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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치는 반응 시간 향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메모리에 보관해두는 애플리케이
션 캐싱을 사용한다. 그러나, 스마트워치 등 메모리가 작은 모바일 장치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캐싱의 효과
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KSM과 같은 메모리 중복 제거를 통해 여유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여 애플리케이
션 캐싱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그러나, LMK와 같은 현존 애플리케이션 관리 기법들은 메모리 중복
제거를 고려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강제 종료하기 때문에, 메모리 중복 제거의 효과가 반감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 중복 제거를 고려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생명 주기를 관리하는 DA-LMK
를 제안한다. DA-LMK를 통해, 메모리 중복 가능성이 적은 애플리케이션을 우선으로 종료하고, 메모리 중
복 제거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실제 모바일 장치에서 실험을 통해, DA-LMK을 사용하면 기존 시스템 대
비 중복 제거 메모리양이 증가하고 애플리케이션 강제 종료 횟수가 줄어듦을 보였다.

1. 서

론

최근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장치가 등장하고, 스마트폰의
보급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저사양의 스마트폰도 등장하게 되
었다. 이러한 모바일 장치들은 사용자가 터치 스크린으로 직
접 조작하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사용자 경험에 직접 영향을
준다.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로딩 시간은 수초 정도 걸
려서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로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캐싱”을 사용한다.
애플리케이션 캐싱은 애플리케이션을 종료 시 애플리케이션의
문맥을 메모리에 보관해두고, 재실행 시에는 메모리에 보관된
문맥을 이용해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관리 방법이
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스마트워치나 저사양의 스마트폰은 메
모리가 작기 때문에, 메모리에 보관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의 수가 적어서 애플리케이션 캐싱의 효과를 보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캐싱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수를 더 확보하
기 위해, 중복된 메모리 페이지를 제거하는 커널 모듈인
KSM(Kernel Samepage Merging)[1]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2][3].
기존의 연구들은 메모리 중복 제거 동작의 경량화를 위해,
메모리 중복 제거 대상 영역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Nchance Partial Scanning에서는 메모리 중복 제거 시도를 실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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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를 중복 제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고[2], Selective
Memory Deduplication은 프로파일링 결과를 기반으로 내용이
자주 변화하는 페이지를 미리 중복 제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3].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의 애플리케
이션 관리 모듈인 LMK(Low Memory Killer)와 연동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메모리 중복이 많이 제거된 애플리케이션이 종료
되고, 메모리 중복 제거의 효과가 반감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 중복 제거를 고려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인 DA-LMK(Deduplication-Aware Low
Memory Killer)를 제안한다. DA-LMK에서는 KSM의 메모리 중
복 제거 동작을 애플리케이션 별로 프로파일링하고, 프로파일
링 결과를 온라인으로 반영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한다. DALMK는 메모리 중복 가능성이 적은 애플리케이션을 우선으로
종료하여, 메모리 중복 제거 효과를 극대화한다. 실제 안드로
이드 스마트폰인 Nexus 5에서 실제 사용 시나리오로 실험하여,
기존 시스템 대비 중복 제거 메모리양이 증가하고, 애플리케
이션 강제 종료 횟수가 줄어듦을 보였다.

