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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획득하고 평가하는 것이 요한 군용 검 장비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운 체제 

벨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기술의 발 으로 기존 장비를 휴 용 단말로 체하려는 요구가 있으

나, 안드로이드가 용된 휴 용 단말은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시스템에 합하지 않다. 안드로이드에서는 

가비지 컬 션을 통해 가용 메모리를 확보하는데, 이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다른 태스크가 단되어 특정 

태스크의 주기성을 보장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해 안드로이드의 가비지 컬 션 실행을 

제어하는 구조를 설계  구 하 다. 실시간 작업이 필요한 시간 동안 가비지 컬 션을 제어하여 실시간 

성능을 보장하며, 안드로이드에 실시간 성능 보장을 한 RTiK을 용하 다. 성능 평가를 해 5ms 주기 

태스크의 호출 주기를 측정하 으며, 제어 이 에는 태스크의 34.31%만 주기가 보장되었으나, 제어를 통해 

98.18%의 태스크 주기가 만족되어 안드로이드에 실시간성을 제공하 다.

■ 중심어 :∣안드로이드∣실시간 시스템∣가비지 컬렉션∣
Abstract

Systems such as military inspection equipment which it is important to acquire and evaluate 

data in real-time should be able to real-time processing at the operating system level. As 

technology advances, there is a demand for replacing existing equipment with mobile device, but 

mobile devices with Android are not suitable for systems requiring real-time performance. On 

Android, garbage collection ensures free memory, while other tasks are interrupted while this 

task is performed, which cannot guarantee periodicity of particular tasks.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implemented a structure to control execution garbage collection of Android to solve 

this problem. Real-time performance is ensured by controlling garbage collection during the time 

required for real-time operation, and RTiK(Real-Time implanted Kernel) is applied to ensure 

real-time performance on Android.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we measured the call 

period of the 5ms period task, and, only 34.31% of the task was guaranteed before the control, 

but the task period of 98.18% was satisfied through control, providing real-time performance to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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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도무기체계 사업에서의 검 장비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획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검 장비에서는 실시간성 제공을 해 VxWorks와 같은 

상용 실시간 운 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는 개발의 

편의성을 해 도우 운 체제를 사용하는 경우, 실시

간 성능 지원을 해 RTX나 InTime과 같은 별도의 서

드 티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은 고가의 구

입비용과 라이선스 비용 지불이 필요한 방식이다[1][2]. 

최근 하드웨어의 비약 인 발 으로 모바일 단말의 성

능이 랩탑을 따라오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단말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군에서는 여러 군용 시스

템에서 스마트 모바일 단말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

이 있다[3]. 따라서 모바일 단말을 군용 검 장비로 활

용한다면 기존 검 장비에 비해 비용을 감할 수 있다.

모바일 단말에서는 안드로이드 랫폼이 가장 높은 

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4], 재 상용 안드로이드는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시스템에 합하지 않다. 그 이유 

 하나는 안드로이드 동작에 기반이 되는 리 스 커

에서는 모든 쓰 드에 공평한 CPU 유시간을 제공하

기 때문이다. 리 스 커 은 우선순  기반 스 링과 

같은 실시간성을 지원하기 한 스 링 방식을 사용

하지 않고 있어, 실시간 태스크가 동작하는데 합하지 

않다. 

한 안드로이드에서는 기기의 성능과 배터리 사용

량 간의 균형을 맞추기 해 CPU 거버 (CPU 

Frequency Governor)를 통해 CPU 주 수를 동 으로 

변경한다. CPU 거버 가 주 수를 변경할 때마다 실행

인 태스크의 실행 시간에 향을 미치며, 측 불가

능한 지연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한 자바 언어로 작성되는 안드로이드 어 리 이

션은 달빅 가상머신(Dalvik Virtual Machine) 상에서 

동작하는데, 달빅 가상머신에서는 가용 메모리 확보를 

해 가비지 컬 션(Garbage Collection, GC)[5]을 이용

하여 메모리를 리한다. 이 때, 가비지 컬 션 작업을 

수행하는 쓰 드 이외에 모든 쓰 드가 단되는 시간

(Stop-the-world)이 존재한다. 가비지 컬 션으로 인해 

단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 발생 시 이 

메모리 련 인자 값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측하기가 어렵다. 즉, 가비지 컬 션으로 인해 모든 작

업이 단되어야 하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해진 

주기 내에 실행되어야 하는 실시간 태스크의 동작이 보

장되지 않을 수 있다[6][7].

