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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데이터 객체들간의 액세스 관계를 기반으로(예를 들어, 시간적 근접성 및/또는 액세스의 상대적인 빈도를 

근거로) 객체 힙(object heap)에서 데이터 객체들을 조직화하는 장치, 프로그램 제품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서로 근접하게 연속해서 액세스되는 데이터 객체는 서로 동일한 페이지내에 위치될 가능성이 많고, 가능한

경우에 동일한 캐시라인내에 위치되기 싶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객체를 액세스할 때, 다단계 메모리 구조(예를 들면,

특정한 구조에 적절한 특정 캐시 메모리 또는 가상 메모리 구조)내에서 메모리 교체(memory swapping)의 빈도를 종

종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시스템 성능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킨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르는 통신망 컴퓨터 시스템의 블럭도,

도 2는 도 1의 통신망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컴퓨터를 위한 전형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도시한 블럭도

,

도 3은 도 2의 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의 블럭도,

도 4a 및 도 4b는 도 3의 객체 액세스 프로파일링 루틴의 프로그램 흐름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5는 도 4a 및 도 4b의 객체 액세스 프로파일링 루틴에 의해 발생되는 전형적인 로드/저장 카운트 테이블의 블럭도,

도 6은 도 4a 및 도 4b의 객체 액세스 프로파일링에 의해 발생되는 전형적인 액세스 트리의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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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전형적인 자바 클래스 파일의 블럭도,

도 8은 도 3의 가베지 수집 논리부에 의해 실행되는 수집기 스레드의 프로그램 흐름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9a 및 도 9b는 도 8에서 참조되는 루트 복사 루틴의 프로그램 흐름을 도 시하는 흐름도,

도 10은 도 8에서 참조되는 파티션 교체 루틴의 프로그램 흐름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11은 도 8의 수집기 스레드의 실행동안의 전형적인 호출 스택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12a 내지 도 12c는 도 8의 수집기 스레드에 의해 동작되는 전형적인 객체 힙의 블럭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1 : 프로세서 32 : 메모리

32a : 주 저장소 32b : 캐시 메모리

42 : 컴파일러 44 : 가상 머신

46 : 소스 코드 48 : 클래스 파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객체 힙(object heap)에서의 객체 관리에 관한 것이다.

사용가능한 메모리를 관리하는 일은 컴퓨터와 같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성 능 및 신뢰성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전형적으로 컴퓨터에서 제한된 어드레스 공간을 가지는 메모리내에 저

장된다. 다수의 컴퓨터에서, 데이터는 "객체 힙"으로 지칭되는 메모리 부분의 공간에 할당되는 "객체"의 형태로 저장

된다. 또한, 객체는 종종 다른 객체에 대한 "참조(reference)"(또한, 포인터로 알려짐)를 포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은

또다른 객체로부터의 참조를 따르므로써 한 객체에서의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다. 각 컴퓨터는 전형적으로 그 자신의

객체 힙을 가지므로, 다수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활성화되며, 다수의 객체 힙이 컴퓨터에서 유지관리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할 때 마다, 메모리 "할당(allocating)"으로 알려진 처리를 사용하여 이 데이

터를 위한 프리(free) 메모리 부분을 예약한다. 컴퓨터에서 사용가능한 메모리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면, 컴퓨터에서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위해 예약되어 있던 메모리를 자유롭게 하거나 혹은 "할당해제" 해주는 일이 중요하

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가능한 메모리를 모두 사용함에 따라, 컴퓨터의 성능이 전형적으로 저하되거나 혹은 시스

템 고장이 발생될 수 있다.

가베지 수집기(a garbage collector)로서 알려진 컴퓨터 프로그램은 종종,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할당되어 있는 미사용 메모리를 자유롭게 하는 데 사용된다. 종종, 가베지 수집기는 객체 힙(들)을 통해 주기적으로 

스캔하고, 미사용 객체에 할당된 임의 메모리를 할당해제시키기 위해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 동시에 실행된다. 컴퓨

터에서 동시에 동작하는 상이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종 종 서로 동시에 실행되는 하나 또는 그이상의 "스레드(threads

)"를 포함한다. 또한, 상이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상이한 객체 힙을 사용할 때, 수집기 스레드로서 지칭되는 개별 가베

지 수집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각 객체 힙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한 특정 유형의 가베지 수집기는 복사 가베지 수집기(a copying garbage collector)로서, 이는 객체 힙을 "프롬-스페

이스" 파티션("from-space" partition)및 "투-스페이스" 파티션(to-space partition)으로 분할하고, 프롬-스페이스로

부터 유효하며 현재 사용되는 객체를 투-스페이스에 복사하므로써 사실상 미사용 객체를 남겨두어 객체 힙을 관리한

다. 복사 가베지 수집기의 특정 구현으로 객체 힙을 새로운 파티션 및 구 파티션으로 분할하는 세대 가베지 수집기(a 

generational gabage collector)가 있다. 세대 가베지 수집기는 보다 새로운 객체가 보다 오래된 객체보다 빈번히 "죽

거나(die)" 혹은 사용이 중지되는 경향에 의존한다. 달리 말하면, 객체가 시간에 걸쳐 사용됨에 따라, 객체의 사용이 

중지될 확률은 점점 적어진다.

세대 가베지 수집기는 객체 힙의 새로운 파티션에서 보다 새로운 객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스캐닝하고, 더이상 사용되

지 않는 객체에 대해 메모리를 폐기 및 할당해제시키고, 그리고, 임계 시간주기를 넘어서 살아있는 객체를 객체 힙의 

구 파티션으로 이동시키므로써 객체 힙을 관리한다. 보다 구 객체가 보다 안정된 경향이 있다면, 전형적으로 객체 힙

의 구 파티션을 스캐닝할 필요가 없다.

세대 가베지 수집기는 전형적으로 선형 방식으로 - 즉, 각 객체가 구 파티션 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표준을 만족시키는

차례대로 - 객체를 객체힙의 구 파티션에 저장한다. 마찬가지로, 객체 힙의 새로운 파티션에서의 객체는 전형적으로, 

가베지 수집기에 의한 객체의 할당해제 및 이동, 그리고, 파티션에서 그다음 사용가능한 위치로의 새로운 객체 추가로

인해 새로운 파티션에 걸쳐 널리 분산된다.

세대 가베지 수집기에서와 같이, 다른 복사 가베지 수집기 구현은 또한 선형 방식으로 프롬-스페이스로부터 투-스페

이스 객체를 복사한다. 그러나, 가베지 수집기와 다른 처리에 의해 발생되는 프롬-스페이스에서의 객체를 할당 및 초

기 배치하므로써, 객체는 이들 복사 가베지 수집기 이행으로 프롬-스페이스에 걸쳐서도 널리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객체 힙에 객체를 저장하는 통상적인 방식의 고유한 결과로 인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되는 다양한 객체가 시

간에 걸쳐 객체 힙을 통해 널리 분산될 수 있다. 그러나, 객체가 객체 힙에서 비교적 넓은 분산을 가지므로써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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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문제(memory swapping concerns)로 인해 컴퓨터가 최적 이하의 성능을 가지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컴퓨터는 메모리 성능과 비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단계 메모리 구조에 따른다. 대부분의 컴퓨터는

하나 또는 그이상의 레벨의 작은 용량 및, 보다 큰 용량이지만 비교적 저속인 주 메모리와 인터페이스하는 고속 캐시 

메모리를 포함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필요함에 따라, 데이터는 컴퓨터에서 프로세스에 의한 액세스를 위

하여 주 메모리로부터 캐시 메모리로 복사된다. 데이터는 전형적으로 블럭 또는 "캐시 라인(cache lines)"으로 조직되

는 데, 모든 데이터는 그룹으로 캐시내 및 캐시 밖으로 교체되는 특정한 캐시 라인으로 할당된다.

또한, 소정 컴퓨터는 주소지정가능한 메모리 공간이 주 메모리에서 사용가능한 물리적 저장소보다 큰 가상 메모리 방

안을 구현한다. 캐싱과 유사하게, 가상 메모리 방안에서, 데이터는 페이지로 조직화되고, 데이터는 주 메모리와, 직접 

액세스 저장 장치(DASD)와 같은 외부 저장 장치 사이에서 페이지 단위로(page-by-page) 교체된다.

