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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빠른 IT기술의 발 과 함께 휴 폰 시장 역시 량생산에서 벗어난 차별 인 모델을 

개발하기 해 많은 개발자들이 연구 에 있다. 개발자들이 빠르고 안정 인 응용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 디버거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하드웨어 디버거를 이용하면 

별도의 추가비용과 장비를 휴 해야 하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동성 보장과 

디버거 장치 추가비용의 감을 한 소 트웨어 리모트 디버거의 기능  하나인 메모리 

뷰에 해서 알아보고 큰 용량의 디버깅 작업을 빠르고 쉽게 처리 할 수 있는 메모리 뷰의 

속도 향상 알고리즘에 하여 논한다.

1. 서 론

최근 IT기술은 빠르게 성장함과 동시에 다양하고 

안정화된 제품들을 요구하는 시장에 직면해 있다. 

휴 폰시장 역시 기존의 량생산에서 벗어나 다양

하고 차별 인 모델을 개발하는데 치 을 두고 있다. 

따라서 휴 폰 응용 로그램 개발자들은 다수의 

로그램을 빠른 시간동안에 오류 없이 개발하기 해 

필요로 요구 되는 도구  하나인 디버거를 사용한다. 

그러나 하드웨어 디버거 장치를 이용함으로서 별도의 

추가비용과 장비의 이동성 제약이 따른 다른 단 이 

있다. 이에 소 트웨어 리모트 디버거는 하드웨어 

디버거 장치의 단 을 보완하여 별도의 디버거 장치 

없이 휴 폰과 PC만을 이용하여 휴 폰의 바이 리 

정보와 ELF 일을 이용하여 응용 로그램을 

디버깅 할 수 있는 기능과 휴 폰의 auto scripts를 

구성하여 시뮬 이션을 통한 오류를 찾아내 디버거와 

연동하여 디버깅 할 수 있는 auto tester  기능이 

구 된다.

  

본 논문에서는 리모트 디버거의 기능  하나인 

메모리 뷰의 느린 속도를 처하기 한 속도 향상 

알고리즘을 논하기 하여 2장에서는 리모트 디버거의 

체 인 구성과 세부 인 구  방법에 하여 서술

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dump mode의 구  방법  file reading time 단축 

알고리즘에 하여 4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련 연구

2.1 remote debugger

리모트 디버거의 구성은 이크된 휴 폰의 메모

리를 덤 하여 생성된 바이 리 일과 이미 정의 되

어진 ELF 일을 비교하여 memory view/edit, task 

/ ISR call stack, ram data analysis, remote 

debugging등의 기능 등을 포함하는 리모트 디버거

와 auto scripts를 작성하여 휴 폰의 버그를 찾아 

낼 수 있는 auto tester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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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emote debugger overview

2.2 dump mode

덤 모드는 휴 폰의 램 정보를 추출하고 ELF 

일의 분석을 통해 elf header, section header, 

program header, symbol table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휴 폰에서 덤 해온 바이 리 일의 task / ISR 

call stack address   memory / watch view  

지스터정보 같은 구체 인 정보를 트리형식으로 

표 해 주는 것을 구 한다.

Target

S/W

MDA

Dump Data
D/L

Exception

Analyzer
Target

S/W

MDA

Dump Data
D/L

Exception

Analyzer

(그림 2) dump mode

  

2.3 live mode

라이  모드는 덤 모드에서 구 된 ELF 정보를 

바탕으로 휴 폰이 동작 인 상태에서 PC와 연동하여 

memory/watch view, screen capture, breakpoint 

/single step, ram data analysis를 구 하여 한 

버그 발생 시 휴 폰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램 데이

터만 덤 하여 사용 오류를 찾아낼 수 있으며, 찾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정하여 휴 폰에 용하는 

기능이다.

Target

S/W

LDA PC Debugger

Target

S/W

LDA PC Debugger

(그림 3) live mode

2.4 remote live mode

리모트 라이  모드는 라이  모드의 기능에서 

원거리 네트워크상에서 두 의 PC를 이용하여 리모트 

디버거의 모든 기능을 이동, 공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리모트 디버거의 최종 목표이다.

Target

S/W

LDA PC DebuggerRDA

Target

S/W

LDA PC DebuggerRDA

(그림 4) remote live mode

2.5 auto tester

휴 폰의 동작을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동일한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에러를 체크 하는 것으로 test scripter를 

통해 스크립트 일을 실행하는 기능으로, 기존 

사람의 손으로 휴 폰의 모든 기능 는 단순 반복

기능 등을 시뮬 이터로 신함으로써 개발자들의 

작업능률과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다.

