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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도래로 첨단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장비들의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 저장 등의 작

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 장비들은 시분할 방식으로 모든 정보를 균일하게 수집, 분석, 저장하여 균등하게 처리하여 시스템의 

자원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시분할 시스템은 인더스트리 4.0의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8bit 버스를 가진 

MCU Atmega128A에 RTOS를 포팅 하여 시분할 시스템이 동작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RTOS포팅, avr128, OS포팅

I. Introduction

컴퓨터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화 기술은 같이 발전하였다. 

그에 따라 MCU도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MCU는 주변장치가 

SOC로 제작되고 있으며 I2C, SPI, UART, GPIO, TIMER, 

EEPROM, WDT, ADC 등 많은 주변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OS가 없는 MCU 경우 각 장치의 제어를 위하여 순차적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인터럽트 처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했다. 

MCU에서 할 일이 많아지면 그만큼 프로그램 복잡도 도 올라가게 

되었으며 향후 유지 보수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IOT,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도래로 MCU에서 전 보다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으며 단일 MCU에서 효율적으로 주변장치와 

프로그램을 제어하기 위하여 OS를 포팅하여 멀티태스크로 효율성을 

높이고 쓰레드 기반으로 코드 분리하여 가독성을 높여 향후 유지 

보수 및 프로그램 확장성을 위하여 멀티태스크 기술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수많은 OS가 존재하고 있으며 RTOS의 종류로는 VxWorks, 

pSOS와 같은 고가의 상용 제품과 더불어 uC/OS, FreeRTOS, 

RTEMS 등 소스가 공개되어 무료 또는 저가의 라이센스 비용만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RTOS를 사용하는 것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RTOS의 가장 큰 단점은 프로그램이 엉뚱한 동작을 하였을 때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경험해 보면 다른 태스크가 

잘못 동작되었는데 그 결과는 엉뚱하게 전혀 무관한 태스크에서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RTOS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태스크 간의 

관계와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디버깅할 것인지 미리 고려해 놓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FREE RTOS를 소스를 포팅 하여 본 논문의 시스템

의 효율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Atmega128A Feature

AVR은 8-비트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구조

로 명령어가 간단하며 동작 속도가 빠르고, 1MHz 당 약 

1MIPS(Million Instruction Per Second)의 성능을 보인다.  AVR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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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된 RISC 구조

- 133개의 강력한 명령어들이 대부분 단일 클럭으로 실행된다

- 32 X 8 범용 동작 레지스터 + 주변 콘트롤 레지스터로 구성

- 16MHz 환경에서 16 MIPS 이상의 성능

- 2 사이클 곱셈기를 칩에 내장

● 프로그램과 데이터 메모리

- 128K Byte In-System 프로그램 플래쉬 메모리 (내구성 : 최대 

10,000번 쓰고 지울 수 있다.)

- 칩에 내장된 부트 프로그램으로 In-System 프로그래밍 가능

- 4K Byte EEPROM  (내구성 : 최대 100,000번 쓰고 지울 

수 있다.)

- 4K Byte 내장형 SRAM

- 최대 64K Byte 이상의 외부 메모리 영역을 갖는다.

● JTAG (IEEE std. 1149.1 호환) 인터페이스 제공

- JTAG 인터페이스로 플래쉬, EEPROM, 퓨즈와 락비트를 프로그

래밍 가능하다.

● 주변 사양

- 프로그래밍 가능한 53개의 Input / Output

- 외부 인터럽트 Ext. INT 8개

- 두 개의 8-bit Timer/Counters / 두 개의 16-bit Timer/Counters

- 두 개의 8-bit PWM 채널 / 6개의 16-bit PWM 채널과 8 채널, 

10bit ADC

- 두 개의 프로그램 가능한 직렬 USART 제공

- 마스터 / 슬레이브 SPI 직렬 인터페이스

- 칩 내장형 아날로그 비교기

● 독특한 마이크로콘트롤러 사양

- 파워온 리셋 과 프로그램가능한 Brown-out 감지기

- 6가지 슬립모드 : 아이들, ADC 노이즈 감쇄기, 저전원, 무전원, 

대기상태, 연장 대기상태

- 모든 Pull-up 설정해제

● I/O 와 패키지

- 53개의 프로그램 가능한 I/O 라인, 64개의 TQFP와 64패드 MLF

● 동작 전원

- ATmega128L : 2.7V ~ 5.5V

- ATmega128  : 4.5V ~ 5.5V

● 동작 속도

- ATmega128L : 0 ~ 8MHz

- ATmega128  : 0 ~ 16MHz

2. Block Diagram

Fig. 1. Avr Block Diagram

3. Embedded Operating System

운영체제는 컴퓨터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컴퓨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운영체제는 크게 실시간 운영체제와 비 

실시간 운영체제로 나눌 수가 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운영체제에서 

대표적인 실시간 운영체제를 꼽는다면

VxWorks, pSOS, VRTX, QNX, OSE,  Nucleus, 그리고 

MC/OSII, FRE, RTOS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실시간 운영체제는 

공통적으로 특정 태스크를 중단시키고 다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점형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며, POSIX API를 지원한다. 