다단계 메모리 구조의 주된 이점은 데이터를 보다 신속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다 빈번히 사용되는 데이터를 종종

보다 높은 단계의 메모리에서 유지관리하는 데 있다. 캐시 메모리로부터 액세스할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에 현재 저장

되지 않은 캐시 라인으로 할당될 때 마다, 캐시 미스(cache miss)가 발생되고, 보다 낮은 단계의 메모리로부터 데이

터를 검색해야 하므로 데이터의 검색이 보다 오래 걸린다. 유사하게, 주 메모리로부터 액세스할 데이터가 주 메모리에

현재 저장되지 않은 페이지로 할당될 때 마다,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고, 외부 저장소로부터 데이터를 교체해야 하므로

데이터의 검색은 여전히 오래 걸린다.

객체 힙은 전형적으로 다수의 캐시 라인을 차지하고, 많은 경우에 다수의 페이지를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객체 힙에

서 객체가 보다 넓게 분산된 경우, 객체 힙에서 상이한 위치에 위치된 객체를 연속적으로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각 캐

시 메모리 내, 가능하다면 주 메모리내의 상당한 양의 메모리 교체를 필요로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객체 힙에 대한 

액세스는 보다 오래 걸리며, 컴퓨터는 최고보다 는 낮은 효율성으로 동작하게 된다.

따라서, 본 기술분야에서는 특히 가베지 수집 기법을 통해 객체 힙을 액세스할 시에 컴퓨터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방

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데이터 객체들간의 액세스 관계를 근거로 객체 힙에서 데이터 객체를 조직화하는 장치, 프로그램 제품 및 

방법을 제공하므로써 종래 기술과 관련된 상기 및 다른 문제들을 해결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서로 밀접하게 연속적

으로 액세스되는 데이터 객체는 서로 동일한 페이지내에, 가능하다면 동일한 캐시 라인내에 위치될 가능성이 보다 많

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객체를 액세스할 때, 다단계 메모리 구조(예를 들면, 특정한 구조를 위해 적절한 특정 캐시 메

모리 또는 가상 메모리 구조)내에서 메모리 교체의 빈도가 종종 감소되어, 결국, 시스템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다.

예를 들면, 객체 그룹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동안 차례로 액세스될 때, 둘 또는 그이상의 데이터 객체들간의 액세

스 관계는 적어도 일부분은 적당한 시간적 근접성(a likely temporal proximity)을 근거로 할 수 있다. 또한, 다수 데

이터 객체들간의 액세스 관계는 적어도 일부분은 상이한 데이터의 액세스의 상대적인 빈도수를 근거로 할 수 있다. 

당업자라면 본 명세서에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액세스 관계를 정의하는 다른 방식을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일 특정한 실시예에서, 객체 힙에서 데이터 객체의 순서화(ordering)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되는 

상이한 클래스의 데이터 객체에 대해 발생된 프로파일링된 액세스 정보(profiled access information)에 의존한다. 

프로파일링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컴파일, 로딩 또는 실행동안을 포함해서 다수번 수행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데이터

객체에 대한 액세스의 수 및/또는, 데이터 객체가 액세스되는 순서와 같은 정보를 예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객체 힙내의 데이터 객체를 순서화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을 특징짓는 상기 및 다른 이점 및 특징들은 첨부되어 본 명세서의 부분을 형성하는 특허청구의 범위에서 설

명된다. 그러나, 본 발명 및, 이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장점 및 목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

시예가 도시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해야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몇몇 도면에서의 동일한 참조번호는 동일한 부분을 표시하며, 도 1은 본 발명에 따르는 컴퓨터 시스템(10)을 도시한

다. 컴퓨터 시스템(10)은 통신망(18)을 통해 서버(16)(예를 들면, PC기반 서버, 미니컴퓨터, 미드레인지 컴퓨터, 대형

컴퓨터등)에 연결된 하나 또는 그이상의 클라이언트 컴퓨터(12, 14, 20)(예를 들면, 데스크탑 또는 PC기반 컴퓨터, 

워크스테이션등)를 포함하는 통신망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도시된다. 통신망(18)은 사실상, 근거리, 광역, 무선 및 공

용망(예를 들면, 인터넷)을 포함하지만 이들로 제한되지 않는 임의 유형의 통신망 상호접속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다수의 서버와 같이, 임의 수의 컴퓨터 및 다 른 장치가 통신망(18)을 통해 네트워킹될 수 있다.

컴퓨터(12, 14)일 수 있는 클라이언트 컴퓨터(20)는 많은 것들 중에서 중앙처리 장치(COU)(21), 컴퓨터 디스플레이(

22), 저장 장치(23), 프린터(24) 및 각종 입력 장치(예를 들면, 마우스(26) 및 키보드(27))와 같은 다수의 주변 구성요

소를 포함할 수 있다. 본 기술분야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버 컴퓨터(16)는 전형적으로 보다 나은 처리 성능 및 저

장 용량을 가지지만 유사하게 구성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르는 장치(30)에 대한 전형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다른 방식으로 도시한다. 본 발명

의 목적을 위하여, 장치(30)는 (예를 들면, 도 1의 컴퓨터(12, 14, 20)와 유사한) 클라이언트 컴퓨터, (예를 들면, 도 1

의 서버(16)와 유사한) 서버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내장 제어기등을 포함하는 임의 유형의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

는 프로그램가능한 전자디바이스를 나타낼 수 있다. 장치(30)는 도 1에 도시된 통신망에서 연결되거나 혹은, 이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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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독립 디바이스일 수 있다. 이후로부터, 장치(30)를 "컴퓨터"로 지칭할 것이지만, 용어 "장치"는 본 발명에 따르는 다

른 적당한 프로그램가능 전자 디바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컴퓨터(30)는 메모리(32)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31)를 포함한다. 프로세서(31)는 하나 또는 그이상의 프

로세서(예를 들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나타낼 수 있고, 메모리(32)는 다양한 비휘발성 또는 백업 메모리(예를 들면,

프로그램가능 또는 플래시 메모리), 판독전용 메모리등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임의 액세스 메모리(RAM) 디바이스

를 사용하여 구현된 주 저장소(32a), 그리고, 하나 또는 그이상의 추가 레벨의 메모리, 예를 들면, (프로세서(31)에 외

부이던지 혹은 내부인던지) 하나 또는 그이상 레벨의 캐시 메모리(32b)를 포함하는 다수의 알려진 다단계 메모리 구

조중의 하나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본 기술분야에 알려진 바와 같이, 데이터는 주 저장소와 캐시 메모리 사이에

및/또는 캐시 메모리의 상이한 레벨들 사이에서 교체되며, 특정 레벨의 캐시에 상주하지 않은 데이터를 액세스함으로

인해 "캐시 미스" 및 다른 메모리 레벨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과 관련된 부가적인 지연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메모리(32)는 컴퓨터의 어느 곳에 물리적으로 위치된 메모리 저장소, 예를 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임의 캐시 

메모리 또는, 프로세서(31)에서의 레지스터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대용량 저장 장치(36) 또는 통신망(38)을 통해 

컴퓨터에 연결된 또다른 컴퓨터상에 저장된 가상 메모리로 사용되는 임의 저장 용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기술분야에 알려진 바와 같이, 가상 메모리 구조인 경우, 데이터는 대용량 저장소와 주 저장소 사이에서 "페이지" 

형태로 교체되는 데, 주 저장소에 상주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는 "페이지 폴트"를 일으키고, 외부 저장소로부

터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과 관련된 부가적인 지연이 발생한다.

또한, 컴퓨터(30)는 전형적으로 정보를 외부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다수의 입력 및 출력을 가진다. 사용자 또는 오퍼레

이터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컴퓨터(30)는 전형적으로 하나 또는 그이상의 입력장치(그중에서 예를 들면, 키보드, 

마우스, 트랙볼, 조이스틱, 터치패드 및/또는 마이크로폰) 및 디스플레이(34)(예를 들면, 그중에서 예를 들면, CRT 모

니터, LCD 디스플레이 패널 및/또는 스피커)를 포함한다. 그러나, 컴퓨터(30)의 소정 구현, 예를 들면, 소정의 서버 구

현시에, 컴퓨터는 직접 사용자 입력 및 출력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30)는 하나 또는 그이상의 대용량 저장 장치(36), 그중에서 예를 들면, 플로피 또는 다른 착탈가능 디스

크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직접 액세스 저장 장치(DASD), 광 드라이브(예를 들면, CD 드라이브, DVD 드라

이브등) 및/또는 테이프 드라이브를 포함할 수 있다. 게다가, 컴퓨터(30)는 하나 또는 그이상의 통신망(38)(그중에서 

예를 들면, LAN, WAN, 무선 통신망 및/또는 인터넷) 과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통신망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의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다. 본 기술분야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컴퓨터(30)는 프로세서(31)와 각 구성요소(32, 33, 34, 

36, 38)의 적당한 아날로그 및/또는 디지탈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컴퓨터(30)는 운영체제(40)의 제어하에 동작하고,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구성요소, 프로그램, 객체, 

모듈, 데이터 구조등(그중에서 예를 들면, 컴파일러(42), 가상 머신(44), 소스 코드(46) 및 클래스 파일(48))을 실행하

거나 아니면 의존한다. 게다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구성요소, 프로그램, 객체, 모듈등은 또한 예를 들어, 분산 또는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환경에서 통신망(38)을 통해 컴퓨터(30)에 연결된 또다른 컴퓨터에서 하나 또는 그이상의 

프로세서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처리는 통신망 을 통해 다수의 컴퓨

터로 할당된다.

