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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asyDSP 개요 

 

Welcome to easyDSP for real-time MCU monitoring  

easyDSP 는  MCU 와 PC 간의 Real-Time 통신 프로그램입니다 .  

MCU 통신 포트와의 통신을 통하여 MCU 동작 중 Online 으로 프로그램 변수, 메모리, 레지스터 등을 관찰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MCU 부팅 기능을 통하여 램부팅, 플래쉬 롬 라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easyDSP 포드 에서 PC 와 MCU 사이를 절연시켜 고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멀티 운영을 지원하여,  한 개의  PC 

에서 여러 개의 easyDSP 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MCU 보드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MCU 는 하기 

참조하세요. 

TI 사  C2000 , TM4C, AM263x 시리즈  

ST 사 STM32 시리즈  

Infineon 사 PSoC4, XMC1, XMC4  시리즈 

Renesas 사 RA, RX 시리즈  

Toshiba 사  TX, TXZ3  시리즈  

상세 사항은 여기를 참조하시고, 기타 새로운 MCU 에 대한 지원은 easydsp@gmail.com 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하는 OS 는 64bit 윈도우즈 입니다. 

 

국내외 유수의 업체 및 대학에 납품되어 품질 및 성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 

국내 대학(서울대, 한양대, 숭실대, 성균관대, 아주대, 강원대, 부산대, 제주대, 경남대, 경북대, 영남대, 전북대, 명지대, 

건국대, KAIST, 광운대, 한국교통대, 국민대, 목표해양대 등) 

국내 기업(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삼성중공업, LG 전자, LS 산전, 현대중공업, 현대엘리베이터, 온세미컨덕터, 

로템, 다사테크,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플라스포, 그린파워, 

전력품질기술, 한국전기연구원, 인피니언반도체, 인텍, ADT, 이화전기, LS 메카피온, 한솔테크닉스 , 

한라공조,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로보틱스, 효성, 만도,  유니콘, 유니슨, 아주시스템, 이엔테크놀로지, 

폴페어, 동양 E&P 등 ) 

https://www.ti.com/microcontrollers-mcus-processors/microcontrollers/c2000-real-time-control-mcus/overview.html
https://www.ti.com/microcontrollers-mcus-processors/microcontrollers/arm-based-microcontrollers/overview.html
https://www.st.com/stm32
https://www.cypress.com/products/32-bit-arm-cortex-m0-psoc-4
www.infineon.com/xmc1000
www.infineon.com/xmc4000
https://www.renesas.com/us/en/products/microcontrollers-microprocessors/ra-cortex-m-mcus
https://www.renesas.com/us/en/products/microcontrollers-microprocessors/rx-32-bit-performance-efficiency-mcus
https://toshiba.semicon-storage.com/us/semiconductor/product/microcontrollers.html#TX-Family
mailto:easyds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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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기업/대학: Yaskawa, General Motors , Delphi, Raytheon Technologies, Collins Aerospace, Carrier, Grid-bridge, 

R&D Dynamics , HBL Power System, ADI American Distributors Ltd,  Virginia Tech(FEEC@ECE) 등  

easyDSP 는 어떠한 보장도 없이 제공됩니다. 제작자가 미리 언급 및 경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떠한 종류의 

손해(직접적, 간접적, 우연적, 필연적,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본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신중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easydsp.com 에서 확인 가능하며 , 

구매, AS, Pod 관련 문의는 hr.oh@egreenpower.com 으로  

프로그램 관련 버그, 기능 개선  문의는 easydsp@gmail.com 으로 연락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Welcome to easyDSP 

'easyDSP' is a powerful graphical user interface (GUI) for the maintaining, configuring and trouble-shooting of 

embedded software with strict real-time requirements. The tool automatically extracts the symbol information from the 

files generated by the cross-compiler and presents the user with windows for the viewing, editing, logging and 

graphing of those symbols, in real-time, while the target software is executing. easyDSP communicates with the target 

MCU over a serial communication link, typically SCI. On the target, only a small "remote agent" needs to be called 

periodically in the background task. Since the remote agent runs on spare processor cycles, i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interrupt driven part of the software. This makes the tool ideal for interfacing with power electronics control 

software, where the control tasks need to be executed uninterruptedly and with minimal latency. The fact that 

easyDSP does not depend on JTAG for communicating with the target makes the tool operate reliably in 

environments with strong EMI and/or high-voltage isolation requirements. 

 

easyDSP is designed for the real-time communication between MCU and an IBM PC or compatible running Windows 

64bit. 

In case of COFF debugging model with TI C2000, 32bit Windows also supproted.  

 

Supporting :   

- TI : C2000, TM4C and AM263x series   

- ST : STM32 series 

- Infineon : PSoC4, XCM1 and XMC4 seriels  

- Renesas : RA and RX   series  

- Toshiba : TX and TXZ3 series  

The detailed information is available here . For the support of other MCU, please contact easydsp@gmail.com.  

easyDSP is not freeware. But it is provided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ither expressed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In no event shall 

easyDSP be liable for any damages whatsoever including direct, indirect, incidental, consequential, loss of business 

profits or special damages, even if easyDSP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It is the user’s 

responsibility to check for future updates to the easyDSP and to use the latest version.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easydsp.com or   

mail to hr.oh@egreenpower.com for purchsing, AS, pod hardware inquiry. 

mail to easydsp@gmail.com for bug fix, improvement idea, other technical inquiry.  

 

Thank you. 

Acknowledgment :  

This software is based in part on the work of the Independent JPEG Group. 

This software is based in part on the work of the FreeType Team. 

This software is based on pugixml library (http://pugixml.org ). pugixml is Copyright (C) 2006-2018 Arseny Kapoulkine. 

http://www.easydsp.com/
mailto:hr.oh@egreenpower.com
mailto:easydsp@gmail.com
easyDSP%20product%20portfolio_eng.htm
http://www.easydsp.com/
mailto:hr.oh@egreenpower.com
mailto:easydsp@gmail.com
http://pugixm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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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syDSP 제품 종류 

 

 

  

     

종류 1 종류 2  종류 3  

하기의 각 '종류'마다 Pod 가 다르므로, 사용 MCU 및 용도에 따라 적절히 Pod 를 선택 구매하셔야 합니다.  

Pod 종류 지원 MCU 
MCU 통신 

채널 
기타 

종류 1 TI C2000 SCI  기본 절연형  

종류 2 TI C2000  SCI 

광 케이블 절연형 

광 케이블 (HFBF1414Z/HFBF2412Z) 채용으로 노이즈 환경에서도 

안정적 신호 전송. 장거리 전송도 가능 (전송거리는 200 미터 안에서 주문 

형식으로) 

종류 3 

ST STM32 

TI AM263x 

TI TM4C 

Infineon PSoC4 

Infienon XMC1 

Infineon XMC4 

Renesas RA, RX 

Toshiba TX, TXZ3  

USART  

또는  

UART 

또는 

SCI 

기본 절연형  

지원되는 MCU 에 대해서는 하기 테이블 참조하세요. 

 MCU 종류  파트넘버 

TI  

C2000 

TMS320F280[1,2,6,8,9], TMS320F2801[5,6], TMS320F28044, TMS320F281[0,1,2], 

TMS320F2802[20,30,60,70], 

TMS320F2802[0,1,2,3,6,7,00],TMS320F2803[0,1,2,3,4,5],TMS320F2805[0,1,2,3,4,5],  

TMS320F2806[2,3,4,5,6,7,8,9],TMS320F2807[4,5,6], TMS320F28001[32,33,35,37],  

TMS320F28001[52,53,54,55,56,57]  ,TMS320F28002[1,2,3,4,5],  

TMS320F28003[3,4,6,7,8,9],TMS320F28004[0,1,5,8,9],TMS320F2823[2,4,5],  

TMS320F2833[2,3,4,5],TMS320C2834[1,2,3,4,5,6],TMS320F2837[4,5,6,7,8,9]S, 

TMS320F2837[4,5,6,7,8,9]D,TMS320F2838[4,6,8]S, TMS320F2838[4,6,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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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AM263x   
AM263[1, 2, 4] 

TI 

TM4C  

TM4C123[0,1,2,3][C3,D5,E6,H6], TM4C123[6,7][D5,E6,H6], TM4C123[A,B,F,G][E6,H6], 

TM4C129[0,2]NC, TM4C1294[K,N]C, TM4C1297NC, TM4C1299[K,N]C, TM4C129[C,D]NC, 

TM4C129E[K,N]C, TM4C129LNC, TM4C129X[K,N]C 

ST STM32 

STM32C011x[4,6], STM32C031x[4,6].  

STM32F030x[4,6,8,C], STM32F031x[4,6], STM32F031x6, STM32F038x6, 

STM32F042x[4,6], STM32F048x6, STM32F051x[4,6,8], STM32F058x8, STM32F070x[6,B], 

STM32F071x[8,B], STM32F072x[8,B], STM32F078xB, STM32F091x[B,C], STM32F098xC,  

STM32F100x[4,6,8,B,C,D,E], STM32F101x[4,6,8,B,C,D,E,F,G],  

STM32F102x[4,6,8,B], STM32F103x[4,6,8,B,C,D,E,F,G], STM32F105x[8,B,C], STM32F107x[B,C],  

STM32F205x[B,C,E,F,G], STM32F207x[C,E,F,G], STM32F215x[E,G], STM32F217x[E,G],  

STM32F301x[6,8], STM32F302x[6,8,B,C,D,E], STM32F303x[6,8,B,C,D,E], STM32F318x8, STM32F328x8, 

STM32F334x[4,6,8], STM32F358xC, STM32F373x[8,B,C], STM32F378xC, STM32F398xE,  

STM32F401x[B,C,D,E], STM32F405x[E,G], STM32F407x[E,G],  

STM32F410x[8,B], STM32F411x[C,E], STM32F412x[E,G], STM32F413x[G,H], STM32F415xG, 

STM32F417x[E,G], STM32F423xH, STM32F427x[G,I], STM32F429x[E,G,I], STM32F437x[G,I], 

STM32F439x[G,I], STM32F446x[C,E],   

STM32F469x[E,G,I], STM32F479x[G,I], 

STM32F722x[C,E], STM32F723x[C,E], STM32F730x8, STM32F732xE, STM32F733xE, STM32F745x[E,G], 

STM32F746x[E,G], STM32F750x8, STM32F756xG, STM32F765x[G,I], STM32F767x[G,I],  

STM32F769x[G,I], STM32F77[7,8,9]xI,   

STM32G030x[6,8], STM32G031x[4,6,8], STM32G041x[6,8], STM32G050x[6,8], STM32G051x[6,8],  

