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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서비스란? 

• 비주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없음 
 

• 액티비티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끊임없이 실행이 됨 
 

• 백그라운드에서 정해지지 않은 시간 동안 항상 동작 
 

• 대표적인 예 : MP3 재생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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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비스 클래스  
   사용하기 

3 



• Service 클래스를 확장하여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 
• 해당 매소드를 오버라이딩 

public class MyService extends Service { 
    @Override 
    public void onCreate(){ 
    //서비스가 생성 될 때 수행할 동작 
    } 
     
    @Override 
    public IBinder onBind(Intent intent){ 
    //서비스 바인딩 구현으로 대체한다 
    return null; 
    } 
     
    @Override 
    public void onStart(Intent intent, int startId){ 
    //서비스가 시작될때 수행할 동작 
    } 
     
    @Overrride 
    public void onDestroy(Intent intent, int startId){ 
    //서비스가 종료될 때 수행할 동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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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페스트 파일에 서비스를 선언 
• application 노드에 자식 엘리먼트로 service를 추가 
 
 

<service android:enable="true" 
    android:name=".Myservice"></service> 

Intent intentMyservice = new Intent(this, Myservice.class) 
    ComponentName service = startService(intentMyService); 

•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서비스를 지정할 인텐트를  
  전달인자로 하여 startService()메소드를 호출 
 

stopService(new Intent(this, service.getClass())); 

• 서비스를 정지시키려면 외부로부터  
  stopService()메소드를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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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비스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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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id onCreate( ) 
2. Void onstart(Intent intent) 
3. Void onDesroy( ) 

• 서비스의 생애주기는 3개의 메소드로 진행됨 
 

• onCreate( ) 메소드는 서비스가 생성 될 때 호출됨 
 
• onStart( ) 메소드는 서비스를 외부에서 실행시키면 호출                   
됨 
 

• onDestroy( ) 메소드는 서비스가 종료될 때 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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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reate onStart onDestroy 

• 이미 시작된 서비스는 onStart( ) 메소드의 실행을 마친 후 
  바로 onDestroy( )로 가는 것이 아님 
 
• 다음 실행을 위해 대기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계속 살아있게 됨  
 
• 이때 외부에서 서비스를 실행시키면 
  onStart() 메소드가 호출됨 
  
• 시스템에 리소스가 모자라게 되면 OS가 프로세스를 죽이 
  되고 이때 onDestroy() 메소드에 의해서 서비스가 종료됨 
 
•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onCreate( )가 작동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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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 

3.서비스의 
바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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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 

서비스의 바인드란? 

•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호출하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를 접속 하는 것 
 
• 서비스 기능을 호출함으로써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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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비티가 서비스에 바인딩되면, 그 액티비티는  
  해당 서비스 인스턴스 자체에 대한 레퍼런스를 유지함 
 
• 인스턴스화된 기타 다른 클래스에 대해 하는 것처럼 실행 
  중인 서비스에 대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줌 
 

• 일반 서비스는 client가 서비스의 동작을 알 수 없지만,     
  바인딩된 서비스는 상태를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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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 

서비스 와 바인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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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딩된 서비스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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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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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MyService extends Service{ 
   
  private final IBinder binder = new MyBinder(); 
   
  @Override 
  public IBinder onBind(Intent intent){ 
   Log.i(DEBUG_TAG, "MyService-onBind"); 
  // 서비스가 요구되었을 때에 Binder를 임플리먼트한 인스턴스를 반환한다. 
   return binder; 
  } 
   
  public class MyBinder extends Binder{ 
   MyService getService(){ 
   Log.i(DEBUG_TAG, "MyBinder-getService"); 
   return MyService.this; 
   } 
  } 

• 서비스의 바인딩을 위해서는 onBind 메소드 구현해야 함 
• 서비스와 액티비티를 연결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클래스(액티비티)가 
  서비스 고유의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Bind의 요구를 실행함 
• 바인드의 결과를 받는 ServiceConnection이라는 리스너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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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인드할 서비스 
    private MyService serviceBider; 
     
 // 서비스와 액티비티 간의 연결을 다룬다 
    private ServiceConnection mConnection = new ServiceConnection(){ 
     //연결이 만들어질 때 호출된다 
     @Override 
     public void onServiceConnected(ComponentName name, IBinder service){ 
     serviceBinder = ((MyService.MyBinder)service).getService(); 
     Log.i(MyService.DEBUG_TAG, name.getShortClassName()+"Connected"); 
     } 
     // 서비스가 예기치 않게 끊어진 경우 호출된다 
     @Override 
     public void onServiceDisconnected(ComponentName name){ 
     serviceBinder = null; 
     Log.i(MyService.DEBUG_TAG ,name.getShortClassName()+"Disconnect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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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ServiceConnection을 구현하고 연결이 수립된 
 서비스 인스턴스에 대한 레퍼런스를 얻기 위해       
OnServiceConnected()와 OnServiceDisconnected()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야 함 
 
•바인드가 성공하면  
 리스너의 onServiceConnected() 메소드가 호출됨 
 
•바인드하고 있는 불필요한 서비스를 상태에 따라 정지하기 위해
서는 언바인딩함 
 

•그러면 onServiceDisconnected()메소드가 호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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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 

4.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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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서비스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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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서비스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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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서비스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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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서비스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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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서비스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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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서비스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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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서비스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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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서비스에 액티비티 바인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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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서비스에 액티비티 바인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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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서비스에 액티비티 바인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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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서비스에 액티비티 바인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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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서비스에 액티비티 바인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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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서비스에 액티비티 바인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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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LISTENING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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