통상적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해 실행되는 루틴이 운영체제의 부분 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구성요소,

프로그램, 객체 모듈 또는 인스트럭션열 부분으로서 구현될 때 마다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지칭할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전형적으로 컴퓨터의 각종 메모리 및 저장 장치에 다양한 횟수로 상주하고 컴퓨터

의 하나 또는 그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판독 및 실행될 때 컴퓨터로 하여금 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을 구현하는 단계 

또는 요소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수행토록 만드는 하나 또는 그이상의 인스트럭션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

은 충분히 기능하는 컴퓨터 및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며, 이후로부터 이를 기술할 것이지만,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각

종 실시예가 각종 형태로 프로그램 제품으로서 분산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실제로 분산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특

정 유형의 신호 보유 매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신호 보유 매체의 예는 그중에서

휘발성 및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플로피 및 다른 착탈가능 디스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광 디스크(예를 들면, CD-

ROM, DVD등), 디지탈 및 아날로그 통신 회선과 같은 전송 유형 매체를 포함한다.

또한, 이후로부터 기술되는 각종 프로그램은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에서 구현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식별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프로그램 목록은 단지 편리성을 위하여 사용되므로, 따라서, 본 발명은 이러한 목록에 의해 식

별 및/또는 포함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만으로 유일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당업자라면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전형적인 환경이 본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실로, 당

업자라면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다른 대체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환경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관계 기반의 객체 순서화

본 명세서에 기술된 실시예는 데이터 객체들간의 액세스 관계를 근거로 객체 힙에서의 데이터 객체들을 조직화하므

로써 동작한다. 객체 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작업 메모리를 나타내는 컴퓨터 메모리의 세그먼트, 전형적으로 

메모리의 세그먼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동안에 데이터가 동적으로 할당, 사용 및 관리되는 메모리의 세그먼트

를 포함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가베지 수집이 수행될 때 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동시에 실행될 수 있거나 혹은, 컴

퓨터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스탑-더-월드(stop-the-world)" 수집기로서 동작할 수 있는 가베지 수집

기가 객체 힙을 관리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 따라서, 본 기술분야에 잘 알려진 각종 유형의 가베지 수

집기를 사용할 수 있다.

둘 또는 그이상의 데이터 객체들 사이에 적어도 일부분은 데이터 객체에 대한 액세스의 적당한 시간적 근접성을 기반

으로, 및/또는 적어도 일부분은 상이한 데이터 객체의 액세스의 상대적인 빈도를 기반으로,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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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액세스 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두 객체들 사이에 부모(parent)-자식(child) 관계가 존재할 때 마다, 즉, 한 

객체(부모)가 다른 객체(자식) 메모리의 소정 부분을 액세스할 때 마다, 액세스 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그다음, 

자식들의 부모가 다른 객체일 지라도, 자식은 그들이 부모가 되는 곳에서 그 자신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기술한 방식으로 객체들을 조직화하므로써, 단시간 프레임내에 액세스되는 객체가 메모리에서 동일한 조직화 블럭(

예를 들면, 적절한 대로 캐시 라인 또는 가상 메모리 페이지)내에 있을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다단계 메모리 구조에서

캐시 미스 및/또는 페이지 폴트가 감소된다.

이후로부터 기술되는 소정 실시예에서, 동일한 액세스 체인내에 있는 다수의 데이터 객체(즉, 특정 루트 객체가 액세

스 된 후에 다양한 순서로 참조되는 객체)는 이러한 그룹에서 객체들간의 시간적 근접성을 근거로 메모리에(예를 들

면, 객체 힙에서 연속된 메모리 세그먼트내에) 함께 논리적으로 그룹화될 수 있다. 또한, 소정 실시예에서, 이러한 그

룹내의 특정 객체는 상대적인 액세스 빈도 및/또는 객체가 액세스되는 순서를 근거로 서로에 대해 배치될 수 있다.

이후로부터 기술되는 특정 실시예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에 의해 개발된 자바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성능을 최적화할 시에 본 발명의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객체 힙을 이용하

는 다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환경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객체지향 센스에서 "객체"로서 지

칭되지 않을 때 조차) 모든 데이터가 객체로서 표현될 수 있는 경우, 본 발명은 또한 비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환경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후로부터 기술되는 특정 자바-기반의 구현으로 제한되지 않는 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르는 관계기반의 객체 순서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시된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주 소프트웨어 구

성요소를 도시한다. 특히, 도 3은 가상 머신(44)에 연결된 컴파일러(42)를 도시하는 데, 컴파일러는 입력으로서 소스 

코드(46)를 수신하고 그에 응답하여 가상 머신(44)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이상의 클래스 파일(48)을 출

력한다.

각 구성요소(42, 48)는 다양하게 알려진 자바 언어 명세와 호환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소스 코드(46)는 인간이 판독

가능한 자바 소스 코드 표현 형태인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블럭(5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컴파일러(42)는 자바 소스 

코드(46)로부터 자바 컴퓨터 프로그램의 중간 표현을 나타내는 다수의 바이트코드(a plurarity of bytecodes)를 발생

하는 데 이용된다.

발생된 바이트코드는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조직화되는데, 이 클래스는 가상 머신(44)에 의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

행 동안에 할당 및 이용될 객체에 대한 템플릿을 나타낸다. 클래스는 실행가능한 코드 및, 이러한 실행가능한 코드에 

의존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클래스 파일로 조직화된다. 본 기술분야에 알려진 바와 같이, 클래스 파일은 또한 전형

적으로 객체에 대한 다른 정보를 포함한다.

클래스는 일단 발생되면 클래스 검증 블럭(51)에 의해 처리되는데, 클래스 검증 블럭(51)은, 클래스에 에러가 없고 그

리고 다양한 런타임 에러를 일으키지 않으며 자바 언어의 모든 보안 요건이 충족되도록, 클래스에 대해 각종 검증 및 

분석 동작을 수행한다. 바이트코드 발생 및 클래스 검증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 더이상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클래스는 일단 검증되면 객체 액세스 프로파일링 블럭(52)으로 넘어가서, 본 발명에 따르는 방식으로 액세스 프로파

일링이 수행된다. 특히, 클래스내에 정의된 실행가능한 코드의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클래스에 대한 액세스 형태를 생

성한다(이는 도 4a 및 도 4b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후술할 것이다). 블럭(52)의 출력은 하나 또는 그이상의 클래스 

파일(48)이다. 보다 상세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클래스 파일은 그에 내장된 프로파일링된 액세스 정보를 포함

할 수 있으나, 소정의 실시예에서는 프로파일링된 액세스 정보가 클래스 파일에 저장되지 않을 수 있어 블럭(52)에서 

객체 액세스 프로파일링이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클래스 파일은 일단 생성되면 차후의 실행을 위해 제 3 부분에 분산되거나 소정의 영구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가상 

머신(44)은 특정한 컴퓨터 플랫폼상에서의 가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동작을 본래 모방하는 자바 가상 머신(JVM)을 

구현한다. 클래스 파일이 상이한 플랫폼상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상이한 가상 머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컴파일러

(42) 및 가상 머신은 동일한 컴퓨터 시스템에 상주할 필요는 없다.

