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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자원 관리를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며, 실시간 시스템들의 자원 관리에 특히 적합하다. 특히, 본 발명은

주 메모리의 양이 제한되어 있는 저 비용 시스템들상에서 운용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의 메모리 관리에 관련한다. 본 발명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복수의 테스크들을 스케줄링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각 테스크는 그와 연관된 메모리 사용량에 기

초하여 테스크의 보류를 지정하는 보류 데이터를 가지며, 이 방법은, 복수의 테스크들 중 하나를 처리하는 단계, 테스크와

연관된 보류 데이터와 일치하는 테스크의 메모리 사용량을 나타내는 입력을 감시하는 단계, 상기 감시된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테스크의 처리를 보류하는 단계 및 복수의 테스크들 중 다른 하나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

이런 시스템상에서 실행될 테스크들은 보류 데이터와 함께 사전구성(preconfigured)되고, 이 보류 데이터는 메모리 기반

선점 지점들(memory based preemption points)이라 달리 지칭되며, 이는 테스크의 실행시 다양한 지점들(즉, 선점 지점

들에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에서 요구되는 메모리의 양들을 지정한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처리될 테스크(들) 및 가용

메모리에 기초하여 테스크들의 스케줄링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배열된 대응 처리 수단을 구비한다. 따

라서, 본 발명은 메모리 제약들에 기초하여 테스크 처리를 선점화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새로운 메모리 관리 방법 및 새로

운 선점 기준 양자 모두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4

공개특허 10-2006-0008896

- 1 -



색인어

데이터 처리 시스템, 자원 관리, 스케줄러, 보류, 주 메모리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자원 관리 방법 및 그를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실시간 시스템들의 자원 관리에 적합하지만, 다른 분야

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배경기술

메모리 관리는 자원 관리의 중요한 양태이며, 그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한가지 방법은 "

가상 메모리"라 지칭되며, 여기서는, 컴퓨터는 주 메모리 중 사용되지 않은 자원들을 부 메모리, 예로서, 하드 드라이브상

으로 스왑핑하고, 이들을 현재 동작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과 대체시킴으로써 메모리가 실제 가지는 것 보다 많은

메인(또는 주) 메모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상 메모리는 어플리케이션의 메모리 요구가 가용 주 메모리를 초과할 때,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주 메모리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원을 엑세스하는 것을 필요로할 때 중 어느 한쪽의 경우에 사용된다. 후자의 상황에서, 가상 메모리 매니저는 비사

용 메모리 페이지(예로서, 최근 엑세스되지 않은 것)를 위치시키고, 비사용 페이지를 스왑 파일이라 지칭되는 디스크의 예

약된 영역에 기록한다. 그후, 가상 메모리 매니저는 디스크상의 파일 또는 스왑 파일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CPU가 요청된

페이지를 주 메모리내로 읽어들이게 한다. 이런 작업이 수행될 때, 가상 메모리 매니저는 제1 및 제2 메모리 페이지들을 맵

핑하고, 소정의 내부적 하우스키핑을 수행한다. 보다 많은 정보에 대하여, 독자들은 "H.M. Deitel, An introduction to

Operating Systems(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Inc., ISBN 0-201-14502-2, 1984)"를 참조할 수 있다.

적절한 메인 메모리가 있으면, 가상 메모리는 드물게 사용된다. 비효율적인 메모리에서, 컴퓨터는 그 대부분의 시간을 메

모리와 스왑 파일 사이에서 페이지들을 이동시키는데 소모하며, 스왑 파일은 하드 드라이브 엑세스가 메모리 엑세스 보다

1,000배 이상이기 때문에 느리다. 부가적으로, 데이터의 필수적 이동은 비-결정론(non-determinism)을 증가시키며, 시

스템의 예측성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가상 메모리는 비트당 보다 작은 비용으로 저장 용량의 증가를 촉진하지만, 최악-

경우 엑세스 시간 및 타이밍-예측으로부터의 비결정론적 거동의 증가를 동반한다.

다른 메모리 관리 방법은 가용 메모리에 따른 파일의 선택 및 처리를 수반한다. 이 방법은 극도로 자원 집약적인 이미지 파

일들 같은 특정 유형의 파일들에 특히 적합하다. 이런 파일들의 처리는 다수의 서로 다른 파일의 버전들(각각이 서로 다른

해상도 또는 서비스 품질(QoS)에 대응하는)로부터 그 처리 요구들 및 메모리 가용성에 기초하여 일 버전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미지 파일들의 경우에, 서로 다른 해상도 버전들이 이미지 파일내의 서로 다른 비디오 트랙들에 저장될 수 있

으며, 이 방법은 현재 AppleTM에 의해 그 QuickTime VRTM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접근법의 문제점은 다수의 이미지의

버전들이 입수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이다.

어플리케이션들 및 데이터의 처리는 가혹하게 증가하는 자원들의 양을 수반하게 되며, 이는 컴퓨터가 항상 업그레이드를

필요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스템 온 실리콘 또는 시스템 온 칩 디바이스들에 대하여, 메모리는 임의의 주어진 경

우에서, 주도적 제한 요인이되며, 그 이유는, 소요되는 실리콘 영역의 양의 견지에서, 다른 처리 코어(MIPS 또는 VLIW)의

추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CPU 사이클들이 아닌 메모리가 시스템의 신 세대들에 대한 병목

이 되기 쉽다.

추가 메모리의 조달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현존하는 방법들 보다 덜 프로세서 집약적이며, 따라서, 보다 저렴한 메모리 관리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양태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복수의 테스크들을 스케줄링하는 방법이 제공되며, 각 테스크는 그와

연관된 메모리 사용량에 기초한 테스크의 보류를 지정하는 보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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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테스크들 중 하나를 처리하는 단계,

테스크와 연관된 보류 데이터와 일치하는 테스크의 메모리 사용량을 나타내는 입력을 감시하는 단계,

상기 감시된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테스크의 처리를 보류하는 단계, 및

복수 중 다른 하나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하기의 설명에서, 테스크의 보류는 테스크 선점(preemption) 또는 테스크의 선점을 지칭하며, 용어 "테스크"는 메모리,

CPU, I/O 디바이스들 등 같은 시스템 자원들을 위한 그 소유물상에서 완료할 수 있는 실행 단위를 나타낸다. 일 실시예에

서, 테스크는 작업들을 작업들의 지속적 실행의 연속으로서 보여질 수 있으며, 여기서, 각 작업은 하나 이상의 서브-작업

들을 포함한다. 예로서, 테스크는 "비디오 스트림을 디멀티플렉싱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며, 도입 스트림들의 판독, 스

트림들의 처리 및 그에 관한 데이터의 출력을 수반한다. 이들 단계들은 각 도입 데이터 스트림에 관하여 수행될 수 있으며,

그래서, 단일 스트림에 관한 판독, 처리 및 출력은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응하고, 따라서, 판독 및 처리되는 복수

의 데이터 패킷들이 존재할 때, 작업은 대응하는 복수의 횟수로 수행된다. 서브 작업은 작업의 기능적 콤포넌트에 관한 것

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메모리의 양은 테스크의 실행시 다양한 지점들에서 필요한

메모리의 양들을 지정하는 소위 선점 지점들을 경유하여 보류 데이터에 의해 간접 제어된다.