안드로이드에 실시간성을 제공하기 하여 기존의 

랫폼 구조를 수정한 방법이 있다[8][9]. 이는 기존의 

리 스 커 을 실시간 리 스 커 로 체하여, 선  

가능하고 시간 결정 인 우선순  기반 스 링이 가

능하게 하 다. 한 안드로이드 런타임 계층을 실시간 

자바 가상머신(Real-Time JVM)으로 체하거나 실시

간 가비지 컬 션 알고리즘을 용하여 가비지 컬 션

으로 인한 단 시간을 해결하 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에 가비지 컬 션 실행을 

제어하는 구조를 설계  구 한다. 기존 시스템에서 

가비지 컬 션으로 인한 실시간 태스크의 단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비지 컬 션의 실행을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한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실시간성

을 제공할 수 있도록 RTiK[1][10][11]을 개선하여 용

한다. 본 방법을 용하여 실시간 작업을 필요로 할 경

우 가비지 컬 션 실행을 비활성화 하고, 일반 목 으

로 사용될 경우 가비지 컬 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안드로이드에 실시간성

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련 연구를 설명하고, 3

장에서 개선된 RTiK과 가비지 컬 션 실행 제어 구조

를 설명한다. 4장에서 실험 방법  결과를 제시하고, 5

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과제에 해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1. 안드로이드 플랫폼

안드로이드는 모바일 랫폼으로, 운 체제와 미들

웨어  핵심 어 리 이션이 포함된 소 트웨어 스택

으로 정의된다. 안드로이드 랫폼은 [그림 1]과 같은 

스택 구조를 가진다. 



안드로이드에 실시간 성능 제공을 위한 태스크 관리 및 가비지컬렉션 실행 제어 방법 103

그림 1.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스택

스택 구조의 가장 아래 부분은 리 스 커 로, 안드

로이드 랫폼의 기반이 된다. 리 스 커 은 로세스 

 메모리 리, 보안 기능과 같은 시스템 기능을 제공

한다. 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디바이스 드라이버 

등을 리하여 주변 하드웨어와의 인터페이스를 용이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리 스 커  상단에는 C/C++ 라이 러리 집합이 존

재하며, 라이 러리에는 안드로이드 환경에 맞게 수정

된 C라이 러리(libc)인 Bionic, 오디오  비디오, 그래

픽, 라우 , SQLite 등이 포함된다. 특히, Bionic은 

CPU 력이 제한된 모바일 환경에서 빠른 처리를 해 

안드로이드에 최 화된 라이 러리이지만, 우선순  

상속을 지원하지 않아 실시간성 제공에 합하지 않은 

단 이 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시스템은 달빅 가상머신으로, 자

바 가상머신을 신하여 안드로이드에 최 화되어 설

계되었다. 달빅 가상머신은 메모리 리와 멀티 쓰 딩

을 해 리 스를 완 히 이용한다.

어 리 이션 임워크는 자바로 작성된 API 형태

로 근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에 다양

한 상  벨 서비스를 제공한다[12].

2. 달빅 가상머신

자바 언어로 작성된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은 자

바 가상머신 상에서 동작해야 한다. 안드로이드에서는 

표  자바 가상머신 신에 독자 인 달빅 가상머신을 

사용한다. 달빅 가상머신은 안드로이드 KitKat(API 19) 

버 까지 사용된 런타임 시스템이다.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은 [그림 2]과 같이 달빅 가상머신의 인스턴스 

상에서 동작한다. 어 리 이션 마다 별도의 가상머신

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가비지 컬 션 한 독립 으로 

발생한다. 달빅 가상 머신은 리 스 커 이 리하는 

로세스 내에 존재한다[13][14]. 

