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Ziproxy 의 자바스크립트 최적화 기능의 문제점 연구 
 

김재호, 김근형 
동의대학교 영상정보공학과 

e-mail : dujuk3@naver.com, geunkim@deu.ac.kr 
 

A Study on JavaScript Optimization Problem in Ziproxy 
 

Jae-Ho Kim, Geun-Hyung Kim 
Dept. of Visual Information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요       약 

웹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응답데이터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받게 된다. 불필요한 데이터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포함되는 것 중 띄어쓰기, 주석, 줄 바꿈 등에서 발생된다. 불필요한 데

이터를 제거하는 최적화 과정 기능이 추가된 오픈소스로 Ziproxy 가 있다. Ziproxy 의 최적화 기능 중 

자바스크립트 최적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문제점을 분석 해본 결과 세가지 문제점이 발견

되었다. 본 논문에서 세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당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  

 

1. 서론 

웹 통신에 있어서 사용자 관점에서 응답데이터에 
대해 불필요한 데이터를 받게 된다. 불필요한 데이터

는 텍스트 문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불필요한 데
이터로 띄어쓰기, 주석, 줄 바꿈 등에 대해 개발자 관
점에서 구별하고 이해하기 쉬워 좋은 문법이지만 사
용자에게 불필요하다. 

 
웹 브라우징 서비스를 위성 통신 같이 대역폭의 제

한이 있는 환경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답으로 전
달되는 데이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화가 요구된다.  
웹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 대표적으로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 CSS (Cascading Style 
Sheets), 자바스크립트이며, 대부분의 웹 페이지가 이
들 세 가지의 언어로 구성된다. 세 가지의 언어에 대
해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는 최적화 과정 기능

이 추가된 프록시로 Ziproxy[1]라는 오픈소스가 있다. 
Ziproxy 에서 처리되는 최적화 중 자바스크립트 최적

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세가지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 중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하

고 실제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 장에서 문제에 대한 설명과 3

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4 장에서 결론을 제시

할 것이다. 
 

 
2. 자바스크립트 최적화 문제 

Ziproxy 라는 프록시 프로그램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 최적화 코드에 문제가 발견되

었다. 발견한 문제점은 ‘}’에 대한 문제와 문자열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특수문자에 대한 문제 세가지가 
있었다. 
 

(1) ‘}’ 문제  

표 1 과 같이 자바스크립트는 수행문장 끝에 줄 바
꿈이 있을 경우 세미콜론을 대신할 수 있다. 

  

표 1. ‘}’문제 최적화 전 

var a = function(){ 

 <함수 내용> 

} 

var b; 

 

Ziproxy 의 자바스크립트 최적화를 통과하면 표 2 와 
같이 나타난다. 

표 2. ‘}’문제 최적화 후 

var a=function(){<함수내용>}var b; 

 

표 2 의 자바스크립트문장에 문제는 함수내용 다음

에 오는 ‘}’에서 var a 와 var b 사이를 구분할 수 없어 
var b 부분이 그림 1 과 같이 콘솔창에 자바스크립트문

법 에러 문제가 발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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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콘솔에러 

(2) 문자열 문제 

표 3 에서 var a 부분의 문자열 부분은 닫는 ( ” )가 
없지만 줄 바꿈이 ( ” )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가 되지 않는다. 

표 3. 문자열 문제 최적화 전 

var a=”www.test.com 

var b=function(){ 

 <함수내용> 

} 

 

Ziproxy 의 자바스크립트 최적화 기능을 수행하면 
표 4 와 같이 나타난다. 

표 4. 문자열 문제 최적화 후 

var a=”www.test.comvar b=function(){<함수내용>} 

 

표 4 의 자바스크립트문장에 문제는 문자열 다음에 
오는 함수 문장이 문자열이 되어 문자열 시작인 ( “ )
다음에 문자열을 닫는 ( ” )가 없기 때문에 b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b 함수가 없다는 에러 문제가 발
생한다. 

 
(3) 특수문자 문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의 예는 
표 5 와 같다. 

표 5. 특수문자 문제 

De=/^https?:\/\/[a-z0-9_.-]+\.google\.com(:\d+)?\/[a-zA-

Z0-9_.,!=\-\/]+$/ 

Ce=/\/cb=/g 

 

문자열과 비슷한 형태로 ‘/’와 ‘/’ 또는 ‘/g’ 사이에 
특수문자들이 올 수 있고 해당부분에 대해 띄어쓰기

가 있을 경우 제거하게 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주로 URL(Unified Resource Locator)과 관련된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3. 개발환경 및 해결 방안 

본 논문에서는 ECMA-262 표준문서[2]를 통해 자바

스크립트 언어의 문법을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림 1 의 위의 콘솔 창에 에러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사용한 개발 환경은 표 7 과 같다. 

 

표 6. 개발 환경 

종류 내용 
Zirpoxy 버전 3.3.0 
운영체제 Linux Ubuntu 

12.10 
소스코드 C 
컴파일러 gcc 4.7.2 

 
 

(1) ‘}’ 문제 해결방안 

줄 바꿈 부분에 대해서 ‘;’을 붙여서 문제를 해결했

다. ‘;’를 붙이는 과정은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가리키

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해당 위치를 찾고 루프를 이용

해서 카운팅을 통해 ‘{‘와 ‘}’의 시작과 끝을 찾는 그
림 2 의 알고리즘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그림 2. ‘}’ 문제 해결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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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한 부분은 표 7 과 같다. 

표 7. ‘{‘문제 해결 

var a=function(){<함수내용>};var b; 
 

 
var b 이전에 나오는 부분에서 ‘;’가 추가되어 var a

와 var b 를 구분 지을 수 있게 되어 문제를 해결했다. 
 

(2) 문자열 문제 해결방안 

  문자열 처리에 있어서 문자열을 닫는 마지막 부분

에 ( ’ ), ( ” )이외에도 ‘\n’, ‘\r’이 올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자열의 마지막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추가하여 문제

를 해결했다. 
 

(3) 특수문자 문제 고찰 

‘/’로 시작해서 ‘/’또는 ‘/g’로 닫히고 중간에 ‘/’를 
쓰는 경우 ‘\/’로 쓰인다. 마치 문자열 시작을 ( ” )로 
시작해서 ( ” )로 닫는 것과 비슷하므로 문자열 처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면 이에 대한 알고리즘을 구현 중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 Ziproxy 의 자바스크립트 최적화 기능

의 세가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고 ‘}’ 문제와 문자

열 문제를 해결하였다. 현재 특수문자 문제에 대해서

는 해결 중이다. 향 후 다양한 웹 페이지에 대해 자
바스크립트 최적화 기능의 성능을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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