이들 선점 지점들은 메모리의 결여를 통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폭주를 피하기 위해 활용된다. 실시간 테스크가 복수의

서브 작업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징지워질 때, 선점 지점들은 테스크의 서브 작업 경계들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기의 설명에서, 보류 데이터는 우선 메모리 데이터 또는 단순한 메모리 데이터를 지칭한다.

일 배열에서, 입력(테스크와 연관된 보류와 일치하는 테스크의 메모리 사용량을 나타내는)은 디스케줄링 이벤트를 요청하

는 테스크로부터 수신되고, 선점 지점들은 예로서, 선점 지점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지정하는, 디스케줄링 이벤트를 요청하

는 코드의 라인을 경유하여 테스크에 이식될 수 있다. 대안적 배열에서, 입력은 테스크에 의해 사용되는 메모리의 양일 수

있으며, 그래서, 감시 단계는 그후 그 테스크와 연관된 보류 데이터에 대한 실제 메모리 사용량을 감시하는 것을 수반한다.

편리하게, 복수의 테스크들 각각과 연관된 최대 메모리 사용량을 나타내는 제1 데이터 및 복수의 테스크들을 처리하기 위

해 가용한 메모리를 나타내는 제2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및 제1 및 제2 데이터에 기초하여, 테스크들을 처리하기에 충분

한 메모리가 가용한지 여부를 나타내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감시 및 보류 단계들은 그후 불충분한 메모리를 나타내는

것에 응답하여서만 적용된다.

이 배열에서, 테스크들 모두를 동시에 처리하기에 불충분한 메모리를 갖는 경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보류 또는 선점 지

점들만을 사용한다.

편리하게, 이 방법은 테스크들의 종료를 감시하는 단계와, 테스크 종료에 응답하여 메모리의 가용성을 식별하는 상기 단계

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 배열에서, 테스크가 종료된 이후, 동시에 잔여 테스크들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메모리가

존재하는 경우, 감시 단계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메모리 사용량에 관한 입력들의 어떠한 감시도 없이 테스크들이

진행되는 것이 허가된다. 제2 배열에서, 방법은 다른 테스크들의 메모리 사용량에 관한 입력들을 감시하면서 비 실시간 테

스크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2 양태에서, 복수의 테스크들을 실행하도록 배열되어 있으면서, 테스크들의 실행시 사용하기 위한 특정 메모

리 양에 대한 엑세스를 가지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스케줄러가 제공되며, 이 스케줄러는

테스크와 연관된 최대 메모리 사용량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배열된 데이터 수신기,

테스크들을 실행하기 위해 충분한 메모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수신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식별하도록 배열된 평가기,

테스크에 의한 특정 메모리 사용량과 일치하는, 테스크 실행 동안의 보류를 위해 적어도 하나의 테스크를 선택하도록 배열

된 선택기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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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가 복수의 테스크들을 실행하기에 불충분한 메모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식별하는 것에 응답하여, 선택기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가용한 특정 메모리 양과 그 특정 메모리 사용량에 기초하여, 보류를 위한 하나 이상의 테스크들을 선택하

고, 스케줄러는 특정 메모리를 사용하는 테스크에 응답하여 선택된 태스크 또는 각 선택된 테스크의 실행을 보류한다.

유리하게, 스케줄러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으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디지털 텔레비전 시스템 같은

고 체적 소비자 가전기기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 양태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 제공되며, 이 방법은

테스크 처리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와,

그 처리 동안 메모리 사용량에 기초하여 테스크의 보류를 지정하는 보류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테스크와 연관된 보류 데이터와 일치하는 테스크의 메모리 사용량을 나타내는 입력을 감시하는 단계와,

상기 테스크의 처리를 보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배열된다.

이 제3 양태는 따라서, 처리될 테스크에 대응하는 보류 또는 선점 데이터의 배포와 관련된다. 보류 데이터는 정규 방송 신

호의 일부로서 배포되거나(예로서, 다른 소스들을 동반하는 보류 데이터를 갖는 부가적인 테스크들) 또는 데이터 처리 시

스템들의 일반적 업그레이드의 일부로서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배포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별개의 링크

또는 디바이스(예로서, 플로피 디스크 또는 CD-ROM)를 경유하여 갱신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부가적인 이득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현재 가능한 것 보다 적은 메모리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

며, 이는 메모리를 사용하는 처리 디바이스의 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오프-칩

메모리 또는 부 메모리의 엑세스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인해, 예측성이 향상된다.

본 내용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용어 "메모리"는 하기의 설명에서 랜덤 엑세스 메모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첨부 도면에 예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들의 하기의 보다 특정한 설명으로부터 본 발명의 다른 목적들, 장

점들 및 특징들을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가 동작하는 디지털 텔레비전 시스템의 예를 도시하는 개략도.

도 2는 도 1의 셋톱 박스를 구성하는 콤포넌트들을 보다 상세히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록도.

도 3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테스크 인터페이스의 콤포넌트들을 도시하는 개략도.

도 3b는 도 3a에 예시된 테스크 인터페이스의 콤포넌트들 사이의 관계를 도시하는 개략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셋톱 박스의 프로세서의 콤포넌트들을 도시하는 개략 블록도.

도 5a 및 도 5b는 도 4의 콤포넌트들에 의해 수행되는 단계들을 도시하는 총체적인 흐름도.