가상 머신(44)은 본 기술분야에 잘 알려진 방식으로 클래스 로더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클래스 파일을 로딩한다. 또한,

클래스에 대한 프로파일링된 액세스 정보가 컴파일러에 의해 클래스 파일에 내장되지 않았던 경우에 이 정보를 얻기 

위하여, 도시된 실시예에서 구성요소(54)는 로딩된 클래스 파일을 객체 액세스 프로파일링 블럭(56)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본 기술분야에 알려진 방식으로, 클래스 로더(54)는 자바 보안 규칙을 만족시키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

가적인 클래스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동안에 작업 저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상 머신(44)은 "프롬" 파티션(60) 및 "투" 파티션(6

2)을 포함한 객체 힙(58)을 포함한다. 런타임 동안, 작업 저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프롬 파티션(60)에 데이터 저장소

가 할당된다. 그후, (가베지 수집 논리부(70)에 의해 표현되는) 가베지 수집기는 주기적으로 프롬 파티션(60)"으로부

터 투 파티션(62)"으로 도달가능한 객체를 복사하고, 이전의 투 파티션이 새로운 프롬 파티션이 되도록 프롬 파티션과

투 파티션을 교체하는 데, 역도 가능하다. 이러한 객체 힙 관리 알고리즘은 복사형 가베지 수집으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다른 객체 힙 관리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객체 힙 조직화를 또한 이용할 수 있다.

클래스 로더(54)에 의한 클래스 로딩에 응답하여, 각 바이트코드에 대해 각 가상 머신이 실행되는 플랫폼에 적절한 

적당한 원래 코드를 발생하는 인터프리터(63)가 하나 또는 그이상의 스레드(64)를 실행한다. 따라서, 각 스레드는 상

이한 매쏘드 호출(method calls)을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유지관리하는 할당된 호출 스택(6

6)을 가진다. 또한, 참조번호(6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런타임동안 필요한 경우에 부가적인 객체 액세스 프로파일링을

수행할 수 있다. 도시된 예에서는 복사형 가베지 수집기인 가베지 수집 논리부(70)가 객체 힙을 관리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스레드는 단일 가베지 수집기 스레드에 의해 관리되는 객체 힙을 공유한다. 또한, 동일한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동시에 실행되 는 다수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동일한 객체 힙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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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에서 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부가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개별 객체 힙( 및 관련된 가베지 수집기)이 할당된

다.

가상 머신(44)에 의한 자바 바이트코드의 해석 및 실행은 본 기술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것들중에서 저스트-인-타임 컴파일(just-in-time compilation)을 포함한 가상 머신에 대한 부가적인 변형이 또

한 가상 머신(44)에서 구현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는 객체 액세스 프로파일링은 예를 들어, (블럭(52)에 도시된) 컴파일동안, (블럭(56

)에 도시된) 로딩동안 및/또는 (블럭(68)에 도시된) 실행동안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살아있을 때 다수 번 수행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가상 머신이 컴파일동안 객체 액세스 프로파일링에 대한 액세스를 가지지 않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클래스 파일을 실행할 수 있다고 예견되는 경우에, 클래스 로딩동안에, 객체 액세스 프로파일링이 수행

되어 적당한 액세스 정보가 발생되었는 지를 알기 위해 검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형적으로 프로파일링은 

이러한 한 시간 주기에만 수행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동안 성능 패널티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컴파일동안 또는 로딩동안에 프로세스에서 가능한 일찍 프로파일링을 수행하는 것

이 보다 바람직하다.

도 4a 및 도 4b에는 본 발명에 따르는 객체 액세스 프로파일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적당한 루틴이 도시되어 있다

.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루틴(100)은 필요한 경우에 클래스를 검색하므로써 블럭(102)에서 시작한다. 전술한 바

와 같이, 객체 액세스 프로파일링은 클래스 파일에 저장된 프로그램 코드의 실행동안 및/또는 이미 클래스가 로딩된 

후에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클래스의 검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음, 블럭(104)에서, 로드/저장 카운트 테이블 및 액세스 순서 트리 데이터 구조를 초기화한다. 로드/저장 테이블은 

로드 액세스 및 저장 액세스에 의해 분리되는, 클래스에서 참조된 각 객체에 대한 예견된 액세스의 카운트를 유지관

리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로드/저장 카운트 테이블을 위한 하나의 적당한 데이터 구조는 객체 ID 필드(78), 로

드 카운트 필드(80) 및 저장 카운트 필드(82)를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엔트리(76)를 가지는 도 5의 참조번호(75)에 

도시되어 있다. 객체 ID 필드(78)는 참조된 객체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식별자를 포함한다. 프로파일링 정보를 근거

로, 로드 카운트 필드(80)는 로드형 액세스(예를 들면, 자바에서 aload 및 get 필드 동작)의 수를 저장하고, 저장 카운

트 필드(82)는 저장형 액세스(예를 들면, 자바에서 astore 및 put 필드)의 수를 저장한다. 전형적으로, 테이블(75)은 

모든 엔트리의 데이터를 클리어시키므로써 초기화된다.

그 중에서도 링크된 리스트 및 해시 테이블을 포함하여, 소정의 클래스를 위한 로드 및 저장 액세스의 수를 나타내기 

위해 다른 데이터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소정의 실시예에서, 로드 및 저장 액세스에 대

한 개별 카운트를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로드 및 저장 카운트 필드(80, 82)는 동일한 필드로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더욱이, 보다 상세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정 객체에 대한 액세스 정보는 액세스 순

서 트리 데이터 구조내에 유지관리될 수 있으므로, 테이블(75) 또는 동등한 데이터 구조가 필요없을 수도 있다.

도 6은 다수의 노드(88)가 의존하는 루트 노드 또는 객체(86)를 포함한 하나의 전형적인 액세스 순서 트리 데이터 구

조(85)를 도시한다. 특정 매쏘드가 모든 객체를 참조한다는 명목하에, 루트 노드(86)는 트리에 대한 시작점을 나타낸

다. 노드(88)는 일반적으로, 루트(86)에 의해 표현되는 특정 매쏘드내 필드 또는 참조된 객체를 나타낸다. 소정 노드(

88)는 다른 노드(88)에 의해 참조될 수 있는 데, 이는 참조된 객체의 체인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트리(85)에서 전형

적인 클래스의 "this" 객체인 경우, "this 객체로부터 "table[]" 객체, "tempObject" 객체, 그다음, "next" 객체로의 호출

또는 액세스 체인이 도시되어 있는 데, 이것은 전형적인 클래스에 의해 정의된 객체의 실행동안에, "table[]", tempOb

ject" 및 "next" 객체가 "this" 객체에 대한 참조에 바로 후속되는 순서로 참조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각 노드내에는 호출 체인에서의 객체에 대한 객체 식별자가 단순히 저장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각 노드내에 그

객체에 대한 액세스의 수를 나타내는 액세스 카운트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액세스 카운트는 로

드 및 저장에 의해 분리되거나 혹은 함께 그룹화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정보는 개별 액세스 테이블을 사용

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노드에 저장될 수 있다.

또한, 각 트리는 전형적으로 그 클래스를 위해 정의된 각 매쏘드에 의해 참 조되는 객체에 의해 분리된다. 이러한 경

우에, 예를 들면, 매쏘드가 필드 노드를 분류할 수 있도록 루트 노드(86)와 각 필드 노드(88) 사이에 부가적인 노드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링크된 리스트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여 본 발명에

따르는 호출 트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전형적으로, 액세스 순서 트리의 초기화는 이와 관련된 자

식 노드를 가지지 않도록 루트 노드 객체를 초기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시 도 4a를 참조하면, 일단 로드/저장 카운트 테이블 및 액세스 순서 트리를 초기화하면, 제어는 블럭(106)으로 넘

어가서, 로드/저장 카운트 테이블을 구축하기 위하여 클래스에서 각 바이트코드를 분석하는 루프로 들어간다. 특히, 

클래스에서 각 바이트코드에 대해, 제어는 블럭(108)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바이트코드가 새로운 객체상에서 동작하

는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즉, 바이트코드가 로드/저장 카운트 테이블에 대응하는 엔트리를 가지지 않는 객체를 참조

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블럭(110)에서 새로운 엔트리에 객체 식별자를 저장하고 로드 및 저장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객체를 위해 로드/저장 카운트 테이블에 새로운 엔트리를 추가시

킨다. 다음, 블럭(112)에서 바이트코드가 객체에 대한 로드 액세스를 수행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블럭(108

)으로 되돌아가 보면, 바이트코드가 새로운 객체상에서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 제어는 블럭(110)을 거치지 않고 직접 

블럭(112)으로 넘어간다.

