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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U
임베디드 시스템의 사령관

“ ”
두뇌는우리의몸을걷거나뛰게만들고

생각을통하여복잡한문제를풀수있도록합니다.
MCU도마찬가지로데이터를기억하고,

데이터연산을하는등두뇌와유사한기능을합니다..

1.1 들어가며

에 놓여 있는 부품들을 보고 ‘MCU는 두뇌다’라는 표현으로 MCU를 이해하려면 사
람의 모습과는 달라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두뇌 역할을 하는

우리 주변에서 TV, 컴퓨터, 핸드폰 등 많은 전자 기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MCU는 중앙에 있고 그 주변에 팔의 역할을 하는 GPIO가 있으며 감각의 역할을 하는 센서들이

전자 기기는 여러 부품으로 구성되지만, 그 핵심은 바로 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습

있고… 같은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니다. 프로세서는 프로그램에 따라 동작하는 하드웨어로, MCU, CPU, DSP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
세서가 이번 장에서 공부할 MCUMicro Control Unit입니다.
참고로 이번 장에는 C 언어를 사용하는 예제 코드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최
대한 쉽게 작성 및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깊은 C 언어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적인 C 문법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만약 C 언어의 더 깊
은 지식을 얻고 싶다면,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C 언어 전문 서적을 참고하기 바랍
니다.
그림 1-1 사람의 두뇌와 MCU

그래서 저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설명할 때 무조건 두뇌와 비교하는 것보다는 사령
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외부 기기를 연

1.2 MCU: 최고 지휘관

결하여 기능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제품을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군대에
서 조직을 구성하고 작전 명령을 내리는 사령관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보통은 MCU를 이야기할 때 임베디드 시스템의 두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데, 이런 비유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두뇌는 우리의 몸을 걷거나 뛰게 만들고
생각을 통하여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니다. MCU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기억하고, 데이터 연산을 하는 등, 시스템에서 두뇌와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MCU를 두뇌로 생각하고 시스템을 이해하려 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 제품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제품의 케이스를 열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PCBPrinted Circuit Board라고 불리는 전자 기판입니다. 일단 가

조직 구성도
군대는 특수한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며 사령관과 같은 최고 지휘관의 명령에 따
르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육군본부를 중심으로 각 사령부가 있으며, 예하 부대
에는 부대장, 중대장, 소대장들이 지휘관으로 있습니다.

장 큰 데다가 모든 부품이 PCB 위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PCB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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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들에게 전달되고 그 명령은 다시 각 중대장들에게 전달되며 최종적으로 병사들

육군 본부

이 움직일 것입니다. 사령관이 직접 지휘하지 않지만 직접 지휘를 하듯이 각 부대
1. 군 사령부

2. 작전 사령부

3. 군 사령부

군단

의 장교들이 사령관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장교들이 사령관과
호흡이 잘 맞지 않으면 병사들에게 잘못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대

군단

장의 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사령관의 명령이 늦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겠죠.
수방사

특전사

향작사

군수사

교육사

육사

3사

기타 부대

그림 1-2 육군 본부의 조직도

군대가 각 병과별로 나뉘어진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목적은 각자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
나 다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총을 쏘는 군인이 장갑차를 운전할
수도 있고 전산병이 총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업무가 아니어서 전문적
으로 하던 사람보다는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임베디드 시스템도 좋은 효율을 위해서는 조직을 잘 구성해야 합니다.
프로세서에서 부족한 부분은 주변 부품이나 장치를 이용해서 처리해야 하고, 프로
세서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하는 것이죠.

명령의 전달

그림 1-3 사령관의 명령 전달 체계

조직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참모

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는 훈련은 각 부대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와 같은 관리자가 많으면 무조건 좋으냐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말하자면 단순히 참

부대와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명령의 전달이 늦거나 잘못된 명령이 전달되

모가 많은 것보다 참모들의 협동, 그리고 능력에 맞는 역할 지정이 중요하기 때문

면, 그 훈련은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 참모가 많은 것이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사령관의 전
략을 수행하기 위해 명령 전달이 빠르고 정확한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하려는 때는 훈련이나 그외 긴박한 상황일 수가 있는데요.