도 6은 도 4의 콤포넌트들에 의해 수행되는 추가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7은 주기성 테스크의 처리와 연관된 테스크 스위치 페널티 및 메모리 사용량을 도시하는 개략도.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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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몇몇의 실시예에서, 테스크는 실시간 테스크를 포함하며, 데이터는 약간의 시간 제약 내에서 처리 및/또는 전달되

고, 테스크의 계획 및 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요구된다. 실시간 테스크의 예로는 비디오와 오디오 콤포넌트

(CD의 제조 포함)를 갖는 멀티미디어, 비디오 캡쳐 및 플레이백, 전화 어플리케이션, 음성 인식 및 합성을 포함하고, 그러

한 테스크를 처리하는 디바이스는 디지털 TV와 셋톱 박스(STB) 등의 소비자 단말기와, 전술한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을 처리하도록 배치된 컴퓨터를 포함한다.

HVE(High Volume Consumer Electronics) 분야에서, 디지털 텔레비전 시스템은 복수의 상이하고 관계가 없는 이미지를

처리하고 디스플레이하며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예로서, 간단한 채널 변경에서 상호 작용 피드백까지의 사용자 입력)을 수

신 및 처리하도록 예상된다. 예로서, 시청자는 통상 축구 시합의 진행을 관찰하면서 영화를 보기를 원한다. 이들 요구를 수

용하기 위하여, 디지털 텔레비전 시스템은 텔레비전 스크린의 코너에 배치된 비교적 작은 윈도우[PiP(Picture-in-

Picture)로서 공지됨]에 축구 시합을 디스플레이하도록 배치될 수 있는 한편, 영화는 나머지 스크린을 차지한다. 양쪽 디

스플레이 영역은 일정하게 갱신되어 사용자는 어떠한 시간에도 상기 2개 사이의 초점을 전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실

시예는 하나는 출력으로서 메인 윈도우를 갖고 다른 하나는 출력으로서 PiP 윈도우를 갖는 2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다. 디지털 텔레비전 시스템은 하나는 메인 윈도우에 대응하고 하나는 PiP 윈도우에 대응하는 2개의 독립적인 스트림을

처리하도록 배치될 수 있고, 각 스트림은 통상 데이터 처리를 위해(오디오와 비디오 양쪽을 위해) 다중 실시간 테스크를 포

함한다.

셋톱 박스 등의 소비자 제품은 튼튼하고, 예로서 고품질 디지털 오디오 및 비디오 처리에 의해 강요되는 엄격한 타이밍 요

건을 충족시키도록 예상된다. 소비자는 철저한 텔레비전 세트를 "시스템을 재부팅하시오"라는 메시지에 의해 간단히 용인

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특히 메모리에서의 시스템 자원은 그러한 소비자 제품에 매우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셋톱 박스는 실시간 제약을 갖는 시스템의 일례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구조에서, 셋톱 박스(100)는 텔레비

전 분배 시스템(1)을 통해 텔레비전(101)과 컨텐츠 공급자(또는 서버)(103)에 연결되어, 텔레비전(101) 상에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컨텐츠 공급자(103)로부터의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배치된다. 셋톱 박스(100)는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105)

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고 그 신호에 응답하는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셋톱 박스(100)에 선택 신호를 제공할 수 있

는 잘 알려진 임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일 구성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105)는 원격 제어 디바이스

(102)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적외선 원격 제어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셋톱 박스(100)는 안테나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 출구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데이터를 텔레비전

(101)에 직접 전송한다. 사용자는 텔레비전(101)에 디스플레이된 정보를 보고, 디스플레이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선택 정

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105)를 통해 입력한다. 사용자 선택 신호의 일부 또는 전부는 셋톱 박스(100)에 의해 컨텐츠 공급

자(103)에게 전송될 수 있다. 셋톱 박스(100)로부터 서버(103)로 송신된 신호는 셋톱 박스(100)의 식별 및 사용자 선택을

포함한다. 다른 정보도 또한 셋톱 박스(100) 및 컨텐츠 공급자(103)의 특정한 실시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

도 2는 셋톱 박스(100)의 내부 콤포넌트를 보여주는 개념도이다. 이들 콤포넌트의 정확한 물리적 구성 및 상호 연결을 반

드시 반영할 필요가 없는 개념도인 것으로 의도된다. 셋톱 박스(100)는 이 박스(100)의 전체 작동을 제어하는 처리 및 제

어 유닛(201)(이하, 프로세서라 칭함)을 포함한다. 상기 프로세서(201)에는 텔레비전 동조기(203), 메모리 디바이스

(205), 기억 장치(206), 통신 디바이스(207) 및 원격 인터페이스(209)가 연결되어 있다. 텔레비전 동조기(203)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안테나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 출구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전송 라인에서의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한다. 프로세서

(201)는 사용자 인터페이스(105)의 작동을 제어하여, 라인(213)을 통해 텔레비전(101)에 데이터, 오디오 및 비디오 출력

을 제공한다. 원격 인터페이스(209)는 무선 접속부(215)를 통해 원격 제어부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한다. 통신 디바이스

(207)는 데이터 경로(217)를 통해 박스(101)와 웹 서버 등의 하나 이상의 원격 처리 시스템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도

록 배치된다. 통신 디바이스(207)는 종래의 전화기(POTS) 모뎀,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어댑터,

xDSL(Digital Subscriber Line) 어댑터, 케이블 텔레비전 모뎀 또는 다른 임의의 적절한 데이터 통신 디바이스일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프로세서(201)는 채널 변경, GUI(Graphical User Interface;

105)에 디스플레이된 메뉴 옵션의 선택, 텔레텍스트와의 상호 작용, 도입 데이터의 디코딩 및 텔레비전(101)에서 현재 보

이는 기록 장치(206) 상의 데이터 기록 등과 같은 셋톱 박스의 제어와 관련된 복수의 테스크를 처리하도록 배치되는 것으

로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제어 테스크는, 셋톱 박스(100)의 특성, 도입 비디오 신호[라인(211)을 경유], 사용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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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및 임의의 다른 보조 입력을 기초로 하여 셋톱 박스(100)의 작동 세팅을 결정한다. 도 3a를 참조하면, 그러한 테스크는

테스크에 대응하는 선점 메모리 데이터(303)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가능한 인터페이스(301)에 의해 달성된다. 도 3a에서,

단일 테스크(τ1)에 대응하는 메모리 데이터(303)는 3개의 선점 지점(j=3)을 갖는 테스크(τ1)의 경우에 도시되어 있다.

