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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
말

예전에 Beautiful Code(2007, O’reilly Media)라는 책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페촐드
Petzold

, 커니핸Kernighan 등 유명 개발자, 전산학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코드의 아름다움에

대해 쓴 글을 모은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제안하고 공동 편집한 그레그 윌슨Greg Wilson은
아마도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여러 유명·현업 전문가가 쓴 글을 모은 책”이라는 형식에 매
료되었나 봅니다. 이후 윌슨은 오픈소스 응용 프로그램의 아키텍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이미 브라운Amy Brown과 함께 비슷한 형식으로 The Architecture of Open Source Applications
라는 시리즈를 제2권까지 냈습니다. 본 번역서의 원서인 The Performance of Open Source
Applications(2013, aosabook.org)는 그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는 책으로, 제목에서 짐작하
겠지만 주제는 ‘성능’입니다.
누구나 소스 코드를 읽고 고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를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것이 “더 옳기 때문에”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낫기 때
문에”(또는 더 낫게 만들기 쉽기 때문에) 옹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대체로 후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더 낫다”의 중요한 기준 하나가 바로 성능입니다. 하드웨어 속도가 빨라지면서 성
능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런 시절
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컴퓨팅 분야에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제공하는 소
프트웨어가 단 하나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응용 프로그램을 재
빨리 만들어서 반짝 빛을 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금세 더 나은 후발 주자에게 선두 자
리를 내주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이 “더 빠르거나, 더 작거나, 더 가벼운”을 뜻하는

옮긴이 머리말

ix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기존 독점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재현하
는 후발 주자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가장 성공적인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꼽히는
GNU/Linux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성능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특히나 중요한 요인입니

다. 그리고 현재의 컴퓨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주제로 한 이 책은 두께에 비해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책의 원고 자체를 오픈소스 방식으로
작성하고 관리한다는 점이었습니다(https://github.com/aosabook/aosabook/tree/master/
posa 참고). 책의 원고는 물론 원고를 인쇄나 전자책 배포용 형식으로 변환하는 도구들의

소스 코드도 모두 공개되어 있는 덕분에, 특화된 Markdown 형식의 원고 텍스트 파일을
PDF 파일이나 epub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직접 바로잡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변환 관련 도구들이 최신이 아니라는 문구가 해당 README.md에 있어서 수정 사
항을 원 작성자들에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내용과 형식에서 여러모로 주목할 만한 점이 많은 책이라서 번역하면서 대체로 즐거
웠는데, 책을 읽는 독자도 그만큼 즐겁길 기대합니다. 제 홈페이지 occam’s Razor(http://
occamsrazr.net/)에 책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을 받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번역서

정보’ 페이지에서 해당 페이지로의 링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옮긴이 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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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비시 암스트롱Tavish Armstrong
컴퓨터 하드웨어가 이제는 대부분의 개발자가 성능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빨라졌
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더글러스 크록포드Douglas Crockford는 바로 그러한 이유
로 이 책의 집필 참여 권유를 고사했다.
만일 제가 한 장章을 쓴다면 아마도 반反성능(anti-performance)에 관한 글이 될 것
입니다. 성능을 위한 대부분의 노력은 헛되이 소모됩니다. 아마도 그런 글을 원
하시지는 않겠지요.
같은 생각을 도널드 커누스Donald Knuth가 30년 전에 밝힌 바 있다.
이를테면 약 97%의 경우에서 사소한 효율성들은 무시해야 마땅하다. 때 이른
(premature) 최적화는 만악의 근원이다.

그러나 제한된 전력과 메모리를 가진 이동기기에서나 수 테라바이트의 자료를 처리해야
하는 자료 분석 프로젝트에서는 실제로 코드를 더 빠르게, 자료구조들을 더 작게, 그리고
반응시간을 더 짧게 만들어야 하는 개발자들이 늘고 있다. 운영체제나 네트워크, 컴퓨터
그래픽, 데이터베이스의 기초를 설명하는 교재는 수백 종에 이르지만 실제 응용 프로그
램에서 너무 느린 부분을 찾고 고치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은 없거나 있어도 너무 적다.
사례연구들을 모은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틈새를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이다. 이
책의 각 장은 기존 시스템을 더 빠르게 만들어야 했거나 빠른 무언가를 처음부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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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했던 실제 개발자들이 저술했다. 저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와 성능 목표
들을 다룬다. 그러나 저자들은 모두 응용 프로그램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 그리고 커다란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연동되
는지를 상세히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전 작인 The
Architecture of Open Source Applications에서처럼, 전문가들의 어깨 너머로 세상을 바라봄
으로써 독자가 더 나은 개발자가 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 테이비시·암스트롱Tavish Armstrong

필진
테이비시 암스트롱(엮은이): 테이비시는 Concordia University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을 공부하고 있으며, 2014년 봄에는 졸업할 예정이다. 그의 온라인 홈페이지는 http://
tavisharmstrong.com이다.
마이클 스노이먼Michael Snoyman(Warp): 마이클은 FP Complete의 수석 소프트웨어 공학

자이다. 그는 안정적이고 성능 높은 웹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수단들을 제공하는
Yesod Web Framework의 창시자이자 수석 개발자이다. 그의 정식 연구에는 보험회계학이
포함된다. 이전에 그는 미합중국 자동차 및 주택소유자 보험 산업에서 일하면서 거대 자
료 집합들을 분석했다.
가즈 야마모토Kazu Yamamoto(Warp): 가즈는 IIJ Innovation Institute의 선임 연구원이다. 그

는 약 20년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해 왔다. 그가 만든 소프트웨어로는 Mew,
KAME, Firemacs, mighty가 있다..
안드레아스 보엘미Andreas Voellmy(Warp): 안드레아스는 Yale University의 전산학 박사
(PhD) 후보생이다. 안드레아스는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네트워크들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Haskell을 사용하고 있으며, Haskell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라우터를 제어하기 위한 nettleopenflow 같은 오픈소스 Haskell 패키지들을 공개한 바 있다. 안드레아스는 또한 GHC 프
로젝트에 기여했으며, GHC의 입출력 관리자의 유지보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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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아 그리고릭Ilya Grigorik(크롬): 일리아는 Google의 Make The Web Fast 팀의 웹 성능

공학자이자 개발자 홍보 담당이다. 거기서 그는 웹을 더 빠르게 만들고 성능에 관한 모범
관행들을 널리 전파하는 데 밤낮을 보낸다. 온라인에서는 블로그 http://igvita.com과
트위터 계정 @igrigorik에서 그를 만날 수 있다.
에번 마틴Evan Martin(Ninja): 에번은 Google에서 9년 동안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그전에는

전산학과 언어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는 여러 소규모 자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에
참여했으며, LiveJournal을 비롯한 주요 프로젝트들 몇 개에도 참여했다. 그의 웹사이트는
http://neugierig.org이다.
브라이스 하워드Bryce Howard(이동기기 성능): 브라이스는 뭔가를 더 빠르게 만드는 데 집착

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이다. 그는 15년 이상 업계에서 일했으며, 독자가 들어본 적이
없을 여러 신생 기업들에서 일했다. 현재 그는 ‘저술’에 꽂혀서, O’Reilly Associates를 위해
Amazon Web Services 입문서를 쓰고 있다.
카일 휴이Kyle Huey(Memshrink): 카일은 Mozilla Corporation에서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

저에 쓰이는 Gecko 렌더링 엔진에 대한 일을 하고 있다. San Fransisco로 와서 일하기 전
에는 University of Florida에서 수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블로그는 http://blog.
kylehuey.com이다.
클린트 탤버트Clint Talbert(Talos): 클린트는 근 10년간 Mozilla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처

음에는 자원봉사자로, 이후에는 직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현재 그는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자동화를 지상명령으로 삼는 Automation and Tools 팀을 이끌고 있으며, 모든
자동화 컴퓨터에서 유휴 주기들을 제거하는 것을 개인적인 사명으로 삼고 있다. 오픈소
스와 저술에서의 그의 모험담을 http://clinttalbert.com에서 볼 수 있다.
조엘 마어Joel Maher(Talos): 조엘은 소프트웨어 자동화에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Mozilla에서 지난 5년간 조엘은 Mozilla의 자동화와 도구들을 이동전화기로 확장하는 작
업을 수행했으며, Talos 프로젝트의 소유권을 맡아서 Talos의 검사들과 신뢰성을 확장하
고 회귀 검출을 개선했다. 자동화가 실행되는 동안에는 바깥으로 나가서 인생의 새로운
과제들에 도전하길 즐긴다. 그의 자동화 모험담을 http://elvis314.wordpress.com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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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 탱Audrey Tang(Ethercalc): 대만에서 독학으로 프로그래밍과 번역을 배운 오드리는

현재 ‘무제 페이지(Untitled Page; 또는 직책 없는 사환)’라는 직함으로 Socialtext에서 일하고 있
다. 또한 그는 Apple에서 지역화와 릴리스 공학 작업도 수행한다. 이전에는 최초의 작동
하는 Perl 6 구현인 Pugs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이끌었으며, Haskell과 Perl 5, Perl 6의 언
어 설계 공동체에 봉사하면서 CPAN과 Hackage에 다양한 기여를 했다. 트위터 계정은 @
audreyt이다.
C. 타이터스 브라운C. Titus Brown(Khmer): 타이터스는 진화 모형화, 물리 기상학, 발생 생

물학, 유전학, 생물정보학 분야에서 일해 왔다. 현재 그는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조
교수로서 그의 관심사를 과학 소프트웨어의 재현성과 유지보수성을 비롯한 여러 새로
운 영역으로 넓히고 있다. 그는 또한 Python Software Foundation의 일원이며, 블로그는
http://ivory.idyll.org이다.
에릭 맥도널드Eric McDonald(Khmer): 에릭 맥도널드는 그가 지난 13년간 주로 관여했던 고

