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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웹 어플리케이션은 로딩 시간을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

싱은 로딩 과정 중 하나로서 로딩을 길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파싱 쓰레드를 만들어 파싱을 병렬화 시킨

동시 파싱 기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동시 파싱은 파싱 순서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동시 파싱을

사용할 때 어떤 함수를 먼저 파싱해야 하는가에 대한 휴리스틱을

제안한다. 파싱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의

자바스크립트 함수들을 분석하여 함수를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

였고, 각 분류의 호출 확률(call probability)을 구하였다. 조사한 호

출 확률을 이용하여 높은 호출 확률을 갖는 함수들에 높은 파싱

우선 순위를 주었고, 반대로 낮은 호출 확률의 함수들은 낮은 우

선 순위를 주었다. 정의한 우선 순위를 이용하여 파싱 순서를 정

하여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로딩 시간을 측정하였고 최대

3.8%, 평균 2.6%의 로딩 시간 단축하였다.

주요어 : 자바스크립트 파싱, 동시 파싱, 우선 순위, 선행 파싱, 웹 어

플리케이션, 로딩 타임

학 번 : 2015-2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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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자바스크립트 성능 이슈

자바스크립트는 본래 웹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랙션을 담당하는 언어이

다[1]. 예를 들어 검색사이트에서 검색 어를 입력하면 추천 검색어가 나

타나는 기능과 뉴스 사이트에서 더 보기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뉴스가

추가되는 동작 등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최근 들어 자바

스크립트는 단순한 웹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랙션을 넘어서 웹 어플리케

이션(이하 웹 앱)의 복잡하고 다양한 동작을 실행하는 용도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웹 앱은 다양한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을 브라우저에서 실

행할 수 있도록 구현된 앱이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

언어로 작성되어 이식성이 좋아 개발자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다.

그러나 웹 앱은 네이티브 앱에 비해 성능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앱

로딩시간은 사용자 경험(UX)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빨라야만 한

다. 동적 타입과 프로토타입 기반의 자바스크립트의 수행시간은 앱 로딩

시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최대 60%[2]), 특히 자바

스크립트의 파싱은 웹 앱의 로딩을 길어지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1].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 파싱을 자비스크립트의 수행과 병렬

적으로 진행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3]. 그런데 한가지 이슈는 어떤 자바

스크립트 함수를 먼저 파싱해야 하는가이다. 기존의 동시 파싱

(concurrent parsing)에서는 임의의 순서로 파싱을 진행하여서 사용되지

도 않는 함수가 파싱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함수의 성격을

분석하여 앱 로딩 중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함수를 먼저 파싱하는 휴

리스틱을 제안한다. 이를 실제로 구현하여 7개의 웹 앱들에 대해 실험했

을 때 기존 임의 순서 파싱에 비해 최대 3.8%, 평균 2.6%의 앱 로딩 시

간 단축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논문은 배경지식, 제안하는 휴리스틱 기

법, 실험 결과, 관련연구, 결론 순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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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지식

제 1 절 자바스크립트 파싱 과정 및 레이지 파싱

이 연구는 자바스크립트의 수행 시간 중 파싱(parsing) 시간을 단축시

킬 수 있는 방법을 대상으로 한다. 파싱이란 자바스크립트로 된 소스코

드를 해석하여 AST(Abstract Syntax Tree)라는 자료구조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웹 브라우저 내부의 자바스크립트를 수행하는 모듈인 자바스

크립트 엔진은 파싱으로부터 만들어진 AST를 이용하여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중간언어인 바이트코드(Bytecode)를 생성한다. 이 과정을 바이트

코드 생성(Bytecode Generation)이라고 한다. 이 두 과정은 한 번에 이

어지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두 과정의 수행 시간을 묶어서 파싱 시

간이라고 하였다.

