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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메모리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메모리 누수라고 한다.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

면 메모리 낭비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시스템 크래시(crash)가 발생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메모리 누수를 검출하기 위하여 참조 계수 기법을 이용한다. 참조계수 

기법을 이용하면 메모리 누수의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메모리 누수 발생시점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어 디버깅이 용이해진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구현한 도구를 이용하여 사례연구를 수행

한다. 사례 연구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이 정확하게 메모리 누수를 검출하고 디버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1. 연구 배경 

  Garbage 수집기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메모리를 

자동으로 회수하는 Java와 달리, C에서는 개발자가 직접 

메모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메모리 에러가 자주 발생한다. 그 

중, 메모리 누수(memory leak)란 할당된 메모리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의도하지 않은 

메모리 낭비가 발생한다. 메모리 누수는 누적적이므로 시스템 

수행속도를 저하하고 결국 시스템 고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임베디드(embedded) 시스템과 같이 시스템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경우 메모리 

누수가 미치는 영향은 더욱 치명적이다.  
 

지금까지 메모리 누수를 검출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도구들은 시스템의 종료 후 

메모리 누수 발생 여부에 대해서만 보고할 뿐 메모리 누수 

발생 시점이나 발생 원인 등 메모리 누수를 제거하기 위한 

디버깅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도 

메모리 누수 발생원인을 찾기 어렵고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메모리 누수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존의 도구들로 메모리 누수를 제거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조 계수 

기법을 이용한다. 참조 계수 기법은 원래 Java에서 

garbage를 수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서 메모리 누수 

검출에 사용되면 프로그램 수행 중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 

순간에 누수의 발생 시점뿐만 아니라 디버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C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메모리 누수를 검출해주는 기존의 도구들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메모리 누수 검출을 위해 

이용하는 참조 계수 기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메모리 누수 검출 기법을 제안하고 이어서 5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지원하는 도구 구현을 살펴본다. 

6장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제안된 기법의 효용성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7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C언어에서 메모리 누수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정적 

분석 기법과 동적 분석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정적 분석 

기법은 소스코드를 분석하여 메모리 누수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행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누수를 찾지 못하고 

거짓 경보(false alarm)의 발생이 많다[1]. 동적 분석 기법을 

이용한 메모리 누수 검출 도구 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오픈 

소스 도구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MemCheckDeluxe 

MemCheckDeluxe[2]는 실행중인 애플리케이션의 메모리 

할당 상태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API를 제공한다. 메모리 

누수를 검출하려면,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에 

API를 삽입해야 한다. 그리고 API가 보여주는 메모리 사용 

현황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자가 직접 메모리 누수 여부와 

누수 위치를 판단해야 한다  
 

 MemWatch 

MemWatch[3]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메모리 누수를 

검출할 프로그램과 함께 컴파일 후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메모리관련 함수가 호출되면 

MemWatch가 이를 대신 관리하고 프로그램이 종료 되면 

해지되지 않은 메모리 블록의 정보를 기록한다. 

MemCheckDeluxe에 비해 사용방법은 간단하지만 여전히 

해지되지 않은 메모리에 대해서 메모리 할당 시점에 대한 

소스 코드상의 위치 정보만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누수의 

근본 원인을 알기가 어렵다. 
 

 Valgrind 

Valgrind[4]는 오픈 소스로 구현된 대표적인 메모리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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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도구로서 가상 머신(virtual machine)을 사용하여 이진 

코드를 에뮬레이션(emulation)함으로써 각종 메모리 오류를 

검출한다. 소스 코드가 없어도 메모리 누수 검출이 가능하며 

누수가 일어난 메모리 블록에 대해서 소스 코드 상의 할당 

위치, 할당 시점의 호출 스택(call stack) 등의 정보를 

보여준다. 그러나 메모리 누수를 제거하기에는 제공되는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며 Valgrind를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과 이진 코드가 제한적이다. 

 DIOTA 

DIOTA[5]는 이진 코드를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 실행 

중에 코드 삽입과 garbage 컬렉션 기법을 통해 메모리 

누수를 검출하는 도구다. 앞에서 설명한 기존의 다른 

도구들에 비해서 디버깅에 유용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한다. 하지만 실행 오버헤드가 DIOTA를 사용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200~300배로 매우 크며 리눅스/X86 

시스템 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독립적이지 못하다. 
 