성능 컴퓨팅에 강조를 둔 과학 소프트웨어 개발자이다. 이전에는 다양한 분야의 물리학
자들과 일했지만, 현재는 생물정보학 분야를 돕고 있다. 그는 전산학과 수학, 물리학에 학
사 학위들을 가지고 있다. 에릭은 90년대 중반부터 FOSS의 팬이다.
더글러스 C. 슈미트 Douglas C. Schmidt(DAnCE): 더글러스 C. 슈미트 박사는 Vanderbilt

University의 전산학 교수이자 전산학 및 공학 프로그램의 부의장이며 선임 연구원이다.
더그는 10권의 책을 저술했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관련 주제들에 대한 기술 논문을 500
편 넘게 출판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ACE, TAO, CIAO, CoSMIC의 개발을 이끌고 있다.
아니루다 고칼레Aniruddha Gokhale(DAnCE): 아니루다 S. 고칼레 박사는 Vanderbilt University

의 전기공학 및 전산학과의 조교수이자 Vanderbilt University의 Institute for Software
Integrated Systems(ISIS)의 선임 연구 과학자이다. 그는 140편이 넘는 기술 논문을 저술 또
는 공동 저술했으며, 현재의 연구 초점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서 나
타나는 난제들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윌리엄 R. 오테William R. Otte(DAnCE): 윌리엄 R. 오테 박사는 Vanderbilt University의

Institute for Software Integrated Systems(ISIS)의 연구 과학자이다. 분산 실시간 내장 시스
템에 대한 오픈소스 미들웨어와 모형화 도구 개발에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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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ARPA, NASA, Northrup Grumman, Lockheed-Martin 등 정부 및 주요 기업들과 일
했다. 그는 그러한 진척 상황을 서술하는 수많은 기술 논문과 보고서를 출판했으며, 구성
요소 미들웨어를 위한 공개 표준 개발에 참여했다.
마닉 수르타니Manik Surtani(Infinispan): 마닉은 Red Hat의 미들웨어 분과인 JBoss의 핵심 연

구 개발 공학자이다. 그는 Infinispan 프로젝트의 창시자이며 JBoss Data Grid의 플랫폼
아키텍트이다. 또한 그는 JSR 347(Data Grids for the Java Platform) 명세의 개발을 이끌고 있
으며 JSR 107(Temporary caching for Java)의 전문가 그룹에서 Red Hat을 대표한다. 그의 관심
사는 클라우드 및 분산 컴퓨팅, 거대 자료(big data)와 NoSQL, 자율 시스템과 고가용성 컴
퓨팅이다.
아세니 카풀킨Arseny Kapoulkine(Pugixml): 아세니는 경력 전체를 작은 틈새 타이틀에서부터

FIFA Soccer 같은 다중 플랫폼 AAA급 블록버스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디오 게임의
그래픽 프로그래밍과 저수준 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 보냈다. 그는 느린 것을 빠르게, 빠
른 것은 더 빠르게 만드는 데 흥미를 느낀다. 연락처는 mail@zeuxcg.org, 트위터 계정은
@zeuxcg이다.
아르얀 스헤르페니서Arjan Scherpenisse(Zotonic): 아르얀은 Zotonic의 주 아키텍트들 중 한 명

이며 다른 십여 개의 프로젝트들(주로는 Zotonic과 Erlang을 사용하는)도 관리하고 있다. 아르
얀은 뒷단(back-end) Erlang 프로젝트와 앞단 Erlang 프로젝트 사이의 틈을 메운다. 규모가
변성과 성능 같은 문제들 외에, 아르얀은 창조적인 프로젝트들에도 종종 관여하며, 여러
행사들에서 자주 강연한다.
마크 워렐Marc Worrell(Zotonic): 마크는 Erlang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일원이며 Zotonic 프로

젝트의 창시자이다. 마크는 대형 Erlang 프로젝트의 컨설팅과 Zotonic 개발에 시간을 보내
며, MaxClass와 LearnStone을 만든 Maximonster의 CT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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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편집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이 가능함을 납득시킨 에이미 브라운Amy Brown과 그렉 윌
슨Greg Wilson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또한 편집의 초기 단
계들에서 도움을 준 토니 아클스Tony Arkles에게,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술 검토자들에게도
감사한다.
Colin Morris

Kim Moir

Natalie Black

Corey Chivers

Laurie MacDougall Sookraj

Pierre-Antoine Lafayette

Greg Wilson

Logan Smyth

Julia Evans

Monica Dinculescu

Kamal Marhubi

Nikita Pchelin

이 책이 너무 늦지 않게 출판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편집실무자들과 보조자들 덕
분이다.
Adam Fletcher

Jeff Schwab

Alexandra Phillips

Amy Brown

Jessica McKellar

Peter Rood

Danielle Pham

Michael Baker

Erik Habbinga

Natalie Black

그리고 책의 빌드 공정과 그래픽, 조판을 도와준 Amy Brown과 Bruno Kinoshita,
Danielle Pham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해야 마땅할 것이다.
책을 편집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격려해 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일이 쉬워진
다. 작업 기간 동안 인내와 열정을 보여준 Natalie Black, Julia Evans, Kamal Marhubi에게
감사한다.

기여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
다. 독자 여러분도 오류를 보고하고, 내용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다른 오픈소스 시
스템을 서술함으로써 이 출판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다. 참여하고 싶은 독자는 aosa@
aosabook.org로 연락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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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구혜정(LG전자)
이 책은 다양한 전문가가 처음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시점으로 우리를 데려가서는 어떤 고
민과 시행착오 끝에 성능 이슈를 해결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
로젝트에 반영된 최신 트렌드(언어,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등)를 엿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작
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유쾌한 이 여행의 끝에는 현업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인사이
트”라는 멋진 기념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인범(SK C&C)
오픈소스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많음을 느낍니다. 이제 많은 이들은 오픈소스 그
자체보다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효과와 성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
점에서 이 책은 우리가 “들어봄 직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들어보지 못했던” 내
부 아키텍처와 성능에 관한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풀어놓은 정직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아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리눅스만 겨우 떠올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손
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베타리딩을 신청할 때 제가 생각했던 오픈
소스와 책에서 다루는 오픈소스가 조금은 달라서 처음엔 당황했지만, 책에 나온 링크에
직접 들어가 보고 구글 검색도 해가며 공부했기에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
니다.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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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성(티켓몬스터)
각 장이 상당히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었고, 평소에도 자주 접하던 류광 님의 번역서
를 베타리딩한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블로그를 통해서 번역에 대한 역자
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책에는 최적화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업계 최고의 개발자들이 수행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과정을 보여주
고, 그들이 범했던 삽질의 기록물을 통해 최고의 품질을 향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하
고 있는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Beta
Readers...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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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성능 최적화 보고서

제1장
크롬의 고성능 네트워킹
일리아 그리고릭Ilya Grigorik

1.1 구글 크롬의 역사와 기본 지침
구글 크롬Google Chrome은 2008년 하반기에 Windows 플랫폼용 베타 버전으로서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크롬을 위해 구글이 작성한 코드가 관대한 BSD 사용권 하에서 공개되
었다. 소위 크로미움 프로젝트Chromium project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
보며 놀란 이들이 많았다. 브라우저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일까? 과연 구글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까?
“마음을 고쳐먹을 정도로 제품이 잘 나왔죠...”
-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처음에는 구글 크롬 개발을 반기지 않았던1 것에 관해.
실제로 구글은 잘 해냈다. 오늘날 크롬은 웹에서 아주 널리 쓰이는 브라우저들 중 하
나이며(StatCounter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35%+2), Windows뿐만 아니라 리눅스Linux와 OS

1

http://blogs.wsj.com/digits/2009/07/09/sun-valley-schmidt-didnt-want-to-build-chrome-initially-he-says/

2

http://gs.statcounter.com/?PHPSESSID=oc1i9oue7por39rmhqq2eouoh0

1

X, Chrome OS, Android, iOS 플랫폼들도 지원한다. 크롬의 특징과 기능성이 사용자들
에게 공감을 일으킨 것은 명백하며, 크롬의 여러 혁신들이 다른 유명 브라우저들에도 채
용되었다.
구글 크롬의 착안과 혁신을 설명하는 독창적인 38쪽짜리 만화3를 보면 이 인기 있는
브라우저에 깔린 전반적인 사고방식과 설계 과정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
이었다. 크롬 브라우저의 초기 개발을 추동했던 핵심 원리들은 이후의 개선을 위한 기본
지침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기본 지침(guiding principle)들은 다음과 같다.
속도: 가장·빠른 브라우저를 만든다.
보안: 사용자에게 가장·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안정성: 탄력·있고·안정적인 웹 응용 플랫폼을 제공한다.
단순성: 정교한 기술을 창조하되, 그것을 단순한·사용자·체험으로 포장한다.
크롬 개발팀이 보기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트들 중에는 단순히 웹 페이지가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앱’)인 것들이 많다. 좀 더 진취적인 응용 프로그램들은
속도와 보안, 안정성을 요구한다. 이 네 가지 지침들은 각자 개별적인 장章이 필요한 주제
이나, 이 책의 주제는 성능이므로 주로 속도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겠다.

1.2 성능의 여러 측면
현대적인 브라우저는 운영체제들처럼 플랫폼platform이다. 구글 크롬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서 설계되었다. 구글 크롬 이전의 모든 주요 브라우저는 획일적인(monolithic) 단일 프로세
스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 열린 모든 페이지는 동일한 주소 공간을 공유하며, 동
일한 자원들을 두고 경합한다. 임의의 한 페이지나 브라우저 자체에 버그가 있으면 사용
자 체험(exprience)이 통째로 망가질 수 있다.