STM32G061x[6,8], STM32G070xB, STM32G071x[8,B], STM32G081xB, STM32G0B0xE, 

STM32G0B1x[B,C,E], STM32G0C1x[C,E], STM32G431x[6,8,B], STM32G441xB, STM32G473x[B,C,E], 

STM32G474x[B,C,E], STM32G483xE, STM32G484xE, STM32G491x[C,E],  STM32G4A1xE,  

STM32H723x[E,G], STM32H725x[E,G], STM32H730xB, STM32H733xG, STM32H735xG,  

STM32H742x[G,I], STM32H743x[G,I], STM32H745x[G,I], STM32H747x[G,I], STM32H750xB, 

STM32H753xI, STM32H755xI, STM32H757xI, STM32H7A3x[G,I], STM32H7B0xB, STM32H7B3xI,  

STM32L010x[4,6,8,B], STM32L011x[3,4], STM32L021x4, STM32L031x[4,6],  

STM32L041x6, STM32L051x[6,8], STM32L052x[6,8], STM32L053x[6,8], STM32L06[2,3]x8,  

STM32L07[1,2,3]x[8,B,Z], STM32L08[1,2]x[B,Z], STM32L083x[8,B,Z],  

STM32L100x[6,8,B,C], STM32L151x[6,8,B,C,E], STM32L152x[6,8,B,C,D,E],  

STM32L162x[C,D,E], STM32L100x[8,B]-A, STM32L151x[6,8,B,C]-A, STM32L152x[6,8,B,C]-A, 

STM32L162xC-A, STM32L15[1,2]xD-X, STM32L162xD-X,  

STM32L412x[8,B], STM32L422xB, STM32L431x[B,C], STM32L432x[B,C], STM32L433x[B,C], 

STM32L442xC, STM32L443xC, STM32L451x[C,E], STM32L452x[C,E], STM32L462xE, STM32L471x[E,G], 

STM32L475x[C,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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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M32L476x[C,E,G], STM32L486xG, STM32L496AE, STM32L496x[E,G],   

STM32L4A6xG, STM32L4P5x[E,G], STM32L4Q5xG, STM32L4R5x[G,I], STM32L4R7xI, STM32L4R9x[G,I], 

STM32L4S[5,7,9]xI,  

STM32L552x[C,E], STM32L562xE,  

STM32U575x[G,I], STM32U585xI, 

STM32WB[10,15]xC, STM32WB30xE, STM32WB35x[C,E], STM32WB50xG,  

STM32WB55x[C,E,G,Y],STM32WL5[4,5]xC, STM32WLE[4,5]x[8,B,C] 

Infineon 

PSoC4  

CY8C402[4,5], CY8C404[5,6], CY8C412[4,5],  

CY8C4126xxx-S42x, CY8C4126xxx-S43x, CY8C4126xxx-S44x, CY8C4126xxx-S45x,  

CY8C4126xxx-Mxxx, CY8C4127xxx-Sxxx, CY8C4127xxx-Mxxx, CY8C4127xxx-BLxxx,  

CY8C4128xxx-Sxxx, CY8C4128xxx-BLxxx,  

CY8C414[5,6,7,8], CY8C424[4,5],   

CY8C4246xxx-DSxxx, CY8C4246xxx-Mxxx, CY8C4246xxx-Lxxx, CY8C4247xxx-Mxxx,  

CY8C4247xxx-Lxxx, CY8C4247xxx-BLxxx, CY8C4248xxx-Lxxx, CY8C4248xxx-BLxxx,  

CY8C454[6,7,8], CY8C472[4,5], CY8C474[4,5] 

Infienon 

XMC1 

XMC1100-xxxxx0[008,016,032,064], XMC120x-xxxxx0[016,032,064,128,200],  

XMC130x-xxxxx0[016,032,064,128,200], XMC140x-xxxxx0[032,064,128,200],  

Infineon 

XMC4 

XMC410x-xxxx[64,128], XMC4200-xxxx256, XMC4300-xxxxx256, XMC440x-

xxxxx[256,512],  

XMC450x-xxxxx[512,768,1024], XMC4700-xxxxx[1536,2048], XMC4800-

xxxxx[1024,1536,2048] 

Renesas 

RX   

R5F5110[1,3,4,5,H,J], R5F5111[1,3,4,5,6,7,8,J], R5F5113[5,6,7,8], R5F5130[3,5,6,7,8], R5F513T[3,5], 

R5F5140[3,5,6] 

R5F5230[5,6], R5F5231[5,6,7,8], R5F523E[5,6], R5F523T[3,5], R5F523W[7,8], R5F524T[8,A,B,C,E], 

R5F524U[B,C,E] 

R5F5651[4,7,9,C,E], R5F565N[4,7,9,C,E,D,N], R5F5660[4,9], R5F566N[D,N], 

R5F566T[A,E,F,K], R5F5671[9,C,E] 

R5F571M[F,G,J,L], R5F572M[D,N], R5F572N[D,N], R5F572T[F,K] 

Renesas RA 

R7FA2A1xB, R7FA2E1x[5,7,9], R7FA2E2x[3,5,7], R7FA2L1x[9,B],   

R7FA4E1x[B,D], R7FA4M1AB, R7FA4M2x[B,C,D], R7FA4M3x[D,E,F], R7FA4W1xD,     

R7FA6E1x[D,F],R7FA6M1xD, R7FA6M2x[D,F], R7FA6M3x[F,H], R7FA6M4x[D,E,F], R7FA6M5x[F,G,H],  

R7FA6T1x[B,D], R7FA6T2x[B,D] 

Toshiba TX, 

TXZ3 

TMPM03[6,7]FW, TMPM06[1,6,7,8]FW, 

TMPM330F[D,W,Y], TMPM332FW, TMPM333F[D,W,Y], TMPM341F[D,Y], TMPM365FY, 

TMPM366FD, TMPM367FD, TMPM368FD, TMPM369FD,TMPM370FY, TMPM372FW, 

TMPM373FW, TMPM374FW, TMPM375FS, TMPM376FD, TMPM37AFS,TMPM380F[W,Y], 

TMPM381FW, TMPM383F[S,W],  TMPM384FD,TMPM3U0FS, 

TMPM3U6F[W,Y], TMPM3V4F[S,W], TMPM3V6FW,  

TMPM440F[10,E], TMPM461F[10,15], TMPM462F[10,15], TMPM46BF10 

TMPM3H0F[M,S], TMPM3H1F[P,S,W,U], TMPM3H2F[S,U,W], TMPM3H3F[S,U,W], 

TMPM3H4F[S,U,W], TMPM3H5F[S,U,W], TMPM3H6F[S,U,W], TMPM3HLF[D,Y,Z], 

TMPM3HMF[D,Y,Z], TMPM3HNF[D,Y,Z], TMPM3HPF[D,Y,Z], TMPM3HQF[D,Y,Z]  

 

새로운 MCU 지원이 필요한 경우, easyDSP@gmail.com 으로 문의 바랍니다. 

mailto:easyDS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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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데이트 이력 
버전 MCU 항목 

ver 10.8 

4/2023 

공통 
- 다차원 배열 경우 10 차원 배열까지 지원 (이전 버전은 4 차원 배열까지만 지원) 

- Array 창 : 선택된 셀을 클립보드로 복사할 때, 빈셀이 있을 경우 먼저 셀의 값을 채움 

TI C2000  

- TMS320F280015x 지원 (새로운 소스 파일 easy28x_bitfield_v10.8.c 또는 

easy28x_driverlib_v10.8.c 필요) 

수정된 버그 : 특정 경우 TMS320F280013x 플래시 프로그래밍 오류 발생  

ST STM32 - STM32 C0 계열 지원 (소스 파일 easyStm32LL v10.8.c 필요 )  

Renesas RX - 르네사스 MCU RX 계열 지원 

ver 10.7 

1/2023 

공통 

- Watch 창에서 변수 항목을 위/아래로 이동 가능 

- Watch, Memory, Array, Tree 창: 값 변경시 해당 셀을 노란 배경색으로 표시 (프로젝트 

설정에서 선택 가능) 

TI AM2x  - AM263x 지원  

TI TM4C - TM4C123x, TM4C129x 지원 

ver 10.6 

11/2022 
TI C2000  

- TMS320F280013x 지원 (새로운 소스 파일 easy28x_bitfield_v10.6.c 또는 

easy28x_driverlib_v10.6.c 필요) 

- 플래시 관련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easyDSP 프로그램을 관리자 모드로 실행할 필요가 

없음 

수정된 버그 :  멀티 코어의 경우 CPU2 부터 변수 정보 읽어 들이지 못함 (v10.5.1 만의 

버그) 

ver 10.5.1 

11/2022 
TI C2000  

수정된 버그 : 특정 경우플래시 대화상자 진입시 오류 메시지 "The variables in flash API 

wrapper are not fully recognized!" 발생 이후 플래시 작업 하지 못함 (v10.3 이후의 버그) 

ver 10.5 

11/2022 

공통 

- 이전 형식 메모리 윈도우 미지원 

- 메모리 윈도우 : 주소 입력시 변수 주소 형식을 (예 : &var) 사용한 경우, 변경된 출력 

파일로 새로 MCU 를 부팅한 경우 해당 변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메모리 윈도우의 

주소도 자동 변경. 

수정된 버그 : 

- 커맨드 윈도우 : 구조체/공용체/비트필드 변수의 자동 찾기 기능 동작 안함  

ST - easyDSP 소스파일이 easyStm32LL_v10.5.c 로 업그레이드 되어 하기 기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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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M32   1.  STM32G0x : 램부팅/ 플래시프로그래머  대화상자에서 부트로더 진입 개선  

  2. STM32H7 dual core (STM32H745x, STM32H747x, STM32H755x, STM32H757x) : 

데이타 캐시 사용 가능   

  3.  USART 에 FIFO 기능이 있는 MCU 에서, easyDSP 통신을 빠르게 하기 위해, FIFO 사용 

가능 

Toshiba 

TXZ3  
- Toshiba 사 TXZ3 MCU 지원 

ver 10.4 

5/2022 

공통 

수정된 버그 : 

- ARM 계열 MCU 에서 DWARF4 또는 DWARF5 디버깅 정보 포맷 사용시, 특정 경우 

비트필드 변수의 주소 오류 발생. 

TI C2000  

수정된 버그 :  

- 2838x 경우 CPU1, CPU2, CM 을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래시 작업 불가능. v10.3 및 

v10.3.1 만의 버그 

Toshiba 

TX  
- Toshiba 사 TX MCU 지원 

ver 10.3.1 

4/2022 
TI C2000  

수정된 버그 :  

- 2838x 경우 CPU1, CPU2, CM 을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easyDSP 프로젝트가 열리지 

않음. v10.3 만의 버그. 

ver 10.3 

4/2022 

공통 

- 와치 윈도우에서 비트필드 멤버 변수의 주소에 비트 정보 포함 (예를 들어 0x1234@bit1-

2 형식) 

- 비트필드 멤버 변수의 표시 진수 절환 가능 

- 차트 윈도우에서 1 차원 배열 변수만 사용하도록 변경 

- 트리 윈도우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변수값 표시 진수 절환 (dec -> hex -> bin -> dec) 

- 메모리 윈도우에서 주소 입력 형식 다양화 및 주석 가능 

- 변수 정보 처리 속도 향상 

- 드라이버 파일 업데이트 CDM212364_Setup.exe 

 

수정된 버그 :  

- 익명(Anonymous)의 구조체/공용체 변수 멤버 표시 오류 

- 익명(Anonymous)의 비트필드 구조체 멤버 변수 표시 오류 

- 4 바이트보다 큰 크기의 비트필드 멤버 표시 오류 

TI 

C2000 
- 2837xD, 2838xS/D 멀티 코어를 2 개 이상의 프로젝트로 사용시, CPU1 프로젝트 

요청으로 CPU2/CM 프로젝트에서 out 파일이 업데이트될 때 메시지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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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F 디버깅 모델에 대해 지원되었던 32 비트 윈도우즈 지원 중단 

- 레지스터 윈도우 지원 중단 

- 플래시 대화상자에서 flash API speed [bps] 속도 변경 기능 (하기 v10.1 내용 참조)의 

동작 안정성 향상 

수정된 버그 :  

- 2837xD/2838xS/D 멀티코어 사용시, CPU1 프로젝트에서 플래시 대화상자 진입 이후, 

CPU2/CM out 파일이 업데이트 되고 플래시 프로그래밍에 사용될 때 특정 경우 bin 

파일이 없다는 에러 발생 

- 2837xD/2838xS/D 멀티코어 사용시 CPU2/CM 프로젝트 없이 CPU1 프로젝트만 

사용하여 CPU2/CM 을 램부팅/플래시라이팅할 때, 특정 경우, 현재 out 파일이 아닌 이전 

out 파일로 램부팅/플래시라이팅 진행 

- 2837xD 에서 coff 디버깅 모델 사용시 CPU2 프로그램이 갱신되지 않음. 