본 기술 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이, 콤포넌트(예로서, 하나 이상의 테스크를 포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콤포넌트)는 이 콤

포넌트가 규정하는 특성, 기능 또는 방법 및 이벤트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다[보다 많은 정

보의 경우, 리더를 Clemens Szyperski(Component Software-Beyond Object-oriented Programming, Addison-

Wesley, ISBN 0-201-17888-5, 1997)이라 칭함]. 본 실시예에서, 테스크는 최소한 테스크에 의해 요구되는 메인 메모

리 데이터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에 의해 달성된다.

본 실시예를 위해, 테스크는 주기적이고 실시간이라 가정하고, 주기(T)와 위상(F)을 특징으로 하며(여기서, 0 <= F < T),

이것은 테스크가 일련의 작업을 포함하도록 고려될 수 있고, 각 작업은 시간(F+nT, 여기서 n=0...N)에 해제된다. 셋톱 박

스(100)는 3개의 테스크-GUI(105)에 메뉴를 디스플레이, 컨텐츠 공급자(103)로부터의 텔레텍스트 정보를 회복 및 일부

비디오 신호를 처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3개의 테스크의 각 작업은 복수의 서브 작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각 제안의 경우, 서브 작업은 연속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들 서브 작업 중 적어도 일부가 선점될 수 있고, 선점될 수 있는 이들 서브 작업들 사이의 경계는 선점 지점을 제공하며,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테스크 τi  테스크 설명
테스크 τi(m(i))중 선점할 수 있는 서브 작업의 개

수

τ1  GUI에 메뉴를 디스플레이  3

τ2  컨텐츠 공급자로부터의 텔레텍스트 정보를 회복  2

τ3  비디오 신호를 처리  2

또한, 도 3b를 참조하면, 각 테스크의 경우에, 메모리 데이터(303)는 선점 지점에 요구되는 최대 메모리 사용량(MPij) 등의

선점 지점(Pij)과 관련된 정보, 선점 지점 간격 내에 요구되는 최악의 경우의 메모리 사용량(MIij) 등의 연속적인 선점 지점

사이의 정보를 포함한다(i는 테스크 τi를 나타내고 j는 선점 지점을 나타낸다).

보다 구체적으로, 메모리 데이터(303)는, 테스크 τi(Pij; 303a)의 선점 지점, 그 테스크의 선점 지점(j)에서 테스크 τi의 최

대 메모리 요구(MPij)(여기서, 1≤j≤m(i)303b), 테스크 τi의 서브 작업(j)에 대응하는 연속적인 선점 지점(j와 (j+1)) 사이

의 간격(Jij)(여기서 1≤j≤m(i)303c) 및 그 테스크의 간격(j)에서 테스크 τi의 최대(즉, 최악의 경우의) 메모리 요구(MIij)를

특정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표 2는 현 실시예의 메모리 데이터(303)를 도시한다[각 테스크는 현 실시예에서 제1 테스크 τ1에 대응하는 메모리 데이터

(303)가 표 2의 제1열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제2 테스크 τ2에 대응하는 데이터(303)가 표 2의 제2열을 포함하도록 그 자

체의 인터페이스를 갖는다].

[표 2]

테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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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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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3  0.1  0.2  0.1  0.3  -  -

본 실시예에 의해 처리된 문제점 중 하나는 1.5 Mbyte의 메모리를 탑재한 셋톱 박스(100)가 일반적인 비메모리 기반 선점

화하에서 어떻게 거동하는 지를 고려할 때 보일 수 있다.

종래의 구성에서, 프로세서(201)는 소정 종류의 시간 분할의 또는 우선순위 기반 선점에 따라 테스크를 계획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모든 3개의 테스크가 동시에, 즉 동시에 효율적으로 구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테스크는 그

최상의 메모리 집중적 서브 작업을 동시에 구동하도록 계획될 수 있다. 이들 3개의 테스크의 최악의 경우의 메모리 요구

(Mp)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수학식 1)

테스크 τ1, τ2 및 τ3의 경우에, MP는 테스크 τ1의 최대 메모리 요구(MI1,1) 더하기 테스크 τ2의 최대 메모리 요구(MI3,2) 더

하기 테스크 τ3의 최대 메모리 요구(MI3,2)이다. 이들 최대 요구는 표 전체에서 현저하게 지시된다.

이것은 셋톱 박스(100)에 유효한 메모리를 0.3 Mbyte 초과하므로, 어떠한 경고 조치가 없는 경우에, 이들 서브 작업이 동

시에 처리되면, 셋톱 박스(100)가 파괴된다.

이하, 도 4, 5a, 5b 및 6을 참조하여, 이 실시예에서 프로세서(201)가 메모리 데이터(303)을 사용하여 그러한 상황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설명하기로 한다. 본질적으로, 실시예는 연속적인 지시를 수행하는 프로세서(201)의 요소들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단계들을 포함한다. 상기 지시는 기억 장치(206)에 저장되어, 컴퓨터 판독 프로그램 일습 또는 하나,

예로서 C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된다.

실시예의 특징은 주로 기능성 관점에서 설명된다. 이 기능성이 실시되거나, "코딩"되는 정확한 방식은 본 발명의 이해에 중

요하지 않다. 많은 실시(절차상 또는 객체 지향)가 가능하고, 이 설명으로부터 본 기술의 숙련자에게 쉽게 명백할 것이다.

도 4는 스케쥴러(401)와 테스크 매니저(403)를 비롯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련된 프로세서(201)의 콤포넌트를 보여주

는 개략도이다. 스케쥴러(401)는 계획 알고리즘에 따라 테스크의 수행을 계획하고 생성된 후에 각 테스크 τi에 대한 데이

터 구조(407i)를 생성 및 유지한다. 바람직하게는, 스케쥴러(401)는 임의의 지점에서 적시에 본질적으로 보장하는 종래의

우선순위 기반 선점 계획 알고리즘을 채용하고, 현재 작업하는 테스크는 시스템에서 테스크를 작업할 준비가 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다. 본 기술 분야에 알려진 바와 같이, 계획 거동은 작업하거나 작업 준비가 된 테

스크에 대해 선점을 선택적으로 가능화하고 불능화함으로써 변경될 수 있다.