3

2

http://www.google.com/googlebooks/ch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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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크롬은 다중 프로세스 모형에 기초해서 작동한다. 이 덕분에 각 탭마다 격리된
프로세스와 메모리, 그리고 견고한 보안 모래상자(sandbox)4가 제공된다. 다중 코어 시스템
이 점점 널리 쓰이는 요즘에는 프로세스들을 격리시키고 각각의 열린 탭을 문제가 있는
다른 페이지들로부터 보호하는 능력만으로도 성능 면에서 크롬이 다른 경쟁 브라우저들
보다 훨씬 더 앞서게 된다. 실제로, 다른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이런 방식을 채용했거나 비
슷한 아키텍처로 이전하는 도중에 있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웹 프로그램을 위한 독립적인 프로세스가 마련되었다고 할 때, 한 웹 프로그램의 실
행에는 크게 세 가지 과제가 관여한다. 하나는 자원들을 가져오는(fetch) 것이고, 또 하나는
페이지를 구성(layout)하고 렌더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JavaScript를 실행하는 것이다.
렌더링 단계와 스크립트 실행 단계는 하나의 스레드에서 맞물려서 실행된다. 이 단계들이
산출하는 DOM(Document Object Model, 문서 객체 모형)을 두 단계가 동시에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분적으로 이는 JavaScript 자체가 단일 스레드 언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렌더링과 스크립트 실행 모듈이 연동하는 방식을 최적화하는 것은 브라우저를 만
드는 개발자는 물론이고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웹 개발자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크롬은 페이지 렌더링에 블링크Blink를 사용한다. 블링크는 빠르고 표준을 준수하는
오픈소스 레이아웃 엔진이다. JavaScript 실행에는 크롬 개발팀이 직접 만든, 고도로 최적
화된 JavaScript 실행시점 모듈(runtime)인 V8을 사용한다. 이 역시 독립적인 오픈소스 프
로젝트로도 공개되었으며, 다른 여러 유명 프로젝트들에 쓰이고 있다(이를테면 Node.js의 실
행시점 모듈로 쓰인다). 그런데 V8의 JavaScript 실행이나 블링크의 파싱 및 렌더링 파이프라

인을 최적화한다고 해도, 브라우저가 자원이 도착하길 기다리면서 네트워크에서 막혀 있
으면 별로 소용이 없다.
브라우저가 각각의 네트워크 자원의 순서와 우선순위, 잠복지연(latency)을 최적화하
는 능력은 전반적인 사용자 체험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 하나이다. 느끼지
★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크롬의 네트워크 스택 은 말 그대로 하루가 다르게 똑똑해지고 있

4
★

http://dev.chromium.org/developers/design-documents/sandbox
역주

어떤 완결적인 서비스나 제품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들이 주로 수직으로 ‘쌓여’ 있는(추상화의 정도가 아래

에서 위로 증가하는) 형태일 때,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스택이라고 부른다. 자료구조로서의 스택과 구분하기 위해
solution stack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1.2 성능의 여러 측면

3

다. 크롬은 유망한(요청될 가능성이 큰) DNS 조회들을 익히고, 웹의 위상구조(topology)를
기억하고, 유망한 목적지들에 미리 연결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각 자원의 잠복지연
비용을 숨기거나 줄이려고 노력한다. 겉으로 보면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한 자원 가져오기
메커니즘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웹 성능을 최적화하고 사용자에게 최상의 체험을 제
공하는 문제에 관한 공들인, 그리고 매혹적인 사례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자.

1.3 현대적인 웹 응용 프로그램의 특징
네트워크 상호작용의 최적화 방식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의 흐름과 현황을 개괄해 보는 것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 현대적
인 웹 페이지 또는 웹 응용 프로그램은 어떤 모습인가?

웹의 구축 과정을 추적하는 HTTP Archive5 프로젝트가 이 질문의 답을 얻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웹을 훑으면서 콘텐트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들을 주기적으로 훑으면서 각 목적지에 사용된 자원 수, 내용 형식, 헤더, 기타 메
타자료에 대한 통계 수치를 기록하고 취합한다. 2013년 1월 현재의 통계치를 보면 아마 놀
랄 것이다. 다음은 웹의 상위 목적지 30만 개에서 얻은, 페이지 하나의 평균 수치들이다.
•

크기 1280KB

•

구성 자원 수 88개

•

연결하는 서로 다른 호스트 수 15개 이상

정리하자면, 하나의 페이지는 평균 크기가 1MB 이상이고, 이미지나 JavaScript, CSS
같은 자원들이 88개가 모여 구성되며, 그런 자원들은 해당 목적지의 호스트들과 서드파
티 호스트들을 포함해서 15개의 서로 다른 호스트들로부터 전달된다. 더 나아가서, 이러

5

4

http://httparchi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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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치들은 모두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했고6, 증가세가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점점 더 크고 야심찬 웹 응용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HTTP Archive의 수치들에 간단한 산수를 적용해 보면 평균 자원 크기가 15KB(1280KB
/ 자원 88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브라우저에서 대부분의 네트워크 전송이 짧고 폭발적임을

뜻한다. 바탕에 깔린 전송층(TCP)은 큰 스트리밍 다운로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중시킨다. 그럼 좀 더 파고 들어가서, 그런 네트워크 요청들 중
하나를 조사해 보자.

1.4 네트워크 자원 요청 하나의 일생
W3C의 Navigation Timing 명세7는 브라우저 API 하나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브라우
저 안의 모든 요청의 일생(life)에 깔린 시간 및 성능 자료를 들여다 볼 수 있다. 내비게이션
타이밍 자료의 모든 구성요소는 최적의 사용자 체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므
로,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자.
redirectStart
redirectEnd
fetchStart
domainLookupStart
domainLookupEnd
connectStart
(secureConnectionStart)
connectEnd
requestStart
responseStart
responseEnd

재지정

앱
캐시

DNS

TCP

요청

응답

그림 1 . 1 내비게이션 타이밍

6

http://httparchive.org/trends.php

7

http://www.w3.org/TR/navigation-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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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의 한 자원의 URL이 주어지면 브라우저는 우선 자신의 지역 캐시cache와 응용 프로
그램 캐시를 점검한다. 만일 이미 가져온 적이 있는 자원이며 적절한 캐시 헤더(Expires,
Cache-Control 등)가 주어졌다면8, 사용자의 요청을 지역 복사본을 이용해서 처리해도 된

다. 가장 빠른 요청은 요청되지 않은 요청이다. 그 외의 경우, 즉 자원의 유효성을 다시 점
검해야 하거나, 자원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아직 조회한 적이 없는 자원이면, 반드
시 값비싼 네트워크 요청을 처리해야 한다.
호스트 이름과 자원 경로가 주어지면 크롬은 우선 기존의 열린 연결들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점검한다. 열린 소켓들은 {프로토콜, 호스트, 포트}별로 풀에 저장되어 있다.
단, 만일 사용자가 프록시를 설정해 두었거나 프록시 자동 구성 (proxy auto-config; PAC)9 스
크립트를 지정해 두었으면 크롬은 해당 프록시를 통해서 연결들을 점검한다. PAC 스크립트
를 이용하면 URL이나 기타 특정 규칙에 따라 서로 다른 프록시가 적용되게 할 수 있으며,
각 프록시마다 개별적인 소켓 풀이 존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의 조건들이 모두 만족
되지 않았다면, 요청의 호스트 이름을 IP 주소로 환원(resolving)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
다. 그런 과정을 흔히 DNS 조회(lookup)라고 부른다.
운이 따른다면, 호스트 이름이 이미 캐시에 들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그냥 빠른
시스템 호출 한 번으로 DNS 조회 과정이 끝난다.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먼저 DNS 질의
(query)를 수행한 후에야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 DNS 조회에 걸리는 시간은 사용

자의 인터넷 제공업체나 목적지 사이트의 인기도, 호스트이름이 임시 캐시에 들어 있을
확률, 그리고 해당 도메인의 공인(authoritative) 이름 서버의 응답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간
단히 말하면 변수가 대단히 많다. 어쨌든, DNS 조회 1회에 수백 밀리초가 걸리는 것도 드
문 일이 아니다!
이러한 환원 과정을 통해서 IP 주소를 얻었으면 이제 크롬은 목적지와의 새 TCP 연
결을 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위 ‘삼중 제어 교환(three-way handshake)’, 즉 SYN > SYNACK > ACK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교환 과정 때문에, 각각의 새 TCP 연결마다 반드시 완
전한 하나의 잠복지연 왕복운행(round-trip)이 소비된다. 여기에는 그 어떤 지름길도 없다.

6

8

https://developers.google.com/speed/docs/best-practices/caching

9

http://en.wikipedia.org/wiki/Proxy_auto-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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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거리에 따라, 그리고 선택된 운행 경로에 따라 이 과정에 의해
수십, 수백 밀리초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수천 밀리초가 지연될 수 있다. 이 모든
작업과 잠복지연이 응용 프로그램 자료의 바이트 하나가 회선에 진입하기도 전에 일어나
는 것임을 주목하기 바란다.

클라이언트

SYN

서버

SYN
ACK

ACK

그림 1 . 2 삼중 제어 교환

TCP 제어 교환 과정이 끝난 후에도, 만일 연결 대상이 보안된 사이트(HTTPS)이면
SSL 제어 교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의해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잠복지연
왕복운행 2회가 추가될 수 있다. SSL 세션이 캐시에 저장되어 있다고 해도, ‘회피’할 수 있
는 추가 왕복운행은 하나뿐이다.
여기까지 마치면 드디어 크롬이 HTTP 요청(그림 1.1의 requestStart)을 보낼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서버는 그것을 처리해서 응답 자료 스트림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낸다. 이에 의
해 최소 1회의 네트워크 왕복운행이 발생하며, 거기에 서버의 요청 처리 시간이 추가된다.
이것으로 요청 하나의 일생이 끝난다. 단, 만일 서버의 응답이 HTTP 재지정(redirect)이면
지금까지의 과정 전체를 다시 반복해야 할 수 있다. 혹시 독자의 웹 페이지들에 불필요한
재지정이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연 시간을 모두 계산해 보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전형적인 광대역
연결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 다음은 지역 캐시가 적중하지 않고, DNS
조회가 비교적 빠르고(50ms), TCP 제어 교환과 SSL 교섭을 사용하고, 서버의 응답이 비교
적 빠르고(100ms), 왕복운행 1회 시간(RTT)이 80ms(이는 미합중국 본토의 평균 왕복운행 시간
이다)라고 가정할 때의 시간들이다.

