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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본 문서는 ETK-AT91SAM7SE512 보드(이하 “타겟보드”라 칭함)를 사용하여 uC/OS-II를 포팅한 내용

을 기술한다 
 

(2). 본 문서의 uC/OS-II는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임베디드시스템학과(http://embedded.suv.ac.kr/, 
현재는 임베디드시스템연구실 http://uembedded.suv.ac.kr)의 노영섭 교수님께서 ETK-
AT91SAM7SE512 보드용으로 작성하신 소스를 기준으로 한다. 
 

(3). 다음 과정을 포함한다. 
①. 환경 설명 
②. Cygwin 설치 및 사용 
③. 컴파일러 설치 및 사용 
④. SAM-BA 설치 및 사용 
⑤. uC/OS-II 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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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설명 
(1). 포팅 이란 ? 

①. 야후 사전 검색 결과 : 컴퓨터> (소프트웨어·데이터 등의) 이식(移植).  
②. 사용할 보드에 맞게 OS및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프로그리밍 해주는 작업이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uC/OS-II가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는 것과 주변 장치들이 uC/OS-II를 이용하여 제어가 가능하도

록 하는 것이다. 
 

(2). 포팅 환경 
①. 사용보드 : ETK-AT91SAM7SE512 
②. 운영체제 : uC/OS-II v2.83 
③. 컴파일러 : ARM-ELF-GCC 
④. Etc.      : cygwin 쉘 프롬프트 사용 
 

(3). Target board : ARM7TDMI-AT91SAM7S(E)512 
 

 
 

(4). ARM7TDMI-AT91SAM7S(E)512의 규격 
①. MCU : AT91SAM7SE512 
②. Core : ARM7TDMI 
③. Internal Memory : Flash - 512KB, SRAM - 32KB 
④. External Memory : SRAM - 256K x 16 bit 
⑤. Clock oscillator : 18.432MHz 
⑥. Key input : 16 switches(4 x 4), External IRQ, External FIQ 
⑦. Outputs : 3 LEDs, 7-Seg.,  
⑧. LCD : 2-Line character LCD 
⑨. Sensors : IR (Infrared), CdsCell (Light), Thermistor (Temperature) 
⑩. Communication channel : 2-UARTs, USB Device 
⑪. Operating voltage : 5VDC(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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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ygwin 설명 및 설치 
(1). 설명 

①. Cygwin은 윈도우를 위한 리눅스 쉘 환경이다.  
②. 컴파일러인 ARM-ELF-GCC는 리눅스 쉘 환경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Cygwin을 사용해야 한다. 

(2). 설치 
①. http://www.cygwin.com 에서 setup.exe 파일을 다운 로드 한다. 

 
 

②. Setup.exe를 실행 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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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nstall from Internet”선택 후 “다음”을 클릭한다. 

 
 

④. 설치 폴더를 설정 후 “다음”을 클릭한다. 

 
 

⑤. 패키지를 다운로드할 폴더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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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터넷 연결 설정을 “Use IE5 Setting”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한다. 

 
 

⑦. Cygwin을 다운로드 할 ftp 사이트”ftp://ftp.kaist.ac.kr”를 지정해 주고 “다음”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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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설치할 패키지를 Base, Devel, Editors, Interpreters, Utils만 Install하고 나머지 패지지는 Default로 
설정하고 “다음”을 클릭한다. 

 
 



uC/OS-ii                      ETK-ARM7TDMI-AT91SAM7SE512                      2008.03.22 

SUV(Seoul University of Venture and Information)       - 7 -                  Lab. of u-Embedded Systems 
(http://www.suv.ac.kr/)                                                (http:/uembedded.suv.ac.kr/) 

⑨. 설치가 완료 될 때 까지 대기한다.(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⑩. Cygwin 설치가 완료 되고 “마침”을 클릭한다. 

 
 

⑪. 바탕 화면에 다음 아이콘을 클릭한다. 

 
⑫.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 된 것이다. 

 



uC/OS-ii                      ETK-ARM7TDMI-AT91SAM7SE512                      2008.03.22 

SUV(Seoul University of Venture and Information)       - 8 -                  Lab. of u-Embedded Systems 
(http://www.suv.ac.kr/)                                                (http:/uembedded.suv.ac.kr/) 

4. 컴파일러 설치 
(1). 설명 

①. 타겟 보드의 환경이 x86계열의 CPU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흔히 쓰는 컴파일러는 사
용할 수 없다. 본 문서에서는 타겟 보드의 CPU가 ARM계열이므로 ARM-ELF-GCC를 사용한다. 이
와 같은 컴파일 환경을 크로스 컴파일이라 하며 다음 절에서 크로스 컴파일 환경을 구축한다. 

(2). 설치 
①. ARM Tool-Chain을 http://www.gnuarm.org 에서 binutils-2.17, gcc-4.1.1-c-c++, newlib-1.14.0, 

insight-6.5, setup.exe [25.1MB]를 다운로드 한다. 

 
 

 
 

②. 다운로드한 파일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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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치 화면이 나오고 “Next”을 클릭한다. 

 
 

④. 라이선스 설명애다한 동의를 하고 “Next”을 클릭한다. 

 
 

⑤. 설치 폴더를 설정한뒤 “Next”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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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설치 옵션에서 “Full installation”를 선택하고 “Next”을 클릭한다. 

 
 

⑦. 시작 버튼 설정 화면이 나오고 “Next”을 클릭한다. 

 
 

⑧. Cygwin을 설치할수 있는 옵션 화면이 나오고 Cygwin을 이미 설치 하였으므로 Install Cygwin 
DLLs (ONLY in case you don’t have or don’t use Cygwon)옵션 설정을 해제하고 “Next”을 클릭한다. 