바이트코드가 객체에 대한 로드형 액세스를 수행하는 경우, 제어는 블럭(114)으로 넘어가서, 이 객체에 대한 로드 카

운트를 증분시킨다-즉, 객체에 대 응하는 엔트리의 로드 카운트 필드에 저장된 값을 1만큼 증가시킨다. 그후, 제어는 

블럭(106)으로 넘어가 부가적인 바이트코드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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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112)으로 되돌아가보면, 바이트코드가 객체에 대한 로드 액세스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제어는 블럭(116)으로 

넘어가서, 바이트코드가 객체에 대한 저장형 액세스를 수행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더이상의 

필요한 바이트코드의 처리가 발생되지 않으며, 제어는 블럭(106)으로 반환된다. 그러나, 바이트코드가 객체에 대한 

저장 액세스를 수행하는 경우, 제어는 블럭(118)로 넘어가고, 이 객체를 위한 저장 카운트를 증분시킨 후, 제어는 블

럭(106)으로 반환된다.

일단 클래스에서 모든 바이트코드가 처리되면, 블럭(106)은 제어를 도 4b에 도시된 블럭(120)으로 넘긴다. 블럭(120

)은 클래스를 위한 액세스 순서 트리를 구축하기 위해 클래스에서 각 바이트코드를 처리하는 제2 루프를 시작한다.

각 바이트코드에 대해, 제어는 블럭(122)로 넘어가서, 시뮬레이션 스택을 사용하여 바이트코드를 검사한다. 특히, "시

뮬레이션(simulated)" 호출 스택을 구축하기 위하여 바이트코드의 결과를 모의실험한다.

일단 시뮬레이션 스택을 사용하여 바이트코드를 검사한 경우, 제어는 블럭(122)으로 넘어가서, 바이트코드가 로드 또

는 저장할 객체 참조를 사용하는 로드 또는 저장 동작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즉, 바이트코드가 로드 또는 저장 동작

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기서 "참조된 객체"로 지칭되는 또다른 객체를 액세스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어는 블럭(120)으로 넘어가서 부가적 인 바이트코드를 처리한다.

그러나, 바이트코드가 객체 참조를 사용하는 로드 또는 저장 동작인 경우, 제어는 블럭(126)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이 참조된 객체를 로딩 또는 저장했던 이전 객체가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이전 객체는 질

문시에 참조된 객체에 대한 액세스를 이루기 위해 미리 액세스된 객체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이러한 객체가 존재한

다면) 이전 객체와 참조된 객체 간에 호출 또는 액세스 체인을 정의한다.

먼저, 참조된 객체에 대한 이전 객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제어는 블럭(128)로 넘어가서, 참조된 객체가 이

미 액세스 순서 트리에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참조된 객체가 액세스 순서 트리에 없는 경우, 참조된 객체를 위한

새로운 노드를 트리에 추가시키고, 제어는 블럭(132)으로 넘어가서 참조된 객체를 위한 액세스 카운트를 증분시킨다.

블럭(128)으로 되돌아가 보면, 객체가 이미 트리에 있는 경우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시키지 않으며, 제어는 블럭(132)

로 넘어가서, 참조된 객체를 위한 액세스 카운트를 증분시킨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액세스 카운트는 트리의 각 노드내에서 유지관리될 수 있다. 이 대신에, 액세스 카운트 정보는 로

드/저장 카운트 테이블에서 유지관리될 수 있으므로 블럭(132)가 필요없을 수도 있다.

참조된 객체를 위한 액세스 카운트를 증분한 후에, 제어는 블럭(134)으로 넘어가서, 바이트코드가 로드 동작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바이트코드가 로드 동작이 아닌 경우, 제어는 블럭(120)으로 반환되어 부가적인 바이트코드를 처리

한다. 그러나, 바이트코드가 로드 동작인 경우, 제어는 먼저 블럭(136)으로 넘어가서, 이전 객체를 참조된 객체로 설

정한다. 후속된 로드 또는 저장 동작을 위해 이전 객체로서 참조된 객체를 설정하기 위해 트리를 한 단계 아래로 순회

한다. 그후, 제어는 블럭(120)으로 넘어가서, 부가적인 바이트코드를 처리한다.

이제 블럭(126)으로 돌아가 보면, 로드 또는 저장 동작을 위한 이전 객체가 존재하는 경우, 제어는 블럭(138)으로 넘

어가서, 이전 객체에 대한 자식 리스트에 참조된 객체가 존재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존재한다면, 제

어는 직접 블럭(132)로 넘어가서, 참조된 객체를 위한 액세스 카운트를 증분시킨다. 그러나, 자식 리스트에 참조된 객

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어는 먼저 블럭(140)으로 넘어가서, 이전 객체의 자식 리스트에 참조된 객체를 위한 노드

를 추가시키는 데, 이는 참조된 객체가 이전 객체에 대한 액세스에 바로 후속하여 액세스되므로써 이전 객체와의 액

세스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일단 모든 바이트코드가 클래스에 대해 처리된다면, 클래스에 대하여 액세스 순서 트리 데이터 구조가 구성되는 데, 

이로부터 클래스에서 어떤 객체가 어떤 순서로 액세스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후, 제어는 블럭(120)으로부터 블

럭(142)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액세스 카운트를 근거로 각 노드의 자식들을 순서화한다. 특히, 각 노드에 대해, 이들 

각 노드에 저장된 액세스 카운트를 근거로 자식들을 액세스 트리에서 순서화하는 데, 가장 높은 액세스 카운트를 가

지는 자식이 먼저 배치되고, 다른 자식들은 액세스 카운트의 내림차순으로 후속하여 배치한다. 따라서, 순서화의 제2 

단계는 보다 자주-순회하는 호출 또는 액세스 체인이 서로에 대해 가능한 근접하게 저장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부모 

노드에 보다 자주 근접하게 액세스되는 자식 노드를 조직화한다.

일단 각 노드의 자식들을 전술한 방식으로 조직화한 경우, 제어는 블럭(144, 146)으로 넘어가서, 선택사양적으로 런

타임동안 차후의 사용을 위해 클래스 파일에 최근-발생된 프로파일링 액세스를 저장한다. 그러나, 객체 액세스 프로

파일링이 런타임에 수행되는 경우, 클래스 파일에 객체를 순서화하거나 또는 클래스 파일내에 액세스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이들 환경에서는 블럭(144, 146)을 생략할 수 있다.

블럭(144)에서, 트리에서 고유한 액세스 정보를 사용하는 액세스 순서 트리에 따라서, 클래스 파일에서의 객체 참조

를 순서화하므로써, (즉, 시간적 근접성을 가진) 특정한 체인 또는 시퀀스에서 액세스되는 객체에 대한 참조를 서로 

근접하게 순서화하여 그룹을 형성하는 데, 이러한 그룹내의 객체(예를 들어, 동일 부모 객체에 종속되는 형제 객체(si

bling objects))에 대한 참조는 상대적인 액세스 빈도에 의해 순서화된다. 이러한 유형의 순서화는 현재 처리중인 노

드에 대해 남겨진 대부분의 미처리 자식으로서 클래스에 저장시킬 다음 노드를 순환적으로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통

해 트리를 순회하므로써 단순히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전술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관련된 객체에 대한 참조를 서로 보다 근접하게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클래

스 파일 자체를 조직화한다. 그 결과, 이러한 방식으로 최적화된 클래스 파일을 런타임동안 객체 힙으로 로딩시키면 

개선된 가베지 수집과 관련된 이득에 관계없이 객체 힙의 프롬 파티션내의 페이지 폴트 및/또는 캐시 미스를 감소시

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블럭(144)에서 일단 클래스에서 객체 참조를 순서화한 경우, 제어는 블럭(146)으로 넘어가서, 클래스 파일에 로드/저

장 카운트 테이블 및 액세스 순서 트리를 저장한다. 그후, 프로파일링은 완료되고, 루틴(100)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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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도 3의 컴파일러(42)에 의해 출력되는 전형적인 자바 클래스 파일(150)을 도시하는 데, 이는 도 4a 및 도 4b

의 루틴(100)에 의해 발생된 프로파일링된 액세스 정보를 포함한다. 클래스 파일(150)은 자바의 "이식성(portability)

" (JVM(자바 가상 머신)을 지원하는 플랫폼의 하부 구조에 관계없이 적합한 자바 가상 머신으로써 어떤 시스템상에서

도 실행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자바 클래스의 표준 외부 표현이다. "매직(MAgic)" 데이터 필드(152)는 

파일을 자바 클래스 파일로서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특정한 임의 비트열이다. 비트열은 파일을 자바 클래스 파일로서 

확인할 수 있도록 16진수값 OxCAFEBABE를 가져야 한다. 또한, "부 버전(minor version)" 및 "주 버전(major versi

on)"은 클래스 파일의 버전을 식별한다.