그림 1 자바스크립트 파싱 과정

자바스크립트의 수행은 그림 1과 같이 계층구조(tiered)를 갖고 단계별

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웹 어플리케

이션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웹 브라우저는 서버로부터 HTML, CSS,

JavaScript파일을 내려 받는다. 웹 앱이 JavaScript 파일을 사용하는 경

우 웹 브라우저 내부의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파싱

하여 AST를 만들고 이로부터 바이트코드를 만든다. 생성된 바이트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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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줄 한 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해석(interpretation) 과정이

라고 한다. 인터프리팅 과정에서는 바이트 코드가 최적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반복되는 함

수 또는 루프가 있다면 최적화를 적용하여 머신코드를 만들어서 실행하

는데 이 과정을 JIT (Just In Time) 컴파일 과정이라고 한다. 만약 더

많이 반복되는 함수 또는 루프가 있다면 더 강력한 최적화를 적용하여

더 빠른 머신코드를 뽑아내는데 이 과정을 고차원 JIT 컴파일이라고 한

다. 계층 구조는 처음에는 컴파일 타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웹 앱의

로딩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자주 반복되는 부분은 최적화된 머신

코드를 이용하여 빠르게 수행하므로 수행 시간 또한 비약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한편 레이지 파싱(lazy parsing)은 자바스크립트의 특징 중 하나이다.

레이지 파싱이란 자바스크립트 소스코드 전체를 모두 파싱하여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실행하기 직전에서야 해당 함수만

파싱하는 것이다. C 또는 C++과 같은 컴파일 언어는 함수 실행과정과

파싱/컴파일 과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소스코드를 사전에 파싱

/컴파일 한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해석언어 (interpreted language)이

기 때문에 런타임에 파싱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모든 함수를 파싱하기

보다는 실행될 함수만 파싱함으로써 로딩 시간을 줄일 수 있다.

JIT컴파일과 레이지 파싱 등의 기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크

가 아닌 실제로 사용되는 웹 앱들은 앱 로딩 시간 중 파싱 시간의 비중

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의 7개의 웹 앱들의 로딩 시간을 조사한 결

과 파싱 시간이 앱 로딩시간의 23.2%를 차지하였다. 파싱 시간의 비중이

높은 원인으로는 첫째 로딩시간에는 자주 반복되어 수행되는 루프나 함

수가 적기 때문이다. Lee [1]의 연구는 실제 웹 페이지에서는 로딩시간

에 여러 번 실행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JIT컴파일의 오버헤드가 커서

성능이 오히려 나빠진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컴파일

쓰레드를 이용하여 컴파일 오버헤드를 감소시킬 수 있는 JIT컴파일과는

달리 파싱은 모두 메인 쓰레드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최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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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웹 브라우저들은 대부분 JIT컴파일을 컴파일 쓰레드에서 처리함

으로써 컴파일로 인한 오버헤드를 감소시킨다[4,5]. 하지만 파싱은 메인

쓰레드에서 처리하므로 온전히 앱 로딩시간에 포함된다. 이러한 배경에

서 JIT 컴파일과 함수 실행과 병렬화 시킨 것처럼 별도로 파싱 쓰레드

를 만들어 파싱과 함수 실행을 병렬화 시켜 성능 이득을 얻는 동시 파싱

(Concurrent Parsing) 이라는 기법이 제안되었다[3].

제 2 절 동시 파싱(Concurrent Parsing)

그림 2 Concurrent Parsing의 구조

기존의 웹 브라우저는 메인 쓰레드가 함수의 실행 직전에 파싱하는 레

이지 파싱을 사용한다. 동시 파싱 기법은 메인 쓰레드가 레이지 파싱을

하기 전에 파싱 쓰레드에서 미리 함수들에 대해 파싱을 완료하여 바이트

코드를 생성해 놓음으로써 메인 쓰레드가 파싱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2는 동시 파싱의 전체적인 구조도이다. 자바스크립트

소스코드가 입력되면 파싱 쓰레드는 소스코드를 훝어서 ‘function’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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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시작되는 함수 코드들을 파싱 큐라는 이름의 대기열에 넣는다.