 



uC/OS-ii                      ETK-ARM7TDMI-AT91SAM7SE512                      2008.03.22 

SUV(Seoul University of Venture and Information)       - 11 -                  Lab. of u-Embedded Systems 
(http://www.suv.ac.kr/)                                                (http:/uembedded.suv.ac.kr/) 

⑨. 설치 준비 화면이 나오고 “Install”을 클릭한다. 

 
 

⑩. 설치가 끝나고 완료 화면이 나오며 “Finish”을 클릭한다. 

 
 

⑪. Cygwin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다. 
arm-elf-gcc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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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C/OS-II 폴더 구조 및 소스 
1). uC/OS-ii source와 folder structure 

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보드와 비슷한 구조의 소스를 uC/OS-II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필요 파일만 
선별 하여 재구성해야 된다. 

(1). 원본 소스 폴더 구조 
①. http://www.micrium.com/atmel/AT91SAM7.html 로 이동한다. 
②. 다음 파일을 다운 로드한다. 

 
 

③. uC/OS-II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한 소스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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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구성한 소스 폴더 구조 
①. 위의 원본 소스 폴더에서 아래 파일을 복사하여 다음과 같은 폴더로 구성 한다. 

 
* 위 항목에 없는 파일은 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보드와 관련이 없는 파일이므로 삭제한다. 
 

②. 추가 된 파일 
 위 파일 중 아래 항목의 파일은 추가된 것이다. 

 at91sam7-ld-script : 원본 소스 컴파일러와 본 문서에서 사용할 컴파일러가 달라 추가된 파일. 
링크 스크립트 항목을 참조바람. 

 Makefile         : 원본 소스 컴파일러와 본 문서에서 사용할 컴파일러가 달라 추가된 파일. 
컴파일 시 모든 소스파일의 일괄 컴파일을 담당하는 파일임.  

 etk.h            : ETK-AT91SAM7SE512 보드용 주변 장치 설정 파일 
 etk.c            : ETK-AT91SAM7SE512 보드용 주변 장치 설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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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팅 하기 
(1). 개요 

①. uC/OS-II를 포팅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ARM 코어에 종속적인 코드를 uC/OS-II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여 uC/OS-II가 원활하게 작동 할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하드웨어

에 대한 많은 이해와 함께 프로그래머의 많은 노력을 요하는 작업이다. 본 문서에서는 이 작업을 
간단하게 진행 할수 있도록 uC/OS-II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샘플 코드를 변경하는 형식으로 진
행한다. 

 
②. 원본 소스의 컴파일러 환경은 ‘IAR’ 이라는 상용 컴파일러를 사용했다. 본 문서에서는 GNU의 

ARM코어 용으로 개발된 ARM-GCC 컴파일러를 사용할 것이므로 컴파일러의 차이에 따른 부수적

인 소스 파일 수정 작업을 진행 해야 한다.  
 

(2). 파일 수정 내역 
①. 변경( IAR  GCC )된 파일 목록(파일의 대소문자 주의) 

 cstartup.s            cstartup.S 
 cpu_a.s              cpu_a.S 
 os_cpu_a.asm        os_cpu_a.S 
 app_cfg.h            app_cfg.h 
 includes.h           includes.h 
 ioat91sam7se512.h    ioat91sam7se512.h 
 os_cfg.h             os_cfg.h 
 bsp.h               bsp.h 
 os_cpu_h            os_cpu.h 
 어셈블러 파일은 컴파일러 특성상 확장자가 소문자 ‘s’ 인것을 대문자 ‘S’로 변경함 

②. 추가 
 Makefile 

 gcc 컴파일러 환경에서 사용하는 make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 파일 
 at91sam7-ld-script 

 gcc 컴파일러 환경에서 사용하는 링커 스크립트 설정 파일 
 etk.h, etk.c 

 ETK-AT91SAM7SE512 보드용 주변장치 설정 및 초기화 파일 
③. 삭제 

 Ucos-ii.c 
 Os_db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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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 내용 정리 
①. IAR 컴파일러와 GCC 컴파일러간의 문법 차이점 

 별첨 1. 참조 
②. 파일 별 변경 내용 

 cstartup.S 
 Setup variables : data, bss 
 CONTINUE TO main() in app.c 
 Disable Watchdog Timer 
 Call Ext_SRAM_Init() : Init. the external SRAM 
 Call PLL_Init() : Init. PLL 

  os_dcc.c 
  Remove the #pragma. 

 #pragma  diag_suppress=Pe940 
  app.c 

 uC/Probe의 app.c를 가져다 수정하였음 
 Probe와 관련된 모든 코드 삭제 
 AppFormatDec() 함수 제거 

 bsp.c 
 Probe에 관한 코드 삭제 
 Joystick에 관한 함수 삭제 
 PB(Push Button)에 관한 함수 삭제 
 #define 문 이동 -> etk.h 

  etk.h 
 Definitions for the ETK-AT91SAM7SE512 board 

  etk.c 
 void Ext_SRAM_Init(void); 
 void Ext_SRAM_Clean(void); 
 void SevenSeg_Init(void); 
 //INT8U Conv_To_7seg(INT8U c); 
 void SevenSeg_Putui(INT8U c); 

  at91sam-7-ld-script 
  cstartup.S를 .text에서 .startup으로 변경하여 link시 reset vector(0x0)에 초기화 코드가 배치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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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컴파일 하기 
(1). MAKE란? 

①. gcc 명령어와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옵션을 컴파일 할 때 마다 번거롭게 타이핑 하지 않아도 되
도록 일괄 컴파일링을 해주는 응용프로그램이다. 