테스크 매니저(403)는 새롭게 수신된 테스크에 대응하는 메모리 데이터(303)를 수신하여 선점이 요구되는지의 여부를 평

가하도록 배치되며, 필요에 따라, 이 새롭게 수신된 테스크를 우선권을 요청하는 스케쥴러(401)에 보내도록 배치된다. 테

스크 매니저(403)의 기능성과, 테스크 매니저(403)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에 응답하여 테스크 및/또는 스케쥴러(401)에 의

해 수행되는 단계들을 도 4, 5a, 및 5b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5a와 5b는 표 2에서 규정된 테스크의

상세 내용을 수신하고, 테스크 τ1(오직 τ1)이 현재 프로세서(201)에 의해 처리되며, 스케쥴러(401)가 메모리 기반 제약이

없는 모드에서 초기에 작동된다고 가정했을 때, 테스크 매니저(403)에 의해 수행되는 단계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흐름

도이다.

단계 501에서, 테스크(τ2)는 테스크 매니저(403)에 의해 수신되며, 이는 인터페이스(Int2)로부터 메모리 데이터(303)를 판

독하고, 스케줄러(401)가 메모리 기반 선점에 따라 동작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며(단계 502), 본 예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

에, 테스크 매니저(403)는 스케줄러(401)가 메모리 기반 선점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따라서, 이는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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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매니저(401)가 메모리 데이터 저장부(405)로부터 모든 현재 실행중인 테스크들(본 예에서는 테스크 τ1)에 대응하는

최악 경우 메모리 데이터를 구하고, 프로세서(201)에 가용한 메모리 자원과 평가된 최악 경우 메모리 요구들을 비교(단계

504)하게 하는 것을 수반한다. 표 2에서 도입된 예에 이어, τ1 및 τ2 를 위한 수학식 1은 하기와 같다.

이는 가용 시스템 요구들에 정확히 일치하며, 그래서, 메모리 기반 선점에 대한 스케줄러의 동작 모드를 변경할 필요가 없

다(즉, 메모리 사용량에 기반하여 스케줄러(401)를 제약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스케줄러(401)가 -예로서, 테스크 τ2 의

실행 시간 제약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이는 동시에 메모리내에서 양 테스크들을 효과적으로 체류시키는 것을 의미함)- 테

스크 τ1 과 테스크 τ2 사이를 스위칭하는 경우에, 프로세서(201)는 가용한 바 보다 많은 메모리를 엑세스하는 일이 없다.

다음에, 그리고, 테스크 τ1 과 τ2 가 완료되기 이전에, 다른 테스크 τ3 가 수신된다(단계 501). 테스크 매니저(403)는 단계

503으로 진행하고, 테스크 τ3 과 연관된 인터페이스(Int3)로부터 메모리 데이터(303)를 판독하여 스케줄러가 메모리 기반

선점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스케줄러가 테스크들 τ1 및 τ2 를 멀티 테스킹중인 것으로 가정하면, 모든

2개 테스크들을 위한 최악 경우 메모리 요구들은 이제 아래와 같다.

이는 가용 시스템 자원들을 초과하며, 그래서, 단계 505에서, 테스크 매니저(403)는 메모리 데이터 저장부(405)로부터 모

든 3개 테스크들에 관한 메모리 사용량 데이터(MPij, MIij 303b, 303d)를 요청하고 구하며, 이 구해진 메모리 사용량 데이

터에 기초하여 모든 3개 테스크들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자원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단계 507). 이는 하기의 수

학식의 평가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수학식 2)

이 메모리 요구가 가용 메모리 보다 낮은 것은 그 메모리 사용량에 기초하여 테스크들이 선점화되며, 모든 3개 테스크들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테스크 매니저(403)는 그 설계된 선점 지점들(MPij)에서 스케줄러(401)에 디스케줄 명령들을 전송하도록 테스크

들에게 명령함으로써(단계 509) “메모리 기반 선점 모드”를 발동한다. 이 모드에서, 스케줄러(401)는 임의의 시간 지점에

서, 그 선점 지점들 중 하나 이외의 일 지점에서 한번에 최대 하나의 테스크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제약조건으로, 선점 지

점으로부터, 다음 선점 지점으로 각 테스크가 비선점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한다. 새로 도달된 테스크가 선점 지점에서 시

작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스케줄러(401)는 이 조건이 현재 구동중인 테스크들에 대하여 유지되게 하고, 그에 의해, 선점 지

점에 도달하도록 모든(하나 제외) 테스크들을 제약하는 것을 보증한다. 이는 현재의 예에 관하여, 가장 잘 설명되며, 테스

크(τ1)가 서브 작업(2)을 실행하고, 테스크(τ2)가 서브 작업(1)을 처리하기를 대기하는 동안 테스크 매니저(403)가 메모리

기반 선점 모드에 있는 경우, 최대 하나의 서브 작업이 처리되는 것을 보증하는 조건이 자동으로 충족된다. 그러나, 테스크

(τ1)가 서브 작업(2)을 실행하고, 테스크(τ2)가 서브 작업(2)을 지속하기를 대기하는 경우, 스케줄러(401)는 테스크(τ2)가

지속되기를 허가하기 이전에, 테스크(τ1)가 그 서브 작업을 완료하고, 선점 지점(MPi,3)에 도달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메모리 기반 선점 모드에서, 스케줄러(401)는 단지 그 메모리 선점 지점들에서 테스크들을 선점하는 것만이 허용

된다(즉, 그 메모리 기반 선점 지점들에서 테스크로부터의 디스케줄 요청에 응답하여).

도 6은 테스크가 그 종결을 테스크 매니저(403)에게 알리는 경우에, 테스크들 중 하나가 종료될 때 수반되는 단계들을 예

시하는 흐름도이며, 단계 601에서, 종결 테스크는 테스크 매니저(403)에게 종결사실을 알리고, 테스크 매니저(403)가 수

학식 1을 평가(603)하게 하며, 최악 경우 메모리 사용량(이 테스크의 제거를 고려)이 프로세서(201)에 가용한 것 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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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에, 테스크 매니저(403)는 단계 605에서 메모리 기반 선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외부적 사건들에 보다 신속하

게 시스템이 반응할 수 있게 하는 이득을 갖는다(프로세서가 더 이상 서브 작업의 기간 동안 “차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테스크의 종결은 통상 그 환경에 의해, 예로서, 사용자에 의한 채널의 스위칭 또는 적용되는 인코딩의 데

이터 스트림의 변경(다른 종류의 디코딩을 필요로함)에 의해 유발되며, 이는 테스크 매니저(403) 및/또는 스케줄러(401)

가 테스크의 종결을 인지하고, 가능하게는 심지어 테스크를 종결하도록 명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 단계 601

은 이중적이다.

