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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는 복수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각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자원의 할당 및 해제를 관리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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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장치는 소정 자원이 할당된 어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를 생성하는 식별자 생성부와, 상기 자원과 상기 고유 식별자간의 연결을 체결 또는 해제하는 어플리케이션 관

리부와, 상기 연결이 체결된 경우 상기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상기 연결이 해제된 경우 상기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를 감소시키는 자원 관리부; 및 상기 카운터가 0인 경우 상기 자원의 해제를 수행하는 자원 해제부를 포함한

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 자원이 할당된 어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를 생성하는 식별자 생성부;

상기 자원과 상기 고유 식별자간의 연결을 체결 또는 해제하는 어플리케이션 관리부;

상기 연결이 체결된 경우 상기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상기 연결이 해제된 경우 상기 자원 사용에 대한 카

운터를 감소시키는 자원 관리부; 및

상기 카운터가 0인 경우 상기 자원의 해제를 수행하는 자원 해제부를 포함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은 메모리 자원, 파일 자원 및 네트워크 자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

을 관리하는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자 생성부는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스레드(Thread) 식별자를 이용하여 상기 고유 식별자를 생성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장치.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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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유 식별자와 상기 자원이 대응되어 작성된 테이블을 저장하는 저장부를 더 포함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

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의 작성 및 갱신을 수행하는 자원 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장

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 관리부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모든 자원에 대한 상기 카운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수행하는 컨테인먼

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 관리부는 상기 어플리케이션이 복수 개인 경우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자원에 대한 상기 카운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수행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 해제부는 상기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된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자원을 해제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

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장치.

청구항 10.

(a) 소정 자원이 할당된 어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를 생성하는 단계;

(b) 상기 자원과 상기 고유 식별자간의 연결을 체결 또는 해제하는 단계;

(c) 상기 연결이 체결된 경우 상기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상기 연결이 해제된 경우 상기 자원 사용에 대

한 카운터를 감소시키는 단계; 및

(d) 상기 카운터가 0인 경우 상기 자원의 해제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

하는 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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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은 메모리 자원, 파일 자원 및 네트워크 자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

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스레드(Thread) 식별자를 이용하여 상기 고유 식별자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고유 식별자와 상기 자원이 대응되어 작성된 테이블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

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의 작성 및 갱신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모든 자원에 대한 상기 카운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어플리케이션이 복수 개인 경우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자원에 대한 상기 카운터의 증가 또

는 감소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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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상기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된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자원을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컨테인

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라이프 사이

클을 가지는 복수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각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자원의 할당

및 해제를 관리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자바(Java)는 작성된 코드를 플랫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여기서, 플랫폼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하드웨어 또는 운영체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환경을 말한다. 자바로 작성된 코드는 자바 컴파일러(Java

Compiler)에 의해 자바 바이트 코드(Java Byte Code)로 컴파일 되고, 자바 바이트 코드는 다양한 하드웨어 기반 플랫폼

에 포팅된 자바 가상 머신(Java Virtual Machine)에 의해 실행된다.

도 1은 종래의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의 구조를 나타낸 블록도로서,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Containment Framework)

(10)는 어플리케이션 관리자(Application Manager)(11),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12a, 12b, 12c, 미들웨어

(Middleware)(13), 자바 가상 머신(Java Virtual Machine)(14) 및 운영 체계(Operating System)(15)를 포함하여 구성된

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은 자바 어플리케이션(12a, 12b) 및 네이티브(Native) 어플리케이션(12c)을 포함한다.

어플리케이션 관리자(11)는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전환시킴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관리한

다. 예를 들면, OCAP(Open Cable Application Platform), ACAP(Advanced open Cable Application Platform) 등의 미

들웨어(13)를 통하여 어플리케이션 관리자(11)는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을 관리한다.

자바 가상 머신(14)은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클래스를 메모리에 탑재하고 클래스의 수행 코드를 운영 체계(15)의 명령

코드로 전환하며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자원을 관리한다.

