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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개선 작업은 개발 막바지에 몰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발자가 많습니
다. 그들은 새로운 기능을 넣고 UI(User Interface)를 더욱 멋지게 만들고 실행 가능한 수
익 전략을 세우는 데 대부분의 개발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앱의 성능은 집의 배관
장치와 비슷해서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큰 문제를 일
으킵니다.
사용자들은 앱의 새로운 기능보다 앱의 성능 문제를 먼저 알아챕니다. 멋진 소셜 위
젯이나 이미지 필터, 심지어 앱에서 외계어를 지원한다 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성능
에 불만을 품은 사용자들은 다른 앱 내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앱 스토어 등
에 나쁜 리뷰를 남깁니다.
이게 바로 #PERFMATTERS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앱을 한창 개발할 때는 성능
에 관해서는 신경을 덜 쓰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작업하는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
습니다. 성능 문제를 느낀 고객들은 나쁜 성능을 불평하고 앱을 지우고 복수심에 불타
나쁜 리뷰를 남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능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집중해야
할 기능의 일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안드로이드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드웨어
가 안드로이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한 줄의 코드로 전
체 앱의 성능을 떨어트릴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하드웨어의 제한사항을 남용할
때 발생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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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프로파일링을 위해 만들어진, 완전히 별개인 도구를 배워야만 합니다. 기본적으
로 이건 앱 개발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방식이고 심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
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더그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이 책은 안드로이드의 모든
성능에 관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간단한 알고리즘에 관한 주제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플랫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양한 도구들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도 다룹니
다. 엔지니어의 시각을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뷰와 이벤트 리
스너는 물론 메모리 영역과 스레드 문제에까지 확장합니다.
새벽 4시, 앱이 엉망으로 구동되고, 커피머신은 고장나고, 창업지원센터의 좁은 방
에서 양배추 냄새가 나더라도 이 책으로 아침 10시 벤처 투자자와의 만남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콜트 맥안리스, 구글 수석 디벨로퍼 애드보킷, Android Performance Patterns 팀 리더(https://goo.gl/4ZJk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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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 마켓에 올렸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앱을 마켓에 업로드
한 후 사용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너무 기쁘지만 얼마 후부터는 크래시 보고서를 분석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몇 시간을 고
민하다가 다시 마켓에 업로드했는데 곧바로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앱을 만드는
개발자라면 이런 부끄러운 흑역사가 한두번 쯤은 있을 겁니다.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크래시 로그를 확인해보면 생전 들어보지도 못
한 기기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론 개발자 기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
던 기능이 성능이 낮거나 화면이 작은 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안
드로이드 기기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모든 기기에서 앱을 미리 테스트해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출시 전에 모든 앱을 확인해보는 것은 현실적으
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프레임워크에 대해 잘 이해한 후
코드를 작성해야 하고 성능 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코딩 습관을 가지고 있
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빠르게 문제를 찾아내어 수정하는 연습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연습을 할 때 이 책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양한 성능 측정 도구를 살펴보고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도구들에 미리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개발 중인 앱에 문제가 발
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봐야할지 막막할 때 이 책은 좋은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많은 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자체 디바이스 랩을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또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내부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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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이 책을 읽고 더 안정적이고 사용
자들의 사랑을 받는 좋은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안드로이드 성능 분석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
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거의 매년 새 버전이 발표되
고 새로운 개발 도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프레
임워크, 새로운 개발 기법에 대해 꾸준히 학습해 나가야 합니다. 이 책이 그 긴 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번역할 기회를 만들어주신 임성춘 대표님, 항상 응원해주시는 이상민 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을 번역하는 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항상 곁에서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아내 수희와 언제나 제게 힘을 주는 예쁜 딸 지아에게도 고마움을 마음
에 담아 전합니다. 사랑해~

2016년 10월, 전병권

역자의 글

vii

차례

추천사

iv

역자의 글

vi

머리말

xv

1장 안드로이드 성능 입문  

  1

1.1 사용자에게 성능은 중요합니다

2

1.1.1 전자상거래와 성능 최적화

2

1.1.2 전자상거래 판매를 넘어서

4

1.1.3 성능 개선과 인프라 비용 절감

4

1.2 가장 큰 성능 실패: 서비스 중단

5

1.2.1 순차적 정전과 같은 성능

6

1.2.2 성능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8

1.2.3 스마트폰의 배터리 수명: 석탄 광산의 카나리아

1.3 성능 문제를 테스트하기

11

1.3.1 합성 테스트

11

1.3.2 실제 사용자 모니터링(RUM)

11

1.4 결론

2장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랩 만들기  

viii

10

12

  13

2.1 고객들은 어떤 기기를 사용하나요

14

2.2 기기 성능 분류

14

2.1.1 화면 크기

15

2.1.2 SDK 버전

15

2.1.3 CPU/메모리와 저장장치 용량

16

2.3 고객들은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나요

16

2.4 당신의 기기는 고객의 기기와 다릅니다

17

2.5 테스팅

19

2.6 디바이스 랩 구축하기

19

2.6.1 기기를 사는 데 몇백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20

2.6.2 그래서 어떤 기기를 선택해야 하나요?

22

2.6.3 휴대폰 이외의 기기들

24

2.6.4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AOSP) 기반 기기들

25

2.6.5 기타 옵션들

27

2.6.6 추가 고려 사항

28

2.6.7 나만의 디바이스 랩

29

2.7 결론

3장 하드웨어 성능과 배터리 수명  

30

  31

3.1 안드로이드의 하드웨어 기능

32

3.2 덜 써야 더 쓴다

33

3.3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34

3.3.1 안드로이드 전력 프로파일

34

3.3.2 화면

36

3.3.3 무선신호

37

3.3.4 CPU

38

3.3.5 추가 센서

38

3.3.6 절전 모드!