그림 2. 달빅 가상머신과 리눅스 프로세스 간 관계

3. 달빅 가상머신의 가비지 컬렉션

달빅 가상머신에서 수행되는 가비지 컬 션은 Concurrent 

Mark-Sweep(CMS)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 때 수행

되는 가비지 컬 션의 동작방식은 [그림 3]와 같다. 여

기서 뮤테이터 쓰 드란 가비지 컬 션을 수행하는 쓰

드를 제외한 어 리 이션 쓰 드를 의미한다. 

먼  컬 션 주기의 시작 부분에서 일 으로 모든 

뮤테이터 쓰 드들을 단시킨 후, 힙 루트 스택에서 

참조하는 도달 가능한(reachable) 객체들을 찾아서 마

킹한다(Initial Mark). 단시켰던 뮤테이터 쓰 드들을 

다시 실행시킨 후에, 이  단계에서 마킹한 객체가 참

조하는 객체들을 따라가면서 도달 가능한지 확인하여 

마킹한다(Concurrent Mark). 이 단계가 끝나면 가비지 

컬 터는 다시 모든 뮤테이터 쓰 드들을 단시킨다. 

이  단계에서의 동시 마킹은 뮤테이터 쓰 드들의 동

작과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되거나 참조가 

끊긴 객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한다(Remark). 그런 다

음 뮤테이터 쓰 드들을 다시 시작시키고, 마킹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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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oncurrent Mark-Sweep 알고리즘

은 객체들은 가비지로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Concurrent Sweep)[15]. 이와 같이 가비지 컬 터에서 

CMS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가비지 컬 션을 수

행하는 쓰 드를 제외한 모든 뮤테이터 쓰 드의 단

이 발생한다. 이 때, 실시간 작업이 필요한 쓰 드가 

단된다면 데드라인 미스(miss)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단 시간을 최소화하기 한 방법이 필요하다.

GC Reason Description

GC_FOR_MALLOC
메모리 할당 요청 시 가용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GC_CONCURRENT 할당이 CSB 임계 값 초과

GC_EXPLICIT 명시적으로 함수 호출한 경우 

표 1. Dalvik VM 가비지 컬렉션 실행 원인

달빅 가상머신에서 가비지 컬 션이 발생하는 원인

은 [표 1]과 같다. GC_FOR_MALLOC은 어 리 이션

에서 메모리 할당을 요구하 으나, 가용 힙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유형이다. 

GC_CONCURRENT는 할당된 힙 메모리 크기가 

CSB(Concurrent Start Bytes) 임계값을 과한 경우 

발생하며, 뮤테이터 쓰 드가 가비지 컬 터 데몬에 신

호를 보내 백그라운드 GC 사이클을 시작하게 한다. 마

지막으로 GC_EXPLICIT은 코드에서 System.gc()를 

명시 으로 호출한 경우 발생한다[16].

4. 안드로이드에 실시간성 제공

4.1 RTAndroid

RTAndroid(Real-Time Extension for Android)는 독

일 RWTH Aachen Unversity의 Embedded Software 

Lab에서 개발되었으며, [그림 4]은 RTAndroid의 구조

와 기존 안드로이드 구조에서 실시간성 제공을 해 수

정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리 스 커 에는 

RT_PREEMPT patch를 용하여 선  가능하고 시간 

결정 인 우선순  기반 스 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 가비지 컬 션에 Concurrent Reference Counting 

알고리즘과 슬랙 기반 스 링 방식을 용하여 연성 

실시간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8].

이 방법은 최신 안드로이드 커  패치가 메인 라인 

커 에 아직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RT_PREEMPT 

patch를 용하기 해 기존 리 스 커 을 범 하게 

수정해야 하는 단 이 있다[7]. 

그림 4. RTAndroid 구조

4.2 RTDroid

RTDroid는 안드로이드 애 리 이션에 측 가능성

을 제공하기 한 목 으로 설계되었다. [그림 5]는 기

존 안드로이드 임워크 구조에서 수정된 컴포 트

들과 RTDriod 구조를 단순화시켜 나타낸 것이다. 기존

의 리 스 커 을 RT Linux나 RTEMS와 같은 RTOS 

커 로 체하고, 기존의 런타임은 실시간성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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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시간 자바 가상머신인 Fiji VM으로 체한다. 