각 태스크들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 높은 우선순위의 태스크가 

먼저 실행된다. 실시간 운영체제는 보통 커널 모드와 사용자 모드가 

있고 시스템 콜에 의해 각 모드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한다. 또한, 

통합개발 환경과 디버깅 툴을 제공하여 개발자들이 쉽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실시간 운영체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사용되지만, 아래와 같은 

정의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즉, 실시간 운영체제는 주어진 특정 

시간 내에 인터럽트를 처리하도록 보장하는 운영체제로서 임베디드 

시스템과 같이 제한시간에 영향을 받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를 

제어하기에 적합한 운영체제이다. 흔히 실시간 운영체제를 RTOS으

로 줄여서 표현한다. 즉, RTOS는 일반 운영체제에 하드웨어 관련한 

시간적 제약 조건이 첨가된 운영체제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FREE RTOS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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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perating System Porting

Fig. 2. Porting Directory

Fig. 2. 과 같게 폴더 구조와 소스파일을 각각 위치 

시키면 1차 포팅 작업이 완료된다. 2차 포팅 작업은 각 사용할 

설정을 체크하고 매핑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본 실험에서 

필요한 설정 파일을 설정을 하겠 다. 우선 \Source\include 폴더에 

가게 되면 FreeRtos 설정을 할 수 있는 FreeRTOSConfig.h 헤더 

파일이 보이게 된다.

Fig. 3. Config.h

우선 선행해야 할 작업 중 #define config CPU_CLOCK_HZ 

부분을 타깃 보드 클럭을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타깃 

MCU의 클럭은 16Mhz를 사용한다. 클럭 설정 

configCPU_CLOCK_HZ( ( unsigned long)16000000) //16Mhz

사용3차 포팅 작업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이 부분을 잘못하게 된다면 RTOS가 동작되

지 않는다. FREE RTOS는 내부적으로 MCU의 타이머를 사용하면서 

스케줄링을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Atmega128A MicroControllerUnit(MCU)를 사

용하므로 반드시 타깃 MCU의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을 확인해야 

된다. RTOS의 port.c 소스 파일을 보게 되면

Fig. 4.Timer Interrupt vector 

Fig. 4. 와 같이 타이머 인터럽트가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의 타깃 MCU는 Atmega128A이므로 128A의 대한 인터럽

트 벡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Fig. 5. Target MCU Timer Interrupt vector 

128A의 벡터 함수 이름은 Fig. 5. 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함수 

명을 보게 되면 [그림 4]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함수를 

치환을 안 시켜 주면 RTOS는 스케줄링을 못하게 된다. 즉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

Fig. 6. Target MCU vector Table Name Mapping

이렇게 설정을 하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본 실험에서 사용되는 

FREERTOS 포팅이 끝이 난다.

Ⅲ.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기능들의 실험을 위해 avr128a에 

소스 이식을 하여 실제 구동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7. Task Create

태스크를 3개 생성하여 UART 통신으로 첫 번째 테스크는 A라는 

문자를 2번째 태스크는 B라는 문자를 테스크를 통하여 계속 통신하는 

실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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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Uart Data Send Task Test

Received에 문자 A, B가 UART 통신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출력되

고 있음. FREE RTOS를 포팅 하여 정상적으로 멀티 태스크 환경이 

구성되어  데이터를 출력하여 구동 상태를 확인하였다.

Ⅳ.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FREE RTOS을 이용하여 멀티 태스크에 꼭 필요한 

OS 포팅을 행하였다. 이를 위해 MCU 선정 FREE RTOS Config.h 

파일 설정 및 타이머 인터럽트 벡터 치환으로 정상적으로 OS가 

포팅이 되어 동작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FREE RTOS에서의 드라이버 모델이 없어 시스템 드라이버 

작성의 표준이 없으며 태스크 간 레이스 컨디션을 고려하여 드라이버

를 개발하여야 한다. 기본 적인 운영체제 지식과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API를 잘 알아야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시스템 드라이버 및 태스크 간의 레이스 컨디션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야 된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OS 포팅은 공장자동화 분야뿐만이 아니라 

빌딩 자동화, 교통 자동화, 설비 자동화 등 자동화를 하는 시스템에 

멀티 태스크 환경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의 제어를 위한 고성능 MCU에 포팅 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어 인더스트리 4.0시대에 매우 큰 기반 기술이다. 따라서 

OS포팅 방법 및 시스템 드라이버 개발, 레이스 컨디션을 고려한 

어플리케이션 개발방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각 주변장치의 입력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및 전송 기능을 적용하여 본 실험에 사용된 FREE RTOS 뿐만 

아니라 OS기반 시스템 개발을 통해 시스템, 주변장치개발 실효성 

검증과 안정성, 속도 , 가시성, 이식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Atmel

ATmega128A DATASHEET

[2] Real Time Engineers Ltd

Free Rtos Manual/Reference Manual/Tutorial Gu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