이 후 파싱쓰레드는 파싱 큐에 입력된 함수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파싱을

실행하고 바이트 코드를 생성한다. 메인 쓰레드가 어떤 함수를 실행해야

할 때가 되면 파싱 쓰레드에 의해 바이트 코드가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

한 후 생성되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한다. 바이트 코드가 생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파싱 쓰레드의 파싱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완료될 때

까지 기다린다. 파싱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면 메인 쓰레드가 직접 파

싱한다. 이 과정을 통해 메인 쓰레드의 파싱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제 3 절 동시 파싱의 한계 및 새로운 휴리스틱 제안

이 논문에서는 일정 크기 이상의 모든 함수들을 여러 개의 파싱 쓰레드

를 이용하여 파싱을 하였고 4 core의 임베디드 환경에서 쓰레드를 2개

사용할 때 최고 성능을 보였다. 2 core CPU 이상의 환경에서는 모든 함

수들을 전부 파싱해도 리소스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많은 임베디드 기

기에서 컴퓨팅 리소스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드를 여유 있게 이용

할 수 없다. 따라서 파싱 알고리즘을 개량하여 적은 쓰레드에서도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다수의 쓰레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파싱 순서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없었다. 문제는 실제 사용되는 7개의 웹 앱에서 42164

개의 함수를 대상을 조사한 결과 앱 로딩시간에서 실행되는 함수는 전체

의 25%인 10681개였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딩 시간에서 실행되

지 않는 함수들을 파싱하기 위해 메인 쓰레드가 실행해야할 함수들이 미

리 파싱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앱 로딩시간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함수를 구분하여 메인 우선적으로 파싱 시킬 수 있다면

메인쓰레드가 파싱을 기다리게 되거나 직접 파싱하게 되는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떤 함수부터 파싱할 것인가에 대

한 휴리스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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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안하는 파싱 함수 선택 휴리스틱

어떤 함수를 우선적으로 파싱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실제 웹 앱

을 한 번 실행하여 함수들의 호출 기록 (Call sequence)를 통계적으로

조사하였고, 호출 기록에서 호출되는 함수들과 호출되지 못한 함수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입, 사

이즈, 글로벌 코드라는 3가지의 기준을 만들어 함수를 분류하였고 각 분

류의 호출 비율을 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호출 비율이 높은 분류를 호

출 확률(Call Probability)이 높다고 가정하여 우선적으로 파싱하는 휴리

스틱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 절 부터는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과 호출

확률과의 관계를 예제 코드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 1 절 Type 기반 분류

자바스크립트가 따르는 기준 문법인 ECMAScript[6]에는 함수 형태를

선언(declaration)과 표현(express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함수 표현을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표1과 같이 5가지로 세분

화하여 구분하였다. Property는 다른 함수의 프로퍼티로 인가되는 형태

이고, IIFE (Immediately Invoked Function Expressions)는 선언 직후

바로 호출되는 형태이다. ARGUMENT는 다른 함수의 인자로 인가되는

형태이고 RETURN은 외부 함수의 리턴 값이 되는 형태이다.

ASSIGNMENT는 변수에 할당되는 형태이다. 함수는 타입에 따라 호출

확률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IIFE 타입은 호출 확률의 높은 타입 중 하나이다. IIFE 타입으로 선언

된 함수들은 선언 후 바로 실행되기 때문이다. 보통 IIFE 타입은 스코프

(Scope)를 새로 생성하여 지역 변수를 생성할 수 있게 하여 외부와 변수

이름이 충돌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IIFE는 재호출이 불

가능하므로 한번만 실행되어야 하는 라이브러리 초기화에 많이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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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함수의 Type에 따른 분류

그림 3 Type에 따른 함수 예제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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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ype에 따른 호출 확률

다. 그림 3은 호출 확률이 가장 높은 타입과 낮은 타입의 예시코드이다.

두 코드는 모두 jQuery[7]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서 발췌한 함

수이다. 첫 번째 코도의 함수는 IIFE 타입으로서 로딩 시간에 호출되어

변수 혹은 함수들을 정의하는 등의 라이브러리 초기화를 실행한다. 따라

서 초기화가 일어나는 앱 로딩타임에서 호출 확률이 높다. IIFE 타입과

달리 RETURN 타입은 호출 확률이 낮다. 이 타입의 함수는 외부 함수

의 리턴값으로서 넘겨지게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림 3의 두 번째

코드는 RETURN 타입의 예제 코드이다. 2~6번 줄에 정의된 RETURN

타입 함수는 createInpuPseudo 라는 외부 함수의 리턴 값이 된다. 9~10

번째 줄은 리턴 함수가 호출될 수 있는 사용 예이다. 리턴 타입의 함수

는 외부함수가 변수에 인가된 후에, 해당 변수가 다시 호출되어야만 호

출 될 수 있으므로, 한번의 함수 호출만 필요한 다른 타입에 비해 호출

확률이 낮다.