임베디드 시스템도 예외가 아닙니다. 프로세서와 연결될 부품들의 조합이 잘 맞아
야 하는데요. 서로 처리 속도가 맞지 않다거나 다른 규격을 사용한다면, 어디선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스템의 속도는 느려지고 사용자는 불편하게 생

사령관은 모든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각 부대의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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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프로세서와 주변의 장치들의 조합을 고려하
여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MCU의 구성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세서의 한 종류인 MCU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MCU
의 겉모습은 검은색의 딱딱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MCU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 IC들이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IC 중에서는 이번 장에서 이야기하는
MCU가 가장 복잡하고 많은 기능을 가진 IC입니다.
MCU들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예전에 가정에서 사용하던 16비트

그림 1-4 일반적인 IC의 모습

IC의 겉모습부터 살펴보면 검은색의 재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검은색 재질
은 주로 플라스틱이며 보통은 패키지Package라고 부릅니다. 이 패키지 내부에는 실
제 IC의 모습인 다이칩Die Chip이 있습니다. 다이칩은 실리콘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
회로이며(실리콘 칩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손상을 입
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과 같은 딱딱한 재질로 보호하는 것이고, 패키
지는 PCB와 같은 기판에 붙이기 쉬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현재 손톱만한 IC로 구현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보다 고성능의 MCU
는 태블릿이나 모바일 폰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MCU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명령어 처리 장치, 페리페럴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버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C
MCU도 IC의 한 종류라고 했습니다. IC를 실리콘 칩 또는 그냥 칩이라고도 부르
는데요. ICIntegrated Circuit는 집적화된 회로라는 뜻으로, 전자회로에 사용되는 저항,
커패시터 그리고 트랜지스터1 등의 부품들을 소형화하여 하나의 회로에 모아 만

그림 1-5 전자기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IC

든 것입니다. 즉, 전자회로를 눈으로 보기 힘들 만큼 작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
니다.
1 저항, 커패시터, 트렌지스터: 전자회로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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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의 정보는 데이터시트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6은 데이터

IC를 다루다 보면 만드는 회사는 다른데, 같은 패키지 이름을 사용하는 IC를 볼

시트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인데요. VFQFPN48이라는 이름을 가진 패키지이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이칩이 주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각 회사가 만들고, 이를

고, 가로와 세로 사이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는 같은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IC와 관련된 깊은 내
용은 4장에서 다룰 것인데, 특징만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IC의 특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부품들의 크기가 작아 같은 공간에 많은 부품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크기가 작으면 소비 전력이 적어집니다. 그 이유는 크기가 작아지면서 전기적인 특성
의 간섭이 약해져 낮은 전압으로도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소비 전력이 적어 열 발생이 적습니다. 근래의 CPU들이 높은 클럭으로 동작하면서 피
치 못하게 열 발생 문제가 생겼는데, IC를 작게 만드는 기술(공정의 발달)과 멀티코어
기술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4. 더 작게 만들수록 가격적인 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이칩’은 실리콘 웨이퍼
라고 부르는 한 장의 디스크를 가공하여 만드는데, 웨이퍼 한 장에 많은 수의 다이칩을
만들 수 있다면, 그만큼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검증이
끝난 후에 칩으로 만들 때는 면적을 최소화하여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연구합니다.

이번에는 IC를 사용할 때의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IC는 작은 크기의 전자회로를 구성한 형태여서 전류의 세기가 제한적입니다. 크게는
몇 A(암페어)이며, 적게는 몇 mA(밀리 암페어) 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류를 많이 사용하는 부품은 IC의 크기도 커져야 합니다.
2. IC로 만들어진 부품은 디버깅하기가 어렵습니다. 크기가 작은 관계로 잘못된 동작을
할 때 측정 장비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C로 만들기 전에 검증 단계에
서 시뮬레이션 과정을 많이 거쳐야 합니다.
그림 1-6 데이터시트에 나와 있는 패키지 정보

2 IC의 기능이나 성능 및 크기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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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나열된 항목들에는 데이터 연결선Data과 주소 연결선Address 그리고 제어

버스
MCU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IC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이 구현되다 보니
다른 IC에 비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부에는 메모리, 페리페럴Peripheral

를 위한 연결선Control 등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명령어 처리 장치와 각각
의 페리페럴들이 서로 연결되야 한다면, MCU 안에 페리페럴의 개수가 많아질수

그리고 명령어 처리 장치 등이 존재합니다. 이후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선 버스BUS

록 그만큼 연결할 선들의 복잡성도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를 이해하기 위해 페리페럴과 연결되는 신호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한 것이 바로 버스BUS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니다.

