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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연산 장치의 리소스를 관리하여 연산 장치를 운영하는 경합 클라이언트 간의 리소스 할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의 계층구조가 구성되어 리소스 제공자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에게 할당된 리소스의 집합적인 사

용 상의 제한을 인코딩한다. 리소스 관리자는 요청을 확인하고 조정하여 계층구조를 포함하는 예산에 따라 리소스 제공자

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에게 리소스를 할당한다. 리소스 관리자는 클라이언트에게 리소스의 이용도와 부족을

통지하여 계층구조의 예산에 인코딩된 제한에 대한 적합성을 증진시킨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리소스, 리소스 관리, 연산 장치, 운영 체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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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예시적인 리소스 관리 시스템과, 본 발명에 따라 리소스가 관리될 수 있는 하나의 적절한 운영 환경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해 도 1에 도시된 예산의 특정 구성요소의 배열을 더 상세히 나타낸 블록도.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형성된 예시적인 예산 계층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해 도 1에 도시된 예산의 특정 구성요소의 배열을 더 상세히 나타낸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해 도 1에 도시된 리소스 통지 서비스의 특정 구성요소의 배열을 더 상세히

나타낸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해 도 1에 도시된 리소스 조정자의 특정 구성요소의 배열을 더 상세히 나타

낸 블록도.

도 7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해 도 1에 도시된 정책 모듈의 특정 구성요소의 배열을 더 상세히 나타낸 블

록도.

도 8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리소스를 할당하기 위하여 도 1에 도시된 리소스 관리 시스템의 특정 구성요소와

리소스 제공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더 상세히 나타낸 블록도.

도 9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자원 관리를 위해 수행되는 논리를 도시한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형성된 예시 자원 관리자 예산 인터페이스를 개관하는 블록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연산 장치(computing device)에서의 리소스(resource)에 관련되어 있고, 더 자세히는 연산 장치

에서의 리소스 관리에 관련되어 있다.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는, 애플리케이션 간의 간섭을 제한하고, 리소스 할당에 우선순위를 선정하거나 그렇지 않다

면 리소스 할당을 제어하는 정책을 구현하고, 일반적으로 많은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작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리소스 관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리소스 관리 방법은 주로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이다. 디지털 VAX/VMS, BSD/UNIX 및 윈도

우즈(Windows) NT 운영 체제에 사용되는 것들과 같은 카운터에 기초한(counter-based) 리소스 관리 방법은, 하나 이상

의 프로세스(process)에 의한 리소스 사용의 절대적인 계수를 유지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카운터는 커널 메

모리(kernel memory) 사용, 중앙 처리 장치(Central Processor Unit, CPU) 사용, 입력/출력(Input/Output, I/O) 데이터

이동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카운터에 기초한 리소스 관리 방법의 문제점 중 하나는, 한계가 무엇인지, 한계에 도달하거나 한계를 넘어선 결과가 무엇

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대개,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한계는 단순하게 상승한다.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 있어서, 어떤 리소스

의 사용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보통 작업 객체(job object), 커널 할당(kernel quota), 중앙 처리 장치 친화(CPU

affinity), 및 다양하고 특별한 리소스 특유의 한계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메모리 관리자가 커

널의 가상 주소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기초하여 커널 가상 주소 공간 사용의 상한을 정하면, 리소스 사용 또한 기능

라인(functional line)을 따라 상한이 정해지게 된다. 또 다른 예는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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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에 의한 커널 풀(kernel pool)의 사용이 최근 전송된 패킷(packet)의 유형에 기초하여 동적으로 상한이 정해지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음성 데이터를 나타내는 패킷은 음성 전송의 품질 보증을 위하여 음성 데이터를 나타내지 않는 패킷

보다 커널 풀의 사용 상한이 더 높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는, 예컨대 CPU 리소스의 스케줄링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듯이, 리소스 경쟁을 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리소스 관리 방법은 리소스를 위해 경쟁하는 프로세스들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기초한다. 또한, 예컨대 메모

리에서 물리적인 페이지를 잠그기 위하여 프로세스가 특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통하여 현재 행해지고 있듯이, 리소스 관

리 방법은 특권, 즉 프로세스들로 하여금 리소스 할당을 가져오는 특정 연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권을 가지도록 요청하는

것을 근거로 할 수 있다.

기존의 리소스 관리 방법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리소스가 시스템 전체에 걸쳐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착순에 기

초하여 리소스를 관리하는 것은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리소스가 다른 애플리케이

션, 다른 사용자, 또는 네트워크-비져블(network-visible) 서비스에 의한 한정되지 않은 소비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

이다. 기존 메커니즘에 의존하게 되면, 종종 애플리케이션이 실행하는데 필요한 리소스를 획득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환경이 발생하는데, 이는 잘못되고 이기적인 악성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미 리소스를 가지고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이

러한 문제는 거대 단말(terminal) 서비스 장치에서 특히 심각하다.

우선순위에 기초한 리소스 관리 방법은 경쟁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애플리케이션들은 독립적으로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자신의 우선순위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리소스를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대개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의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CPU 리소스의 경우에 있어서, 이는 종종 애플리케이션

이 현재 다른 곳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액세스를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우선순위를 거짓으로 상승시키게 한다. 그 결

과 종국적으로 우선순위 방법이 이루고자 했던 공정(fairness) 수단은 헛되게 되어, 애플리케이션들이 부풀려진 우선순위

수준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리소스 경쟁에 제한이 없다면, 특정 애플리케이션에게 미리 정의된 서비스의 수준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관리자나

서비스 제공자는 보통 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리소스의 최소량이나 최대량을 특정할 수 없다. 이는 서버 통합 시나리오에

서 문제를 일으키고, 관리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예를 들면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의하여 CPU 사용을 관리하도록 동적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통합을 지원하도록 강제한다.

일부 시스템은 리소스 보증(resource guarantee)의 사용을 통하여 리소스 관리에 내재된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시도해왔

다. 단지 한계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대신에, 애플리케이션은 먼저 내재적으로 할당된 리소스에 대해 계약할 수 있다. 보

증은 리소스를 요청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 사이에 간접(indirection) 층을 더하여 리소스에 대한 순간적인

경쟁을 제거한다. 선착순 방법으로 명백하게 리소스를 확보해 놓음으로써, 클라이언트는 기타 남아 있는 보증에 관계없이,

장래의 리소스 사용(예를 들면, 보증된 I/O 지연)에 관한 계약을 얻게 된다. 대역폭은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의 구현을

위하여 리소스 보증이 특히 중요한 한 예이다. 그러나 보증 자체가 리소스이고 보증의 할당이 실패할 수도 있다.

개인용 컴퓨터가 거실로 이동하여 많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리소스 관리는 더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리소스

사용시 충돌을 관리할 때 중요하다. 또한, 서버 컴퓨터는 더 예측 가능한 운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더 효율적인 리소스

관리를 요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전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은 본 발명의 사상에 의하여 극복되며, 본 발명은 연산 장치에서 리소스 관리를 위한 방법, 시스

템,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구조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연산 장치를 운영하는 경합 프로세스나 쓰레드

(thread) 간의 리소스의 할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연산 장치의 리소스 관리를 위한 방법,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구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하나의 형태에 따르면, 예산(budget)이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위한 리소스 요청과 제한을 인코딩한다. 클라

이언트를 위한 실행하는 많은 프로세스, 쓰레드, 또는 그들의 조합이 단일 예산에 관련될 수 있다. 특정 프로세스 또는 쓰

레드 또한 다수의 예산에 관련될 수 있으나, 시간상의 어떠한 순간에는 단 하나의 예산에 영향을 받는다. 상기 프로세스와

쓰레드는 다른 고려사항들 가운데 특히 활성(active) 예산에서 인코딩된 요구와 제한에 기초하여 리소스를 위해 경합한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 따르면, 특정 프로세스나 쓰레드를 위한 활성 예산은, 클라이언트 - 이를 위하여 프로세스나 쓰레

드가 실행됨 - 에 적어도 일부 의존하여, 수명 동안에 다수회 변화할 수 있다. 현재 실행하는 쓰레드 세트 상의 하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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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서비스 프로세스의 경우, 클라이언트 - 상기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프로세스나 쓰레

드가 현재 실행됨 - 는 리소스-클라이언트 아이덴티티 가장(resource-client identity impersonation)을 사용하여 결정

될 수 있다. 리소스-클라이언트 아이덴티티 가장은, 클라이언트의 리소스-아이덴티티를 클라이언트의 활성 예산에 위치

시키고 일시적으로 첨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일시적으로 프로세스나 쓰레드를 클라이언트와 연관시킨다. 전형적으로,

이는 현 클라이언트 쓰레드를 위한 활성 예산을 검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 따르면, 예산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클라이언트(들)를 위해 지원되는 3개의 양 - 한계(limit) "L", 예

약(reservation) "R", 커밋(commit) "C" - 중 1개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예산과 관련된 클라이언트(또는 클라이언트들)를

위한 리소스 요구와 제한을 인코딩한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 따르면, 예약 한계 "L"은, 예산과 관련된 클라이언트(들)가 지원되는 리소스의 제공자, 즉 리소스 제

공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리소스량의 최대값을 나타낸다. 한계는 엄격할 수도 있고 유연할 수도 있는데, 한계치

(threshold)에 도달하였을 때 적절한 동작을 명령하는 차이이다. 한계가 엄격한 경우에, 한계는 절대적인 최대값이고, 리

소스 할당 요청 실패나 속도-제어 사용과 같은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 그러나, 한계가 유연하면, 한

계는 클라이언트의 리소스 할당 요청을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지 관련 리소스 제공자에 대한 권고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다. 전형적으로, 리소스 제공자는 리소스 사용 수준에 기초하여 유연한 리소스 할당을 제공하여야 하는

지, 및 최소 성능 오버헤드에 필요한 경우 할당이 교정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 따르면, 예산 예약 "R"은 리소스의 사전할당을 의미하는데, 이는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예약 "R" 만

큼의 리소스를 할당하라는 장래의 요구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증하며, 여기에서 보증(guarantee)으로 불린다. 예산

예약 "R"은 예산 한계 "L"에 의하여, 한계가 엄격한지 유연한지에 의하여 제한된다. 또한, 예산 예약 "R"은, 각 할당이 예산

예약으로부터 한 부분을 얻는 복수의 할당을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리소스를 의미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 따르면, 예산 커밋 "C"는 리소스 제공자가 예산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들)에게 이미 할당한 리소

스의 양을 의미한다. 예약 값과 마찬가지로, 예산 커밋 "C"는 예산 한계 "L"에 의하여, 그 한계가 엄격한지 유연한지에 의하

여 제한된다. 또한 예산 커밋 "C"는 예약 값 "R"을 초과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에 따르면, 예산 계층구조(budget hierarchy)가 각각의 예산에서 인코딩된 리소스의 요구 및 제한

과 연결된다. 예산 계층구조 내의 예산은 n-ary 트리 포맷으로 구성되는데, 각 예산 객체는 최대 1개의 부모(parent)와 무

한개의 자식들(children)을 포함한다. 그러한 것으로서, 예산 계층구조는 부모가 없는 단일 루트(root) 예산을 포함하도록

고려될 수 있다. 예산 계층구조에서 자식 예산과 관련된 클라이언트도 루트 예산을 포함하는 부모 예산의 리소스 한계 "L"

에 종속된다. 부모 예산은, 자식 예산이 명시적으로 생성되면 디폴트 활성 예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에 부과된

한계는 자식과 부모 예산에서 유지되는 한계보다 더 제한적이며, 본 명세서에서는 효율적인 리소스 한계로 불린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에 따르면, 예산 계층구조는 외부적이거나 또는 내부적일 수 있다. 외부 예산 계층구조는 정책 고려

사항에 기초하여 사용 전에 명시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내부 예산 계층구조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위해 실행하는 쓰레

드와 프로세스에 의한 자기 관리(self-manage) 리소스 소비를 시도하는 것에 의하여 동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클라이언

트는, 예컨대 현 예산에서 인코딩된 것과 다른 정책에 애플리케이션을 맡기는 충분한 특권이 있다면, 현 활성 예산이 일부

분을 이루고 있는 예산 계층구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허락될 수 있다. 새로운 프로세스에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제한

할 필요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잠재적으로 악성이거나 위험한 동작을 제한하기 위하여 자식 예산을 생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에 따르면, 클라이언트가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방식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에 부과된 리소스 제

한을 동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한계가 예산이나 기타 장소에 인코딩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리소스 사용은

연산의 종류 등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부가적인 한계를 사용 형태에 따라 정의하고, 활성 플레이

버(active flavor)를 지시함으로써 리소스의 현 사용을 전달한다. 활성 플레이버는 리소스의 다양한 사용을 나타내는 복수

의 플레이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클라이언트는 관련된 예산에 의하여 부과된 제한 내에서, 사용 형태에 기초