기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도구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프로그램의 수행이 끝난 후에 

메모리 누수를 검출하기 때문에, 서버나 임베디드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처럼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경우 적용하기가 

어렵다. 둘째, 대부분의 도구들은 누수된 메모리 블락의 시작 

주소, 크기, 그리고 소스 코드 상의 할당 위치 등과 같은 

정보만 제공한다. 하지만 검출된 메모리 누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누수된 메모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 지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3. 배경 지식 

3.1 참조 계수(Reference counting) 기법 

참조 계수(reference counting) 기법은 garbage 

컬렉션(garbage collection, 이하 GC)에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로 각 객체마다 그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수(reference 

count)를 저장한다. 어떤 포인터가 객체를 가리킬 때 마다 그 

객체의 참조수는 증가하고 객체를 가리키고 있던 포인터가 

사라지게 되면 참조수가 줄어든다(그림 2).  

 

<그림 2. 참조 계수 기법[6]> 
 
따라서 객체의 참조수가 0이 되면 그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객체로 

판단하고 해당하는 메모리를 회수한다. 메모리를 회수할 

때에는 회수되는 객체 내에 다른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그런 포인터가 존재 한다면 내부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에 대한 참조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정확한 참조수가 유지되도록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참조 계수 기법만으로는 접근 

불가능한(unreachable) 모든 객체를 회수할 수 없다. 할당된 

객체들이 순환 구조(circular structures)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메모리 누수가 일어나도 참조 계수 기법으로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7]. 

 

<그림 3. 참조 계수 기법의 문제점[6]> 
 
[그림 3]에서 타원 안의 객체들이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객체들은 루트 집합으로부터 도달할 수 있는 경로가 

없지만 두 객체가 서로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참조수가 1이 

되어 회수되지 않는다. 이런 객체들을 사이클 메모리 

누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참조 계수 기법만으로는 사이클 

메모리 누수를 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garbage 컬렉션 

기법들과 함께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참조 계수 기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Mark-Sweep 기법을 사용한다. 
 

3.2 Mark-Sweep 기법 

Mark-Sweep 기법[8] 역시 GC에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로 다음의 두 가지 과정을 통해 garbage를 회수한다. 

 

[1단계] 사용 되지 않는 객체 구분 

- 루트집합에서부터 포인터를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객체들을 마크(mark)한다. 이렇게 마크된 객체들은 

프로그램 실행 동안 계속해서 사용되는 객체들이다. 

 

[2단계] 가비지 회수 

- 마크되지 않은 객체들의 메모리(garbage)를 회수한다 

 

4. 메모리 누수 검출 기법 

참조 계수 기법을 이용하여 메모리 누수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기에 앞서, 그래프를 이용하여 메모리 상태와 메모리 

누수를 모델링 한다. 그리고 메모리 누수 검출에 필요한 

메타데이터와 메타데이터 변환 법칙을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참조 계수 기법을 이용한 메모리 누수 검출 방법을 설명한다. 
 

4.1 메모리 모델링 

메모리 참조 구조(할당된 메모리 블록과 포인터 변수간의 

관계)를 유향 그래프(directed graph)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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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 E) = (M ∪ P, Ex ∪ In) 

 

 M = {m| m은 Heap에 할당된 메모리 블록} 

 P = {p| p는 메모리 블록 m을 가리키는 포인터. 

m∈M} 

 Ex = {(p, m)| 포인터 p가 메모리 블록 m을 가리키고 

있다. p∈P, m∈M} 

 In = {(m, p)| 메모리 블록 m이 내부 포인터 p를 

포함하고 있다. p∈P, m∈M. } 
 
따라서 메모리 누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메모리 누수 블록의 집합) ={m | m∈M ∧ SAP(m)=φ } 

이 때, 

 P_In = { p | p∈P ∧ (∃m∈M  ( (m, p)∈In ) ) } 
 

 SAP(m) =  {(s, m1, p1, m2, p2, … , mn, pn, m )|  

s∈P-P_In ∧ m∈M ∧ (s, m1),(pi, mi+1), ( pn, 

m)∈Ex ∧ ( mi, pi)∈In. 단, n은 자연수 ∧ i는 

0≤i≤n인 자연수} 
 

 예를 들어, [그림 4]과 같은 C언어 코드가 있다고 하면 (3) 

위치까지 수행된 시점에서의 그래프는 [그림 5]와 같다.  
 

struct link 
{ 
   struct link *next; 
}; 
 
int main(){ 
   struct link *a, *b; 
   a=(struct link*)malloc(sizeof(struct link)); /*(1)*/
   b=(struct link*)malloc(sizeof(struct link)); /*(2)*/
   a->next = b;                           /*(3)*/

a = NULL;                              /*(4)*/
   … 

} 

<그림 4. 메모리 모델링 예시 코드> 
 
[그림 5]에서 사각형은 할당된 메모리 블록의 시작주소를 

나타내고, 동그라미는 포인터 변수들의 주소 값을 나타낸다. 
 

