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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studio logcat dead

실행 중인 각 가상 장치는 시뮬레이션된 장치의 환경을 쿼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콘솔과 함께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본체를 사용하여 에뮬레이터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포트 리디렉션, 네트워크 특성 및 원격 이벤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에뮬레이터는 이미 다음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실행해야 합니다: 에뮬레이터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ndroid 에뮬레이터에서 앱 실행 및 명령줄에서 에뮬레이터를 시작합니다. 콘솔 시작 및 중지 콘솔에 명령을 액세스하고 삽입하려면 터미널 창의 텔넷을 사용하여 콘솔 포트에 연결하고 인증 토큰을 제공합니다. 콘솔에 확인 버튼이 나타날 때마다 명령을 수락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실행 중인 가상 장치의 콘솔에 연결
하려면 터미널 창을 열고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텔넷 로컬 호스트 콘솔 포트 에뮬레이터 창의 제목에는 콘솔 포트 번호가 나열됩니다. 예를 들어 콘솔 포트 5554를 사용하는 에뮬레이터는 Nexus_5X_API_23 에뮬레이터 제목인 5554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ADB 장치 명령은 실행 중인 가상 장치 목록과 콘솔 포트 번호도 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뮬
레이터/쿼리 장치 인스턴스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에뮬레이터는 포트 5554-5585에 대한 연결을 수신 대기하고 로컬 호스트 연결만 허용합니다. 콘솔에 확인 버튼이 나타나면 auth 명령을 auth_token. auth_token 홈 디렉터리 .emulator_console_auth_token 파일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파일이 없으면 텔넷 로컬호스트 콘솔 포트 명령은 파일을 생성
하며, 여기에는 무작위로 생성된 인증 토큰이 포함됩니다. 인증을 비활성화하려면 파일이 없는 경우 .emulator_console_auth_token 파일을 삭제하거나 빈 파일을 만듭니다. 본체에 로그온한 후 콘솔 명령을 입력합니다. 콘솔 명령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 명령에 대해 알아보려면 도움말, 도움말 명령 또는 도움말 세부 사항을 입력합니다. 콘솔 세션을 종료하려
면 종료 또는 종료를 입력합니다. 세션의 예로는 $telnet 로컬 호스트 5554 시도::1... telnet: 주소에 로그인 ::1: 연결 시도 거부 127.0.0.1 ... 로컬 호스트에 연결됩니다. 탈출 문자는 '^]'입니다. 안드로이드 콘솔 : 인증은 안드로이드 콘솔이 필요합니다 : 안드로이드 콘솔을 인증하기 위해 'auth'&amp;auth_token&gt;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나/.emulator_console_auth_token' OK auth 123456789ABCdefZ 안드로이드 콘솔: 확인 도움말-verbose 명령 안 드 로이드 콘솔 명령 도움말에 대 한 '도움말' 입력 : 도움말 |h|? 에뮬레이터가 라이브 자동화 관리 에뮬레이터 자동화 이벤트 시뮬레이션 하드웨어 이벤트 지리적 지리적 위치 명령 GSMA 관련 명령 CDMA 관련 충돌 충돌 명령의 경우 ping 설
명과 함께 명령 목록을 인쇄하는 도움말 세부 명령 목록을 인쇄 에뮬레이터 의 존재에 대한 출구에 에뮬레이터 충돌 존재 충돌 시뮬레이션은 존재 에뮬레이터를 죽일 존재 에뮬레이터가 세션을 종료 명령과 관련된 에뮬레이터 관리 전원 네트워크 설정의 존재에 네트워크를 다시 시작 리디렉션 포트 SMS 관련 명령 avd 제어 가상 장치 실행 qemu QEMU 특정
