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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ON3 is a 32-bit synthesizable processor based on the SPARC V8. It can be connected to AMBA 2.0 bus and has a 7-

stage pipeline, IEEE-754 FPU and 256[KB] cache. It can be easily implemented using FPGA and used for a SoC design. DSU which 

comes with LEON3 can be used to control and monitor the operation of LEON3. And DSU makes it easy to set a debugging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both hardware and software for an embedded systems based on LEON3. This paper presents the 

summary of the debugging tool for LEON3 based embedded systems. The debugging tool can initialize the target hardware, find out 

how the target hardware is configured, load application code to a specified memory space and run that application code. To provide 

users a debugging environment, it can set breakpoints and control the operation of LEON3 correspondingly. And function call trace is 

one of key functions of the debugg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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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개발의 유연성과 효율성, 그리고 개발 비용의 경제성 등의 

장점 때문에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FPGA의 활용도가 증가하

였다[1-3]. 특히 FPGA의 집적도가 높아지고 성능이 지속적으

로 향상되면서 FPGA를 이용하여 SoC 기반의 임베디드 시스

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졌다. 고속의 연산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세서 하드코어가 내장된 FPGA

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IP 형태로 제공되는 

ARM사의 Cortex-M1, Microsemi사의 Core8051, Xilinx사의 

MicroBlaze 또는 Gaisler사의 LEON 같은 소프트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우주 환경에 적합한 RT (Radiation Tolerant)급 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우주 개발 프로그램에서는 유럽을 중심으

로 LEON 같은 소프트 프로세서를 RT급 FPGA나 ASIC으로 

구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방산 물자 수출 제한(export 

license) 규정 때문에 미국산 RT급 마이크로프로세서 부품을 

유럽이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LEON의 시초는 미국의 방산 물자 수출 제한(export license) 

규정 때문에 항공우주 분야의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유

럽이 그 해결책의 하나로 SPARC V7을 기반으로 개발했던 

ERC32라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이다. SPARC V7에 우주 환경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레지스터에 TMR (Triple 

Modular Redundancy) 회로나 패리티 회로 등이 추가되어 만

들어진 ERC32는 ESA가 주도하는 항공 우주 개발 프로그램

에 적용되었고, 현재는 후속 버전인 LEON3가 국내외 항공 

우주 개발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4-12]. 

LEON3은 SPARC V8을 기반으로 ESA (European Space 

Agency)에 의해 개발된 32비트 소프트 프로세서로 7단계 파

이프라인, IEEE-754 FPU (Floating Point Unit) 그리고 256[KB] 

캐쉬 등을 지원하고 AMBA 2.0 버스에 접속될 수 있다. 

LEON3는 합성 가능한 VHDL로 기술되어 있어 FPGA로 구

현하기 용이하며 SoC 설계에도 사용될 수 있다. FPGA로 구

현했을 때 125[MHz] 그리고 0.13[µm] ASIC으로 구현했을 때 

400[MHz]로 동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LEON3의 

IP는 Gaisler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함께 제공되는 IP 패키

지인 GRLIB에 포함된 각종 주변 장치들을 활용하면 LEON3 

기반의 임베디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LEON3와 함께 제공되는 DSU (Debug Support Unit) [13]를 

AMBA 버스를 통하여 접근하면 LEON3의 동작을 제어하거

나 동작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LEON3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거나 디버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다

[14,15]. 

임베디드 시스템의 디버깅 도구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채용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에 매우 종속적이다. 본 논문은 DSU를 이용하여 LEON3의 

동작을 통제하고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LEON3 기반의 

임베디드 시스템 하드웨어를 위한 디버깅 도구의 개발 결과

를 정리한 것이다.  

 

II. 디버깅 도구 개요 

그림 1은 개발된 LEON3 디버깅 도구가 DSU를 통하여 

LEON3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 하드웨어를 통제하고 그 상태

를 파악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다. LEON3 디버깅 

도구는 직렬 통신을 통하여 SDI (Serial Debug I/F)와 통신하고 

AMBA 버스의 AHB Master I/F를 갖고 있는 SDI는 디버깅 도

구의 요청에 따라 AMBA 버스에 읽기 또는 쓰기 동작을 수

행한다. LEON3 프로세서의 내부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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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U에 접근하고, 메모리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Memory 

Controller에 접근한다. 즉 LEON3 디버깅 도구가 SDI를 통하

여 AMBA 버스에 접속된 DSU, 메모리 그리고 주변 장치들

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DSU는 AMBA 버스에서 일어난 최근 동작을 저장하는 

AHB Trace Buffer를 포함하고 있으며 Debug I/F를 통하여 

LEON3 프로세서의 FPU (Floating Point Unit), 각종 내부 레지

스터, Instruction 및 Data Cache 등에 접근할 수 있다. 

