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베디드시스템개론 수업계획서
교과목 학습목표
임베디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고,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계, 구현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정보가전기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폭넓게 쓰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구현의 경험
은 임베디드 운영체제,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환경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알기 쉽게 풀어쓴 RL78/G13   Studio를 활용한 RL78 <바르게 시작하기>,
(주) 뉴티씨(NEWTC), 류대우,
2015
•부교재: 마이크로컨트롤러 AVR ATmega 128: 상태도를 이용한 시스템 설계, 한빛아카데미,이상설, 2013
주별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내용

1

MARK-1 > ENIAC > EDSAC > UNIVAC-1
폰 노이만 구조 :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하나의 메모리에 저장하고 데이터는 메모리에서
읽거나 쓰기도 하지만 명령어는 읽기만 한다.
4)강의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2

마이크로컨트롤러 : 코어 + 여러 가지와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 + 여러 종류의 주변 장
치 + 여러 종류의 입출력 포트

3

데이터베이스 버스의 크기, 산술처리기 및 레지스터들의 크기에 따른 분류 8비트 프로세
서 : 응용목적이 간단한 경우 16비트 프로세서 : 중간 정도의 복잡도 를 가지는 응용 분
야 32비트 : 임베디드(내장형) 시스템 시장에서의 중류

4

RL78 MCU 개요 :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사에서 개발, 제조, 판매하는 CISC 구조의 16
비트급 마이크로 컨트롤러이 다. 모든 동작 전원 범위가 넓고 소비전류는 수 mA 이하이
며 파워 On reset 과 원칩 타이머 등을 내장하고 있고 초저전력 기능 지원이 잘되어 있
어 초소형 및 초저전력 제품을 만드는데 적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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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파일러 설치
컴파일러는 KPIT 사에서 만든 RL78용 GCC 툴 체인인 RL78-ELF-GCC를 사용한다.
4)강의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2

컴파일러만 가지고는 통합 개발을 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IDE를 설치해야한다. IDE는
르네사스 사에서 개발한 Studio를 사용한다.

3

프로그래머 설치 : 이번에는 플래시 프로그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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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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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시간에는 IDE 설정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처음 IDE를 실행하면 작업 공간을 설정하
라고 나타난다. 아무 디렉토리를 골라잡고 OK 버튼을 누른다.

1

PORT1 - 15까지의 입/출력 포트가 있고 각, 포트는 0-7 까지의 핀을 가지고 있다. 각
핀을 부르는 방법은 P(포트 번호)(핀 번호)이다.
4)강의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2

스위치를 이용한 인터럽트 발생 스위치가 눌리면 H 신호(5[V], 논리 1)가 그 핀에 걸리
고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그 핀은 L(0[V], 논리 0)가 걸린다.

3

인터럽트 처리기는 INT_(인터럽트)으로 명명 되었는데 우리는 외부 인터럽트 6(P6)을 사
용함으로 INT_P6이 된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직렬통신장치, A/D 변환기)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
을 통해 학습 하고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한다.

1

시스템 클록 32번당 인터럽트가 1번 발동된다면 인터럽트 발동 주기는 1마이크로 세크
가 된다. 즉 RL78 MCU의 동작 클록이 32MHz일 경우 32개의 동작에서 인터럽트가 한
번 발동한다.
4)강의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2

1)강의 제목: RL78타이머 시스템
2)강의 주제: RL78 MCU 타이머 채널 단위로 동작하며 채널들을 통합 제어하는 배열 유
닛으로 설정한다. 각 배열의 정보는 공개되어 있다.

3

RL78 MCU 타이머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먼저 배열 유닛을 활성화한 뒤 각 채널 정보
를 설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배열 유닛은 PER0 레지스터에서 해당 비트를 설정 하는
방법을 소스코드를 통해 학습한다.

4

타이머를 동작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은 1,0 비트와 STSmn2-0비트, MDmn3-0비트다. 예제
는 배열 유닛의 0번 클록을 사용할 것이므로 CKSmn1,0은 모두 0으로 설정한다.

1

7세그먼트는 7개로 나누어진 숫자 디스플레이를 나타낸다. 본 강의에서는 7세그먼트의
공통 애노드형과 공통 캐소드 형에 대해 학습한다.
4)강의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2

4자리 fnd는 일반적인 fnd와 다른 방식으로 동작한다. 4자리의 fnd는 기본적으로 RL78
의 명령으로 나오는 포트 명령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3

4자리 FND를 제어하려면 출력을 원하는 자리에는 0을, 나머지 자리에는 1을 출력한다.
이 과정을 빠른 속도로 수행하면 4자리의 FND에 숫자가 온전히 출력되는 것처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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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세그먼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트랜지스터를 이용한다. 공통 애노드 형을 제어하기 위해
서는 RL78에서 나오는 신호가 1일 때 선택된다.