②. Makefile 은 make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미리 작성된 스크립트 파일로 컴파일러 지정 

및 부수적인 옵션을 정의 해놓는 파일이다. 
 

(2). 컴파일 하기 
①. 개요  

 소스 파일의 컴파일 과정은 소스파일 컴파일 및 Binary 파일을 생성 한다. 
 컴파일러가 Linux용 이므로 모든 과정은 Cygwin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진다. 
 폴더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uC/OS-II include

image

Source

Hearder file

Source file
Makefile, Link Script file

Binary image file
 

 
②. 컴파일 과정 

 Cygwin 을 실행한 후 소스 폴더로 이동한다. 
cd  /cygdrive/c/ucosii/source (소스가 c:\ucosii\에 있는 경우) 

 
 

 소스 및 관련 파일을 찾아 .depend 파일을 생성 한다. 
make dep 

 
 

 소스 파일을 컴파일 한다. 
ma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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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 폴더로 이동하면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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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AM-BA : ETK-ARM7TDMI-AT91SAM7SE512에 이미지 파일 올리기 
1). SAM-BA 설치 

(1). 개요 
①. 컴파일된 이미지 파일을 타겟 보드에 올리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칩 제조회사의 ISP 툴이 필요하

다. ATMEL에서는 SAM-BA라는 ISP툴이 있으며 아래 항목은 거 설치 과정과 실행 과정을 나타내

고 있다. 
(2). SAM-BA 설치 

①. http://www.atmel.com/dyn/products/tools_card.asp?tool_id=4009 에서 AT91-ISP.EXE 파일을 다
운로드 한다. 

 
 

②. 다운로드한 파일을 실행 시킨다 

 
 

③. 인스톨 화면이 뜨고 “Next”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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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라이센스 화면이 나오고 “I Agree”를 클릭한다. 

 
 

⑤. 설치할 폴더를 설정한뒤 “Next”를 클릭한다. 

 
 

⑥. 시작 메뉴 화면이 나오고 “Next”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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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인스톨이 완료 될 때까지 기다린다. 

 
 

⑧. 아이콘 등록 화면이 나오고 “Next”를 클릭한다. 

 
 

⑨. 설치 완료 화면이 나오고 재 부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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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TK-ARM7TDMI-AT91SAM7SE512 보드 설치 
①. USB 케이블 이용해서 타겟 보드와 호스트 컴퓨터를 연결한다. 
②. 스위치 3번을 ON하고 전원을 켠 다음 잠시 대기 하면 Flash의 모든 내용이 지워진다. 
③. 전원을 끄고 스위치 3번을 OFF 시킨다 
④. 전원을 다시 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소프트웨어 자동으로 설치”를 누른 뒤 “다음”버튼

을 클릭한다. 

 
 

⑤. 설치가 완료 될때까지 대기 한다. 

 
 

⑥. 설치중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계속”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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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설치 완료 화면이 나오고 “마침”을 클릭 한다. 

 
 

⑧. [시작]-[제어판]-[시스템]-[하드웨어]-[장치관리자]에서 타겟 보드가 설치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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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M-BA를 이용한 Image 쓰기 
①. SAM-BA v2.6을 실행한다. 

 
 

②. Select the connection은 “\usb\ARM0”를 선택하고 Select your board는 “AT91SAM7SE512-EK”를 
선택 한다. 

 
 

③.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인다. 
Send File Name에서 컴파일 된 이미지 파일(etk-ucos-ii.bin)을 선택하고 
Send File 버튼을 클릭한다. 

 
 

④. Locking Register 설정 화면이 나오고 Yes 또는 No 를 선택한다 

 
 

⑤. 부팅영역을 변경해줘야 하므로 “Execute”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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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성공적으로 완료 된 것이므로 타겟 보드의 전원을 끄고 다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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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ART 테스트 
①. 본 u-C/OS-II에 기본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응용프로그램에는 7-SEG, LED, UART를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②. 7-SEG, LED 테스트 

 타겟 보드위 전원을 끄고 다시 키면 다음과 같이 7-seg와 led 3개가 토글 되는걸 확인 할 수 있
다. 

 
 

③. UART 테스트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케이블을 디버그 채널(UART-Debug)에 연결한다 

 
 

 “보조프로그램 -> 통신 -> 하이퍼터미널”을 실행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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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설명 창이 뜨면 연결 명칭을 부여 하는 것이므로 아무 말 이나 적고 확인을 누른다. 

 
 

 
 연결 대상 창이 뜨며, “연결에 사용할 모뎀”에서 실험 보드와 연결된 포트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
른다.(데스크탑은 보통 COM1이다) 

 
 

 
 COM 포트 등록 정보 창이 나오면 다음과 같이 설정 하고 확인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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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이 화면에 실험 보드에서 보내진 문구가 출력 되는 것을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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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TK-ARM7TDMI-AT91SAM7SE512 board의 초기화 
①. SAM-BA program이 실행되고 있다면 program을 닫는다. 
②. USB 케이블 이용해서 타겟 보드와 호스트 컴퓨터를 연결하여 전원을 공급한다. 
③. 스위치 3번을 ON하고 전원을 켠 다음 잠시 대기 하면 Flash의 모든 내용이 지워진다. 
④. 타겟보드의 전원을 끄고 스위치 3번을 OFF 시킨다 
⑤. 타겟보드의 전원을 인가한다. 

 이 때 내부의 ROM code가 실행되어 SAM-BA와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 
⑥. SAM-BA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⑦. 위의 “6.3) SAM-BA를 이용한 Image 쓰기”의 방법으로 컴파일된 이미지를 타겟보드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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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C/OS-ii Porting 
1). UART 통신 

(1). 실습 
①. 시리얼 채널을 통해 간단한 UART 통신 프로그램을 테스트 해보자. 프로그램 동작은 하이퍼 터미

널 창에 임의의 글자를 입력하면 실험 보드에 전송된뒤 다시 실험보드에서 HOST PC로 전송되어 
입력된 글자가 출력되는 프로그램 이다. 
 

