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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가장 리 쓰이고 있는 스크립트 언어의 일종으로서, 재 부분의 웹 사이트

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그래  언어로 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RIA (Rich Internet 
Application)의 등장과 모바일 환경에서의 풀 라우징에 한 요구가 생겨나면서, 거의 보안에만 

이 맞춰져 있던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연구가 성능에 한 심으로 바 어 가고 있다[1].
  이에 따라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다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 자바 가상 머신(JVM)에서 사용하던 

시 컴 일(Just-in-Time Compilation) 방법을 자바스크립트에 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를 채용한 고성능의 자바스크립트 엔진들이 하나둘 발표되고 있다. 재 알려진 표 인 엔진

들로 TraceMonkey(Mozilla FireFox), V8(Google Chrome), SquirrelFish Extreme(Apple Safari)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엔진들은 모두 시 컴 일러를 내장하고 있지만, 고성능을 한 근 방식으로써 

서로 상당히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2].
  이들 고성능 엔진의 성능을 측정하기 한 방안으로써 SunSpider, V8 test와 같은 벤치마크 로그램

들이 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제 자바스크립트 코드 수행은 부분 웹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웹에서의 엔진 성능이 요한데, 이들 벤치마크의 코드 특성은 웹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자바스

크립트 코드의 특성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고 있다[3, 4]. 벤치마크

와 실제 웹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특성이 다르다면 벤치마크에서 빠른 성능을 보이더라도 실제 웹에서는 

느리게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벤치마크를 통한 엔진의 성능 평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벤치마크에서와 웹에서 TraceMonkey, V8, SquirrelFish Extreme(SFX) 세 엔진들의 성능 결

과를 측정해 보았다. 실험을 해 SunSpider, V8 test 벤치마크를 사용하 고, 웹에서의 성능을 측정하

기 해 방문자 수가 높은 웹 사이트 10개를 선정하여 각각의 메인 페이지 로딩 시에 호출되는 자바스

크립트의 수행 시간만을 측정하도록 하 다. 벤치마크에서는 TraceMonkey의 성능을 100%로 두면 V8
이 190%, SFX가 119% 정도의 성능을 내는 것으로 보인 반면 웹에서는 V8이 374%, SFX가 375% 정

도의 성능을 보 다. 벤치마크에서는 V8이 가장 빠른 성능을 내는 것으로 측정되지만 실제 웹에서는 

V8과 SFX가 비슷한 성능을 보이며, TraceMonkey는 벤치마크에서보다 실제 웹에서 다른 엔진에 비해 

성능이 훨씬 나쁘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을 분석해보기 해 각 엔진의 수행 방식에 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TraceMonkey는 기본 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바이트코드라는 간 형태의 언어로 변환한 뒤 이를 

수행하는 인터 리트 방식을 사용하지만 루 와 같이 자주 수행되는 경로(hotpat1)h)에 해서는 추가

로 컴 일을 수행하여 네이티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듯 선택  컴 일 방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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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루 나 재귀호출이 을 경우에는 인터 리터로 수행하는 구간이 길어져 시 컴 일로 인

한 성능 향상의 효과가 을 수 있지만, 컴 일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타입 구체화와 같은 최 화를 

용하여 높은 질의 네이티  코드를 생성할 수 있고, 자주 수행되지 않는 코드에서의 컴 일 오버헤드가 

다는 장 이 있다. V8과 SFX는 TraceMonkey와 달리 수행할 모든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해 시 

컴 일을 용한다. 즉 인터 리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함수 호출이 발생하면 호출된 함수에 해 코드

를 컴 일하고 생성된 네이티  코드를 별도의 캐시에 장해 두었다가 다음에 같은 함수가 호출되면 

이미 생성된 네이티  코드를 가져와 이를 수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단, V8은 컴 일 과정에서 많은 

최 화를 용하여 컴 일 시간은 길지만, 좋은 질의 코드를 생성하는 반면에, SFX는 컨텍스트 쓰 딩

(Context Threading)이라는 기법을 통해 코드의 질은 상 으로 떨어지는 신 빠른 시간에 네이티  

코드를 생성하는 데 을 맞추고 있다는 차이 이 있다.
  이러한 수행 방식에 기반하여 웹에서의 엔진 성능이 벤치마크에서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TraceMonkey는 벤치마크에서보다 실제 웹에서 성능이 매우 좋지 않게 나타나는데, 웹과 벤치

마크에서 인터 리터와 네이티  코드의 수행 구간을 측정하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웹에서는 인터

리터의 수행 구간과 네이티 의 수행구간이 각각 79%, 4.7% 정도의 비 을 차지하는 반면에, 벤치마크

에서는 각각 34%, 45% 정도로 웹에서와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곧 실제 웹에서는 루 와 같은 

반복해서 수행하는 구간이 벤치마크에 비해 월등히 으며, 실제 웹에서 TraceMonkey는 부분을 인터

리터로 수행하고 시 컴 일에 의한 성능의 이득을 얻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V8과 SFX는 컴 일 시간과 생성되는 코드의 질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각 엔진의 컴 일 시간이 

체 수행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 을 살펴보면 벤치마크에서 V8이 22%, SFX가 11%인 반면에 실제 웹

에서는 V8이 65%, SFX가 47% 정도로 벤치마크에 비해 웹에서의 컴 일 시간이 훨씬 많은 비 을 차

지했다. 컴 일 시간이 길고 네이티  수행 시간이 다는 것은 곧 웹에서의 네이티  코드의 재사용성

이 벤치마크에서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컴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V8의 경우 

SFX보다 오버헤드로 인한 향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V8의 성능이 SFX보다 좋게 측정된 벤치마크에

서와 다르게 실제 웹에서는 두 엔진이 비슷한 성능을 보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컴 일 오버헤

드로 인해 V8과 SFX 모두 웹에서 성능 향상 효과가 덜하지만, 거의 인터 리터로만 동작하는 

TraceMonkey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은 그래도 시 컴 일에 의한 성능 향상 효과가 지 않음

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웹 자바스크립트 코드 특성과 엔진의 성능 결과를 토 로 각 엔진들이 지 보다 

나은 성능을 내기 한 방안들에 해 생각해 볼 수 있다. TraceMonkey는 웹에서 인터 리터 수행 구

간이 길기 때문에 인터 리터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성능 향상에 가장 효과 일 것이다. V8과 SFX는 

모든 함수에 해 컴 일하지 않고 많은 횟수 호출되는 함수에 해서만 컴 일을 수행하도록 구 함으

로써 컴 일 오버헤드를 이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본 논문에서의 연구를 통해 그 동안 

엔진의 성능 평가  성능 개선의 지침 역할로 사용되어 오던 벤치마크가 실제 웹에서 사용되는 자바스

크립트 코드의 특성을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의 웹 사이트에 

사용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특성을 잘 반 한 벤치마크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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