제공된다. 컴퓨터 시스템은 서로 다른 에너지 효율성을 갖고, 스케쥴링된 작

업의 처리 요구사항 및 해당 처리 기능에 따라 스케쥴링된 작업을 수락하거나 거부하게 되는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

닛을 포함한다.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은 적어도 수락되는 스케쥴링된 작업을 실행하게도 된다. 스케쥴러는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 중 하나에 의한 실행을 위해 주어진 작업을 스케쥴링해서 최소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 중 하나가 주어진 작업의 실행을 거부할 때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 중 다른 하나에 의한 실

행을 위해 주어진 작업을 다시 스케쥴링하게 된다.

  본 발명의 제 4 측면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이 제공된다. 컴퓨터 시스템은 복수 개의 프로세싱 유닛을 포함한다. 복수 개의

프로세싱 유닛의 각각은 자체 상에서 작업을 실행하게 된다. 복수 개의 프로세싱 유닛 중 적어도 두 개는 서로 다른 에너지

효율성을 갖는다. 프로세서 속성 표는 복수 개의 프로세서 중 적어도 일부를 위한 처리 기능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 기능

정보가 변경할 때 동적으로 처리 기능 정보를 업데이트 하게 된다. 스케쥴러는 주어진 작업을 위해 복수 개의 프로세서 중

하나가 주어진 작업에 대한 작업 처리 요구 사항에 관한 적절한 처리 기능을 소유한다는 것이 발견될 때까지 프로세서 속

성 표로부터의 처리 기능 정보 중 적어도 일부를 내림순의 에너지 효율성의 부분적 순서 및 엄격한 순서 중 하나로 검색하

게 된다. 스케쥴러는 또한 복수 개의 프로세서 중 하나에 의한 실행을 위해 주어진 작업을 스케쥴링하게 된다.

  상기 컴퓨터 시스템은 인터럽트와 연관되는 적어도 하나의 함수를 수행하게되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 블록을 더 포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상기 컴퓨터 시스템은 작업에 의해 사용되는 적어도 하나의 함수를 수행하게 되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 블록을 더 포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이제 다음 도면에서 묘사되는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해 단지 예로서 설명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저 에너지 소모형 컴퓨터 시스템(100)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작업 속성 목록을 도시하는 다이어그램,

  도 3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프로세서 속성 목록을 도시하는 다이어그램,

  도 4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스케쥴링 장치 SCH에 의한 작업 스케쥴링을 도시하는 순서도,

  도 5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Pj(즉, 처리 유닛 P1 또는 P2)에 의한 작업 처리를 도시하는 순서도.

실시예

  본 발명은 저 에너지 소모형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이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전용 프로세

싱 유닛 또는 그들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구

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저장 장치 상에서 실체적으로 구현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응용 프로그램은 어떤 적합한 구조를 포함하는 머신으로 업로드되고 그것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머신은 중앙 프로

세싱 유닛(CPUs), 램(RAM) 및 입/출력(I/O) 인터페이스(들)와 같은 하드웨어를 갖는 컴퓨터 플랫폼 상에서 구현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컴퓨터 플랫폼은 또한 운영 체제 및/또는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개시

되는 다양한 처리 및 함수는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코드의 일부이거나 또는 운영체제를 통해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의 일

부 (또는 그 조합)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컴퓨터 플랫폼에 추가적인 데이터 저장 장치 및 프린트 장치와 같은 다양한 다

른 주변 장치가 접속될 수 있다.