IIFE와 RETURN 타입 이외에도 DECL 타입의 함수는 라이브러리의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라이브러리 내부의 초기화 과정에서 사용

될 확률이 높다. 대부분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서는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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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변수 혹은 함수들이 라이브러리 외부에서 사

용할 수 없도록 파일 전체를 하나의 Scope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DECL

은 보통 라이브러리 내부에서만 사용된다. ARGUMENTS 타입은 라이

브러리 초기화에 반복되어 사용되는 each 혹은 assert와 같은 함수의

call-back 함수로서 많이 실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Call Probability가 높

다. 타입에 따른 호출 확률은 그림 5와 같다. 호출 확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구간은 간편한 계산을 위해 총 3개의 그룹으로 묶어 구분하였

다. 호출 확률이 가장 높은 IIFE 타입은 높은 우선 순위를 주었고

DECL, ARGU 그리고 ASSIGNMENT 타입은 중간 우선 순위를 주었다.

낮은 호출 확률을 갖는 PROPERTY와 RETURN 타입은 낮은 우선 순

위를 주었다.

제 2 절 Size 기반 분류

사이즈에 따라서도 호출 확률이 다르다. 사이즈가 큰 함수는 작업량이

많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초기화에 많이 사용되므로 앱 로딩 시간

에서 호출 확률이 높다. 반면 사이즈가 작은 함수들은 보통 라이브러리

가 유저에게 제공하는 API 함수들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API 함수들은

유저에게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종류가 매우

많고, 그러므로 앱 로딩 시간에서 호출 확률은 낮다. 그림 5의 첫 번째

코드는 jQuery 라이브러리의 코드로서 jQuery라는 오브젝트의 초기화를

담당하는 init이라는 프로퍼티에 인가되는 함수이다. 이 함수는 사이즈

가 2591바이트로 사이즈가 큰 함수에 속한다. 이 함수는 로딩 시간에 호

출되어 초기화에 사용된다. 그림 5의 두 번째 코드는 사이즈가 작은 함

수의 예의다. 이 함수는 행렬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를 찾는 함수이고, 사

이즈는 15바이트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함수는 유저가 앱 코드를 쉽

게 작성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함수이

고, 라이브러리 초기화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그림 6는 사이즈에

따른 호출 확률의 분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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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ize에 따른 예제코드

그림 6 Size에 따른 호출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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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명과 같이 사이즈가 클수록 호출 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사이즈에 대해서도 타입과 마찬가지로 3가지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3000

바이트 이상의 함수는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고, 1000 ~ 3000바이트 이하

의 함수는 중간 우선순위, 1000바이트 이하의 함수들은 낮은 우선 순위

를 두었다.

제 3 절 Global code

웹 앱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파일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script’

태그를 이용해 포함된 각 파일은 함수들과 함께 글로벌 범위(global

scope)의 자바스크립트 문장(statement)들을 포함하고 있다. 후자의 자바

스크립트 코드를 글로벌 코드라고 한다. 글로벌 코드 또한 파싱 큐에 입

력되어 하나의 함수처럼 파싱된다. 글로벌 코드는 길이가 매우 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파싱에는 파일에 포함된 함수들을 파싱 큐에 입력하는

작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파싱시간이 매우 길다. 따라서 최대한 일찍 파

싱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글로벌 코드는 또한 항상 실행되기 때문에 가

장 높은 파싱 우선 순위를 갖게 하였다.

하지만 코드의 사이즈가 매우 큰 경우 파싱 쓰레드가 파싱하게 된다

면 메인 쓰레드는 코드의 실행을 위해 파싱이 끝날 때까지 오랜 기간 대

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Emberjs[8], extjs[9]와 같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은 다른 라이브러리나 유저가 작성한 앱 파일보다 보통 10

배 이상의 사이즈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파싱 시간 또한 다른 파일보

다 매우 길다. 이처럼 메인 쓰레드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파싱

병렬화를 통한 이득을 상당히 감소시킨다. 따라서 병렬화를 높이기 위해

일정 크기 이상의 코드들은 파싱 큐에 넣지 않고 메인 쓰레드가 파싱하

게 하였다. 메인 쓰레드가 파싱하는 동안 파싱 쓰레드는 다른 함수 코드

혹은 글로벌 코드를 파싱하게 되어 병렬화 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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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휴리스틱의 구현