 

<그림 5. 메모리 모델링> 
 

 [그림 4]의 코드에서 (1)과 (2)를 수행하게 되면 포인터 a, 

b가 각각 Heap에 할당된 메모리 Ma, Mb를 가리키게 된다. 

(3)을 수행하게 되면 a next가 메모리 Mb를 참조하는 것을 

나타내는 실선과 a next가 Ma 내부에 존재하는 포인터라는 

것을 표현하는 점선이 추가된다. (4)가 수행되면 [그림 6]과 

같은 상황이 된다. 이 때 메모리 블록 Ma에 도달 가능한 

경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Ma는 메모리 누수가 된다. 
 

 

<그림 6. 메모리 모델링에서의 메모리 누수> 
 

 4.2 메타데이터 정의 

4.1절에서 설명한 모델링을 통해 메모리 누수를 검출하는 

도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테스트할 프로그램의 실행 상태를 

표현하는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 메타데이터는 메모리 

메타데이터, 포인터 메타데이터, 그리고 호출 스택 

메타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1)메모리(memory) 메타데이터 

 Memory Information Element (MIE) 

Heap에 메모리블록이 할당될 때마다 생성되는 

메타데이터로써 할당된 메모리 블록의 시작주소, 

블록의 크기, 참조수, IPL의 참조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디버깅 정보 제공을 위해 추가적으로 할당 

시점의 소스 코드 상의 파일 이름과 줄 번호, 호출 

스택 정보를 가지고 있다. 

 Memory Information Set (MIS) 

MIE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생성된 모든 MIE들의 

정보를 가진다. 메모리 모델링에서 집합 M에 해당한다. 

 Internal Pointer List Element (IPLE) 

Heap에 할당된 메모리 블록 내에 다른 메모리 블록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존재할 경우에 생성되는 

메타데이터로써 PE를 통해 참조관계 정보를 저장한다. 

모델링에서 In 에지(edge)에 해당한다. 

 Internal Pointer List (IPL) 

IPLE들을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다. 메모리 

모델링에서 집합 In에 해당한다.  

2)포인터(pointer) 메타데이터 

 Pointer Element (PE) 

어떤 포인터가 Heap에 할당된 메모리 블록을 가리킬 

때 생기며 포인터의 메모리 주소와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블록의 메타데이터 MIE에 대한 참조를 가지고 

있다. 메모리 모델링에서 집합 P, Ex에 해당한다. 

 Stack Point Address Set (SPAS) 

로컬 포인터 변수들을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로컬 

포인터 변수들의 PE 정보를 가지고 있다. 

 Pointer Address Set (PAS) 

전역 변수 혹은 Heap에 할당된 메모리 블록 내부에 

존재하는 포인터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 해당하는 포인터들의 PE들을 참조할 수 

있다. 
 

3)호출 스택(call stack) 메타데이터 

 Call Stack Element (CSE) 

Ma 

Mb 

a next 

b

M P 

In

Memory leak! 

Ma 

Mb 

a 

a  next

b

M P 

In 

Ex 

Ex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A)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B)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C)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D)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생성되고 함수가 종료될 때 

사라지는 메타데이터로써 호출된 함수의 이름과 해당 

함수 내에 로컬 변수로 존재하는 포인터들의 

정보(SPAS), RCL 정보를 담고 있다.  

 Call Stack (CS) 

프로그램의 함수 호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메타데이터로써 CSE의 참조를 가지고 있다. CS를 통해 

특정 시점의 함수 호출 순서를 알 수 있다. 검출된 

메모리 누수를 보고할 때 메모리 할당 시점과 메모리 

누수 시점의 함수 호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Return Check List (RCL) 

메모리 누수의 가능성이 있는 메모리 블록에 대해서 

메모리 블록의 메타데이터 MIE의 참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이다.  
 
메모리 메타데이터들의 관계는 [그림 7]과 같이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다. 
 

메모리 블록의 시작 주소

메모리 블록의 크기
참조수

IPLE의 집합(IPL)
디버그 정보(할당 위치 정보)

MIE(Memory Information Element )

MIS(Memory Information Set )

. . .