1.4 네트워크 자원 요청 하나의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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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S 조회에 50ms

•

TCP 제어 교환에 80ms(1 RTT)

•

SSL 제어 교환에 160ms(2 RTT)

•

서버에게 요청을 전달하는 데 40ms

•

서버가 요청을 처리하는 데 100ms

•

서버의 응답이 도착하는 데 40ms

정리하자면, 요청 하나에 총 470ms가 걸린다. 이중, 서버가 실제로 요청을 처리하는
데 소비한 시간에 비한 네트워크 잠복지연이 80%를 넘는다. 이 부분에 뭔가 개선이 필요
하다. 사실, 다음 사항들을 생각한다면 470밀리초도 낙관적인 추정치일 수 있다.
•

서버의 응답이 초기 TCP 밀집 구간(4~15KB)보다 크다면, 잠복지연 왕복운행이

1회 이상 추가될 수 있다10.
•

누락된 인증서를 가져와야 하거나 온라인 인증서 상태 점검(online certificate status
check, OCSP)을 수행해야 한다면 SSL 지연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두 작업 모두 완전

히 새로운 TCP 연결이 필요하며, 이에 의해 수백에서 수천 밀리초의 잠복지연이
추가될 수 있다.

1.5 “충분히 빠르다”의 의미
앞의 사례들에서 전체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DNS 조회나 제어 교환의 네트워
크 추가부담들과 왕복운행들이다. 서버 응답 시간은 전체 잠복지연의 20%만 차지한다.
그런데 좀 더 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런 지연들이 정말로 문제가 될까? 이 글을 읽는 독
자라면 아마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답은: 문제가 된다. 그것도 아주 크게.

10

8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10장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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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용자 체험 연구들을 보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리고 어떤 종류이
든, 임의의 응용 프로그램의 반응성에 관한 사용자의 기대에 일관된 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11.
표 1 . 1 잠복지연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지연

사용자·반응

0~100ms

즉시

100~300 ms

약간의 지연을 인식

300~1000 ms

컴퓨터가 뭔가 하고 있구나...

1초 이상

딴 생각을 하게 됨

10초 이상

나중에 다시 와야지....

표 1.1은 또한, 250ms 이내에 웹 페이지를 렌더링하거나 최소한의 시각적 피드백이라
도 제공해야 사용자가 떠나지 않는다는 웹 성능 공동체의 비공식적인 일반 원칙을 설명해
준다. 이는 단지 속도 자체를 위한 속도가 아니다.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연
구들에 따르면, 그리고 수천 개의 여러 사이트들에 따르면, 추가적인 잠복지연은 사이트
의 하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이트가 빠를수록 페이지뷰, 사용자 참여도, 전환
★
율(conversion rate )이 높아진다.

최적의 잠복지연 한계가 250ms라고 할 때, 위의 시나리오는 암울하다. 서버 처리 시
간을 제외한 DNS 조회와 TCP, SSL 제어 교환, 요청 전달 시간만으로도 한계의 50%를 넘
는 370ms이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웹 개발자들에게도, DNS와 TCP, SSL 지연은
완전히 투명하다. 이들은 대부분이 들여다 볼 생각도 하지 않는 네트워크 계층들에서 처
리된다. 그러나, 각각의 추가적인 네트워크 요청에 의해 수십, 수백 밀리초의 잠복지연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단계들은 모두 전반적인 사용자 체험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

11
★

http://www.useit.com/papers/responsetime.html
역주

방문자가 사이트 목적에 맞는 행위자로 바뀌는 비율, 이를테면 쇼핑몰 방문자들 중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는 비

율을 말한다.

1.5 “충분히 빠르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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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크롬의 네트워크 스택이 단순한 소켓 처리부보다 훨씬 정교한 무엇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제 문제가 어떤 것인지 명확해 졌으니, 구현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보자.

1.6 3천 미터 상공에서 본 크롬의 네트워크 스택
다중 프로세스 아키텍처
크롬의 다중 프로세스 아키텍처는 브라우저 안에서 각각의 네트워크 요청이 처리되는 방
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실 크롬은 내부적으로 네 가지 서로 다른 실행 모형12에 기
초해서 프로세스 할당 수행 방식을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데스크톱 크롬 브라우저는 사이트별 프로세스(process-per-site) 모형을 사
용한다. 이 모형은 서로 다른 사이트를 서로 다른 프로세스로 격리하되, 같은 사이트의
인스턴스들은 모두 같은 프로세스로 묶는다. 여러 가지 모형이 있지만, 단순함을 위해 여
기에서는 가장 간단한 경우, 즉 열린 탭들이 각자 서로 다른 프로세스로 실행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겠다. 네트워크 성능의 관점에서 모형들 사이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며, 탭별
프로세스 모형이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브라우저(커널) 프로세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렌더 프로세스

네트워크

저장소

렌더 프로세스

HTML 렌더러

HTML 렌더러

V8 엔진

V8 엔진

DOM 바인딩

DOM 바인딩

그림 1 . 3 다중 프로세스 아키텍처

12

10

http://www.chromium.org/developers/design-documents/process-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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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키텍처에서는 각 탭마다 하나의 전담 렌더 프로세스render process를 배정한다. 각 렌더
프로세스는 블링크 레이아웃 엔진의 인스턴스와 V8 JavaScript 엔진의 인스턴스, 그리고 그
두 인스턴스를 비롯한 여러 구성요소들을 연결하는13 접착제(glue) 코드로 구성된다.
이러한 렌더 프로세스들 각각은 네트워크를 포함한 사용자 컴퓨터의 자원들에 제한
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모래상자 환경 안에서 실행된다. 각 렌더 프로세스는 주 브라우
저 프로세스(즉 커널 프로세스)를 통해서만 이 자원들에 접근한다. 이 덕분에 주 브라우저
프로세스는 각 렌더 프로세스에 적절한 보안 및 접근 방침들을 강제할 수 있다.

프로세스 간 통신과 다중 프로세스 자원 적재
크롬에서 렌더러와 커널 프로세스 사이의 모든 통신은 프로세스 간 통신(inter-process
communication, IPC)을 통해서 일어난다. 리눅스와 OS X에서는 socketpair()를 사용하는

데, 이 함수는 비동기 통신을 위한 명명된 파이프 전송 수단을 제공한다. 렌더러가 각각
의 메시지를 직렬화해서 입출력(I/O) 전담 스레드에 넘겨주면 그 스레드가 메시지들을 주
브라우저 프로세스에게 전달한다. 메시지를 받는 쪽에서 커널 프로세스는 하나의 필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크롬은 네트워크 스택이 처리해야 할 자원 IPC 요청들을 이 인
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가로챈다(ResourceMessageFilter14를 보라).
이러한 아키텍처의 한 가지 장점은 모든 자원 요청이 전적으로 입출력 스레드들에
서 처리되며, UI로부터 비롯된 활동이나 네트워크 사건들이 서로 간섭하는 일이 전혀 없
다는 것이다. 자원 필터는 브라우저 프로세스의 입출력 스레드에서 실행되면서 자원 요
청 메시지들을 가로채서는 브라우저 프로세스의 ResourceDispatcherHost15 단일체
(singleton)에 전달한다.

13

이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독자라면 크로미움 위키의 훌륭한 입문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chromium.org/developers/design-documents/multi-process-architecture

14	
https://code.google.com/p/chromium/codesearch#chromium/src/ppapi/host/resource_message_filter.h
15	
https://chromium.googlesource.com/chromium/src/+/git-svn/content/public/browser/resource_dispatcher_

hos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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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커널) 프로세스
네트워크

사용자 인터페이스

저장소
채널

채널
ResourceMessageFilter

ResourceMessageFilter

렌더 프로세스

렌더 프로세스

입출력
스레드

HTML 렌더러

입출력
스레드

HTML 렌더러

그림 1 . 4 프로세스 간 통신

단일체 인터페이스 덕분에 브라우저는 각 렌더러의 네트워크 접근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이고 일관된 자원 공유도 가능해진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

소켓·풀pool과·연결·상한: 브라우저는 프로파일 당 최대 열린 소켓 개수(256), 프
록시 개수(32), {프로토콜, 호스트, 포트} 그룹 개수(6)를 강제할 수 있다. 이러한 상
한들 하에서 동일한 {호스트, 포트} 그룹에 대해 최대 6개의 HTTP 연결과 6개의
HTTPS 연결이 가능함을 주목하기 바란다.

•

소켓·재활용: 연결 재활용을 위해, 요청을 처리한 후 일정 시간 동안 소켓 풀 안
에 영속적인(persistent) TCP 연결들을 저장해 둔다. 이에 의해 각각의 새 연결에 의
한 추가적인 DNS, TCP, SSL(요구된다면) 설정 추가부담을 피할 수 있다.

•

지연된·소켓·바인딩: 요청들과 바탕 TCP 연결은 소켓이 응용 프로그램의 요청을
전달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연관된다. 이 덕분에 요청들의 우선순위가 좀 더 적
절하게 결정되고(이를테면 소켓이 연결되어 있는 도중에 고순위 요청이 도착하는 등) 처
리량이 높아지며(이를테면 새 연결을 여는 도중에 기존 소켓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소위
‘따뜻한(warm)’ TCP 연결의 재사용) TCP 사전 연결(pre-connect)을 위한 범용 메커

니즘과 기타 여러 최적화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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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된·세션·상태: 인증(authentication), 쿠키cookie, 캐싱된 자료를 모든 렌더 프로세
스가 공유한다.

•

전역·자원·및·네트워크·최적화: 브라우저는 모든 렌더 프로세스와 처리 중인 요청
들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를테면 전경(foreground) 탭에서 비롯된 요
청들에 더 높은 네트워크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

예측성·최적화: 모든 네트워크 소통량을 주시함으로써, 크롬은 성능 개선을 위한
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정련할 수 있다.