자원 관리를 위하여 자바 가상 머신(14)은 가비지 컬렉터를 구비하는데, 가비지 컬렉터는 가비지 객체(자원을 사용하지 않

는 객체)를 찾아내고, 가비지 객체가 사용한 힙 자원을 운영 체계에 반환함으로써 해당 힙 자원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의

하여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자바 플랫폼에서 자원 관리는 가비지 컬렉터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서, 가비지 컬렉터는 객체(Object)가 참

조(reference)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객체의 자원 할당 또는 자원 해제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컨테인먼트 프레임

워크와 같이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는 프레임워크에서 복수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상에서 자원

해제를 위한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된 상태에서도 가비지 컬렉터는 객체가 실제로 유효

(alive)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자원 해제를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에 따른 가비지 컬렉터에 의한 자원 해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특정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기반

으로 하는 자원 관리 방법을 제시하며, 일반적인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에서 어플리케이션 종료 시에 수행되는 자원 관리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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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6,738,875호는 가비지 컬렉션(Garbage Collection)과 같은 API call 발생 시 어느 가상 어드레스가 수정되었는

지 체크하여 가비지 컬렉션과 별도로 메모리를 관리하는 메모리 매니저를 구비한 가비지 컬렉션에서의 효율적인 Write-

Watch 메커니즘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메모리 자원과 같은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상에서의 자원 해제에 대한 방법만을 개시하며, 라이프 사이클을 갖

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에서의 자원 해제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복수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동작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종료되는 어플리케

이션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의 등장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는 복수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각 어플리케이션

을 위한 자원의 할당 및 해제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전체 프레임워크에서의 자원을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목적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장치는 소정 자

원이 할당된 어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를 생성하는 식별자 생성부와, 상기 자원과 상기 고유 식별자간의 연결을 체결 또

는 해제하는 어플리케이션 관리부와, 상기 연결이 체결된 경우 상기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상기 연결이

해제된 경우 상기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를 감소시키는 자원 관리부 및 상기 카운터가 0인 경우 상기 자원의 해제를 수

행하는 자원 해제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은 (a) 소정 자원이 할당된 어플리케이션

의 고유 식별자를 생성하는 단계와, (b) 상기 자원과 상기 고유 식별자간의 연결을 체결 또는 해제하는 단계와, (c) 상기 연

결이 체결된 경우 상기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상기 연결이 해제된 경우 상기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를

감소시키는 단계 및 (d) 상기 카운터가 0인 경우 상기 자원의 해제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

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어플리케이션에 의하여 자원이 사용되는 것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Containment Framework)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장치(이하, 자원 관리 장치라 한다)는 적어

도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211, 212)을 이용하여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211, 212)은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갖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의 자바 어플리케이션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엑스렛(Xlet),

미들렛(Middlelet) 또는 애플렛(Applet)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211, 212)에 의하여 사용되는 자원은 메모리 자원(251), 파일 자원(252) 및 네트워크 자원(253)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도 2는 제 1 어플리케이션(211)이 2개의 메모리 자원(251) 및 1개의 네트워크 자원(253)을 사용하고, 제 2 어플리케이션

(212)이 1개의 메모리 자원(251), 2개의 파일 자원(252) 및 1개의 네트워크 자원(253)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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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각각의 어플리케이션(211, 212)은 서로 다른 복수 개의 자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자원을 복수 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의하여 사용 중인 자원을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도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수시로 발생하고 소멸할 수 있는데,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의하여 점유된 자원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소

멸에 따라 해제되지 않으면 이후에 발생된 어플리케이션은 그 자원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의 자원

관리 장치는 각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자원에 대한 사용 및 해제 여부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여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소멸

되는 경우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모든 자원을 해제한다. 즉, 어플리케이션과 자원간의 연결 관계를 끊음으로써, 이

후에 발생된 어플리케이션으로 하여금 해당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원 관리 장치가 자바 환경에

서 동작하는 경우 자원 관리 장치는 수정된 자바 가상 머신을 이용하여 가비지 컬렉터를 강제 수행함으로써 서로 다른 자

바 객체를 회수하여 자원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 2에서 제 1 어플리케이션(211)이 종료되는 경우에 제 1 어플리케이션(211)과 제 1 어플리케이션(211)에 의

하여 할당된 2개의 메모리 자원(251) 및 1개의 네트워크 자원(253)간의 연결 관계를 끊고, 자원의 사용 권한을 운영 체계

로 반환함으로써 자원 관리 장치는 제 1 어플리케이션(211)에 할당된 자원의 해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특정 자원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의하여 해당 자원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자원

관리 장치에 의한 자원 해제는 수행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테인먼크 프레임워크의 구조를 나타낸 블록도로서,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300)는 어

플리케이션 관리자(311), 어플리케이션(312a, 312b, 312c), 미들웨어(320), 자원 관리 인터페이스(330), 자바 가상 머신

(340) 및 운영 체계(35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은 자바 어플리케이션(312a, 312b) 및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312c)을 포함한다.