함수마다 파싱 우선순위를 정해주기 위해 파싱 큐를 우선순위 큐

(priority queue)로 구현하였다. 우선순위 큐는 C++의 ST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우선 순위 큐는 입력 되는 엘리먼트마다 priority 값을 가지

고 있고, priority값이 낮은 값부터 pop되도록 내부적으로 정렬하는 자료

구조이다. STL의 우선순위 큐는 낮은 숫자의 priority 값이 높은 우선도

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Type 기준에서의 높은 우선 순위에 해당

하는 함수에는 priority값을 1, 중간 우선 순위의 함수는 2, 낮은 우선순

위는 3을 주었다. 반면 Size 기준에서는 높은 우선 순위의 함수는

priority 값을 1, 중간 우선순위는 3, 낮은 우선순위는 5를 주었는데, 그

이유는 Type보다 Size기준의 분류가 호출 확률을 더 잘 예측하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서 Size 기준에서 높은 우선 순위 분류가 Type기준 높은

우선 순위보다 높은 호출확률을 갖고 있다. 낮은 우선 순위 분류 또한

Size가 Type기준보다 더 낮은 호출 확률을 갖고 있다. 따라서 Size 분류

에 가중치를 주기 위해서 priority 값의 간격을 더 크게 하였다. 이 경우

우선 순위가 높은 Size이면서 중간 우선 순위의 Type의 함수가 중간 우

선순위 Size의 함수이면서 높은 우선순위의 Type의 함수보다 더 높은

우선 순위를 갖게 한다는 뜻이다. Global code의 경우 priority 값을 0으

로 주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디큐(Dequeue)되게 하였다. 반면 1MB 이상

의 큰 사이즈의 코드는 파싱큐에 넣지 않음으로써 메인쓰레드가 파싱하

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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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및 분석

제 1 절 실험 환경

실험에는 Quad-Core ARM Embedded 용 ODROIDC1 Board[2]가 사용

되었다. CPU는 ARM Cortex-A5(ARMv7) 1.5Ghz quad-core 이고 1GB

RAM을 사용했으며 Flash Memory는 16GB이다. OS는 Ubuntu 14.04를

사용했으며 애플에서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WebKit이라는 웹 브라우저의

WebKit-GTK r174059 버전에 구현하였다.

테스트 웹 앱은 실제로 웹에서 사용되는 jQuery, Emberjs, extjs 등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7개의 웹 앱 을 사용하였으며, 쓰레드를 최소한

으로 사용해야 하는 자원이 제한된 환경을 가정하여 파싱 쓰레드는 하나

를 사용하였다. 전체 앱 로딩 시간, 자바스크립트 실행시간, 메인 쓰레드

파싱 시간을 측정하였다. 앱 로딩 시간은 앱의 수행이 시작하여 초기

화면이 보일 때까지의 시간이다. 자바스크립트 실행시간은 앱 로딩시간

중에서 자바스크립트에 의해 소모되는 시간이다. 자바스크립트 실행 시

간은 자바스크립트 파싱 시간을 포함한다. 메인 쓰레드 파싱 시간은 파

싱 쓰레드가 미리 파싱하지 못하여 메인 쓰레드가 직접 파싱을 하는 시

간 또는 파싱 쓰레드의파싱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제 2 절 실험 결과

그림 7는 제안한 최적화에 대해 앱 로딩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X축의

Original은 동시 파싱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의 웹 브라우저이고,

Arbitrary는 기존 동시 파싱에서 임의의 순서로 파싱이 적용된 결과이다

[4]. 이 순서는 순차적 파싱을 기본으로 하여 파일이 로드되는 순서대로

해당 파일의 함수들을 우선적으로 파싱하고, 외곽의 함수부터 내부 함수

순서로 파싱한다. Type과 Size, Global Code는 각각의 휴리스틱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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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웹 앱 로딩 타임

그림 8 자바스크립트 수행 시간

그림 9 메인 쓰레드 파싱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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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결과이고 ALL은 모든 휴리스틱이 적용된 결과이다. Arbitrary 동시

파싱은 Original의 앱 로딩 시간을 이미 많이 감소 시켰지만, 제안하는

최적화는 이를 추가로 감소시켜 Original대비 최대 16.5%, 평균8.3%의

시간을 감소시켰고, Arbitrary 대비해서도 최대 3.8%, 평균2.6%의 성능

을 감소시켰다.