ST 

STM32 

- 램부팅, 플래시 프로그래밍시 IDE 에서 생성한 hex 파일만을 사용. 기존 버전에서 

easyDSP 가 hex 파일을 생성하는 옵션을 사용하셨다면 주의 바랍니다. 이제는 IDE 에서 매 

컴파일시 hex 파일을 생성하도록 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수정된 버그 :  IDE 가 생성한 hex 파일을 사용할 경우, 플래시 대화상자에서, 변경된 유저 

프로그램 사용 여부 선택과 상관없이, 무조건 변경된 유저 프로그램이 사용됨. 

Infieon 

PSoC4 

수정된 버그 : 플래시 대화상자에서, 변경된 유저 프로그램 사용 여부 선택과 상관없이, 

무조건 변경된 유저 프로그램이 사용됨. 

Infieon 

XMC4 

수정된 버그 : 플래시 대화상자에서, 변경된 유저 프로그램 사용 여부 선택과 상관없이, 

무조건 변경된 유저 프로그램이 사용됨. 

Renesas 

RA 
Renesas 사 MCU RA 시리즈 지원  

Infieon 

XMC1 
Infineon 사 XMC1 MCU 지원 (모니터링만 지원. 프로그래밍 미지원) 

 TI C2000 수정된 버그 : F2837xS : 플래시 대화상자가 열리지 않음 (v10.1 의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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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 10.2 

1/2022 

Infieon 

PSoC4  
- Infineon 사 PSoC4 MCU 지원 

Infieon 

XMC4 
- Infineon 사 XMC4 MCU 지원 

ver 10.1 

11/2021 

공통 

- 새로운 형식의 메모리 창 (상세 확인 ) 

 

수정된 버그 :   

- char 또는 unsigned char 타입 변수가 아니어도 문자(ex, 'A')가 값으로 입력 

- Array 윈도우에서 char 또는 unsigned char 타입 변수에 문자(ex, 'A') 입력 안됨. 

- 부동소수점 변수 (float, double, long double) 포인터 변수에 부동소수점 값 입력 가능 

TI C2000 

- F28003x : 지원 시작 (easyDSP 제공 소스파일 버전 v10.1 사용 필요) 

              주의 사항 ) 요구되는 최소 사양으로 CCSv11 과 컴파일러 버전 21.6.0.LTS 

- F2837xS/F2837xD/F28004x/F28002x/F2838xD/F2838xS/ 

F2802x/F2802x0/F2803x/F2805x/F2806x/F2807x : 플래쉬 동작 속도 최대 2 배 개선 

   본 메뉴로 통신 속도를 조절하여 시간 단축 가능. 단, 

특정 bps 는 동작하지 않을 수 있음. 

- F2807x/F2837xS/F2837xD 내부 클럭 소스 지원 (외부 클럭 소스 없이 사용 가능) 

- F2802x Rev.0 지원 중지  

- F2838xS/D CM : 램부팅의 'Enables fast verifying' 기능 비활성화 

- 멀티 코어 2837xD 및 2838xS/D : CPU1 용 easyDSP 프로젝트에서 램부팅 또는 플래시 

프로그래밍 수행시에,  

  CPU2 또는 CM 용 easyDSP 프로젝트에서 통신을 잠시 멈춤. 단, CPU1, CPU2 또는 CM 용 

easyDSP 프로젝트가  동일 PC 에서 동작할 경우에만. 

- easyDSP DriverLib 소스파일 개선 (easy28x_driverlib_v10.1.c) : 28003x 지원, Gen3 MCU 

32 비트 어드레스 영역 지원,  

  C2000Ware_4_00_00_00 에서 변경된 핀 Mux 이름 지원 

- easyDSP DriverLib 소스파일 개선 (easy28x_cm_driverlib_v10.1.c) : EtherCAT RAM 및 

ECC 메모리 영역 억세스 가능,  

  Hard Fault 방지를 위한 메모리 번지 검증 기능 추가 

- easyDSP BitField 소스파일 개선 (easy28x_bitfield_ v10.1 .c) : 28003x 지원, Gen3 MCU 

32 비트 어드레스 영역 지원  

 

수정된 버그 : 

- 공용체/구조체 변수 인식 오류 (v10 의 버그) 

- 메모리창에서 Gen3 MCU 의 TI OTP 메모리 영역을  읽을 때 시스템 에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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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838xS/D CM : 특정 경우 램부팅 verify 실패 

ST 

STM32 

- HAL 기반 easyDSP 통신 소스 지원 중단 (LL 기반 대비 많은 리소스 소모로 인해) 

- LL 기반 easyDSP 통신 소스 개선 (address alignment check) :  easyStm32LL_v10.1.c 

통신 소스 코드 사용 필요 

- STM32WB10xC, WB15xC 지원 

- STM32U5 시리즈 지원  

 

수정된 버그 :  

- 플래시 페이지 크기가 128 바이트인 일부 MCU 에서 사용된 페이지를 판별하지 못함  

ver 10 

5/2021 

공통 
수정된 버그 :   트리윈도우 구조체/공용체 변수 리스트에서 구조체/ 공용체가 아닌 변수가 

등록됨 

TI C2000 

- F2837xS/F2837xD/F2807x  부팅 시 오토 보딩 알고리즘 개선 

- C++의 class 타입 변수 지원 

- 플래시롬 대화상자 관련 개선 (C2834x 제외) 

  1. 플래시롬 대화상자에서 "Erase > Program..."과 같이 연속 동작시에는, 프로그램될 

플래시 섹터가 지워질 섹터에 다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 추가 

  2. 한번 클릭으로 모든 동작을 수행하는 버튼 추가 

  3. out 파일 갱신시 사용자 수락 여부를 플래시롬 대화상자 진입시 확인하지 않고, 추후 

플래쉬롬 동작(Program, verify, select used, select not used)시 확인 

 

수정된 버그 :   

- F2837xD, F2838xS/D 에서 out 파일 갱신되었을 때, 사용자의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CPU2, CM 의 경우 갱신된 out 파일을 프로그램함 

- F2837xD, F2838xS/D 의 플래시롬 또는 램부팅 대화상자 진입 이후 CPU2 또는 CM 의 

out 파일이 갱신되었을 때, CPU2 또는 CM 과 통신하는 easyDSP 프로그램이 비활성화 

상태라면 CPU2, CM 에는 갱신된 out 파일이 프로그램되지 않음 

ST  

STM32 

- ST 사 STM32 MCU 시리즈  지원 (전용 easyDSP 포드 구매 필요) 

- F0, F1, F2, F3, F4, F7, G0, G4, H7, L0, L1, L4, L5, WB, WL 시리즈 지원 

 

ver 9.5 

12/2020 

28x 

- 이전 Legacy 비트필드를 설치패키지에서 제외 

- easyDSP 포드의 /BOOT 핀 운전 시점 변경  

- 원활한 F2837xD/F2838xD CPU2 램부팅 사용을 위한 소스 파일  

  ( easy28x_BitField_v9.5.c/ easy28x_DriverLib_v9.5.c)변경  

 

주의 사항  

- F2837xD/F2838xD CPU2 램부팅 사용시 easy28x_BitField_v9.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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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28x_DriverLib_v9.5.c 사용 필수  

 

수정된 버그 : 

- 메모리창 0 번지에 잘못된 변수 심볼이 표기됨 (v9.3, v9.4 만의 버그) 

- 2807x, 2837xS, 2837xD CPU1 : 부트롬을 위한 램 영역 오류 (v9.4 만의 버그)  

ver 9.4 

10/2020 
28x 

- 차트 윈도우 관련 개선 (특히 대용량 데이타 표시에 용이) : 화면 갱신 주기 

개선, 빠른 속도 ('Enable fast reading' 옵션 활성화 필요), 반복적 통신 실패시 Pause 

- 램 부팅 verify 속도 개선. 'Enable fast verifying' 옵션 활성화 필요. 

- 28002x, 2838x 플래시롬 대화상자에서 flashAPI wrapper 의 오토 보딩 효율 개선 

- 플래쉬롬 대화상자에서 flashAPI wrapper 의 부팅 verify 생략으로 속도 개선  

  (28002x, 2837x, 2838x 에서는 이전 버전부터 생략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MCU 에 대해서 

이번에 적용) 

- 비트필드용 소스 파일( easy28x _bitfield_v9.4.c, easy28x_gen2_bitfield_v9.4.c )에서  

  4 바이트/8 바이트 변수를 한번에 읽는 것으로 변경 

-메뉴 표기 및 단축키 변경 (Serial Booting, ALT+S -> RAM Booting, ALT+R)     

 

주의 사항 :    

- 2838x CM : "easy2838x_cm_driverlib_v9.4.c" 사용 필수 !!!!  

 

수정된 버그 : 

- 차트 윈도우 : 특정 경우 out 파일 갱신시 차트 윈도우 오류 발생 

- 트리 윈도우 : 변수 리스트에 의미없는 역참조 연산자 변수 등록 (v9.3 만의 버그) 

- 2838x : CPU1+CM 사용시 CPU1 측 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 갱신시  

           CM 측 프로젝트에 갱신된 사항이 반영 안됨. 

- 2807x, 2837xS, 2837xD CPU1, 2837xD CPU2, 2838x CPU2 : 부트롬을 위한 램 영역 오류 

- 2838x CM : 램 부팅 verify 때 오류 발생시, 오류 발생 번지를 잘 못 표기 

- 2838x CM : section 의 시작번지가 64bit aligned 되어 있을 때, 플래쉬롬 라이팅 오류 

발생  

ver 9.3 

6/2020 
28x 

- F280x, F281x, F28044 에 대해서 새로운 BitField 소스 지원 

- F2838xS, F2838D 지원하는 BitField 소스 지원  

- 램 부팅시 사용자 코드 영역이 부트롬 및 easyDSP 사용 영역과 중첩되는 지 검토 및 

경고 

- 포인터 변수의 *(역참조) 연산자 지원    

 

수정된 버그 : 

- 플래쉬롬 대화상자에서 특정 조건시 flashAPI wrapper 로 부팅하지 않음. 