개발된 LEON3 디버깅 도구의 기능 구성도는 그림 2와 같

다. 타겟 하드웨어 초기화 블록은 메모리 공간의 특정 주소

에 저장되어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Plug&Play) 정보를 읽어

서 타겟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IP 목록과 할당된 주소 목록을 

획득하여 타겟 하드웨어의 구성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하

드웨어 구성 정보를 바탕으로 타겟 하드웨어의 AMBA 버스

에 접속된 주변 장치들의 레지스터들을 사용자가 설정한 값

들로 설정한다. 

디버깅 도구에는 ELF (Executable and Linkable Format) 파일 

구문분석기(parser)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ELF 파일을 분석하여 메모리에 탑재해야 할 실행 코드를 추

출하고, 전역 변수와 함수 등의 심볼과 해당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심볼/주소 테이블을 확보한다. 이 심볼/주소 

테이블은 이후의 디버깅 도구 동작에서 심볼과 주소 사이의 

변환에 사용된다.  

실행 코드만 포함되어 있는 BIN(Binary) 파일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문분석기 없이 실행 코드를 추출할 수 있다. BIN 

파일이나 ELF 파일에서 추출된 실행 코드는 타겟 하드웨어

의 메모리 공간의 지정된 주소에 탑재될 수 있으며 탑재된 

코드는 실행될 수 있다. 

실행 코드의 실행 전에 중단점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실행 

도중에 중단점을 만나게 되면 코드의 실행이 일시 정지된다. 

중단점에 의해 코드의 실행이 중지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조

작에 따라 명령어 단위의 단계적 실행 및 계속 실행이 가능

하다. 그리고 중단점을 기준으로 어떤 함수들이 호출되었는

지 파악할 수 있는 함수 호출 과정 추적 기능이 있다. 

타겟 하드웨어의 메모리에 탑재된 실행 코드의 이진 코드

를 SPARC V8의 명령어 집합(instruction set) 정보를 바탕으로 

어셈블리 언어로 변환하는 코드 역어셈블링(disassembling) 기

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AHB 버스에서 일어난 최근의 동작을 

파악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사용자가 지정한 메

모리의 주소 또는 LEON3 레지스터에 저장된 정보를 읽거나 

특정 값을 기입하는 기능이 있다. 

 

III. 주요 기능 

1. SDI와의 통신 

디버깅 도구는 SDI에게 그림 3과 같은 ‘읽기 명령 패킷’과 

‘쓰기 명령 패킷’을 직렬 통신 방식으로 전달하여 디버깅 동

작을 수행한다. 각 패킷은 제어 바이트와 32비트의 주소 그

리고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기입용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제

어 바이트는 읽기/쓰기 명령에 따라 ‘10’/‘11’의 2 비트와 (전

송될 워드 길이 – 1)를 의미하는 6 비트로 구성된다.  

SDI는 읽기 명령 패킷을 수신하면 AHB 버스에서 마스터

로 동작하면서 요청된 워드 길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응답

으로 반환한다. 반환되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주소는 읽기 명

령 패킷에 지정된 주소부터 요청된 데이터에 상응하는 주소

까지이다. 쓰기 명령 패킷이 SDI에 수신되면 지정된 주소부

터 기입용 데이터가 AHB 버스를 통하여 기입된다. 이때 쓰

기 명령 패킷에 대한 응답은 전송되지 않는다. 

2. 타겟 하드웨어 초기화 

타겟 하드웨어의 AHB 버스와 APB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주변 장치의 목록과 각 주변 장치에 할당된 주소를 파악하여 

이들을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초기화한다. 주변 장치의 목록

과 각 주변 장치에 할당된 주소는 각 장치 별로 특정 주소에 

그림 4와 5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 정보

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플러그 앤 플레이 정보에는 IP

의 이름, 제조사, 버전, 사용되는 IRQ (Interrupt Request) 그리

그림 1. 디버깅 도구, DSU 그리고 LEON3. 

Fig.  1. Debugging tool, DSU and LEON3. 

 

그림 2. 디버깅 도구의 기능 구성도. 

Fig.  2. Function block diagram of the debugging tool. 