버스는 명령어 처리 장치에 연결된 선들을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연결선, 주소 연결선, 제어 연결선 등이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1. 설정하려는 값을 페리페럴에 보내야 하므로 데이터(Data)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연결

제어용 버스 등으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이 필요함
2. 각 페리페럴은 내부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레지스터)이 많아 각 공간들의
위치(Address)를 지정할 수 있는 연결이 필요함

Serial
Communication

3. 명령어 처리 장치가 페리페럴의 데이터를 읽어야 할지 써야 할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신

Address
Control

호(Control) 연결이 필요함

Data

Serial
Communication

Control
Address
Data

LCD
Control

LCD
Control
ARM core

Control
Address
Data

Keypad

그림 1-8 버스를 이용한 페리들과의 인터페이스

그림 1-7의 연결선들을 버스 형태로 재구성하면 그림 1-8과 같은데, 데이터 버
Keypad

ARM core

스, 어드레스 버스 그리고 제어용 버스를 사용하여 이전보다 공간도 절약되고 복
잡성도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dress
Control

버스 형태로 구성하면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공용으로 버스선을 사용하다

Data

보니 서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령어 처리 장치는 키

그림 1-7 페리페럴들을 제어하기 위한 선들

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오고 싶은데, 마우스가 키보드의 데이터와 동시에 값
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버스를 사용하여 충돌이 날 수 있는 예를 설명했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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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MCU 내부에서는 명령어 처리 장치가 데이터를 보내는 시기를 조정하고 있어

그럼 자료가 지워지느냐 보존되느냐의 차이가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서 실제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내용을 계속 학습해보면 이해

요? 일반 모바일 폰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새로 산 폰은 배터리가 빠져 있

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으므로 사용하려면 일단 배터리를 끼운 후 전원을 켜야 합니다. 이제 전원이 켜지
면 MCU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화면도 띄우고 소리를 내는 등의 동작을 합니다.
이때 동작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불러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들을 비휘발성 메모리가 아닌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했다면, 데이터가 사

메모리
MCU를 공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메모리Memory의 이해입니다. 기본적으로

라진 상태라 화면을 나타내거나 소리를 내는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MCU는 처리해야 할 데이터와 프로그램 데이터가 모두 메모리에 담겨 있기 때문

다음은 비휘발성 메모리와 휘발성 메모리의 특징입니다.

입니다. 예전에는 메모리를 ROM 또는 RAM으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

일단 비휘발성 메모리의 종류에는 PROMProgrammable ROM, EPROMErasable ROM,

지만, 요즘은 ROM과 RAM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휘발성Volatile이냐 비휘발성Non-

EEPROMElectrically Erasable ROM과 Flash EEPROM(보통은 Flash Memory라고 부릅

Volatile이냐로

니다) 등이 있습니다.

구분하여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OMRead Only Memory 메모리는 원하는 데이터를 생산 단계에서 저장하는 IC입니다.
메모리의 데이터가 읽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Read Only Memory의 각 앞 글자를 따
서 ROM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PROM은 Programmable ROM의 약자로, 프로그램이 가능한 메모리를 말합니다.
프로그램은 단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할 때 메모리 내의 데이터를 모두
“0xFF”의 값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후에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쓰고 나면, 더
이상은 쓸 수 없고 읽기만 가능합니다.
EPROM은 Erasable PROM의 약자로, PROM에서 발전된 ROM입니다. 메모리 내
그림 1-9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

휘발성과 비휘발성은 모두 데이터 및 프로그램을 읽고/저장하는 기능면에서는 같
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메모리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일 때 자료(데이터
및 프로그램3)가 지워지느냐 아니면 계속 보존할 수 있으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을 지우고 다시 새로운 내용을 쓰는 작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으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자외선입니다. EPROM의 상단은 유리
창 같아 내부의 칩이 보이는데, 그 창으로 자외선을 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외
선을 몇 시간 쐬고 나면 데이터가 모두 지워집니다. 그런 다음 다시 데이터를 쓸
수 있고 일반적인 메모리처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메
 모리에 저장되는 자료는 모두 데이터이지만, 여기서 뜻하는 데이터는 명령어 실행에 필요한 값들을 뜻하며 프로그램은
MCU가 실행해야 할 명령어들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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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PROM은 자외선이 아닌 전기적인 충격으로 내용을 지울 수 있는 Electrically

같은 크기의 다른 IC에 비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적다는 뜻이기도 합

Erasable PROM의 약자입니다. EEPROM이 개발된 후부터 자외선 같이 외부적인

니다.