한, 안드로이드 임워크 계층의 Looper, Handler

를 비롯한 시스템 서비스들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 다. 

재설계한 컴포 트인 RT Looper와 RT Handler에서는 

쓰 드가 보내는 메시지에 우선순 를 할당하며, 메시

지의 우선순 는 해당 메시지를 보내는 쓰 드의 우선

순 를 상속받는다. 이 게 함으로써 높은 우선순  쓰

드가 보낸 메시지는 낮은 우선순  쓰 드가 보낸 메

시지에 의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실시간성

을 보장할 수 있다[9]. 

이 방법의 경우, 안드로이드의 모든 시스템을 처음부

터 다시 구축하는 방식으로, 안드로이드 버 의 지속

인 발 에 따른 유지보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 이 

있다[7].

그림 5. RTDroid 구조

Ⅲ. 안드로이드에 실시간성 제공을 위한 태스

크 관리 및 가비지 컬렉션 제어 방법 

1. 안드로이드에 실시간성 제어를 위한 방법

안드로이드 운 체제는 리 스 커 을 사용하며, 안

드로이드 임워크 실행을 한 스택 구조를 가진다. 

이에 따라서 임베디드 리 스에 실시간성 제어를 해 

개발한 RTiK-AL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가상 머신에서 

동작하는 안드로이드에서 RTiK-AL 모듈 사용을 한 

인터페이스  제어 구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림 6]은 안드로이드에 실시간성 제공을 한 체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안드로이드의 스택 구조에서 

실시간성 제공을 한 방법으로 RTiK-API’s Layer  

RTiK-APIs Class를 추가하 다.

그림 6. 개선된 RTiK의 구조

 

1.1 RTiK-APIs Layer를 통한 모듈 제어 

리 스 커 에 실시간성 제어를 해 사용되는 

RTiK-Module은 커  역에서 실시간 타이머 기능을 

제공한다. RTiK-APIs Layer는 이를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에 제공하기 한 간 단계의 인터페이스로 

제공된다. 리 스 커  모듈로 제공되는 RTiK-Module 

제어를 해 ioctl을 통한 커 에 근할 수 있도록 다

음의 함수를 제공한다. [표 2]는 모듈 제어 함수를 해 

제공하는 RTiK-APIs Layer의 함수 목록을 나타낸 표

이다.

기능 함수명 설명

태스크
제어

rtik_core_AddProc()
실시간 태스크 관리를 위
해 모듈에 등록하는 함수

rtik_core_DelProc()
사용이 끝난 태스크의 등
록 해제를 위한 함수

rtik_core_recvAck() 태스크 응답을 위한 함수

타이머 
제어

rtik_core_StartTimer()
실시간 타이머 시작 명령 
함수

rtik_core_EndTimer()
실시간 타이머 중지 명령 
함수

표 2. RTiK-APIs Layer의 모듈 제어 함수 

RTiK-Module을 통해 태스크의 실시간 성능 제공을 

해 태스크 제어를 한 모듈함수 3개를 제공하고 있

다. 실시간 태스크 등록  사용 해제 함수와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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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헤드를 이기 한 태스크 응답 확인 함수를 제공

하고 있다. 

한, 태스크 등록 후에 실시간 타이머를 동작시켜 

RTiK-Module의 시작  종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

는 2개의 함수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 역에 

실시간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함수가 

제공된다. 안드로이드 운 체제에서는 사용자 어 리

이션에 cpp 언어로 작성된 인터페이스 함수를 사용

하도록 NDK(Native Development Kit)을 통해 Native 

C/C++ Library 역에 RTiK-APIs Layer를 등록하여 

안드로이드 사용자 역에서 근할 수 있도록 한다. 

1.2 RTiK-APIs Class를 통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

이션에서의 제어 

안드로이드 운 체제는 가상 머신에서 동작하는 어

리 이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에 따라 실시간 모듈을 제어하기 해서는 자바로 작성

된 클래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자바 클래스는 1.1. 