  첨부 도면에서 도시되는 구성하는 시스템 구성요소 및 방법 단계들 중 몇몇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시스

템 구성요소(또는 처리 단계) 간의 실제의 접속은 발명이 프로그래밍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더 이해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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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명백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제공될 것이다. "프로세싱 유닛"라는

용어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제어기,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또는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수 있는 다른 디바이스로서

정의된다. 선행 요소들의 임의의 조합 역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기능 블록"이라는 용어는 하나 이상의 특정 기능을 수행

할 수도 있으나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수는 없고 그 기능도 변경될 수 없는 디지털 또는 혼합 신호 회로로서 정의된다. 주문

형 반도체(ASIC), 고속 푸리에 변환(FFT) 및 조합 회로가 본 발명을 위한 기능 블록으로 간주된다. 프로세싱 유닛은 기능

장치일 수 없고, 기능 장치가 프로세싱 유닛일 수 없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작업"이라는 용어는 독

립적으로, 다른 작업과 동시에 또는 홀로 실행되는 코드 부분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를 사용하면, 가령, 애플리케이션, 스

레드(threads),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및 운영 체제 커널이 작업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저 에너지 소모형 컴퓨터 시스템(100)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컴퓨터 시스템

(100)은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 P1 및 P2(이하에서 일반적으로 "프로세싱 유닛 Pj"라고도 칭해짐)와 스케쥴링 장치 SCH를

포함한다. P1 및 P2는 작업을 실행한다. P1은 최고 에너지 효율적 프로세싱 유닛이지만 낮은 컴퓨팅 성능을 갖는다. P2는

최저 에너지 효율적 프로세싱 유닛이지만 높은 컴퓨팅 성능을 갖는다. I/O 공간 및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로부터의 모든 인

터럽트는 SCH에 제공된다. MEM은 메모리 공간이고, I/O는 I/O 공간이다. BUSP1, BUSP2, BUSMEM 및 BUSI/O는 제각기

P1 버스로의 스케쥴러, P2 버스로의 스케쥴러, 메모리 버스로의 스케쥴러 그리고 I/O 버스로의 스케쥴러이다. BCMEM 및

BCI/O는 각각 메모리 버스 제어기 그리고 I/O 버스 제어기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프로세싱 유닛 P1 및 P2는

동시에 실행되며, 각각의 프로세싱 유닛은 자체 상에서 실행하는 멀티테스킹 운영 체제를 갖는다.

  SCH가 도 1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분리된 기능 블록으로서 구현되지만, SCH의 기능은 다른 프로세싱 유닛(가령, P1 및

/또는 P2)들의 일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 또는 그들의 조합으로서의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가령,

SHC는 하드웨어 구성요소(가령, 임의의 기능 블록 또는 프로세싱 유닛) 내의 함수(소프트웨어, 일련의 로직 구성요소 등)

로 구현될 수 있다.

  이제 컴퓨터 시스템(100)의 동작의 간단한 설명이 제공될 것이다. SCH는 모든 인터럽트 신호를 차단하고, 인터럽트를

작업 식별 번호(TID)로 결정하고, 그 후 프로세싱 유닛 P1 및 P2와 작업의 실행을 협상하고 시기 적절하게 작업을 실행하

고 완료할 최저 에너지 소모 프로세싱 유닛을 선택한다. SCH 및 Pj로 하여금 이러한 협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작업에

대한 특정 특징들은 알려져야 한다. 이 특징들 및 다른 작업 관련 정보는 작업 속성 목록에 제공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

른 작업 속성 목록을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인터럽트 시에 특정 작업 속성을 검색하는 것이 SCH의 역할이다. 도 2를

참조하여 예시적인 작업 속성이 도시되며 이하에서 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TID는 현재 작업의 작업 식별 번호이다. NP는 그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싱 유닛의 번호이다. PTID,1은 그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프로세싱 유닛의 ID이다. CPSTID,1는 시기 적절하게 작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

악의 경우의 프로세싱 유닛 싸이클의 개수이다. ADDRTID,1은 작업의 위치의 어드레스이다. PTID,i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

는 i번 째 최고 에너지 효율적인 프로세싱 유닛이며, 여기서 1≤i≤NP이다. CPSTID,1은 시기 적절하게 작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악의 경우의 프로세싱 유닛 싸이클의 개수이다. ADDRTID,i는 작업의 위치의 어드레스이다. PTID,NP는 작업을 실