어플리케이션 관리자(311)는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전환시킴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한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관리자(311)는 OCAP(Open Cable Application Platform), ACAP(Advanced open Cable Application

Platform) 등의 미들웨어(320)를 통하여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을 관리할 수 있다.

자바 가상 머신(340)은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클래스를 메모리에 탑재하고 클래스의 수행 코드를 운영 체계(350)의 명령

코드로 전환하며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자원을 관리한다.

이 때, 자원 관리 인터페이스(330)가 수정된 자바 가상 머신(340)을 이용하여 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 즉,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300)상에서의 자원 할당 및 해제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는 경우 어

플리케이션에 할당된 자원을 강제로 해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원 관리 인터페이스(330)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도 4를

통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장치를 나타낸 블록도로서, 자원 관리

장치(400)는 어플리케이션 관리부(410), 식별자 생성부(420), 저장부(430), 자원 제어부(440), 자원 관리부(450) 및 자원

해제부(46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식별자 생성부(420)는 소정 자원이 할당된 어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이하,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라 한다)를 생성한다.

여기서, 자원은 메모리 자원, 파일 자원 및 네트워크 자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즉, 어플리케이션은 메모리 자

원, 파일 자원 및 네트워크 자원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각각의 자원을 복수 개 이용할 수도 있다. 여기

서, 어플리케이션은 엑스렛, 미들렛 또는 애플렛과 같이 소정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의

자바 어플리케이션일 수 있다.

그리고, 식별자 생성부(420)는 어플리케이션의 스레드(Thread) 식별자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를 생성할 수 있

으며, 어플리케이션의 등록 순서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를 생성할 수도 있다.

어플리케이션 관리부(410)는 자원과 어플리케이션 식별자간의 연결을 관리한다. 즉, 어플리케이션에 의하여 특정 자원이

사용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와 자원간의 연결을 체결(bind)하고, 특정 자원의 사용이 완료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

식별자와 자원간의 연결을 해제(unbind)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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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플리케이션 관리부(410)는 어플리케이션의 초기화 및 상태 전환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초기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메모리에 탑재(load)하고, 탑재된 어플리케이션이 일시 정지(pause)되면 이를 실행(start)시키며, 실행된 어플리케이션을

소멸(destroy)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관리자는 실행된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일시 정지 상태로 전환할 수

도 있다.

자원 관리부(450)는 어플리케이션 관리부(410)에 의한 연결이 체결된 경우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연결

이 해제된 경우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원 관리 장치(400)에 의하여 사

용되는 자원은 메모리 자원, 파일 자원 및 네트워크 자원을 포함하는데 이에 따라, 자원 관리부(450)는 메모리 자원 관리

부, 파일 자원 관리부 및 네트워크 자원 관리부를 포함할 수 있다. 즉, 자원 관리부(450)는 어플리케이션별 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자원의 종류에 따른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원 관리부(450)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모든 자원에 대한 카운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1개의 메모리 자원과 3개의 파일 자원이 할당되어 있는 경우 자원 관리부(450)는 자원의 종류

와 무관하게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4개의 자원에 대한 카운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자원 관리 장치(400)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은 복수 개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자원 관리부(450)는 어플리케이

션이 복수 개인 경우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자원에 대한 카운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제 1 어

플리케이션 및 제 2 어플리케이션이 어플리케이션 관리부(410)에 의하여 메모리에 탑재되고 실행되는 경우, 자원 관리부

(450)는 제 1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자원에 대한 카운터와 제 2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자원에 대한 카운터를 별도로 관

리하는 것이다.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자원의 사용 및 사용 해제는 실시간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자원 관리부(450)는 실시간으

로 자원에 대한 카운터를 관리할 수 있다.

저장부(430)는 어플리케이션 식별자와 자원이 대응되어 작성된 테이블(이하, 자원 테이블이라 한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자원 테이블에 포함된 내용은 자원의 사용 및 사용 해제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

저장부(430)는 하드 디스크, 플래시 메모리, CF 카드(Compact Flash Card), SD 카드(Secure Digital Card), SM 카드

(Smart Media Card), MMC 카드(Multimedia Card) 또는 메모리 스틱(Memory Stick) 등 정보의 입출력이 가능한 모듈로

서 자원 관리 장치(400)의 내부에 구비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별도의 장치에 구비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자원 제어부(440)는 자원 테이블의 작성 및 갱신을 수행한다. 즉, 어플리케이션 관리부(410)에 의하여 어플리케이션이 초

기화되면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자원을 확인하여 어플리케이션 식별자와 함께 할당된 자원의 종류를 자원 테이블에 포함

시키는 것이다.