40

3.3.7 wakelock과 alarm

40

3.3.8 도즈 프레임워크

42

역자의 글

ix

안드로이드 앱 성능 최적화

3.4 기본적인 배터리 소모 분석

43

3.4.1 앱별 배터리 소모량

46

3.4.2 배터리 정보와 데이터 사용량의 결합

49

3.4.3 App Standby

51

3.5 배터리 모니터링 심화 과정

52

3.5.2 Battery Historian

56

3.6 JobScheduler

69

3.7 결론

74

4장 화면과 UI 성능 개선하기  
4.1 UI 성능 벤치마킹
4.1.1 쟁크

  75
75
76

4.2 안드로이드 UI 및 렌더링 성능 개선의 역사

76

4.3 뷰 구성하기

78

4.3.1 계층 구조 뷰어

4.4 리소스 줄이기

80
93

4.4.1 화면 겹쳐 그리기 문제

93

4.4.2 오버드로 확인하기

94

4.4.3 계층 구조 뷰어(Hierarchy Viewer)로 오버드로 확인하기

97

4.4.4 킷캣에서 오버드로를 없애는 방법

99

4.5 GPU 렌더링 프로파일링으로 쟁크 분석하기
4.5.1 안드로이드 마시멜로에서의 GPU 렌더링

4.6 쟁크를 넘어선 프레임 생략

100
103
105

4.6.1 Systrace

106

4.6.2 Systrace로 살펴보는 화면 출력

109

4.6.3 Systrace와 CPU로 인한 렌더링 차단

116

4.6.4 ‘구글 I/O 2015’에서 발표된 Systrace 업데이트

118

4.6.5 칩 공급 업체별 도구

120

4.7 인지 성능
4.7.1 스피너: 좋은점과 나쁜점

x

51

3.5.1 batterystats

120
121

속도, 최적화, 테스트 실전 가이드

4.7.2 로딩 시간을 숨겨주는 애니메이션

122

4.7.3 즉각적인 업데이트의 착한 거짓말

122

4.7.4 인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팁

123

4.8 결론

5장 메모리 성능  
5.1 안드로이드 메모리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123

  125
125

5.1.1 공유 메모리와 전용 메모리

126

5.1.2 더티 메모리와 클린 메모리

126

5.1.3 메모리 정리(가비지 컬렉션)

127

5.1.4 앱이 사용하는 메모리 용량 알아내기

130

5.1.5 Procstats

136

5.1.6 안드로이드 메모리 부족 경고

141

5.2 자바의 메모리 관리와 누수

142

5.3 메모리 누수를 추적하기 위한 도구

142

5.3.1 힙 덤프

143

5.3.2 Allocation Tracker

145

5.3.3 메모리 누수 추가하기

147

5.3.4 힙 심층 분석: MAT와 LeakCanary

150

5.4.5 이클립스 메모리 분석기 도구(MAT)

151

5.3.6 LeakCanary

159

5.4 결론

6장 CPU와 CPU 성능 최적화  

162

  163

6.1 CPU 사용량 측정하기

164

6.2 Systrace를 통한 CPU 사용량 분석

166

6.3 Traceview(Legacy Monitor DDMS 도구)

169

6.4 Traceview(안드로이드 스튜디오)

173

6.5 다른 프로파일링 도구

177

6.6 결론

178

역자의 글

xi

안드로이드 앱 성능 최적화

7장 네트워크 성능  
7.1 와이파이와 무선 통신망 신호

180

7.1.1 와이파이

180

7.1.2 무선 통신망

181

7.1.3 RRC 상태 기계

182

7.2 테스트 도구

185

7.2.1 Wireshark

186

7.2.2 Fiddler

187

7.2.3 MITMProxy

189

7.2.4 ARO(AT&T Application Resource Optimizer)

190

7.2.5 하이브리드 앱과 WebPageTest.org

194

7.3 안드로이드를 위한 네트워크 최적화

194

7.3.1 파일 최적화

195

7.3.2 텍스트 파일 축소(사우더스의 “자바스크립트를 작게 하라” 항목)

197

7.3.3 이미지

198

7.3.4 파일 캐싱

200

7.3.5 파일을 넘어서

204

7.3.6 연결의 그룹화

205

7.3.7 앱에서 무선망 사용 여부 감지하기

206

7.3.8 좋은 것에도 끝이 있는 법: 연결 종료

208

7.3.9 반복되는 핑

210

7.3.10 네트워킹 보안(HTTP 대 HTTPS)

211

7.4 전 세계 무선 통신망 적용 범위

211

7.4.1 CDN

213

7.4.2 느린 네트워크에서 앱 테스트하기

214

7.4.3 (파산을 막기 위해) 느린 네트워크 에뮬레이션하기

214

7.4.4 네트워크에 따라 반응하는 앱 만들기

216

7.4.5 지연시간에 대한 회계

219

7.4.6 마지막 마일 지연

220

7.5 기타 무선신호

xii

  179

221

7.5.1 GPS

221

7.5.2 블루투스

221

속도, 최적화, 테스트 실전 가이드

7.6 결론

8장 최종 사용자 모니터링  

223

  225

8.1 RUM 도구 사용하기

226

8.2 RUM 분석: 샘플 앱

227

8.3 크래시

228

8.3.1 Crashlytics 크래시 보고서 살펴보기

230

8.3.2 사용량 분석

235

8.3.3 실시간 정보

240

8.4 사용자를 구해주는 빅데이터?
8.4.1 RUM SDK 성능

8.5 결론

부록 A  조직 차원의 성능개선  

241
241
244

  245

A.1 동의 얻기(성능에 중점을 둔 관리)

245

A.2 성능에 대해 이야기하기

246

A.3 개발

247

A.4 테스팅

248

A.5 성능 기준 수치

249

A.5.1 성능 기준 적용하기

249

역자의 글

xiii

머리말

이 책을 선택한 독자라면 현재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 중이거나 이미 개발된 앱을 가지
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앱 성능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그게 아
니라면 이 책을 볼 이유가 없겠죠?). 모바일 성능 문제를 찾아 수정하는 건 절대 끝나지 않을 작