하여 리소스의 사용을 분할(partition)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활성 플레이버는, 예컨대 리소스 할당 API에 파라미터로 그

것을 전달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또는 활성 플레이버를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사용자 모드(user-mode) 및/또는 커널 모드

(kernel-mode)의 메모리 상태로 설정함으로써 암시적으로, 리소스 관리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에 따르면, 예산에서 지원될 수 있는 리소스는 이산의(discrete), 속도 기반의(rate-based), 보증된

자원을 포함한다. 이산의 리소스는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실행하는 프로세스나 쓰레드에 의한 배타적인 사용을 위해 클라

이언트에게 할당된 리소스이다. 이산의 리소스는 운영 체제의 실제적인 물리적 한계 또는 운영 체제의 설계에 의하여 부과

된 거짓 한계에 의하여 제한되는 리소스를 포함한다. 속도 기반의 리소스는, CPU 소비 속도, I/O 또는 네트워크 대역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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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시간에 관한 어떠한 이산의 리소스의 사용 패턴도 포함한다. 보증된 리소스는 이산의 리소스와 속도 기반의 리소

스의 한쪽 또는 양쪽과 관련될 수 있다. 보증된 리소스는 지정된 양까지 장래의 리소스 사용가능성에 대한 증거로서의 역

할을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에 따르면, 클라이언트 - 리소스가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관리됨 - 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애플리케

이션 그룹을 포함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선택적으로 다른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예산 내에서 리소스 요청과 정책 규칙을

인코딩하는 특권을 가진 예산 관리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에 따르면, 리소스 관리자는 예산의 구현, 사용 가능한 리소스의 모니터링 및 리소스 할당 오류로부

터의 복구를 포함하는 리소스의 관리를 집중화한다. 또한 리소스 관리자는 예산 제한을 구체화하고 리소스 제공자와 통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리소스 관리자는 동적 정책 상태에 따라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리소스 제공자로부터 전

송된 리소스 할당 요청을 확인할 수 있다. 동적 정책 상태는 현재 실행되는 프로세스와 쓰레드의 식별, 예컨대 우선순위 수

준에 의하여 지시되는 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 및 현재의 활성 예산을 포함하는 리소스 관리 정책의 현 상태를 나타낸다.

또한, 리소스 관리자는 동적 정책 상태에서 타겟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실행하는 프로세스와 쓰레드에 대하여 특정된 인가

된 액션 세트(allowed action set)에 따라, 요청 클라이언트와 타겟 클라이언트 간의 마찰을 조정한다. 인가된 액션 세트는

타겟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으로 요청 클라이언트에게 재할당하기 위해 리소스를 양도하는 수동적인 동작, 타겟 클라이언트

로부터 리소스를 강제적으로 재활용하는 프로액티브한(pro-active) 동작, 및 타겟 클라이언트 - 타겟 클라이언트로부터

리소스가 재활용됨 - 를 종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공격적인 동작을 포함한다. 리소스 관리자는 리소스 제공자를 위하

여 선택적으로 리소스의 속도 제어를 실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에 의하면, 리소스 제공자는 리소스를 요청 클라이언트에게 할당하고, 리소스 관리자의 검증과 조

정 결정과는 별도로, 그러나 그에 따라 타겟 클라이언트로부터 리소스를 교정한다. 또한, 리소스가 할당되고 교정됨에 따

라, 리소스 제공자는 지원된 리소스의 소비와 배포를 기록하기 위하여, 리소스 관리자와 협력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

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예산과 상호 작용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에 의하면, 리소스 제공자와 리소스 관리자로부터 요청 클라이언트와 타겟 클라이언트에게로의 리

소스에 관한 통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리소스 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통지 중에서도 리소스 조정에 관한 통지

와 리소스 사용이 한계치에 도달하였거나 한계치를 초과하였다는 통지가 포함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에 의하면, 예산을 생성, 유지 및 조회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 및 컴퓨터로 실행가능한 컴포넌트들을

저장하고, 리소스를 예약 및 관리하고, 리소스의 소비를 기록하고, 및 리소스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매체를 포함하는, 연산

장치에서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 접근 가능 매체가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전술한 시스템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방

식으로, 데이터 구조는 리소스, 리소스 제공자, 예산, 및 다른 정책 데이터를 정의한다. 마찬가지로, 예산 및 리소스 제공자

에 대한 리소스 관리자 인터페이스 및 리소스 관리자를 포함하여, 컴퓨터 실행가능 컴포넌트들은 일반적으로 전술한 시스

템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액션을 수행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연산 장치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성공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장치의 운영 시스템은 다양한 리소스를 구비한 애플리케이

션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기 리소스의 효율적인 할당과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기 리소

스의 관리를 위한 개선된 방법의 구현에 적합한 연산 장치가 이하에서 상세히 기술된다.

통상적으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관리될 수 있는 리소스는, 리소스가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고갈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경 하에서, 애플리케이션이나 운영 체제의 사용을 위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할당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는, 수량

화 할 수 있는 임의의 리소스를 포함한다. 관리될 수 있는 리소스의 몇몇 예시는 이하에서 상세히 기술된다. 리소스는 주로

장치에서 수행되는 경합하는 프로세스(process)나 쓰레드(thread) 중에 할당된다. 경합하는 프로세스나 쓰레드는 하나 이

상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운영 체제를 위하여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관리될 수 있는 가장 흔한 리소스는 실제와 가상의 하드웨어 - 물리적인 메모리 페이지

(physical memory page), 디스크 블록(disk block), 주변 장치(peripheral device), 가상 주소 공간(virtual adress

space), 페이지 파일 공간(pagefile space), CPU 시간(CPU time), 객체 명칭 공간(object namespace) 등 - 에 기초한다.

이러한 리소스들 중 일부는 암시적으로 할당된다. 예를 들면, CPU 스케줄링은 CPU 시간을 할당하고, I/O 연산 요청은 I/O

시스템을 통해 대역폭을 소비하며, 무효 주소에 대한 액세스는 페이지 틀림(page fault)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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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리소스들은 몇 가지 뿐인데, 전형적인 예로, 디스크(저장장치), I/O, CPU, 커

널 가상 주소 공간(kernel virtual address space, KVA), 사용자 가상 주소 공간(user virtual address space, UVA), 및

물리적 페이지 프레임(physical page frame)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다른 리소스들은 전형적으로 이러한 기초 유형으로부

터 합성된다. KVA와 UVA가 물리적 메모리 위의 추상적 개념이지만, KVA와 UVA 공간의 양이 기초적인 물리적 메모리

의 양이 아니라 논리적인 주소 핀의 개수와 운영 체제 설계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기초적인 리소스

를 나타낸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NT 시스템에서 구현되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관리되는 리소스의 한 예는, 논-페이지 및

페이지 풀(non-paged and paged pool), KVA를 파티션한 가상 페이지용 시스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page table

entry, PTE), 페이지 파일 공간, 페이지 속도 및 AWE 메모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자원들 각각

은, 운영 체제에서 나타나는 가공물(artifact) 및/또는 설계 결정(design decision) 또는 요구 사항(requirement)에 기인한

성질들의 어떠한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성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제한된(절대적인) 리소스{Limited(Absolute) Resources}: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정 리소스의 이용 가능성은 운영 체제

에 의하여 부과된 가상 한계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떠한 테이블의 고정된 수의 슬롯(slot)에 기인

하여, 운영 체제에 의하여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는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계수될 수 있는 무엇이든지(페이지 틀

림, 전송된 I/O 바이트, 컨텍스트 스위치(context switch), CPU 시간 등) 가상 한계와 결합하면 리소스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계수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리소스의 대부분은 전형적으로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하여 암

묵적으로 할당된다. 전형적인 환경에서, 운영 체제는, 예를 들면 현재 지원하는 활성 네트워크 연결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동시적인 자원 소비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속도 기반(Rate-based): 리소스가 할당될 수 있는 속도도 또한 리소스이다. 예를 들면, 예정된 CPU 시간, I/O, 페이지 틀

림, 그리고 컨텍스트 스위치 모두 그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속도에 의하여 제한된다. 그러한 한계는 가상 한계(운영 체제에

의하여 부과됨)이거나 실제적인 한계(예를 들면, 최대 지속 가능한 I/O 속도)일 수 있다. 제한된 리소스가 절대적인 양(예

를 들면, 소비된 총 CPU 시간, 발생한 총 페이지 틀림, 또는 할당된 총 논-페이지 풀)에 의하여 어카운트(account)되고 제

한된다는 점에서, 제한된 리소스는 속도 기반의 리소스와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속도 기반의 리소스는 전형적으로

어떠한 시간 동안의 리소스의 부재시 자동적으로 보충된다는 점에서, 속도 기반의 리소스는 다른 유형의 리소스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보증(Guarantees): 대부분의 할당된 리소스의 경우에 있어서, 운영 체제는 순간적으로 리소스 사용가능성을 위하여 조정

을 하여야 한다. 다른 클라이언트의 리소스 사용 상태에 따라, 운영체제는 연장된 시간 동안 리소스 요청을 만족스럽게 주

소 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 낮은 우선순위의 쓰레드는 시스템이 그 우선순위를 높일 때까지 결핍된 채로 남

을 것이며, 반면에 모든 높은 우선순위의 쓰레드는 이미 준비된/실행 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하

여, 특히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QoS) 수준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연 요청을 제한해 온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시스템은 리소스 사용 가능성에 관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는, 매 초마다 100 밀리세컨드(ms)의 CPU 시

간을 제공하거나, 매 초당 2 메가바이트의 I/O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또는 초당 80 하드 페이지 틀림(hard page fault)까

지 서비스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증은, 단지 시스템이 이후 그것들을 실현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시스템이 현재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수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보증

은 그 자체로 리소스로 고려될 것이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관리되는 리소스는 재생 가능(renewable) 리소스와 재생 불가능(non-renewable) 리소스를

모두 포함한다. 리소스는 그들이 보충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재생 가능 또는 재생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재생 가

능 리소스는 애플리케이션에 할당되면 소비되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충된다. CPU 속도, I/O 대역폭 및

페이지 틀림 속도와 같은 대부분의 암시적인 속도 기반의 리소스들은 재생 가능하다. 재생 불가능 리소스는 애플리케이션

이 할당을 리턴하면 보충된다. 메모리 블록, 장치, 카운트 한계(counted limit) 및 데이터 구조 한계는 모두 재생 불가능 리

소스의 예이다. 대부분의 리소스는 재생 불가능하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관리되는 리소스는 또한 교정 가능(reclaimable) 리소스를 포함한다. 교정 가능 리소스는, 시

스템이 애플리케이션의 협조 없이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회수(retrieve)할 수 있는 것이다. 회수(retrieval)의 가장 어려

운 형태는, 단순히 애플리케이션을 종료시켜 모든 리소스가 시스템으로 넘겨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리소스는

많은 경우에, 저하된 성능으로부터 감소된 기능성, 그리고 비정상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하게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며 회수될 수 있다. 교정(reclamation)의 예로는, 메모리 리소스를 매핑하지 않는 것, 애플리케이션을 스케줄링하지

않는 것, 핸들(handle)을 무효로 만드는 것, 그리고 신용 보증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물론 어떠한 리소스는 여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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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의미에서 교정될 수 없다. 전형적으로 그러한 리소스는 양적으로 무한하나, 클라이언트에게 할당된 어떠한 부분도 "소

비되고" 시스템으로 리턴되지 않는다. 그 예로는, 소비되는 총 CPU 시간과 발생하는 총 페이지 틀림과 같은 단조롭게 증가

하는 양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상술한 특징들과 수반하는 많은 장점들은 첨부한 도면과 관련된 하기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예시적인 리소스 관리 시스템(100)과, 전술한 것과 같은 리소스가 본 발명에 따라 관리될 수 있는 한 적절한 운영

환경을 도시하고 있다. 도시한 바와 같이, 리소스 관리자(108)는, 동적 정책 상태에 따라, 리소스 제공자(108)에 의하여 클

라이언트(102)로 할당되는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하여, 리소스 제공자(112) 및 클라이언트(102)와 연관되어 작용한다. 리

소스 관리자(108)가 리소스의 관리를 집중화함에 반해서, 리소스 제공자(112)는 리소스의 실제 할당을 제어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리소스 관리 시스템(100)의 구조는 리소스의 할당을 리소스 관리 기능으로부터 분리시킨다.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리소스 관리자(108)는 커널 모드 구성요소(kernel mode component) 내에서 구현되나, 본

발명의 사상을 벗어나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 리소스 제공자(112)는 전형적으로 사용자 또는 커널 모드 구

성요소로 구현된다. 예로는, 메모리 관리자와 CPU 예약(reserve) 및 IO 분류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 모드 리소스 제공자(112)는, 커널 모드 리소스 제공자를 프럭시(proxy)로 사용하는 커널 모드 리소스 관리자(108)

와 상호 작용한다.