행할 수 있는 NP 프로세싱 유닛 중 최저 에너지 효율적인 프로세싱 유닛이다. CPSTID,NP는 최악의 경우 시기 적절하게 작

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싱 유닛 싸이클의 개수이다. ADDRTID,NP는 작업의 위치의 어드레스이다. 원칙적으로

ADDR은 프로세싱 유닛이 동일한 구조가 아니라면 각각의 프로세싱 유닛에 대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하라. 예를 들

어,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로세싱 유닛이 서로 다른 인스트럭션 세트를 갖고/갖거나 하나의 프로세싱 유닛은 32 비트 구조를

갖는데 다른 프로세싱 유닛이 8 비트 구조를 갖는다는 것도 드물지는 드물지는 않다.

  CPS는 최악의 경우의 값을 나타낸다는 것에 유념하라. 예를 들면, 사용자가 데이트북(DateBook) 엔트리의 수를 열거하

는 데이트북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라. 해당 작업은 1초여 동안 비지(busy)이고, 그 후는 유휴(idle) 모드일 것

이며, 이제 엔트리를 갖는 데이트북 목록이 디스플레이 상에서 보인다. 그 후, 사용자는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엔트리를

선택한다. 이어서, 작업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인출하고, 그 정보를 디스플레이 상에 디스플레이하고, 유휴 모드로

리턴한다. 그러므로, CPS는 다음과 같은 작업과 관련해 설명될 수 있는데, CPS는 작업에 대해 필요한 프로세싱 유닛의 속

도 성능을 나타내어 사용자 입력 요청에 반응하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정보를 인출하며, 마지막으로 그 정보를 디스플

레이 상에 디스플레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작업은 유휴 모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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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는 속성 목록에서 프로세싱 유닛이 열거된 순서대로 프로세싱 유닛 P1 및 P2와 협상할 것이다. 그래서, 도 2의 예시

적인 작업 속성 목록에 관해 SCH는 최고 에너지 효율적인 프로세싱 유닛 PTID,1와 협상할 것이다. 그 후, PTID,1은 자신이

주어진 초당 요구 싸이클 CPS에 대한 제한 하에서 문제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신속히 판단할 것이다. 그 후, PTID,1

은 작업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것이다. PTID,1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잠시 후에 PTID,1가 자신이 예정 시간 내에 작업을 완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PTID,1은 SCH를 인터럽트한다. 그 후 SCH는 열거된 프로세싱 유닛 중 하나가 작업을 수

락하거나 모든 열거된 프로세싱 유닛이 시도를 끝낼 때까지 속성 목록에서 다음 프로세싱 유닛(와의 협상을)를 시도할 것

이다.

  작업 속성 목록은 수락/거부 결정이 실행될 주어진 작업의 처리 요구사항 및 주어진 작업을 실행할 프로세서의 처리 기능

에 기초하도록 의도된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한다. 처리 요구사항은 가령, 작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처리 용량과, 작

업이 실행되어야 하는 마감(deadline) 시각과, 데이터 경로의 특정 비트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처리 기능은 현재 이용 가

능한 처리 용량, 데이터 경로의 현재의 비트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주어진 프로세서가 주어진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실제의 판단은 작업을 수락하도록 요청되는 프로세서에 의

해 또는 SCH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이 작업의 처리 요구사항 및 프로세서의 처리 기능에 기초하여 이루어

지며, 처리 요구사항은 작업 속성 목록에 설명되고, 처리 기능은 프로세서에 의해서만 액세스 가능하거나, 일반적으로 공

유된 프로세서 속성 목록으로부터 스케쥴러에 의해서도 액세스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다. 도 3은 SCH에 의한 액세스에 적

합한 프로세서 속성 목록을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3에서, N은 프로세싱 유닛의 개수이고, CPSj는 프로세서 j의 현

