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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효율적인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로그 서비스 관리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은 

관점지향 프로그래밍을 적용하여 로깅 대상의 변경 없이 로그를 획득하며, 획득한 로그를 원격 호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로

깅 관리자에 전달한다. 로그 관리자는 안드로이드 기본 컴포넌트인 서비스 형태로 구성하며, 로깅 대상 어플리케이션 수행에 독

립적으로 로그를 관리한다. 제안한 모델은 로깅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변경을 최소화하고, 로깅이 어플리케이션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키워드: 모바일 소프트웨어(mobile software), 안드로이드(Android), 로깅(logging), 관점지향 프로그래밍
(Aspect-oriented programming)

I. 서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디버깅을 위해서는 로깅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운영체제 수준에서 로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로깅은 횡단관심사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관점지

향 프로그래밍(AOP: aspect-oriented programming)[1]을 적용할 

경우 효과적으로 모듈화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과 이동성을 

갖고 있는 모바일 기기의 특성상 AOP를 적용한 로깅도 대상 어플리케

이션의 변경과 실행속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로그 수집이 

어플리케이션 실행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모바일 자원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로그 정보의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AOP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인 서비스(service)를 

활용한 로그 서비스 관리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은 대상 어플리

케이의 변경을 최소화하며,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로그를 관리하므로 

대상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II. 관련 연구

1.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구성요소와 로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액티비티

(activity),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broadcast receiver), 컨텐트 

프로바이더(content provider), 그리고, 이들 사이의 메시지 전달을 

담당하는 인텐트(intent)를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2]. 이중 서비스

는 백그라운드 서비스 또는 원격호출 서비스 형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원격 호출 형태로 구현한 서비스는 개별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원격 호출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는 운영체제 차원에서 로그 정보를 제공하며, 로그 정보

는 Logcat을 활용하여 개발자가 살펴볼 수 있다. 개발자는 Log 
클래스를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로그 정보 확인 코드를 추가할 수 

있다. 

3. 안드로이드 관점지향 프로그래밍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관점지향 프로그래밍을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 AspectJ를 활용할 수 있다[3]. AspectJ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통합개발환경인 eclipse의 플러그인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클래스와는 

별도로 애스펙트라는 모듈 단위로 횡단관심사를 구현한다[4]. (그림 

1)은 AspectJ로 구현한 애스펙트의 예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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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애스펙트의 예

Fig. 1. An Example of Aspect

III. 본 론

1. 로그 서비스 관리 모델

로그 서비스 관리 모델은 로그 수집기와 로그 관리자로 구성한다. 
로그 수집기는 AOP를 적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의 로깅 대상을 식별하

고 로그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한 정보를 원격 호출을 통해 로그 

관리자에게 전달한다. 로그 관리자는 독립적인 안드로이드 서비스로 

구성한다. (그림 2)는 로그 서비스 관리 모델의 구성을 나타낸다.

그림 2 로그 서비스 관리 모델

Fig. 2. Log Service Management Model

1.1 로그 수집기

로그 수집기는 로그 수집 부분과 수집한 로그를 로그 관리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원격 호출 인터페이스로 구성한다. 로그 수집기는 

AOP를 적용하여 애스펙트로 구성하며, 어플리케이션의 로깅 대상을 

지정하고 로깅 정보를 수집 후 수집한 정보를 원격 호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로그 매니저에게 전달한다. 다음 (그림 3)은 로그 수집기의 

순차도를 나타낸다.