에서 작성한 RTiK-APIs Layer의 Native Library를 

통해 모듈에 근할 수 있는 함수로 제공된다. 

[그림 7]은 cpp 언어로 작성된 RTiK-APIs Layer 

근을 하여 자바와 cpp 간의 정보 달을 한 JNI(Java 

Native Interface) 함수를 나타낸다. System.loadLibrary() 

함수를 통해 라이 러리를 메모리에 읽어주며, 근을 

한 4개의 함수는 [표 3]과 같다. 

그림 7. Native Library 접근을 위한 JNI인터페이스 

기능 함수명 설명
초기화 _initialize() JNI 인터페이스 초기화

타이머 관리
_startTimer() 타이머 시작 명령 함수

_stopTimer() 타이머 종료 명령 함수

태스크 관리 _joinResult() 실시간 태스크 종료응답 함수

표 3. JNI 함수 목록 

기화 함수를 이용하여 JNI에서 제공하는 Native 

Library의 함수 내부에 있는 기본 자료구조를 기화 

한다. 한, 타이머 리를 한 명령 함수를 제공하며, 

실시간 태스크의 실행 동기화를 한 응답 기 함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8]은 JNI를 통해 cpp 라이 러리인 

RTiK-APIs Layer의 함수를 호출하는 시를 나타낸

다. 이를 통해 자바 역과 cpp 역을 연결하여 안드로

이드 어 리 이션에서도 모듈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8. JNI를 통해 cpp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 

1.3 실시간 태스크 제공 방법 

기존 안드로이드의 자바 스 드는 우선순 를 제공

하고 있으나, 이는 리 스에서 Nice 값을 이용한 동  

우선순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실시간 태스크에 사

용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해 

Pthread 라이 러리를 이용한 Native Library 역에 

태스크를 생성한다. 

그림 9. 실시간 태스크 생성을 위한 함수 

rtik_task_create() 함수를 통해서 pthread를 통한 스

드를 생성한다. 이 때, 우선순 를 조정하여 실시간 

태스크를 한 설정을 수행한다. 한, 다양한 사용자의 

함수에 한 호출을 해 함수를 등록할 수 있도록 인

자를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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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사용자 정의 함수 수행을 위한 함수 포인터 제공

[그림 10]은 사용자 함수 등록을 한 자료구조를 나

타낸다. 매개변수가 2개인 함수 타입을 임의로 사용자

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작성하는 다양한 

함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 

역에 실시간 태스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달빅 가상머신의 가비지 컬렉션 실행 제어 방법

2.1 가비지 컬렉션 실행 제어 구조

가비지 컬 션으로 인한 단 시간을 최소화 하고자 

실행 제어를 통해 가비지 컬 션이 실행되지 않으면, 

힙 메모리에 가비지가 남아있게 되고 해당 메모리 공간

은 다른 객체에 의해 사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메모리 

할당이 요청될 때마다 가용 메모리가 부족한 상이 빈

번하게 발생하며, 힙 메모리의 크기가 지속 으로 증가

한다. 그 기 때문에 가비지 컬 션 실행이 비활성화 

되는 시간은 실시간 태스크가 실행되는 특정 시간으로 

한정시켜야 한다.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가비지 컬 션

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비지 컬 션 실행 제어 구조

는 안드로이드의 달빅 가상머신을 수정한 것으로, 달빅 

가상머신에서 가용 메모리 확보를 해 가비지 컬 션

을 실행해야 하는 시 에서 특정 래그 값에 따라 그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은 리 스 로세스에 응

되며, 각자 자신만의 달빅 가상머신 인스턴스 상에서 

실행된다. 달빅 가상머신은 Zygote 로세스에 의해 생

성  기화되어 구동된다. Zygote 로세스는 어 리

이션의 실행에 필요한 코드  메모리 정보들을 미리 

메모리에 재 해두었다가 새로운 어 리 이션이 실

행될 때 빠르게 실행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11. 달빅 가상머신 초기화 시 가비지 컬렉션 여부 설정 

과정

[그림 11]은 달빅 가상머신이 기화될 때 가비지 컬

션 여부를 설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Zygote 

달빅 가상머신에 의해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로세

스의 달빅 가상머신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기화 되며, 

이 과정에서 가비지 컬 션의 실행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 다. 이를 해 가비지 컬 션 실행 여부를 장하

고 있는 일을 하나 두었으며, 달빅 가상머신 코드 상

에서 일에 근할 수 있도록 하기 해 리 스 일 

시스템에 치시켰다. 달빅 가상머신이 기화 되는 과

정에서 해당 일에서 값을 읽어와 GC_DISABLED라

는 래그 변수에 설정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안

드로이드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달빅 가상머신의 

가비지 컬 션 실행이 제어된다.