- 와치창에서 갱신 주기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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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8x CM 의 플래시롬 대화상자에서 섹션 얼라이먼트 체크 오류  

ver 9.2 

4/2020 
28x 

- TMS320F2838xS, TMS320F2838xD 지원 (driverlib 로만)  

- TMS320F28002x 지원  

- driverlib/bitfield 에서 Rx 입력핀을 pullup 으로 설정하여 노이즈 내성 강화 

- F2802x, F2802x0, F2803x, F2805x, F2806x 에 대해서 새로운 BitField 소스 지원   

 

수정된 버그 : 

- 특정 경우 bin 파일 생성이 안되는 오류 

- 'Reload *.out' 메뉴 실행 후 새로 로딩된 아웃파일에 맞춰 윈도우가 갱신되지 않음 

- 특정 경우 Dwarf version 4 를 지원 못함  

- 트리 윈도우에서 구조체/공용체의 포인터 변수를 구조체/공용체 변수로 인식 

- 28004x 플래시 대화상자에서 섹터 선택 오류 및 외부 클럭 없이는 동작하지 않음   

ver 9.1 

3/2020 
28x 

- driverlib 지원 (28004x, 2807x, 2837xS, 2837xD) 및 main.c 예제 파일 제공 

- 새로운 bitfield 기반 easyDSP 소스파일 및 main.c 예제 파일 제공  

  (28004x, 2807x, 2837xS, 2837xD, 2823x, 2833x, 2834x 에 대해서) 

- out 파일 재로딩 메뉴 제공  

(SCI 부팅, flashrom 부팅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easyDSP 의 통신 기능만을 사용할 경우, 

또는 easyDSP 를 디버거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수동으로 갱신된 out 파일을 

로딩할 수 있도록)  

- ELF-based Embedded Application Binary Interface (EABI) 지원  

- 2837xD, 2837xS, 2807x, 28004x 플래쉬롬 대화상자에서 flashAPI wrapper 의 부팅 개선  

 

수정된 버그 :   

- 트리 윈도우에 구조체 포인터 변수가 등록 

- (v9.03 버전 버그) 2837xS, 2807x, 28004x 플래쉬롬 대화상자에서 flashAPI 

wrapper 의 부팅 오류  

ver 9.03 

1/2020 
28x 

수정된 버그 (ver 9 이후 버전만의 버그) :   

- 프로젝트 폴더와 컴파일러 출력파일 (*.out) 폴더가 다른 경우 오동작 

- 2837xS, 2837xD, 2807x, 28004x 경우 오토보딩 실패  

 

ver 9.02 

12/2019 

28x 
- 프로젝트 생성시에 사용자가 debugging model (coff 또는 dwarf)을 설정하도록 함. 기존 

프로젝트를 열 때에는 디폴트로 coff 가 설정됨.  

 

ver 9.01 

12/2019 

28x 
수정된 버그 :   

- 일부의 경우, --symdebug:dwarf 로 컴파일된 out 파일을 --symdebug:coff 형식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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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 9 

12/2019 

28x 

- 상위 컴파일러 지원 ( 버전 16 이상) 

- 컴파일 옵션 --symdebug:dwarf 사용 가능 

- 향후 --symdebug:coff 에 대해서 easyDSP 성능 개선 및 버그 수정 (특히 변수 인식 관련) 

지원이 없을 예정 !!!!  

  이후 버전의 업데이트 및 버그 수정 사항이 --symdebug:coff 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symdebug:dwarf 사용시 typedef 로 정의된 변수의 타입은 typedef 이름으로 표기 (ex. 

Uint32)  

 

4. 제한 사항 

 

하기에 easyDSP 가 지원하지 못하는 제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사용시 참조 부탁 드립니다.  

일반  

1. Little endian 만 지원합니다.  

2. easyDSP 는 SCI 또는 UART 의 통신 인터럽트로 MCU 와 데이타를 교환합니다. 멀티 코어의 경우 SEV, IPC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MCU 의 리소스가 제한되어 통신 인터럽트에 시간이 적절히 할당되지 못할 경우,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역 참조 연산자(*)는 기본형 변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즉, 포인터를 가르키는 포인터 변수, 

배열의 포인터 변수 등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화살표 연산자(->)는 아예 지원하지 않습니다.  

4. Arm 계열 MCU 에서는 역참조 연산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5. 구조체의 일종인 bit field 형식의 변수에 대하여 '쓰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읽기는 지원됩니다. 

6. 다차원배열의 경우 10 차원까지만 지원합니다.   

기능 제한  

MCU 별 easyDSP 의 기능 차이에 대해서 하기 표 참조 바랍니다. (지원 = o, 미지원 = x) 

보호 기능이 적용된 경우 플래시 프로그래밍이 제한됩니다. 

램부팅, 플래시 프로그래밍의 기능 제한 상세 사항은 각 MCU 별 해당 메뉴를 참조하세요. 

벤더 MCU  모니터링  램부팅 
 플래시  

프로그래밍 
 기타 제한 사항 

TI 

C2000  o o o   

AM263x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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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4C o x o  

ST STM32 o o (3) o (1,2) 

1. OTP memory, Data memory, Option bytes  쓰기 지원 안함  

2. MCU 내장 부트로더의 제한점 및 버그로 인한 easyDSP 제한점  

3. Dual core MCU 경우 램부팅 미지원  

Infienon  

PSoC4 o x o (2) 

1. easyDSP 는 UART 를 사용하여 MCU 와 통신하는 바, UART 가 

지원되지 않는 PSoC4000 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Single-application bootloader 구성에서만 플래시 프로그래밍 

가능  

XMC1 o x x   

XMC4 o x o  

Renesas  

RA o x o  

RX o x o (1,2) 

1. 보호기능이 적용된 (Area protection 또는 TM memory) 영역은 

플래시 프로그래밍 미지원 

2. RX64M, RX660, RX66T, RX71M, RX72T 시리즈는 option setting 

memory 영역 미지원 

Toshiba 

TX o x o  

TXZ3 o x  o  

 

5. Pod 구성 
* 핀 구성 

easyDSP Pod 의 신호선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핀 간격은 2.54mm 입니다.  

사용자 보드에서 easyDSP 용 커넥터로 BHS-01-10P 또는 XG4C-1031 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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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종류 1 또는 2 : TI C2000 MCU 용 

 번호 이름     설명 

1 RX 출력핀으로 MCU 의 RX 핀에 연결. 

2 GND 전원 그라운드. easyDSP 포드내에서 10 번핀과 연결되어 있음. 

3 TX 입력핀으로 MCU 의 TX 핀에 연결 

4 VDD 전원핀으로 MCU 의 VDDIO 전위 연결 (ex : 3.3V) 

5 /BOOT 
pseudo open collector 타입 출력.  

MCU 부트 모드 진입시에만 Low 출력하고, 이외에는 신호 출력 없음.  

6 reserved 연결하지 마세요  

7 reserved 연결하지 마세요  

8 reserved 연결하지 마세요  

9 /RESET 
pseudo open collector 타입 출력.  

MUC 리셋시에만 LOW 출력하고, 이외에는 신호 출력 없음.  

10 GND 전원 그라운드. easyDSP 포드내에서 2 번핀과 연결되어 있음. 

Pod 종류 3 : Arm 계열용 (STM32, AM2x, TM4C, PSoC4, XMC, RA, RX, TX, TXZ3) 

 번호 이름     설명 

1 RX 출력핀으로 MCU 의 RX 핀에 연결 

2 GND 전원 그라운드. easyDSP 포드내에서 10 번핀과 연결되어 있음. 

3 TX 입력핀으로 MCU 의 TX 핀에 연결 

4 VDD 전원핀으로 MCU 의 VDDIO 전위 연결 (ex : 3.3V, 1.8V) 

5 /BOOT 
pseudo open collector 타입 출력.  

MCU 부트 모드 진입시에만 Low 출력하고, 이외에는 신호 출력 없음  

6 reserved 연결하지 마세요  

7 BOOT 
pseudo open emitter 타입 출력. 

MCU 부트 모드 진입시에만 High 출력하고, 이외에는 신호 출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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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eserved 연결하지 마세요  

9 /RESET 
pseudo open collector 타입 출력.  

MUC 리셋시에만 LOW 출력하고, 이외에는 신호 출력 없음.  

10 GND 전원 그라운드. easyDSP 포드내에서 2 번핀과 연결되어 있음. 

* /BOOT, BOOT 핀 설명  

본 핀은 /RESET 핀과 연동되어 동작하며, MCU 리셋시 MCU 가 플래시로 부팅할 지, 아니면 부트모드로 진입할 지를 

결정합니다. 

MCU 가 플래시로 부팅할 때에는 (사용자 코드 수행), /BOOT, BOOT 핀은 신호를 출력하지 않으며,  

MCU 가 부트모드로 진입할 때에만 (램 부팅 또는 플래시 프로그래밍을 위해), /BOOT, BOOT 핀은 하기와 같이 

신호를 출력합니다. 

 MCU 사용 부트핀 부트핀 동작 

C2000 

XMC4 

TX 

TXZ3 

/BOOT 
MCU 리셋시 /BOOT 핀은 Low 출력.  

MCU 리셋이 풀리고 약 1 초 뒤에 /BOOT 핀 신호 출력 없음. 

STM32 BOOT 
MCU 리셋시 BOOT 핀은 High 출력하며, 부트모드 진입 기간 동안 지속 출력 유지. 

부트모드에서 나올 때에 (램부팅/플래쉬롬 대화상자에서 나올 때), BOOT 핀 신호 출력 없어짐. 

AM2x 

TM4C 
BOOT 

MCU 리셋시 BOOT 핀은 High 출력.  

MCU 리셋이 풀리고 약 1 초 뒤에 BOOT 핀 신호 출력 없음. 

RA, RX /BOOT 

MCU 리셋시 /BOOT 핀은 Low 출력.  

RA : 부트 모드 진입 이후 Command acceptance phase 에 진입할 때 /BOOT 핀 신호 출력 

없어짐. 

XMC1 

PSOC4 
미사용 미사용 

/BOOT, BOOT 핀에 연결된 MCU 의 해당 핀을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MCU 리셋 이후 초기 시간에 해당 핀의 전위를 입력 받아 (리셋 디폴트로 핀은 입력 IO), 

이 값이 Low 또는 High 로 변경되기를 기다린 후, 즉 MCU 가 부트 모드에서 나온 이후,  

해당 핀을 원하는 목적으로 설정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ED 설명 

두가지 상태 표시 LED 가 있으며 그 의미는 하기와 같습니다. 두 LED 모두 easyDSP 동작 중에는 ON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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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 또는 'MCU' LED : easyDSP 커넥터를 통해 전원이 공급 중임을 표시. 즉, easyDSP 커넥터 4 번에서 VDD 가 

공급되고 있음. 이는 결국 DSP 보드의 전원이 활성화됨을 의미함.  

'USB' LED : easyDSP PC 프로그램이 easyDSP pod 하드웨어와 연결됨을 표시. 사용자가 easyDSP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를 오픈할 경우 연결됨.  

주의) 광케이블 Pod 의 경우, PC 측 pod 의 DSP LED 와 MCU 측 Pod 의 USB LED 는 동작하지 않음.  