재 최대 이용 가능한 처리 용량이며, 여기서 1<=j<=N이다. 프로세서 속성 목록은 프로세서가 새로운 작업을 수락하거나

또는 작업을 종료하는 때에 제각기의 프로세서에 의해 동적으로 업데이트되어서 속성 목록에서의 값이 제각기 프로세서의

즉시의(near instantaneous) 처리 기능을 나타내도록 한다. 물론, 처리 요구사항 및/또는 처리 기능 중 몇몇은 미래의 참조

를 위해 작업 속성 및 프로세서 속성 목록이 아닌 저장 구조에 저장될 수도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가정/조건이 인터럽트에 관해 부과된다. SCH는 한번에 하나씩 I/O 인터럽트를 처리한다. I/O 인

터럽트는 또 다른 I/O 인터럽트의 처리를 선취(preempt)할 수 없고, I/O 인터럽트는 프로세서 인터럽트의 처리를 선취할

수도 없다. I/O 인터럽트는 그것들이 수신되는 순서로 큐잉된다(queued). 프로세서 인터럽트는 I/O 인터럽트보다 우선한

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SCH에 의한 작업 스케쥴링을 도시하는 순서도이다. 인터럽트를 수신하면, 그 카테고리가 결정된

다(단계(310)). 인터럽트가 I/O 인터럽트라면, 그 도착 순서에 따라 큐잉된다(단계(315)).

  그 후, SCH의 상태가 유휴 상태인지가 판단된다(단계(316)). 유휴 상태가 아니라면(즉, SCH의 상태가 비지라면) SCH는

대기 모드에 들어간다(단계(317)). 대기 모드에서, 단계(315)와 관련하여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CH는 I/O 인터럽트

의 큐잉을 허용하지만 다른 I/O 인터럽트를 실행할 수 없다. 그러나, SCH가 유휴 상태에 있다면, SCH는 큐에서 디폴트로

는 방금 수신된 I/O 인터럽트인 다음 인터럽트를 검색하는 것으로 진행한다(단계(319)).

  인터럽트는 인터럽트 벡터 표에 질의하는 SCH에 의해 작업 속성 목록 어드레스로 결정된다(단계(320)). 그 후 작업을 위

한 작업 속성이 검색된다(단계(325)). 그 후 SCH는 현재의 I/O 인터럽트와 (작업 ID, TID로) 연관되는 작업을 수락 또는

거부하기 위해 속성 록록에서 열거되는 첫 번째 프로세싱 유닛에 요청을 넘긴다. 단계(319~330) 동안, SCH는 비지 상태

에 있다. 단계(330)를 수행하면, SCH는 대기 모드에 들어간다(단계(317)). 근본적으로는, SCH가 대기 상태에 있는 동안

SHC는 현재의 프로세싱 유닛이 현재의 I/O 인터럽트와 연관된 (작업 ID, TID를 갖는) 작업을 수락 또는 거부할 지의 응답

을 대기한다.

  현재의 프로세싱 유닛은 이상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I/O 타입 인터럽트보다 우선하는 프로세서 인터럽트를 생성함으로써

SCH에 응답한다. 그래서, 수신된 인터럽트의 카테고리를 프로세서 인터럽트로서 결정(단계(310))하면, 즉시 프로세서 인

터럽트가 처리된다. SCH는 인터럽트 함수, IF_Acept에 대해 프로세싱 유닛 PTID,i를 질의한다(단계(340)). 인터럽트 함수

IF_Accept는 프로세싱 유닛이 작업을 수락하면 참의 논리(Boolen) 값을 그리고 프로세싱 유닛이 작업을 거부하면 거짓의

논리 값을 리턴한다. 이어서, 인터럽트 함수가 리턴한 논리값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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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_Accept가 참이면, SCH는 유휴 상태에 리턴한다(단계(352)). 그 다음, SCH는 큐에 I/O 인터럽트가 더 있는 지 검사한

다(단계(360)). 큐에 인터럽트가 더 없다면, SCH는 단순히 다른 I/O 인터럽트를 대기하는 대기 모드로 들어간다(단계

(361)). 그렇지 않고 인터럽트가 더 있다면, 방법은 큐 안의 다음 I/O 인터럽트가 검색되는 단계(318)로 리턴한다.