2.2 가비지 컬렉션 실행 제어 동작 과정

[그림 12]는 달빅 가상머신이 기화될 때 가비지 컬

션 실행 여부에 한 래그 값이 설정된 후, 가비지 

컬 션 실행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가비지 

컬 션이 필요한 시 에서 GC_DISABLED 변수 값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GC_DISABLED 변수는 달

빅 가상머신의 가비지 컬 션 실행 여부를 나타내는 변

수로, 값이 1인 경우 가비지 컬 션을 실행하지 않고, 0

인 경우 실행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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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달빅 가상머신의 가비지 컬렉션 실행 제어 과정

달빅 가상머신은 가비지 컬 션이 필요한 시 에서 

dvmCollectGarbageInternal 함수를 호출하여 도달할 

수 없는 객체를 가비지로 식별하고, 가비지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을 회수한다. 

기존의 달빅 가상머신 코드에 가비지 컬 션의 실행

을 제어하기 한 함수를 구 하 으며, 구 한 함수는 

[표 4]와 같다. 

함수명 설명

getGCstatus GC_DISABLED 변수의 getter 함수

setGCstatus GC_DISABLED 변수의  setter 함수

dvmGcExecSetup 파일에 값을 기록하는 함수

dvmGcExecGetValue
파일에서 값을 읽어 GC_DISABLED 변수 
설정하는 함수

표 4. 가비지 컬렉션 실행 제어 함수 

1) getGCstatus, setGCstatus 함수

getGCstatus() 함수는 GC_DISABLED 변수에 한 

getter 함수로, 변수 값을 리턴하며, setGCstatus()함수

는 GC_DISABLED 변수의 setter 함수이다. 해당 변수 

값은 일에서 값을 읽어서 설정되기 때문에, 인자로 

달 받은 값을 일에 기록하기 해 dvmGcExecSetup 

함수를 호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2) dvmGcExecSetup 함수

가비지 컬 션 실행 여부를 일에 설정하는 함수로, 

인자로 달 받은 값을 일에 기록한다.

3) dvmExecGetValue 함수

일에서 값을 읽어서 GC_DISABLED 변수에 해당 

값을 설정하는 함수이다. 

Ⅳ. 실험 환경 및 결과

1. 실험 환경 및 실험 방법

본 논문은 달빅 가상머신의 가비지 컬 션의 실행 여

부에 따라 실시간성 제공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UDP를 통한 소켓 통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하

다. [그림 13]와 [표 5]는 실험 환경과 동작 시나리오

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을 하여 Nexus 5 기기에 달빅 

가상머신 코드가 수정된 안드로이드 AOSP 4.4.2 버

을 탑재하 다.

그림 13. 실험 환경 및 동작 시나리오

분류 Server Client

Device Nexus 5 PC

OS
AOSP Android 4.4.2
Linux Kernel 3.4.0

Windows 10

CPU
Qualcomm MSM 8974 
Hammerhead
ARMv7 Processor

Intel Core i7-2600 
CPU @3.40 GHz

Memory 2GB

Compile Dalvik VM Visual Studio 2010

표 5. 실험 환경 

소켓 통신에서 클라이언트 로그램은 C언어로 작성

되었으며, 10ms 주기로 1KB 크기의 데이터를 서버에 

보내는 동작을 수행한다.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은 

통신 서버로 동작하며, 공유기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

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ArrayList와 배열과 같은 특정 

자료구조에 장한다. 소켓 통신은 최  30분 동안 이

루어진다고 가정하 으며,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

다. 첫 번째 실험은 가비지 컬 션 제어에 따른 실시

간 성능 차이를 측정한다. 두 번째 실험은 가비지 컬

션이 실행되는 환경과 실행되지 않는 환경에서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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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변화하는 힙 메모리 크기를 측정한다. 힙의 증가

