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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3: gdb    사용법 공부 수행 보고서

1. 목적

 GDB ①    의 역할과 사용법을 익힌다.

 ②  예제 프로그램(  문자전송 에뮬레이션)  디버깅을 수행한다.

 ③       프로그램을 각자의 개성에 맞게 수정한 후 실행한다.

2.  필요 환경

 GDB ① 프로그램

 ②  프로그램 컴파일러(gcc, cc)

3.   과제 수행 내역

 GDB ①  사용법 조사

 GDB ①    로 예제 프로그램 디버깅

 ②   예제프로그램 소스 수정

4.  과제 수행

 GDB ①   요약 및 사용법

역사

GDB  는 1988  년   에서  리처드 스톨만    에 의해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하에 배포되는 

 자유 소프트웨어이다.

1990  년에서 1993      년에 걸쳐 시그너스 솔루션즈에서 근무하는  존 길모어   에 의해 관리되었다.

기능

GDB  는  컴퓨터 프로그램         의 실행을 추적하고 수정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프로그램의 

 내부 변수      들의 값을 모니터링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과정과 독립적으로 함수

   를 호출할 수도 있다.

GDB  는 (2003  년   현재) Alpha, ARM, H8/300, System/370, System 390, X86, IA-64 "아이태니엄", 모토로라 

68000, MIPS, PA-RISC, PowerPC, SuperH, SPARC, VAX     와 같은 다양한 머신들을 지원한다.

       표준 릴리즈에 포함된 덜 알려진 타겟 프로세서로는 A29K, ARC, AVR, CRIS, D10V, D30V, FR-30, FR-V, 인텔 

i960, M32R, 68HC11, Motorola 88000, MCORE, MN10200, MN10300, NS32K, Stormy16, V850, VAX, 

Z8000,EISC,            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들 중에는 새 릴리즈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GDB   는 내부에 M32R  이나 V850         과 같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타겟 프로세서들에 대한 시뮬레이터  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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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명령어

break :   소스 파일내에 Breakpoint   를 설정하는 명령어.  디버깅시 breakpoint   에서 자동으로 멈춘다.

run :   디버깅을 시작하는 명령어. GDB    를 시작하는 명령어와는 다르다.  주의가 필요함.

gdb : GDB   를 시작하는 명령어

next :    소스의 다음 라인을 수행한다. step      과는 달리 함수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step :    소스의 다음 라인을 수행한다.        만약 함수가 다음 수행라인에 있다면 함수의 안으로 들어간다.

until :           루프를 만났을 경우 이 명령어를 수행하면 자동으로 루프의 종료 지점까지 수행한다.

 GDB ②  디버깅 사용

 사진 1: GDB  실행 1( run, break  명령어 실행)



 사진 2: GDB 실행2 (next, display)

 사진 3: GDB 실행3 (watch, until)



 ③    수정된 예제 프로그램

 사진 4: GDB 실행4 (  프로그램 종료)

 사진 5:  수정된 sample 프로그램



5.     본인 역할 및 요구 등급

 GDB①        사용 및 프로그램 수정 모두 자신의 힘으로 수행하였음.

 A②  등급을 요구함.

6.  참고 사이트

 ① http://kldp.org :     코리아 리눅스 도큐먼트 프로젝트

 ② http://ko.wikipedia.org :  위키피디아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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