 

 

그림 3. SDI 명령 패킷의 구조. 

Fig.  3. Structure of command packet for 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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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메모리 공간에 할당된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플러그 앤 플레이 정보는 LEON과 함께 배포되는 GRLIB에 

포함된 IP들에 대해 제공되는 기능이다. 

그림 6은 실제 LEON3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해 디버

깅 도구를 이용하여 플러그 앤 플레이 정보를 통하여 시스템

에 포함된 IP 관련 정보를 출력한 예이다. 

3. 실행 코드 탑재 및 실행 

실행 코드 탑재 기능은 BIN 파일과 ELF 파일을 지원한다. 

BIN 파일이 선택되면 BIN 파일에 포함된 실행 코드를 사용

자가 지정한 메모리의 주소 영역에 기입하고, ELF 파일이 선

택된 경우에는 ELF 파일 내부를 분석하여 실행 코드가 탑재

되어야 하는 메모리의 물리 주소를 획득하고, PT_LOAD 세

그먼트를 찾아 메모리에 탑재되어야 할 실행 코드를 확보하

여 이를 메모리에 기입한다. 

실행 코드의 탑재가 완료된 후 사용자의 실행 요청이 전달

되면 LEON3 프로세서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LEON3 프

로세서의 PC (Program Counter), NPC (Next Program Counter), SP 

(Stack Pointer), WIM (Window Invalid Mask) 그리고 PSR 

(Processor Status Register) 등을 적정 값으로 설정한다. 

 

그림 7. 소프트웨어 중단점을 이용한 디버깅 흐름도. 

Fig.  7. Flowchart for debugging with software breakpoints. 

 

4. 중단점(Breakpoint) 설정 및 적용 

중단점은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트랩(trap)을 발생하여 

LEON3 프로세서의 동작을 일시 중지시키고 레지스터나 메

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파악하거나, 최근에 호출된 함수

의 목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중단점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삽입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중단점은 사용자가 원하는 메모리 물리 

주소에 트랩을 발생하는 ‘ta 1’ 명령을 기입하여 삽입할 수 있

다. 이를 위해 ‘ta 1’ 명령이 기입되는 지점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명령어를 읽어 놓았다가 중단점 적용 이후 복원하여 주

어야 한다. 그리고 중단점이 삽입되어야 하는 메모리 영역이 

명령어 캐시에 존재하는지 파악하여 필요하면 명령어 캐시에

서 중단점에 해당하는 지점에도 ‘ta 1’ 명령을 기입하여 준다. 

소프트웨어적인 중단점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위와 반대의 

과정을 따르면 된다. 그림 7은 소프트웨어 중단점을 이용한 

디버깅 실행 과정의 흐름을 보여준다. 

하드웨어적인 중단점은 LEON3 프로세서의 IU (Integer 

Unit)에 포함되어 있는 Watch-point Register를 이용하여 삽입

할 수 있다. 중단점을 삽입하고자 하는 메모리 물리 주소와 

그림 4. AHB 플러그 앤 플레이 정보. 

Fig.  4. AHB Plug&Play information record. 

 

그림 5. APB 플러그 앤 플레이 정보. 

Fig.  5. APB Plug&Play information record. 

 

 

그림 6. 플러그 앤 플레이 정보 획득 예. 

Fig.  6. Example of the acquisition of Plug&Pla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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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값을 그림 8과 같은 Watch-point Register에 저장하고 

이들이 적용되도록 특정 비트들을 적절히 설정하면 LEON3 

프로세서가 중단점이 설정된 메모리 지점에 접근할 때 Trap

이 발생된다. 

중단점에 의해 Trap이 발생한 LEON3 프로세서는 DSU에 

포함된 Break Single Step 레지스터를 이용하면 명령어 단위로 

그 실행을 통제할 수 있다.  

5. 함수 호출 과정 추적 

함수 호출 과정 추적 기능은 LEON3 프로세서의 동작이 

정지된 상태에서 최근에 호출된 함수 목록을 파악하는 기능

이다. 이를 통하여 어떤 함수의 코드를 실행 중이었는지 실

행 중이던 함수를 호출한 상위 함수는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WIM (Window Invalid Mask) 값과 CWP (Current 

Window Pointer) 값을 이용하여 그림 9의 윈도우가 적용된 r 

레지스터 맵으로부터 각 함수 별로 사용된 r 레지스터들을 

파악한다. 그리고 그림 10과 같은 LEON3 프로세서의 레지스

터에 남아 있는 함수 호출의 흔적을 해석한다. 이때 ELF 파

일의 구문 분석을 통해서 획득한 함수-메모리 주소 정보와 

대조하여 최근에 호출된 함수 목록을 각 함수 호출 당시의 

PC와 SP 값과 함께 출력한다. 