렌더 프로세스 자체는 그냥 자원 요청 메시지(고유한 요청 ID를 포함한)를 IPC를 통해서
브라우저 프로세스에게 보낼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브라우저 커널 프로세스가 처리한다.

크로스플랫폼 자원 가져오기
크롬의 네트워크 스택의 구현에서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서로 다른 여러 플랫폼들, 즉
리눅스, Windows, OS X, 안드로이드, iOS에 대한 이식성이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스택의 대부분은 단일 스레드 방식의(캐시 스레드와 프록시(proxy) 스레드가 분리
되어 있다) 크로스플랫폼 라이브러리로서 구현된다. 이 덕분에 크롬은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한 기반구조를 재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성능 최적화를 적용할 수 있으며, 특정 플
랫폼에 고유한 최적화의 기회도 커진다.
모든 네트워크 코드가 오픈소스임은 물론이다. 네트워크 코드는 src/net 하위 디렉
터리16에 있다. 여기서 각각의 구성요소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다. 코드의 전반적인 구
성만 봐도 기능과 구조에 대해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예가 표 1.2에
나열되어 있다.
좀 더 알고 싶은 독자라면 각 구성요소의 코드를 읽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
다. 코드는 문서화가 잘 되어 있으며, 모든 구성요소에 다수의 단위 검사(unit test)가 갖추
어져 있다.

16

https://code.google.com/p/chromium/codesearch#chromium/src/net/&ct=rc&cd=1&q=src.net&sq=package:chro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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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2 크롬의 구성요소들

구성요소

설명

net/android

안드로이드 실행시점 모듈과의 바인딩

net/base

호스트이름 환원, 쿠키, 네트워크 변경 감지, SSL 인증서 관리 등의 공통
네트워크 유틸리티들.

net/cookies

HTTP 쿠키의 저장, 관리, 조회

net/disk_cache

웹 자원들을 위한 디스크 및 메모리 캐시 구현

net/dns

비동기 DNS 환원 구현

net/http

HTTP 프로토콜 구현

net/proxy

프록시(SOCKS과 HTTP) 구성, 환원, 스크립트 가져오기 등등.

net/socket

TCP 소켓, SSL 스트림, 소켓 풀의 크로스플랫폼 구현

net/spdy

SPDY 프로토콜 구현

net/url_request

URLRequest, URLRequestContext, URLRequestJob 구현

net/websockets

WebSockets 프로토콜 구현

이동기기 플랫폼의 아키텍처와 성능
이동기기(mobile) 브라우저의 사용량은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추세를 보수적으로
외삽한다고 해도, 멀지 않은 미래에 데스크톱 브라우저 사용량을 능가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예나 지금이나 최적화된 이동기기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크롬 팀의 최우선 과
제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2012년 초반에 안드로이드용 크롬17이 공표되었으며, 몇
달 후에 iOS용 크롬18이 뒤따랐다.
크롬의 이동기기용 버전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그것이 그냥 데스크톱용 브라우
저를 직접적으로 변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랬다면 최상의 사용자 체험을 제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동기기 환경은 자원이 훨씬 더 제한적이며, 운용상의 매개
변수가 근본적으로 다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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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gle.com/intl/en/chrome/browser/mobile/androi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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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톱 사용자는 마우스로 서핑하고, 창들을 겹쳐 놓고 사용할 수 있으며, 화
면이 크고, 전원이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고, 네트워크 연결이 훨씬 더 안정적이
고, 지역 저장소와 메모리의 용량도 훨씬 크다.

•

모바일 사용자는 터치와 제스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화면이 훨씬 작고, 배터
리와 전원이 제한적이고, 연결이 종량제 방식인 경우가 많고, 지역 저장소와 메모
리가 제한적이다.

더 나아가서, ‘전형적인 이동기기’라는 것은 없다. 하드웨어 능력이 각기 다른 다양한
기기들이 있을 뿐이다. 크롬이 최상의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운영상의 제한요
소들을 모든 기기 각각에 적응시켜야 한다. 다행히, 다양한 실행 모형을 갖춘 덕분에 크
롬은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기들에서 크롬은 데스크톱 버전과 동일한 다중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활용한다. 즉, 브라우저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 여러 개의 렌더러 프로세스가 있는 아키
텍처이다. 한 가지 차이는, 이동기기의 메모리 제약 때문에 각각의 열린 탭마다 개별적인
전담 렌더러를 실행하지는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신 크롬은 가용 메모리와 기기의 기
타 제약조건들에 기초해서 최적의 렌더 프로세스 개수를 결정하고, 렌더 프로세스를 여
러 탭들이 적절히 공유하게 한다.
최소한의 자원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나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
크롬은 단일 프로세스·다중 스레드 처리 모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실제로, iOS 기기에서
는 바탕 플랫폼의 모래상자 제약 때문에 바로 그런 모형을 사용한다. 즉, 그런 기기들에서
는 크롬이 단일 프로세스에서 여러 스레드들로 실행된다.
네트워크 성능은 어떨까? 첫째로, 크롬은 안드로이드와 iOS에 대해 다른 모든 버전
과 동일한 네트워크 스택을 사용한다. 이 덕분에 모든 플랫폼에 대해 동일한 네트워크 최
적화들(크롬의 성능을 크게 높여 주는)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험적인 최적화 기법들의
적용 우선순위라던가 소켓 만료시간, 관리 논리, 캐시 크기 등의 여러 변수들은 다른 플
랫폼들과 다르다. 이들은 기기와 네트워크의 능력에 맞게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이동기기용 크롬은 사용되지 않는 소켓들을 좀 더
늦게 닫는 전략을 채용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 크롬은 무선 신호 사용량을 최소화하

1.6 3천 미터 상공에서 본 크롬의 네트워크 스택

15

기 위해 오직 새 소켓을 열 때에만 기존 소켓들을 닫는다. 같은 맥락에서, 사전 렌더링
(prerendering)이 네트워크와 처리 자원을 상당히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Wi-Fi를

켠 경우에만 사전 렌더링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동기기 브라우징 체험의 최적화는 크롬 개발팀의 최우선 과제들 중 하나이며, 향후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다수의 새로운 개선안이 등장할 것이다. 사실 이는 개별적인 장
으로 설명해야 할 정도의 주제인데, 이 책 시리즈의 다음 권에서 다룰 수도 있겠다.

크롬의 예측기를 이용한 모험적 최적화
크롬은 사용하면 할수록 빨라진다. 이러한 특징은 단일체 Predictor 객체의 도움으로 실
현된다. 브라우저 커널 프로세스 안에서 인스턴스화되는 이 객체의 유일한 임무는 네트
워크 패턴들을 관찰하면서 사용자가 취할 가능성이 큰 동작을 배우고 예측하는 것이다.
Predictor 객체가 처리하는 신호들의 예를 몇 가지 들자면 다음과 같다.
•

사용자가 마우스를 링크 위에 올려 두었다면(‘마우스 호버mouse hover’ 사건) 향후 내비
게이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크롬은 모험적으로 해당 목적지의 호
스트 이름에 대한 DNS 조회를 수행하고 필요하다면 TCP 제어 교환을 시작함으
로써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한 시점(마우스 호버 후 평균적으로
200ms 이내)에서는 이미 DNS와 TCP 단계가 끝난 상태이므로, 내비게이션 사건을

위한 수백 밀리초의 추가적인 잠복지연이 제거된다.
•

사용자가 옴니박스Omnibox 줄(주소창)에 뭔가를 입력하면 가능성 있는 목적지들이
제시되며, 이에 의해 앞에서와 비슷한 DNS 조회, TCP 사전 연결이 시작될 수 있
다. 심지어는 숨겨진 탭에서 페이지를 미리 렌더링할 수도 있다.

•

사용자마다 매일 방문하는 선호 사이트들의 목록이 존재한다. 크롬은 그런 사이
트들의 부분자원들을 기억해 두고, 모험적으로 그 자원들을 미리 환원하고 심지
어는 미리 가져옴으로써 브라우징 체험을 개선할 수 있다.

크롬은 웹의 위상구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브라우징 패턴도 배운다. 이
러한 학습 및 예측이 잘 이루어진다면 각각의 내비게이션마다 수백 초의 잠복지연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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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며, “페이지가 즉시 뜨는” 성배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 표 1.3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크롬이 사용하는 네 가지 핵심 최적화 기법들이다.
표 1 . 3 크롬에 쓰이는 네트워크 최적화 기법

기법

설명

사전 DNS 환원

DNS 잠복지연을 피하기 위해 호스트 이름들을 미리 환원한다.

사전 TCP 연결

TCP 제어 교환 잠복지연을 피하기 위해 목적지 서버에 미리 연결한다.

자원 미리 가져오기

페이지 렌더링 속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지의 핵심 자원들을 미리 가져온다.

사전 페이지 렌더링

사용자의 동작이 일어난 즉시 내비게이션이 완료될 수 있도록, 페이지와 그 자원들을
미리 모두 가져와서 렌더링한다.

이러한 기법들 각각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크롬은 최적의 결과가 나오도록 아주
많은 수의 제약조건들을 고려한다. 이 최적화들은 모두 모험적이다. 잘못 적용하면 오히
려 불필요한 작업과 네트워크 소통이 생길 수 있으며, 그래서 사용자가 유발한 실제 내비
게이션의 적재(loading) 시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크롬이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다. 예측기(Predictor 단일체)는 가능한 한
많은 신호를 소비한다. 그러한 신호에는 사용자가 유발한 동작들, 브라우징 이력(history)
자료는 물론 렌더러와 네트워크 스택 자체의 신호들도 포함된다.
크롬 안에서의 모든 네트워크 활동을 중재하는 임무를 맡은 ResourceDispatcherHost
처럼, Predictor 객체도 사용자와 네트워크에 의해 유발된 크롬 내부 활동에 대해 다양한
필터들을 생성한다. 이를테면:
•

렌더 프로세스의 신호들을 감지하기 위한 IPC 채널 필터.