IPL(Internal Pointer List)

PE의 참조

IPLE(Internal Pointer List’s Element)  

<그림 7. 메모리 관련 메타데이터의 구조> 
 
[그림 7]과 [그림 8]은 각각 메모리 메타데이터들의 관계, 

포인터와 호출 스택 메타데이터들의 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8]에서 포인터 메타데이터 PE(Pointer 

Element)의 경우 포인터가 메모리의 어떤 영역에 

존재하는지에 따라 PAS(Pointer Address Set) 혹은 

SPAS(Stack Pointer Address Set)에 의해 참조된다. 이렇게 

메모리의 스택 영역에 존재하는 포인터의 메타데이터를 따로 

분리하였을 때에 얻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수행 중 어떤 함수의 수행이 종료되었을 때 그에 

따른 메타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수 내의 로컬 변수에 

의해 생성된 포인터의 메타데이터들을 모두 제거해 주어야 

한다. 이 때, 종료되는 함수에 해당하는 CSE의 SPAS를 

제거함으로써 함수의 로컬 포인터와 관계된 모든 PE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스택 영역에 존재하는 포인터의 

메타데이터 PE는 상대적으로 PAS가 참조하는 PE에 비해 

빈번하게 사용되므로 도구 구현 시 특정 포인터 주소에 

해당하는 PE를 찾을 때 속도 면에서 이점을 지니게 된다. 
 

 

<그림 8. 포인터와 호출 스택 관련 메타데이터의 구조> 
 

  RCL은 메모리 누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MIE의 참조 정보

를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이다. [그림 9]의 코드를 살펴보면 

foo함수는 malloc함수를 통해 할당된 메모리의 시작주소를 반

환한다. 만약 (가)코드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foo함수에 할당된 

메모리가 free함수에 의해 해지될 때까지 메모리를 참조하는 

포인터 변수가 존재하므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코드를 수행할 경우 foo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받

는 포인터 변수가 없으므로 참조수가 0이 되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다.  예제에서처럼 어떤 함수가 포인터를 반환하는 경

우에는 메모리의 누수 여부를 포인터 반환 시점에 알 수 없다. 

하지만 누수 가능성이 있는 메모리의 메타데이터 MIE의 참조

를 RCL에 저장함으로써 함수가 수행된 이후에 메모리 누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9. 포인터를 리턴 하는 함수의 예시 코드> 
 
[그림 9]의 코드에서 (2)가 수행되기 직전의 메타데이터 

정보는 [그림 10]과 같다. (2)가 수행되면 foo함수가 포인터 

반환과 함께 종료되기 때문에 [그림 10]에서 점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메타데이터가 사라지고 MIE의 참조수가 0이 

되지만 MIE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반환하고 있으므로 메모리 

누수를 보고 하지 않고 main함수의 RCL에 MIE의 참조를 

저장한다. 그리고 (3) 혹은 (4)가 수행된 이후에 RCL을 

검사하여 메모리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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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Stack

CSE:main()

CSE:foo()

SPAS RCL

SPAS

RCL

PE: *p

MIS

MIE: 참조수=1

 
<그림 10. 포인터를 리턴 하는 함수에서의 누수 확인> 

 
4.3 메타데이터 변환 

프로그램 실행에 따라 메모리 상태가 변한다. 그에 따라 

메타데이터도 업데이트 하여야 정확하게 메모리 누수를 

검출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야 할 시점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메타데이터 변환 시점> 

번호 위치 설명 

1 메모리 할당 함수 malloc, memalign 등의 함수 

2 
포인터 할당 

(pointer assignment) 

char *p, *q; 
… 
p = q; 

3 
구조체 할당 

(structure assignment) 

struct st a, b; 
… 
a = b; 

4 메모리 재할당 함수 realloc 함수  

5 메모리 해지 함수 free 함수 

6 함수의 시작 

char* foo(char *p) 
{  

 
… 

} 

7 블록의 끝 

{ 
… 
{ 
  char *p=(char)malloc(10); 

... 
 

} 
} 

8 함수의 끝 

char * foo(char *p) 
{  
   … 

if(…) return q; 
… 
return p; 

} 

9 
포인터를 반환하는 
함수를 수행한 후 

… 
char *p = foo(); 

 
 
프로그램 수행 중 메모리가 할당/재할당, 해제 될 때에는 

메모리 관련 메타데이터를 갱신한다. 메타데이터 MIE의 경우, 

메모리 할당 함수로 Heap에 메모리 블록을 할당할 때 

생성되어 초기화 된다. 초기화 작업에는 메모리 블록의 시작 

주소와 크기를 메타데이터에 기록하고 참조수 정보를 0으로 

만드는 일 등이 포함된다. realloc과 같은 메모리 재할당 

함수가 불릴 때에는 메모리 블록의 시작 주소와 크기 변경에 

따른 메타데이터들을 갱신한다. 메모리 해지 함수가 불리게 

되면 해지되는 메모리블록의 메타데이터 MIE의 IPL에 

존재하는 각각의 IPLE에 대해서, IPLE에 의해 참조되는 MIE의 

참조수를 1만큼 줄여줌으로써 정확한 참조수를 유지한다. 
 