그림 11은 함수 호출 과정의 추적 예를 보여준다. 그림에

서는 start_up 코드, main 함수, _start 함수 그리고 하드웨어 리

셋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이어지는 호출 과정을 PC와 

SP 값과 함께 볼 수 있다. 

 

 

그림 9. 윈도우가 적용된 r 레지스터. 

Fig.  9. Windowed r registers. 

 

그림 10. 사용자 모드에서 본 LEON3 레지스터 구조. 

Fig.  10. LEON3 register set as seen by a User-Mode procedure. 

 

 

그림 11. 함수 호출 과정 추적 결과 예. 

Fig.  11. Example of function call trace. 

 

6. 역어셈블링 

LEON3의 코어인 SPARC V8의 명령어는 총 세 가지 형태

를 가지며 CALL 관련 명령어, Branch 관련 명령어, 메모리 

관련 명령어 그리고 산술/논리 연산 명령어로 구분된다. 역어

셈블링 기능은 사용자가 지정한 주소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이진 코드를 읽어서 이를 SPARC V8의 명령어 집합

(instruction set) 정보에 따라 어셈블리 언어로 변환한다. 

그림 12는 0x40000000 번지부터 0x40000024 번지 사이에 

탑재되어 있는 코드에 대해 역어셈블링을 실행하여 이진 코

드를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하여 출력한 예를 보여준다. 

 

 

그림 12. 역어셈블링 결과 예. 

Fig.  12. Example of disassembling. 

그림 8. Watch-point 레지스터. 

Fig.  8. Watch-point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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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HB Trace Buffer에 저장되는 정보의 구조. 

Fig.  13. Structure of the information stored in AHB Trace Buffer. 

 

 

그림 14. Instruction Trace Buffer에 저장되는 정보의 구조. 

Fig.  14. Structure of the information stored in Instruction Trace 

Buffer. 

 

7. AHB 동작 추적 

DSU는 AHB 버스에서 발생한 최근 동작을 저장하는 AHB 

Trace Buffer와 LEON3에 의해 최근 실행된 명령어들을 저장

하는 Instruction Trace Buffer를 내장하고 있다. 그림 13과 14는 

이들에 저장되는 정보의 형태를 보여준다. 

그림 15와 16는 AHB Trace Buffer와 Instruction Trace Buffer의 

내용을 읽고 해석하여 타겟 하드웨어의 AHB 버스에서 발생

한 최근 동작과 LEON3에 의해 실행된 최근 명령어들을 출

력한 예를 보여준다.  

8. LEON3 내부 레지스터 파악 

DSU는 LEON3의 내부 레지스터를 직접 접근할 수 있다. 

LEON3의 레지스터는 프로세서 관련 레지스터와 IU 관련 레

지스터로 구분된다. 프로세서 관련 레지스터에는 Cache 

Control Register, Cache Test Register, Instruction Cache 

Configuration Register, Data Cache Configuration Register, Processor 

FT Register 그리고 Processor Configuration Register가 있다. 그

림 17은 LEON3의 프로세서 관련 레지스터의 내용을 출력한 

예이다. 

IU 관련 레지스터에는 IU 레지스터 파일과 PSR 레지스터, 

WIN 레지스터, TBR 레지스터, Y 레지스터, PC 레지스터 그리

고 NPC 레지스터 등이 있다. 그림 18은 이들 레지스터의 내

용을 출력한 예이다. 

 

IV. 결론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부품은 지상용 

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전자 부품과 달리 그 종류나 수급이 

상당히 제한된다. 그 중 가장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 마이크

로프로세서이다. 유럽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SPARC V8을 기

반으로 LEON3를 개발했으며 이를 우주 복사 환경에서도 동

작할 수 있는 LEON3FT (Fault Tolerance)로 구현하여 우주 개

발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다. 이미 LEON3의 다음 버전인 

LEON4도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에서

도 LEON3FT가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사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LEON3는 GNU 라이센스에 따라 무료로 연구나 교육용으

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디버깅 도구를 활용

하면 교육 및 연구 목적의 LEON3 수정이나 성능 개선이 효

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LEON3와 

AMBA 버스를 기반으로 임베디드 시스템 하드웨어를 개발

할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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