"상수 풀(Constant pool)" 데이터 필드(159)는 가변 길이의 엔트리 리스트를 정의하는 데, 상수 풀의 크기는 "상수 풀 

카운트" 데이터 필드(158)에 의해 식별된다. 각 엔트리는 클래스 파일의 어느 곳에 사용되는 상수 또는 외부 참조를 

나타낸다. 상수 풀의 사용으로 클래스 파일내의 다수의 요구를 서비스하기 위한 값의 단일 발생이 가능하다.

"액세스 플래그" 데이터 필드(160)는 클래스 파일에 의해 표현되는 클래스의 기본 특성의 일부를 정의하는 데, 다른 

클래스로부터 이 클래스를 참조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포함한다. "디스 클래스(this class)" 데이터 필드(162)는 디스 

클래스의 이름을 포함하는 엔트리의 상수 풀에 대한 인덱스이고, "수퍼클래스" 데이터 필드(164)는 디스 플래스의 수

퍼클래스의 이름을 포함하는 엔트리의 상수 풀에 대한 인덱스이다.

"인터페이스" 데이터 필드(167)는 디스 클래스가 구현되는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식별하는 상수 풀 인덱스 값의 리스

트를 정의하는 데, 크기는 "인터페이스 카운트" 데이터 필드(166)에 의해 식별된다.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성(multi

ple inheritance)"이 다른 객체지향 언어에 제공하는 동일한 기능의 일부를 성취하도록 자바에 사용된다.

"필드" 데이터 필드(169)는 디스 클래스의 필드를 기술하는 가변 길이의 엔트리 리스트를 정의하는 데, 크기는 "필드 

카운트" 데이터 필드(168)에 의해 식별된다. 필드의 이름, 제공되는 곳, 그들의 초기화 값은 상수 풀에 대한 인덱스로

서 나타난다.

"매쏘드" 데이터 필드(171)는 디스 클래스의 매쏘드를 기술하는 가변 길이의 엔트리 리스트를 정의하는 데, 크기는 "

매쏘드 카운트" 데이터 필드9170)에 의해 식별된다. 필드의 이름은 상수 풀에 대한 인덱스로서 표현된다. 각 매쏘드

에 대한 실제 해석가능한 코드(즉, 바이트코드 집합)가 그의 매쏘드 엔트리의 단부에 추가된다.

"속성(attribute)" 데이터 필드(173)는 클래스의 다른 특성에 대한 저장소를 정의하는 데, 크기는 "속성 카운트" 데이

터 필드(172)에 의해 식별된다.

클래스에 의해 참조되는 객체에 대한 참조는 필드 데이터 필드(169)에 저장되고, 참조가 도 4b의 블럭(144)에 관해 

전술한 방식으로 조직화되는 이 데이터 필드내에 있다. 클래스에 대한 프로파일링된 액세스 정보는 전형적으로 클래

스 파일의 속성 필드(173)내에 저장되고, 도 7의 테이블(75) 및 액세스 순서 트리(85)의 배치에 의해 표현된다.

도 8은 가베지 수집 논리부(70)(도 3)에 의해 실행되는 수집기 스레드(200)를 도시한다. 일반적으로, 블럭(202)에서 

수집기 스레드를 초기화하는 데, 이는 전형적으로 메모리에서 객체 힙의 할당을 포함한다. 다음 블럭(204)에서, 수집

기 스레드는 예를 들면, 타이머의 종료, 사용가능한 메모리가 사전결정된 임계치 아래로 감소등과 같은 트리거링 사

건(triggering events)을 기다리는 데, 이는 가베지 수집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

일단 트리거링 사건이 발생되면, 블럭(206)에서 수집 사이클을 초기화한다. 그후, 객체 힙의 프롬 파티션으로부터 투 

파티션으로 모든 도달가능한 객체들을 복사하기 위해 복사 루트 루틴(208)을 실행한다. 다음, 투 파티션으로 복사된 

객체가 본질적으로 프롬 파티션으로 "반환되도록(return)" 투 파티션과 프롬 파티션을 교체하기 위해 파티션 교체 루

틴(210)을 실행한다. 그 결과, 새로운 객체가 이전의 프롬 파티션으로 복사됨에 따라, 루틴(208)에서 투 파티션으로 

복사된 객체를 다음 가베지 수집 사이클에서 사실상 버릴 것이다.

도 9a 및 도 9b는 본 발명에 따르는 방식으로 관계기반의 객체 순서화를 구현시에 루트 복사 루틴(208)의 동작을 도

시한다. 도 9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루틴(208)은 블럭(212)에서, 프로파일링된 액세스 정보가 객체 힙을 이용하는 컴

퓨터 프로그램에서 각 클래스에 대해 사용가능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루프를 개시한다. 이러한 각 클래스에 대하여, 

제어는 블럭(212)으로 부터 블럭(214)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루틴(100)에서 클래스 파일이 전술한 바와 같이 발생된

프로파일링된 액세스 정보를 포함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포함하는 경우, 더이상의 클래스 처리가 발생되지

않고, 제어는 블럭(212)로 반환되어 부가적인 클래스를 처리한다.

그러나, 만약 사용가능한 이러한 액세스 정보가 없다면, 이 클래스에 대하여 객체 액세스 프로파일링 루틴(100)을 호

출하고, 후속적인 블럭(216)에서 상대적인 액세스 빈도를 근거로 클래스 객체 참조 필드를 재순서화한다. 그후, 제어

는 블럭(212)로 반환되어 부가적인 클래스를 처리한다.

일단 모든 클래스가 처리되면, 각 클래스에 대한 프로파일링된 액세스 정보를 가베지 수집기에 사용할 수 있다. 그후,

제어는 블럭(218)으로 넘어가서, 호출 스택에 현재 배치된 객체 참조를 처리하기 위한 루프를 개시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호출 스택은 전형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하나 또는 그이상의 매쏘드를 실행하는 동안 이용되는 객체에 대

한 참조를 포함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매쏘드를 호출할 때 마다, 이 매쏘드가 사용할 매개변수는 이러한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호출 스택상에 엔트리를 푸시(push)하므로써 이 매쏘드로 전달된다. 또한, 일단 호출된 매쏘드가 종료한다

면 프로그램이 재개시할 수 있도록, 호출 매쏘드에 대한 반환 정보가 엔트리에 추가된다. 호출된 매쏘드가 종료하거나

혹은 완료될 때 마다, 그의 엔트리는 호출 스택으로부터 팝(pop)되고, 정보는 호출 매쏘드로 반환된다. 호출 스택의 

사용 및 동작은 본 기술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블럭(218)은 특히, 현재 호출 스택상의 각 객체 참조를 호출 또는 클래스 체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객체를 포함하는 "

순서" 리스트와, 모든 다른 객체에 대한 "고아" 리스트("orphaned" list)의 두 리스트 중의 한 리스트로, 정렬하기 위한 

FOR 루프를 개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각 참조에 대해, 제어는 블럭(220)으로 넘어가서, 그 객체 참조에 대한 참조된 

객체가 그 클래스에 대한 액세스 순서 트리에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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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참조된 객체가 액세스 순서 트리에 있는 경우, 제어는 블럭(222)으로 넘어가서, 참조된 객체를 "순서" 리스트에 

추가시킨다. 만약 참조된 객체가 액세스 순서 트리에 없는 경우, 블럭(224)에서 참조된 객체를 "고아" 리스트에 추가

시킨다. 일단 모든 객체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면, 블럭(218)은 제어를 블럭(226, 228)으로 넘기고, 여기서, 각 리스

트에서의 객체들을 개별적으로 처리한다.

블럭(226)은 액세스 순서 트리에 의해 정의된 액세스 순서대로 "순서" 리스트의 각 객체에 의해 참조되는 객체를 투 

파티션으로 복사하는 식으로, "순서" 리스트의 객체를 처리한다. 또한, 이때, 전위 포인터(a forwarding pointer)를 프

롬 파티션의 각 원래 객체에 추가시켜, 투 파티션의 이 객체의 새로운 사본을 가리키게 한다. 결과적으로, 프롬 파티션

에서의 객체의 구 사본에 대한 참조는 단순히 전위 포인터를 따르므로써 객체의 새로운 사본을 위치시킬 수 있다.