또한, 자원 제어부(440)는 식별자 생성부(420), 어플리케이션 관리부(410), 저장부(430), 자원 관리부(450), 자원 해제부

(460) 및 자원 관리 장치(400)의 전반적인 제어를 수행한다.

자원 해제부(460)는 자원 관리부(450)에 의하여 관리된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가 0인 경우 해당 자원의 해제를 수행한

다. 즉,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자원의 점유를 해제시키는 것으로서, 자바 환경에서 가비지 컬렉터(Garbage Collector)가 자

원 해제부(460)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자원 테이블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파일 자원에 대한 테이블을 나타낸다. 자원 테이블

(500)은 어플리케이션 식별자와 자원이 대응되어 작성된 테이블로서, 어플리케이션 식별자 필드(510), 자원 식별자 필드

(520) 및 자원 사용 여부 필드(53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어플리케이션 식별자 필드(510)에는 어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가 포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는

어플리케이션의 스레드 식별자가 이용되어 생성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의 등록 순서가 이용되어 생성될 수도 있다.

자원 식별자 필드(520)에는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자원의 종류를 나타내는 고유 식별자(자원 식별자)가 포함된다. 자원

에는 메모리 자원, 파일 자원 및 네트워크 자원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외에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되어 사용될 수 있는 자

원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메모리 자원 테이블, 파일 자원 테이블 및 네트워크 자원 테이블이 별도로 구비될 수 있

으며, 각 자원에 대한 통합 테이블이 구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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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식별자에 복수 개의 자원이 대응될 수 있으며, 동일한 자원에 대하여도 그 일련 번호를 달리하여 대

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 1 파일 자원 및 제 2 파일 자원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식별자에 대응될 수 있는 것이다.

자원 사용 여부 필드(530)에는 해당 자원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가 포함된다. 다시 말해, 어

플리케이션이 해당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1의 값이 플래그에 삽입되고, 어플리케이션이 해당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0의 값이 플래그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이다.

자원 테이블(500)은 자원 제어부(440)에 의하여 생성되고 갱신되는데, 자원 제어부(440)는 어플리케이션 관리부(410)로

부터 수신한 자원과 어플리케이션 식별자간의 연결 관계를 이용하여 자원 테이블(500)을 갱신하고, 자원 관리부(450)로

하여금 해당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를 갱신하도록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이 사용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자원 관리 장치(400)의 어플리케이션 관리부(410)는 우선 어플

리케이션의 초기화를 수행한다(S610). 즉,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되는 자원의 종류 및 그 크기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자원

관리 장치(400)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 복수 개인 경우 어플리케이션 관리부(410)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초기화를 수행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초기화가 수행됨에 따라 식별자 생성부(420)는 소정 자원이 할당된 어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어플리케

이션 식별자)를 생성한다(S620). 여기서, 자원은 메모리 자원, 파일 자원 및 네트워크 자원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또

한, 자원 관리 장치(400)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은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식별자 생성부(420)는 어플리케이션의 스레드 식별자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를 생성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의 등록 순서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식별자를 생성할 수도 있다. 어플리케이션 식별자가 생성됨에 따라 자원 제어부

(440)는 생성된 어플리케이션 식별자와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자원을 대응시켜 저장부(430)에 저장한다. 즉, 자원

테이블(500)을 갱신하는 것이다(S630).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관리부(410)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상태 전환을 수행한다. 즉, 초기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메모리에

탑재하고, 일시 정지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으로서 이 때, 어플리케이션과 할당된 자원간의 연결을 체결한다

(S640).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결과는 자원 제어부(440)로 전달되고, 자원 제어부(440)는 자원 테이블(500)에서 해당 자원

에 대한 사용 여부 플래그를 1로 설정하고, 그 결과를 자원 관리부(450)로 전달한다.