대안적으로, 테스크 매니저(403)는 처리를 위해 여전히 실행중인 테스크들 중 하나의 다른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 일부 테

스크들은 그와 연관된 가변적인 서비스 레벨들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각각은 서로 다른 자원들의 세트에 대한 엑세스를 필

요로하고, 이는 서로 다른 “서비스 품질”(QoS)을 수반한다. Bril 등은 “QoS for consumer terminals and its support for

product families(published in Proceeding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dia Futures, Florence, May 8-9 2001,

pp.299-303)"에서, 서로 다른 QoS에, 그리고, 따라서, 자원 요구에 대응하는 다수의 버전들을 갖는 어플리케이션의 개념

을 설명한다.

또 다른 대안으로서, 테스크 매니저(403)는 다른 프로세스들(비 임계적, 즉, 소프트 제약들을 가지는 것들)이 구동될 수 있

게 할 수 있다. 이들 대안들은 단지 테스크 매니저(403)/스케줄러(401)를 위한 가능한 옵션들의 예들이며, 전체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상술된 실시예에서, 선점이 단지 주 메모리 요구들에 관하여 설명되었지만, 테스크들은 추가로, 개별 테스크 데드라인들

및 시스템 효율 같은 타이밍 제약들에 기초하여 선점될 수 있다. 상술된 예에서, 테스크들이 그 선점 지점 데이터(303a)에

따라 선점될 때, 실제 메모리 사용량(MD)은 단지 1.1Mbytes이다. 따라서, 부가적인 0.4Mbytes가 활용될 수 있으며, 인터

페이스가 캐시 메모리 사용량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테스크 매니저(403)는 시스템 자원들의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전체 시스템 효율에 관하여). 도 7은 시간 T 이후 하나의 작업(상술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서브 작업들을 포함

함)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테스크와 연관된 테스크 스위치 페널티(703) 및 메모리 사용량(701)을 도시하며, 이는 주 메모

리 사용량 및 테스크 스위치 패널티가 각 기간 동안 동일하다는 것을 가정한다(사실, 이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으며, 그 이

유는, 서브 작업들이 서로 다른 기간들에서 서로 다른 실행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테스크 매니저(403)는 따라

서, 그 메모리 사용량에 부가적으로 테스크와 연관된 테스크 스위치 패널티(즉, 실행 루프들-주 메모리로부터 캐시로 명령

들의 세트를 패칭하는- 사이의 스위칭에 수반되는 패널티)를 알수 있으며, 주 메모리와 캐시 메모리의 사용량을 균형화하

는 객체 펑션을 처리한다. 실질적으로, 메모리 기반 테스크 선점은 테스크 스위치 패널티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일부 선점을 발하면서, 선점 지점 데이터(303a)의 부분집합에 한정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메모리 데이터(303)는 서브

세트(들)를 명시적으로 지정, 예로서, 하나의 부분집합이 가용한 주 메모리의 양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캐시 거동을 최적화

하는 선점 지점들을 제공하고, 다른 부분집합이 주 메모리 요구들을 최소화하는 선점 지점들을 제공하는 둘 이상의 선점

지점들의 부분집합들을 지정할 수 있다.

촉발(invoke)시,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기반 선점 제약들은 필수적인 반면에, 캐시 메모리에 기초한 선점은 순수히 선택

적이며, 그 이유는 캐시 기반 선점이 디바이스 등의 동작성 이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상기 실시예에서, 테스크가 주기성인 것으로 가정하였지만(즉, 처리가 사전결정된-일반적으로 주기적인-인터벌들로 발생

하고, 처리 데드라인들이 하드 제약들에 의해 표현됨), 실시예들은 그 처리가 주기적 인터벌들로 이루어지지 않지만(즉, 작

업들 사이의 간격이 연속적 작업들 사이에서 변하는 경우), 그 데드라인들이 하드 제약들에 의해 절대 표현되지 않는 비주

기적 테스크들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런 테스크들은 일반적으로, 산발성(주기성이 아닌 실시간 테스크들, 예로서, 그(그녀)

가 원격 제어기의 버튼들을 누르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에 의해 유발되는 사건들을 취급하는 실시간 테스크들) 및 “지터

”(주기성 테스크들의 활성화들/해제들 사이의 기간의 동요들)라 지칭된다.

상기 실시예에서, 우리는 모든 3개 테스크들이 스케줄러에 의한 수신 이후 가능한 빨리 실행되어야하는 것으로 가정하였

지만, 그러나, 일부 테스크들의 데드라인 제약들은 테스크들 사이에서 현저히 변할 수 있으며, 예로서, 일부 테스크들은 “

오늘의 끝”의 데드라인을 가질 수 있고(예로서, 시스템 관리형 테스크들), 반면에 다른 것들은 스케줄러에 의한 수신으로

부터 5분의 데드라인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실행 시간들에 기초한 소정 종류의 관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예로서, 단계 504는 테스크에 대응하는 보다 열악한 경우의 실행 시간(WCET)을 나타내는 것을 추가로 수반할 수

있으며, 테스크가 즉시 실행을 필요로하지 않는 경우에는(또는, 보다 즉시 제약된 테스크들 중 하나가 종료된 이후 실행될

수 있는), 테스크의 실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시스템이 메모리 기반 선점 없이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테스크 매니저(403)는 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테스크의 세부사항들을 예로서, 메모리 데이터 저장부(405)내에

저장할 수 있으며, 이를 그 데드라인 제약들을 양자 모두가 충족시키는 시간에, 예로서, 스페어 용량의 기간과 일치하여 이

를 수행할 수 있다(예로서, 도 6의 단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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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된 실시예에서, 테스크들이 서브 작업의 선점 시작을 책임지지만, 대안적으로, 스케줄러(401)가 이 프로세스를 관리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적 배열에서, 테스크 매니저(403)는 선점 지점 데이터(303a)를 스케줄러에 포워딩한다. 스케줄러