처리가 아니라 내부적인 처리로 데이터를 지우고 쓸 수 있어 메모리를 사용하기가

한편, NAND 타입의 Flash 메모리는 주소 버스와 데이터 버스가 1워드5마다 연결

편리해졌습니다. EEPROM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EEPROM은 Flash
EEPROM입니다. 이는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모리이므로, 내부의 하드웨어
구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Flash EEPROM은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Floating gate transistor라는 하드웨어로 구성

되어 있어 NOR 타입의 Flash 메모리에 비해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NOR 타입의 Flash 메모리보다 많습
니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NAND Flash는 워드별로 사용하는 버스들 때문에 1비트씩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

되어 있습니다.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디지털 회로와 아날로그 회로에서 가

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고 쓰는 작업이 NOR Flash 메모리보다 많이 걸립니

장 일반적인 트랜지스터인 MOSFET 트랜지스터와 비슷한 원리로 구동되지만, 게이

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버스의 구조 때문에 데이터를 지울 때 1비트씩 지울

트 부분이 고전압으로 동작하게 만들어진 트랜지스터입니다.

수 없고, 1워드씩 지워야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Flash EEPROM은 크게 NAND 타입과 NOR 타입이 있으며 보통은 NAND Flash,
NOR Flash라고 부릅니다. 이 두 Flash 메모리의 차이점은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
한 주소 버스와 데이터 버스의 연결 구조에 있습니다.

그림 1-10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

NOR 타입의 Flash 메모리는 1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마다 주소 버스
와 데이터 버스가 각자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 데이
터라도 빠르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런 구조적인 이유로 주소 버스와 데이

그림 1-11 NAND와 NOR의 구조

터 버스가 많이 필요하여, 메모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간4을 필요로 합

26

니다. 결국 다른 메모리에 비해서 각 비트의 데이터를 읽고/쓰기가 용이하지만,

그럼 이번에는 휘발성 메모리를 알아보겠습니다.

4 데이터 저장 공간이 아닌 물리적으로 연결되기 위한 연결선들

5 한 번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

Chapter 01

MCU: 임베디드 시스템의 사령관

27

휘발성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와는 반대로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데이터
가 사라지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인 휘발성 메모리에는 SRAM, DRAM,
SDRAM 등이 있습니다.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은 트랜지스터만으로 구성된 메모리입니다. 다수의

트랜지스터를 엮어 설계한 메모리로, 트랜지스터가 몇 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3T SRAM, 6T SRAM 그리고 9T SRAM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트랜지스터만
으로 구성된 메모리라 전원 공급이 항시 필요하지만, 대신 데이터의 변환이 빠르
게 이루어집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구성에 많은 부품이 필요하고, 비싸다는 단점
이 있습니다.

그림 1-13 DRAM의 구조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커패시터를 사용하면 전류가 한 번 채워진 이후에 시간
그림 1-12 SRAM의 구조

이 흐름에 따라 전류가 줄어들기에, 다시 충전을 해줘야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그
래서 DRAM에는 Refresh time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여기에 Refresh를 위한 외부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은 커패시터와 트랜지스터만으로 구성되며, SRAM

단자가 추가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보다 사용되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적어 만드는 데 필요한 공간이 적습니다. 그

DDR 메모리로 많이 사용되는 SDRAMSynchronous DRAM은 DRAM에서 발전된 형태

래서 같은 공간에 메모리를 구성하면 SRAM보다 메모리 용량이 커지며, IC 생산

의 메모리입니다. SDRAM은 동기식 메모리로, 외부에서 공급되는 클럭에 동기화

가격은 SRAM보다 저렴합니다.

되어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대신 클럭 신호선이 따로 존재해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지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지연 시간을 일반적으로 Latency라고 부
릅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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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맵

0x03000000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MCU의 동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데이터시트에서 가장 많이 접할

메모리 맵의 종류에는 하드웨어적인 구성을 위한 정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수 있는 메모리 맵Memory Map을 알아보겠습니다.