업입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앱 중 98%는 여전히 성능을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모바일 앱 성능의 위험요소에 대해 다루고 각 문제들을 테스트 해볼 수 있
는 도구를 소개합니다. 제 목표는 주요 성능 문제가 실제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게 관련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고객들은 모바일 앱이 빠르게 로딩되고, 사용자 터치에 즉각 반
응되며, 눈에 부드러우며 만족스럽기를 기대합니다. 앱이 빨라지면 사용자도 늘고 수
익도 증가합니다. 성능에 문제가 있는 앱은 크래시 문제가 있는 앱과 비슷한 비율로 제
거됩니다. 비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사용하는 앱은 불필요하게 배터리를 소모합니다.
사업자나 기기 제조사에서 고객에게 가장 많이 듣는 불만은 짧은 배터리 수명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안드로이드 앱 성능에 관해 수천 명의 개발자에게 얘기해 왔는데
그중 몇 명만 그들이 겪는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모바일 앱이 더 빠르고 부드럽게 구동되면 더 많이 사용되고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준
다는 의견에 이의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앱의 성능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사용되지 않는 점은 매우 놀랍습니다. 성능 개선이 사용
자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성능 개선 작업의 투자 수익을 빠
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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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안드로이드 성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모바
일 앱 개발자라면 누구나 앱 성능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비안드
로이드 앱 개발자라면 앱 성능에 관한 논의와 문제들은 유용하지만 안드로이드에 특화
된 도구들에 대한 내용은 별로 도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테스터라면 안드로이드 앱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많은 도구에 대한 사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0.2 이 책을 쓴 이유
어떻게 하면 빠른 웹을 만들지에 대한 조언을 공유하는 웹 성능 분야는 이미 크지만
아직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사우더스는 『웹사이트 최적화 기법(High
Performance Web Sites)』(ITC, 2008)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주제는 많은 책, 블로그, 컨퍼런

스 등에서 다뤄졌습니다.
최근까지도 모바일 앱 성능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앱이 느릴 때 운영체제나 네트
워크 속도를 탓했습니다. 배터리 수명 문제는 기기 제조사를 탓했습니다. 기기 성능이
좋아지고 운영체제가 성숙해지면서 고객들은 모바일 앱이 기기의 성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앱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도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그것들을 한번에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다루는 구글, 퀄컴, AT&T 등에
서 만든 도구를 활용하여 안드로이드 성능 테스팅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길 기대합니
다. 그래서 앱이 더욱 빠르게 구동되고 고객의 배터리를 낭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0.3 이 책을 읽는 방법
앱 성능 연구에 관한 한, 앱 코드가 안드로이드 기기의 다양한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능, 그리고 안드로이드 생태
계부터 다룹니다. 그러고 나서 앱의 동작이 화면, CPU, 네트워크 스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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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안드로이드 성능 입문

이 장에서는 모바일 앱 성능에 관해 소개합니다. 앱 성능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
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수치를 살펴봅니다. 다른 여러 요소에 대해서 강조하
지만 특히 좋지 않은 성능이 마켓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핍니다. 관리조직
에게 앱 성능을 개선하는 시간이 값지다는 걸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 자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자료들은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모바일 플랫폼과 기기에 해당합니다.
제2장.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랩 만들기

여기에서는 테스트를 다룹니다. 안드로이드는 다양한 UI, 화면, 프로세서, 운영체
제 버전 등 수천 종류의 기기를 포함하는 커다란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
능하면 많은 종류의 기기를 포함하면서도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테스팅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제3장. 하드웨어 성능과 배터리 수명

다음으로는 무엇이 배터리 소모를 일으키고 얼마만큼의 배터리가 소모되는지 등
배터리 전반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와 함께 앱의 배터리 문제를 고객이 어떻게 알
게 되는지 알아보고 배터리 문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앱에서 기기를 깨우는 동작을 운영체제 단계에서 추상화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롤리팝에서 공개된) JobScheduler API도 알아봅니다.
제4장. 화면과 UI 성능 개선하기

화면은 사용자의 폰에서 가장 큰 전력 소모를 일으키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용자 인
터페이스입니다. 성능이 좋지 않은 앱에서는 쟁크(jank, 프레임이 생략되는 현상)가 발생
해 화면이 느리게 갱신됩니다. 이 장에서는 UI의 계층 구조를 단순하게 최적화하
는 방법을 알아보고 Systrace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 앱에 쟁크(jank)나 지터(jitter)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제5장. 메모리 성능/제6장. CPU와 CPU 성능 최적화

이 장에서는 가비지 컬렉션, 메모리 릭이 앱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메모리와 CPU 문제를 알아봅니다. Procstat나 MAT(Memory Analysis Tool),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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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view와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잠재적인 문제들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제7장. 네트워크 성능

앱의 네트워크 성능을 알아봅니다. 저는 보통 이 지점부터 모바일 앱 성능 최적화
를 시작합니다. 이 장에서는 앱의 외부에서 앱이 서버와 어떻게 통신하는지를 분
석하고 이 통신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느린 네트
워크(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2G나 3G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내에서의 앱 성능을 테스트
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제8장. 최종 사용자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모든 기기에서 최적의 사용자 경험이 보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용자의 모든 기기에서 앱을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없으므로 실제 기기에서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
니다.
부록 A. 조직 차원의 성능 개선

여기에서는 성능 좋은 앱을 만들기 위한 관리부서의 동의를 얻어내는 방법을 포함
한 조직차원의 성능 개선 방법을 다룹니다. 연구와 성공사례의 공유, 개념 증명을
통해 성능을 전체 조직이 이뤄내야 할 목표로 두게 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0.4 감사의 글
AT&T의 모든 분께, 특히 나의 상사인 Ed(그의 상사 Nadine)와 AT&T 개발자 프로그램
의 모든 구성원(Ed S., Jeana와 Carolyn)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자 커뮤
니티에 성능개선 도구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ARO팀 멤버인 Jen, Bill, Lucinda,
Tiffany Pete, Savitha, John과 Rod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T&T Labs의 예
전 동료와 현재 동료인 Feng, Shubho, Oliver에게도 ARO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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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앱 성능을 개선하는 업무에 참여하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 책의 초벌 원고를 읽어 준 독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겨주신 주석
과 팁, 제안사항들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기술 검토를 해주고 피드백과 멋진 제안을 해
준 검토자와 편집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좋은 책을 출
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작업에도 잘 견뎌준 나의 아내
와 세 아이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족의 힘이 있었기에 이 책이 아이디어
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책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족들 없이는 완성할 수 없
었을거예요. 정말 사랑합니다.
재미있게도, 저는 화학반응역학과 동역학(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지에 대한 학문)에 대한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경력이 모바일 앱의 메커니즘과