(401)는 그 각 현재 실행중인 서브 작업을 식별하기 위해 현재 실행중인 테스크들(τ1 및 τ2)에 대응하는 데이터 구조들

(4071, 4072)을 시험한다. 각 테스크를 위해, 이때, 스케줄러(401)는 다음 선점 지점을 식별하기 위해 선점 조건에 서브

작업을 맵핑하며, 그 지점이 도달되었을 때, 그 지점에서 테스크들 각각을 선점화한다. 이는 상술된 예에 관하여 가장 잘

설명되며, 테스크 매니저(403)가 선점 지점 데이터를 스케줄러(401)에 포워딩할 때, 스케줄러(401)는 테스크 τ1이 서브

작업 2를 실행하고, 테스크 τ2가 서브 작업 1의 처리를 대기하는 것으로 식별한다. 따라서, 스케줄러(401)는 다음 선점 지

점들로서 테스크 τ1 서브 작업 m(2), 테스크 τ2 서브 작업 m(1)으로서 나타내며, 테스크 τ1을 선점 지점들(MP1,2 및

MP1,3)에서 선점화하고, 테스크 τ2를 선점 지점들(MP2,1, MP2,2)에서 선점화한다. 스케줄러(401)는 그 선점 지점들 양자

모두에서 선점화하도록 테스크 τ3을 구성한다. 이 대안은 테스크들의 메모리 사용량 패턴이 단순할 때, 예로서, 테스크의

메모리 사용량이 두 가지 상태들, 즉, 많은 메모리가 사용되는 것(“고 메모리 사용량” 상태) 및 매우 보다 작은 메모리가 사

용되는 것(“저 메모리 사용량” 상태)를 갖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다. 스케줄러(401)는 각 테스크가 할당받은 메모리의 양

을 감시하며, 테스크가 “고 메모리 사용” 상태에 있는 동안 테스크를 선점화하지 않도록 테스크 매니저에 의해 명령받을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서, 테스크 매니저(403)로부터의 선점 명령들의 수신시(단계 509), 테스크는 그 우선순위를 소위 “선점불가

능” 우선순위로 서브 작업의 시작에서 발생시킬 수 있으며, 보다 낮은 그 우선순위를 서브 작업의 종점에서 그 “정상” 우

선순위로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스케줄러(401)는 단지 그 선점 지점들에서만 테스크들을 선점할 기회

를 갖는다(이것이 서브 작업들이 선점불가해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테스크들(τi)은 그후 테스크 매니저(403)에게 그들이

선점 지점들에 도달할 때를 알리며, 이는 테스크 매니저(403)가 다른 테스크를 시작할 수 있게 한다. 대안 배열에서, 메모

리 기반 선점들을 위한 책임은 테스크 매니저(403) 및 테스크들(τi)과 함께 배치된다. 이 대안은 특히 테스크가 극도로 메

모리 집약적인 소수의 코드 인터벌들을 포함하는 경우 및 선점이 이들 인터벌들의 처리 동안에만 실제로 필요할 경우에 매

우 적합하다.

상기 설명에서, 본 발명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것으로 가정되었지만,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들은 소프트웨어의 실행에

의한 것 이외에 고정 배선 회로류 또는 소프트웨어와 고정 배선 회로류의 조합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

은 임의의 특정 하드웨어 회로류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이나 임의의 특정 소프트웨어 명령들을 위한 소스에 한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용어 테스크들은 실 시간 테스크들을 지칭하였지만, 본 발명은 또한 비실시간

테스크들에 의해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본 발명이 주로 메모리 관리 해법이기 때문이다. 예로서, 이는 가상 메

모리의 양이 한정될 때마다 또는 가상 메모리 방법들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못할 때마다 비 실시간 시스템들에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실시예들에서, 테스크들이 주로 제어 테스크들(셋톱 박스(100)의 제어를 제공하는)인 것으로 가정되지만, 테스크들

은 또한 멀티미디어 홈 플랫폼(MHP) 또는 다른 표준에 따라 설계된 어플리케이션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본 예에서는 테

스크들은 TV 광고, 게임들 및 일반적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을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테스크들은 GSM 디바이스들

의 시그널링을 제어하기 위한 테스크들 또는 건강관리 디바이스들을 위한 제어 테스크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 선점 지점들이 인터페이스(301)상에 지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이들은 대안적으로 로그 파일에 지

정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 테스크 매니저(403)는 스케줄러(401)와 별개인 것으로 설명되었지만, 본 기술의 숙련자는 이런 분리가

단지 설명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종래의 스케줄러는 테스크 매니저(403) 및 스케줄러 양자 모두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변

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실시예에서, 모든 테스크들이 단일 프로세서에 의해 처리되는 것으로 가정되었지만, 테스크들은 대안적으로, 복수의

프로세서들에 의해 처리될 수 있으며, 예로서, n 테스크들(τi)(1≤i≤n)의 집합(Γ)이 프로세서들(πk)(1≤k≤p)의 집합(P)에

공개특허 10-2006-0008896

- 10 -



의해 처리될 수 있다(여기서, n은 일반적으로 p 보다 매우 크다). 일 적절한 배열에서, 각 테스크(τi)는 특정 프로세서(πk)에

할당되며, 이는 테스크(τi)가 프로세서(πk)상에서만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악의 경우의 메모리 요구들(MP)은 이때

하기와 같이 주어진다.

(수학식 1')

MP가 가용 메모리 보다 작을 때, 임의의 프로세서들상으로 테스크들의 스케줄링을 제약할 필요는 없지만(단계 504), 그러

나, MP가 가용 메모리를 초과하지 않을 때, 하나 이상의 테스크들의 스케줄링은 하나 이상의 지정된 프로세서들에 제약될

수 있다. 단일 프로세서상에 모든 테스크들의 스케줄링을 제약하는 효과는 제1 실시예에 관하여 제시된 수학식 2 같은 수

학식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모든 가용 프로세서들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모든 테스크들의 스케줄링을 제약하는 영향

은 (수학식 2')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수학식 2')

여기서, 총 메모리 요구들(MD)은 각 프로세서들(πk)의 메모리 요구들(Mk
D)의 합이다.

상기 실시예에서, 테스크들은 소프트웨어 테스크들로서 설명되었지만, 테스크는 또한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도 있다. 통상

적으로, 하드웨어 디바이스(하드웨어 테스크로서 거동)는 소프트웨어 테스크에 의해 제어되며, 이 소프트웨어 테스크는 하

드웨어 디바이스에 의해 요구되는 (최악의 경우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후속하여, 하드웨어 테스크가 구동되도록 명령한

다. 하드웨어 테스크가 완료될 때, 이는 소프트웨어 테스크에게 알리고, 이는 후속하여 메모리를 할당 해제한다. 상술된 다

수의 프로세서들을 수반하는 할당 변형이 또한 조합된 SW 및HW 테스크들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제어 소프트웨어 테스

크를 가짐으로써, 하드웨어 테스크들은 변형된 수학식들 수학식 1' 및 수학식 2'를 사용하여, 상술된 실시예에 따라 간단히

다루어질 수 있다.