2. 배

경

2.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
리눅스에서는 시스템의 메모리가 부족해지면 OOM Killer
(Out-of-memory Killer)가 메모리 사용량이 가장 많은 프로세스
부터 강제로 종료한다. 그러나,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 운
영체제에서는 전화나 그래픽 서브시스템과 같이 시스템에 필
수적인 프로세스가 OOM Killer에 의해 종료될 수 있어서, 리눅
스의 OOM Killer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안드로이
드에서는 모바일 장치의 메모리가 부족할 때, 애플리케이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는 커널 모듈인
LMK(Low Memory Killer)를 도입하였다. LMK는 가용 메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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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우선순위가 가장 낮으면서 애
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중 메모리 사용량이 가장 많은 애플리케
이션을 종료한다.
AMS는 애플리케이션의 생명 주기를 제어하는 모듈으로,
system_server라는 안드로이드 시스템 데몬 상에서 동작한다.
AMS는 Zygote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종료할 뿐만
아니라, 각 애플리케이션의 생명 주기 상태에 따라 우선순위
(oom_adj)도 지정한다. oom_adj가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낮아서
LMK에 의해 쉽게 종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AMS는
애플리케이션 캐싱으로 인해 메모리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MAX_CACHED_APPS라는 설정값을 통해 캐싱된 애플리
케이션의 수를 제한한다.
2.2. 메모리 중복 제거
메모리 중복 제거는 내용이 같은 물리 메모리 영역 중 하나
의 물리 메모리 영역을 제외하여 할당을 해제하고, 해당 물리
메모리 영역을 가리키도록 하는 기술이다. 리눅스에서는 페이
지 단위로 메모리 중복 제거를 수행하는 “KSM(Kernel
Samepage Merging)”[1]이 제안되었다.
사용자 프로세스에서는 madvise 함수를 통해, KSM에 의해
중복 제거를 수행할 메모리 페이지에 MADV_MERGEABLE이
라는 hint를 설정할 수 있다. KSM은 MADV_MERGEABLE로
설정된 가상 메모리 영역 전체를 주기적으로 탐색하면서, 페
이지 단위로 내용을 비교한다. 다른 가상 페이지와 내용이 같
은 “중복 페이지”가 발견되는 경우, 두 가상 페이지 중 하나의
물리 페이지를 할당 해제한 후, 두 가상 페이지가 모두 하나
의 물리 페이지를 가리키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메모
리 중복을 제거한다.
메모리 중복 제거가 된 후에는 해당 페이지를 COW(copyon-write) 페이지로 설정하고, 향후 해당 페이지에 변경이 일어
나는 경우에는 다시 메모리 중복 제거가 해제된다. 따라서,
KSM에서는 내용이 변하지 않는 메모리 페이지를 걸러내기 위
해, 두 개의 RB tree인 stable tree와 unstable tree를 관리한다.
초기에 KSM은 KVM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구동되는 가상
머신의 메모리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최근에는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에도 KSM을 적용하여, 시
스템 라이브러리나 그래픽 데이터와 같이 중복되는 메모리를
줄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2][3].

3. 기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의 문제점
기존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인
LMK나 AMS를 고려하지 않고 메모리 중복 제거를 도입하였
기 때문에, 메모리 중복 제거가 많이 일어난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고 메모리 중복 제거의 효과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
다.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모바일 장치인 Nexus 5에서
애플리케이션 20개를 차례로 실행하는 워크로드를 3회 수행하
였다. 실험 결과, 그림 1과 같이 애플리케이션마다 KSM에 의
해 중복 제거되는 메모리 영역의 크기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따라 전혀 메모리 중복 제거가 일어나
지 않은 애플리케이션부터 최대 47.4 MB 만큼 중복 제거가 발
생한 애플리케이션까지 고루 분포한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은 중복 제거 메모리양에 관계 없이
강제 종료된다. 실험이 종료된 후에 남아 있는 애플리케이션
의 평균 중복 제거 메모리양은 8.4 MB, LMK가 강제 종료한 애
플리케이션의 평균 중복 제거 메모리양은 6.1 MB로, 차이가
거의 없다. 이 중, Daum은 35.6MB의 메모리 중복이 제거되며,
LMK에 의해 강제 종료되지 않는다. 반면, Houhou라는 날씨 정
보 애플리케이션, Pokemon Shuffle이라는 게임 애플리케이션,

Google Slide라는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은 각각 47.3MB,
21.5MB, 13.6MB씩 메모리 중복이 제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LMK에 의해 2회 강제 종료된다.
LMK는 oom_adj라는 우선순위값을 기준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는데, 그림 2와 같이, oom_adj는 각 애플리케이션의 중복
제거 메모리양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에서는 메모
리 중복 가능성과는 관계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강제로 종료함
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메모리 중복 제거가 많이 일어난
애플리케이션도 종료되어, 메모리 중복 제거 효과가 반감된다.