최적화, 반응속도를 연구하는 데 사용될 줄 알았을까요?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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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의 측면에서 보는 성능은 앱이 어
떻게 동작하고, 얼마나 효율적이고, 또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한지를 의미합니다. 이 책
에서는 특히 효율성과 속도 관점에서의 성능을 알아봅니다.
안드로이드 기기의 성능은 수천 가지의 다른 단말기 종류와 각각 다른 연산능력 때
문에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점유율이 높은 몇몇 기기에서 잘 돌아가기만
하는 것으로 충분한 성능을 갖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이런
생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당신의 앱이 19,000여 종류의 모든 단말기에서도 문제없이
구동될 수 있고 앱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전력 관리, 효율성, 속도 관점에서 앱의 성능을 살펴봅니다. 또 모바일
앱 개발자가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를 살펴봅니다. 앱에서 흔히 보이는 문
제를 확인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도구에 대해
서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문제를 정확히 분리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
안도 함께 알아봅니다.
TIP

이
 책은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팀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능 개선 담당자나 개인
개발자, 개발팀이나 테스터들도 이 책에서 다루는 다양한 성능 개선 도구나 기법 중에 자신에게 유
용한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코드 최적화를 위한 제안을 통해 얻게 될 이득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방법은 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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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드로이드 앱 성능 최적화

쉽지만 어떤 방법은 더 많은 작업과 코드 리팩토링, 어쩌면 대규모 앱 구조의 변화가 필
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당장 구현하기
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앱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자세히 알아두
면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앱을 개선시킬 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앱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을 배워두면 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이를 쉽게 분
석해 볼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성능, 앱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아두면 서비스
의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막고 고객의 불만이 생기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1.1 사용자에게 성능은 중요합니다
앱은 얼마나 빠르게 동작해야 할까요? 1960년대 수행된 인간 인식에 대한 연구에 의하
면 100ms 미만에 동작하는 경우 즉각 반응한 것으로 느끼고, 동작하는 데 1초 이상 걸
리게 되면 생각의 흐름이 끊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1 지연이 생기거나 앱이 느려지면
앱의 재이용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저 느리게 동작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문제입니
다. 게다가 이것이 사용자의 폰을 망가트리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2012년에 진행한 연구
에 의하면 느린 앱 때문에 폰을 던져버린 사용자가 4%나 된다고 합니다).2

1.1.1 전자상거래와 성능 최적화
가상의 전자상거래 앱이 수집한 통계정보를 살펴보니 제품을 주문한 사용자가 평균 5
분 동안 쇼핑을 하고 한 페이지가 로딩되는 데 대략 10초가 걸린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를 계산해보면 하나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세션당 30페이지(5 × 60 / 10 = 30)를 봤다고 생
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페이지의 로딩시간을 1초씩 줄도록 개선하면 세션 당 약 3
개의 화면(5 × 60 / 9 = 33.3)을 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더 많
은 아이템을 담을 수 있게 할 수 있고 모든 작업을 30초나 빠르게 마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실제 거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의 PC용 웹

2

1

제이콥 닐슨이 쓴 “응답 시간: 3가지 한계 시간”을 참고하십시오(http://www.nngroup.com/articles/response-times-3important-limits).

2

모바일 줌라(http://www.mobilejoomla.com/blog/172-responsive-design-vs-server-side-solutions-infographic.html)
에 올라온 “반응형 디자인 vs. 서버 측 솔루션”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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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느린 웹사이트가 빠른 웹사이트에서 비해 판매당 페이지
뷰가 더 낮고, 사용자 만족도 역시 떨어진다고 합니다.3
예를 들었던 가상의 전자상거래 앱의 개선사항에 대한 예상은 그림 1.1의 실제 데이
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션당 3.3페이지 뷰가 증가되면, 총 11%의 페이지 뷰가 늘
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 뷰

사용자 만족도

0%

-7%
-5%

-11%
-16%

-10%

-15%

-20%

그림 1.1 웹사이트가 느려질 때의 영향(각 페이지 로딩에 1초가 지연되는 경우)

웹 성능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서 모바일 앱 성능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웹사
이트의 성능을 개선했을 때 사용자 참여나 판매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그리고 PC 성능에 관한 분석들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유효합니다.
아마존4과 월마트5에서 각각 조사한 통계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두 대형마

3

로저 둘리가 쓴 “느린 웹사이트가 수익을 떨어트리는걸 그냥 보고만 있지 마세요”를 참고하십시오(http://www.forbes.
com/sites/rogerdooley/2012/12/04/fast-sites/#57d8d5d410ae).

4

토드 호프가 쓴 “지연은 어디나 있고 매출을 줄인다 - 어떻게 없앨까?”를 참고하십시오(http://highscalability.com/
latency-everywhere-and-it-costs-you-sales-how-crush-it).

5

조슈아 빅스비가 만든 “walmart.com의 페이지 속도와 비지니스 메트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4장의 멋진 슬라이드”를
참고하십시오(http://www.webperformancetoday.com/2012/02/28/4-awesome-slides-showing-how-page-speedcorrelates-to-business-metrics-at-walm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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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웹사이트에서 100ms의 지연이 생기면 1%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걸 알아냈습니
다. Shopzilla는 사이트의 성능을 개선한 후 페이지 뷰가 25% 증가되고 전환률 또한
7%~12%가 증가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기존에 사용하던 서버의 절
반만 사용해서 이런 개선을 이뤄냈습니다.6

1.1.2 전자상거래 판매를 넘어서
성능이 떨어지는 모바일 앱들은 매출과 수익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구글 플레이
마켓에서의 순위도 낮습니다. 심지어 이상한 동작을 하는 앱들은 사용자 기기에서 자
동으로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2011년에 T-모바일은 신규 음성 메일이 왔는지를 알려
주는 YouMail이라는 앱을 마켓에서 제거해달라고 구글에 요청했습니다. YouMail
앱은 새 음성 메일이 왔는지 확인하려고 한 시간에 3,600번, 즉 1초에 한 번씩 서버
에 핑을 날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빈번한 호출로 인해 8,000명 밖에 되지 않았던
YouMail 앱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연결이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사용량보
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례는 Google Cloud Messaging(GCM)이 많이 사
용되기 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사한 문제가 있는 앱이 여전히 구글 플레이에는 많
습니다. 그런 앱은 서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고객의 기기 성능에 악영향
을 끼칩니다. 출시 시점에는 서비스를 하기에 충분히 적합한 아키텍처였지만 서비스
가 더 크게 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슈퍼볼’ 경기에 앱 광고를 내보낸 후 사람
들이 갑자기 몰려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앱과 서버의 아키텍처가 이처럼 폭발적인 성
장에 준비되어 있나요?

