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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는 해석기 기반의 수행을 전제로 설계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다[1]. 특히 웹브라우저에서 

출력할 웹페이지의 문서 형식을 정의하는 객체인 Document Object Model (DOM) 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하여 HTML 문서와 연동이 가능한 형태의 소스 코드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측으로 

전달되는데 이와 같은 역할의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특별히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로 분류한다[2].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는 최근 대다수 웹페이지 문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웹페이지 로딩 시간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성능 개선을 위하여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적시 컴파일러를 적용할 경우 웹페이지 로딩 

시 대량의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를 동적으로 컴파일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그렇지만 정작 생성된 
기계어가 반복하여 실행되는 경우는 일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3] 단축되는 수행시간이 그 보다 많지 않아 

오히려 해석기에 의해 수행한 경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반복하여 수행되어 적시 

컴파일에 의한 성능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컴파일하고 나머지는 해석기에 의해 수행한다면 

컴파일에 소비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면서도 생성된 기계어의 반복 수행에 의해 향상된 성능이 충분히 이를 
보상함으로써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4]. 그러므로 우리는 한 안드로이드 모바일 환경의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이와 같은 선택적 적시 컴파일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 성능을 가속화하고자 하였다. 

 

                                            
1 본 연구는 서울형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NT080546)과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그림 1. 웹페이지 로딩 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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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선정된 10 개의 웹페이지에서 측정한 로딩 시간과 각각의 합을 해석기로 수행한 결과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으로 상단에 붉게 표시한 부분은 각각의 로딩 시간에서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의 수행시간을 

의미한다. 각 웹페이지의 세 가지 결과는 순서대로 해석기로 수행한 것, 모든 함수를 적시 컴파일한 것, 그리고 

선택적 적시 컴파일을 적용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던 경우인 웹페이지 로딩 중 호출 회수가 30 회를 초과하면 
해당 함수를 컴파일한 것을 표시하였다. 모든 함수를 적시 컴파일한 결과 웹사이트의 로딩 시간이 오히려 해석기로 

수행했을 경우보다 3%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의 수행시간이 그 만큼 더 길기 때문이다. 선택적 적시 컴파일을 적용한 경우 컴파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자바스크립트 수행시간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로딩 시간이 해석기에 의해 수행한 

경우보다 0.8%가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에 기여한다. 선택적 적시 컴파일에 의해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의 

컴파일에 드는 비용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림 2.는 각각의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 수행시간에서 적시 컴파일로 소모되는 실제 시간을 표시한 것으로 

선택적 적시 컴파일에 의해 감소한 컴파일 시간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의 웹페이지에서 줄어든 컴파일 

시간만큼 자바스크립트 수행시간이 감소하여 해석기에 의한 수행의 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함수를 컴파일하였을 때 
9.3%가 증가하던 것이 선택적 적시 컴파일에 의해 4%가 증가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한편, arstechnica.com 등 몇 개의 웹페이지에서는 선택적 적시 컴파일로 컴파일 시간은 단축되었으나 도리어 

나머지 수행시간이 소량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적시 컴파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함수가 

컴파일되지 않고 해석기에 의해 수행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적용된 호출 회수만을 기준으로 컴파일할 
함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반복문을 포함하여 수행시간은 길지만 상대적으로 호출 회수는 적은 함수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한다면 선택적 적시 컴파일에 의한 성능 개선의 여지는 좀 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웹페이지의 자바스크립트 수행시간에서 적시 컴파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석기에 
의한 수행시간 보다 같거나 큰 것을 주지할 때, 웹페이지 로딩 시 수행되는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를 

대상으로는 생성된 기계어의 성능이 해석기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실험에 사용한 안드로이드 

eclair 배포판에 포함된 WebKit 웹브라우징 엔진은 약 1 년 전에 배포된 것으로 현재까지 오픈소스 진영에서 개선한 

것에 비해 적시 컴파일러의 성능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신 버전의 SFX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선택적 적시 
컴파일을 적용한다면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의 성능이 본 논문에 의한 결과보다 더욱 향상되어 로딩 시간이 

해석기에 의한 수행보다도 단축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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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바스크립트 수행시간 비교 

2010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7, No.2(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