②. 다음과 같이 케이블을 시리얼 채널(UART-ch0)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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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ource\app.c 의 내용 중 다음 기본 태스크를 주석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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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다음 코드를 볼 수 있다. 이중 “UART 인터럽트 테스트용 START” 부터 
“UART 인터럽 테스트용 END” 부분 까지 주석을 해제 한다. 

 
 

 
 

⑤. 위 작업이 완료 되었으면 컴파일(make) 한 뒤 이미지 파일을 실험 보드에 로딩(SAM-BA)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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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실행 화면 

 
 

(2). 내용 
①. 시스템 구성 

 Core와 UART간 시스템 구성도 

 
 장치 별 기능 

 Core 
 디바이스의 ISR을 실행 함 
 Mask : CPSR의 IRQ bit를 설정 

 AIC 
 디바이스에 맞게 인터럽트 백터를 설정 
 인터럽트 발생시 해당 디바이스 검색 
 Mask : AIC_IECR의 해당 장치 비트를 설정 

 UART 
 비동기 통신을 함 
 Rx / Tx를 이용하여 송수신을 함 
 Mask : USx_IER의 해당 인터럽트 비트 

 PWM 
 각 디바이스에 클럭을 공급함 
 PMC_PCER은 디바이스 작동에 필요한 클럭을 공급함 
 PMC_IER은 디바이스의 인터럽트 동작에 필요한 클럭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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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터럽트 
 인터럽트 방식 

 Vector 방식(80x86) 
 구성도 

 
 설명 

 디바이스 별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CPU는 해당 인터럽트 벡터를 획득함 
 해당 인터럽트 벡터가 가리키는 ISR을 실행함 

 
 Non Vector 방식(ARM) 

 구성도 

 
 설명 

 디바이스 별 인터럽트가 발생해도 인터럽트 벡터는 일정한 위치로 고정되어 CPU는 
고정된 백터 값을 획득 

 고정된 백터가 가리키는 ISR로 가서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인터럽트가 발생

한 디바이스의 백터를 가져옴 
 위의 백터값이 가리키는 ISR로 이동하여 인터럽트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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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RT Rx 인터럽트 처리 절차 
 메모리 맵 구성도 

 
우리가 사용하는 ETK-AT91SAM7SE512는 Non-Vectored Interrupt방식임. 
Micro C/OS-II는 태스크 동작이 기본적으로 SVC MODE에서 이루어짐. 

 설명 
 임의의 태스크가 실행중에 UART의 Rx 인터럽트가 발생하여 백터 테이블로 분기함 
 백터 테이블에서 고정된 백터값(0x18)을 읽어 해당 번지로 분기함 
 AIC를 검색하여 인터럽트가 발생한 UART의 백터를 받아오고 백터가 가리키는 위치로 
분기함 

 인터럽트 서비스 방법이 두가지로 나뉠 수 있음 
 UART의 ISR 자체에서 Rx에 데이터를 수신함  구현이 간단함 
 UART의 ISR에서 최소한의 동작만 해주고 UART 수신 태스크를 동작 시킴  시스

템 신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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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프로그래밍 
 초기화 

 순서도 

UART 초기화
(버드레이트, 
페리티, 등..)

PMC 클럭 공급

AIC에 백터 설정

AIC에 인터럽트
우선순위/모드

설정

UART 초기화

UART 초기화
종료

 
 프로세서 초기화 

 CPSR 레지스터의 상태가 IRQ비트가 인터럽트 가능 상태로 설정 되어 있어야 함 
 AIC 초기화 

 디바이스에 맞게 벡터 설정 
 AIC_SVRn 레지스터에 해당 ISR을 등록한다 

 AT91C_BASE_AIC->AIC_SVR[irq] = (CPU_INT32U) irq_func; 
 인터럽트 우선순위와 타입을 설정 

 AIC_SMRn 레지스터에서 디바이스의 인터럽트 우선순위(PRIOR)와 감지방식

(SRCTYPE)을 설정한다 
 기본적으로 인터럽트 감지 방식은 Positive/Negative edge, High/Low Level을 제공한

다 
 AIC_SMRn = AT91C_AIC_SRCTYPE_INT_HIGH_LEVEL | 

AT91C_AIC_PRIOR_LOWEST; 
 인터럽트 Enable / Disable 

 AIC_IECR 레지스터에서 인터럽트 Enable 상태로 설정한다. 
 AIC_IECR              = 1 << AT91C_ID_US0; 

 AIC_IDCR 레지스터는 인터럽트 Disable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인터럽트 클리어 

 AIC_ICCR 레지스터에서 인터럽트가 설정되기 이전의 쓰래기 값을 클리어 시간다. 
 AIC_ICCR              = 1 << AT91C_ID_US0; 

 UART 초기화 
 UART 기본 초기화 

 US_MR 레지스터에서 통신모드(USART_MODE), 패리티비트(PAR), 채널모드

(CHMODE), 정지비트(NBSTOP) 설정을 해줌 
 US_MR   = AT91C_US_USMODE_NORM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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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91C_US_PAR_NONE|AT91C_US_CHRL_8_BITS|AT91C_US_NBSTO
P_1_BIT ; 

 US_BRGR레지스터에서 버드레이트 설정을 함 
 US_BRGR = (CPU_INT16U)((pclk_freq) / 115200 / 16); 
 US0_CR 레지스터에서 Rx 와 Tx의 동작을 허용하여 송/수신이 가능 