"고아" 리스트에서의 객체에 대하여, 블럭(228)은 각 객체를 투 파티션으로 복사하고, 프롬 파티션에서의 객체의 원래

사본에 전위 포인터를 추가시킨다. "고아" 리스트에서의 객체가 액세스 순서 트린상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객

체의 특정한 조직을 사용하지 않는 다.

블럭(226, 228)이 완료시에, 호출 스택상의 객체 참조의 처리가 완료되고, 제어는 블럭 도9b의 블럭(230)으로 넘어

가서, 객체 힙에서 모든 정적 객체를 처리하기 위한 루프를 개시한다. 본 기술분야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정적 객체는 

전형적으로 전체적으로 액세스가능한 객체이다.

블럭(230)은 각 정적 객체를 처리하기 위한 루프를 시작한다. 이러한 각 객체에 대하여, 제어는 블럭(232)로 넘어가

서, 이 정적 객체에서 각 참조를 처리한다. 이러한 각 참조에 대하여, 제어는 블럭(234)로 넘어가서, 이 참조에 의해 

참조된 객체가 투 파티션으로 이미 복사되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이미 복사된 경우, 제어는 블럭(232)로 넘

어가서, 정적 객체에서 부가적인 참조를 처리한다. 그러나, 만약 참조된 객체가 투 파티션에 없는 경우, 제어는 블럭(2

36)으로 넘어가서, 참조된 객체를 투 파티션으로 복사하고, 투 파티션에서 새로운 사본을 가리키는 프롬 파티션에서

의 원래 사본에 전위 포인터를 추가시킨다. 그후, 제어는 블럭(232)로 반환되어 부가적인 참조를 처리한다.

일단 블럭(232)에서 현 정적 객체에서 모든 참조가 처리되면, 제어는 블럭(230)으로 넘어가서, 전술한 방식으로 부가

적인 정적 객체를 처리한다. 그후, 일단 모든 정적 객체가 처리되면, 블럭(230)은 제어를 블럭(238)으로 넘기고, 여기 

서, 투 파티션에서 도달가능한 객체에 의해 참조된 모든 객체가 투 파티션으로 복사된다.

특히, 블럭(238)은 객체에서 각 참조를 처리하기 위해 블럭(240)으로 제어를 넘기므로써 투 파티션에서의 각 객체를 

처리한다. 이러한 각 참조에 대해, 제어는 블럭(242)로 넘어가고, 여기서, 참조된 객체가 프롬 파티션에 있는 지의 여

부를 결정한다. 만약 없는 경우, 제어는 블럭(240)으로 반환되어, 현재 처리중인 객체에서의 부가적인 참조를 처리한

다. 그러나, 만약 참조된 객체가 여전히 프롬 파티션에 있는 경우, 제어는 블럭(244)으로 넘어가서, 참조된 객체가 현

재 전위 포인터를 가지는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참조된 객체가 전위 포인터를 가지지 않는 경우, 참조된 객체는 아직 투 파티션으로 복사되지 않았으므로, 블럭(

246)에서 참조된 객체를 투 파티션으로 복사하고 프롬 파티션에서의 원래 사본에 전위 포인터를 추가시킨다. 그후, 

제어는 블럭(240)으로 반환되어, 객체에서 부가적인 참조를 처리한다.

그러나, 만약 참조된 객체가 전위 포인터를 가지는 경우, 참조된 객체는 이미 투 파이션으로 복사되었으므로, 블럭(24

8)에서 현재 처리중인 객체에서의 참조를 전위 포인터에 저장된 값으로써 대체한다. 본래, 이 동작은 투 파티션에서 

객체의 새로운 사본을 가리키도록 참조를 갱신한다. 그후, 제어는 블럭(240)으로 반환되어 객체에서 부가적인 참조를

처리한다.

일단 현재 처리중인 객체에서 모든 참조가 처리되면, 블럭(240)은 제어를 블럭(238)으로 넘기고, 여기서, 투 파티션

에서의 부가적인 객체를 처리한다. 또한, 일단 투 파이션에서의 모든 이러한 객체가 복사되면, 가베지 수집 사이클의 

복사 단계가 완료되고, 루틴(200)은 종료된다.

도 10은 파티션 교체 루틴(210)을 보다 상세히 도시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루트 복사 루틴이 완료시에, 객체 힙에서

모든 도달가능한 객체가 투 파티션으로 복사되었다. 따라서, 루틴(210)은 먼저 블럭(250)에서, 프롬 파티션 및 투 파

티션에 대한 포인터를 교체하는 데, 수집기 스레드의 다음 사이클동안에 사용하기 위해 모든 도달가능한 객체를 새로

이 형성된 프롬 파티션으로 반환한다. (새로운 사본에대한 전위 포인터를 여전히 포함하는) 도달가능한 객체의 원래 

사본뿐만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모든 객체는 현재 새로운 투 파티션으로 할당된 공간에 남아있다. 원하는 경우에 새

로운 투 파이션을 클리어할 수 있는 반면에, 전형적으로 이 단계는, 수집기 스레드의 다음 사이클이 이 파티션에 여전

히 남아있는 임의 정보를 단순히 중복기록하므로 생략될 수 있다.

블럭(250)에서 일단 포인터가 교체되면, 제어는 블럭(252)으로 넘어가서, 전위 포인터를 사용하기 위해 모든 참조를 

갱신한다. 특히, 전위 포인터와 관련된 값을 저장하기 위해 전위 포인터를 가지는 객체를 가리키는 모든 참조를 갱신

하는 데, 본래 프롬 파티션으로 현재 할당된 공간에 새로운 사본을 가리키도록 참조를 갱신한다. 블럭(252)이 완료시

에, 객체 힙을 수집하고, 수집기 스레드의 현 사이클이 완료된다. 따라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는 블럭(204)

로 넘어가서 수집기 스레드의 다음 사이클을 위해 트리거링 사건을 기다린다.

예

전술한 특정한 실시예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래의 표 Ⅰ은 "Hashtable"로 명명된 클래스의 구성요소가 제공되

며, 다수의 "HashtableElement" 객체를 가지는 대표적인 자바 언어 매쏘드 "containKey"를 보여준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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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Ⅱ는 표 Ⅰ에 도시된 매쏘드의 컴파일동안 발생되는 대표적인 바이트코드를 보여준다:

[표 2]

전술한 객체 코드를 근거로, 도 4a 및 도 4b의 루틴(100)의 실행 및은 도 5의 테이블(75)과 같은 로드/저장 테이블을 

생성하는 데, 이 테이블에 도시된 데이터는 "table[]" 객체가 (바이트코드 오프셋 1, 14, 19에서) 3번 참조되고, "temp

Object" 객체는 (바이트코드 오프셋 28 및 51에서) 2번 참조되고, "this", "value", "next" 및 "key" 객체는 (제각기 바

이트코드 오프셋 0, 5, 39에서) 한번 참조되었음을 나타낸다. 유사하게, 루틴(100)은 도 6의 트리(85)와 같은 액세스 

순서 트리를 생성하는 데, 이 트리는 매쏘드에서 참조되는 각종 객체의 상대적인 액세스 순서를 가리킨다.

이제 도 12a 내지 도 12c를 참조하면, 객체가 할당되는 순서를 근거로, 프롬 파티션은 "Hashtable" 객체(306), "table

[]" 객체(308), 한 쌍의 "HashtableElement" 객체(310, 312) 및, "HashtableElement" 객체에 의해 참조되는 한 쌍의

객체(314, 316)를 가질 수 있다. 도 1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들 객체는 (318)로서 표시된 부가적인 객체가 산재해 

있는 프롬 파티션(302)내에 널리 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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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 12b를 참조하면, (도 9a의 블럭(218)에서 시작하는) 프롬 파티션(302)으로부터 투 파티션(304)로 객체를 복

사한 결과가 도시되어 있으므로, (기초적으로 표기된) 사본은 "Hashtanle" 객체(306), "table[]" 객체(308), "Hashtab

leElement" 객체(310, 312) 및, 객체(314, 316)으로 만들어 진다. 객체 사본은 투 파티션으로 함께 패킹되고, 사본 순

서는 폭 우선 순서화(breadth first ordering)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또한, 깊이 우선 순서화(depth first ordering)를

사용할 수 있다). 프롬 파티션에서 객체에 전위 포인터를 추가시키므로써, 투 파티션에서 사본에 대한 참조를 유지관

리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참조번호(318)로 표시된 고아 객체는 투 파티션으로 복사되지 않으므로, 파티션

이 교체될 때 버려진다.

