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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의 메모리 관리는 응용 프로그램의 속도와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요소 중 이미지는 메모리 사용량의 많

은 부분을 차지하며, 메모리의 여유 공간 내에서 이미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

야 한다. 그러나 이미지의 해상도가 커지거나 다루게 되는 이미지의 개수가 늘어날 수

록 이미지 객체의 관리의 어려움도 늘어나게 된다. 이미지 객체가 메모리 공간이 부족

한 시점에서 메모리에 적재될 경우 응용 프로그램은 성능이 저하되거나 강제 종료될 수 

있어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성과 안정성이 낮아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이미지가 메모리의 많은 공간을 차지할 때, 안정적인 응용 

프로그램 구동 환경을 제공해주는 동적 메모리 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OOM(Out of 

Memory)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1. 서론 

스마트폰의 꾸준한 성능 향상으로 인해 더욱 다

양한 종류의 응용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의 성능 향상 중 RAM (Random 

Access Memory)의 용량 증가도 눈에 띄게 향상되

었다. 그래서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에 많은 양의 

이미지나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다루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은 부족한 메모리 공간으로 인해 불안정

하게 작동하였으나, 눈에 띄게 향상된 메모리의 

성능으로 인해 응용 프로그램의 동작 안정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용자들의 요구 수준

은 더욱 높아져 스마트폰으로 다루게 되는 이미

지의 해상도 또한 과거에 다루던 것에 비해 훨씬 

높은 해상도를 다룰 수 있도록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과학창조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고용계약형 지식정보보안 석사

과정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H2101-13-1001) 
 

그에 따라 이전에 메모리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들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가용 메

모리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메모리 

적재 작업이 진행될 때 응용프로그램의 속도는 

느려지거나 최악의 경우 오류로 인하여 강제 종

료된다. 

여러 모바일 플랫폼 중에 안드로이드는 각 응용

프로그램 당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크

기가 설정되어 있으며,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 안

드로이드의 달빅 가상 머신(Dalvik Virtual 

Machine)이 가비지 컬렉터(Garbage Collector)를 

동작시켜서 충분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한

다. 사용 가능한 메모리 공간보다 더 큰 메모리를 

적재하려는 경우에는 OOM(Out-Of-Memory) 오류를 

발생시키며 응용프로그램이 강제 종료가 된다. 이 

때, 사용자는 응용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강제 

종료가 되어 작업하던 내용을 잃게 되며 응용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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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을 바탕으로 

한 동적 메모리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① 소프트 참조[1]를 통한 비트맵 객체 적재. 

② 이미지의 빠른 재적재를 위한 비트맵 객체 캐싱. 

제시하는 기법을 통해 안드로이드에서 OOM 오류

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응용프로그램 구동 환

경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안드로이드 메모리 관리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각 응

용프로그램마다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힙 메모리 

크기를 지정해두고 있다.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힙 메모리 크기는 안드로이드 단말기마다 

다르며, 최대 힙 메모리 범위 내에서 총 힙 메모

리 크기가 플랫폼에 의해 조절된다. 현재 상태에

서 사용 가능한 힙 메모리 크기가 응용프로그램

에서 필요로 하는 메모리 크기보다 적을 경우 안

드로이드는 총 힙 메모리 크기를 더 크게 조절하

고 응용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

해준다. 

이러한 안드로이드 메모리 관리 구조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최대 힙 메모리 크기를 넘어서는 메

모리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안드로이드는 더 

이상 메모리를 할당해 줄 수 없기 때문에 OOM 오

류를 발생시키며 해당 응용프로그램을 강제 종료

시키게 된다. 

2.2 안드로이드 비트맵 메모리 관리 

  안드로이드의 메모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네이티브 코드(C, C++) 영역에서 사

용하는 네이티브 힙 메모리 영역이 있고, 다른 하

나는 달빅 VM(Dalvik Virtual Machine)에서 사용

하는 VM 힙 메모리 영역이 있다. 

