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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은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기술이 집약되어 있으며 그 중 NFC(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은 기존의 모바일 RFID 기술보다 진일보하여 태그 읽기/쓰기 기능을 비롯하여 모바일

결제에 이르기까지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 이러한 NFC 기술을 활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

케이션의 구동에 있어 실시간 처리의 효율성은 서비스의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

라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보다 안정적인 실시간 서비스 실행을 위해 기존 안드로이드

실시간 처리 영역인 Dalvik VM의 동적 컴파일 메커니즘과 현재 발표되어 있는 개선된 방

식의 메커니즘을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스마트 폰의 NFC 구동

에 있어 Dalvik VM의 보다 최적화된 컴파일 방식을 제안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스마트 폰의 역할은 생활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

다. 현대인의 생활 패턴까지 변화시키는 스마트 폰은 하드

웨어 발전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발전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비교적 하드웨

어의 제약이 있는 스마트 폰 환경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정성은 개선해야할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스마트 폰

플랫폼 주류 중 한 줄기를 이루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 안드로이드 2.3버전부터

NFC 기술의 도입으로 보다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활용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글 지갑과 같은 모바일 결제 서비

스까지 등장하게 되었다[1].

NFC(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은 RF를 이용한 근거리

통신의 특성과 스마트 폰의 하드웨어적인 특징과 결합된

형태이며, 수동적 통신과 능동적 통신을 기반으로 카드 에

뮬레이터 모드, 정보가 표시된 태그의 Read/Write 모드,

Peer to Peer 모드를 지원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매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다. NFC

의 이러한 기술은 무선 통신 동작을 하기 위해 하드웨어

제어를 위한 Native Code 호출이 빈번하므로 동적인 처리

의 최적화가 뒷받침되어야한다[2].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안드로이드 NFC 기술을 지원하

기 위하여 Dalvik VM의 동적 컴파일 방식의 연구 필요성

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번 논문을 통하여 지금까지 안

드로이드 Dalvik VM의 컴파일 기법을 분석하고 보다 효

율적인 컴파일 방식으로 안드로이드 실시간 처리 영역의

최적화를 위해 제안된 논문과 자료를 요약 정리하였다.

2. 관련연구

1) 안드로이드 NFC 아키텍처

안드로이드 2.3 버전부터 도입된 NFC 기술은 QR 코드,

모바일 RFID에 비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므로 활용 서

비스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NFC 기술을 구동하

기 위한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아래 그림 1

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 1. 안드로이드 NFC 소프트웨어 아키텍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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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NFC Application이

구동될 때 하위계층의 하드웨어 제어를 위한 PN544

driver 계층과 HCI(Host Controller Interface)를 통해

NFC칩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스택인 FRI(Forum

Reference Implementation) 계층이 존재하고 그 위에

NFC Java 소스 파일과 Header-Files, JNI(Java-Native

Interface) 클래스, android_nfc.h와 Native code과 결합하

여 존재하는 JNI-Glue-Layer 계층이 순서대로 존재한다.

이러한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최상위 계층인 Application

계층에서 NFC 디바이스의 NFCAdapter를 가져오는 클래

스인 android.nfc.NFCManager 클래스와 NFC 하드웨어에

접근하기 위한 android.nfc.NFCAdapter 클래스가 주축을

이루어 실행된다[1,2]. 이와 같은 아키텍처에서 하드웨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Native code의 구동이 빈번히 일어나

야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세

스에서 안드로이드 가상머신인 Dalvik VM의 동적 컴파일

방식의 효율성이 NFC 서비스 실행에 있어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다.

