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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비지 컬 션(Garbage Collection)은 시스템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동  할당된 메모리 블록 혹

은 개체를 찾아 자동 으로 다시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부분의 로

그래  언어에서는 메모리 리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가비지 컬 터를 기본 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 환경은 개발자들의 개발 속도 향상과 로그램 가독성을 높여주는 이 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가비지 컬 터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환경에서는 큰 오버헤드를 가지며 성

능 하의 주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따라서 iOS의 경우에는 가비지 컬 터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와 iOS의 로그래  언어인 Java와 Object C의 가비

지 컬 터의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두 언어의 개발환경의 차이를 비교 하 다. 한 앞으로 Object C의 

메모리 리 정책에 하여 서술하 다.

1. 서론

   가비지 컬 션(Garbage Collection)이란 시스템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동  할당된 메모리 블록 혹은 개체

를 찾아 자동 으로 다시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에서 가비지 컬 션을 수행하는 부분

을 가비지 컬 터(Garbage Collector)라고 하며, 최 의 

가비지 컬 터는 1958년 존 매카시(John McCarthy)에 의

해 Lisp 언어의 일부로 구 되었다[1]. 가비지 컬 션은 

더 이상 로그램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개체 역

을 찾아내고 해당 개체가 사용하는 리소스를 회수하는 단

계로 동작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 개체 역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역인지를 알아내기는 일반 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비지 컬 터는 로그램에서 사용하

지 않을 개체를 찾아내기 해 해당 개체를 참조할 수 있

는 방법이 있는가를 체크해 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개체를 유효하지 않다고 단해 리소스를 회수한다.

 가비지 컬 터는 가비지 컬 션이 메모리 릭(memory 

leak)이나 이 해제(double free), 무 빠른 해제

(premature free)와 같이 수정하기는 까다롭지만 지르기 

쉬운 실수에 해 자동으로 처리해 주므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추 하는 노력을 제거해  뿐만 아니라 

로그램의 복잡도를 낮춰주므로 체 인 생산성에도 정

인 향을 다. 그러나 부분의 가비지 컬 션은 다른 

형태의 메모리 리보다 속도가 느리며, 가비지 컬 션 에

러로 인한 버그는 디버그가 어렵다. 한 사용되지 않는 

포인터를 null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메모리 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2].

 이러한 단 에도 불구하고 가비지 컬 션은 재 많은 

로그래  언어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다. 표 인 언어

로는 Java, Smalltalk, C#, VB 등의 객체지향 언어들이 있

고, 최근 Object-C 2.0 버 에서는 가비지 컬 션 기능을 

추가하 다. 여러 로그래  언어 에서도 특히 Java는 

객체지향성, 안 성, 유연성 등과 같은 장 으로 재 

리 사용되며, JVM(Java Virtual Machine, 자바 가상 머

신)을 이용한 메모리 리 시스템은 Java의 가장 큰 특징 

 하나이다. 한 애 의 Object-C 2.0 버 부터는 가비

지 컬 션 기능을 추가해 기존의 retain/release기반 메모

리 리를 가비지 컬 션을 이용한 메모리 자동 리 시

스템으로 변경하여 제공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Java의 가비지 컬 션의 알고리

즘과 Apple의 Object-C의 가비지 컬 션의 정책과 알고

리즘을 비교•분석하 다. 그 결과로 두 로그래  언어

의 가비지 컬 션을 이용한 메모리 리의 차이 을 비교

하며 한 앞으로 Object-C의 메모리 리 정책의 망에 

해서 간략하게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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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2.1. Java 가비지 컬 션

  자바 언어로 작성된 소스코드는 컴 일 되면 자바 바이

트코드로 변환된다. 이러한 자바 바이트코드는 JVM에 의

해 해석되고 실행된다. 즉, JVM이란 컴 일된 자바 바이

트코드와 실제로 로그램의 명령어를 실행하는 마이크로

로세서 는 하드웨어 랫폼 간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하는 소 트웨어를 의미한다[3]. 