  IF_Accept가 거짓이면, i의 값은 1만큼 증가하고(단계(355)) 방법은 단계(330)으로 리턴한다. (그래서, 현재의 I/O와 연

관되는(작업 ID, TID를 갖는) 작업을 수락 또는 거부하기 위해 속성 목록에서 열거되는 다음 프로세싱 유닛에 요청을 넘길

수 있게 된다).

  도 5는 Pj(즉, 프로세싱 유닛은 P1 또는 P2)에 의한 작업 처리를 도시하는 순서도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정 가정이 다

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프로세싱 유닛은 두 개의 방법으로, 즉, SCH에 의해 그리고 프로세서의 로컬 OS 타이머에 의해 인

터럽트될 수 있다. SCH로부터의 인터럽트는 항상 즉시 실행된다. 타이머 인터럽트도 프로세싱 유닛 Pj가 SCH로부터의 인

터럽트를 실행하고 있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항상 즉시 처리된다. SCH 인터럽트의 서비스 시간은 OS 마스터 타이머 인터

럽트 간격 T보다 훨씬 빠르다. OS 코드는 국부적으로 저장되고, 즉, OS는 공유된 메모리 공간 MEM에는 위치하지 않는

다.

  도 4를 참조하면, SCH는 한번에 하나씩 I/O 인터럽트 소스를 처리하고 인터럽트는 SCH가 하나 이상의 프로세싱 유닛와

차례로 협상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SCH는 한번에 하나씩 프로세싱 유닛와 협상하고 그러므로, 어느 주어진

시간에는 SCH로부터의 최대 하나의 인터럽트가 프로세싱 유닛 중 하나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프로세싱 유닛이 SCH로부

터의 현재의 인터럽트를 완전히 실행할 때까지 SCH가 또 다른 인터럽트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SCH로부터의 인터럽트는

프로세싱 유닛에서는 큐잉될 수 없다.

  이제, Pj에서의 작업 허가의 간단한 설명이 제공되며, 그 후에 도 5에 관한더 상세한 설명이 주어질 것이다. 프로세싱 유

닛 Pj가 인터럽트를 수신하면, 프로세싱 유닛 Pj는 인터럽트의 기원(origin)(즉, SCH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프로세싱 유닛

Pj의 로컬 OS 타이머에 의한 것인지)을 정한다. 인터럽트가 SCH 인터럽트라면, 프로세싱 유닛 Pj는 현재의 상태를 로컬 메

모리에 저장하고 인터럽트를 실행한다. 그래서, SCH로부터의 인터럽트는 임의의 다른 현재 실행하는 작업을 선취할 수 있

다. SCH 인터럽트 작업으로부터 리턴하면, 프로세싱 유닛 Pj는 선취된 작업의 실행을 재개한다. 프로세싱 유닛 Pj가 SCH

인터럽트를 실행하고 있는 동안, 인터럽트는 디스에이블 된다. SCH 인터럽트가 실행되는 동안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한

다면, 타이머 인터럽트는 SCH 인터럽트의 완료 때까지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도 5로 돌아가면, 프로세싱 유닛 Pj가 인터럽트를 수신할 때, 먼저, 인터럽트의 기원을 정한다(단계(410)). SCH 인터럽트

를 수신하면, 프로세싱 유닛 Pj는 인터럽트를 디스에이블시키고, 현재의 프로그램 컨텍스트를 저장한다(단계(415)). 그 후,

프로세싱 유닛 Pj는 TID 허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TID 속성을 검색할 것이다(단계(420)). 적절한 TID 속성은 Pj와

연관되는 CPS 처리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작업 속성 표의 어드레스는 SCH에 의해 (가령, 도 4에서 단계(325)에서) 공유

버퍼를 통해 프로세싱 유닛에 전달될 수 있다. 그 후, TID 허가 검사가 수행된다(단계(425)). TID 허가 검사는 가령, 이하

에서 상세히 설명되는 수학식(1)의 사용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그 후, 허가 검사의 결과가 TID의 거부인지 수락인지의 여

부가 결정된다(단계(430)). 결과가 수락된다면, TID가 등록되고, 작업 포인터 ADDR은 타이머 체인에 삽입되며, 타임 슬

라이스는 TID를 위해 할당되고(단계(435)) 방법은 단계(440)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은 간단히 단계(440)로 진

행한다.