* 연결 순서  

MCU 동작중 easyDSP 와의 물리적 연결/분리는 의도치 않은 MCU 리셋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하여 주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연결시에는 PC 에 먼저 연결하고 이후 DSP 에 연결, 분리시에는 DSP 에서 먼저 분리하고 이후 

PC 에서 분리하여, 의도치 않은 MCU 리셋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방식  

PC 와 easyDSP pod 간 직접 연결을 권장드리며 (USB 확장 포트 사용하지 말고), 필요시 새로운 USB 케이블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양  

항목 

포드 종류 1 : 

TI C2000  

표준 절연 포드 

포드 종류 2 : 

TI C2000  

광케이블 절연 포드  

포드 종류 3 : 

Arm Cortex-M  

표준 절연 포드  

VDD 핀 인가 전압 범위 min 3, typ 3.3, max 5 [V] 왼쪽과 동일 min 1.65V, max 5V [V] 

VDD 핀 추천 전압 3.3V 3.3V 
MCU VDDIO 

(ex, 3.3V 또는 1.8V) 

기타 입력 핀 전압 -0.5 .... VDD+0.5 [V] 왼쪽과 동일 왼쪽과 동일 

VDD 핀 전류 max 3mA max 50mA max 10mA 

1,2 차간 최소 절연 전압 2.0kVrms@1min - 2.0kVrms@1min 

동작 가능 주변 온도 5 .. 55 [°C] 왼쪽과 동일 왼쪽과 동일 

보관 온도 -20 .. 65 [°C] 왼쪽과 동일 왼쪽과 동일 

상대 습도 (non-condensing)  max 90% rH  왼쪽과 동일 왼쪽과 동일 

크기 (케이블 제외)   82 x 56 x 21 mm^3  왼쪽과 동일(포드 2 개임)  81 x 42.5 x 21 mm^3 

무게 (케이블 제외)  140 g 330 g  62 g 

USB 인터페이스  USB 2.0 Hi-Speed  왼쪽과 동일 왼쪽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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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CU별 사용법 

6.1 C2000 

6.1.1 C2000 프로그래밍 

6.1.1.1 공통 사항 

 

* 비트필드/DriverLib easyDSP 통신 파일 제공  

easyDSP 설치 폴더안에 'Source/C2000'  폴더는 하기와 같이 2 가지로 나뉩니다. 

   

'BitField' 폴더는 비트필드 기반 소스이며, 

'DriverLib' 폴더는 DriverLib(C2000 Peripheral Driver Library) 기반 소스입니다.  

Bitfield 및 DriverLib 의 상세 사항은 TI 링크 를 참조하세요.  

MCU 종류별 지원되는 방식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Bitfield   DriverLib    

F2838x O O 

F280013x 

F28002x 

F28003x 

F28004x 

O O 

F2807x O O 

F2837xS/D O O 

C2834x 

F2823x 

F2833x 

F281x 

F280x 

F28044 

O   

http://www.ti.com/lit/an/spraa85e/spraa85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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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82x0 

F2802x 

F2803x 

F2805x 

F2806x 

 

 

  * 디버깅 모델 옵션 

--symdebug :coff, --symdebug:dwarf 2 가지 컴파일 옵션을 지원합니다. 최신 컴파일러 (버전 16 이상)에서는 --

symdebug:coff 옵션을 지원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향후 --symdebug:coff 에 대한 지원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가급적--symdebug:dwarf 를 사용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선택된 옵션을 그대로 easyDSP 의 project setting 에도 설정해야 함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 endian 옵션   

little endian 만 지원합니다. 하기와 같이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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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코어 MCU F2827xD, F2838xS, F2838xD 사용시 주의 사항 :  컴파일러 

Predefined Symbols 옵션  

easyDSP 에서 제공하는 소스 파일은 CPU1, CPU2, CM, _FLASH 등 compiler 에서 선정의된 심볼을 참조하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볼은 멀티코어 MCU (ex, 2837x, 2838x 시리즈)를 사용하는데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F2837xD/F2838xD 의 CPU2 라면 CPU2 가 선정의되어야 하며, F2838x 의 CM 이라면 CM 이 선정의되어야 합니다. 

보통 CCS 에서 자동 선정되지만, 혹시나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 Generation-3 MCU 사용시 플래시롬 섹션 주소 관련 주의 사항  

Gen3 MCU (ex : F2807x, F28002x, F28003x, F28004x, F2837x, F2838x)의 경우 플래시롬 사용시 플래시롬에 데이타가 

저장될 섹션의 시작 주소가 최소 64 비트 (4 워드 또는 8 바이트) 또는 권장 128 바이트에 얼라인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C2000 코어의 경우 섹션 시작 주소의 최하위 번지가 0x0, 0x4, 0x8, 0xC 로 마감되어야 하며, Arm 

Cortex-M4 (ex, F2838x CM)의 경우, 0x0, 0x8 로 마감되어야 합니다. 아래 TI 에서 제공하는 링커 커맨드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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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기본 섹션에 대해 ALIGN(*)을 적용하여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섹션을 새로 생성할 

경우에도 ALIGN(*)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의 부탁 드립니다. easyDSP 는 섹션 얼라이먼트를 확인하여, 오류시 에러 

메시지를 띄웁니다. 

<TMS320F28388 CPU1/CPU2 경우>  

 

  

* 멀티코어 MCU F2827xD, F2838xS, F2838xD 사용시 주의 사항 :  디버거 사용시  

디버거 사용시에는 디버거가 각 코어에 메모리를 적절히 로딩하므로, easyDSP 의 멀티코어 부팅관련 

함수(easyDSP_Boot_Sync, easyDSP_SCIBootCPU2, easyDSP_FlashBootCPU2 )를 동작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소스파일 폴더의 main.c 의 서두부분의 #define USE_DEBUGGER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멀티코어 MCU F2827xD, F2838xS, F2838xD 사용시 주의 사항 :   easyDSP 사용 

리소스  

CPU2/CM 부팅 이전 (easyDSP 제공 부팅 관련 함수 호출 이전)에,  easyDSP 가 멀티코어 부팅시 사용하는 MCU 

리소스가 ,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CPU2/CM 부팅 이후에는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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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838x 에서 C2000Ware_3_02_00_00 및 이후 버전 사용시 주의 사항  

C2000Ware_3_02_00_00 버전부터 TI 제공 소스파일의 기본 클럭주파수가 20MHz 에서 25MHz 로 변경되었는데 실제 

보드에서는 클럭 주파수 20MHz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USE_20MHZ_XTAL 를 predefine 하여 클럭 주파수가 제대로 설정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하기 TI 문서 

(C2000Ware_3_02_00_00 release note) 발췌 참조하세요. 

 

* 링커 옵션 

TI 에서 제공하는 DSP28x_CodeStartBranch.asm 의 'code_start' section 을 사용하여, 부팅후 c_int00 을 수행하기 전에 

와치독을 비활성화시키기를 권장 드립니다. 특히 초기화할 변수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특히 TMS320C28346 에서 

큰 프로그램 사이즈에 의해 사용 변수가 많아질  질 경우), 와치독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c_int00 을 수행하게 되면, 

c_int00 내에서 cinit 섹션의 변수를 초기화시키다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되어 와치독에 의한 리셋이 발생되게 되어 

부팅이 실패하게 됩니다. 링크시-ecode_start  옵션을 사용하세요. 

6.1.1.2 Bitfield 사용시 

비트필드 사용시  

 

* 새로운 Bitfield 소스파일은 이전에 비해 ... ?  

이전 비트필드 (버전 9.0 까지의 비트필드) 소스파일 대비 하기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 비트필드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라면 굳이 새로운 비트필드로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새로운 비트필드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1. easyDSP 지원 파일 통합  

2. SCI 의 FIFO 기능을 사용하여 통신 안정성 개선  

3.  기본 인터럽트 네스팅 코딩 제공  

4. 향후 신제품 지속 지원  

* SCI 인터럽트 처리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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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DSP 는 MCU 의 SCI 통신을 사용하여 PC 와 MCU 간 통신을 구현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의 MCU 프로그램은 

easyDSP 가 제공하는 SCI 인터럽트 처리 루틴 (Interrupt Service Routine,이하 ISR)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관련된 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의) F2838x CM 은 비트필드 기반 소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DriverLib 기반 소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C2000 시리즈   ISR 프로그램 파일  

F28001x  

F28002x 

F28003x 

F28004x  

F2807x 

F2837xS/D 

F2838xS CPU1 

F2838xD CPU1/CPU2  

   

easy28x_bitfield_v10.8.c  

easy28x_bitfield_v10.8.h  

C2834x 

F2823x/2833x 

F2802x/2802x0 

F2803x 

F2805x 

F2806x 

F280x 

F281x 

F28044 

   

easy28x_gen2_bitfield_v9.4.c 

easy28x_gen2_bitfield_v9.4.h  

 

ISR 프로그램 파일내의 대표적인 함수 이름 및 기능은 하기와 같습니다 .  

easyDSP_SCI_Init(void) : SCI 통신 채널 초기화  

easy_RXINT_ISR(void) : RX_INT 용 ISR 

easy_TXINT_ISR(void) : TX_INT 용 ISR  

easyDSP_SPI_Flashrom_Init(void) : C2834x  외부 SPI 플래쉬 부팅  

easyDSP_Boot_Sync(void) : 2837xD/2838xS/2838xD 멀티코어의 부팅 및 동기화  

 

사용자의 보드 환경에 맞춰서, 헤더 파일을 수정하셔야 함에 유의하세요 .  

예를 들어 아래 선택은 F2807x 사용, CPU 클럭 150MHz, LSP 클럭 = CPU 클럭/4, easyDSP 통신 bps = 115200 으로 

선택한 예제입니다.  

 

#define F28002x                    0 

#define F28003x                    0  

#define F28004x                    0 

#define F2807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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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F2837xS                    0 

#define F2837xD_CPU1            0 

#define F2837xD_CPU1_CPU2     0 

#define F2838xS_CPU1                 0 

#define F2838xS_CPU1_CM            0 

#define F2838xD_CPU1                 0 

#define F2838xD_CPU1_CPU2         0 

#define F2838xD_CPU1_CM           0 

#define F2838xD_CPU1_CPU2_CM    1 

#define CPU_CLK                   150000000L 

#define LSP_CLK                    (CPU_CLK/4) 

#define BAUDRATE                115200L 

 

주의 : MotorWare™ 에서는 클럭 분주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LSP_CLK 을 CPU_CLK 과 동일하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easyDSP 가 통신에 사용하는 모든 변수의 이름은 ezDSP_*와 같은 식의 첨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easyDSP 

사용중 ezDSP_ 로 시작되는 변수 값은 변경하지 마세요 .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Run-Time-Support library (rts2800_**.lib)를 프로젝트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ISR 의 몇몇 정수 연산 처리가 run-time-support 를 호출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럽트 네스팅 (Interrupt Nesting) 처리  

C2000 MCU 에서 하나의 ISR(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수행될 때, 기본적으로는 다른 ISR 이 수행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런 조치 없이는, easyDSP 용 ISR 이 수행될 때, 다른 중요한 사용자의 인터럽트가 수행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는 리얼타임 제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easyDSP ISR 수행여부에 상관없이, 

easyDSP 보다 상위 개념의 인터럽트를 수행시켜야 합니다 .  

easyDSP ISR 소스 코드에서는 INT_NESTING_START, INT_NESTING_END 를 기본 제공하며, easyDSP ISR 의 인터럽트 

순위는 최하위로 설정됩니다.  