1.1.3 성능 개선과 인프라 비용 절감
요즘의 많은 안드로이드 앱은 매우 상호적이어서 원격 서버에서 많은 정보를 가져와
보여줍니다. 따라서 서버와 통신할 때 각 요청의 데이터 크기를 줄이거나 호출의 횟수
를 줄이면 앱 자체가 많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백엔드 트
래픽의 증가 추세도 좀 더 완만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런 원격 호출

6

4

토드 호프가 쓴 “지연은 어디나 있고 매출을 줄인다 - 어떻게 없앨까?”를 참고하십시오(http://highscalability.com/
latency-everywhere-and-it-costs-you-sales-how-cru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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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35%~50% 정도 줄여 총 15%~25%의 트래픽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
다. 그 회사는 원격으로 수행되는 작업량을 줄여서 연간 수천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
었습니다.

1.2 가장 큰 성능 실패: 서비스 중단
2015년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웹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시간당 손해 비용은 6억 원~12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매출의 손해뿐만 아니라 데
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까지 포함됩
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시스템 다운의 비용을 추정하는 연구가 몇 차례 있었는데, 그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7 그 중 두 연구에서는 서비스 중단에 의한 수
익 손실 비용이 전체 비용의 35%~38%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연구에 이 모델을 적용하
면, 2015년 기준으로 시간당 약 7,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리고 그 비용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60만 달러
50만 달러

✖

✖

40만 달러
✖

30만 달러

✖ 다운 비용 / 시간당
▲ 매출 손실 / 시간당

20만 달러
10만 달러
0달러
2000년

▲

▲

▲
✖
▲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그림 1.2 서비스 중단에 따른 시간당 비용

7

다음 글을 참고하십시오.
예브게니 스베르딕, “1분간의 데이터센터 중단으로 인해 평균 7,900달러의 손해가 난다(http://www.datacenterdynamics.
com/critical-environment/one-minute-of-data-centerdowntime-costs-us7900-on-average/83956.fullarticle).”
마틴 펄링, “중단시간, 정전 그리고 실패 - 이것들의 진짜 비용 이해하기(http://www.evolven.com/blog/downtimeoutages-and-failures-understanding-their-true-costs.html).”
앱다이나믹스, “DevOps와 서비스 중단 비용: 포춘 1000대 모범 사례 지표 정량화(http://info.appdynamics.com/DCReport-DevOps-and-the-Cost-of-Downti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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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단은 최악의 유형에 속하는 성능 문제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것도 작
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회사에서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매년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이 있으면 앞서 얘기한 수익의 손해나
고객 만족에 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객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브링크 경사가 페이스북의 서비스 중단 이후 너무 많은 911 신고를 받고 트위터에 남긴 글

가동시간 성능은 기업의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중단은 모바일 세상에서는
앱 크래시8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성능 문
제가 바로 크래시인 이유입니다. 아무리 앱이 빨라도 앱이 동작조차하지 않으면 아무
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앱이 실제 느리거나 느려 보이게 동작해도 고객은
서비스 중단과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1.2.1 순차적 정전과 같은 성능
부분 정전이 있을 때, 전기 회사들은 낮은 전압을 제공해서 전구의 빛이 약해질 수 있고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느린 안드로이드 앱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
합니다. 고객들은 여전히 앱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스크롤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미지
가 늦게 보여지는 등 전체적으로 느리게 동작합니다. 부분 정전이 전기 회사의 고객들

8

6

(옮긴이) 앱이 오류로 인해 강제로 종료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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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처럼, 느린 안드로이드 앱은 완만히 진행되는 순차적 정전
과 비슷한 영향을 미칩니다. 2015년 3월, HP에서 발간한 “모바일 앱이 사용자의 기대
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가(Failing to Meet Mobile App User Expectations)”에 포함
된 한 연구에 의하면 고객들은 느리게 동작하는 앱에 대해서도 크래시가 나는 앱에 취
했던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취한다고 합니다(그림 1.4 참고).

앱을 제거한다

53

48

앱 데이트를 확인한다

37
37
34
33

앱 사용을 중지한다
28

다른 앱을 찾는다

32

21

앱 사용 빈도를 줄인다

30
8

낮은 평점을 준다

7
7
6

부정적인 리뷰를 남긴다
기타

크래시

4
4

성능 저하
14

앱을 그대로 사용한다

16

0

10

20

20

40

50

60

사용자 비율
그림 1.4 크래시 대 성능 저하 사용자가 보인 비슷한 반응

2쪽의 “1.1 사용자에게 성능은 중요합니다”에서 본 데이터와 5쪽의 “1.2 가장 큰 성능
실패: 서비스 중단”에 나온 데이터를 함께 보면 느린 성능에 따른 비용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이 있을 때마다 앱의 매출은 떨어집니다. 로딩 시간이 4.4초 이
상 걸리면 전환률은 3.5%~7%가 떨어집니다.9 이런 것으로 계산해보면 순차적 중단의
비용은 시간당 6천 달러~1만2천 달러 정도라고 추산해볼 수 있습니다.