이제 도 12c를 참조하면, 특히 루틴(208)의 블럭(238)로부터 시작하는 도 9b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객체내에

포함된 참조를 클리닝한다. 파티션의 교체시에, 그후, 투 파티션(304)는 다음 가베지 수집 사이클을 위해 프롬 파티션

이 된다.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본 발명에 부가적인 변경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첨부된 특

허청구의 범위에 따른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데이터 객체들간의 액세스 관계를 근거로 객체 힙에서 데이터 객체를 조직화하는 장치, 프로그램 제품 및 

방법을 제공하므로써 종래 기술과 관련된 상기 및 다른 문제들을 해결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서로 밀접하게 연속적

으로 액세스되는 데이터 객체는 서로 동일한 페이지내에, 가능하다면 동일한 캐시 라인내에 위치될 가능성이 보다 많

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객체를 액세스할 때, 다단계 메모리 구조(예를 들면, 특정한 구조를 위해 적절한 특정 캐시 메

모리 또는 가상 메모리 구조)내에서 메모리 교체의 빈도가 종종 감소되어, 결국, 시스템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응답하여 액세스되는 다수의 데이터 객체를 객체 힙(an object heap)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의 컴파일 및 로딩의 적어도 하나의 단계 동안 상기 다수의 데이터 객체 중의 제 1 데이터 객체

와 제 2 데이터 객체 사이에 액세스 관계가 존재하는 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 중의 적어도 하나가 액세스될 때 메모리 교체(memory swapping)가 요구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기 액세스 관계에 기반하여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동안 객체 힙 내에 상기 제 1 및 제 2 데

이터 객체를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의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 간에 액세스 관계가 존재하는 지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들

에 대한 액세스들간의 적당한 시간적 근접성(a likely temporal proximity)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

리의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 간에 액세스 관계가 존재하는 지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가

차례대로 액세스될 것 같은 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의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 간에 액세스 관계가 존재하는 지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에

대한 상대적인 액세스 빈도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의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 간에 액세스 관계가 존재하는 지를 결정하는 단계는, 프로파일링된 액세스 정보를 발

생하기 위해 적어도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분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의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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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파일링된 액세스 정보는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에 대한 액세스 순서를 나타내는 액세스 순서 트리를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의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파일링된 액세스 정보는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에 대한 액세스 카운트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

의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파일링된 액세스 정보를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의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파일링된 액세스 정보를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시키는 단계는,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가

능한 코드와 동일한 파일에 상기 프로파일링된 액세스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의 데이터 관

리 방법.

청구항 12.
컴퓨터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다수의 데이터 객체를 객체 힙(an object heap)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객체 힙 내의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 중의 적어도 하나가 액세스될 때 메모리 교체(memory swapping)가 요

구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기 데이터 객체 간의 액세스 관계에 기반하여 상기 객체 힙 내의 적어도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를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는 다수의 데이터 객체들중에 있으며,

상기 객체 힙 내의 적어도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를 그들간의 액세스 관계를 기반으로 배치하는 단계는, 데이

터 객체의 부집합을 상기 이 데이터 객체의 부집합에서의 각 데이터 객체들간의 액세스 관계를 기반으로 상기 객체 

힙에서의 객체 그룹으로 함께 그룹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의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객체의 부집합을 함께 그룹화하는 단계는, 상기 데이터 객체의 부집합에서의 상기 데이터 객체를 메모리

의 인접한 세그먼트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의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객체들의 상대적인 액세스 빈도에 적어도 일부분 기반하여 상기 객체 그룹내의 상기 데이터 객체들을 배

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의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객체가 액세스될 것같은 순서에 적어도 일부분 기반하여 상기 객체 그룹내의 상기 데이터 객체들을 배치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의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힙에 상기 다수의 데이터 객체를 저장하는 단계는, 각 데이터 객체를 위하여 상기 객체 힙에서의 공간을 할

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의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17.
컴퓨터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다수의 데이터 객체를 객체 힙(an object heap)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객체 힙 내의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 중의 적어도 하나가 액세스될 때 메모리 교체(memory swapping)가 요

구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기 데이터 객체 간의 액세스 관계에 기반하여 상기 객체 힙 내의 적어도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를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객체 힙 내에 상기 다수의 데이터 객체를 저장하는 단계는, 각각의 데이터 객체에 대해 객체 힙 내의 공간을 할

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객체 힙은 프롬 파티션(From partition) 및 투 파티션(To partition)으로 분할되고,

상기 객체 힙에 상기 다수의 데이터 객체를 저장하는 단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동안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를 상기 프롬 파티션에 동적으로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를 상기 객체 힙에 배치하는 단계는, 상기 액세스 관계에 기반하여 사전결정된 순서대

로 상기 프롬 파티션으로부터 상기 투 파티션으로 복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의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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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객체 힙에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를 배치하는 단계는, 가베지 수집기(a garbage collector)에 의해 이따

금 수행되고,

상기 방법은 상기 객체 힙에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를 배치한 후에 상기 프롬 파티션과 투 파티션을 교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의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객체는 자바 가상 머신에 의한 자바 클래스 파일의 실행에 응답하여 액세스되는 컴퓨터 메모리의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는 상기 자바 가상 머신에서 호출 스택상의 액세스 체인에서 차례대로 참조되고,

상기 객체 힙에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를 배치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가 차례대로 참조되

는 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응답하여 메모리의 인접한 세그먼트에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를 서로 옆에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의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는 클래스 파일에 정의된 제 3 데이터 객체에 의해 참조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들 간의 액세스 관계에 기반하여 상기 클래스 파일내에 상기 제 1 데이터 

객체에 대한 제 1 참조 및 상기 제 2 데이터 객체에 대한 제 2 참조를 배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의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22.
컴퓨터 메모리에서의 데이터 관리 방법으로서,

참조 데이터 객체에 의해 참조되는 다수의 참조된 데이터 객체의 각각에 대한 액세스의 상대적인 빈도를 결정하는 단

계와,

상기 상대적인 액세스 빈도에 기반하여 상기 다수의 참조된 데이터 객체를 객체 힙에 배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의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23.
메모리와,

상기 메모리에 상주하며, 다수의 데이터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 구성되는 객체 힙과,

상기 메모리에 상주하며, 상기 객체 힙 내의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 중의 적어도 하나가 액세스될 때 메모리 교체(

memory swapping)가 요구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기 데이터 객체 간의 액세스 관계에 기반하여 상기 객체 

힙 내의 적어도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를 배치하도록 구성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상기 프로그램은 또한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에 대한 상대적인 액세스 빈도를 결정함으로써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 간에 액세스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도록 구성되는

장치.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또한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에 대한 액세스들 간의 적당한 시간적 근접성을 추가로 결정함으

로써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들 간의 액세스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도록 구성되는 장치.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제 2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파일링된 액세스 정보를 발생하기 위해 적어도 상기 제 2 프로그램의 일

부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하도록 구성된 제 1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로그램은 또한 상기 제 2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가능한 코드와 동일한 파일에 상기 프로파일링된 정보를 

저장하도록 구성되는 장치.

청구항 28.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객체는 다수의 데이터 객체들중에 있으며,

상기 프로그램은 또한 데이터 객체의 부집합에서의 각 데이터 객체들간의 액세스 관계에 기반하여 상기 데이터 객체

의 부집합을 상기 객체 힙에서 메모리의 인접한 세그먼트로 함께 그룹화하도록 구성되는 장치.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또한 상기 객체 힙에서 데이터 객체가 액세스될 것 같은 순서 및, 상기 객체 힙에서 상기 데이터 객

체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상대적인 액세스 빈도에 적어도 일부분 기반하여 상기 객체 그룹내에 상기 데이터 객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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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도록 구성되는 장치.

청구항 30.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힙은 프롬 파티션 및 투 파티션으로 분할되고,

상기 프로그램은 액세스 관계에 기반하여 사전결정된 순서대로 상기 프롬 파티션으로부터 상기 투 파티션으로 데이

터 객체를 복사하도록 구성되는 장치.

청구항 31.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객체는 자바 가상 머신에 의한 자바 클래스 파일의 실행에 응답하여 액세스되는 장치.

청구항 32.
제 1 항, 제 3 항 내지 제 5 항, 제 7 항 내지 제 22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

함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33.
삭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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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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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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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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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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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b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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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a

도면12b

도면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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