전술하였듯이, 리소스 관리자(108)는, 동적 정책 상태에 따라 리소스 제공자(108)에 의한 클라이언트(102)로의 리소스의

할당을 관리하기 위하여, 리소스 제공자(112) 및 클라이언트(102)와 연관되어 작용한다. 동적 정책 상태는, 적어도 부분적

으로, 정책 모듈(114)에 따라 형성된 하나 이상의 예산(104A, 104B, 104C) 내에서 실현된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정책

모듈(114)은 하나 이상의 정책 관리자(116)와 정책 데이터베이스(118)를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정책 모듈(114)은, 정책

데이터베이스(118) 내에서, 특정 클라이언트(102)와 다른 정적인(상대적으로 정적인) 정책 데이터의 우선순위와 같은 어

떠한 선호도(preference)를 인코딩하기 위하여 작용한다. 반면에 예산(104A, 104B, 104C)은 통상적으로 동적 리소스 요

청과 특정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어트 집합의 제한을 인코딩한다. 리소스 관리에서의 정책 모듈(114)의 사용은 도 7과 관

련하여 더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예산(104A, 104B, 104C)은 활성 또는 비활성일 수 있다. 활성 예산은 현재 클라이언트(102)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비

활성 예산은 전형적으로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정책 고려사항을 나타내도록 미리 생성되어 왔던 것이나, 다수의 이유

로 클라이언트(102)와 현재 관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다.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예산은 예산 객체 내에서 구현된

다. 예산 객체는 클라이언트(102)를 위하여 현재 실행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나 쓰레드와 관련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리소스 관리자(108)는, 주어진 시각에 관련 프로세스나 쓰레드가 사용하는 리소스의 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활성 예산을

사용한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예산은 동적으로 생성되고, 그리고/또한 활성화되고, 그리고 관련된 애플리케이션(102A),

관련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102B), 예산 관리자(102C)의 하나 이상의 그룹과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된 애플리케이

션(102A), 관련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102B), 예산 관리자(102C)의 그룹은 클라이언트(102)를 포함하는데, 클라이언트

(102)를 위하여 리소스가 관리된다. 리소스 관리를 위한 예산의 사용은 도 2 내지 도 4와 관련하여 더 상세히 설명될 것이

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리소스 관리자(108)의 기능은, 그 중에서도 특히, 리소스 사전 예약 요청과 대역폭 보증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예산(104A, 104B, 104C)을 시행하는 것과, 사용가능한 리소스를 모니터링하는 것과, 그리고 리소스 경합

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리소스 관리자(108)의 기능은, 제3 리소스 제공자에 의하여 제어되거나 제어되지 않을 동적

리소스를 부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경쟁 클라이언트(102) 사이의 리소스 경합을 조정하는 기능은 리소스 조정 모듈(122)에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조정은 리소스 제공자(112)의 요청으로 수행된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리소스

조정자(122)는, 한 클라이언트, 즉 타켓 클라이언트로(target client)의 미해결 할당으로부터 리소스가 교정되어, 다른 클

라이언트, 즉 요청 클라이언트(requesting client)로부터의 리소스 요청을 만족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리소스 조정자

(122)는 그러한 조정 결정을, 동적 정책 상태, 즉 현재 예산 객체와 다른 정책 데이터와 관련하여 수행하며, 이는 도 6과 관

련하여 더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리소스 관리자(108)는, 클라이언트(102)와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리소스 관리자 인터페이스

(resource manager interface; 106), 리소스 제공자(112), 그리고 리소스 관리 시스템(100)의 다른 구성요소들을 더 포함

한다. 특히, 리소스 관리자 인터페이스(106)는 리소스 관리자(108)와 정책 모듈(114)의 구성요소 사이뿐만 아니라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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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08)와 예산(104A, 104B, 104C) 사이의 상호 작용을 제어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리

소스 관리자 인터페이스(106)는 리소스 관리자(108)와 리소스 통지 서비스(124) 사이의 상호 작용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

다. 리소스 관리자(108)는 필요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클라이언트(102)에게 리소스 사용 가능성 및 관리를 통지하기

위하여, 리소스 통지 서비스(124)를 사용할 수 있다. 그 후, 클라이언트(102)는 통지를 받을 때, 효율적인 리소스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급이 부족한 리소스를 배포하도록 리소스 관리자(108)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는, 클

라이언트와 통지의 상호 작용은 이후의 리소스 경합을 조정하여야만 하는 것을 피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리소스 관리자(108)는 리소스 제공자(112)를 위하여 리소스의 속도 제어를 실행하도록, 즉 단위 시간

당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102)에 의한 리소스의 소비를 제어하도록, 리소스 속도 제어기(resource rate controller;

120)를 더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형적인 운영 환경에서, 리소스 제공자(112)는, 리소스 제공자(112), 클라이언트(102), 및 리소스 관리자(108) 사이의 상

호 작용을, 하나 이상의 리소스 제공자 인터페이스(110)를 통하여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 1에서 도시한 예산의 특정한 구성요소들의 배치를 더 상세히 나타낸 블

록도이다. 예산(104)은, 클라이언트(102)를 위하여 실행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202) 및/또는 쓰레드(204)와 관련된

예산 객체(200)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예산(104)은 관련된 클라이언트(102)의 리소스 요청을, 리소스 관리자(108)와

리소스 제공자(112)가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QoS) 수준, 리소스 예약(resource reservation), 클라이언트 격리

(client isolation)(클라이언트에 의해 리소스 사용을 조절하는 것)를 공급하는 것을 돕는 방식으로 요약한다.

내부적으로, 예산은 각 지원되는 리소스(206)에 대하여, 한계(L, 208), 예약(R, 208) 및 커밋 값(C, 212)의 3개의 양으로

추적한다. 이하에서는, 예산(104)과 관련된 쓰레드, 프로세스 등을 예산의 클라이언트 -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통상 클라

이언트(102)를 나타내고, 상기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쓰레드 또는 프로세스가 실행됨 - 라고 부른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

여, 쓰레드(204)에 대한 언급은 달리 지시되지 않아도 클라이언트(102)를 위하여 실행되는 프로세스(202)나 임의의 논리

를 포함한다. 어떠한 순간에도 실행하는 쓰레드의 리소스 사용은 단일 예산(104), 즉 활성 예산 객체(200)에 종속된다. 동

시에, 활성 예산 객체(200)는 동일 혹은 상이한 클라이언트(102)를 위하여 실행하는 복수의 쓰레드와 관련될 수 있을 것이

다. 예산(104)을 나타내는 예산의 파라미터(parameter)와 활성 예산 객체(200)는, 리소스 관리자(108)에 의하여 구현되

는 정책 결정에 기인하거나, 또는 관련된 다수의 쓰레드(204) 및/또는 프로세스(202)의 처리에 기인하여, 시간에 따라 변

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산(104)은, 상이한 클라이언트(102)들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계층적으로 연관이

되며, 쓰레드(204)가 클라이언트(102)들에 대해 실행되어, 한 클라이언트의 리소스 사용이 동일 예산 계층구조 내의 예산

과 관련된 다른 클라이언트의 리소스 사용에 연결되도록 할 것이다.

한계 값(L; 208)은 예산이 상기 예산의 클라이언트의 장래 사용을 위하여 예약할 수 있는 리소스의 최대량을 나타낸다. 전

형적으로 한계는 이하의 예산 생성에 불변하지만, 충분한 특권을 지닌 시스템 구성요소는 후속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변경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계는 엄격(hard)한 것과 유연(soft)한 것의 두 가지의 유형일 것이다. 엄격한 한계는 보통의 서비스

수준에서 예산에 할당될 수 있는 리소스의 양에 대한 절대적인 제한이다. 한계가 유연하면, 한계 값 L(208)을 초과하는 리

소스 할당은, 통상의 리소스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스템의 능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낮아진 서비스 수준으로

요청 클라이언트에게 분배된다. 그렇게 더 낮아진 서비스 수준의 리소스 분배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그렇지 않았으면

충분히 사용되지 않았을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약 값(R; 210)은 예산의 클라이언트가 예약할 수 있는 리소스의 최대량으로, L(208)이 엄격하거나 유연하거나에 관계없

이, 한계 L(208)에 종속된다. 그러한 것으로서, 예약 값 R(210)은, 예산의 클라이언트가 리소스 조정을 요청하지 않고 통

상의 서비스 수준에서 후속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리소스의 양에 최대값을 부과한다. 예약된 리소스는 다른 클라이언트들

에 의한 예약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예약은 전형적으로 리소스의 불충분한 이용과 불필요한

리소스 경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존성이 있다.

커밋 값(C; 212)은 리소스 제공자(112)가 예산의 클라이언트(102)에게 할당한 리소스의 실질적인 양을 나타낸다. 유연한

한계 L(208)이 리소스 할당이 더 이상 정규의 서비스 수준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커밋 값 C(212)

는 정규 커밋(Cn)과 초과 커밋(Ce) 두 값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한계 L까지의 할당은 Cn 유형으로 간주되며, 이

는 리소스 제공자가 Cn 리소스를 통상의 서비스 수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할당하였음을 나타낸다. Ce는 낮아진 서비스

수준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제공되고, L이 유연하고 Cn=L인 경우, 즉 리소스 제공자가 유연한 한계만큼을 이미 전부 할당한

경우에만 애플리케이션에 제공된, 커밋의 일부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L이 엄격한 한계이면 Ce는 반드시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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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L(208)은 그 자체로서 예약된 리소스 R(210) 양의 느슨한 상한(loose upper bound)으로 작용한다. R(210)은, 도 3

과 관련하여 이하에서 설명될 클라이언트의 예산 계층구조 내에 존재하는 다른 예약과 시스템의 다른 곳의 예약에 의하여

제한된다. 초과 커밋 Ce로 분류된 리소스 할당이 교정 가능(reclaimable)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102)는 선택적이거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프로세싱(예를 들면, 추가적인 MP3 비디오 디스플레이 효과를 제공하는 것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형적으로 초과 리소스 할당을 사용한다.

유연한 한계의 목적은, 시스템에서, 특히 경합이 없는 경우에, 리소스가 불충분하게 사용되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놀고 있는(idle) 리소스를 위하여, 리소스 제공자(112)가 리소스를 초과(excess)로 분류하고 필요한 클라이언

트에게 그것이 할당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안전하다. 수행되기 전에 명시적으로 예약될 수 있는 리소스, 즉 속도 기

반의 리소스와 대조적으로 유한한 리소스를 위하여, 리소스 제공자(112)는, 예약되었으나 수행되지 않은 리소스의 어떤

부분이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가에 대하여 추측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리소스 제공자(112)는 그러한 리소

스를 요청 클라이언트(102)에게 분배할 수 있을 것이나, 리소스가 빨리, 효과적으로, 그리고 아마 클라이언트(102)의 명시

적인 협조 없이, 교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리소스 제공자(112)는, 필요한 리소스가 교정되는

동안 불합리한 지연에 대해 사전 예약한 클라이언트(102)를 종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연한 한계의 개념이 리소스 관리

자(108)가 실행되는데 의미가 있고 실질적인 경우의 리소스는 극히 적을 것이다.

유연한 한계의 구현의 한 예에 따르면, 시각 a에서 C의 값이 Ca이고 시각 b에서 C의 값이 Cb인 경우(단, a < b), 단일 할당

C' = Cb - Ca 이 만들어지고, Ca < R < Cb 가 된다. 이 경우 Cn, (R - Ca) 의 일부분은, 리소스 조정의 필요 없이 만들어진

다는 것이 항상 보증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리소스 제공자가 사용 가능한(사용되지 않은) 리소스 풀로부터 리소스를

할당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거의 동등한 시간 내에 그러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한, 리소스 제공자가 리소스 양 (R - Ca)

를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Ce 할당으로부터 교정하고 그것을 이 요건을 만족시키는 데에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

는다. 리소스가 분해된 방식(예를 들면, 물리적 페이지)으로 할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Cb - R) 라기보다는 C'의 전체적인

할당을 위하여 조정이 요구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전형적인 유연한 한계의 사용은 CPU의 불충분한 사용을 피하기 위함이다. 예산(104)이 CPU 소비의 어떠한 비율의 한계

L(208)을 가지고 CPU에 경합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제한적인 예산의 클라이언트가 CPU의 전체를 소비하지 않을 이유

가 없다(그렇지 않으면 CPU가 완전히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사용 가능한 CPU를 문제의 클라이언트에게 단순히 분배하

는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은, 다른 클라이언트(제한하는 예산에 한정되지 않음)가 준비가 되면 그것이 쉽게 철회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CPU가 쉽게 교정되지 않고 적절한 클라이언트에게 분배되지 않으면, 제한적인 예산에서 설정된 유연한 한

계 L(20)은 쓸모가 적어질 것이다. 0의 교정 비용을 달성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극소화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CPU의 경우에, 한계 L(208)이 초과되면, 제한된 쓰레드의 우선순위는, 그것들이 실행을 계속하도록 하기 전에, 극적

으로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CPU 경합이 없는 경우, 제한된 쓰레드가 CPU 상에 예정되고, 쓰레드의 실행이 방해받지 않

을 것이다. 또 다른 제한되지 않은(예산에 관련되지 않은) 쓰레드가 준비되거나, CPU 경합이 발생하면, 낮아진 우선순위

는, 제한된 쓰레드가 제한되지 않은 쓰레드의 적절한 작동을 간섭하지 않도록 보증한다. 리소스가 보충되면, 제한된 쓰레

드의 우선순위는 이전 수준으로 복구된다.