하도록 함 
 US0_CR    = AT91C_US_RXEN | AT91C_US_TXEN 

 UART 인터럽트 Enable / Disable 
 US0_IER 레지스터에서 Rx 인터럽트(RXRDY)를 Enable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AT91C_BASE_US0->US_IER = AT91C_US_RXRDY; 
 US0_IDR 레지스터에서 Rx 인터럽트를 Disable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PWM 초기화 
 UART 클럭 공급 

 PMC_PCER 레지스터에서 UART의 클럭을 Enable 시킨다. 
 PMC_PCER  = (1 << AT91C_ID_US0); 

 UART Rx 인터럽트 클럭 공급 
 PMC_IER 레지스터에서 UART의 인터럽트가 가능하도록 UART 장치 비트를 설정한

다. 
 PMC_IER = 1 << AT91C_PMC_MCKRDY; 

 
 사용 

 UART Rx 인터럽트의 ISR 구성 
 순서도 

 

Rx 버퍼의 값을
읽어옴

환형 큐에
메시지
저장

ISR 시작

ISR 종료

 
 ISR의 전반적인 구성은 Rx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어 환형 큐에 저장한다 
 US_RHR 레지스터는 수신 버퍼로써 하위 8비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읽어온다 

 c = US_RHR & 0x00FF 
 큐 구성 

 수신한 데이터를 저장할 큐를 구성한다 
  rxq_buff[rxq_head] = c; 
  rxq_head++; 
  rxq_head &= RX_QUEUE_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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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태스크의 구성 
 순서도 

 
 수신 태스크의 구성은 ISR에서 사용된 환형 큐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식을 취한다. 

 while (rxq_tail != rxq_head ) 
     { 
           Uart_Printf((CPU_CHAR *)"%c", rxq_buff [rxq_tail]); 
           rxq_tail++;   
           rxq_tail &= RX_QUEUE_M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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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WM 제어 
(1). 실습 

①. LED1이 점점 빛이 약해지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면 변화를 확실히 알수 
있다. 

②. Source\app.c 의 내용 중 다음 기본 테스크를 주석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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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WM 테스트용 START”부터 “PWM 테스트용 END” 까지 주석을 해제 한다. 

 
 

 
 

④. 위 작업이 완료 되었으면 컴파일(make) 한 뒤 이미지 파일을 실험 보드에 로딩(SAM-BA)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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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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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①. PWM Controler의 구조 

 설명 

 
 PWM Controler는 Clock Generator와 4개의 채널로 구성 
 클록 발생기는 MCK를 이용해서 13가지 클록을 PWM Controler에 공급 
 13가지 클록중 1가지를 선택 하여 PWM 출력을 발생하는데 사용 

 
 Clock Generator 

 
 PMC에서 클록을 공급 해야 동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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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K를 N(=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으로 분주한 11가지 클록 신호 발생 
 11가지 클록을 임의로 선택후 다시 1~255로 분주 한 신호 발생 가능 

 PWM Controler 각 채널의 구조 
 구성 

 
 Clock Selector 

 Clock Generator에서 만든 클록 중 1가지를 선택하여 Internal Counter로 공급 
 PWM_CMRx 레지스터에 CPRE 필드에서 설정 

 Internal Counter 
 16비트로 구성 되어 있음 
 채널 설정법에 때라 클록을 받아 증가 또는 감소 시킴 

 Comparator 
 현재 카운터 값과 Waveform을 발생하기 위해여 설정한 값을 비교하여 출력 상태 결정 

 PWM 출력 Waveform의 특성 
 PWM 출력 Waveform 설정 

 PWM_CMRx 레지스터의 CALG 필드 설정 
 Left Aligned(톱니형), CALG = 0 

 카운터가 0에서부터 증가하여 CPRD에 도달하면 리셋되어 1주기를 완
성 

 Center Aligned(삼각형), CALG = 1 
 카운터가 0에서부터 증가하여 CPRD에 도달하면 카운터는 감소하기 시

작하여 다시 0이 되면 1주기를 완성 
 PWM_CMRx 레지스터의 CPOL 필드 설정 

 Waveform의 극성을 한 주기가 시작될 때 신호가 0상태 혹은 1상태로 될지 나타냄 
 PWM 출력 Waveform의 주기는 PWM_CPRDx레지스터에서 CPRD 필드의 처음 16비트로 설
정함 

 Left Aligned(톱니형) 

 CPRD
MCK

NTL ×=  

 Center Aligned(삼각형) 

 CPRD
MCK

NTC ×
×

=
2

 

 PWM 출력 Waveform의 듀티 사이클은 PWM_CDTYx 레지스터에서 CDTY 필드의 처음 16
비트로 설정함(PWM_CPRDx의 CPRD값보다 작아야함) 

 Left Aligned(톱니형) 

 
L

L
L T

FreqCLKCDTYTD _/−
=  

 Center Aligned(삼각형) 

 
C

C
C T

FreqCLKCDTYTD )_/()2/( −
=  



uC/OS-ii                      ETK-ARM7TDMI-AT91SAM7SE512                      2008.03.22 

SUV(Seoul University of Venture and Information)       - 43 -                  Lab. of u-Embedded Systems 
(http://www.suv.ac.kr/)                                                (http:/uembedded.suv.ac.kr/) 