  포인터나 구조체 할당이 일어날 때에는 포인터 관련 

메타데이터가 변경된다. 포인터나 구조체 할당으로 인해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이 달라지는 경우 포인터가 메모리의 

어느 영역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PAS 혹은 SPAS의 PE정보를 

갱신해 준다. PE정보가 바뀔 때 PE가 가리키는 MIE의 

참조수도 변화시킨다. 
 

 함수가 호출되면 메타데이터 CSE가 생성되어 CS에 

추가된다. 함수 수행 중 함수의 인자(argument)이나 

로컬변수로 인해 생성되는 포인터들의 메타데이터 PE는 

CSE의 SPAS에 추가가 되고 블록의 끝이나 함수의 끝에서 

삭제가 된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PE가 가리키는 MIE의 

참조수를 변화시켜 준다.  
 

  포인터를 반환하는 함수가 수행된 이후에는 메타데이터 

RCL이 가리키는 MIE들의 참조수가 0인지를 확인함으로써 

메모리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5. 구현 

제안한 기법을 지원하는 도구 구현을 위해 메타데이터들을 

초기화 및 관리하는 API를 구현하고 [표 1]에 따라 소스 코드 

내 API 호출 구문의 삽입 위치를 정의하였다. 
 

 
<그림 11. 메모리 누수 검출 자동화 도구의 구조> 

 
메모리 누수의 검출 과정은 [그림 11]과 같다.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메타데이터 변환 규칙에 따라 누수 

검사 라이브러리의 API 구문을 삽입하여 확장하고, 확장된 

코드를 메모리 누수검사 라이브러리와 링크(link)시켜 실행 

파일을 생성한다. 생성된 실행 파일을 테스트 환경에서 수행 

중에 특정 메모리의 참조수가 0이 되어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가 일어난 메모리 블록의 시작주소, 크기, 메모리 할당과 

누수 시점의 호출 스택과 소스코드 상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혹은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보여 준다. 

순환구조를 가진 메모리 누수는 Mark-Sweep 기법을 통해 

주기적으로 혹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에 보고한다. 이 

때에는 누수 시점의 호출 스택과 소스코드 상의 위치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에는 

메모리 누수는 아니지만 종료 시까지 메모리를 해지하지 않은 

블록에 대한 정보를 출력한다. [그림 9]의 코드에 대해서 

검출된 누수의 출력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소스 코드의 2번째 줄에서 할당된 10bytes의 메모리 

블록이 main함수의 6번째 줄에서 누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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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그림 9] 코드의 메모리 누수 출력 결과> 

 

6. 사례 연구  

본 논문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제안하는 메모리 누수 

검출 기법의 효용성을 확인해 보았다.  
 
실험에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 중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Html Tidy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Tidy는 

HTML/XHTML 문서의 문법상의 오류를 검사하고 보정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며 약 160000 LOC로 이루어져 있다. 
 
메모리 누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3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구현한 도구와 Valgrind를 

통해 메모리 누수 검출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사용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정보는 [표2]와 같다 

<표 2. 테스트 케이스 정보> 

테스트 
케이스 

알려진 누수블록의 개수
(개) 

누수 블록의  
총 바이트 수 

(bytes) 

1 2 65

2 3 37 

3 6 193
 

 

<그림 13. 테스트 케이스 1에 대한 누수 검사 결과의 일부> 
 
실험 결과 우리가 제안한 기법과 Valgrind는 알려진 메모리 

누수 블록을 모두 찾아내었고 거짓 경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Valgrind의 경우 검출된 누수에 대해서 메모리 블록의 

할당 정보만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Valgrind가 알려주는 정보 

만으로는 누수의 근본 원인을 알아내어 고치기가 어려웠다. 

[그림 13]과 같이 우리가 제안한 기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이 아닌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 순간에 누수가 일어난 

위치와 메모리의 할당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 정보를 

통하여 소스코드 상의 어느 위치에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있었고, 누수가 일어난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고칠 수 있었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C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메모리 누수를 

검출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누수 검출 기법은 

참조 계수 기법을 이용하여 메모리 사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델링 하기 때문에 메모리 누수가 일어나는 시점에 검출이 

가능하고, 기존의 도구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디버깅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므로 디버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코드 삽입을 통해 누수를 검출하므로 플랫폼에 덜 의존적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기법을 지원하는 도구를 

구현하여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기존의 

도구들과는 달리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메모리 

누수 검출을 보고할 수 있고 디버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소스 코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메타데이터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다중 쓰레드 환경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디버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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