에 따라 메모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세 

번째 실험으로는 소켓 통신을 통해 수신한 데이터를 안

드로이드 어 리 이션에서 특정 자료구조에 추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2. 실험 결과

2.1 가비지 컬렉션 제어에 따른 실시간 성능 차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비지 컬 션 실행 제어에 따른 

실시간 성능 차이를 확인하기 해 제어 방법이 용되

지 않은 환경과 가비지 컬 션이 용된 상황에서의 실

험을 통해 비교한다. 실험은 5ms 주기를 가지는 태스크

의 주기성 만족을 확인하기 해 가비지 컬 션 실행 

제어를 통한 비활성화와 활성화 시 태스크 호출 주기의 

값을 비교한다. 

[그림 14]와 [표 6]은 가비지 컬 션 제어를 하지 않

아 가비지 컬 터가 활성화 되어 있을 때의 태스크의 

호출 주기를 측정한 실험 결과이다. 

그림 14. 가비지 컬렉션 제어 전 호출 주기 그래프

태스크 
호출 주기

측정횟수

횟수 횟수/총횟수 (%)

4.5 ~ 5.5 ms 1715 회 34.31 %

< 4.5 ms 2120 회 42.41 %

> 5.5 ms 391 회 7.82 %

> 6.0 ms 387 회 7.74 %

> 10.0ms 386 회 7.72 %

표 6. 가비지 컬렉션 제어 전 측정 결과 

가비지 컬 션을 제어하기 이 의 데이터는 10ms 이

상을 벗어나는 횟수가 386회로 7.72 %를 보이고 있으

며, 4.5 ms 이하로 벗어나는 호출 주기는 2120 회, 

42.41%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10% 오차 범  이내인 

4.5 ms ～ 5.5ms 주기 범 는 1715 회인 34.31 %를 나

타낸다.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 가비지 컬 션을 활성

화 하게 되면 실시간성을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림 15]와 [표 7]은 가비지 컬 션 제어를 통해 실

시간성이 요구되는 시간동안 가비지 컬 터가 비활성

화 되어 있을 때의 태스크 호출 주기를 측정한 실험 결

과이다.

그림 15. 가비지 컬렉션 제어 후 호출 주기 그래프

태스크 
호출 주기

측정횟수

횟수 횟수/총횟수 (%)

4.5 ~ 5.5 ms 4908 회 98.18 %

< 4.5 ms 54 회 1.06 %

> 5.5 ms 32 회 0.64 %

> 6.0 ms 5 회 0.10 %

> 10.0ms 1 회 0.02 %

표 7. 가비지 컬렉션 제어 후 측정 결과  

가비지 컬 션을 비활성화 하여 기존에 발생하던 10 

ms를 과하는 태스크 호출 주기는 1회로 감소하 으

며, 그 외에 호출 주기를 보이는 데이터 한 데이터의 

오차범  10% 이내인 4.5 ms ～ 5.5 ms 주기 범 로 나

타내었을 때, 유효 횟수가 4908회인 98.18 %로 나타냈

다. 이를 통해서 기존 가비지 컬 터를 활성화 할 때보

다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이런 가비지 컬 터를 제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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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시간에 따른 힙 크기 변화 - 배열

그림 16. 시간에 따른 힙 크기 변화 – ArrayList

는 것이 실시간성을 만족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나타

낸다. 

2.2 시간에 따른 힙 메모리 크기

두 번째 실험으로 10ms 주기의 UDP 소켓 통신이 30

분간 이루어지는 동안 시간에 따른 힙 메모리 크기를 

측정한 것이다. 가비지 컬 션 실행 여부  사용한 자

료구조에 따라 힙 메모리 크기는 다음 그림과 같다. 측

정한 힙 크기를 [표 8]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16]

는 ArrayList를 사용한 경우 측정한 데이터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고, [그림 17]은 배열을 사용한 경우의 그래

이다. 측정한 데이터 x축은 힙 메모리가 증가한 시

을 나타내며, y축은 MB 단 의 힙 메모리 크기이다. 