인터럽트간 다양한 우선순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TI 에서 예제 파일 (SW Prioritized ISR)를 사용하십시요. 이에 

대해서는 하기 링크를 참조하셔서 사용자가 직접 코딩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용자가 직접, easyDSP 의 ISR 즉 

easy_RXINT_ISR ()의 첫단/마지막단 해당 부분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  

http://processors.wiki.ti.com/index.php/Interrupt_Nesting_on_C28x  

  

* 플래쉬롬 동작시 easyDSP ISR 의 빠른 동작을 위해  

프로그램이 플래쉬롬에서 작동하는 경우, easyDSP 의 ISR 함수의 빠른 동작을 위해서는 해당 코드를 램에서 

동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헤더 파일에서 #progma 를 제공합니다. ramfuncs 또는.TI.ramfunc 섹션을 위한 

제반 코딩은 TI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 

http://processors.wiki.ti.com/index.php/Interrupt_Nesting_on_C2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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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DSP 제공 h 파일 에 하기 선언  

#if (F2823x || F2833x || C2834x) 

#pragma CODE_SECTION(easy_RXINT_ISR, "ramfuncs"); 

#else 

#pragma CODE_SECTION(easy_RXINT_ISR, ".TI.ramfunc"); 

#endif  

 

주의사항 1) 최신 DSP (ex, 2837x, 2807x, 28004x) 의 경우, 최신 TI support library version 에서는  ramfuncs 이 

아니라 .TI.ramfunc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F28x_SysCtrl.c 파일 서두 부분을 보시면 어떤 것을 사용하는 지 파악 

가능하니 이를 참조하여 주세요 . 

주의사항 2) 특히 작성하신 프로그램이 "플래쉬에서 동작되는 것이면서 플래쉬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라면 

easyDSP 의 ISR 를 반드시 램에서 동작시켜야 합니다. TI 에서 제공되는 각종 flash API 함수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flash 가 기본적으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easyDSP ISR 코드가 flash 에서 수행되게 되면 오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 

  

* 단일 코어 C2000 프로그래밍    

MCU 프로그램 초기부분에 MCU 의 인터럽트(특히 시리얼 인터럽트 부분)를 easyDSP 와 통신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아래에 사용 예제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원하는 인터럽트를 설정합니다. 그 후에 

easyDSP_SCI_Init()를 호출합니다 .  

프로그램 설치 폴더의 source/BitField 폴더안에 main.c 또는 main_gen2.c 파일을 참조하십시요 . 

easyDSP_SCI_Init()에서는  

1) SCI 관련 레지스터를 easyDSP 용도에 맞게 설정  

2) SCI 인터럽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레지스터를 설정합니다 .   

multi core CPU 타입인 TMS320F2837xD 의 경우 이외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include " easy28x_bitfield_v10.8.h" 또는.... 

#include " easy28x_gen2_bitfield_v9.4.h"  

main(void) { 

 

 

    // 사용자의 인터럽트 관련 설정 이후, while(1) 이전 호출  

    easyDSP_SCI_Init();  

    while(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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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834x 프로그래밍 : 외부 flash rom 설정 

2834x 의 경우에는 내부 플래쉬 롬이 없으므로, 외부 SPI 용 플래쉬 롬을 지원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플래쉬 롬은, 

ATMEL 사의 AT25DF021(2M bit), AT25DF041(4M bit), AT26DF081(8M bit), AT25DF321(32M bit) 및 Numonyx 사의 

M25P20(2M bit), M25P40(4M bit), M25P80(8M bit), M25P16(16M bit), M25P32(32M bit)입니다. 이를 위한 DSP 의 

SPI-A 포트 설정이 필요합니다 . 

프로그램 설치 폴더의 source/BitField 폴더안에 main_gen2.c 파일을 참조하십시요 . 

#include " easy28x_gen2_bitfield_v9.4.h" 

main(void) { 

 

 

    // 사용자의 인터럽트 관련 설정 이후 호출  

    easyDSP_SCI_Init();  

    // 외부 플래쉬롬 사용을 위한 SPI-A 포트 설정  

    easyDSP_SPI_Flashrom_Init(); 

    while(1) { 

    }  

}  

* TMS320F2837xD 프로그래밍 

CPU1/CPU2 프로그래밍 :  

헤더 파일을 설정하고 easyDSP_SCI_Init()함수를 호출하는 것은 싱글 코어 MCU 와 동일합니다 .  

다른 부분은 CPU2 를 부팅시키고 CPU1/CPU2 동기화를 위한 easyDSP_Boot_Sync() 함수입니다.  

easyDSP_Boot_Sync() 함수가 호출되면 CPU1 은 CPU2 를 부팅시킵니다. 램 부팅시에는 CPU2 가 부팅되기 까지 

CPU1 은 기다립니다. 플래시 부팅시에는 CPU2 에 부팅 지령을 내린 후 바로 CPU1 프로그램이 후속 진행됩니다 .  

easyDSP_Boot_Sync() 함수는 CPU1/CPU2 모두에서 호출되어야 하며, 기타 사항은 프로그램 설치 폴더의 

source/BitField 폴더안에 main.c 파일을 참조하십시요 .  

#include "easy28x_bitfield_v10.8.h"  

main(void) {  

 

    InitSysCtrl(); 

    // InitSysCtrl() 이후, easyDSP_SCI_Init() 이전 호출  

    easyDSP_Boot_Sync(); 

    easyDSP_SCI_Init(); 

    whil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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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PU2 램 부팅시 주의 사항 :  

주의 ) easy28x_bitfield_v9.5 또는 상위 버전을 사용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하기 사항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easyDSP 는 CPU2 램부팅시 모든 GSRAM (Global Shared RAM) 영역을 CPU2 에 할당합니다 . 

easyDSP_SCIBootCPU2(void) 함수내 MemCfgRegs.GSxMSEL.all = 0xFFFF; 구문 참조하십시오 .  

하지만 이 때에도 CPU1 에서는 CPU2 를 램부팅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easy28x_bitfield_v*.*.obj 

파일 내 easyDSP_SCIBootCPU2()함수의 .text 섹션이 LSRAM(Local Shared RAM)에 위치하여야 함에 주의 바랍니다 . 

따라서 상기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하기 방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1 : CPU1 의 해당 .text 섹션이 GSxRAM 에 위치할 경우, 해당 GSxRAM 을 CPU2 에 할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 경우 MemCfgRegs.GSxMSEL.all = 0xFFFF; 구문을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법 2 : CPU1 의 cmd 파일에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easy28x_bitfield_v*.*.obj 의 모든 .text 섹션을 RAMLSx 에 할당. 

참고로 RAMLSx 의 x 부분은 적절 변경 가능합니다 .   

           

 

방법 3 : CPU1 의 cmd 파일에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easy28x_bitfield_v*.*.obj 내  easyDSP_SCIBootCPU2()함수의 .text 섹션을 RAMLSx 에 할당. 참고로 RAMLSx 의 

x 부분은 적절 변경 가능합니다 . 

            

          단, 파일내 text 섹션이 함수별로 별도 생성되기 위해, --gen_func_subsections 컴파일 옵션 사용되어야 함 . 

           

 

 

* TMS320F2838xD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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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1/CPU2 프로그램 :  

헤더 파일을 설정하고 easyDSP_SCI_Init()함수를 호출하는 것은 싱글 코어 MCU 와 동일합니다 .  

다른 부분은 CPU2/CM 을 부팅시키고 CPU1/CPU2/CM 동기화를 위한 easyDSP_Boot_Sync() 함수입니다.  

easyDSP_Boot_Sync() 함수가 호출되면 CPU1 은 CPU2/CM 을 부팅시킵니다. 램 부팅시에는 CPU2/CM 이 부팅되기 

까지 CPU1 은 기다립니다. 플래쉬롬 부팅시에는 CPU2/CM 에 부팅 지령을 내린 후 바로 CPU1 프로그램이 후속 

진행됩니다 .  

easyDSP_Boot_Sync() 함수는 CPU1/CPU2/CM 모두에서 호출되어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프로그램 설치 폴더의 source/BitField 폴더안에 main.c 파일을 참조하십시요 .  

주의 사항) F2838x Support Library v3.03.00.00 이전 버전 사용시 CM 클럭을 설정하는 (CM 용 driverlib 기반 소스와 

연계) 코딩이 InitSysCtrl() 함수뒤에 위치해야 함에 유념 부탁드립니다. 아래 코딩중 파란색 부분 참조.  

#include "easy28x_bitfield_v10.8.h"  

main(void) {   

    InitSysCtrl(); 

    // 주의 : CM 을 F2838x Support Library v3.03.00.00 이전 버전과 사용시 하기 코딩 필요 

    //          F2838x Support Library v3.03.00.00 및 이후 버전 사용시 하기 코딩 삭제해야 함. 

#if F2838xS_CPU1_CM || F2838xD_CPU1_CM || F2838xD_CPU1_CPU2_CM 

#ifdef CPU1 

    // CMCLK = 125MHz 

    // Set up CMCLK to use AUXPLL as the clock source and set the clock divider to 1. 

    // assumption : AUXPLLCLK is set to 125Mhz in InitSysCtrl(); 

    EALLOW; 

    ClkCfgRegs.CMCLKCTL.bit.CMCLKDIV = 0;       // div by 1 

    ClkCfgRegs.CMCLKCTL.bit.CMDIVSRCSEL = 0;    // Aux PLL 

    EDIS; 

#endif 

#endif 

    // InitSysCtrl() 이후, easyDSP_SCI_Init() 이전 호출  

    easyDSP_Boot_Sync(); 

    easyDSP_SCI_Init(); 

    while(1) {  

    } 

} 

 

CPU2 램 부팅시 주의 사항  :  

주의 ) easy28x_bitfield_v9.5 또는 상위 버전을 사용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하기 사항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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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DSP 는 F2837x/F2838x CPU2 램부팅시 모든 GSRAM (Global Shared RAM) 영역을 CPU2 에 할당합니다 . 

easyDSP_SCIBootCPU2(void) 함수내 MemCfgRegs.GSxMSEL.all = 0xFFFF; 구문 참조하십시오 .  

하지만 이 때에도 CPU1 에서는 CPU2 를 램부팅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easy28x_bitfield_v*.*.obj 

파일 내 easyDSP_SCIBootCPU2()함수의 .text 섹션이 LSRAM(Local Shared RAM)에 위치하여야 함에 주의 바랍니다 . 

따라서 상기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하기 방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1 : CPU1 의 해당 .text 섹션이 GSxRAM 에 위치할 경우, 해당 GSxRAM 을 CPU2 에 할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 경우 MemCfgRegs.GSxMSEL.all = 0xFFFF; 구문을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법 2 : CPU1 의 cmd 파일에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easy28x_bitfield_v*.*.obj 의 모든 .text 섹션을 RAMLSx 에 할당. 

참고로 RAMLSx 의 x 부분은 적절 변경 가능합니다 .   

           

 

방법 3 : CPU1 의 cmd 파일에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easy28x_bitfield_v*.*.obj 내  easyDSP_SCIBootCPU2()함수의 .text 섹션을 RAMLSx 에 할당. 참고로 RAMLSx 의 

x 부분은 적절 변경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 본 방법은 easy28x_Bitfield_v9.5.c 및 이후 버전에서만 유효합니다.   

           

          단, 파일내 text 섹션이 함수별로 별도 생성되기 위해, --gen_func_subsections 컴파일 옵션 사용되어야 함 . 