4. DA-LMK
기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에서는 메모리 중복
제거에 관계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강제로 종료하기 때문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관리 기법인 DA-LMK(Deduplication-aware
Low Memory Killer)를 제안한다. DA-LMK는 메모리 중복 제거
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지 않고, 메모리 중복 제거가
적은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종료하도록 한다. DA-LMK는 기존
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듈인 LMK를 확장한 시스
템 모듈이며, KSM과 연동하여 애플리케이션 관리가 가능하다.
DA-LMK는 그림 3과 같이 동작한다. KSM이 메모리 중복 제
거를 수행할 때마다 프로세스 별 중복 제거 페이지 카운터
(DPC; deduplicated page counter)를 갱신한다. 애플리케이션 프로
세스가 LMK에 의해 강제 종료되거나, KSM이 탐색 주기를 마
치는 경우, DPC를 DA-LMK로 전송한다. DA-LMK는 DPC를 바
탕으로, 애플리케이션마다 관리하는 앱 프로파일(app profile)을
갱신한다. DA-LMK는 앱 프로파일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이름과 최대 DPC를 보관한다. 최대 DPC는 해당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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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잠재적으로 얼마나 메모리 중복 제거가 가능한지를 나타내
는 지표다.
가용 메모리가 한계점 이하로 내려가서 DA-LMK가 구동되
면,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 종료할 애플리케이션을 선
정한다. 기존 LMK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별 우선순위(oom_adj)
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였으나, 이는 애플리케이션 별 메
모리 중복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DA-LMK에
서는 앱 프로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최대 DPC가 가장 적은 애
플리케이션을 강제 종료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가장 메모리 중복 가능성이 적은 프로세스라고 하
더라도, 현재 디스플레이 상에 출력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나 활성화된 서비스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면, 모바일
장치의 사용에 불편을 주게 된다. 따라서, oom_adj를 참조하여
활성화된 애플리케이션들은 제외하고, 캐싱된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최대 DPC를 기준으로 강제 종료 대상을 선정한다.

5. 실

험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2GB의 DRAM을 탑재하고 있는
실제 모바일 장치인 Nexus 5을 사용하였다. 해당 Nexus 5에는
Android 4.4.4와 Linux Kernel 3.4.0이 동작한다. 안드로이드의
Dalvik 가상 머신을 수정하여 Dalvik Heap의 전 영역을 KSM의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캐싱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기 위해, MAX_CACHED_APPS를
무한으로 설정하였다. KSM의 탐색 주기가 끝난 후, 다음 탐색
주기가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sleep_millisecs)은 20ms로 설정하
였다.
실험에서는 메모리 압력을 충분히 주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20개를 차례로 실행하는 워크로드를 3회 수행하였다. KSM에
의해 메모리 중복 제거가 충분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애플
리케이션 5개를 연속으로 실행하였고, KSM이 전체 메모리 탐
색을 3회 끝내고 나면, 다음 애플리케이션 5개를 연속으로 실
행하였다. 각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나서 모든 컨텐츠의
로딩이 끝나면, 다음 애플리케이션을 곧바로 실행하도록 하였
다.
실험 결과, 그림 4와 같이 DA-LMK는 더 많은 메모리 중복
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LMK에 비해 애플리케이
션 종료 횟수를 줄였다. LMK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메모
리를 평균 8.21 MB만큼 메모리 중복을 제거한 것에 비해, DALMK는 평균 8.41 MB의 메모리 중복을 제거하였다. 기존의
LMK를 사용하였을 때 애플리케이션이 78회 종료된 반면, DALMK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77회 종료되었다. 따라서, DALMK를 사용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의 평균 로딩 시간이 줄어
들고,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DA-LMK를 사용하였을 때 애플리케이션마다 KSM에 의해
중복 제거된 메모리양은 그림 5와 같이 분포한다. 그림 1과는

달리, 약 21.5MB 중복 제거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인
Pokemon Shuffle은 2회차에만 강제 종료되었고, 3회차에는 강제
종료되지 않았다. 또한, 13.6MB 중복 제거 가능한 애플리케이
션인 Google Slide는 전혀 강제 종료되지 않았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인 LMK
가 KSM 등에 의한 메모리 중복 제거를 고려하지 않고 애플리
케이션을 강제 종료하기 때문에, 메모리 중복 제거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
서는 중복 제거 메모리양을 반영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강제로
종료하는 관리 모듈인 DA-LMK를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DALMK는 기존의 LMK에 비해 애플리케이션 종료 횟수를 줄이
고, 더 많은 중복 메모리 영역을 제거하였다. 향후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다른 시스템 모듈에도 중복 제거 메
모리양을 반영하고, 애플리케이션 내부 동작까지 반영하는 방
향으로 연구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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