전형적으로, 리소스 제공자는,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의 양에 기초하여, 초과 리소스 할당을 제공할 것인지, 즉 엄

격한 한계에 맞서 유연한 한계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정 시간은, 리소스가 다른 예산에서

의 Ce 할당에 잡혀 있다는 가정 하에, 적절한 통상의 리소스 할당 Cn이 직면하는 대기 시간을 제한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통상적으로 교정 시간이 R보다 작은 Cn 할당의 일부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R의 다른 일부는 기껏해

야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주어진 Cn 할당으로부터 리소스를 교정하는데 요구되는 시간만큼 지연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유연한 한계를 제공함으로써, 예산(104)의 클라이언트(102)는, 시스템의 다른 클라이언트에 의한 사용되지 않는 예약에

기인하여 예약 요청을 부추기는 가상 한계를 부분적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연한 한계는, 수행된 사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함에 따라, 리소스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예산(104)의 효율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

다. 그러나 유연한 한계를 넘어서는 할당은 전형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사용되지 않았을 리소스에 제한된다. 모든

리소스 제공자(112)가 유연한 한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불충분한 사용을 피하기 위한 유연한 한계의 사용

은, 그 목적이 (최적의 수행에 대응하는) 견실한 수행을 제공하는 것일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예산

(104) 내의 모든 지원되는 리소스(206)가 유연한 한계 L(208)에 종속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유연한 한계는 리소스의 불충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나, 관련된 것들이 특정 예산에 의하여 추적되는

리소스의 사용이 어떠한 한계치를 지났다는 사전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누락을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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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리소스 예산(104)은 '표지(sentinel)', 즉 경보의 개념을, 예산 표지 값(budget sentinel value; 214)을 선택적

으로 포함함으로써, 리소스 사용 상에서 제공한다. 예산 표지 값(214) 상의 유일한 제한은, 예산 표지 값이 예산(104)에서

설정된 현 리소스 한계 L(208)보다 작거나 같다는 점이다(리소스 한계 L이 표지 값보다 작은 값으로 감소하면, 표지는 무

효가 됨). 표지 값은, 문제의 리소스를 위한 현 정규 커밋(Cn)이나 예약 값 R에 대하여 어떠한 순서 관계도 나타내지 않는

다. 특정 리소스의 현 정규 커밋 Cn 값이 표지 값(214)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클라이언트(102)는, 예컨대 이하에서 도 5와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되는 통지 서비스(124)를 이용하여, 통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통지를 받음과 동시에, 클라이

언트(102)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예를 들면, 리소스 사용을 조정하거나, 리소스 한계를 변경하는 등)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히스테리시스(hysteresis)(현 정규 커밋 Cn 값이 예산 표지 값(214)에 걸쳐 진

동함)의 경우에 있어서 심각한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하여, 표지 통지는 1회의 이벤트(event)이다. 즉, 한 번 통지가 되면, 표

지는 예컨대 클라이언트(102)나 시스템 관리자와 같은 관련 리스너(listener)가 명시적으로 그것을 재활성화시킬 때까지

비활성 상태로 남는다.

이하 도 3a 내지 도 3b에서 상세히 설명될 것과 같이, 예산(104)은 예산 계층구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논

의에서 편의를 위하여 Ce = 0, 그리고 C = Cn 이 되도록 한계가 엄격하다고 가정한다. 일반화된 논의를 위하여 이하에서

Cn은 C로 대체될 것이다. 전술한 L(208), R(210), C(212) 및 예산 표지(214) 값에 더하여 계층 구조의 일부가, 각각의 예

산(104)은 축적된 예약(216) 값을 포함할 것인데, 그 안에서 현 예산(104)의 수준 하에서 계층적으로 관련된 모든 예산의

리소스 예약 R(210)의 축적량은 유지되며, 서브트리(sub-tree) 예약에도 관련된다. 축적된 예약(216) 값은 예산 계층구조

의 한 부분인 예산을 위한 예산 제한의 시행을 용이하게 하며, 이하 도 3a 내지 3b에서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도 3a 내지 3b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형성된 예시적인 예산 계층구조의 픽토리얼 다이어그램이다. 다른 사용들 가

운데서도 특히, 예산 계층구조는 계층구조에 속하는 예산의 리소스 요청과 제한에 관한 규칙을 표현하는 메커니즘을 제공

한다. 도 3a에서 도시하고 있듯이, 예시적인 예산 계층구조(300)는 n-ary 트리 구조에서 리소스 요청과 제한, 즉 예산 계

층구조(300)를 형성하는 예산(302, 304A-C, 306A-E) 내에서 표현되는 한계 L(208), 예약 R(210) 및 커밋 C(212)을 연

결시킨다.

예산 계층구조(300)는 전형적으로 루트 예산(root budget; 302)과 하나 이상의 자식 예산(304A, 304B, 304C)을 포함한

다. 이번에는, 자식 예산은 추가적인 자식 예산(306A, 306B, 306C, 306D, 306E, 306F)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리소스

관리자(108)는, 예산 계층구조(300) 내 예산 중 하나의 클라이언트(102)에 의하여 제안된 리소스 예약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하기 위한 최종 장벽을 부과하기 위하여 루트 수준의 예산(302)을 사용한다. 어떠한 그러한 예약 요청도 이니시에이

터(initiator)의 예산과 루트 사이에서 예산 계층구조(300)의 각 수준에 나타난 예산 제한을 만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산

(306F)의 클라이언트에 의하여 제안된 요청은 예산(306F)의 제한뿐만 아니라 예산(304C)과 루트 예산(302)의 제한도 만

족시켜야 한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예산 계층구조(300) 내의 예산에 따라 리소스 관리자(108)에 의하여 리소스 요청이 승인되면, 요청은

통상적으로 예약 요청을 승인하는 것이 미결의 예약이나 할당에 비추어 실행 가능한지 확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리소스 제

공자(112)에 의하여 더 검토된다. 승인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요청이, 예산 계층구조(300) 내 예산에 의하여 특정된 제한

하에서 리소스 관리자(108)에 의하여 선취적으로 거절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예산 계층구조(300)를 가로질러 올라가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리소스 관리자(108)

가 서브트리의 루트 예산에서 예산 계층구조(300)의 서브트리에서 만들어진 예약의 총 축적량을 캐시(cache)에 입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루트가 아닌(non-root) 예산(여기서는 파생된(derived) 예산으로도 불림)의 클라이언트에

의해 제안된 리소스 예약 요청은 요청자의 예산과 계층구조 상부의 모든 예산에 대하여 확인되는 것만을 요한다. 본 실시

예에서, 자식 예산(306F)에 의하여 제안된 요청은, 요청자의 예산, 즉 자식 예산(306F) 자체와, 예산 구조(300) 내 루트 예

산(302)으로 향하는 직접적인 경로 내의 상부의 모든 예산들에 대하여 확인되고, 서브트리 예산(304A, 304B)이나 같은

수준의 자식 예산(306A-E)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파생된 예산은 그 어떠한 조상에 의하여 특정된 한계보다 작은 한계(L; 208)를 꼭 가질 필요는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는 외부 정책이, 클라이언트(102)의 애플리케이션의 시작에 대응하여, 미리 정의된 예산(104)을 예산 계층구조(300)에 연

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로컬 한계(local limit), 즉 자식 예산의 한계가 조상의 한계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는, 요청이 트리

의 높은 곳에서 거절됨으로써 정확한 결과가 여전히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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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모든 루트 수준 예산(302)에 걸친 L 값(208)의 합이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리소스의 총량

과 정확히 같지 않으면, 루트 예산(302)은 시스템의 리소스의 절대적인 분할(partition)이 아니다. 한계 L(208)이 이후 예

산(post-budget)의 생성에 적응될 수 있고 리소스의 신청초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리소스 분할은 주로 리소

스 보증(예를 들면, CPU 대역폭 보증)의 예약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예산 계층구조(300)는 계층구조에 속하는 예산의 리소스 요청과 제한에 관한 규칙을 표현하는 메커니

즘을 제공한다. 예산 계층구조와 계층구조에 나타난 규칙들의 한 예(308)가 도 3b에서 도시되고 있다. 본 예(308)에서는,

시스템 관리자가, 클라이언트 {A, B, C, D}(312)와 클라이언트 {X, Y, Z}(318)의 CPU의 총 사용을, 시스템에서 사용 가

능한 CPU의 8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자 한다. 그러나, 총 사용 규칙(324)에서 기술하였듯이 클라이언트 {X, Y,

Z}는 40퍼센트로 제한될 것인 반면에, 총 사용 규칙(322)에서 기술하였듯이 클라이언트 {A, B, C, D}는 CPU의 50퍼센트

까지 사용할 것이다. 단일 독립형(standalone) 예산을 사용한 이러한 유형의 규칙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특히 각각의 한계인 50과 40퍼센트를 더하면 총 사용 규칙(320)(L2 + L3 >= L1, 예컨대 50 + 40 = 90 >=

80)에서 설명한 희망 유효 한계인 80퍼센트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스템 관리자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형

성된 도시된 예산 계층구조(308)를 생성함으로써 희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기술하였듯이, 도시된 예산 계층구조의 예(308)는, 예산 B2(314)(50퍼센트의 한계 L2를 가짐)와 B3(316)(40퍼센트의 한

계 L3을 가짐)으로 구성되며, 각각은 루트 예산 B1(310)(80퍼센트의 한계 L1을 가짐)로부터 파생된다. 클라이언트 {A, B,

C, D}(312)는 예산 B2(314)와 관련이 있고, 클라이언트 {X, Y, Z}(318)는 예산 B3(316)과 관련이 있다. 리소스 관리자

(108)는, 총 사용 규칙(322)(부여된 B2 <= 50, ΣB2.C <= L2)과 총 사용 규칙(324)(부여된 B3 <= 40, ΣB3.C <= L3)에 기

술되었듯이, 각각의 부여된(committed) 리소스의 양을 예산 B2(314)와 B3(316)의 한계 L2와 L3으로 제한함으로써, 본 예

시 예산 계층구조(308) 내에서 한계를 시행한다. 리소스 관리자(108)는, 총 사용 규칙(326)(ΣB2.C + ΣB3.C <= L1)에서

기술되었듯이, 예산 B1(310)에서 표현된 유효 한계 L1로 부여된 리소스의 합을 제한함으로써, 본 예시 예산 계층구조

(308) 내에서 한계를 더 시행한다.

도시된 예시 예산 계층구조(308)에서 기술하였듯이, 통상적으로 예산 계층구조(300)는, 클라이언트의 로컬 예산, 즉 자식

예산이나 파생예산에서 특정된 한계와, 대응하는 루트 예산으로 가는 경로를 따라 예산 내에서 인코딩된 한계들 중 가장

제한적인 것과 동등한 효과적인 한계를 부과하는 동안, 클라이언트(102)에게 각각의 리소스 사용을 캡슐화하기 위하여 리

소스 한계 L(208)을 배분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이하의 불변량들은 어떠한 예산 계층구조(300)에 대하여서도 유지하게 된다. 어떠한 예산에 관해서든 한계 L

(208)은 엄격하거나 유연할 것이다. 또한 한계 L(208)은 전형적으로 예약 R(210)보다 크거나 같고, 정규 커밋 Cn(212)보

다도 크거나 같다. 한계 L(208)의 값이 유연하다면, 초과 커밋 Ce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며, 통상적으로 시스템에서의

사용 가능한 놀고 있는(idle) 리소스의 양으로 한정된다. 한계 L(208)이 엄격한 한계라면, 보통 어떠한 초과 커밋 값도 할

당되지 않으며, 즉 Ce는 보통 0 - 리소스 관리자(108)에 의하여 전형적으로 실행되는 요청 - 이다. 어떠한 예산(104)에 대

하여서도 예약 R(210)의 양은 예산의 한계 값 L(208) 뿐만 아니라 예산 계층구조(300)의 다른 어느 곳에서든 설정된 예약

과 한계에 의하여 제한된다. 그러한 것으로서, 한계 L(208)은 전형적으로, 만들어질 예약 R(210) 상의 느슨한 상한으로서

만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정규 커밋 값 Cn은, 이것이 리소스 관리자(108)가 리소스 제공자(112)와 협력하여, 다른 클라이

언트(102)에게 예약되거나 할당될 초과 커밋 리소스 Ce를 교정하도록 요청하더라도, 항상 R 값에 도달할 수 있다. 예산 내

에서 R 값이 사전에 계층구조 내 한계에 대하여 유효화되었기 때문에, 예산 고려사항을 위한 계층구조 운행을 피한다는 점

에서, R(210)보다 작은 정규 커밋 값 Cn의 어떠한 부분도 성능의 이득을 얻는다. 또한, 정규 커밋 값 Cn이 가질 수 있는 최

대값이 L(208)에 의하여 제한되나, 계층구조 제한과 리소스의 신청초과로 인하여 이 값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 1에서 도시된 특정한 구성요소들의 배치를 더 상세히 도시한 블록도이

다. 전술하였듯이, 특정한 프로세스(202)나 쓰레드(204)를 위한 활성 예산(104)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클라이언트(102) -

상기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프로세스나 쓰레드가 실행됨 - 에 의존하여 수명 동안의 전 과정에 걸쳐 다수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는, 리소스 어카운트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특정한 예산과 결합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실행하는 쓰레드의 한 집합 상에서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프로세스의 경우에, 특

정 클라이언트 - 상기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프로세스나 쓰레드가 현재 실행됨 - 에 기초하여 예산 제한을 실시하고 소비

를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예로는,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자주 작업을 수행하는 (그리고 리소스를 소비하는) 드

라이버와 서비스를 포함한다.