  JVM이 가지는 요한 모듈  하나가 바로 가비지 컬

터이다. JVM에서는 자바 로그램을 실행하기 한 여

러 가지 실행시간 데이터 역을 가지는데, 그  힙 역

은 다양한 객체들을 할당하기 해 사용된다. 힙 역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객체가 차지한 공간은 가비지 컬

터에 의해 재생된다[3]. Java의 JVM에서는 객체의 나이

에 따라 역을 분리하여 리하는 세 별(Generation)방

식을 사용한다. 세 별 방식의 Young 역은 복사

(Copying) 방식으로 리되는 Eden과 두 개의 Survivor 

역으로 구성되고,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객체는 Old 

역으로 복사된다. 한 지속 으로 메모리에 잔류해야 하

는 메소드 정의 코드나 static 변수와 같이 변하지 않는 

값이 장되는 Perm 역이 있다. JVM에서 메모리 역

을 분류하는 방식을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JVM의 메모리 역

   의 메모리 역  Old 역은 객체가 생성된 후 일

정 시간이 지난 객체로 사용 확률이 낮은 객체들이 장

되어 있다. Old 역의 객체들은 garbage로 인식되어 메

모리 사용 역을 반환한다. 이 메모리 역을 반환할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 방식에 따라 다른 가비지 컬 션이 일

어나게 된다[4, 5, 6]. JVM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비지 컬

터 알고리즘은Mark-Sweep-Compact 이다. 이 알고리즘

은 힙 역의 핸들 메모리 공간이나 객체 메모리 공간이 

부족하여 메모리를 할당할 수 없을 경우 루트 셋을 스캔

하여 필요하지 않은 메모리 역에 마크하고 해당 메모리 

역을 sweep 작업을 통해 여유 메모리 역을 확보한다. 

한 compact 작업은 sweep 작업을 통해 충분한 여유 메

모리 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한다. 이 작업은 여

러 개의 빈 공간들을 합쳐서 가능한 큰 덩어리의 블록으

로 만드는 작업이다[7]. 다음 (그림 1)은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을 표 한 그림이다.

(그림 1) Mark-Sweep-Compact 가비지 컬렉터 알고리즘

2.2. Object-C 2.0 가비지 컬 션

Object-C 2.0 이 의 버 에서는 retain/release 기반 메

모리 리 방식을 이용하여 로그래머가 직  메모리를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리테인 카

운트(retain count) 기법을 사용하여 해당 객체를 참조하

고 있는 수를 체크하여 그 수치를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만약 리테인 카운트가 0이 되면 해당 객체를 지우고 메모

리를 반환하는 개념이다. 개념 으로는 가비지컬 터와 유

사하나 가비지컬 터가 시스템에서 지속 으로 메모리를 

체크해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면 리테인 카운트 

기법은 로직으로 제거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로그래

머가 메모리를 수동으로 할당하고 해제하는 작업을 직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메모리 리를 효과

으로 수행한다면 성능이 뛰어난 응용 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Object-C의 retain/release 기반 메모리 리 방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8].

(그림 2) retain/release 기반 메모리 관리 방식(Apple Developer)

Object-C의 retain/release 기반 메모리 리 방식은 성

능이 좋은 응용 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지만 메모리 리

를 일일이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로그래 이 까다로울 

수 있다. 한 부분의 객체지향 로그래  언어에서는 

가비지 컬 터를 지원해 메모리 리를 보다 편리하게 지

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애 에서도 Object C 

2.0에서부터는 가비지 컬 터를 지원한다. 가비지 컬 터

를 사용하면 객체의 retain과 relase, auto relase poll, 

retain count에 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스템이 자동

으로 어떤 객체가 어떤 객체를 소유하는지에 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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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알아내고, 로그램에서 실행되는 동안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면 더는 참조되지 않는 객체들을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해제한다[9]. 

Object C 2.0의 가비지 컬 터는 메모리를 세

(generations)별로 나 어 할당하고 가장 최근 세 를 가

비지 컬 션의 상 우선순 로 한다. 객체를 세 별로 

리하기 해Object C 2.0의 가비지 컬 터는 

write-barrier 기법을 사용한다. write-barrier는 각 객체의 

포인터가 메모리에 할당된 다른 객체를 가리키는 객체 포

인터인지 가비지로 수집되는 블록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

터인지를 감지한다. write-barrier는 객체가 생성되고 메모

리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clump”이라고 객체에 마크

(mark)한다. 보통 생성한지 오래 되어 “clump”으로 마크

된 객체는 수가 다. 가비지 컬 션이 필요할 때, 스택 

는 “clump“으로 마크된 객체들과 최근 생성된 객체들의 

연결을 재귀 으로 체크해 연결되어 있으면 “older”로 표

시하고 “older”로 마크되지 않은 객체들은 더 이상 메모리

에 잔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메모리를 반환하게 된다. 

Object C 2.0 의 가비지 컬 터는 2에서 8의 세 로 나

어 이루어진다[11].