②. PWM Controler의 초기화 
 순서도 

 
 초기화 순서 

 사용자 분주값을 가질경우 : PWM_MR 레지스터에 DIVA, DIVB를 초기화 
 사용할 클록 선택 

 PWM_CMRx 레지스터에서 CPRE 필드를 설정 
 AT91C_BASE_PWMC_CH2->PWMC_CMR = MCK_512 

 PWM 출력 Waveform의 정렬 방식 선택 
 PWM_CMRx 레지스터에서 CALG 필드를 설정 

 AT91C_BASE_PWMC_CH2->PWMC_CMR = CNT_ALIGN 
 PWM 출력 Waveform의 극성 선택 

 PWM_CMRx 레지스터에서 CPOL 필드를 설정 
 AT91C_BASE_PWMC_CH2->PWMC_CMR = HIGH_LEVEL 

 PWM 출력 Waveform의 주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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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WM_CPRDx 레지스터에서 CPRD 필드를 설정 
 AT91C_BASE_PWMC_CH2->PWMC_CPRDR = (pclk_freq/(2*256)); 

 차후 업데이트시에는 PWM_CUPDx 레지스터 이용 
 PWM 출력 Waveform의 Duty Cycle 지정 

 PWM_CDTYx 레지스터에서 CDTY 필드를 설정 
 AT91C_BASE_PWMC_CH2->PWMC_CDTYR = PWMC_CPRDR/value; 

 차후 업데이트시에는 PWM_CUPDx 레지스터 이용 
 인터럽트 발생 여부 설정 

 PWM_IER 레지스터에서 CHIDx 필드를 설정(Enable) 
 AT91C_BASE_PWMC->PWMC_IER = AT91C_PWMC_CHID2; 

 PWM_IDR 레지스터에서 CHIDx 필드를 설정(Disable) 
 AT91C_BASE_PWMC->PWMC_IDR = AT91C_PWMC_CHID2; 

 PWM 채널 동작 허용 
 PWM_ENA 레지스터에서 CHIDx 필드를 설정 

 AT91C_BASE_PWMC->PWMC_ENA = AT91C_PWMC_CHID2; 
 추가 적으로 해줘야 할 것 

 PMC의 클록을 공급해야 함 
 AT91C_BASE_PMC->PMC_PCER  = (1 << AT91C_ID_PWMC); 

 PIO 설정 
 AT91C_BASE_PIOA->PIO_ASR = ETK_PWM2; 
 AT91C_BASE_PIOA->PIO_PDR = ETK_PWM2; 

 
 PWM 사용 

 설명 
 Duty Cycle의 값을 변경하여 LED를 제어함 

 AT91C_BASE_PWMC_CH2->PWMC_CDTYR =AT91C_BASE_PWMC_CH2-
>PWMC_CPRDR/co; 

 co = co-10; 
 if(co==0) 
  co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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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용프로그램 구현 
(1). 개요 

①. 실험 보드에서 uC/OS-II를 이용하여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해보자. 
②. 본 소스는 블랙잭(소유한 카드 합이 21에 근사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란 카드 게임을 이용하였

다. 
③. 게임은 Y or N 로 플레이 되며 사용자 점수는 7-SEG에 표시 된다. 

 
(2). 실행  

①. 다음과 같이 케이블을 시리얼 채널(UART-CHO)에 연결한다. 

  
 

②. 활성화된 AppTaskTst1(),AppTaskTst2()를 주석 처리 한다. 
 

③. “블랙잭 게임 START”부터 “블랙잭 게임 END” 까지 주석을 해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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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 작업이 완료 되었으면 컴파일(make) 한 뒤 이미지 파일을 실험 보드에 로딩(SAM-BA)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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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 화면 

 
 

 
 

(4). 설명 
①. 구현 범위 

 조커 제외 52장 사용 
 이긴쪽의 득점이 +1되고, 진쪽이 -1 
 카드의 합이 21이하이고 큰쪽이 승자 
 딜러 한사람과 플레이어 한사람 대전 
 플레이어는 3번째 카드를 뽑을 것인지 결정 
 딜러와 플레이어의 최초득점은 5점 
 플레이어 점수 7-SEG에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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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순서도 
 AppTask1() 순서도 

START

초기화면출력

현재득점표시
PrtPoint()

컴퓨터 카드획득
GetCard(COMPU

TER

플레이어 카드획득
GetCard(PLAYER)

카드 초기화
InitCard()

현재 카드 상태
표시

PrtCard()

컴퓨터 및
플레이어

카드 추가 결정

현재 카드 상태
표시

PrtCard()

승패 판정
Judg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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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Task2()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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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startup.s 분석 
(1). Cstartup.S 실행 과정 

①.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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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명 
 리셋 벡터 실행(__vector) 

 벡터 테이블(__vector)에 정의된 익셉션 벡터들중 리셋백터를 실행함 
 벡터 테이블은 0x0 번지에서부터 워드(4Byte)씩 할당되어 있음 
 벡터 테이블에는 8가지 벡터가 정의 되어 있음 

__gnu_program_start 전원이 공급될 때 프로세서에 의해 처음 실행되는 
명령어 위치 

OS_CPU_ARM_ExceptUndefInstrHndlr 프로세서가 명령어를 분석할 수 없을 때 사용 

OS_CPU_ARM_ExceptSwiHndlr SWI 명령어를 실행 시켰을 때 호출 

OS_CPU_ARM_ExceptPrefetchAbortHndlr 프로세서가 정확한 접근 권한이 없이 임의의 주소

에서 명령어 접근 시도 시 발생 

OS_CPU_ARM_ExceptDataAbortHndlr 명령어가 접근 권한 없이 임의의 데이터에 접근 시
도 시 발생 

OS_CPU_ARM_Reserved 예비로 비여 있는 벡터 

OS_CPU_ARM_ExceptIrqHndlr IRQ 인터럽트 발생시 실행 

OS_CPU_ARM_ExceptFiqHndlr FRQ 인터럽트 발생시 실행 

 리셋 벡터 값인 __gnu_program_start으로 이동하게 됨 
 워치도그 타이머 정지(__gnu_program_start) 