공개특허 10-2006-0093650

- 11 -



리소스 관리 시스템(100)의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그러한 예산 실행과 소비 기록은 클라이언트 리소스 아이덴티

티 가장(client resource-identity impersonation; 400)의 사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의 일반화된 개요

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클라이언트 리소스 아이덴티티 가장(400)은, 클라이언트의 활성 예산(104)에 위치시키고 일시

적으로 접속시키기(412) 위하여, 프로세스나 쓰레드가 클라이언트의 리소스 아이덴티티(410)인 것처럼 가장하도록 함으

로써, 프로세스나 쓰레드(202, 204)를 클라이언트(102)와 일시적으로 결합시킨다. 그리고 나서 리소스 관리자(108)는 프

로세스나 쓰레드(202, 204)가 클라이언트(102)를 위하여 사용하는 리소스(208)를 위하여 적절하게 활성 예산을 실행하고

소비를 기록할 수 있다.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클라이언트의 리소스 아이덴티티(410)는 애플리케이션 ID(402)나,

현 토큰(current token)과 같이 시스템이 클라이언트(102)를 위하여 유지하는 다른 식별 정보로부터 파생될 것이다.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클라이언트 리소스 아이덴티티 가장(400)은, 서비스, 즉 서비스를 위하여 실행하는 프로세

스나 쓰레드(202, 204)가, 클라이언트의 활성 예산(104)에 일시적으로 접속된 동안, 리소스를 할당하고 포기하는 경우에,

적절하다. 서비스가 로컬 캐쉬를 위한 객체(핸들)나 메모리와 같이 가장(impersonation) 기간을 넘어서 지속되는 리소스

를 할당하면, 그러한 리소스는 다른 클라이언트를 위한 다른 장래의 요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서비스에 의하여 전형적

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는 클라이언트에게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을 때,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태스크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리소스의 성질과 수명이 주어지면, 먼저 리소스 클

라이언트 가장이 적절한지를 결정한다. 서비스가 가장이 적절한 조치라고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예산(104)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접속시킬 충분한 특권이 있어야 한다. 서비스가 리소스 클라이언트 가장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러한 가장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하면, 서비스는 이하에서 기술하듯이 리소스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서비스를 위하여 실행하는 프로세스나 쓰레드(204, 202)가 어떠한 수의 클라이언트에게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나, (핸들과 같은) 특정한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응하여 지속성의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또는

쓰레드)는 클라이언트에 따른(per-client) 방식으로 이 사용에 어떠한 유형의 제한을 부과하고자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본 서비스 프로세스나 쓰레드(204, 202)는 클라이언트에 따른 방식으로 리소스 소비를 제한하는 두 가지 접근방법 -

주어진 클라이언트(102)가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속도를 제한하거나, 클라이언트들(clientele)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신

의 예산을 분할하는 것 -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다.

첫번째 경우에서 있어서,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호출할 속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리소스 관리자(108)에 의하여

제공되는 속도 제어기(120)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리소스를 고갈시키도록 서비스를 강제하는 속도

를 제어할 수 있다. 이는 특정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시스템의 모든 클라이언트의 필요를 어드레스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

의 능력에 대해 가지는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 각 서비스의 속도 한계로 모든 클라이언트 예산을 분배하는 비용을 회피

하기 위하여, 디폴트로 어떠한 그러한 한계도 어떠한 예산(104)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그러한 한계

를 부과하는 데에 관련된 서비스는 한계(414)를 클라이언트의 예산(104)에 동적으로 삽입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전형적으

로 적절한 액세스 권리를 요하는 작용이다. 예를 들면, 리소스 제공자(112)는, 특정 리소스에 대한 요청을 시도할 때 리턴

된 오류 코드에 기초하여 동적 한계 삽입을 자동적으로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리소스 관리자(108)는, 클라이

언트의 활성 예산(104)을 실시할 때, 리소스 속도 제어기(120)를 사용하는 한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104)과 관

련된 어떠한 클라이언트(102)도 예산에 삽입되는 추가적인 서비스에 따른 한계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보충

하는 동안 리소스 관리자(108)는 주기적으로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예산 목록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경우에 있어서, 서비스는 각각의 관련 클라이언트에게 플레이버(flavor; 404)를 할당하고 이 플레이버와 관련된 희

망 리소스 한계(406)를 자신의 활성 예산(418)으로 동적으로 삽입한다(416). 이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 따른 방식으로

자신의 리소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한계가 클라이언트 예산(104)으로 삽입되면 리소스 관리자

(108)가 자동적으로 그것에 대한 부착을 실행하는 첫번째 경우에 반하여, 어떠한 플레이버가 어떠한 클라이언트에 대응하

는가를 추적하는 부담이 리소스 관리자(108)가 아닌 서비스에 지워진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두번째 경우에서 설명된 플레이버의 사용이,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 유형에 기초하여 자신의 자원 사용을 관리하기를 원하

는 클라이언트(102)에게 적용될 수 있음 또한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플레이버(404)와 대응

하는 플레이버 리소스 한계(406)를 유지하고, 현재 특정 리소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의존하여 그러한 한계를 자

신의 활성 예산(104)에 동적으로 삽입한다.

드라이버는 서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리소스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드라이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아

닌 외부의 이벤트에 대응하여 코드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장은 어려워진다. 그러한 것으로서, 드라이

버는 리소스 할당을 수행할 때 적절한 환경(context)에 있지 않을 수 있다. 드라이버가 가장 접근방식을 취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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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절한 예산 자체에 대한 참조를 유지하고 예산의 사용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접근방식은 클라

이언트 예산을 드라이버 리소스 누출 및/또한 잘못된 리소스 사용에 민감하게 만든다. 또한, 드라이버에 의하여 할당되었

으나 클라이언트 예산으로 부여된 지속성의 커널 상태를 고려할 때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

면, 드라이버는 전술하였듯이 클라이언트에 따른 플레이버(404)와 플레이버 리소스 한계(406)를 사용하여 자신의 예산을

분할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회피하고, 따라서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드라이버가 단일 클라이언트의

환경에서는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활성 플레이버는 파라미터로서 리소스 할당 API로 명시적으로, 또는 실제 예산으로 참

조를 통과시킴으로써, 또는 드라이버가 실행하는 동안 현 클라이언트(또는 현 프로세서)와 관련하여 암시적으로, 특정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 1에서 도시된 리소스 통지 서비스(124)의 특정한 구성요소들의 배치를

더 상세히 도시한 블록도이다. 리소스 관리는, 어떤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리소스가 관리되어야 할 것인지 클라이언트

(102)로부터의 협력이 있는 경우 가장 잘 작동한다. 따라서, 리소스 관리 시스템의 한 전형적인 실시예는 통지 서비스 요소

(500)를 포함한다. 상기 실시예에 따르면, 리소스 관리 시스템(100)이 리소스 소비 또는 일시적 정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클라이언트들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클라이언트(102)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리소스 사용

가능성의 변화를 통지하기 위하여, 통지 서비스(500)가 리소스 통지(502)를 클라이언트(102)에게 전달(508)하는 것을 포

함한다. 통지(502)의 목적은 클라이언트(102)에게 리소스 관리자(108)와 협력할 기회를 주는 것이나, 시스템(100)은 클

라이언트가 잘못된 경우에 최선의 기능을 계속하여야 한다.

통지 서비스(500)는 관련 클라이언트(102)에게 신뢰할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이벤트 통지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클라이

언트(102)는 원하는 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배달 방식은 다양한 배달 보장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한 전

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통지(502)는 발생한 이벤트의 집합을 나타내는 비트마스크(bitmask; 504)로 구성된다. 또한, 통

지(502)에 관련된 보조 통지 파라미터(auxiliary notification parameter; 506)가, 전형적으로 대역 외(out of band) 애플

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를 사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102)와 통지 제

공자, 즉 리소스 관리자(108) 또는 리소스 제공자(112)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통지 서비스(500)는, 클라이언트(102)에게 비트마스크가 존재한다면 언제 전체 통지 비트마스크

(504)를 교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를 주면서, 이벤트 배달을 관리하기 위하여 풀 시스템(pull system)을 사용한다. 클

라이언트 관련 집합(통지 제공자의 지원되는 비트마스크의 어떠한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특정된 부분집합) 내에서의 이벤

트의 첫 발생은 클라이언트에 의하여 특정된 배달 기술을 시작하게(trigger) 하나, 후속적인 이벤트들은, 같은 유형이든 아

니든 간에, 저장된 비트마스크로 처리된다. 그러한 것으로서, 특정 이벤트의 반복 발생은, 클라이언트가 비트마스크(504)

를 교정하기로 선택할 때, 즉 처리된 비트마스크가 리셋되는(즉, 0이 되는) 시점까지 분실된다. 선택된 배달 방식에 따라,

이러한 접근 방식은 클라이언트(102)에게 통지(502)를 자신의 의지로 처리할 자유를 준다. 리소스 통지 서비스(124)의 예

시적인 사용은 이하 도 6에서 리소스 조정과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리소스 조정(600)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 1에서 도시된 리소스 관리 시스템(100)의 특

정한 구성요소들의 배치를 더 상세히 도시한 블록도이다. 작용에 있어서, 리소스 제공자(112)는 요청 클라이언트(102D)로

부터 리소스 할당 요청을 받는다. 요청 클리이언트(102D)가 단순히 예산 리소스 한계를 초과해서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리소스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리소스 제공자(112)가 리소스 할당을 만족시킬 수 없으면, 리소스 제공자는 리소스 관리자

(108)에게 리소스 조정자(122) 설비를 사용하여 리소스 조정을 수행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리소스 제공자(112)는 리소스 관리자(108)에게, 요청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

하여, 리소스가 어떠한 미결의 할당으로부터 교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는 리소스

관리자(108)가 정책 모듈(114)에서 구현된 동적 정책 상태와 관련하여 이러한 결정을 한다. 도 1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듯

이, 정책 모듈(114)은, 다른 구성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정책 관리자(116)나 예산 관리자(102C)와 같은 고수준 엔티티

(entity)에 의하여 자리잡은 클라이언트 우선순위와 사용자 선호도의 정책 데이터베이스(118)를 포함한다. 정책 모듈

(114)의 상세한 사항은 도 7과 관련하여 더 설명될 것이다.

