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드로이드 시스템 통합 테스트 도구 

VOLT 
 (Validation System For embedded Linux Target) 

Copyright ⓒ 2014 LINKGENESIS Co.,Ltd.  All Rights reserved. 



2 

www.linkgenesis.co.kr 

Copyright ⓒ 2014 LINKGENESIS co.,ltd  All Rights Reserved. 

I. 개요 

VOLT 는 차량용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전문화 된 효과적인 평가 도구로서 시스템의 품질과 개

발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증대 시켜 줍니다.  

   1) S/W 분석 : S/W 구조 및 변경 점 분석 (Linux Process 및 Android APK) 

   2) 오류 검증 : Memory, IPC, Exception 오류 검증 및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 

   3) 성능 측정 : CPU 및 메모리 성능 측정  

  시스템 품질 향상 및 개발 기간 단축 
 

  소스 수정 최소화로 테스트 소요 시간 감소  
    및 Side-effect 최소화 

 
  조기 결함 발견으로 신속 대응 

 
  잠재 결함 발견을 통한 결함 복구 비용 최소화 

 
  정밀한 결함 분석 데이터 제공 

 
  선진화 된 시스템 테스트 프로세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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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스템 구성도 

테스트 수행 로그 수집 SW 분석 및 오류 검증 

시스템 이미지 시스템 이미지 

Agent 로그 

<VOLT PC Tool> 

S/W 개발 및 
업그레이드 

테스트 수행 
(수동 / 자동) <VOLT Agent> 

VOLT는 Embedded Device 에서 후킹을 통해 메모리, IPC, 함수 커버리지 로그를 수집하는 

VOLT Agent 와 저장된 로그 / 시스템 이미지 파일을 분석하는 VOLT PC Tool 로 구성됩니다.   

   1) VOLT Agent - AVN에 탑재 되어 테스트(수동/자동) 수행 시 시스템 로그를 수집 

   2) VOLT PC Tool – S/W 이미지 분석 및 검증 로그 분석을 통해 S/W 분석, 결함 정보, 성능 측정 등  

                          S/W 전반에 걸친 테스트 수행 및 결과 분석 

구조변경 

S/W변경 

RiskZone 

결함 

함수 커버리지 

성능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1vewwh84i7OyM&tbnid=Xz_5W978j572BM:&ved=0CAUQjRw&url=http://www.iconeasy.com/icon/documents-56-icon/&ei=SJLoUurlEeSdiAfT6YD4Ag&bvm=bv.60157871,d.aGc&psig=AFQjCNFqCC1BkBlBGKiXUh5HSQk8LDvAwg&ust=139105981191729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1vewwh84i7OyM&tbnid=Xz_5W978j572BM:&ved=0CAUQjRw&url=http://www.iconeasy.com/icon/documents-56-icon/&ei=SJLoUurlEeSdiAfT6YD4Ag&bvm=bv.60157871,d.aGc&psig=AFQjCNFqCC1BkBlBGKiXUh5HSQk8LDvAwg&ust=139105981191729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57nPgeBte9aygM&tbnid=aSQpC27mmlG1mM:&ved=0CAUQjRw&url=http://www.iconhot.com/icon/file-icons-vs-2/log-2.html&ei=cPDuUvi0Oc-UiQem_4CwBA&bvm=bv.60444564,d.aGc&psig=AFQjCNFsUp9rqf3dnZht1IehDEpAmLVXZA&ust=139147718542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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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기능 

주요 기능  세부 내용 

S/W 구조 및  
변경점 분석 

 시스템 이미지 파일 내 ELF 파일 및 Android APK 파일 분석을 통한  
   S/W 구조 분석 
 버전 변경에 따른 S/W 변경점 분석 

메모리 오류 검증  메모리 할당 실패, Zero Size 메모리 할당, 메모리 누수, NULL 포인터 해제 등 

IPC 오류 검증  파이프, 뮤텍스, 세마포, 쓰레드, 소켓, 시그널 함수 사용 오류 분석 

오류 주입  파일에 대한 강제 변경 오류 삽입을 통한 예외 발생 모니터 

성능 분석  메모리 사용량 및 CPU 부하 모니터 

테스트 커버리지 분석  함수에 대한 테스트 커버리지 분석 

VOLT는 시스템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Embedded System 의 S/W 구조 및 변경점 분석과,  

Agent 로그 분석을 통한 메모리, IPC, Exception 결함 분석, 성능 측정 및 테스트 커버리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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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chitecture Detail View 

VOLT Agent LOG 분석을 통해 선택한 폴더 및 함수 커버리지, Memory 결함 Coverage, IPC  

결함 Coverage, Ex 결함 Coverage, S/W 변경 Coverage 정보 분석 /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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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ult View 

Memory, IPC, Ex별 발생 결함에 대한 결함 정보 (Function Name, Fault Type, Riskzone 

Name, Address, TestCase ID, Memory Usage, CPU Usage)를 분석 /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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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iskZone View 

Memory, IPC, Ex별로 Riskzone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세스 및 함수 정보 및 실제 수행 횟수 

정보 등을 분석 /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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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unction Coverage View 

Function 수행경로 정보 (함수 주소, 함수 이름, 수행횟수, Coverage, TestCase ID)를 분석 /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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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erformance View 

System 및 로그에서 수행된 개별 프로세스의 메모리 정보 및 CPU 정보 분석 /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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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pace_alloc View 

Dalvik에서 할당된 APK 프로세스의 메모리 정보를 시간 별로 분석 /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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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W Changes View 

두 개의 다른 버전의 Project를 비교하여 함수 단위의 변경점을 분석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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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가기능 (1/2) 

Excel Report Export 

- Log정보를 Excel 로 형태로 저장 

Test Case ID Manager 
- Test Case ID 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 제공 

<Exce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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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가기능 (2/2) 

Error Injection 
- 오류 검출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등을 파악 
  하기 위해서 오류 주입 파일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기능 

Exception 
- System 오류가 발생하여 Dump 파일이    
  생성된 경우 Dump파일의 이름, 경로 및 
  파일 사이즈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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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자동화 운영 방안 

MAT Agent 제어 

MAT  결과 MAT 

VOLT PC Tool 

USB(ADB) 

TC 실행 
제어 

TC 실행 결과  
/결과 리포트 

Target Device 

VOLT 
Agent 

MAT 
Agent 

VOLT 제어 

VOLT 결과 

Serial 

VOLT 
Manager 

 Log/분석 명령 제어  

분석 결과 

TCP/IP 

VOLT Manager 

테스트 자동화 도구 

VOLT Agent  
제어 

MAT 제어 

VOLT PC Tool 
제어 

VOLT Manager 를 이용하여 MAT, VOLT Agent, VOLT PC Tool 을 모두 연동하여 제어 할 수 있는 자동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AVN 시스템의 검증 및 분석 자동화 수행이 가능 

테스트 
제어 자동화 



회 사 명: 
주     소: 
대표전화: 
Web Site: 
제     의: 

㈜링크제니시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대륭테크노타운15차 319호 
031-422-3581 
www.linkgenesis.co.kr 
sales@linkgenes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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