9

일부 고객은 다시 와서 나중에 구입할 수도 있으니 이것은 시간당 수익 추정치의 최솟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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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지연에 따른 전환 손실(달러/시간당)
16000
14000

■

12000

■

■ 3.5% 전환 손실

10000

■

8000

□

6000

0
2002

□ 7% 전환 손실

□

4000
2000

□

■
□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그림 1.5 느린 앱의 시간당 비용(웹페이지 1초 지연 기준)

그림 1.5에서 보면, 느린 앱의 시간당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
속되면 앱이 수익과 고객을 잃게 되므로 결국에 수익은 0이 되버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생깁니다.

1.2.2 성능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복잡한 개발 플랫폼에서 몇 가지 버그가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고객에게
영향을 주는 건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안드로이드 앱의 문제
나 버그 중 44%가 사용자에 의해 발견되고, 그 중 20%가 구글 플레이에 제출된 리뷰를
통해 발견된다고 합니다.10 부정적인 리뷰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는 것은 분명 우리가
좋아해야 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리뷰를 작성한 한 명의 고객을 실망시켰을 뿐
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리뷰를 먼저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버
그나 문제에 대해 문의하는 리뷰들을 본 고객들은 결국에 앱을 다운받지 않을 수도 있
습니다. 앱을 다운받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손실입니다.
앱을 다운받은 후에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2014년에 다운받은 안드로이드 앱 중
16%는 단 한번만 실행되었다고 합니다.11 고객들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앱에 만족하지

10 Perfecto Mobile의 “왜 모바일 앱이 실패하나: 실행하지 않는다”를 참고하십시오(http://info.perfectomobile.com/rs/
perfectomobile/images/why-mobile-apps-fail-report.pdf).
11 데이브 호크의 “앱 유지율 높이기 - 단 한번만 사용한 앱이 비율이 20%로 떨어졌다”를 참고하십시오(http://info.loc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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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경우 마켓에서 많은 대안 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앱을 떠나는 데는 여
러 이유가 있겠지만 앱을 떠나거나 삭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앱에 실망했기 때문입니
다. Perfect Mobile의 연구12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용자 불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문제(58%)
• 성능(52%)
• 기능성(50%)
• 장치 호환성(45%)

성능이 고객에 실망을 안기는 두 번째로 높은 이유지만 나머지 다른 항목도 넓은 의미
에서 성능이라는 측면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이 결과로 판단해보면 앱 사용을 중지
하는 이유가 분명 “성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에 최소 가능 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13의 개발 방식을 채택
했으나 초기 버그와 성능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봅시다.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수정
하더라도 이 앱이 설치되어 사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 여전히 고객이 있어야 한다.
• 그들은 앱을 업데이트해줘야 한다.
• 그들은 개선 사항을 확인하도록 앱을 실행해봐야 한다.

트위터에 의하면 안드로이드 앱의 50% 사용자는 3일 안에 앱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14
일이 지나면 75% 수준까지 올라갑니다.14 트위터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 앱을 기기에서 삭제하지만 않았다면 업데이트를 다운
받아서 앱을 실행하고, 앱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
니다.

com/blog/app-retention-improves).
12 Perfecto Mobile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왜 실패하나?”를 참고하십시오(http://info.perfectomobile.com/rs/
perfectomobile/images/why-apps-fail-infographic.pdf).
13 (옮긴이) MVP라는 용어는 에릭 리스가 쓴 『린 스타트업(The Lean Startup)』라는 책에서 대중화되었고 “MVP는 고객에 대
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평가 결과를 수집하기 위해 팀에 주어지는 새로운 제품의 버전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좀 더 자
세한 내용은 『헬로, 스타트업: 제품, 기술, 팀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기술』, 로드북, 2016, 124쪽을 참고하십시오.
14 트위터의 쟌충이 발표한 “트위터에서 안드로이드 개발 확장하기”를 참고하십시오(https://www.youtube.com/watch?v=T
5qEnillTHc&feature=youtu.be&t=6m43s).

1장. 안드로이드 성능 입문

9

안드로이드 앱 성능 최적화

1.2.3 스마트폰의 배터리 수명: 석탄 광산의 카나리아
앞 절에서 언급한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빠르게 동작하고 처리되는 앱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배터리 수명입니
다. 아직 사용자들에게 상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겠지만 앱, 특히 최적화되지 못한
앱은 배터리를 빨리 소모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일과가
끝날 때 남은 배터리 용량을 매번 확인해서 앱들이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합니
다. 남은 배터리 용량이 갑자기 줄어든 게 확인되면 최근에 설치한 앱들을 의심해봅니
다. 잠재적인 문제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새로운 안드로이드 기기 리뷰들을 보면 “배터리 수명이 ‘이전 모델’에서 개선되
지 않았다”라는 불평 어린 리뷰들이 달립니다. 이전 기기에 있던 앱들을 그대로 새로운
기기에 설치했다면, 배터리 수명은 아마도 비슷할 겁니다. 고객이 새 스마트폰으로 이
동시킨 소중한 앱 중 하나가 배터리를 낭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장에서는 모바일
기기의 배터리 소모가 앱 성능에 대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 고객이 더 오랫
동안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앱의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건 화면, 전화, 와이파이 신호, 기타 송신장치(블루투스
나 GPS)들입니다. 앱을 사용하려면 화면이 켜져 있어야 한다는 건 모두 잘 알고 있습니

다. 그러나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다른 여러 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배터리 수
명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자들은 배터리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기기나 기기 제조사 또는
통신사를 탓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35%가 과도한 배터리
를 사용하는 앱을 삭제해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15 앱들이 사용한 배터리 용량을 표
시해주는 앱들이 마켓에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앱들의 품질도 점차 좋아지고 있
습니다. 다행히도,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발자 도구도 제공되기 시작했는데,
3장에서 이러한 도구들에 대해 알아 볼 예정입니다. 앱의 아키텍처를 구상하고 구축할
때부터 배터리와 전원 문제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5 HP의 “모바일 앱 사용자 기대에 맞추는데 실패 : 모바일 사용자 설문 - 다차원적 분석”을 참고하십시오(http://bit.ly/
1LXY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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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능 문제를 테스트하기
출시 전에 성능 문제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가 테스트, 두 번째도 테스
트, 테스트 밖에 없습니다. 2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가장 많은 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테스트용 기기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성능 문제를 진단하
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부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팁을 다룹니다. 앱이 이미 마
켓에 출시되었다면 앱 사용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고객이 직면하고 있
을 문제들이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버그 보고서를 읽고 분석해야 합니다. 성능 테스트에는 합
성 테스트와 실제 사용자 모니터링(RUM, Real User Monitoring)이 있습니다.