센서 명령 관리 에뮬레이터 센서 물리적 관리 자연 모델 손가락 관리 에뮬레이터 지문 제어 출력 제어 제어 에뮬레이터 회전 에서 시계 방향으로 화면 90도 스크린 레코드 는 장치가 멀티 디스플레이 장치 멀티 디스플레이 시도 및 명령 &gt;도움말을 펼치는 인터뷰 시간의 화면을 기록합니다.&amp;/명령&gt; &amp;lt;/auth_token&gt; &lt;/auth_token&gt; OK
연결 출력에 의해 닫히도록 도와줍니다. 외국 서버. 에뮬레이터 명령 참조 다음 표 매개 변수 및 값과 함께 에뮬레이터 콘솔 명령을 설명합니다. 표 1. 콘솔 에뮬레이터는 지침 avd {stop|=상태 |name} 쿼리 및 다음과 같은 가상 장치를 관리하라.stop: 중지: 장치 종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명령합니다. 시작: 장치 실행을 시작합니다. 상태: 가상 장치 상태 쿼리
및 상태가 실행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충돌. 이름} 다음과 같이 스냅샷에서 장치 상태를 저장하고 복원합니다. 이름 저장: 스냅숏을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로드 이름: 지정된 스냅숏을 로드합니다. 이름 삭제: 지정된 스냅숏을 삭제합니다. 다음 예제에서 firstactivitysnapshot이라는 스냅숏을 저장합니다. avd 스냅숏을 첫 번째 활동스냅샷 장치 시간 외에 접
어 더 작은 화면 구성을 표시합니다(장치를 접을 수 있고 현재 열려 있는 경우). 전개 장치를 확장하여 더 큰 화면 구성을 표시합니다(장치가 폴더에 있고 현재 접힌 경우). 가상 장치 닫기 처치합니다. ping 가상 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AVD 회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 회전합니다. 에뮬레이터 는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에뮬레이터가 비정
상적으로 충돌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시 종료될 때 에뮬레이터가 정상이지 않습니다. 디버그 태그 설명 태그... 에뮬레이터의 일부 부분에서 디버그 메시지를 켜거나 끕니다. 태그 매개 변수는 도움말 디버그 태그 에뮬레이터 태그를 실행할 때 나타나는 디버그 태그 목록의 값이어야 합니다. 도움말 디버그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주 사용하는 에뮬레
이터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제에서 라디오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버깅 라디오 포트 리디렉션 설명에는 현재 포트 리디렉션이 나열됩니다. redir 추가 프로토콜:host-port:guest-port 다음과 같이 새 포트 리디렉션 추가: tcp 또는 udp 중 하나 여야 합니다: 호스트 포트: 호스트 포트: 호스트의 열 포트 번호. 방문자 포트: 에뮬레이터에서 데이터를 라
우팅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삭제 redir del:host 포트 리디렉션.프로토콜: TCP 또는 UDP 프로토콜 중 하나여야 합니다. 호스트 포트: 호스트의 열 포트 번호입니다. 지리적 위치 설명 에뮬레이터에 GPS 수정 프로그램을 보내 에뮬레이터 내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된 지리적 위치를 설정합니다. 에뮬레이터는 입력한 위치를 정의하는 가상 사이
트 공급자를 만들었습니다. 공급자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위치 리스너에 응답하고 LocationManager의 위치도 제공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LocationManager.getLastKnionLocation (GPS)를 호출하여 위치 관리자를 쿼리하여 시뮬레이션 된 장치에 대한 현재 GPS 수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오 픽스 위도 에뮬레이터에 간단한 GPS 보정을 보냅니