 __gnu_program_start의 처음 부분은 워치도그 타이머를 정지 시킴 
 초기화 코드를 진행하는 도중 워치 도그 타이머에 의한 리셋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워치도그 타이머 Disable 값을 WDTC_WDMR에 저장 

 스택 초기화(__gnu_program_start) 
 6개의 모드 별 스택을 구성하고 초기화 시킴 
 ARM에서 스택이 사용되는 경우 

 함수를 실행하기 전 함수내 범용 레지스터와 링크레지스터 저장시 
 함수의 인자 개수가 4개 이상일 때 
 함수 내 지역 변수의 사용이 많아질 때 
 함수 내에서 배열이나 구조체가 사용될 때 
 예외 처리에 앞서 레지스터 저장할 때 

 각 모드를 변경해주고 스택 포인터를 잡아줌 
 클럭 설정(asm_pll_init) 

 초기에 MCU는 32kHz로 동작 한다. 
 Main Oscillator 과 PLL을 이용해 풀 클럭으로 동작할수 있다. 
 PMC에서 구성이 가능하다. 
 클럭 설정 순서 

 Main Oscillator 설정 
 Main Oscillator 주파수 체크 
 PLL 설정 및 분주 
 MCK와 PCK(Process clock) 선택 
 PCK(Programmable clock) 선택 

 Peripheral clock 설정 
 외부 SRAM 초기화(asm_ext_sram_init) 

 외부에 장착되어 있는 SRAM(512K)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초기화가 이루어 저야 됨 
 etk.c 의 Ext_SRAM_Init() 함수를 호출하여 초기화를 함 

 .data섹션 복사(relocate_loop) 
 .data 섹션을 초기화 해줌 
 2. 항목에서 설명 

 .bss섹션 클리어(bss_loop) 
 .bss 영역을 0으로 클러어 시킴 
 3. 항목에서 설명 

 Main()으로 분기 
 초기 설정이 완료되면 C 함수를 수행할 수 있음 
 C 프로그램의 main() 함수로 분기가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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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ta섹션 복사 과정 
①. Diagram 

_data_read_start에서
데이터 읽어오기

_data_write_start++

_data_write_start
=

_data_write_end

END

START

YES

NO

_data_read_start ++

_data_write_start에
읽어온 데이터 쓰기

.data섹션 복사

(1)

(2)

(3)

(4)

(5)

 
②. 설명 

 _data_write_start와 _data_write_end 값을 비교 
 참인 경우 : .data 섹션 복사를 종료함 
 거짓인 경우 : 다음 명령을 진행함 

 _data_read_start의 데이터 읽어오기 
 _data_read_start의 주소를 다음 번지로 이동시킴 
 _data_write_start에 읽어온 데이터 쓰기  
 _data_ write _start의 주소를 다음 번지로 이동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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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ss섹션 클리어 과정 
①. Diagram 

 
②. 설명 

 _bss_start와 _bss_end 값을 비교 
 참인 경우 : .bss섹션 클리어를 종료함 
 거짓인 경우 : 다음 명령을 진행함 

 _bss_start가 가리키는 번지에 ‘0’ 저장 
 _bss_start의 주소를 다음 번지로 이동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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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링크 스크립트 파일 분석 
(1). 링커 스크립트의 역할은? 

①. 본 소스의 링커 스크립트 파일은 ‘at91sam7-ld-script’ 파일이다. 
(2). 일반적인 사항 

①. 기본 사항 
 링커 스크립트 내용 

 입력 파일 및 파일 포멧 제어 
 출력 파일 레이아웃 제어 
 섹션들 어드레스 제어 
 공통 블록들의 위치 제어 

 링커에 ‘-T’ 옵션을 통하여 링커 스크립트를 사용할수 있다. 
 (예제) arm-elf-gcc -T./at91sam7-ld-script 

 링커 스크립트 내에 주석은 C언어 처럼 ‘/*’와 ‘*/’를 사용 할수 있다. 
 기본적으로 MEMORY 명령과 SECTIONS 명령으로 나뉜다. 

 (예제) MEMORY{ exp }  SECTIONS{ exp } 
②. 위치 카운터 (Location Counter) 

 Dot(.)는 항상 현재 출력 위치 카운터를 의미한다. 
 출력 섹션의 주소를 참조하기 때문에 SECTIONS 명령어 안아 위치한다. 
 (예제) . = 0x00000000; 

③. 심볼 정의 (Defining Symbols) 
 C언어의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여 글로벌 심볼들을 생성하고 값(주소)을 대입할 수 있다. 
 마지막은 세미콜론( ‘;’ )을 사용하여 문장 맺음을 해야 한다. 
 표현 방법 : symbol = expression; (연산자는 =, &=, +=, -=, *=, /=, >>=, <<=, !=, |= 등이 있다) 

 (여제) _data_read_start = . ; 
 

(3). 링커 스크립트 명령어 
①. MEMORY 명령어 

 메모리 블록들의 크기와 위치를 기술 
 문법 

 MEMORY 
 { 
  Name(attr) : ORIGIN = origin, LENGTH = len 
  … 
 } 

 Name :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이름 지정, 서로다른 이름을 사요해서 여러 영역 지정가능 
 (attr) : 출력 섹션의 메모리 영역을 선택하기 위한 속성 

 R : 읽기 전용 섹션,       W : 읽기/쓰기 섹션 
 X : 실행 가능 섹션,       A : 할당 가능 섹션 
 I : 초기화된 섹션,         L : I와 같음 
 ! : 위의 속성들의 의미를 역으로 함 