Target

S/W

TA
PC Tester

Test 

Scripter

Screen

Dump

Test

Result

Target

S/W

TA
PC Tester

Test 

Scripter

Screen

Dump

Test

Result

(그림 5) auto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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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eek(fp, 0, seek_end);

size = ftell(fp);

buf = new char[size];

memset(buf, 0, size);

fseek(fp, 0 , seek_set);

fread(buf, size, 1, fp);

lv_item li;

li.mask=lvif_text;

li.state=0;

li.statemask=0;

li.iimage=0;

li.iitem=0;

<표 2> memory view code(수정 )

for(int j  = 0;  j  < size; j++) // 0부터 일의 크기만큼 반복

{

if((int)buf[j]<0) {

int temp = (int)buf[j]+256;

str1.format("%.2x ",temp);

}

else str1.format("%.2x ",buf[j]);

str2 += str1;

if ((int)buf[j]==00) 

{

str3 += " ";

}

else

{

str1.format("%c",buf[j]);

str3 += str1;

}

if((j+9)%16 == 0) str2 += "  ";

if((j+1)%16 == 0) {

str1.format("%.8x",j+1);

li.isubitem=0;

li.psztext = (lptstr)(lpctstr)str1;

m_pdumpdlg->m_listctrl.insertitem(&li);

li.isubitem=1;

li.psztext = str2.getbuffer(str2.getlength());

m_pdumpdlg->m_listctrl.setitem(&li);

li.isubitem=2;

li.psztext = (lptstr)(lpctstr)str3;

m_pdumpdlg->m_listctrl.setitem(&li);

str1 = "";

str2 = "";

str3 = "";

li.iitem++;

}

}

updatedata(false);

delete buf;

fclose(fp);

   [수정 ]                     [수정후]

(그림 6) memory view algorithm

3. memory view file reading time 단축 알고리즘

3.1 memory view의 algorithm

그림 6은 메모리 뷰의 구 을 알고리즘으로 나타낸 

것이다. 수정 에는 j가 0부터 일의 크기인 size까지 

변하면서 str에 일내용을 장하는 방법이고, 수정

후에는 j에 스크롤값을 읽어 들이는 getscrollpos()

값과 16을 곱하여 일에서의 치를 계산한값이 

장되어 한 페이지의 크기 값 만큼 변하면서 str에 

일내용을 장하여 출력하는 방법이다.

3.2 실험환경

분   류 내    용

C P U intel P4-2.8

R A M 1024MB

V G A geforce 6200

O S windows xp

language VC++ 6.0

<표 1> 실험환경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한 환경은 표 1과 같이 

CPU는 인텔사의 펜티엄4-2.8G를 사용하 고 램은 

1024MB,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6200을 운 체제는 

도우XP, 언어는 비주얼 C++ 6.0을 사용하 다.

3.3 memory view 구

fseek(fp, 0, seek_end);

size = ftell(fp);

buf = new char[size];

memset(buf, 0, size);

fseek(fp, 0, seek_set);

fread(buf, size, 1, fp);

int temp=0;

lv_item li;

li.mask=lvif_text;

li.state=0;

li.statemask=0;

li.iimage=0;

li.iitem=0;

unsigned long dd=size/16; // 일크기 /16

m_scroll.setscrollrange(0,dd); // 스크롤바범 지정

m_scroll.setscrollpos(0); // 스크롤바 기 치

scroll=m_scroll.getscrollpos()*16; // 스크롤바값*16

m_listctrl.deleteallitems(); // 화면지움

for(unsigned long i  = scroll;  i<(scroll+320); i++) // scroll부터 화면크기

{    만큼 반복

if((int)buf[i]<0)

{

int temp = (int)buf[i]+256;

str1.format(" %.2x ",temp);

}

else str1.format(" %.2x ",buf[i]);

⦙

략

⦙

<표 3> memory view code(수정후)

덤 모드의 메모리 뷰를 앞의 그림 6의 알고리즘

에서 설명했듯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구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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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F 일의 크기를 size에 일의 내용을 buf에 

장하여 수정 의 방법 표 2은 체 으로 출력을 

하고 수정후의 방법 표 3은 한화면 크기만큼을 

출력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이 동일한 출력 

그림 7을 나타내지만 출력이 나오는 속도 면에서 

수정후의 방법으로 구 했을 때가 더 빠르게 나온다.

(그림 7) memory view 출력화면

3.4 수정 ⦁후 결과 비교

(그림 8) 수정 ⦁후의 시간

그림 8에서 보는바와같이 첫 번째 방법에서는 

598KB를 읽는데 12 , 3.85MB는 76 , 8.8MB는 181  

걸렸으나 뒤의 방법으로 했을 때 3.85MB는 1 , 

8MB는 1 , 32MB는 3   184MB는 13 가 걸렸다. 

첫 번째 방법으로 했을 경우 8.8MB는 181 가 

걸렸으나 두 번째 방법의 경우는 단 1 밖에 걸리지 

않았다.

리모트 디버거의 ELF 일의 크기는 184MB이다. 

이 일을 읽기 해서는 수정 의 방법으로는 불

가능했고 수정후 방법으로 읽었을 경우 13 가 걸렸다.

이 결과 덤  모드에서 메모리 뷰를 구 하기 

해서는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하나인 휴 폰

의 디버깅을 한 리모트 디버거의 체 인 구성과 

기능구 에 하여 서술하고 구 기능  하나인 

메모리 뷰의 시간단축 방안에 한 알고리즘에 해 

논하 다.

향후 구성된 기능 구   테스트를 통한 리모트 

디버거는 하드웨어 장비 없이 휴 폰과 PC만으로 디

거깅을 할 수 있게 되어 휴 폰 응용 로그램 개발

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한 개발 

비용과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휴 폰 시장이 한층 더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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