•

각 요청마다 추가되는 ConnectInterceptor 객체. 이 객체는 각 요청에 대한 네트
워크 소통 패턴을 관찰하고 성공 수치들을 기록하는 데 쓰인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로, 다음은 렌더 프로세스가 브라우저 프로세스에게 보내는 메
시지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여러 힌트들을 정의하는 ResolutionMotivation 열
거형(url_info.h19)이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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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um ResolutionMotivation {
MOUSE_OVER_MOTIVATED,
// 사용자가 링크 위에 마우스를 올린 경우.
OMNIBOX_MOTIVATED,
// 옴니박스가 이 목적지의 환원을 제시했음.
STARTUP_LIST_MOTIVATED, // 이 자원이 상위 10개의 시동 목록에 있음.
EARLY_LOAD_MOTIVATED,
// 종종 실제 요청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연결을
// 준비하고 자원들을 가져오기도 한다.
// 다음은 내비게이션에 의해 유발되는 예측적 미리 가져오기에 관련된 것이다.
// 이들이 적용될 때에는 referring_url_도 설정된다.
STATIC_REFERAL_MOTIVATED, // 외부 데이터베이스가 제시한 환원.
LEARNED_REFERAL_MOTIVATED, // 이전의 내비게이션 이력에 기초한 환원.
SELF_REFERAL_MOTIVATED,
// 두 번째 연결의 필요성에 대한 추측.
// <중략> ...
};

이러한 힌트들이 주어졌을 때, 예측기의 목표는 예측이 성공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동을 유발하는 것이다. 모든 힌트에는
성공 확률과 우선순위, 만료 시간이 부여될 수 있으며, 크롬이 모험적 최적화들을 담은
내부 우선순위 대기열을 관리할 때 그런 정보들의 조합이 쓰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예
측기는 그 대기열로부터 비롯되어서 전송된 요청들에 대해 그 성공률을 추적한다. 그러한
수치들은 이후의 결정을 더욱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크롬 네트워크 아키텍처 요약
•

크롬은 렌더 프로세스들이 브라우저 프로세스와 격리된 형태의 다중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사용한다.

•

크롬은 자원 전송기(dispatcher) 인스턴스를 하나만 사용한다. 이 인스턴스는 브라
우저 커널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되며, 모든 렌더 프로세스가 공유한다.

•

네트워크 스택의 대부분은 단일 스레드 방식의 크로스플랫폼 라이브러리로서 구
현된다.

•

네트워크 스택은 모든 네트워크 연산을 비차단(non-blocking) 방식으로 관리한다.

•

네트워크 스택의 공유는 효율적인 자원 우선순위화와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실행 중인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전역적인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브라
우저에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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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렌더 프로세스는 IPC를 통해서 자원 전송기(ResourceDispatcherHost 단
일체)와 통신한다.

•

자원 전송기는 커스텀 IPC 필터를 통해서 자원 요청들을 가로챈다.

•

예측기는 자원 요청들과 응답 메시지를 가로채서 향후 네트워크 요청들을 파악하
고 최적화하는 데 사용한다.

•

예측기는 파악된 네트워크 소통 패턴에 기초해서 DNS 조회와 TCP 연결 일정을
모험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사용자가 내비게이션을 유발했을 때 수백
밀리초가 절약된다.

1.7 브라우저 세션의 일생
3천 미터 상공에서 내려다 본 크롬 네트워크 스택의 모습을 머리에 담아 두고, 이번에는
사용자와 마주한 측면들에 관련해서 브라우저 안에서 수행되는 최적화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방금 새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크롬을 사용하기 시
작했다고 가정하자.

콜드부트 체험의 최적화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처음 띄웠을 때 브라우저는 사용자의 선호 사이트들이나 내비게이
션 패턴을 거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용자들은 브라우저를 콜드부트cold boot 한

★

후 매번 동일한 경로를 따른다. 이를테면 전자우편 편지함을 살펴본 후 즐겨 찾는 뉴스
사이트나 소셜 사이트, 인터넷 포털 등을 방문하는 등이다. 구체적인 사이트들은 다르겠
지만, 그런 일상적인 세션들의 유사성은 크롬의 예측기가 콜드부트 체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

역주

일반적으로 콜드부트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컴퓨터를 켜서 시동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 문맥에서는 주 메모리

에 브라우저 프로그램의 인스턴스가 전혀 들어 있지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새로 띄우는 것, 아주 간단히 말하면 컴
퓨터를 켠 후 처음으로 또는 브라우저를 완전히 닫은 후에 다시 브라우저를 띄우는 것을 말한다.

1.7 브라우저 세션의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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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은 브라우저가 시작된 후 사용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큰 상위 10개의 유망한 호
스트 이름들을 기억해 둔다. 전체적인 유망 사이트 상위 10개 아니라, 브라우저를 새로
시작한 후의 유망 사이트 상위 10개임을 주목하기 바란다. 브라우저를 시동하는 과정에
서 크롬은 그런 유망 목적지들에 대해 DNS 조회를 미리 수행할 수 있다. 궁금한 독자라
면 크롬에서 새 탭을 열고 chrome://dns로 이동해 보기 바란다. 그러면 독자의 시동 시
호스트이름 목록을 볼 수 있다. 페이지 상단에는 현재 프로파일에 대한 시동 시 유망 후
보 목적지 상위 10개가 나와 있다.
그림 1.5의 스크린샷은 본 필자의 크
롬 프로파일의 예이다. 이 예를 보면 필
자의 브라우징 패턴을 짐작할 수 있을 것
이다. 이글을 쓸 때처럼 저술 작업을 할
때에는 Google 문서 사이트에 자주 들린
다. 이 목록에 구글의 호스트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필자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림 1 . 5 시동 DNS

옴니박스와의 상호작용 최적화
크롬의 혁신 중 하나는 바로 옴니박스를 도입한 것이다. 이전 브라우저들과는 달리, 이 주
소창은 단순히 목적지 URL을 입력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과
거에 방문한 페이지들의 URL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의 내비게이션 이력에 대한
전문 검색(fulltext search) 기능도 제공한다. 또한 옴니박스는 사용자가 선택한 검색 엔진과
도 밀접히 통합되어 있다.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하면 옴니박스는 자동으로 적절한 동작을 제안한다. 그것은 사
용자의 내비게이션 이력에 기초한 하나의 URL일 수도 있고 검색 질의일 수도 있다. 내
부적으로, 크롬은 제안할 각 동작마다 주어진 질의는 물론 과거의 성과도 고려해서 점
수를 매긴다.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사용자가 직접 살펴보는 것도 가능하다. chrome://
predictors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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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은 사용자가 입력한 접두사들과 자신이 제안한 동작들, 그리고 각각의 적중 비
율을 기억해 둔다. 필자의 프로파일(그림 1.6)의 경우, 옴니박스에 ‘g’ 자를 입력한 경우 76%
는 목적지가 Gmail이었다. 그다음에 ‘m’을 입력해서 “gm”이 되면 목적지가 Gmail일 확률
이 99.8%까지 올라간다. 실제로, 기록된 412회의 방문 중 “gm”을 입력한 후에 Gmail 이외
의 곳으로 간 적은 딱 한 번이다.

그림 1 . 6 옴니박스 URL 예측

이것이 네트워크 스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URL 예측기 목록 페이지에서 노란
바탕과 녹색 바탕의 유망 후보 항목들은 ResourceDispatcher에 중요한 신호들이기도 하
다. 유망 후보(노란색)의 경우 크롬은 해당 호스트에 대한 사전 DNS 조회를 시작할 수 있
다. 확실성이 더 큰 후보(녹색)의 경우에는 호스트 이름을 환원한 후 TCP 연결을 미리 준
비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사용자가 입력을 다 마치기 전에 DNS와 TCP가 준비된다면,
숨겨진 탭에서 해당 페이지 전체를 미리 렌더링할 수도 있다.
입력된 접두사에 잘 부합하는 항목을 과거의 내비게이션 이력에서 찾을 수 없을 때에
는 검색 요청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크롬이 사용자의 검색 제공자에 대
한 DNS 조회와 TCP 연결을 미리 시작할 수 있다.
평균적인 사용자가 옴니박스에 질의를 입력하고 자동 완성 제안들을 평가하는 데 걸
리는 시간은 수백 밀리초이다. 그 동안 배경에서 크롬은 사전 조회 및 연결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페이지를 미리 렌더링할 수도 있다. 사용자가 Enter 키를 누르는
시점에서는 네트워크 잠복지연의 상당 부분이 이미 제거된 상황이 된다.

1.7 브라우저 세션의 일생

21

캐시 성능 최적화
최고의, 그리고 가장 빠른 요청은 요청되지 않은 요청이다. 성능을 이야기하면서 캐시cache
를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혹시 독자의 웹 사이트가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모든 자원
에 대해 Expires와 ETag, Last-Modified, Cache-Control 응답 헤더20를 제공하는 않는
다면, 지금 당장 고치길 권한다.
크롬의 내부 캐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다. 하나는 지역 디스크에 저장하
는 형태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형태이다. 메모리 내부 구현은 ‘암행
★

(incognito)’ 브라우징 모드21에 쓰이는 것으로, 창을 닫으면 캐시가 깨끗이 지워진다. 두

방식 모두 동일한 내부 인터페이스(disk_cache::Backend와 disk_cache::Entry)를 구현한다.
이 덕분에 아키텍처가 아주 단순해지며, 관심 있는 개발자가 실험적인 캐시 구현을 만들
어서 시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부적으로 디스크 캐시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자료구조들을 구현한다. 그러한 자료
구조들은 모두 프로파일당 하나의 캐시 폴더에 저장된다. 이 폴더 안에는 여러 색인 파일
들이 있는데, 그 파일들은 브라우저 시작 시 메모리에 대응(mapping)된다. 또한 실제 자료
와 관련 HTTP 헤더들, 그리고 기타 관리용 정보를 담는 자료 파일들도 있다.22 마지막으
로, 디스크 캐시는 접근 빈도나 자원 연령 같은 수치들을 고려해서 캐시 자료들의 등급을
매기는 최근 최소 사용(least recently used; LRU) 전략을 이용해서 자료들을 정리한다.
크롬 캐시의 상태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독자라면 새 탭에서 chrome://netinternals/#httpCache로 가보기 바란다(그림 1.7). 또는, 실제 HTTP 메타자료와 캐시 응
답들을 보고 싶다면 chrome://cache를 방문하면 된다. 그 페이지는 현재 캐시에 있는 모
든 자원을 나열한다. 페이지 검색 기능으로 특정 자원을 찾은 후 해당 URL을 클릭하면
캐시에 있는 헤더들과 응답 바이트들을 실제로 볼 수 있다.