안드로이드 2.3.3(GingerBread) 이전 버전에서 

비트맵 이미지는 네이티브 힙 영역에서 관리하였

으나 비트맵 메모리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메

모리 누수의 위험성이 높았다. 그러나 진저브레드 

이후의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비트맵을 VM 힙 영

역에서 관리하도록 바뀌어 가비지 컬렉터가 비트

맵 메모리를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메모리 

누수의 위험성을 낮추었다[2][3]. 

3. 이미지 편집 메모리 관리 기법 

3장에서 테스트를 수행한 환경은 <표 1>과 같다. 

<표 1> 테스트 환경 하드웨어 사양 

Device Samsung Galaxy Note II 

CPU 1.6 GHz quad-core Cortex-A9 

Memory 2 GB RAM 

Operating system Android 4.1.2 (Jelly Bean) 

Dimensions 

151.1 mm (5.95 in) H 

80.5 mm (3.17 in) W 

9.4 mm (0.37 in) D 

  

 3.1 원본 이미지 적재 방식 

편집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원본 크기 그대로 메

모리에 적재할 경우 이미지의 해상도에 따라 적재

할 수 있는 이미지의 개수가 크게 제한된다. 예를 

들면 응용프로그램에서 최대 힙 메모리 크기가 64 

MB라고 하였을 때, 이미지의 해상도가 3264 ×
2448  인 경우 ARGB_8888 옵션으로 디코딩하여 메

모리에 적재할 경우 한 픽셀 당 4 byte의 메모리

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3264 × 2448 × 4로 

약 30 MB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해상도의 이미지로 최대 2장까지 메모리

에 적재될 수 있다. 

<그림 1> 원본 이미지 적재 시 메모리 사용량 변화 

 

<그림 1>에서는 임의의 이미지 10장을 3번씩 원

본 크기로 메모리에 적재했을 때 VM 힙 메모리 사

용량을 측정한 것이다. 7~8장의 이미지 적재 후에

는 VM 힙 메모리의 공간이 부족하여 OOM 오류가 

발생하였다. 

3.2 이미지 샘플링 적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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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에서 원본 이미지를 적용할 경우 메모리에 

적재될 수 있는 이미지의 개수가 크게 제한되는 

것을 보았다. 이미지의 해상도가 매우 크더라도 

모바일 기기에 적재되어 화면에 출력될 경우 원

본의 해상도보다 작은 크기로 출력되게 된다. 따

라서 원본 이미지의 크기 그대로 메모리에 적재

하는 것보다 필요한 사이즈 또는 메모리의 여유

공간에 맞춰서 이미지를 샘플링하여 메모리에 적

재하는 것이 메모리 공간 활용에 도움이 된다. 

 3264 × 2448  해상도의 이미지를 샘플링 크기[4] 

4로 메모리에 적재하면 (3264 / 4)  ×  (2448 / 4)  ×
 4로 약 487 KB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되어 

응용프로그램의 힙 메모리 크기가 64MB일 때 약 

100장 이상의 이미지를 적재할 수 있다. 3.1의 

예시와 비교했을 때 메모리에 적재 가능한 이미

지의 개수가 4배 가량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메모리 사용량 측면에서는 원본 이미지 적재보다 

절약이 되지만 샘플링을 높게 할수록 화질 저하

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그림 2> 이미지를 샘플링 크기 4로 적재 시  

메모리 사용량 변화 

 