1

타이머 배열 유닛 0번의 타이머를 설정하게 되면 타이머 인터럽트 처리기에서 TDR00
값을 얼마로 주느냐에 따라 인터럽트가 발동하는 타이밍이 달라진다.
4)강의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2

인터럽트 처리기에서 스피커 연결선에 연결된 포트의 출력을 반전해 주면 피에조 효과
에 의해 전기적 신호가 스피커 울림판의 떨림으로 바뀌게 된다. 이때 타이머에서 설정
한 주파수에 따라서 스피커에서 출력되는 소리가 달라지게 된다.

3

스피커 출력 타이밍 : 타이머 배열 유닛에 클록을 128단계 분주하도록 등록하면 CK00은
설정한다.

4

계산된 주기에 50% 정도의 듀티 가지고 스피커를 떨어주기 위해 주기의 절반인 0.5ms
마다 스피커 출력 포트의 출력 상태가 변경되어야 한다.

1

DC 모터 의 개요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토크와 회전수는 반비례관계인 T-N
특성과 전류에 대해 직선적으로 토크 비례하는 T-I 특성을 학습한다.
4)강의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2

DC 모터를 제어하는 AM-CD2L을 제어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정지(토크없음), 정지(토크
있음), 정방향회전, 역방향 회전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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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DC 모터 의 개요와 장단점을 비교)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AM-CD2L 제어 방법)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하고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한다.

중

간

고

사

1

스테핑 모터는 DC 모터와는 다르게 스텝이라는 단위에 의해 구동이 된다. 본 강의 에
서는 스테핑 모터의 개요와, 스테핑 모터 구동 기본에 대하여 학습한다.
4)강의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2

RC 서보 모터는 기구에 사용되는 모터 이다. 이 서보 기구는 “기계적인 위치를 제어
량으로 하는 자동제어계”를 말하는데 본 강의에서는 서보 모터의 개요와, 요구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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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서보모터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 한다.

3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스테핑 모터의 개요와, 스테핑 모터 구동 방법 ) 들을 예제소
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하고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이
해를 돕도록 한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서보 모터의 개요와, 요구되는 특성 , 서보모터의 종류 )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하고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질문과 토론을 통
해 이해를 돕도록 한다.

1

릴레이 스위치는 계전기 스위치라고도 물린다, 이름 그대로 전기신호를 주면 작동하는
스위치인데 본 강의 에서는 릴레이 스위치의 개요를 학습한다.
4)강의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2

TEXT LCD 와 그래픽 LCD 에 대해 학습한다.
각각 의 특징과 표시하는 LCD 에 따라 좌표를 확인해 표시되는 방법을 이해한다.

3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릴레이 스위치의 개요 )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하고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한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TEXT LCD 와 그래픽 LCD )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
습을 통해 학습 하고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한다.

1

UART는 컴퓨터가 다른 장비와 직렬로 데이터를 송수신 하기 위한 표준으로 사용 되는
규격이다. 본 강의 에서는 UART 의 개요와 종류, 특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4)강의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2

UART를 이용한 입출력 방법을 설명한다.
기존 SCANF ,PRINTF 가 아닌 표준 입출력 방식인 READ,WRITE 함수를 알아보고 학습
한다.

3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UART 의 개요와 종류, 특성 )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
습을 통해 학습 한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SCANF ,PRINTF 가 아닌 표준 입출력 방식인 READ,WRITE )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하고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질문과 토론
을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한다.

1

리얼 LCD는 UART 통신으로 텍스트 LCD를 제어하는 것이다. 본 강의 에서는
AM-SLCDx 의 개요와 터미널 모드와 커맨드 모드, 명령어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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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의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2

적외선 센서는 크게 발광부와 수광부로 이루어진다. 본 강의에서는 발광부와 수광부에
대한 비교설명을 통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3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SAM-SLCDx 의 개요와 터미널 모드와 커맨드 모드, 명령어 사
용법 )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하고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질문
과 토론을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한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적외선 센서의 발광부와 수광부 설명 )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하고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한다.

1

키 매트릭스는 키패드 입력 알고리즘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 값을 결정한다.
2번 포트를 이용해서 디지털 입출력을 사용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학습한
다.
4)강의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2

LED 매트릭스는 LED를 이용하여 간단한 화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도트 매트릭
스라고도 불리 운다. 본 강의에서는 LED 매트릭스 개요와 트랜지스터 스위치에 대해
학습한다.

3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키 매트릭스의 키패드 입력 알고리즘 )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하고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한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도트 매트릭스 사용법 )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하고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한다.

1

블루투스는 1994년 에릭슨 사가 최초로 개발한 근거리 무선 통신 산업 표준 방법이다.
본 강의에서는 블루투스에 대한 개요, AT명령, 마스터,슬레이브 페어링에 대해 학습한
다.
4)강의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2

GPS 지구상의 위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위치 방법 중 하나 이다. 본 강의에서는 GPS
설계이론과 NMEA 프로토콜에 대해 학습한다,

3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블루투스개요, AT명령, 페어링 )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하고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한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GPS 설계, NMEA 프로토콜 )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
을 통해 학습 하고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한다.

제 13주

제 14주

제 15주

1~4

기

말

고

사

성적평가 방법
중간고사
30 %

기말고사
40 %

과제물
20 %

출결
10 %

기타

합계
%

100%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