한 예로서, 정책 데이터베이스(118)는 사용자가 요청 클라이언트(102)에게 가장 높은 선호도를 할당하였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적 정책 상태는 리소스를 교정하기 위하여 타겟에 대하여 취해지는 인가 액션 세트뿐만 아니라, 잠재

적인 교정 타겟 클라이언트(102E)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적 정책 상태에서 반영된 현 정책에 의하여, 리소스

관리자(108)는, 제공자에게 어떠한 필요한 수단 - 타겟을 위해 인가 액션 세트에서 특정된 조치에 따라 하나 이상의 타겟

클라이언트(102E)에게 할당되어왔을 리소스의 교정을 포함함 - 을 써서라도 요청 클라이언트의 할당 요청을 만족시키라

고 지시함으로써, 리소스 제공자(112)의 조정 요청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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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클라이언트(102D)에 의한 사용을 위해 리소스를 교정하기 위한 시도에서, 리소스 제공자(112)는 어떠한 잠재적 타겟

클라이언트(102E)로부터 리소스가 교정될 수 있는지를 선택한다. 리소스 관리자(108)가 교정을 위한 타겟을 제안하지 않

으면(동적 정책 상태에서 지시되었듯이), 리소스 제공자(112)는,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자신의 리소스의 클라이언

트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리소스 제공자(112)가 타겟을 정하면, 리소스 관리자는, 문제의 리소스를 배포하기 위하여 하

나 이상의 타겟으로부터 협력을 요청하고자 리소스 통지 서비스(124)를 사용하여 리소스 통지(502)를 하게 된다. 이와 달

리, 또는 덧붙여, 리소스 제공자(112)는, 자신의 리소스 통지(502)(다시 리소스 통지 서비스(124)를 이용함)를 함으로써,

그리고/또는 동적 정책 상태에서 지정되었듯이 조치의 집합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조치를 사용함으로써, 리소스 교

정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조치의 집합은 수동적인 것(타겟 클라이언트(102E)와 접촉하여 자발적으로 상당량의 리소스

를 양도하도록 요청하는 것, 예를 들면 통지(502)를 하는 것)에서부터, 프로액티브한 것(강제로 리소스를 교정하는 것), 나

아가 공격적인 것(타겟을 종료시키는 것)에까지 모든 범위에 이를 것이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잘 작성된 클라이언트는,

리소스 상태 변화에 관한 리소스 관리자(108)와 다양한 리소스 제공자(112)에 의한 통지에 복종함으로써 수동적인 조치와

한결같이 협력할 수 있다. 예시적인 통지(502)는 "수 단위의 리소스 X를 배포하라"나 아마 "이후의 소비를 위해 상태를 정

지시키라"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클라이언트(102)가 통지를 무시하는 것과 같이 통지(502)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또는, 대신에, 타겟 클라이언트(102E)가

리소스 관리보다 앞서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legacy application)이거나, 리소스 관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선택하였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반응이 늦은 경우에는, 리소스 제공자(112)는 프로액티브하거나 공격적인 방법을 써서 리소스를 자유롭

게 하려는 시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교정 가능한 리소스는 애플리케이션의 협력 없이도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정될 수 있는 것이

다. 리소스는 언제나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투명하게 교정될 수 있으나, 타겟 클라이언트(102E)에 대한 잠재적인 효과는

저하된 성능에서부터 감소된 기능, 비정상 종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정은 더 공격적인 조치(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의 종료)보다 바람직한데, 타겟의 동작에 대한 효과가 예측 가능하고 기대하지 않은 종료에 이르지 않을 것이

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예를 들면, 교정 방법은 명예로운 대역폭 보증을 그만두는 것과, 애플리케이션을 디스케줄링

(descheduling) 하는 것과, 핸들을 무효화시키는 것과, 그리고 메모리 리소스를 언매핑(un-mapping)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예에서, 교정은, 나중의 두 경우에서는 비결정적인(non-deterministic)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두 경우

에 있어서만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비된 총 CPU 시간이나 발생한 총 페이지 틀림과 같이 교정될 수 없는 리소스는, 통상적으로 리소스

조정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는 교정될 수 없는 리소스의 할당 실패가 전형적으로 리소스 관리자(108)에 의하여 실행된 가

상 예산 한계(208)에 기인하여서만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조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 1에서 도시된 정책 모듈(114)의 특정한 구성요소들의 배치를 더 상세히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정책 모듈(114)은, 다른 어떠한 구성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정책 데이터베이스

(118)과 하나 이상의 정책 관리자(116)를 포함한다. 정책은 정적 부분(static portion; 702)과 동적 부분(dynamic

portion; 704) 중 적어도 하나로 표현되는데, 이들은 함께 리소스 관리자(108)와 리소스 제공자(112)가 리소스를 예약 및

할당하는 요청을 승인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동적 정책 데이터베이스 상태(706)를 포함한다. 정

적 부분(702)은 통상적으로 정책 데이터베이스(118)에서 기록되는 정보를 나타내고, 동적 부분(704)은 통상적으로 프로

세스나 쓰레드가 생성되는 시간에 발생된, 활성 예약 객체(700)에서 유지되는 한계 L(208), 예약 R(210), 커밋 리소스 C

(212)와 같은 정보를 나타낸다.

도 7에서 도시된 실시예에 따르면, 동적 정책 데이터베이스 상태(706)는, 유일한 <애플리케이션 ID, 사용자 ID>(<A, U>)

투플(tuple)에 의하여 식별되는 정책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스나 쓰레드(202, 204)가 시작 또는 생

성됨에 따라, 그것들은 <A, U> 투플로 매핑된다. 각 <A, U> 투플은 상대적인 우선순위와 매핑된 프로세스와 쓰레드를 위

한 인가 액션 세트에 대한 지시를 포함한다. 또한 데이터 목록은 <A, U> 투플로 매핑된 프로세스와 쓰레드에 활성적으로

관련될 예산 또는 예산들(104)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허락된 조치 집합은 리소스 경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조치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 수준에 있지 않은 어떠한 <A, U> 투플에 대하여도, 적어도 하나의 그러한

조치가 특정되어야만 한다. 전술하였듯이, 허락된 조치들은 강도 면에서 수동적인 것에서부터 프로액티브한 것, 공격적인

것에까지의 범위에 이르고 있다. 예시적인 조치로는, 클라이언트(102)가 타임아웃(timeout) 없이 리소스를 양도하도록 요

청하는 것, 예약된 리소스를 투명하게 교정하는 것, 할당된 리소스를 교정하는 것, 클라이언트(102)가 상태를 저장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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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태(quiescent state)로 이동하도록 요청하는 것, 또는 경합하는 리소스를 교정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를 강제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포함한다. 허락된 조치 집합에서 어떠한 조치도 특정되지 않는다면, 대응하는 <A, U> 투플로 매핑된 어떠

한 프로세스나 쓰레드도 모든 리소스 조정 조치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무한의 우선순위로 간주된다.

다른 사용들 가운데서도 특히, 동적 정책 데이터베이스 상태(706)는, 할당 실패와 이에 따른 리소스 제공자(112)로부터의

조정 요청의 결과로 발생하는 충돌의 해결 과정에서 리소스 관리자(108)를 돕는다. 리소스 제공자(112)로의 잠재적인 일

련의 조치를 제안하면서, 동적 정책 데이터베이스 상태(706)는 리소스 관리자(108)가, 현재의 윈도우즈 버전이나 다른 운

영 체제에 존재하는 선착순 할당 정책 상에서 크게 개선되는 것을 유리하게 가능하게 한다.

정책 모듈(114)의 또 다른 면은, 특정 클라이언트(102)의 리소스 요청 및/또는 한계를 앞서 기술한 정책 데이터베이스

(118) 내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운영 체제는, 클라이언트(102)를 위하여 실행하는 프로세스나

쓰레드(202, 204)가 적절한 예산(104) 또는 예산 계층구조(300) 내에 포함된 관련된 리소스 요청과 제한에 종속되어 존재

하기 시작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요청과 제한은, 프로세스나 쓰레드

(202, 204)가 정책 모듈(114)에서 특정된 요청과 제한 밖에서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프로세스 생성 시각에 적용된

다. 정책 관리자(116)는, 잠재적으로 불량 애플리케이션(클라이언트)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또는 특정 클라이언트가 기동

하면 운영체제가 미리 요청된 리소스의 집합을 예약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것들 중에서도 특히 이러한

특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리소스를 할당(800)하기 위하여 도 1에서 도시된 리소스 관리 시스템의 특정한 구성요

소들과 리소스 제공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더 상세히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리소스 요청(802)

은 책임이 있는 리소스 제공자(112)에게 넘겨지는데, 이는 이번에는 요청을 만족시키고 요청 클라이언트 리소스 할당

(808)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거나, 또는 리소스 관리자(108)를 통하여 클라이언트 리소스 요청(802)의 확인(810)

에 대한 요청을 생성함으로써 리소스 관리 시스템(100)에 관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와 달리, 또는 덧붙여, 리소스

경합 때문에 리소스 제공자(112)가 클라이언트 리소스 요청(802)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리소스 제공자는, 리

소스 관리자(108)로부터 조정 요청(810)을 발생시키고, 후속적으로 조정 요청(810)의 결과에 따라 타겟 클라이언트 리소

스 교정(812)을 수행함으로써, 리소스 관리 시스템(100)에 더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확인과 조정에 대한 요청(810)은, 리소스 요청(802)을 한 클라이언트에 대응하는 <A, U>

투플을 특정하는 조회(query; 804)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조회(804)는 동적 정책 데이터베이스 상태(706)에

대하여 적용되며, 프로세스나 쓰레드 - 이에 대응하는 <A, U> 투플이 특정 <A, U> 투플보다 낮은 우선순위임 - 의 목록

을 포함하는 결과 리스트(806)가 리턴된다.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동적 정책 데이터베이스 상태(706)로부터 교정

된 결과 리스트(806)가 합리적인 수의 엔트리로 적절히 다듬어질 수 있도록, 리소스 제공자(112)는, 현재 문제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프로세스(또는 쓰레드)의 리스트에, 조회(804)를 선택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리소스를 관리하는 방법의 리소스 관리 작업 흐름(900)을 도시한 흐름도(flow

diagram)이다. 리소스 관리 작업 흐름(900)은, 리소스 관리 시스템(100)의 다양한 구성요소들 - 그 중에서도 특히 리소스

관리자(108), 리소스 제공자(112), 예산(104)과 예산 계층구조(300) 및 각각의 예산된 값, 그리고 정책 모듈(114)을 포함

함 - 에 대하여 전술한 것과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작업 흐름(900)은, 리소스를 할당하기에 앞서 리소스 제공자(112)로부터 리소스 관리자(108)로 제어를 이동하는 프로세

스(902) - 리소스 관리자(108)가 리소스 제공자(112)로부터 클라이언트의 리소스 예약 또는 할당 요청에 대한 확인 요청

을 받는 프로세스(904)가 뒤따름 - 를 포함한다. 리소스 관리자(108)는, 리소스 관리자(108)가 할당 요청에 관련된 활성

예산(906)을 고려하는, 즉 프로세스나 쓰레드(202, 204)와 관련된 활성 예산(104)이 요청을 시작하는 시점인 결정 블록

(908)에서, 확인을 시작한다. 도 3a 내지 도 3b에서 설명하였듯이, 리소스 관리자(108)는, 활성 예산(104)과 상기 활성 예

산이 한 부분을 이루는 어떠한 예산 계층구조(300) 내에서, 현재 예산 한계 L(208), 예약 R(210) 및 커밋 C(212) 값을 실

행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청이 예산된 값을 초과할 경우 리소스 관리자(108)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프로세스(910)에서, 리소스 제공자(112)가 속도 제어(rate-control)를 요청하면, 리소스 관리자(108)는 속도 제어

를 실행하거나, 또는 프로세스 블록(912)에서 리소스 제공자(112)에게 제어를 되돌려줄 수도 있을 것이며, 그 후 프로세스

(920)에서 클라이언트의 리소스 예약 또는 할당 요청을 거절하며 제어를 클라이언트에게 되돌린다.

요청이 예산된 값 안에 들어오면, 리소스 관리자(108)는 요청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세스 블록(914)에서, 리소스

관리자(108)는 리소스 제공자(112)에게, 클라이언트의 미리 예약된 풀로부터 만족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할당 요청의

일부를 더 통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어는, 리소스 제공자(112)가 요청 클라이언트에 의하여 요구되는 리소스를 할당하려

는 노력을 한 후, 프로세스 블록(916)에서 리소스 제공자(112)에게 되돌아간다. 결정 블록(918)에서 할당이 성공하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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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920)에서 제어가 요청 클라이언트에게 되돌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할당이 실패하면, 리소스 경합이 발

생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프로세스 블록(922)에서 리소스 제공자(112)는 리소스 관리자(108)에게 리소스 조정을 위하

여 선택적으로 상의할 수 있을 것이고, 도 6과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그러한 조정에 따라 가능한 곳에서 리소스를 교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충분한 리소스가 교정되면, 리소스 관리 작업 흐름(900)은, 프로세스 블록(916)에서 전술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할당 요청을 재시도하는 것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를 구현하는데 사용될 예시 리소스 관리자 예산 인터페이스(resource manager budget

interface; 1000)를 개관하는 블록도이다. 이하의 표 1은 인터페이스들과 그들의 의도된 수용자(intended audience)를 요

약하고 있다. 각 인터페이스의 간단한 설명이 표의 뒤를 잇는다.