2) 안드로이드 Dalvik VM[3]

Dalvik VM은 자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안드로

이드 플랫폼의 가상 기계이다. Dalvik VM은 자바 프로그

램을 dex 파일 포맷으로 변환한 뒤에 자바 클래스파일처

럼 dex 파일을 실행한다. 자바 가상 기계의 자바 프로그

램을 변환한 바이트코드는 스택 기반 처리 명령이지만

Dalvik VM의 dex 파일은 레지스터 기반 처리 명령 형식

이다. 이는 메모리의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야만 하는 스택

기반 처리보다 한정된 메모리를 사용해야하는 모바일 디

바이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비교적 적합한 레지스터 기반

처리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레지스터 기반 명령어는 스택

에 대한 입출력 연산이 줄어들어 바이트코드의 차이로 인

해 Dalvik VM의 Interpreter(해석기)도 레지스터 기반을

동작한다. dex 코드는 실행 전 바이트코드 수준에서 최적

화 단계(DexOpt)를 거치는데 이는 동일한 실행 파일에 대

하여 한번만 수행되고 그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여 반복

사용하여 실행 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안드로이드 2.2버전(Froyo)부터 JIT(Just-in-Time) 컴

파일러 기술을 도입하여 가상 머신의 실행 성능 향상을

꾀하고 있다. Dalvik VM의 JIT 컴파일러는 구조상 추적

기반(Trace-based) 컴파일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

식은 interpreter를 통해 수행되는 과정 중 반복적으로 사

용되는 구간(Hotspot)이라고 판단되면 추적을 시작하여

수행코드를 기록하며 수행하고 기록 종료조건을 만족하면

기록 결과를 바탕으로 기계 코드를 생성(compile)하는 단

계를 거치는 방식이다. 그림 2는 이러한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3].

그림 2. 안드로이드 Dalvik VM Trace JIT flow[3]

3. 개선된 Dalvik VM의 동적 Compilation 방식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적용되어 있는 Dalvik VM의 동

적 실행을 위한 컴파일 기술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발표된 대표적 제안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장기 추적 방식 적시 컴파일 (Longer Traced-based

JIT Compiler)[4]

Dalvik VM은 추적에 제약을 두어서 조건 분기 명령어

나 메소드 호출시 추적을 중단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하

나의 컴파일 단위가 매우 작은 수의 바이트코드로 이루어

진다. 이는 컴파일 오버헤드를 낮출 수 있으나, 작은 수의

바이트코드는 컴파일을 통한 최적화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경로 기반 컴파일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는 단점이 있다.

Dalvik VM에 적용된 추적 기반 방식에 있어 추적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한 번의 추적 시에 좀 더 많은 바이트

코드에 대한 추적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장기 추적 방식

(Longer Trace-based) JIT 컴파일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

는 장기 추적을 통해 여러 바이트코드를 컴파일하면 최적

화 기법을 통한 성능 향상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조건

분기 명령어를 만나더라도 계속 추적하도록 하여 추적 결

과가 반복문을 완벽하게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컴파일을

수행하고 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반복문 내

의 함수 호출이 많을 경우 추적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4]. 하지만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컴

파일 시간에 여유가 있어야 하며 조건 분기 명령에서 추

적 경로에 있어 다른 경로로 분기를 수행할 수 있는 코드

가 내부에 존재할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JIT 컴파일

러의 머신 코드 생성기를 수정하여 머신 코드 수행 시에

정확한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안드로이드 NFC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안드로이드

NFC 클래스들 중 Tag Read/Write 서비스에서는 거의 대

부분 I/O dispatch 동작을 수행한다.

NFC Peer to Peer 방식의 통신 모드에서 NFC 칩의

제어상 다양한 조건 분기가 일어날 수 있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최적화를 위하여 JIT 컴파일러의 머신 코드 생성

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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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 정리한 Dalvik VM의 동적 컴파일 방식은

기존의 Trace-based JIT 컴파일 방식에서 개선된 형태이

다. 이는 NFC 기술의 하드웨어 제어를 위한 구동이 빈번

하고 다양한 조건 분기가 많이 일어나는 프로세스 실행에

서 보다 동적 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식들이다.

안드로이드 NFC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NFC API의 역할과 기준에 의해 정리된 개선된 동적 컴

파일 방식에 따라 기존의 추적 기반(Trace-based) JIT 컴

파일 방식으로만 진행되는 동적 컴파일 방식에서 보다 효

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논문을 초석으로 앞으로 Dalvik VM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최적화된 동적 컴파일 정책을 연구하여 발전시

키기 위하여 제안된 방식을 응용 개선하고 또한 NFC 실

시간 구동을 적용한 벤치마크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테스

트를 통하여 정량적 발전을 이루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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