           

 

TMS320F2838x CPU2/CM 플래시 부팅시 섹터 0 사용 : 

easyDSP 는 플래쉬롬 sector 0 에서 부팅을 기본으로 합니다. 만약 섹터 0 이외의 위치에서 플래쉬롬 부팅을 하고자 

할 경우, easyDSP_Boot_Sync() 함수 내의 아래 부분 소스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zDSP_Device_bootCPU2(BOOTMODE_BOOT_TO_FLASH_SECTOR0); 

    ezDSP_Device_bootCM(BOOTMODE_BOOT_TO_FLASH_SECTOR0);  

멀티코어 프로그래밍 : 램 부팅시 F2838xS/F2838xD 링커 커맨드 파일 제약 : 

F2838x 의 경우 CPU1 만 램부팅을 지원하고 CPU2/CM 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CPU1 사용자 

프로그램을 램 부팅한 후, 별도의 Agent 프로그램으로 CPU2/CM 을 "IPC Message Copy to RAM" 모드로 부팅한 후, 

Agent 프로그램이 SCI 를 통해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CPU2/CM 에 다운로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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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동작할 일정 RAM 영역을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기를 참조하십시요. 상세한 사항은 프로그램 설치 폴더의 source/driverlib 폴더안의 cmd 예제 파일을 

참조하세요.  

 

6.1.1.3 DriverLib 사용시 

* SCI 인터럽트 처리 루틴  

easyDSP 는 MCU 의 SCI 통신을 사용하여 PC 와 MCU 간 통신을 구현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MCU 프로그램은 

easyDSP 가 제공하는 SCI 인터럽트 처리 루틴 (Interrupt Service Routine,이하 ISR)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관련된 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의 )이전 비트필드와 달리 새로운 비트 필드에서는 소스 파일  (*.c) 은 수정하지 말고 , 헤더 파일 (*.h)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  

C2000 시리즈  ISR 프로그램 파일 

F28001x  

F28002x 

F28003x   

F28004x  

F2807x    

F2837xS and F2837xD 

F2838xS/ F2838xD CPU1/CPU2 

easy28x_DriverLib_v10.8. c 

easy28x_DriverLib_v10.8. h   

F2838xS/ F2838xD CM 
easy28x_cm_DriverLib_v10.1.c  

easy28x_cm_DriverLib_v10.1.h  

ISR 프로그램 파일내의 대표적 함수 이름 및 기능은 하기와 같습니다 .  

easyDSP_SCI_Init(void) : SCI 통신 채널 초기화  

easyDSP_UART_Init (void) : UART 통신 채널 초기화 (F2838x 의 CM 대상 ) 

easy_RXINT_ISR (void) : RX_INT 용 ISR 

easyDSP_Boot_Sync(void)    : F2837xD, F2838xS, F2838xD 멀티 코어 부팅 및 동기화  

 

사용자의 보드 환경에 맞춰서, 헤더 파일을  수정하셔야 함에 유의하세요 .  

예를 들어 아래 선택은 F2807x 사용, easyDSP 통신 bps = 115200 으로 선택한 예제입니다 .  

#define F28002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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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F28003x                    0  

#define F28004x                    0  

#define F2807x                     1 

#define F2837xS                    0 

#define F2837xD_CPU1            0 

#define F2837xD_CPU1_CPU2     0 

#define F2838xD_CPU1            0 

#define F2838xD_CPU1_CM       0 

#define BAUDRATE                115200L  

주의 ) driver.h 파일안의 DEVICE_LSPCLK_FREQ 상수값이 사용 시스템에 매칭되는 지를 꼭 확인하세요. 이 상수는 

easyDSP 통신의 SCI 보드레이트 설정에 사용됩니다.  

참고로 easyDSP 가 통신에 사용하는 모든 변수의 이름은 ezDSP_*와 같은 식의 첨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easyDSP 

사용중 ezDSP_로 시작되는 변수 값은 변경하지 마세요 .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Run-Time-Support library (rts2800_**.lib)를 프로젝트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ISR 의 몇몇 정수 연산 처리가 run-time-support 를 호출하기 때문입니다 .     

*  인터럽트 네스팅 (Interrupt Nesting)  처리  

C2000 MCU 에서 하나의 ISR(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수행될 때, 기본적으로는 다른 ISR 이 수행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런 조치 없이는, easyDSP 용 ISR 이 수행될 때, 다른 중요한 사용자의 인터럽트가 수행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는 리얼타임 제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easyDSP ISR 수행여부에 상관없이, 

easyDSP 보다 상위 개념의 인터럽트를 수행시켜야 합니다 .  

easyDSP ISR 소스 코드에서는 INT_NESTING_START, INT_NESTING_END 를 기본 제공하며, easyDSP ISR 의 인터럽트 

순위가 최하위로 설정됩니다.  

인터럽트간 다양한 우선순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TI 에서 예제 파일 (SW Prioritized ISR)를 사용하십시요. 이에 

대해서는 하기 링크를 참조하셔서 사용자가 직접 코딩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용자가 직접, easyDSP 의 ISR 즉 

easy_RXINT_ISR ()의 첫단/마지막단 해당 부분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  

http://processors.wiki.ti.com/index.php/Interrupt_Nesting_on_C28x 

*플래쉬롬 동작시 ISR 의 빠르고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  

프로그램이 플래쉬롬에서 작동하는 경우, easyDSP 의 ISR 함수의 빠른 동작을 위해서는 해당 코드를 램에서 

동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이를 위해 헤더 파일에서 # progma 를 제공합니다.  TI.ramfunc 섹션을 위한 제반 코딩은 

TI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  

 

easyDSP 제공 h 파일 에 하기 선언  

#pragma CODE_SECTION(easy_RXINT_ISR, ".TI.ramfunc"); 

 

주의사항)특히 작성하신 프로그램이 " 플래쉬에서 동작되는 것이면서 플래쉬를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라면 

easyDSP 의 ISR 를 반드시 램에서 동작시켜야 합니다. TI 에서 제공되는 각종 flash API 함수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flash 가 기본적으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easyDSP ISR 코드가 flash 에서 수행되게 되면 오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 

http://processors.wiki.ti.com/index.php/Interrupt_Nesting_on_C2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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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코어 프로그래밍    

DSP 프로그램중 초기 부분에 DSP 의 인터럽트 (특히 시리얼 인터럽트 부분)를 easyDSP 와 통신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 아래에 사용 예제가 있습니다 . 우선 사용자가 원하는 인터럽트를 설정합니다 .그 후에 

easyDSP_SCI_Init()를 호출합니다 .  

프로그램 설치 폴더의 source/DriverLib 폴더안에 main.c 파일을 참조하십시요 . 

easyDSP_SCI_Init()에서는  

1) SCI 관련 레지스터를 easyDSP 용도에 맞게 설정  

2) SCI 인터럽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레지스터를 설정합니다 . 

멀티코어 타입인 TMS320F2837xD/2838xD 의 경우는 이외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에 대해서는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include "easy28x_DriverLib_v10.8 .h" 

main(void) { 

    // 사용자의 인터럽트 관련 설정 이후, while(1) 이전 호출   

    easyDSP_SCI_Init(); 

    while(1) { 

    }  

} 

 

* 멀티코어  프로그래밍 : F2837xD/F2838xS/F2838xD CPU1/CPU2 프로그램  

헤더 파일을 설정하고 easyDSP_SCI_Init() 함수를 호출하는 것은 싱글 코어 MCU 와 동일합니다 . 

다른 부분은 CPU2 를 부팅시키고 CPU1/CPU2 동기화를  위한 easyDSP_Boot_Sync() 함수입니다. 

easyDSP_Boot_Sync() 함수가 호출되면 CPU1 은 CPU2 를 부팅시킵니다. 램부팅시에는 CPU2 가 부팅되기 까지 

CPU1 은 기다립니다. 플래쉬롬 부팅시에는 CPU2 에 부팅 지령을 내린 후 바로 CPU1 프로그램이 후속 진행됩니다 .  

easyDSP_Boot_Sync() 함수는 CPU1/CPU2 모두에서 호출되어야 하며, 기타 사항은 프로그램 설치 폴더의 

source/driverlib 폴더안에 main.c 파일을 참조하십시요 . 

#include "easy28x_DriverLib_v10.8 .h" 

main(void) { 

 

    Device_init ();  

 

    // Device_init() 이후 , easyDSP_SCI_Init()이전 호출  

    easyDSP_Boot_Sync();  

 

    // 사용자의 인터럽트 관련 설정 이후, while(1) 이전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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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DSP_SCI_Init(); 

    while(1) { 

    }  

} 

 

 

  

* 멀티코어  프로그래밍 : F2838xS/F2838xD CM 프로그램 

헤더 파일을 설정하고 easyDSP_UART_Init() 함수를 호출하는 것은 싱글 코어 MCU 와 동일합니다 . 

다른 부분은 CPU1/CM 간 동기화를  위한 easyDSP_Boot_Sync() 함수입니다. 

easyDSP_Boot_Sync() 함수는 CPU1/CPU2/CM 모두에서 호출되어야 하며,기타 사항은 프로그램 설치 폴더의 

source/driverlib 폴더안에 main_cm.c 파일을 참조하십시요 . 

#include "easy28x_cm_DriverLib_v10.1.h "  

main(void) {    

 

    CM_init();  

 

    // CM_init() 이후 , easyDSP_UART_Init()이전 호출  

    easyDSP_Boot_Sync();   

 

    easyDSP_UART_Init();  

    while(1) { 

    } 

}   

 

*  F2837xD/F2838xD CPU2 램 부팅시 주의 사항 

  

주의 사항 ) easy28x_DriverLib_v9.5.c 및 이후 버전을 사용하여 주십시요. 이전 버전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easyDSP 는 F2837x/ F2838x CPU2 램부팅시 모든 GSRAM (Global Shared RAM) 영역을 CPU2 에 할당합니다. 

easyDSP_SCIBootCPU2(void) 함수내 HWREG(MEMCFG_BASE + MEMCFG_O_GSXMSEL) = 0xFFFF; 구문을 

참조하십시오. < /FONT >  

하지만 이 때에도 CPU1 에서는 CPU2 를 램부팅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easy28x_DriverLib_v*.*.obj 

파일 내 easyDSP_SCIBootCPU2()함수의 .text 섹션이 LSRAM(Local Shared RAM)에 위치하여야 함에 주의 바랍니다 . 

따라서 상기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하기 방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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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 CPU1 의 해당 .text 섹션이 GSxRAM 에 위치할 경우, 해당 GSxRAM 을 CPU2 램부팅시 CPU2 에 할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 경우 HWREG(MEMCFG_BASE + MEMCFG_O_GSXMSEL) = 0xFFFF; 구문을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법 2 : CPU1 의 cmd 파일에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easy28x_DriverLib_v*.*.obj 의 모든 .text 섹션을 RAMLSx 에 할당. 

참고로 RAMLSx 의 x 부분은 적절 변경 가능합니다 .   

          TMS320F2837x 의 경우    

           

          TMS320F2838x 의 경우 해당 사이즈가 커서 2 개의 LSxRAM 에 배치해야 하므로, CPU1 의 cmd 파일에 아래와 

같이 

           

방법 3 : CPU1 의 cmd 파일에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easy28x_DriverLib_v*.*.obj 내  easyDSP_SCIBootCPU2()함수의 .text 섹션을 RAMLSx 에 할당. 참고로 RAMLSx 의 

x 부분은 적절 변경 가능합니다 . 

            

          단, 파일내 text 섹션이 함수별로 별도 생성되기 위해, --gen_func_subsections 컴파일 옵션 사용되어야 함 . 