20

https://developers.google.com/speed/docs/best-practices/caching

21

http://support.google.com/chrome/bin/answer.py?hl=en&answer=95464

22

크기가 16KB 이하인 자원들은 공유 자료 블록 파일들에 함께 저장되고, 그보다 큰 자원은 디스크에 개별적인 파일
로서 저장된다.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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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한국어 버전은 Incognito 창을 ‘시크릿’ 창이라고 표현한다.

제 1 장 크롬의 고성능 네트워킹

그림 1 . 7 크롬 캐시 상태 살펴보기

사전 DNS 조회의 최적화
사전 DNS 조회는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으므로, 그 구현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사전
DNS 조회(호스트 이름 환원)가 실행되는 경우들과 이유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

렌더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되는 블링크 문서 파서parser가 현재 페이지의 모든 링크
의 호스트 이름 목록을 제공하고, 크롬이 그 호스트 이름들을 미리 환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

마우스 호버나 ‘버튼 누름’ 사건이 발생하고, 렌더 프로세스가 사용자가 곧 내비게
이션 동작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옴니박스가 유망도 높은 제안에 기초해서 호스트 이름 환원을 요청한 경우

•

예측기가 과거의 내비게이션과 자원 요청 자료에 기초해서 호스트 이름 환원을 요
청한 경우

•

페이지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크롬에게 호스트 이름을 미리 환원해야 한다고 지시
한 경우

이 모든 경우에서 사전 DNS 조회 요청은 하나의 힌트로만 취급된다. 즉, 사전 조회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크롬은 각 신호를 자신의 예측기와 함께 사용해서 힌트
를 평가하고 동작을 결정한다. 즉 크롬이 제 때 호스트 이름을 미리 환원할 수 없는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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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사용자는 크롬이 명시적인 DNS 환원과 TCP 연결 과정을 수행하고 실제 자원 가
져오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예측기는 해당 사실을 기억해
두고 향후의 결정 과정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크롬은 사용할수록 빠르고 똑똑해진다.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크롬은 각 사이트의 위상구조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향후의 방문들을 가속화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서로 다른 15
개 이상의 호스트들에서 제공되는 88개의 자원으로 이루어진 평균적인 페이지를 예로 들
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해 보자. 크롬은 페이지를 구성하는 부분자원(subresource)들
중 자주 요청되는 것들의 호스트 이름들을 기록해 두고, 이후 방문 시 그 자원들 일부 또
는 전체에 대해 사전 DNS 조회와 사전 TCP 연결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1 . 8 부분자원 통계치

크롬에 저장되어 있는, 현재 프로파일에 대한 부분자원 호스트이름들을 보고 싶다면
chrome://dns를 방문하면 된다. 독자가 자주 방문하는 목적지 호스트 이름을 검색해서
그 사이트가 어떤 호스트들의 자원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해 보기 바란다. 그림 1.8을
보면 Google+에 대해 크롬이 기억하고 있는 여섯 부분자원 호스트 이름들과 사전 DNS
조회나 사전 TCP 연결이 실행된 횟수, 그리고 각 자원의 평균 제공 횟수를 알 수 있다. 크
롬 예측기가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부적인 통계치 덕분이다.
내부적인 신호들 외에, 사이트 소유자도 자신의 웹 페이지에 추가적인 마크업을 포함
시킴으로써 사전 호스트 이름 환원을 브라우저에게 요청할 수 있다.
<link rel="dns-prefetch" href="//미리_환원할_호스트_이름.com">

그냥 브라우저의 자동화된 최적화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하는 한 가지 이유는,
미리 환원했으면 하는 호스트 이름이 페이지의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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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재지정(redirect)이다. 예를 들어 한 링크가 가리키는 호스트(분석 추
적 서비스 등)가 사용자를 실제 목적지로 재지정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때 링크 자체

만으로는 크롬이 실제 목적지를 유추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페이지 소유자가 직접 힌트를
주면 브라우저가 실제 목적지의 호스트 이름을 미리 환원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모든 최적
화와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롬의 버전에 따라 다르다. 이는 크롬 개발팀이
항상 성능 개선을 위한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게 보
면 크롬의 DNS 조회 기반구조의 구현은 크게 두 종류이다. 역사적으로 크롬은 플랫폼 독
립적인 getaddrinfo() 시스템 호출에 의존해 왔다. 즉, 실질적인 조회 작업은 운영체제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크롬 고유의 비동기 DNS 환원기 구현으로 차
츰 대체되고 있다.
운영체제에 의존하는 원래의 구현의 장점은 코드가 더 적고 간단하다는 것, 그리고
운영체제의 DNS 캐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getaddrinfo()는 차단되는
시스템 호출이다. 그래서 여러 개의 조회를 병렬로 실행하려면 크롬이 전담 일꾼 스레드
(worker thread) 풀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합류(join)되지 않는 스레드들의 풀

하나는 최대 여섯 개의 일꾼 스레드를 담을 수 있다. 6이라는 수는 최소 공통분모에 해당
하는 하드웨어 실험을 통해 얻은 것이다. 일부 사용자의 경우 병렬 요청 개수가 그보다 많
으면 라우터(router)에 부하가 과도하게 걸릴 수 있다.
일꾼 스레드 풀 방식에서 크롬은 그냥 각 스레드마다 getaddrinfo()를 호출한다. 호
출이 반환될 때까지 일꾼 스레드는 차단된다. 호출이 반환되면 스레드는 반환된 결과를
그냥 폐기하고 다음 사전 조회 요청을 처리한다. 결과는 운영체제의 DNS 캐시에 저장되
며, 이후 같은 호스트에 대해 getaddrinfo()를 호출하면 즉시 결과가 반환된다. 이는 간
단하고 효과적이며 실제로 잘 작동한다.
그러나, 효과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좋은 것은 아니다. getaddrinfo()에 의존해서는
각 레코드의 TTL(time-to-live; 유효 수명)이라던가 DNS 캐시 자체의 상태 같은 여러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성능 개선을 위해, 크롬 개발팀은 자신만의 크로스플랫폼 비동기
DNS 환원기를 구현하기로 결정했다.

1.7 브라우저 세션의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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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9 비동기 DNS 환원기 활성화

새 비동기 환원기를 만들어서 DNS 조회를 크롬에서 직접 실행함으로써, 다음과 같
은 새로운 최적화들이 가능해진다.
•

재전송 타이머들을 좀 더 잘 제어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질의를 병렬로 수행할
수 있다.

•

항목들의 TTL을 볼 수 있으므로 인기 있는 항목들을 크롬이 미리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중 스택 구현(IPv4와 IPv6)에 대해 DNS 조회를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

RTT나 기타 신호에 기초해서 서로 다른 서버들에 대해 실패 복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모든 것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은 크롬 개발팀 내부의 지속적인 실험과 개선을 위
한 착안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착안들의 영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측정할 것인
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답은 간단하다. 크롬은 개별 프로파일마다 상세한
네트워크 성능 통계치를 관리한다. 새 탭을 열고 chrome://histograms/DNS를 방문하면
수집된 DNS 수치들의 막대그래프를 볼 수 있다(그림 1.10).

그림 1 . 10 사전 DNS 조회 막대그래프

이 막대그래프는 사전 DNS 조회 요청 잠복지연들의 분포를 보여준다. 사전 조회 질
의들의 약 50%(제일 오른쪽 열)가 20ms(제일 왼쪽 열) 이내에 완료되었다. 이 자료는 최근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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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징 세션들(표본 9869개)에 기초한 것으로, 사용자만 볼 수 있다. 만일 사용자가 자신의
크롬 사용 통계치들의 보고를 허락했다면, 이 자료의 요약본이 익명화되어서 주기적으로
크롬 엔지니어링 팀에 전송된다. 크롬 개발자들은 이에 근거해서 자신의 실험들의 영향을
파악하고 적절히 조율한다.

사전 연결을 이용한 TCP 연결 관리 최적화
호스트 이름을 미리 환원해 두었고, 옴니박스나 크롬 예측기의 추정에 따르면 조만간 내
비게이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용자가
실제로 요청하기 전에 목적지 호스트에 미리 연결해서 TCP 제어 교환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잠복지연 왕복운행 1주기를 미리 제거함으로써 손쉽게 사
용자의 대기 시간을 수백 밀리초 절약할 수 있다. 이상이 바로 사전 TCP 연결의 작동 방
식이자 취지이다.
사전 TCP 연결이 적용된 호스트들을 보고 싶다면 새 탭에서 chrome://dns로 가면
된다.

그림 1 . 11 사전 TCP 연결이 적용된 호스트들

우선 크롬은 호스트 이름에 대해 사용 가능한 소켓이 소켓 풀들에 있는지 점검한다.
TCP 제어 교환과 느린 시작 조건을 피하기 위해 크롬은 연결 유지(keep-alive) 소켓들을 일
정 기간 동안 풀에 유지해 둔다. 그런 소켓이 있으면 재사용을 시도한다. 만일 소켓이 없
으면 TCP 제어 교환을 수행한 후 풀에 넣는다. 잠시 후 사용자가 실제로 내비게이션을 요
청하면 즉시 HTTP 요청을 보낼 수 있다.
좀 더 알고 싶은 독자라면 chrome://net-internals#sockets를 방문해 보길 바란다.
현재 크롬에 열려 있는 모든 소켓의 상태를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12에 예가
나와 있다.