[표 1]

 인터페이스(interface)  의도된 수용자(intended audience)

 예산을 생성함(1002)  정책 관리자(116), 클라이언트(102)

 리소스를 예약함(1004)  정책 관리자(116), 클라이언트(102)

 콜백 승인을 등록함(1006)  리소스 제공자(112)

 예산을 조회함(1008)  정책 관리자(116), 클라이언트(102), 리소스 제공자(112)

 소비를 기록함(1010)  리소스 제공자(112)

 표지를 설정함(1012)  정책 관리자(116), 클라이언트(102)

 한계를 삽입함(1014)  서비스, 정책 관리자(116)

 플레이버를 삽입함(1016)  클라이언트(102), 서비스, 드라이버, 정책 관리자(116)

 예산을 설정함(1018)  정책 관리자(116), 클라이언트(102)

한 실시예에 따르면, 예산 생성 인터페이스(1002)는 정책 관리자(116)와 클라이언트(102)가 예산(104)과 예산 계층구조

(300)를 생성 및 조작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도 2와 관련하여 전술하였듯이, 예산

(104)은 예산 객체(200)로서 생성된다. 인터페이스(1002)의 디폴트 동작은, 예산 계층구조(300)의 일부를 형성하기 위하

여, 새로 생성된 예산 객체(200)를 호출자(caller)의 현 활성 예산에 자동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일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

르면, 호출자는, 현 계층구조를 '이탈(escape)'하려는 희망을 가리키는 파라미터를 선택적으로 특정함으로써, 디폴트 동작

을 오버라이드(override) 할 수 있을 것이다. 현 계층구조를 이탈함으로써, 예산(104)은 효과적으로 자신의 루트 예산이

된다. 그러한 조작은 현 예산 계층구조의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제한으로부터 예산을 해방시킬 것이다.

대부분의 예에서, 클라이언트(102)는 자신의 예산(104)의 생성을 관리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수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고, 오류가 생기기 쉽고,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예산을 생성하는 일은, 인간이나, 정책 관리자(116)를 사용하

여 그것을 정확하게 실행하기 위한 지식과 권한을 모두 가진 관리자로서 행동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몫이 된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정책 관리자(116)는, 프로세스나 쓰레드(202, 204) - 예산이 이에 관련될 수 있음 - 가 생성되는 동시에

예산을 생성하기 위하여 예산 생성 인터페이스(1002)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예를

들면, 어떠한 파라미터가 예산 한계 L(208)을 분포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예약이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가

등)는 정책 데이터베이스(118)나 시스템 작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발견적 방법(heuristics)을 사용하는 자동화된 관리 소프

트웨어로부터 모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정책 데이터베이스(118)는 리소스의 사용 가능성, 클

라이언트의 성질 및 사용자 선호도를 고려하여 먼저 분포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예산 생성 인터페이스(1002)를 사용하여 처음 만들어진 때에는, 어떠한 리소스도 예산(104) 내에서 수행되거

나 예약되지 않는다. 따라서, (머신 파티션과 분리를 이루기 위하여) 사전 분포(pre-population)를 요하는 예산은 전형적

으로 정책 관리자(116)에 의하여 예산 생성 인터페이스(1002)를 사용하여 먼저 생성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예약을 달

성하기 위해 리소스 예약 인터페이스(1004)로 넘겨지는데, 이는 이하에서 설명될 것이다.

예산(104)은 프로세스 생성시 프로세스 그룹, 프로세서, 또는 (아마) 쓰레드에 동적으로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면, 한 실시예에 따르면, 예산 생성 인터페이스(1002)를 사용하여 생성되면, 예산(104)은 인수(argument)로서 프로세스

(또는 쓰레드)의 생성을 다루는 루틴(routine)으로 넘겨져, 새로운 프로세스(또는 쓰레드)가 자동적으로 예산에서 특정된

리소스 한계에 연결되어 종속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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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생성 인터페이스(1002)는 예산 생성시 하나 이상의 플레이버를 지시하는 매겨변수를 특정함으로써 리소스 사용을

외부적으로 분할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예산 생성 인터페이스(1002)의 디폴트 동작

은 단일 중립 플레이버 - 모든 리소스 사용이 이에 대하여 부과됨 - 를 가지는 예산을 생성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와 달리, 또는 덧붙여, 하나 이상의 플레이버가 생성에 뒤이어 예산 내로 동적으로 삽입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이하 플레

이버 삽입 인터페이스(1016)와 관련하여 설명된 바와 같다. 이는, 내부적으로 리소스 사용을 분할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

의 플레이버 사용에 덧붙여, 예컨대 특정 태스크에 의하여 리소스의 고갈을 제한하거나 오류로부터의 복구에 사용하기 위

하여 리소스를 예약하는 것이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리소스 예약 인터페이스(1004)는 장래의 사용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리소스를 예약하기 위해, 클라이

언트(102)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리소스 획득의 순서를 포함하는 교착(deadlock) 상태를 피

하기 위하여, 리소스를 획득하는 트랜잭션 수단이 클라이언트(102) 상에 부과된다. 그러나, 이는 주로 클라이언트(102)에

게 도움이 된다. 즉,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원하면, 인터페이스(1004)는 리소스를 독립적으로 예약하기 위하여 다수회 호출

되거나, 또는 규정 시간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리소스를 예약하는 것이 시스템 전체에 걸쳐 사용이 불가능

한 리소스의 양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예약은 사실상 보존성이 있다. 유연한 한계가 예약의 남용의 가능성

을 개선하고 리소스의 불충분한 사용을 피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예약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면, 예약 값 R(210)은 예약을 반영하여 갱신(update)되고, 예

산의 커밋 값 C(2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102)는 리소스 조정의 필요 없이 이 리소스의 양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규 서비스 수준에서 한계 L(208)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의 한계 L(208)이 유연한 한계라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장래의 다른 Cn 할당을 위하여 리소스를 교정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102)는 낮아진 서비스 수준

에서 한계 L을 초과하여 리소스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리소스 예약 인터페이스(1004)는 예약 요청을 확인하는 수단, 즉 현 활성 예산과, 존재한다면, 적절한

예산 계층구조(300)의 환경 내에서 예약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대응하는 리소스의 실제 예약은

전형적으로 리소스 제공자(112) 자체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가지 수준의 리소스 요청 상

의 제어가 실행되는데, 하나는 현 활성 예산과, 존재한다면, 예산 계층구조에 따라 리소스 관리자(108)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이고, 하나는 리소스 제공자(112)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 활성 예산과 예산 계층구조의 견지에서 승인 가

능할 수 있는 예약 요청은 적절한 리소스 제공자(112)에게 주어질 때 실패할 수 있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리소스 제공자

(112)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것으로 판단되어온 예약 요청은 리소스 관리자(108)에 의하여 먼저 거절될 수 있을 것이다.

리소스 예약 인터페이스(1004)가 적절한 예산 계층구조의(300) 환경에서 특정 예약 요청을 확인하는데 쓰인다면, 모든 미

결의 예약이 주어질 경우, 실제 리소스 예약이 만족될 수 있는가, 즉 할당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책임은 리소스 제공자

(112)에게 있게 된다. 따라서, 콜백 승인 등록 인터페이스(1006)는 리소스 관리자(108)가 클라이언트의 예약 요청이 리소

스 제공자(112)에 의하여 승인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승인된 예약 요청은 정규 커밋

Cn을 위하여 사용 불가능한 리소스의 부분을 다른 클라이언트(102)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요청이 승인

되면, 리소스 관리자(108)는 적절한 예산 또는 예산 계층구조(300) 내 예산을 갱신하여 미결의 리소스 예약의 현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한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예산 조회 인터페이스(1008)는 예산(104) 내에서 유지되는 특정한 제한과 요청을 조사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102)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예산을 조회할 수 있는 능력은, 예산을 상속하거나 외부적으

로 할당된 예산을 가진 클라이언트(102)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의 현 상태를 조사함으로써,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리소스 사용이 예산 내에서 유지되도록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면, 예산을 조회한 후에 클라이언트(102)는 리소스 관리자(108)와 리소스 제공자(112)와 함께 원하는 리소스

가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등의 통지를 받기 위해 등록하고 싶어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통지를 받는 것을 기다리

기보다는, 클라이언트(102)는, 필요한 리소스를 더 빨리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신에 예산을 변경하기로 결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한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가정). 또 다른 예를 들면, 리소스 관리자(108)는, 협력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캐시에 입력된 정보의 크기를 줄이고 공간 대 시간, 또는 시간 대 공간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에 사용되는 알고

리듬(algorithm)의 집합을 변경시킴으로써 리소스 사용을 줄이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통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리

소스 관리자는 리소스의 과부족으로부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한계에 더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 기록 인터페이스(1010)는 시간에 따른 리소스의 소비를 기록하기 위하여 리소스 제공자(112)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

이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리소스 관리 시스템(100)을 분할하는 각 리소스 제공자(112)는 지원되는 리소스를 클라이언트

(102)에게 할당한 후에, 즉 리소스가 수행된 후에 소비 기록 인터페이스(1010)를 호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나서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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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08)는 리소스 교정 목적의 가능한 장래의 리소스 관리자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커밋 리소스 값(Cn)을 기

록할 수 있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커밋 리소스의 어떠한 부분이 초과 커밋 Ce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인가를 기록하고 관리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리소스 제공자(112)에게 남겨지며, 이는 이하에서 추가적인 양과 관련하여 설명된다.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리소스의 소비를 기록하기 위한 소비 기록 인터페이스(1010)의 사용은, 예를 들면 리소스

예약 인터페이스(1004)를 사용함으로써, 그 양이 미리 예약되어 있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리소스가 사용 가능하면, 그것

이 클라이언트(102)에게 할당된 그 시각에 디폴트로 암시적으로 "예약"된다. 현 활성 예산을 실행하는 것이, 리소스 관리

자(108)가, 기록된 소비의 전체 양을 정규 커밋 Cn의 일부로서 승인하는 것을 막는다면, 소비 기록 인터페이스(1010)는

리소스 제공자(112)에게 초과량을 되돌려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유연한 한계를 지원하는 리소스

제공자(112)는, 클라이언트(102)가 초과 커밋 Ce 리소스가 승인 가능하다고 지시하였다고 가정하면, 초과 커밋 Ce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초과량을 선택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 것이다. 초과 커밋 Ce 리소스가 정규 커밋 Cn보다 더 쉽게 교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어떠한 클라이언트는 초과 커밋을 보류하고 정규 커밋에서 할당 가능한 리소스가 사용 가능할 때까지 기다

리는 것을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암시적으로 소비되는 리소스의 경우에는, 관련 리소스 제공자(112)는 전형적

으로 리소스의 초과 커밋 Ce 할당을 관리하는데있어서 상당한 유연성을 가진다.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리소스 제공자(112)는 소비 기록 인터페이스(1010) 내에서 부과(charge)되고 있는 리소스

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특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리소스 관리자(108)는 정확한 리소스에 소비를 부과할 수 있다. 또

한, 리소스 관리자(108)는, 아래에서 설명될 어떠한 동적으로 삽입된 리소스의 경우에 있어서, 한계 삽입 인터페이스

(1014)를 사용하여 동적 한계가 예산에 삽입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지 설정 인터페이스(1012)는, 특정 예산(104)을 위하여 기록된 정규 커밋 Cn 값이 예산의 표지 값(214)을 초과한 경우,

1회 통지를 등록하기 위하여 정책 관리자(116), 클라이언트(102) 및 서비스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인 통지가

필요하다면, 정책 관리자(116)와 클라이언트(102)는 표지 설정 인터페이스(1012)를 이용하여 명시적으로 다시 등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등록자는 원하는 통지 배달 방식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리소스 관리자(108)에

의하여 지원되는 모든 통지 메커니즘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도 5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면, 표지에 기

초한 통지는, 리소스 소비가 예산의 표지 값을 초과할 경우 리소스 빌링(billing) 모델을 변경하는데 유용할 수 있을 것이

다.

한계 삽입 인터페이스(1014)는 예산(104)에 동적으로 한계 L(208)을 삽입하기 위하여 정책 관리자(116)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도 1과 관련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리소스가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서비스 운영에 의하여 소비된

경우,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한계 삽입 인터페이스(1014)의 사용을 통하여 후자의 리소스를 고갈시키도록 서비스를 강

제할 수 있는 속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의 활성 예산에 한계를 삽입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적인 호출에서, 클라

이언트(102)는 동적으로 삽입된 한계에 종속될 것이다.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클라이언트 예산에 악의적으로 낮

은 한계를 삽입하는 것이 서비스 거부 공격을 구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되는 정책 관리자(116)와 서비스만이 타겟

예산에 동적 한계를 삽입하는데 필요한 특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플레이버 삽입 인터페이스(1016)는, 도 4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예산에 플레이버를 동적으로 삽입하기 위하여, 클

라이언트(102) -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운영하는 서비스와 드라이버를 포함함 - 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클라이언트(102)는 플레이버 삽입 인터페이스(1016)를 자신의 현 활성 예산에 플레이버를 삽입하는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이한 클라이언트에 속하는 예산으로의 동적 플레이버 삽입은 플레이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리소스 사용을 예산에 의해 부과된 한계 안에서 관리하는 수단을 제공할

의도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플레이버를 사용하는 내부적 및 외부적 리소스 분할은 플레이버의 명확한 집합

에 의존하여야 한다.