다. 경도와 위도를 소수점으로 지정합니다. 1에서 12까지의 숫자를 사용 위치를 결정하고 미터의 고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위성의 수입니다. nmea 0183 제안을 지오 nmea 제안 모방 GPS 모뎀에서 나온 것처럼 시뮬레이션 된 장치에 보냅니다. '2000'으로 $GP 시작하십시오. 현재 10명과 $GPGGA $GPRCM 지원됩니다. 다음 예제는 GPS 수신기 시간, 위
치 및 수정 데이터를 수신하는 GGGGA 데이터 문입니다. geo nmea $GPGGA, hhmmss.ss, llll.ll,a, yyyyyyy.yy, a, x, x, x,x.x.x.x.x,x.x,x.x,xxxx 가짜 이벤트 자료 설명 이벤트 유형은 모든 가짜 이벤트 유형을 나열합니다. 코딩된 이벤트의 경우 코드 수가 오른쪽괄호에 나열됩니다. 이벤트 유형 이벤트는 정수 또는 다음 별칭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EV_SYN
EV_KEY(405 코드 별칭) EV_REL(2코드 별칭) EV_ABS(27코드 별칭) EV_MSC EV_SW(4코드 별칭) EV_MSC EV_SW(4코드 별칭) EV_LED EV_SND EV_REP EV_FF EV_PWR EV_FF_STATUS EV_MAX 이벤트 OK [유형...] 이벤트 코드 유형은 지정된 유형의 가짜 이벤트의 이벤트 코드를 나열합니다. 이벤트 유형[:코드]:[값] 선택적 코드 값 및
&lt;type&gt; 코드로 하나 이상의 가짜 이벤트를 보냅니다. 전원 버튼을 누를 때 다음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ADB 쉘 getevent -lt/dev/input/event12: EV_KEY KEY_POWER DOWN/dev/input/event12 : EV_SYN SYN_REPORT 000000/dev/입력/event12: EV_KEY KEY_POWER UP/dev/입력/event12: EV_SYN SYN_REPORT 00000000: EV_SYN
SYN_REPORT 000000000: 키다운 이벤트 및 키업 이벤트라는 두 개의 이벤트 EV_KEY만 이 버튼의 긴 프레스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전송되어야 했습니다. EV_KEY:KEY_POWER:0 확인 이벤트 보내기 EV_KEY:KEY_POWER:1 이벤트 OK의 문자 메시지 키를 눌러 시뮬레이션하는 문자열을 보냅니다. 유니코드 항목은 현재 장치 키보드에 따라 문자를
변경하고 지원되지 않는 문자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참조된 전원 상태 제어용 에뮬레이터에 설명된 배터리 및 충전기 상태를 표시합니다. ac {on|off} AC 충전 및/타입&gt; &amp;/type&gt; 시작하거나 비활성화하도록 설정합니다. 전원 상태 {알 수 없음 |[불세|할인|비충전|전체} 전원 프리젠 테이션 {true |false} 배터리 상태를 설정합니다.
건강 {알 수 없음|좋기|||죽은 |감독|실패| 전력 용량의 백분율은 배터리 수준 상태를 0에서 100 사이로 설정합니다. 네트워크 연결 상태 설명 네트워크 상태 및 현재 대기 시간 및 속도 특성을 결정합니다. 네트워크 지연 을 시뮬레이션한 네트워크 대기 시간 변경. 에뮬레이터 의 시작 부분에서 대기 시간 수준 또는 범위를 설정하거나 응용 프로그램이 에뮬레이터
에서 실행되는 동안 대기 시간을 변경하는 콘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뮬레이터의 시작 부분에 대기 시간을 설정하려면 아래 네트워크 대기 시간 형식 목록에 나열된 지원되는 대기 시간 값을 사용하여 -netdelay 에뮬레이터 옵션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넷지연 gprs -netdelay 40,100을 실행하는 동안 네트워크 지연을 변경하고 콘솔에 로그온하고 아래 네트
워크 대기 시간 형식 목록에서 지원되는 대기 시간 값으로 넷지연 명령을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지연 gprs 네트워크 지연 40 100 네트워크 대기 시간 유형 네트워크 대기 시간 유형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밀리초 의 수): gprs: GPRS. 최소 150및 최대 550의 지연 간격을 사용합니다. 팁: 팁/EGPRS. 최대 80의 대기 시간 범위를 최대 400개까지 사용합니다.