데이터 수신을 해 ArrayList와 배열을 사용한 경우 

모두 실행 제어를 통해 가비지 컬 션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용 메모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

에, 지속 으로 힙의 크기가 증가한다. 그러나 30분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비지 컬 션이 실행되지 않

는 것으로 인한 메모리 련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 것

을 확인하 다. 가비지 컬 션이 실행되는 상황에서는 

할당에 필요한 가용 메모리 확보를 해 가비지 컬 션

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힙 메모리가 비교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ArrayList 배열

GC
disabled

GC 
enabled

GC
disabled

GC 
enabled

기 18.776 17.528 199.363 206.4

통신 후 85.857 19.428 265.275 202.056

표 8. 가비지 컬렉션 실행 여부 및 자료구조에 따른 힙 크기 

(MB)

2.2 데이터 추가 소요 시간 측정

세 번째 실험은 가비지 컬 션 실행 여부  수신한 

데이터 장에 사용한 자료구조에 따른 데이터 추가 시

간을 비교하 으며, 실험 결과는 [표 9]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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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List 배열

GC
disabled

GC
enabled

GC
disabled

GC
enabled

최댓값(ms) 1.69 69.64 1.92 8.22

최솟값(μs) 1.66 1.56 1.4 1.45

평균값(μs) 4.29 13.24 3.42 10.7

표 9. 가비지 컬렉션 실행 여부 및 자료구조에 따른 수신 데

이터 추가 시간

ArrayList를 사용했을 때 가비지 컬 션이 실행되는 

경우보다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평균 으로 약 3.08배 

빠르며, 최악의 소요 시간은 가비지 컬 션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약 4.12배 빠르다. 한 수신 데이터를 배

열에 추가하는 경우, 가비지 컬 션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평균 으로 약 3.13배 빠르며, 최악의 시간은 약 

4.28배 빠른 것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이 실행 제어를 

통해 가비지 컬 션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ArrrayList

와 배열 자료구조에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  최  시간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 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은 달빅 가상머신 상에서 

실행되며, 가비지 컬 션을 통해 자동 메모리 리가 

수행된다. 그러나 가비지 컬 션으로 인한 단시간은 

안드로이드의 실시간성 제공에 있어 시간 결정성을 보

장할 수 없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를 해결하여 실시

간성이 제공되는 안드로이드에서 주기 성능을 만족하

기 해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달빅 가상머신의 가

비지 컬 션 실행 자체를 제어하는 구조를 설계  구

하 다. 한 자바 API를 구 하여 사용자가 어 리

이션을 통해 필요에 따라 가비지 컬 션의 실행을 활

성 는 비활성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 다.

가비지 컬 션을 제어하기 이 에는 5ms 주기의 태

스크의 오차범  10%인 4.5ms ~ 5.5ms 주기 범 에서 

총 4999회  1715회 인 34.31%만을 오차범  이내에서 

호출되는 것으로 실시간성을 만족할 수 없었으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가비지 컬 터를 제어한 

이후 오차범  내에서 4908회 인 98.18%의 태스크가 호

출 주기를 만족하는 것을 보 다. 

한 가비지 컬 션이 비활성화 되어 있을 때, 메모

리 에 근하여 데이터를 추가하는 시간을 확인하 으

며, ArrayList를 사용할 경우 비활성화 시 최소 1.66 ns, 

최  1.69μs, 평균 4.29μs를 나타내어, 시간이 매우 게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안드로이드에 

실시간성을 제공하기 해서 가비지 컬 션 제어를 사

용하여 실시간 태스크의 주기를 만족할 수 있었으며, 

한 이때 메모리 근 시간을 일 수 있어서 실시간 

태스크 성능에 거의 향이 없도록 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안드로이드에서 실시간 태스크를 통

해 다양한 기능을 구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

에 한 지원 기능을 연구해야 하며, 안드로이드에서 

실시간 태스크의 호출 주기를 낮추기 한 방법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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