본 내용은 단지 예시를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은 이에 대한 변형들, 변용들 및 개선들로 확장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에서 복수의 테스크들(tasks;τi)을 스케줄링하는 방법으로서, 각 테스크는 그와 연관된 메모리 사

용량에 기초하여 상기 테스크의 보류를 지정하는 보류 데이터(303)를 가지는, 상기 테스크 스케줄링 방법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테스크들 중 하나를 처리하는 단계,

상기 테스크와 연관된 상기 보류 데이터와 일치하는 상기 테스크의 메모리 사용량을 나타내는 입력을 감시하는 단계,

상기 감시된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테스크의 처리를 보류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의 테스크들 중 다른 하나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테스크 스케줄링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테스크들과 연관된 최대 메모리 사용량을 식별하는 제1 데이터(303d)를 수신하는 단계

(501),

상기 복수의 테스크들을 처리에 가용한 메모리를 식별하는 제2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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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테스크들을 처리하에 충분한 가용 메모리가 있는지 여부를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에 기초하여 식별하는 단계(504)

를 포함하고,

상기 감시 및 보류 단계들은 불충분한 메모리의 식별에 응답하여서만 적용되는(509), 테스크 스케줄링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은 보류 요청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테스크 스케줄링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은 상기 테스크의 메모리 사용량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메모리 사

용량이 상기 테스크와 연관된 보류 데이터와 일치할 때를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테스크 스케줄링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테스크들의 종료를 감시하는 단계(601) 및 테스크 종료에 응답하여 메모리의 가용도를 식별하는 상기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603)를 포함하는, 테스크 스케줄링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잔여 테스크들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메모리를 식별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감시 단계는 불필요한 것

으로 간주되는(605), 테스크 스케줄링 방법.

청구항 7.

복수의 테스크들(τi)을 실행하도록 배열되며, 테스크들의 실행시 사용하기 위한 특정 메모리의 양에 대한 엑세스를 가지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에 사용하기 위한 스케줄러(401)에 있어서,

테스크와 연관된 최대 메모리 사용량을 식별하는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배열된 데이터 수신기(203),

상기 테스크들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메모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상기 수신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식별하도록 배열된 평가

기(403),

상기 테스크 실행 동안 보류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테스크를 선택하도록 배열된 선택기(τi, 401, 403)로서, 상기 보류는 상

기 테스크에 의한 특정 메모리 사용량과 일치하는, 상기 선택기(τi, 401, 403)를 포함하고,

상기 평가기가 상기 복수의 테스크들의 실행을 위해 불충분한 메모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식별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선

택기는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가용한 특정 메모리의 양과 그들의 특정 메모리 사용량에 기초하여 보류를 위한 하나

이상의 테스크들을 선택하고, 상기 스케줄러는 상기 특정 메모리를 사용하는 상기 테스크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테스크

또는 각 선택된 테스크의 실행을 보류하는, 스케줄러.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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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평가기(403)는 테스크들의 종료를 감시하도록 배열되고, 테스크 종료에 응답하여, 상기 잔여 테스

크들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메모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스케줄러.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테스크와 연관된 실행 데드라인을 식별하는, 스케줄러.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잔여 테스크들을 실행하기 위해 충분한 메모리를 나타내는 상기 평가기(403)에 응답하여, 상기 스

케줄러(401)는 실행 데드라인이 없는 테스크를 식별하고, 상기 식별된 테스크를 스케줄하도록 배열되는, 스케줄러.

청구항 11.

제 8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잔여 테스크들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메모리를 식별하는 상기 평가기

(403)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기(τi, 401, 403)는 상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테스크들을 선택해제하도록 배열되는, 스케줄

러.

청구항 12.

복수의 테스크들을 실행하도록 배열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테스크(τi)의 실행 동안 데이터 및 명령들을 유지하도록 배열된 메모리(205),

테스크와 연관된 최대 메모리 사용량을 식별하는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배열된 수신 수단(203),

상기 테스크들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메모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상기 수신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식별하도록 배열된 평가

수단(403), 및

상기 평가 수단으로부터 수신된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테스크들의 실행을 스케줄링하도록 배열된 스케줄러(501)을 포함

하고,

상기 복수의 테스크들을 실행하기에 불충분한 메모리의 식별에 응답하여, 상기 스케줄러는 상기 테스크에 의한 메모리 사

용량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테스크의 실행을 보류하도록 배열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디지털 텔레비전 시스템을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14.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테스크(τi)의 처리시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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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크의 처리 동안의 메모리 사용량에 기초하여 상기 테스크의 보류를 지정하는 보류 데이터(303)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

함하고,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상기 테스크와 연관된 상기 보류 데이터와 일치하는 상기 테스크의 메모리 사용량을 나타내는 입력을 감시하는 단계, 및

상기 감시된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테스크의 처리를 보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배열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보류 데이터는 상기 테스크의 메모리 사용량에 기초하여 상기 테스크의 처리가 보류될 수 있는 적

어도 하나의 지점(303b)을 식별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보류 데이터는 상기 테스크와 연관된 최대 메모리 사용량을 식별하는 데이터(303d)를 포함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크는 복수의 서브 작업들(sub jobs;τij)을 포함하고, 상기 테스크의 처리가 보류될 수 있는 적

어도 하나의 지점을 나타내는 상기 데이터(303b)는 상기 서브 작업 각각에 대응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8.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 테스크(τi)를 구성(configuring)하는 방법으로서, 보류 데이터(303)를 상기 테스크와

연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보류 데이터는 상기 테스크와 연관된 메모리 사용량에 기초하여 상기 테스크의 보류를

지정하며,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복수의 테스크에 관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배열되는, 상기 테스크 구성 방법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스는,

상기 테스크와 연관된 상기 보류 데이터와 일치하는 상기 테스크의 메모리 사용량을 나타내는 입력을 감시하는 단계, 및

상기 감시된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테스크의 처리를 보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테스크 구성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크를 처리하도록 구성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식별하고, 상기 보류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처

리 시스템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테스크 구성 방법.

청구항 20.

처리 시스템이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게 하도록 배열된 명령들의 집합을 포함하는 컴퓨

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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