그림 3 로그 수집기 순차도

Fig. 3. Sequence Diagram of Log Collector

애스펙트로 구성한 로그 수집기는 서비스 바인딩, 로깅 수행, 서비스 

언바이딩을 수행할 포인트컷을 지정하고, 액티비티 생명주기와 로깅 

대상 메소드를 식별하여 결합점으로 지정한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

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컴포넌트인 액티비티는 실행 

시 생명주기 메소드인 onCreate을 수행하여 초기화를 수행하며, 종료 

시에는 onDestory를 수행한다. 따라서 로그 수집기는 로깅 대상 

어플리케이션의 최초 액티비티가 갖고 있는 onCreate 메소드를 결합

점으로 지정하여 로그 서비스 바인딩을 수행하고, 액티비티의 

onDestroy 메소드 실행 시에는 서비스 언바인딩을 수행한다. 로깅 

대상이 되는 액티비티 내의 메소드 실행 시에는 필요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로 로깅을 수행하는 애스펙트 충고(advice)의 결합시점을 

지정할 수 있다. 로깅의 경우 메소드 수행 전후의 결과가 주요관심사가 

될 수 있으므로 메소드 수행 중의 시점은 로깅에서 제외할 수 있다.
로그 수집기는 원격 호출 인터페이스의 잦은 호출을 줄이기 위해 

수집한 로그를 일정 크기의 버퍼에 저장한다. 버퍼가 다 찼을 경우나 

로깅을 종료하여야 할 시점에 다다르면 버퍼에 저장한 로그의 집합을 

원격 호출 인터페이스를 통해 로그 관리자에게 전송한다. 로그 관리자

는 전달받은 로그의 집합을 분리하여 개발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로그로 재구성한다.

1.2 로그 관리자

로그 관리자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컴포넌

트를 활용하여 구성한다. 로그 수집기에서 수집한 로그 정보를 원격 

호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 받으며, 이를 처리하여 로그 정보를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로그 관리자는 원격 호출 인터페이스에 

대한 스텁과 스텁을 통해 전달 받은 로그를 분석하여 이를 활용 

가능한 로그 형태로 분석하는 로그 분석기로 구성한다. 
원격 호출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안드로이드의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인 AIDL(Android Interface Definition Language)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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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호출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5]. AIDL을 사용하여 정의한 인터

페이스를 구현하는 스텁은 로그 관리자의 멤버로 선언하여 로그 

처리 기능을 구성하며, 원격 인터페이스 구성 시 필요한 onBind() 
메소드를 통해 로그 수집기에 해당 객체를 전달한다. 

2. 로그 서비스 구현

제안한 로그 관리 서비스 모델을 적용하기 위하여 로그 관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구현한 로그 관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은 AspectJ를 사용하여 애스펙트로 구현한 로그 수집기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컴포넌트인 서비스를 상속받아 구현한 로그 관리자로 

구성하였다. (그림 4)는 AspectJ로 구현한 LogCollector 애스펙트를 

나타낸다.

그림 4 Log Collector 애스펙트

Fig. 4. Log Collector Aspect 

로그 수집을 담당하는 LogCollector 애스펙트는 수집한 로그를 

LogServiceUtil에 전달한 후 이를 로그 관리자인 LogService에 

전달한다.
로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LogService를 구성하기 위해 AIDL

을 사용하여 로그 수집기가 호출 시 사용할 원격 인터페이스를 정의하

고, 안드로이드의 프레임워크의 컴포넌트인 서비스를 상속받아 구현

하였다. 로그의 영구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유틸 클래스로 

LogWriter를 추가하였다. (그림 5)는 LogService의 원격 호출 인터페

이스를 정의한 AIDL과 안드로이드 서비스로 구현한 LogService를 

나타낸다.

그림 5 AIDL과 LogService

Fig. 5. AIDL & LogService for Log Management

로그 관리 서비스를 LBS 기반의 안드로이드 어플

리케이션에 적용하여 로그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다음 (그림 6)은 수집한 로그 결과의 일부를 나타

낸다. 

그림 6 로깅 결과

Fig. 6. Result of Logging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OP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의 컴포넌트인 서비

스를 활용한 로그 관리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델 상의 

로그 수집기는 AOP를 적용하여 애스펙트로 구성하므로 대상 어플리

케이션의 변경 없이 로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로그 관리자는 

독립적인 서비스로 구성하므로 로그 수집 및 처리가 대상 어플리케이

션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향후에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흐름과 오류를 효과적으

로 파악할 수 있도록 로그 수집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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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단말기 외부에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격 로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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