 Origin : 메모리 영역의 시작 주소 
 Len : 바이트로 메모리 영역의 크기를 나타냄 

②. SECTIONS 명령어 
 출력 섹션들을 기술 
 문법 

 SECTIONS 
 { 
  secname : [AT(ldadr)]{ contents }  
  … 
 } 

 Secname : 출력 섹션의 이름 (ex: .text, .data …) 
 Contents : 섹션에 들어갈 내용(ex: *(.text), *(.data) …) 

 ‘ * ‘ 의미 : 모든 파일을 참조함. (ex : *(.text) => .text섹션을 포함한 모든 파일 참조) 
 AT(ldadr) : 해당 섹션의 로드 주소를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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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t91sam7-ld-script 분석 
①. at91sam7-ld-script 내용 
 

OUTPUT_FORMAT("elf32-littlearm", "elf32-littlearm", "elf32-littlearm")  /* 출력포멧 지정(BDF형식 이름 지정)*/ 
OUTPUT_ARCH(arm)     /* 출력 머신의 아키택쳐 지정 */ 
ENTRY(__vector)     /* 처음 위치할 엔트리 포인트 지정 */ 

 
MEMORY 
{ 
  CODE (rx) : ORIGIN = 0x00000000, LENGTH = 0x00080000 /* CODE 영역 지정(FLASH) */ 
  DATA (rw) : ORIGIN = 0x00200000, LENGTH = 0x00008000 /* DATA 영역 지정(내부 SRAM) */ 
  STACK (rw) : ORIGIN = 0x00208000, LENGTH = 0x00000000 /* STACK 영역 지정, 스택 포인터는 밑으로 내려

감(내부 SRAM) */ 
  EDATA (rw) : ORIGIN = 0x10000000, LENGTH = 0x00080000 /* 확장 DATA 영역 지정 (외부 SRAM) */ 
} 

 
SECTIONS 
{ 

 . = 0x00000000;   /* 위치 카운터 0x00000000 지정 */ 
 
 . = ALIGN(4);   /* 4 바이트로 정렬 */ 
 .text : { *(.startup) *(.text) } > CODE /* 코드 섹션 (.startup 로드후 .text로드), CODE 영역에 할당 */ 
 
 . = ALIGN(4); 
 .rodata : { *(.rodata) } > CODE  /* 읽기 전용 데이터 로드, CODE 영역에 할당 */ 
 
 . = ALIGN(4); 
 _data_read_start = . ;   /* 심볼'_data_read_start'에 현제 주소 지정 */ 
 
 .data : AT(_data_read_start)  /* 데이터 섹션, "로드주소" 를 '_data_read_start'로 지정*/ 
 { 
  _data_write_start = . ;  /* 심볼'_data_write_start'에 현제 주소 지정 */ 
  *(.data)   /* .data(포함파일 참조) 로드 */ 
  *(.fastrun)   /* .fastrun(포함파일 참조) 로드 */ 
 } > DATA    /* DATA 영역에 할당 */ 
 . = ALIGN(4); 
 _data_write_end = . ;   /* 심볼'_data_write_end'에 현제 주소 지정 */ 
 
 .got : { *(.got) } > DATA  /* .got로드, DATA 영역에 할당 */ 
 
 . = ALIGN(4); 
 _bss_start = . ;         
     /* 심볼'_bss_start'에 현제 주소 지정 */ 

.bss : { *(.bss) } > DATA  /* bss 섹션, .bss(포함파일 참조) 로드, DATA 영역에 할당*/ 
 
. = ALIGN(4); 
_bss_end = . ;   /* 심볼'_bss_end'에 현제 주소 지정 */ 
PROVIDE ( end = . );  /* _bss_end와 같은 위치를 가진, end 심볼 생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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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조도 

 
 

③. 참고자료 
 GNU 매뉴얼 : http://korea.gnu.org/manual/release/ld/ld-sjp/ld-ko_3.html 
 ARM7TDMI 마이크로컴퓨터 (차영배 저, 다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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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첨 1 
 

파일 구   분 IAR GNU 
Head

er Prototype __arm  OS_CPU_SR  
OS_CPU_SR_Save  (void); 

OS_CPU_SR  OS_CPU_SR_Save  
(void); 

Head
er Prototype 

__arm  void  
OS_CPU_ARM_ExceptFiqHndlr  
(void); 

void   
OS_CPU_ARM_ExceptFiqHndlr  
(void); 

Head
er Prototype Void OS_CPU_ExceptHndlr  (INT32U  

except_type); 
void OS_CPU_ExceptHndlr  (INT32U  
except_type); 

    

ASM File name *.asm 

*.s : assembler code 

*.S : assembler code which must be 
preprocessed 

ASM External 
reference EXTERN  OSRunning .extern  OSRunning 

ASM Functions PUBLIC  OS_CPU_SR_Save .global  OS_CPU_SR_Save 

ASM Equates OS_CPU_ARM_CONTROL_INT_DIS 
EQU  0xC0 

.equ    
OS_CPU_ARM_CONTROL_INT_DIS,  
0xC0 

ASM Directives 
RSEG CODE:CODE:NOROOT(2) 

CODE32 
.code 32 

ASM  DATA .data ????? 
ASM Label OS_CPU_SR_Save OS_CPU_SR_Save: 

ASM 
Reference 

Label 

EXTERN OSTaskSwHook 

LDR     R0, ?OS_TaskSwHook 

DATA 

?OS_TaskSwHook: 

DC32    OSTaskSwHook 

.extern OSTaskSwHook 

LDR     R0, =OSTaskSwHook 

ASM Directives END .ltorg 
 Directives MODE_BITS DEFINE 0x1F #define MODE_BITS 0x1F 
ASM Comment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