umts: UMTS/3G. 최대 35, 최대 200의 대기 시간 범위를 사용합니다. 없음: 대기 시간이 없습니다. num: 지정된 대기 시간을 밀리초 단위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최대: 지정된 대기 시간 범위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네트워크 속도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 전송 속도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에뮬레이터의 시작 부분에 네트워크 속도를 설정
하려면 네트워크 속도 유형의 다음 목록에 나열된 대로 지원되는 속도 값과 함께 -netspeed 에뮬레이터 옵션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속도를 변경하려면 - netspeed gsm @Pixel_API_26 에뮬레이터 -netspeed 14.4.80 @Pixel_API_26 에뮬레이터, 콘솔에 연결하고 아래 네트워크 속도 형식 목록에서 지원되는 속도 값으로 네트워크 속도 명령을 사용
합니다. 네트워크 속도 14.4 80 네트워크 속도 형식 네트워크 속도 형식 네트워크 속도 형식은 다음과 같은 것 중 하나입니다 (숫자는 킬로비트 / 초입니다): GSM / CSD. 14.4 업로드, 사용 14.4 다운로드 속도. hscsd: HSCSD. 14.4 업로드, 43.2 속도 사용 gprs: GPRS. 40.0 업로드, 80.0 다운로드 속도를 사용합니다. 팁: 팁/EGPRS. 118.4 업로드, 236.8 다
운로드 속도를 사용합니다. umts: UMTS/3G. 128.0 업로드, 1920 다운로드 속도 사용. hsdpa: HSDPA. 348.0 업로드, 14400.0 다운로드 속도를 사용합니다. lte: LTE. 58,000 다운로드, 173,000 다운로드 속도. 에브도: EVDO. 75,000 다운로드, 280,000 다운로드 속도. 전체 : 무제한 속도,하지만 컴퓨터의 연결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num: 초당 킬로비트
로 송신 및 촬영에 사용되는 정확한 속도를 설정합니다. up:down: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를 초당 킬로비트로 설정합니다. 네트워크 로그 패키지 {시작|중지}를 파일에 보냅니다. 다음 목록은 매개 변수 및 매개 변수 값을 설명합니다. 파일 시작: 지정된 파일로 패킷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중지 파일: 지정된 파일로 패킷 전송을 중지합니다. 상세 설명 전화 통신
에뮬레이션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는 자신의 동화 GSM과 CDMA 모뎀을 포함, 당신은 에뮬레이터에서 텔레포니 기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GSM을 사용하면 들어오는 전화 통화를 시뮬레이션하고 데이터 연결을 만들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CDMA는 구독 소스와 기본 로밍 목록을 제공합니다. Android 시스템은 실제 통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된 통화를 처리합니다. 에뮬레이터는 벨소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gsm 매개 변수 {통화 |수락 |=============================================================================================== 수락: 전화 번호에서 수신 전화를 수락하고 통화 상태를 활성으로 변경합니다. 현재 상태가 보류 중이거나 유지 관리된
경우에만 호출 상태를 활성 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소: 전화 번호에서 수신 또는 수신 전화 통화를 종료합니다. 사용 중: 전화 번호로 통화를 종료하고 통화 상태를 사용 중으로 변경합니다. 현재 상태가 보류중인 경우에만 통화 상태를 바쁠 수 있습니다. gsm 상태 명령 {데이터 |음성} GPRS 데이터 연결 상태 및 데이터 데이터 음성 상태를 변경 다음과 같
이 음성 연결 상태를 변경합니다.등록되지 않은: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홈 페이지: 로컬 영역 네트워크가 켜져 있고 로밍되지 않습니다. 로밍: 로밍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검색: 네트워크를 검색합니다. 거부: 긴급 통화만 가능합니다. 꺼짐: 등록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켜짐: 집과 동일합니다. 계속하려면 gsm 대기 호출의 상태를 변경합니
다. 현재 상태가 활성 상태이거나 보류 중인 경우에만 호출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Gsm 디렉토리에는 들어오는 모든 통화와 수신 전화 및 상태가 나열됩니다. GSM 상태는 현재 GSM 음성/데이터 상태를 보고합니다. 값은 음성 및 데이터 명령에 대해 설명된 값입니다. gsm 신호 {rssi |ber} 보고된 신호 강도(RSSI) 및 비트 오류 율(ber)을 다음 15초 업데
이트로 변경합니다. 다음 목록은 매개 변수와 값을 설명합니다. Rssi는 알 수없는 경우 0에서 31 및 99 범위. 버 범위는 0에서 7 및 99 알 수없는 경우. gsM 신호 프로파일 num 신호 강도 프로파일을 설정합니다. 0에서 4까지의 숫자를 입력합니다. cdma 소스 소스: 다음과 같이 현재 CDMA 구독 소스를 설정: 여기, 소스는 cdma 캐리어 가입자및 그들의 값을
포함 하는 네트워크 기반 허용 된 목록에서 구독을 읽습니다.nv: 비휘발성 RAM. ruim: 탈착식 사용자 ID 모듈(RUIM)에서 구독을 읽어보십시오. Cdma prl_version 버전은 PRL(기본 로밍) 버전을 거부합니다. 버전 번호는 시스템 선택 및 수집 프로세스에 사용된 정보가 포함된 PRL 데이터베이스용입니다. 에뮬레이터에서 센서 관리를 설명이러한 명령은 AVD
에서 사용할 수있는 센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센서 명령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가속도계 탭 및 추가 센서의 가상 센서 화면에서 에뮬레이터 설정을 보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장 컨트롤, 설정 및 도움말 작업 에서 참조하세요. 센서 상태는 모든 센서와 센서 상태를 나열합니다. 센서 상태 명령 출력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센서 이름 센서 이름 설
정을 얻기 위해 센서를 가져옵니다. 다음 예제는 가속 센서의 값을 취합니다. 센서 가속도 = 2.23517e-07:9.77631:0.81234 콜렉트(:)층 가속+수이 가성비+ 수강, 설정[] 다음: 제1회 가속 센서인 트렌디드 레인즈레인들레스(E)는 수이스 드나이다. 생성합니다. 다음 목록은 매개변수 및 그 값을 설명합니다.sender-phone-number: 임의의 숫자 문자열을 포함합
니다. textmessage: SMS 메시지입니다. 다음 예는 'hi there' 메시지를 4085555555 전화번호로 전송합니다. sms send 4085555555 hi there 콘솔은 SMS 메시지를 Android 프레임워크로 전달하고 Android 프레임워크는 SMS를 처리하는 에뮬레이터의 앱(예: 메시지 앱)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숫자 10개를 전달하면 앱에서 전화번호로 형식을 지정합니다.