으로 필요한 메모리 맵도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내부 메모리SRAM를 사용 목적에

일반적으로 책을 보면 앞쪽에 목차가 있습니다. 이 목차에 나와 있는 각 장의 제

따라 나누어 놓고 설계하는 것인데요.

목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간단히 파악할 수가 있고 해당 페이지로 가면 자세한

소프트웨어적인 메모리 맵은 이후에 공부할 스택 메모리Stack Memory나 힙 메모리Heap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의 목차와 비슷하게 MCU에는 메모리 맵이 있는데, 메

Memory를

모리 맵은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 저장될 공간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한 공간 할당에 사용할 수 있고, 일부 데이터를 위한 공간 그리고 OS

이에 MCU를 구성하고 있는 기능들을 알아보거나, 그 기능들을 제어하기 위한 정
SRAM

보가 필요할 때 메모리 맵을 살펴보면 됩니다.

0x00000000~0x0000FFFF
커널

그림 1-14는 메모리 맵을 보여주는데, SRAM이나 Timer와 같이 메모리에 할당된

메모리 맵

이름과 주소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로 알 수 있는 내용은 각 기능이

0x00000000~0x00FFFFFF
SRAM

위치하고 있는 주소와 얼마만큼의 용량을 차지하는지 등입니다.

0x01000000~0x02FFFFFF
빈 공간

0x0001B000~0x0001FFFF
사용자 데이터

메모리 맵

0x03000000~0x0300FFFF
타이머

0x00020000~0x00AFFFFF
프로그램 데이터

0x00000000~0x00FFFFFF

0x03010000~0xFFFFFFFF
빈 공간

0x00B00000~0x00FFFFFF
스택

SRAM

0x00010000~0x0001AFFF
드라이버

SRAM

그림 1-15 소프트웨어적으로 구분된 메모리 맵

0x01000000~0x02FFFFFF
빈 공간

0x03000000~0x0300FFFF

레지스터

타이머

0x03010000~0xFFFFFFFF
빈 공간

반 메모리처럼 연산 결과를 저장하거나 데이터를 읽어 들일 때 사용하지만, 구성

그림 1-14 메모리 맵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커서 페리페럴이나 명령어 처리 장치에서만 사용되고 있습

예를 들면, 내부 메모리(SRAM)는 0x00000000 6에서부터 시작하고 용량은
15MByte(0x00FFFFFF)라는 것과

레지스터Register는 MCU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른 메모리입니다. 일

타이머Timer의

기능이 내부에 있고 그 타이머는

니다. MCU 내부에서 명령어 처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레지스터로는 PCProgram
Counter,

SPStack Pointer, IRInstruction Register, DRData Register, ARAddress Register, 범용 레지스

터General Purpose Register 등이 있습니다.

6 메모리에 사용되는 주소와 데이터를 나타낼 때는 16진수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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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은 대표적인 레지스터들에 관한 설명인데, 당장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
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설명할 레지스터들의 동작과 함께 살펴보면 이해하기

프로그램 카운터(PC)

0x0000

실행 후 자동 증가

명령어

메모리(SRAM)

0x1011

주소

데이터

0x0000

0x1011

0x0002

0x2021

0x0004

0x1022

0x0006

0x1064

더 쉬울 것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표 1-1 32비트 프로세서 코어가 필요로 하는 레지스터들
레지스터 명
PC(Program Counter)

설명
현재 실행해야 할 명령어의 위치를 기억함.
명령어가 한 번 실행되고 나면 자동으로 다음
명령어를 가리키고 있음

SP(Stack Pointer)

스택 메모리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음

DR(Data Register)

데이터를 임시로 기억하는 용도로 사용됨

AR(Address Register)

메모리의 주소를 임시로 기억하는 용도로
사용됨

범용 레지스터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레지스터로, 흔히 R0,
R1, R2, R3... 등의 이름을 가짐

0x0002

명령어
실행 후 자동 증가

0x2021

예제
PC <- PC+4(32비트 MCU는
PC의 값이 4바이트씩 증가함)

SP <- SP-4(스택 포인터가 사
용되면 메모리 주소를 감소시킴)