  단계(440)에서, SCH는 SCH를 인터럽트하고 SCH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공유 버퍼 내에 논리 결과를 저장함으로써

허가 검사의 출력 (즉, 프로세싱 유닛 Pj의 결정)을 알린다. 그 후, 프로세싱 유닛 Pj는 인터럽트를 다시 인에이블시키고, 작

업 컨텍스트를 복구한다(단계(455)).

  단계(435)에서, 시간 슬라이스를 할당하는 것에 있어서, (단계(420)에서 검색되는) 작업의 요구된 계산 용량(CPS) 및 프

로세싱 유닛 Pj의 현재의 부하에 기초하여 동일하게 계산된다. 예로서, 시간 슬라이스를 계산하는 하나의 방법이 이하에서

설명되는 수학식(2)으로 표현되어 있다.

  단계(410)에서, 수신된 인터럽트가 타이머 인터럽트라고 판단되면, 현재의 작업 문맥은 저장되고(단계(450)), 시간 체인

에서의 다음 작업이 로딩되며(단계(475)), 로컬 타이머는 다음 작업을 위해 할당되는 시간 슬라이스에 따라 인터럽트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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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프로그래밍된다(단계(480)). 그래서, 등록된 작업은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시간 체인에서의 마지막 작업이 실행되면,

작업이 실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로딩되는 다음 마스터 타이머 간격 T에서 인터럽트하도록 타이머가 프로그래밍된다. 임의

의 등록된 작업이 필요하다면(가령,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유휴 모드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프로세서가 가능한 많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슬립 모드에 들어가게 해서 일시적으로 타이머 체인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에 유념하라.

  단계(425)의 허가 검사에 있어서, 자체 상에서 실행하는 K개의 작업을 현재 갖는 프로세싱 유닛 Pj를 가정하자. 이제

SCH가 참작을 위해 Pj에 제공하는 새로운 작업 TIDK+1을 고려하자. TIDK+1가 적어도 CPSTIDK+1의 계산 용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새로운 작업 속성 목록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래서, Pj 상에서 허가될 새로운 작업 TIDK+1을 위해 수학식(1)

에서의 표현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CPSCLK는 프로세싱 유닛의 클럭 주파수이고, CPSOS는 운영 체제에 할당된

CPS이며, CPSSCH는 SCH와 상호 작용하기 위해 할당되는 CPS이며(즉, 허가 루틴은 이 할당의 일부를 소모하고),

CPSTIDk는 Pj 상에서 현재 실행하는 k번 째 작업을 위해 할당되는 CPS이다. 수학식(1)에서 모든 파라메터는 Pj로 특정되

므로 "Pj" 첨자는 생략하였다는 것에 유념하라.

  

수학식 1

  많은 경우 작업의 필요한 CPS의 결정이 프로그래머에 의한 실험에 기반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 CPS가 조정될 수

있는 이른바 조절판(Throttle) 작업 실행이 있는 경우, 타겟 프로세싱 유닛 상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작업의 요구된

CPS를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먼저, 최대 CPS는 작업에 이용 가능하고, 즉, CPSmax=CPSCLK-CPSOS-CPSSCH-

CPSTHROTTLE(=0)이다. 그 후, 프로그래머는 조절판 CPS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문제 작업의 이용 가능한 CPS를 감소

시킨다. 이 방식으로, 프로그래머는 새로운 작업이 더 이상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동작하지 않는 때를 결정할 수 있다.