더 길거나 짧은 숫자 문자열은 전송 방식을 표시합니다. 디지털 지문 시뮬레이션 설명 finger touch fingerprint-id 센서를 터치하는 손가락을 시뮬레이션합니다. finger remove 손가락 삭제를 시뮬레이션합니다.이러한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는 디지털 지문 시뮬레이션 및 검증을 참조하세요. 디지털 Προσομοίωση δακτυλικών αποτυπωμάτων
και επαλήθευση Σχήμα 1. Προσομοιώστε και επικυρώστε τον ψηφιακό έλεγχο ταυτότητας δακτυλικών αποτυπωμάτων της εφαρμογής σας χρησιμοποιώντας την εντολή Δάχτυλο οθόνης ψηφιακού ελέγχου ταυτότητας δακτυλικών αποτυπωμάτων. Τα εργαλεία SDK 24.3 και νεότερες εκδόσεις και android 6.0 (επίπεδο API 23) ή νεότερη
έκδοση απαιτούνται. Για να προσομοιώσετε και να επικυρώσετε τον έλεγχο ταυτότητας ψηφιακών δακτυλικών αποτυπωμάτων: Εάν δεν έχετε ακόμα ψηφιακή ταυτότητα δακτυλικού αποτυπώματος, επιλέξτε &gt; &gt; δακτυλικό αποτύπωμα ασφαλείας από τις ρυθμίσεις και ακολουθήστε τις οδηγίες εγγραφής για να καταχωρήσετε το νέο
ψηφιακό σας αποτύπωμα στον εξομοιωτή. Ρυθμίστε την εφαρμογή σας ώστε να επιτρέπει τον έλεγχο ταυτότητας ψηφιακών δακτυλικών αποτυπωμάτων. Όταν εκτελείτε αυτήν τη ρύθμιση, η συσκευή σας εμφανίζει μια ψηφιακή οθόνη ελέγχου ταυτότητας δακτυλικών αποτυπωμάτων. Ενώ η εφαρμογή σας εμφανίζει την οθόνη ψηφιακού
ελέγχου ταυτότητας δακτυλικών αποτυπωμάτων, μεταβείτε στην κονσόλα και εισαγάγετε την εντολή αφής δακτύλου και την ψηφιακή ταυτότητα δακτυλικών αποτυπωμάτων που δημιουργήσατε. Αυτό προσομοιώνει το άγγιγμα ενός δακτύλου. Στη συνέχεια, η εφαρμογή πρέπει να ανταποκρίνεται σαν ο χρήστης να την άγγιξε και στη συνέχεια
να σηκώνει το δάχτυλο από τον αισθητήρα δακτυλικών αποτυπωμάτων. Τα δείγματα περιεχομένου και κώδικα σε αυτήν τη σελίδα υπόκεινται στις άδειες χρήσης που περιγράφονται στην Άδεια Χρήσης Περιεχομένου. Η Java είναι σήμα κατατεθέν της Oracle ή/και των θυγατρικών της. Τελευταία ενημέρωση 2020-10-22 UTC. Utc.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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