1.3.1 합성 테스트
합성 테스트는 특정한 사용 사례를 테스트하거나 모바일 앱에서의 사용자의 행동을
모방하기 위해 가상으로 시행하는 테스트입니다. 뒤의 여러 장에서 다루게 되는 많은
도구는 일단 앱을 실행해보고 이상 현상을 찾는 방식의 합성 테스트로 진행합니다. 이
방법은 많은 버그와 성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19,000개의 고유한 안드로이드 사용자 에이전트 값들이 보고되는 현 상황16에서 가능
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합성 테스트를 해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3.2 실제 사용자 모니터링(RUM)
모든 기기를 직접 테스트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실제 사용자로부터 성능 데이터를 수집
하는 작업은 필수입니다. 앱에 통계 라이브러리를 적용해서 모든 사용자로부터 실시
간 데이터를 수집하면 고객이 직면한 문제를 되도록 빨리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 현장
에서 발견된 고객의 문제 및 버그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문제가 수정된 후에
도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문제를 재현할 수 있는 방법
을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8장에서는 RUM 도구를 통해 얻는 일반적인 결과들에 대
해 알아봅니다.
16 알렉 헬러의 “모바일 앱이 사용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가 : 모바일 사용자 설문 - 다차원적 분석”을 참
고하십시오(http://velocityconf.com/velocity2014/public/schedule/detail/3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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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결론
이번 장에서 살펴본 내용들에 의하면 로딩 속도, 스크롤, 다른 사용자 이벤트들은 무조
건 빠르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느린 속도로 동작하는 앱들은 앱에서 크래시가 나는 경
우와 비슷한 비율로 고객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성능이 낮은 앱을 운영하는 것
은 순차적인 전력 중단과 비슷합니다. 사용자 참여를 잃고, 판매를 잃고, 궁극적으로는
고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 확신을 했고 앞서 제시된 데이터로 상
사와 팀장을 잘 설득했다면, 이제 앱의 모든 성능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앱을 빠른 앱
으로 만들어 봅시다.

12

2장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랩 만들기

시장 점유율로 보면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모바일 플랫폼이 되
었습니다. 구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된 안드로이드 기기가 14억 대1가 넘었다
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보급된 전체 스마트폰의 8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
다. 이러한 통계로 보면 안드로이드 앱 개발 열기가 뜨거운 것이 별로 놀랄만한 일도 아
닙니다. 그러나 최근의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급속한 성장은 흥미로운 도전 과제를 만
들어냈습니다.
벌써 13번(최근의 마시멜로 포함)의 주요 릴리즈가 있었고, 수천 가지의 태블릿, 손목시
계, TV, 스마트폰 모델이 있고, 화면 크기도 수십 가지에 다다르며, 표준 안드로이드 오
픈소스 프로젝트(AOSP, Android Open Source Project)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마트폰 제조사
가 자신들만의 수정사항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변형이 있는 상황에서 모
든 단말기와 운영체제의 조합으로 앱을 테스트해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카
마이에 의하면 단 하루 만에 19,000개가 넘는 안드로이드 기기의 사용자 에이전트 값
이 수집된다고 합니다.2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표적인 표본 단말기에서 당신의 앱
이 잘 동작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기기를 안드로이드의 대

1

(옮긴이) http://www.theverge.com/2015/9/29/9409071/google-android-stats-users-downloads-sales/in/9177904를
참고하십시오.

2

알렉 헬러의 “사용자 에이전트 값은 끔찍하다: 사이트 성능 서버 디바이스의 모험”을 참고하십시오(http://velocityconf.
com/velocity2014/public/schedule/detail/3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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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표본 단말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TestDroid의 연구에 따르면 상위 20%의 기기를 테스트해보려면 12대의 기기가 필
요합니다. 50%를 테스트해보려면 최소 60대의 기기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으로 한
정하더라도 66%를 테스트해보려면 25대의 기기가 필요하고 90% 정도를 테스트해보
려면 128대의 기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테스트할 때 걸리는 시간은 항상 부족하므로
자동화없이 그 수많은 단말기에서 테스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번 장에서
는 기능 테스트 및 성능 테스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말기로
구성된 디바이스 랩을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1 고객들은 어떤 기기를 사용하나요
안드로이드 기기를 분류하는 방식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운영체제 버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성능 개선 방법도 이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2016년
1월 자료에 따르면 킷캣(KK, KitKat)은 36.1%의 사용자가 사용 중이고, 젤리빈(JB, Jelly
Bean)은 24.7%의 사용자가 사용 중입니다. 반면 롤리팝(Lollipop)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32.6%이고 마시멜로(Marshmallow)는 0.7%에 불과합니다. 2.7%의 사용자는 여전히 아
이스크림 샌드위치(ICS, Ice Cream Sandwich)를 사용 중이고 진저브레드(Gingerbread)와
프로요(Froyo)도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들은 최신의 기기와 최신 운
영체제에 몰려있는데 반해 여전히 많은 사용자가 발표된 지 3년이나 된 기기와 운영체
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단말기의 분포는 매우 다릅니다. 저가형 기
기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고성능 기기들은 부유한 국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2.2 기기 성능 분류
진저브레드는 최소 128MB의 램과 2GB의 저장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최소 스펙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여전히 이런 스펙의 기기를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기기
는 카메라가 없기도 하고, 일부 기기는 전면에만 카메라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기기는 후면에만, 그리고 어떤 기기에는 둘 다 달려 있습니다. NFC, 온도센서,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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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및 기압계 등은 센서들을 무시하기로 하면 장치의 사양에는 큰 이분법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 스펙에 대해 알아봅시다.