  시간 슬라이스에 있어서, K개의 실행할 작업을 갖는 프로세싱 유닛 Pj를 다시 고려하자. 이제, SCH가 참작을 위해 Pj 상

에 제공하는 새로운 작업 TIDK+1을 고려하자. 각각의 작업 TIDK가 로컬 OS에 의해 관리되며, 로컬 타이머의 적당한 프로

그래밍에 의해 용이하게 되는 마스터 시간 간격 T로 실행된다고 가정하자. 이제, Pj가 작업을 허용한다고 가정하면, 새로

운 작업 TIDK+1은 도 2에 따라 시간 슬라이스 ΔTK+1에 할당될 것이다.

  

수학식 2

  본 발명은 작업을 실행하도록 스케쥴링되는 프로세싱 유닛이 최소량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프로세싱 유닛이 아니라 대신

에 두번째, 세번째 등의 최소 에너지 소모 장치가 되도록 구현되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즉, 궁극적 목적은 실제로 최

고 에너지 효율적인 프로세싱 유닛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관련 기술에서 보통의 당업자에 의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다른 "인접하는(neighboring)" 에너지 효율성의 프로세싱 유닛이 선택될 수 있다. 가령, 최고 에

너지 효율적인 프로세싱 유닛이 또 다른 작업을 처리하는 데 바쁠 수 있고 또는 스케쥴링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N

번 째의 최고 에너지 효율적 프로세싱 유닛을 사용하는 것이 가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프로세싱 유닛은 실행을 위해 주

어진 작업을 수락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내림순의 에너지 효율성의 부분적 순서에 따라 질의될 수 있다. 부분적 순서는 일

부의 프로세싱 유닛이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순서와 무관하게 선택될 수 있고 그 고려사항 모두 또는 임의의 조합이 제외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제공되는 본 발명의 교시 덕택에, 당업자들은 본 발명의 범위를 유지하며 낮은

에너지 소모에 관한 작업 스케쥴링의 이 및 다른 변형, 변경 및 확장을 그려낼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선행하는 프로세싱 유닛은 가령,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제어기,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DSPs) 또는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장치일 수 있다. 게다가, 선행 요소들의 임의의 조합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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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에너지 효율성을 갖고, 적어도 작업의 처리 요구사항 및 해당 처리 기능에 기초하여 작업을 실행하는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와,

  최소량의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주어진 작업을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 중 하나에 의한 실행을 위해 스케쥴링

하고,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 중 상기 하나가 상기 주어진 작업의 상기 처리 요구사항 및 상기 해당 처리 기능

에 기초하여 상기 주어진 작업의 실행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상기 주어진 작업을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

닛 중 다른 하나에 의한 실행을 위해 다시 스케쥴링하는 스케쥴러

  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러는 상기 주어진 작업의 상기 실행을 수락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상기 주어진 작업 중 하나가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 중 상기 하나에 의해 수락 또는 실행되거나 상기 주어진 작업이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 중

다른 것에 의해 거부될 때까지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을 에너지 효율성 내림순의 부분적 순서로 질의함으로써

주어진 작업이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에 중 하나에 의해 실행되도록 스케쥴링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러는 적어도 하나의 사전 정의된 조건에 기초하는 상기 부분적 순서로부터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

닛 중 임의의 것을 배제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서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처리 기능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처리 기능 정보가 변할 때 상기 처

리 기능 정보를 동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되는 프로세서 속성 표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러는 주어진 작업을 위해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서 중 하나가 상기 주어진 작업에 대한 작업 처리 요구사항에

관해 적절한 처리 기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될 때까지 감소하는 에너지 효율성의 부분적 순서 및 엄격한 순서 중

하나로 상기 프로세서 속성 표로부터 상기 처리 기능 정보의 적어도 일부를 검색하고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서 중 상

기 하나에 의한 실행을 위해 상기 주어진 작업을 스케쥴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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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러는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 및 주변 장치로부터의 인터럽트를 인터셉트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링된 작업의 처리 요구 사항 중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는 작업 속성 저장부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요구 사항은 상기 주어진 작업이 완료될 종료 시각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은 상기 스케쥴러에 의해 이루어지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0.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은 상기 적어도 프로세싱 유닛 중 상기 하나에 의해 이루어지는 컴 퓨터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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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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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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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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