그림 8는 자바스크립트 실행 시간의 측정결과이고, 그림 9는 메인 쓰레

드 파싱 시간의 측정결과이다. 자바스크립트 실행시간은 Original 대비

최대 21.3%, 평균 11.6% 감소하였고, Arbitrary 대비 최대 4.5%, 평균

3.0% 감소하였다. 메인 쓰레드 파싱 시간은 Original 대비 최대 57.7%,

평균 46.2% 감소하였고 Arbitrary 대비 최대 21.9%, 평균 12.6% 감소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된 휴리스틱들이 동시 파싱의 효과를 매우 효

율적으로 만들어 앱 로딩 성능 증가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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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관련 연구

Zhao는HTML 파싱을 줄이기 위해 파이프라이닝 병렬화와 데이터 수준

병렬화라는 2가지 기법을 제안하였다[12]. 파이프라이닝 병렬화는 파싱을

여러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병렬화 시킨 것이고, 데이터 수준 병렬화는

파싱할 HTML 코드를 여러 개의 덩어리(chunk)로 나누어서 병렬로 파

싱하는 방식이다. Zhao의 연구는 HTML 파싱을 병렬화 시킨 것으로써

자바스크립트를 병렬화시킨 우리의 연구와 병렬화 대상이 다르다. 우리

의 연구는 자바스크립트 파싱이 오래 걸리는 웹 앱을 타겟으로 한다.

한편 구글의 오픈소스 브라우저인 크롬에는 스트리밍 파싱라는 기법을

적용하였다[13]. 스트리밍 파싱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조각 단위로 로딩

을 하면서 조각 단위로 로딩 되는 즉시 파싱을 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

은 파일의 로딩과 파싱을 동시에 함으로써 파싱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기법은 사이즈가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async’와 ‘defer’ 특성을 갖는 함

수를 타겟으로 한다. 반면 우리의 연구는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함수를

타겟으로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코드까지 포함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로딩타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파싱 최적화 이외에도 여러가지 방향으

로 연구되어 왔다. Oh의 연구에서는 웹 앱이 로딩될 때마다 같은 작업

을 수행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로딩이 끝난 상태의 스테이트를 스냅샷 형

태로 저장하고 다음 로딩부터는 파싱 등의 로딩작업 없이 스냅샷을 이용

해 스테이트를 복구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2]. 또한 Park의 연구에서

는 파싱 또는 컴파일의 결과물을 저장하여 다음 실행 부터 파싱과 컴파

일 과정을 생략하는 Ahead-Of-Time-Compilation (AOTC)를 제안하였

다[14]. Oh와 Park의 연구는 결과물을 저장하기 위해 웹 앱을 미리 수행

할 필요가 있고 결과물을 파일로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로딩타임에서 앱 동작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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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자바스크립트의 앱 로딩타임을 빠르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

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제안된 동시 파싱은 파싱과 함수 실행의 병렬화를

이용하여 성능 향상을 이끌어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 파싱에 우선순

위를 주어 파싱의 순서를 바꾼 것 만으로도 평균 2.6%의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경험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정적

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함수

실행 정보를 이용하여 동적으로 파싱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면 추가

적인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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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iority Heuristics for

Concurrent Parsing of Java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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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ing which is one of the process of loading makes the loading

time of web applications long. For this reason, concurrent parsing

that makes parsing parallelism by parsing thread is proposed.

However, concurrent parsing doesn't consider the order of parsing. In

this paper, we propose heuristics that make priorities of parsing. To

make parsing priorities, we empirically investigate the sequence of

function call, classify functions into 3 categories, and extract function

call probabilities. If a function has high call probability, we give high

parsing priority and if a function has low call probability, we give

low. We evaluate this parsing priority heuristics on real web

applications and get the 2.6% decrease of loading time.

keywords : JavaScript parsing, concurrent parsing, parsing

priority, ahead-of-parsing, web application, load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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