도 4에 도시된 예에 따르면, 서비스는 특정한 클라이언트(102) - 상기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서비스가 운영됨 - 의 ID

(identification)에 기초하여 자신의 예산 플레이버(분할)를 설명하기 위하여 플레이버 삽입 인터페이스(1016)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클라이언트(102)와 플레이버 간의 매핑을 성립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서비스에 남겨진다. 유사한 시나리

오가 자신의 리소스 사용을 특정한 클라이언트 - 상기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리소스가 소비됨 - 에 기초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드라이버에 의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플레이버 관리의 부담은, 플레이버 삽입 인터페이스(1016)를 사용하

는 것들을 동적으로 삽입하기 위하여 선택한 서비스나 드라이버에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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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또는 덧붙여, 미리 정의된 패킷 유형의 정적 집합 사이의 허락된 메모리 사용을 분할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드라

이버와 같은 동적 플레이버에 대한 요구가 없는 경우, 플레이버는 플레이버 삽입 인터페이스(1016)를 사용하여 동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원하는 플레이버는 예산 생성시 예산 생성 인터페이스(1002)를 사용하여 특정될 수 있으며

성능의 이득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플레이버는 오류 복구를 구현하고 소프트웨어의 내성(robustness)과 신뢰성(reliability)을 개선하는데 유용하다. 시

스템 내의 낮은 리소스 상황으로부터의 복구를 위하여만 사용되는 플레이버를 가진 리소스를 예약함으로써, 소프트웨어는

복구할 만큼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는, 캐시를 줄임으로써 리소스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리소스 관

리자(108) 통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분히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도 4의 클라이언트 리소스 아이덴티티 가장(client resource identity impersonation)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듯이, 예산 설정 인터페이스(1016)는, 다른 사용들 중에서도 특히, 클라이언트(102)를 위하여 수행하는 프로세스

나 쓰레드(202, 204)를 특정 예산(104)에 일시적으로 부가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와 다른 구성요소에 제공될 수 있을 것이

다. 부가 작용 동안 모든 서비스의 리소스 사용은 특정 예산으로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부가 기간 동안 리소스가 예약되

고 할당되고 배포되는 경우에, 예산 설정 인터페이스(1016)는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요청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리소스 소

비를 자신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예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다양한 특징을 구현하는데 적합한 연산 시스템의 간결하고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다. 분산된 연산 환경에서 사용가능한 개인용 컴퓨터의 통상적인 환경에서 기술되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원거

리 연산 장치에 대하여는 보충적인 태스크가 수행될 것이지만, 당업자라면 본 발명이 기타 많은 컴퓨터 시스템 환경에서도

실시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은 자립형(standalone) 환경에서의 개인용 컴퓨터 운영, 또는 멀티프

로세서 시스템(multiprocessor system), 미니컴퓨터(minicomputer), 메인프레임 컴퓨터(mainframe computer) 등에 실

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업자라면 본 발명이 랩탑 컴퓨터(laptop computer), 태블릿 컴퓨터(tablet computer), 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휴대전화, 게임 콘솔(game console), 개인용 미디어 장치

(personal media device),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기타 디지털 컨텐트가 설치되는 어떠한 장치를 포함하는 다른 종류

의 연산 장치에서 실시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편의를 위하여 본 발명의 다양한 특징을 구현하는데 적합한 연산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일부는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 대

한 참조를 포함한다. 그러나, 당업자라면 그러한 참조가 단지 예시적일 뿐이며 본 발명의 통상적인 응용을 제한하려고 제

공된 것이 아님을 인식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은 리눅스(LINUX)나 유닉스(UNIX) 운영 체제와 같은 기타 운영 체제

환경에서도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특정 형태 개인용 컴퓨터와 관련된 운영 체제에 의하여 실행되거나 접근되는 프로그램의 견지에서 기술되었다.

그러나, 당업자라면 그러한 면이 기타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모듈과 데이터 구조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프로그램 모듈과 데이터 구조는, 특정 태스크(task)를 수행하거나 특정 추상적 데이터형(abstract

data type)을 구현하는 루틴(routine), 서브루틴(subroutine), 프로그램, 서브프로그램, 메소드(method), 인터페이스, 프

로세스, 절차(procedure), 함수(function), 구성 요소(component), 스키마(schema) 등을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연산 장치를 운영하는 경합 프로세스나 쓰레드 간의 리소스의 할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연산 장치에

서의 리소스 관리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리소스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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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예산(budget)에서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의한 리소스의 사용과 관련된 값들 - 상기 값들은 상기 클라이언트에

게 할당될 수 있는 리소스의 최대량을 나타내는 제1 한계(limit)와 이미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할당된 리소스의 양을 나타내

는 제1 커밋(commit)을 포함함 - 을 추적하는 단계;

클라이언트 요청을 확인하여 상기 리소스의 양을 상기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에게 할당하기 위하여 상기 리소스의 제

공자에 의한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커밋을 상기 요청된 양만큼 증가시켜도 상기 제1 커밋이 상기 제1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

요청을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의 상기 제공자로부터 상기 요청된 양이 상기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에게 할당되었다는 확인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커밋을 상기 요청된 양만큼 증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한계는 유연하고, 상기 요청된 양만큼 상기 제1 커밋을 증가시키는 단계는 정규 커밋(normal commit)을 상기 제

1 한계로 증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제1 한계를 초과하는 양을 상기 리소스의 상기 제공자에게 초과 커밋으로 통지하는 단계 - 상기 정규 커밋은 정규 서

비스 수준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에게 할당 가능한 양을 나타내고, 상기 초과 커밋은 저하된 서비스 수준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에게 할당 가능한 양을 나타냄 -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값들은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미리 할당될 수 있는 상기 리소스의 최대량을 나타내는 제1 예약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1 예약은 상기 제1 한계에 의하여 제한되는 방법으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리소스의 양을 미리 할당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요청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리

소스의 제공자로부터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요청된 양만큼 상기 제1 커밋을 증가시켜도 상기 제1 커밋이 상기 제1 예약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

요청을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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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리소스의 상기 제공자로부터 상기 요청된 양이 상기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에게 미리 할당되었다는 확인을 수신

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커밋을 상기 요청된 양만큼 증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제2 예산에서 적어도 하나의 다른 클라이언트에 의한 동일한 리소스의 사용에 관련된 값들 - 상기 값들은 상기 다른 클라

이언트에게 할당될 수 있는 상기 리소스의 최대량을 나타내는 제2 한계와 상기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이미 할당된 상기 리

소스의 양을 나타내는 제2 커밋을 포함함 - 을 추적하는 단계;

상기 제1 및 제2 예산의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할당될 수 있는 상기 리소스의 최대량을 나타내는 유효 한계 값을 지니는 공

통 루트 예산의 자식(children)으로서 상기 제1 및 제2 예산을 계층구조적으로 연결하는 단계;

클라이언트 요청을 확인하여 상기 리소스의 양을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할당하기 위하여 상기 리소스

의 제공자에 의한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1 및 제2 커밋을 모으는 단계; 및

상기 요청된 양만큼 모아진 커밋을 증가시켜도 상기 모아진 커밋이 상기 유효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

요청을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의 상기 사용이 플레이버 제한(flavor restriction) - 상기 플레이버 제한은 상기 리소스의 상기 사용 형태에 기

초함 - 에 더 종속되고,

상기 클라이언트 요청에 의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의 상기 리소스의 사용이 상기 리소스 사용 형태에 대한 상기 플레이버 제

한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 요청이 확인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에 대한 클라이언트 요청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기 리소스의 상기 제공자에 의하여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리소스가 현재 할당된 타겟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대적인 우선순위 및 적어도 하나의 인가된 액션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리소스가 상기 상대적인 우선순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가된 액션에 기초하여 상기 타겟 클라이언트로부터 교정

될 수 있는 경우 상기 요청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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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기 상대적인 우선순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가된 액션을 결정하는 단계는 정책 데이터

베이스(policy database)에 대한 조회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를 자발적으로 양도하도록 상기 리소스를 교정하기 위하여 상기 타겟 클라이언트에게 통지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가된 액션이 수동적인 액션(passive action), 프로액티브한 액션(pro-active action), 및 공격적인

액션(aggressive action) 중 하나인 방법.

청구항 12.

연산 장치에서의 리소스 관리용 시스템으로서,

리소스 상의 제한을 인코딩하는 예산 계층구조;

상기 예산 계층구조 내에서 예산과 관련된 클라이언트를 위해 작동하는 프로세스;

상기 예산 계층구조 내에서 인코딩된 제한 - 상기 제한은 상기 리소스 제공자에 의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할당될 수 있

는 상기 리소스의 최대량을 나타내는 한계를 포함함 - 에 기초하여 상기 리소스의 양에 대한 클라이언트 요청을 확인하는

리소스 관리자; 및

상기 확인된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응하여 상기 리소스의 상기 요청된 양을 상기 프로세스에 할당하는 리소스 제공자를 포

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관리자는, 상기 리소스의 상기 요청된 양을 상기 프로세스에 할당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리소스에 대한 예산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 요청을 확인하고, 상기 리소스의 상기 요청된 양을 상기 프로세스

에 할당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리소스에 대한 예산된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요청을 무효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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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한은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이미 할당된 상기 리소스의 양을 나타내는 커밋을 더 포함하고, 상기 커밋은 상기 한계

내에 할당된 양을 나타내는 정규 커밋과, 상기 한계를 초과하여 할당된 양을 나타내는 초과 커밋을 포함하며, 상기 정규 커

밋에 덧붙여진 상기 요청된 양이 상기 리소스에 대한 예산된 한계 내에 있는 경우 상기 리소스 관리자가 상기 클라이언트

요청을 확인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은 상기 리소스 제공자에 의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미리 할당될 수 있는 상기 리소스의 최대량을 나타내는 예

약을 더 포함하고, 상기 예약은 상기 한계에 의하여 제한되며, 상기 리소스 관리자는, 상기 리소스의 상기 요청된 양을 상

기 프로세스에 미리 할당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리소스를 위하여 예산된 예약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

기 클라이언트 예약을 확인하고, 상기 리소스의 상기 요청된 양을 상기 프로세스에 미리 할당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클라

이언트가 상기 리소스를 위하여 예산된 예약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요청을 무효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예산 계층구조 내 상기 제한은 상기 계층구조 위로 모아져 상기 예산 계층구조의 서브트리 내에서 예산의 모든 클라

이언트에게 할당될 수 있는 상기 리소스의 최대량을 제공하고, 상기 예산 계층구조 내에서 모든 예산의 모든 클라이언트에

게 할당될 수 있는 상기 리소스의 상기 최대량에 더 종속되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가 현재 할당되어 있는 타겟 클라이언트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상대적인 우선순위 및 인가된 액션을 제공하는

정책 모듈을 더 포함하고,

적어도 하나의 상기 타겟 클라이언트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상기 상대적 우선순위 및 상기 인가된 액션에 기초하여 상기 리

소스가 현재 할당된 타겟 클라이언트로 상기 리소스가 교정될 수 있는 경우, 상기 리소스 관리자는 상기 요청 클라이언트

를 위하여 조정함으로써 상기 클라이언트 요청을 조정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인가된 액션이 수동적인 액션, 프로액티브한 액션, 및 공격적인 액션 중 하나인 시스템.

청구항 19.

연산 장치에서 리소스 관리를 위한 명령어를 구비한 컴퓨터 액세스 가능 매체로서, 상기 명령어는,

예산 계층구조 내로 조직화된 예산 내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리소스를 할당하는 한계 - 상기 한계는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할당될 수 있는 상기 리소스의 최대량을 나타냄 - 를 인코딩하는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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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가 제한된 리소스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과 관련된 활성 예산 - 상기 활성 예산은 상기 예산 계층구조 내의 수

준에 있음 - 을 획득하는 명령어;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리소스를 할당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활성 예산 내에서 및 상기 예산 계층구조 내 상기 활성 예

산의 수준과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임의의 예산 내에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예산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

요청을 승인하는 명령어를 포함하는 컴퓨터 액세스 가능 매체.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는,

상기 리소스가 현재 할당되어 있는 타겟 클라이언트를 식별하는 명령어;

각각의 상기 식별된 타겟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상대적인 우선순위나 인가 액션 세트를 획득하는 명령어; 및

상기 관련된 상대적 우선순위 및 인가 액션 세트에 따라 상기 리소스를 적어도 하나의 상기 타겟 클라이언트로부터 교정함

으로써 상기 클라이언트 요청을 조정하는 명령어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액세스 가능 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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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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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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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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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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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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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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