2.1.1 화면 크기
화면 크기는 항상 안드로이드 개발자의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앱이 괜찮게 보이지 않
거나 제대로 렌더링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바로 앱을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
기한 것처럼, 화면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
기에서 앱이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사용되는 기기들의 화면 크기는 손이나 주머니의 크기와는 상관 없이 점
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 기기인 갤럭시 S(2010년 출시)는 높이가 122mm이고 해상도가
800 × 480이었는데, 불과 4년 만에 화면 크기는 1인치 커지고 화면 밀도는 5.4배나 증
가해서 갤럭시 S5의 경우에는 높이가 145mm, 해상도는 1920 × 1080입니다. 모토로
라의 최신 폰인 넥서스 6는 151mm(5.92인치)의 큰 화면과 2560 × 1440 쿼드 HD 해상
도로 출시되어 패블릿(phablet)이라는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상도 480 × 320 이하를
사용하는 사용자(MarketingProfs의 연구에 의하면 2014년 2분기 기준으로 2%~5%가 사용 중입니다)3도
상당 수 있으며 남아프리카 지역의 사용자 17%는 240 × 320 해상도의 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랩을 화면이 크고 화려한 기기로 구성하고 싶더라도
하나 또는 두 개의 작은 화면을 가진 기기를 추가로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이
충분치 않을 때는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작은 화면 기기에서 UI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를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지만, 에뮬레이터를 가지고는 실제 장치에서의 앱 성능을 확
인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1.2 SDK 버전
동일한 기기지만 다른 버전의 운영체제가 설치된 경우 구성 요소와 성능에 많은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젤리빈부터는 스크롤과 렌더링을 더욱 부드럽게 하고 쟁크(jank)

3

MarketingProfs의 “모바일 동향: 가장 인기있는 폰과 화면 크기, 해상도”를 참고하십시오(http://www.marketingprofs.
com/charts/2014/25740/mobile-trends-most-popular-phones-screen-sizes-and-resolutions#ixzz3hPrTffs4).

2장.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랩 만들기

15

안드로이드 앱 성능 최적화

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 ‘프로젝트 버터(Project Butter)’가 적용되었습니다. 킷캣
릴리즈부터는 ‘프로젝트 스벨트(Project Svelte)’가 반영되어 운영체제가 구동하는 데 필
요한 최소 메모리의 크기가 오히려 512MB로 줄어 들었습니다(킷캣에 256MB 메모리를 가
지고 출시되는 기기도 있습니다).
Volta)’가

롤리팝에서는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프로젝트 볼타(Project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들이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그런 개선사항

이 있기 이전 기기도 여전히 지원해야 하므로 개발 과정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많은 기기가 대체로 짧은 기간(6개월~18개월) 동안 사용되지만 2년이 넘도록 꾸준히
사용되는 기기도 많습니다. 2012년에 출시된 삼성 갤럭시 S3의 경우 2015년에도 후속
제품인 S4, S5, S6와 함께 신규 기기로 판매되고 있고 사용기기 차트에서는 꾸준히 상
위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국내 외에 활성화된 안드로이드 중고기기 시장도 중고기
기의 생명을 늘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2.1.3 CPU/메모리와 저장장치 용량
2014년 10월까지도 인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위 두 개의 기종이 512MB 메모리
와 4GB의 저장공간, 싱글 코어 CPU를 가지고 젤리빈으로 구동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은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하게 진저브레드가 구동되는 싱글 코어 하이엔드 기기의 인기
가 많습니다. 앱이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에서는 별 문제없이 구동되
겠지만 메모리나 저장공간이 작은 기기에서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만약 앱이 메모리
제한에 가깝게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 할당받은 메모리를 해제하면서 동작하나
요? 아니면 느려지고 크래시가 예상되는 메모리 할당을 계속하면서 동작하나요?

2.3 고객들은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나요
7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북미(특히 도심지)에서는 고속망인 LTE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최신 연구에 따르면 97%가 LTE 등 4G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서유럽
에서는 약 83%로 떨어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더 떨어집니다. 3G조차 보급되지 않은 지
역이 많고 여전히 2G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출
시를 계획하고 있다면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앱을 테스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
다. 고객이 사용하는 네트워크나 지역에 상관없이 앱이 잘 구동되는 것을 확인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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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느린 네트워크를 에뮬레이팅하는 기법들을 7장에서 다루겠습니다.

2.4 당신의 기기는 고객의 기기와 다릅니다
“단지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기기만 테스트”하던 시기는 끝났습니다. 2014년에 참석한
컴퍼런스에서는 모든 참석자가 한두 해 전에 나온 고성능의 주력 모델 기기를 사용하
고 있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개발자는 롤리팝이 구동되고 있고 4
개나 8개의 코어를 가진 CPU가 달려 있으며 몇 백만 화소 카메라를 갖추고 저장공간
은 16GB~32GB, 메모리는 2GB~3GB에다가 HD 영상 녹화가 가능한 넥서스 6나, 갤
럭시 S6, 또는 HTC One(M9) 급에 해당하는 기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개발
자들은 기기를 이것저것 뜯어 고치는 걸 좋아하므로 기기를 루팅해서 사용하기도 합니
다. 이런 기기들이 정말 멋지고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안드
로이드 기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은 빠
른 와이파이와 무선망이 제공되는 환경에서 주로 활동하는 편입니다.
14억 명이 넘는 활성 기기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의 네트워크 상태는 매우 다르기에
이렇게 개발자가 놀라운 속도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하이엔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분
명 실제 대다수의 사용자층의 환경과는 매우 다른 환경에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
니다. 모바일 데이터의 성장은 선진국에서 성장을 계속하지만 거의 포화상태에 다다
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10억 명이 늘면 그 중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신규 사용
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자들은 아마도 저렴한 비용의 기
기를 선호할 것이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안드로이드 기기 시장은 활성화될 것입니
다. 이런 기기들은 개발자의 주머니에 있는 기기들과 현저하게 다를 것이며 아마도 몇
년 전 당신의 가족이 빌려갔다가 당신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예전 기기와 더 비슷할지
도 모릅니다.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기기들을 이런 사용
자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때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휴대폰을 충
전할 수 있는 방법, 제공되는 이동 통신망의 품질 등 다른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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