3. Java와 Object C의 가비지 컬 터 비교

가비지 컬 터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객체를 메모리에서 

자동으로 제거함으로써 로그래머가 일일이 메모리를 체

크하고 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이는 가비지 컬 션

을 지원하는Java 로그래 의 개발 속도를 향상시키며, 

로그램 복잡도를 낮추고 가독성을 높인다. 이러한 자바

의 가비지 컬 터는 오랜 연구를 통해 속도나 성능을 지

속 으로 향상시켜 왔다.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앱은 기

본 으로 Java를 기반으로 로그래  되며, 이 한 메

모리 리를 로그래머가 직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부분의 안드로이드 앱은 일반 유 들도 메모리의 리

와 근, 참조 등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 없이 쉽게 개발할 

수 있다. 

 Java와 Object C의 가장 큰 차이 은 스마트폰과 같이 

한정된 자원과 실시간 인 특성을 지니는 어 리 이션을 

개발할 때 가비지 컬 션을 지원하는지에 한 여부이다. 

구 에서 제공하는 Java 기반의 안드로이드는 앱을 개발

할 때 가비지 컬 터를 지원한다. 그러나 Object C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인 iOS에서는 가비지 컬 터를 지원하지 않

는다. 한 Object C 개발자들은 가비지 컬 터가 지원되

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 사용하는 retain/release 

기반 메모리 리 방식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폰과 같이 한정된 자원 

환경에서 가비지 컬 터라는 시스템 자원 소모가 큰 모듈

을 올리기엔 좋은 성능을 기 할 수 없다는 이다. 개발

자가 직  메모리를 리하고 relase를 시켜줘야 한다는 

불편함 신 빠른 속도와 성능을 선택한 것이다. 게다가 

스마트폰과 같은 휴 용 기기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반응성이 단히 요하다. 직 이고 생생한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유지하려는 애 은 아이폰을 다른 스마트폰과 

차별화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메모리의 

한계 때문에 개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반응용 인터페이스

에서 iOS 네이티  API의 low level까지 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애 의 가장 큰 경쟁자인 안드로이드는 메모리

가 자동으로 리되는 언어와 API를 자사의 모바일 랫

폼에 제공하고 있다. 인 개발기술에 있어서 애 을 

앞서는 분야  하나가 이것이다. 그리고 구 은 최신 안

드로이드에 Dalvik 가상머신( 지스터 기반의 가상 머신)

을 활용해 성능을 향상시켰다. 메모리 자동화 리 시스템

을 한 노력은 마이크로소 트 한 .NET 랫폼을 통

해 임워크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달해왔다. 

최근에 수행한 갤럭시 넥서스와 아이폰 4S, 갤럭시 S2

의 벤치마크 성능 비교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갤럭시 넥

서스가 라우  속도와 자바스크립트 로딩 테스트에서는 

아이폰4S 보다 빠르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OpenGL 테스

트 결과를 보면 반 로 아이폰4S가 갤러시 넥서스보다 좋

은 성능을 보 다. 이는 아이폰 환경에서는 사용자 인터페

이스 반응성이나 게임과 련된 앱들의 실행이 더 빠른 

반면, 갤럭시 넥서스와 같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라

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12]. 앞으로 스마트

폰화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스마트

폰의 주요기능인 웹 라우  환경에서의 속도가 안드로

이드 스마트폰이 앞섰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4. Object C 메모리 리 망

완  자동화 메모리 리는 결국 주요 애 리 이션 개

발환경의 기능이 될 것이다. 애 의 Object C 외에 부

분의 다른 언어들은 완  자동화 메모리 리를 해주는 

API를 채택할 것이다. 이미 애 을 제외한 다른 경쟁사들

은 메모리가 부족하고 CPU도 한계가 있는 모바일 역에

서 애 보다 한세  앞선 언어와 API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애 은 재제공하고 있는 로그래

 언어인 Object C와 API가 새로운 다른 기술보다 요

한 장 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경쟁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 재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과거 

Java가 로그래  언어로서 성공을 이루어 냈을 때, C++

에 집착하던 마이크로소 트사가 단히 빠르게 인재와 

자 력을 동원하여 .NET 가상머신과 C#을 개발했을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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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방향성을 지닌다.

 기존의 애 의 기술과 그 결과물들은 메모리 리와 

API에 한 애 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이다. 스

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Object C는 분명 다른 언

어보다 더 빠른 속도와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 하지만 구

의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이 계속 으로 연구되고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리 안심할만한 상황이 

아니다. 

 개발 환경에서 좋은 임워크가 생산성에 주는 향

은 무시하지 못한다. Object C의 자동화 메모리 리 문

제는 주목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며 한 개선 방

안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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