프로그램 카운터

0x0004

명령어
실행 후 자동 증가

프로그램 카운터

0x0006

0x1022

0x0008

0x0329

0x000A

0x02A3

⋯

⋯

명령어
실행 후 자동 증가

0x1064

그림 1-16 16비트 프로세서의 PC 예제
R0 <- 0x01
R1 <- 0x02

그림 1-16를 보면 PC의 초기값이 0x0000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PC값이 가리

R2 <- R0+R1

키는 위치의 메모리(SRAM)에서 데이터를 읽어 오는데, 그곳에는 0x1011이 들어
있습니다. 명령어 처리 장치는 0x1011의 값을 분석하여 명령어를 처리하며 PC 값

PC

은 자동으로 증가되어 0x00027가 됩니다. PC값은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때마다 자동으로 계속 증가됩니다.

프로세서 코어는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하여 메모리로부터 명령어를 읽어 옵니다.
이때 메모리에서 가져와야 할 명령어가 있는 위치Address를 가리키는 레지스터가

참고로 PC도 메모리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데이터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CProgram Counter입니다.

메모리 데이터에 문제가 생겨 PC값이 잘못된 위치를 가리킨다면, MCU는 잘못된

예를 들어 MCU가 전원이 인가되고 동작을 시작한다고 할 때 명령어 처리 장치가

동작을 하여 시스템이 멈추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프로그램을 읽어 와서 해석하고 실행시켜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들어 있
으므로 어느 위치Address의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
PC 레지스터가 사용됩니다.

7 메모리의 주소를 나타낼 때는 ‘헥사 코드(Hexa Code)’ 값이며, 16비트 프로세서에서는 2바이트씩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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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스택

하나의 프로그램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함수가 연결된 구조입니다. 함

Void LoadFunc(void)
{
범용 레지스터 부족
Int c[8];

수 내에서 또 다른 함수를 부르기도 하며 지역변수를 사용하여 일시적인 데이터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죠. 이러한 지역변수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

++c[0];
++c[1];
}

면 함수 A가 다른 함수 B를 불렀을 때 범용 레지스터의 데이터들이 보존될 수 있느

Int main(void)
{
Int a, b;

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범용 레지스터의 개수는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스택 메모리에서 범용 레지스터로 복구

LoadFunc( ):

데이터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 범용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 데이

R0

a

R1

b

R2

다. 현재의 함수 A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범용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있다

0xFC

범용 레지스터

0xFD
이동

0xFE

b

0xFF

a

R3
R4
R5

스택 포인터

0xFD

R6
R7

}

터들을 다른 메모리 공간으로 옮겨서 저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메모리
공간을 스택 메모리Stack Memory라고 부르며 스택 메모리의 위치 정보를 스택 포인터
Stack Pointer라고

그림 1-17 스택 포인터의 할당과 소멸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림 1-17에는 LoadFunc 함수와
main 함수가 있습니다. LoadFunc 함수 내에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명령어가 있고,
main 함수에서는 LoadFunc 함수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DR, IR
프로그램에는 MCU를 제어할 명령어들과 데이터가 함께 들어 있는데, 모두 메모
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명령어 처리기가 메모리로부터 읽어 들여 명령어와 데이

main 함수에서는 2개의 변수를 사용하고 LoadFunc 함수에서는 8개의 변수를 필

터를 처리하려면 임시적으로 명령어를 보관할 공간과 데이터를 분리하여 보관할

요로 합니다. 일단 MCU는 범용 레지스터를 R0에서 R7까지 총 8개가 있다고 가

공간이 필요한데요.

정합니다. 먼저, main 함수가 실행되면 범용 레지스터 중 2개(R0~R1)를 변수용
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LoadFunc 함수를 호출하면 LoadFunc 함수도 변수
를 위해 8개의 레지스터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main 함수가 이미 2개의
범용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남은 건 6개(R2~R7) 뿐입니다. 그래서 2개
가 모자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때 main 함수가 사용 중이던 2개의 레지스터 값
을 임시로 다른 곳에 저장해 둔다면 LoadFunc이 8개(R0~R7)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임시저장소가 스택 메모리이며, 그 위치를 가리키는
값이 스택 포인터입니다.

그림 1-18 명령어와 데이터를 구분해서 저장하는 명령어 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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