<그림 2>는 3.1절에서 수행한 테스트 환경에서 이미

지를 샘플링 크기 4로 적용하여 메모리에 적재 시 VM 

힙 메모리의 사용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3.1절보다 메

모리의 사용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메모리

에 적재되는 비트맵 객체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OOM 오

류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3.3 제안 기법 

 안드로이드 2.3.3 버전 이후 비트맵 이미지가 

VM 힙 메모리 영역에 적재되도록 바뀌었기 때문

에 각 응용프로그램마다 제한되어있는 최대 힙 

메모리 크기 이상의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수 없

게 되었다. 다수의 이미지를 메모리에 적재하고 

메모리 공간이 부족해질 경우 응용프로그램의 안

정적인 환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일부 이미

지들을 메모리에서 해제해야 한다. 응용프로그램

의 메모리 상황에 따라 가비지 컬렉터가 비트맵 

이미지의 메모리를 회수할 수 있도록 메모리에 

적재되는 비트맵 객체들을 소프트 참조를 통하여 

적재되도록 한다. 소프트 참조 객체로 연결된 비

트맵 객체들은 VM 힙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 가비

지 컬렉터가 소프트 참조 객체들의 메모리를 해

제한다. 

<그림 3> 소프트 참조를 통한 원본 이미지 적재 시  

메모리 사용량 변화 

 

<그림 4> 소프트 참조를 통해 이미지를 샘플링 크기 4

로 적재 시 메모리 사용량 변화 

 

<그림 3>과 <그림 4>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단순

히 비트맵 객체를 메모리에 적재했던 <그림 1>과 

<그림 2>의 메모리 사용량과는 다르게 총 힙 메

모리 공간 내에서 비트맵 객체가 메모리에 적재

되고 해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수의 비트

맵 객체들을 메모리에 적재하게 될 때 메모리 공

간이 부족할 경우 응용프로그램의 총 힙 메모리 

크기를 늘려가며 늘어난 공간에 비트맵 객체를 

적재하게 된다. 그러나 소프트 참조를 통해 비트

맵 객체를 메모리에 적재할 경우 지속적으로 응

용프로그램의 총 힙 메모리 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리지 않고 이미 적재된 비트맵 객체를 메모리

에서 해제하고 확보된 메모리 공간에 추가적인 

비트맵 객체를 적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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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트맵 객체를 네이티브 힙 메모리에 캐싱 

 

 또한 메모리에서 해제된 비트맵 객체를 다시 사

용해야 할 때 빠른 속도로 메모리로 적재할 수 

있도록 <그림 5>에서 나타낸 것 처럼 JNI[5]를 

통해 네이티브 힙 영역에 비트맵 이미지를 캐싱

한다. 네이티브 힙 영역에 캐싱된 비트맵 객체는 

메모리에 재적재가 필요하면 작성된 해쉬 테이블

을 통해 네이티브 힙 메모리에서 VM 힙 메모리로 

복사된다. 

내부/외부 저장공간에 메모리에서 해제되는 비

트맵 객체를 스왑하여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만 저장공간에 접근하는 시간이 RAM에 접근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6] 비트맵 객체

의 크기에 비례하여 응용프로그램의 사용성이 저

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비트맵 

객체의 재적재 과정을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네

이티브 힙 메모리 공간에 비트맵 객체를 캐싱하

는 방식을 적용하였다[7].  

 비트맵을 다 사용한 후 메모리에서 해제할 때는 

네이티브 힙 영역에 연결된 비트맵 객체도 메모

리에서 해제하도록 하여 메모리 누수를 방지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에서 안

정적인 구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미지 메모리 

동적 관리 기법을 제안하였다. 소프트 참조를 통

해 비트맵 객체를 메모리에 적재하였을 경우 비트

맵을 추가로 적재해야 할 때 힙 메모리의 여유 공

간이 부족하면 이미 적재된 비트맵 객체를 메모리

에서 해제하여 생긴 여유 공간에 새로운 비트맵을 

적재하는 것을 확인하여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성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네이티브 힙 메모리 공간이 부족한 환경에 대해서

는 고려되어 있지 않아 네이티브 힙 메모리에 비

트맵을 캐싱하는 기법을 적용하기 힘든 환경도 존

재하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에서는 부족한 네이티

브 힙 메모리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또한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성을 위해 

비트맵 객체를 캐싱하고 VM 힙 메모리에 재적재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시간에 대해서도 

측정하여 응용프로그램의 사용성 저하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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