이에 따라, 자원 관리부(450)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를 증가시킨다(S650). 예를 들어, 해당 자원

이 파일 자원인 경우 자원 관리부(450)의 파일 자원 관리부(미도시)가 파일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해당

자원이 네트워크 자원인 경우 자원 관리부(450)의 네트워크 자원 관리부(미도시)가 네트워크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의 증가는 어플리케이션 관리부(410)에 의한 어플리케이션의 상태가 실행 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수행되며, 복수 개의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가 동시에 증가될 수도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이 해제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해제하기 위하여 자원 관리 장치(400)의 어플리케이션 관리부(410)는 어플리케

이션과 자원간의 연결을 해제한다(S710). 연결 해제 결과는 자원 제어부(440)로 전달되고, 자원 제어부(440)는 저장부

(430)에 저장된 자원 테이블(500)에서 해당 자원의 사용 여부 플래그를 0으로 설정하고, 그 결과를 자원 관리부(450)로

전달한다.

이에 따라, 자원 관리부(450)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를 감소시킨다(S720). 예를 들어, 해당 자원

이 파일 자원인 경우 자원 관리부(450)의 파일 관리 자원부(미도시)가 파일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를 감소시키고, 해당

자원이 네트워크 자원인 경우 자원 관리부(450)의 네트워크 자원 관리부(미도시)가 네트워크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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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로그램 코드 또는 사용자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종료 명령이 입력될 수 있는데(S730), 어플리케이션 종료 명령이

입력됨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관리부(410)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소멸 상태로 전환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할

당된 모든 자원의 연결을 해제한다(S740). 연결 해제 결과는 자원 제어부(440)로 전달되는데, 자원 제어부(440)는 자원

테이블(500)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모든 자원의 사용 여부 플래그를 0으로 설정하고 그 결과를 자원 관리부

(450)로 전달한다.

이에 따라, 자원 관리부(450)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모든 자원 사용에 대한 카운터를 감소시킨다(S750). 카운터

감소 결과는 다시 자원 제어부(440)로 전달되는데, 자원 제어부(440)는 카운터가 0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여(S760), 만일

카운터가 0이 되었으면 자원 해제부(460)로 자원 해제 제어 코드를 전달한다.

자원 해제 제어 코드를 전달받은 자원 해제부(460)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모든 자원을 해제한다(S770). 자바 환

경인 경우 가비지 컬렉터가 자원 해제부(460)의 역할을 수행하여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모든 자원을 강제로 해제할 수

있다.

도 4의 블록도의 각 블록과 도 6 내지 도 7의 흐름도의 각 단계의 조합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은 범용 컴퓨터, 특수용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에 탑재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

의 프로세서를 통해 수행되는 그 인스트럭션들이 블록도의 각 블록 또는 흐름도의 각 단계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수단을 생성하게 된다. 이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은 특정 방식으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

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를 지향할 수 있는 컴퓨터 이용 가능 또는 컴퓨터 판독 가능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도 가

능하므로, 그 컴퓨터 이용가능 또는 컴퓨터 판독 가능 메모리에 저장된 인스트럭션들은 블록도의 각 블록 또는 흐름도 각

단계에서 설명된 기능을 수행하는 인스트럭션 수단을 내포하는 제조 품목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그램 인

스트럭션들은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 상에 탑재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 상에서 일련의 동작 단계들이 수행되어 컴퓨터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를 수행하는 인스트럭션들은 블록도의 각 블록 및 흐름도의 각 단

계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들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각 블록 또는 각 단계는 특정된 논리적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실행 가능한 인스트럭션들을 포함하는

모듈, 세그먼트 또는 코드의 일부를 나타낼 수 있다. 또, 몇 가지 대체 실행예들에서는 블록들 또는 단계들에서 언급된 기

능들이 순서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것도 가능함을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잇달아 도시되어 있는 두 개의 블록들 또는 단계

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그 블록들 또는 단계들이 때때로 해당하는 기능에 따라 역순으

로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장치 및 방법에 따르면 라이프 사이클을 가

지는 복수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각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자원의 할당 및 해제

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전체 프레임워크에서의 자원을 관리함으로써 자원의 불필요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의 구조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어플리케이션에 의하여 자원이 사용되는 것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테인먼크 프레임워크의 구조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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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장치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자원 테이블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이 사용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테인먼트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자원이 해제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관한 부호의 설명>

410 : 어플리케이션 관리부 420 : 식별자 생성부

430 : 저장부 440 : 자원 제어부

450 : 자원 관리부 460 : 자원 해제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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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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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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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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