1.7 브라우저 세션의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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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12 열린 소켓들

각 소켓별로 시간대 정보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함을 주목하기 바란다. 연결 및 프록
시 시간들이나 각 패킷의 도착 시간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이 자료를 추가
적인 분석이나 버그 보고를 위해 저장할 수도 있다. 좋은 계장(instrumentation) 수단은 모
든 성능 최적화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chrome://net-internals는 크롬의 모든 네트워
킹 정보의 집결지이다. 아직 살펴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살펴보길 권한다.

미리 가져오기 힌트를 이용한 자원 적재 최적화
브라우저의 사용자 체험 최적화를 돕기 위해 페이지 작성자가 자신의 사이트의 구조나 배
치에 기초한 추가적인 내비게이션 힌트나 페이지 문맥을 제공하기도 한다. 크롬이 지원하
는 그러한 힌트는 두 종류이다. 다음 예에서 보듯이, 두 힌트 모두 적절한 마크업을 통해
서 페이지에 포함된다.
<link rel="subresource" href="/javascript/myapp.js">
<link rel="prefetch"
href="/images/big.jpeg">

부분자원 힌트와 미리 가져오기 힌트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론은 아주 다르
다. 링크 자원(link 요소)에 ‘prefetch’라는 관계(rel 특성)를 지정하면 브라우저는 이 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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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내비게이션에 필요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는 본질적으로 페이지
경계를 넘는 힌트이다. 반면 어떤 링크 자원의 관계를 ‘subresource’로 지정하는 것은 그 자
원이 현재 페이지에 쓰이는 것이며, 따라서 브라우저가 문서에서 해당 자원을 만나기 전
에 미리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함을 뜻한다.
예상했겠지만, 두 힌트의 의미론이 다르기 때문에 자원 적재기(resource loader)가 이 힌
트들을 처리하는 방식도 아주 다르다. 브라우저는 미리 가져오기 자원(‘prefetch’가 지정된)
들의 우선순위를 낮게 잡고, 현재 페이지의 적재를 마친 후에만 이 자원들을 가져온다.
반면 부분자원들은 우선순위가 높다. 이들은 발견 즉시 적재가 시작되며, 현재 페이지들
의 다른 자원들과 경쟁하게 된다.
두 힌트 모두, 적절한 문맥에서 제대로 사용한다면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체험의 최
적화에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리 가져오기가 HTML5 명세의 일부라는23
점과 현재 미리 가져오기는 파이어폭스Firefox와 크롬이 지원하지만 부분자원은 크롬만 지
원한다는24 점도 주목하기 바란다.

브라우저 사전 갱신을 이용한 자원 적재 최적화
안타깝게도 모든 사이트 소유자가 마크업을 통해서 부분자원 힌트를 브라우저에게 제공
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또한, 그런 힌트를 제공한다고 해도, 브라우저가
그 힌트들을 인식하고 필수 부분자원들을 가져오기 시작하려면 먼저 HTML 문서가 서버
에서 브라우저로 전달되어야 한다. 서버 응답 시간이나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네트워
크 잠복지연에 따라서는 HTML 문서 전달에 수백, 심지어 수천 밀리초가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크롬은 사전 DNS 조회를 위해 이미 유명 자원들의 호스트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미리 DNS를 조회하고 TCP를 연결하는 것처럼, 자원들
역시 모험적으로 미리 가져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전 갱신(prefreshing)이 하
는 일이다. 대략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23

http://www.whatwg.org/specs/web-apps/current-work/multipage/links.html#link-type-prefetch

24

http://www.chromium.org/spdy/link-headers-and-server-hint/link-rel-sub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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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대상 URL을 요청한다.

•

크롬은 예측기에게 대상 URL에 연관된 부분자원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예
측기의 예측 결과에 따라 사전 DNS 조회와 사전 TCP 연결, 사전 자원 갱신 과정
을 시작한다.

•

파악된 부분자원이 캐시에 있다면 즉시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적재한다.

•

파악된 부분자원이 캐시에 없거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네트워크 요청을 진
행한다.

사전 자원 갱신은 크롬에서 모든 실험적 최적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보여주
는 예이다. 이론적으로는 최적화에 의해 성능이 더 나아져야 하지만, 다른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최적화 기법을 크롬에 실제로 포함시킬 것인지를 신뢰성 있게 결
정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이다. 그 기법을 구현하고, 특정한 사전 출시 채널들을 통해서
실제 사용자들과 실제 네트워크, 실제 브라우징 패턴으로 A/B 실험을 해보는 것이다.

2013년 초 현재, 크롬 팀은 사전 갱신 최적화의 구현을 논의하는 단계이다. 만일 수집
된 결과들이 긍정적이라면 2013년 말경에 사전 갱신이 크롬에 포함될 것이다. 크롬의 네
트워크 성능 개선 과정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개발팀은 항상 새로운 접근방식과 착안, 기
법들을 실험한다.

사전 렌더링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최적화
지금까지 말한 모든 최적화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요청한 시점과 해당 페
이지가 탭에 렌더링되는 시점 사이의 잠복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페이지가
진정으로 ‘즉시 뜨는’ 체험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최적화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전에
본 사용자 체험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가 ‘즉시’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지연 시간이 100ms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잠복지연에 허비할 시간은 별로 없다. 페이지가 100ms
미만의 시간으로 탭에 렌더링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많은 사용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행동인, 탭을 여러 개 열어 두고 전환하는 방
식에 있다. 한 탭에서 다른 탭으로의 전환은 ‘즉시’ 일어나며, 같은 자원들을 하나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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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에서 순차적으로 내비게이션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그렇다면 브라우저가
이를 위한 API를 제공하면 어떨까?
<link rel="prerender" href="http://example.org/index.html">

예상했겠지만, 이것이 바로 크롬의 사전 렌더링(prerendering)이다25. “prerender”를 만나
면 크롬은 “prefetch” 힌트에서처럼 하나의 자원을 내려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페이지와 그 부분자원들을 모두 숨겨진 탭에서 실제로 렌더링한다. 사용자는 아직
숨겨진 탭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실제로 내비게이션을 요청하면 탭이 배경에서 전경으
로 나타나며, 이에 의해 ‘즉시 뜨는’ 체험이 제공된다.
이를 실제로 시험해 보고 싶다면 http://prerender-test.appspot.com에 체험용 시
연 페이지가 있다. 또한 현재 프로파일에 대한 사전 렌더링된 페이지들의 이력과 상태를
chrome://net-internals/#prerender에서 볼 수 있다(그림 1.13).

그림 1 . 13 현재 프로파일의 사전 렌더링 페이지들

25

https://developers.google.com/chrome/whitepapers/prerender

1.7 브라우저 세션의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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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겠지만 숨겨진 탭에서 한 페이지 전체를 렌더링하는 데에는 많은 자원(CPU와
네트워크 모두)이 소비된다. 따라서 이 최적화는 숨겨진 탭이 사용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옴니박스를 사용하는 경우 적중 확률이 높은 제안
에 대해 사전 렌더링이 유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구글 검색은 첫 번째 검색 결과가 실
제로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지일 확률이 크다고 추정한 경우 종종 자신의 마크업에 사전
렌더링 힌트를 포함시킨다(소위 구글 순간 페이지(Instant Page)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독자의 사이트에 사전 렌더링 힌트들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사전 렌더
링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제약조건과 한계가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 많아야 하나의 사전 렌더링 탭만 허용된다.

•

HTTPS 페이지나 HTTP 인증을 요구하는 페이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요청된 자원 또는 부분자원에 비멱등非冪等(non-idempotent) 요청★이 요구되는 경우
사전 렌더링은 폐기된다(오직 GET 요청만 허용된다).

•

모든 자원 전송은 가장 낮은 네트워크 우선순위로 처리된다.

•

페이지 렌더링은 가장 낮은 CPU 우선순위로 처리된다.

•

메모리 요구량이 100MB를 넘으면 페이지가 폐기된다.

•

플러그인 초기화는 지연되며, 만일 HTML5 매체 요소가 존재하면 사전 렌더링이
폐기된다.

간단히 말하면 사전 렌더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으며, 오직 안전한 페이지
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한, 숨겨진 페이지 안에서 JavaScript나 기타 논리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페이지 가시성 API26를 활용해서 페이지가 가시적인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는 꼭 사전 렌더링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일이다.27

26

https://developers.google.com/chrome/whitepapers/pagevisibility

27

http://www.html5rocks.com/en/tutorials/pagevisibility/intro/

★

역주

몇 번을 반복해도 같은 결과(서버의 응답이나 시스템의 상태)가 나오는 요청을 멱등(idempotent) 요청이라고 말

한다. GET 요청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페이지를 적재할 때마다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 조회수가 페이지의 일부인 경
우에는 멱등 요청이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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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크롬은 사용하면 할수록 빨라진다
크롬의 네트워크 스택이 단순한 소켓 관리자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제공함은 분명하다. 지
금까지, 사용자가 웹을 돌아다니는 동안 크롬이 배경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수준의 잠재
적 최적화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크롬이 웹의 위상구조와 사용자의 브라우징 패
턴을 파악할수록 크롬의 성능은 더욱 좋아진다. 마치 마법처럼, 크롬은 사용하면 할수록
빨라진다. 물론 마법은 아니다. 이제는 독자도 숨겨진 작동방식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크롬 개발팀이 계속해서 새로운 착안들을 시험하고 성능을 개선하고 있
음을 주목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독자가 이 글을 읽는
시점에서는 이미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실험과 최적화들이 개발, 검사, 채용되었
을 것이다. 모든 페이지에 대해 페이지 즉시 적재(100ms 미만)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한다면
그때는 잠시 쉴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언제나 할 일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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