           

 

* F2838xS/F2838xD  램부팅시 링커 커맨드 파일 제약  

F2838x 의 경우 CPU1 만 램부팅을 지원하고 CPU2/CM 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CPU1 사용자 

프로그램을 램 부팅한 후, 별도의 Agent 프로그램으로 CPU2/CM 을 "IPC Message Copy to RAM" 모드로 부팅한 후, 

Agent 프로그램이 SCI 를 통해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CPU2/CM 에 다운로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Agent 

프로그램이 동작할 일정 RAM 영역을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기를 참조하십시요. 상세한 사항은 프로그램 설치 폴더의 source/driverlib 폴더안의 cmd 예제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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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838x CPU2/CM 플래쉬롬 부팅시 섹터 0 사용  

easyDSP 는 플래쉬롬 sector 0 에서 부팅을 기본으로 합니다. 만약 섹터 0 이외의 위치에서 플래쉬롬 부팅을 하고자 

할 경우, easyDSP_Boot_Sync() 함수내의 아래 부분 소스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Device_bootCPU2(BOOTMODE_BOOT_TO_FLASH_SECTOR0); 

    Device_bootCM(BOOTMODE_BOOT_TO_FLASH_SECTOR0);  

6.1.1.4 TMS320F2837xD 사용 

* easyDSP 연결  

Dual CPU (CPU1, CPU2)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2 개의 easyDSP pod 가 필요하며 또한 2 개의 easyDSP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각각 연결하여야 합니다. 하기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easyDSP 프로그램은 다중 실행이 가능하며, 첫번째로 

실행한 프로그램의 이름은 easyDSP, 두번째로 실행한 프로그램은 easyDSP(2)의 식으로 표시됩니다. 첫번째로 실행한 

easyDSP 프로그램을 CPU1 에 연결, 두번째로 실행한 프로그램을 CPU2 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easyDSP pod 한 개를 PC 에 연결한 후, 이 easyDSP pod 를 CPU1 에 해당되는 SCI-A 포트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easyDSP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자 프로젝트를 오픈하면, 이 상태에서 PC 에 연결된 

easyDSP pod 는 한 개이므로, 당연히 해당 사용자 프로젝트는 CPU1 에 연결됩니다. 이 후 easyDSP pod 를 PC 에 

추가로 연결하고 이를 CPU2 SCI-B 포트에 연결하고 easyDSP 프로그램을 실행 한 후, 사용자 프로젝트를 

오픈하면, 2 번째 easyDSP 프로그램의 사용자 프로젝트는 CPU2 에 연결되게 됩니다.  

주의 ) 한개의 easyDSP pod 를 사용할 경우에도, CPU1/CPU2 에 대해 램 부팅, 플래쉬롬 라이팅이 가능합니다. 단, 

부팅 이후에 CPU2 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주의) CPU1, CPU2 프로젝트간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해 동일한 PC 에서 사용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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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생성  

두 개의 easyDSP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 각각 easyDSP , easyDSP (2) 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CPU1 에 연결된 

easyDSP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 CPU1 에서 사용하는 out 파일 및 CPU2 에서 사용하는 out 파일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 CPU2 의 부팅은 CPU1 에서 수행하기 때문에,즉 CPU2 의 부팅도 CPU1 에 연결된 

easyDSP 프로그램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약 CPU2 에 사용하는 out 파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CPU2 를 사용(부팅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easyDSP 와의 통신은 CPU1 으로 고정됩니다.하기 그림을 참조하세요 . 

CPU2 에 연결된 easyDSP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는 CPU2 에서 사용하는 out 파일만을 지정합니다. 

이 out 파일은 CPU1 용 프로젝트에서 지정된 CPU2 용 out 파일과 동일해야 합니다.  

<easyDSP 프로그램 1> 

 

 

<easyDSP 프로그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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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 부팅 및 플래시 프로그래밍 동작은 CPU1 에 연결된 easyDSP 에서 

CPU1, CPU2 의 램 부팅 및 플래시 프로그래밍 , MCU 리셋 동작은 모두 CPU1 에서, 즉 CPU1 에 연결된 easyDSP 

프로그램에서 수행됩니다. 단 부팅에 대한 Verify 동작은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수행됩니다 . 

CPU1 에서 램부팅, 플래시 프로그래밍 수행시 CPU2 에 연결된 easyDSP 의 통신은 잠시 멈추게 됩니다. (단, CPU1, 

CPU2 용 easyDSP 가 동일 PC 에 연결된 경우)  

동작  easyDSP program 1 easyDSP program 2  

CPU1, CPU2 램부팅  수행   미수행  

CPU1, CPU2 램부팅에 대한 verify CPU1 에 대해서만 수행 CPU2 에 대해서만 수행 

CPU1, CPU2 플래시 제반 동작  수행 미수행 

CPU 리셋 수행 미수행 

 

* 램 부팅시 또는 플래시 프로그래밍시 변경된 out 파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도중에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면, 이후 램 부팅 내지는 플래쉬롬 라이팅을 할 때, 변경된 프로그램의 out 

파일을 사용할 것인지를 easyDSP 가 확인합니다. 만약 변경된 것을 사용한다면, CPU2 에 연결된 easyDSP 에서도 

이를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변수의 주소 변경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약 CPU1, CPU2 에 연결된 easyDSP 가 동일한 

PC 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러한 동작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즉, CPU1 에 연결된 easyDSP 에서 CPU2 에 연결된 

easyDSP 에 이를 반영하도록 자동으로 지령을 내립니다. 만약 CPU1, CPU2 에 연결된 easyDSP 가 각기 다른 PC 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러한 작업은 MCU > Reload *.out 메뉴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 CPU1, CPU2  부팅 순서 및 동기화 

플래쉬롬 부팅의 경우 CPU1>CPU2 순으로 순차적 부팅을 하며 CPU 간 동기화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램부팅의 경우 CPU1>CPU2 순으로 부팅한 후 easyDSP_Boot_Sync() 함수 종료가 동기화됩니다. 

하기 그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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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 TMS320F2838xD 사용 

*  easyDSP 연결  

multi core CPU TMS320F2838xD (CPU1, CPU2, CM)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3 개의 easyDSP pod 가 필요하며 또한 

3 개의 easyDSP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각각 연결하여야 합니다. 하기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easyDSP 프로그램은 다중 

실행이 가능하며, 첫번째로 실행한 프로그램의 이름은 easyDSP, 두번째로 실행한 프로그램은 easyDSP(2), 세번째로 

실행한 프로그램은 easyDSP(3)의 식으로  표시됩니다. 첫번째로 실행한 easyDSP 프로그램을 CPU1 에 연결, 두번째로 

실행한 프로그램을 CPU2 에 연결, 세번째로 실행한 프로그램을 CM 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easyDSP pod 한 개를 PC 에 연결한 후, 이 easyDSP pod 를 CPU1 에 해당되는 SCI-A 포트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easyDSP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자 프로젝트를 오픈하면, 이 상태에서 PC 에 연결된 easyDSP pod 는 한 개이므로, 

당연히 해당 사용자 프로젝트는 CPU1 에 연결됩니다. 이 후 easyDSP pod 를 PC 에 추가로 연결하고 이를 CPU2 SCI-

B 포트에 연결하고 easyDSP 프로그램을 실행 한 후, 사용자 프로젝트를 오픈하면, 2 번째 easyDSP 프로그램의 

사용자 프로젝트는 CPU2 에 연결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번재 프로그램을 CM 에 연결합니다. 

TMS320F2838xS 의 경우 CPU1/CM 의 2 가지 코어뿐이므로 2 개의 easyDSP pod 로 통신 가능합니다.  

주의 ) 한개의 easyDSP pod 를 사용할 경우에도, CPU1/CPU2/CM 에 대해 램 부팅, 플래쉬롬 라이팅이 가능합니다. 단, 

부팅 이후에 CPU2/CM 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주의 ) CPU1, CPU2, CM 프로젝트간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해 동일한 PC 에서 사용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 프로젝트 생성  

세 개의 easyDSP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 각각 easyDSP , easyDSP(2), easyDSP(3) 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CPU1 에 

연결된 easyDSP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 CPU1 에서 사용하는 out 파일 및 CPU2/CM 에서 사용하는 

out 파일들을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 CPU2/CM 의 램 부팅 및 플래시 프로그래밍은 CPU1 에서 수행하기 때문에,즉 

CPU2/CM 의 부팅도 CPU1 에 연결된 easyDSP 프로그램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약 CPU2/CM 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out 파일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easyDSP 와 통신은 CPU1 으로 고정됩니다. 하기 

그림을 참조하세요 . 

CPU2/CM 에 연결된 easyDSP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는 CPU2/CM 각각 에서 사용하는 out 파일만을 

지정합니다. 이 out 파일은 CPU1 용 프로젝트에서 지정된 CPU2/CM 용 out 파일과 동일해야 합니다. 



easyDSP Help 

 42 

<easyDSP 프로그램 1> 

 

<easyDSP 프로그램 2> 

 



easyDSP Help 

 43 

<easyDSP 프로그램 3> 

 

* 램 부팅 및 플래쉬롬 라이팅 동작은 CPU1 에 연결된 easyDSP 에서 

CPU1, CPU2, CM 의 램부팅 및 플래시 프로그래밍  동작은 모두 CPU1 에서, 즉 CPU1 에 연결된 easyDSP 

프로그램에서 수행됩니다. 단지 부팅에 대한 Verify 동작만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수행됩니다 . 

CPU1 에서 램부팅, 플래시 프로그래밍 수행시 CPU2, CM 에 연결된 easyDSP 의 통신은 잠시 멈추게 됩니다. (단, 

CPU1, CPU2, CM 용 easyDSP 가 동일 PC 에 연결된 경우)  

동작  easyDSP program 1 easyDSP program 2  easyDSP program 3 

CPU1, CPU2, CM 램부팅 수행  미수행  미수행  

CPU1, CPU2, CM 램부팅 베리파이 CPU1 에 대해서만 수행  CPU2 에 대해서만 수행  CM 에 대해서만 수행  

CPU1, CPU2, CM 플래시 제반 동작  수행  미수행 미수행 

CPU 리셋 수행  미수행 미수행  

 

* 램부팅시 또는 플래쉬롬 라이팅시 변경된 out 파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도중에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면, 이후 램 부팅 내지는 플래쉬롬 라이팅을 할 때 ,변경된 프로그램의 

out 파일을 사용할 것인지를 easyDSP 가 확인합니다 .만약 변경된 것을 사용한다면 , CPU2, CM 에 연결된 

easyDSP 에서도 이를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변수의 주소 변경 등에 대응하기 위해 ). 만약 CPU1, CPU2, CM 에 연결된 

easyDSP 가 동일한 PC 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러한 동작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 즉 , CPU1 에 연결된 easyDSP 에서 

CPU2, CM 에 연결된 easyDSP 에 이를 반영하도록 자동으로 지령을 내립니다 . 만약 CPU2, CM 에 연결된 easyDSP 가, 

CPU1 에 연결된 easyDSP 와 다른 PC 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러한 작업은 MCU > Reload *.out 메뉴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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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U1, CPU2, CM 의 부팅 순서 

플래쉬롬 부팅의 경우 CPU1>CPU2>CM 순으로 순차적 부팅을 하며 CPU 간 동기화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램부팅의 경우 CPU1>CPU2>CM 순으로 부팅한 후  easyDSP_Boot_Sync() 함수 종료가 동기화됩니다. 

하기 그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6.1.2 C2000 보드 세팅 

6.1.2.1 TMS320F2838xS(D) 

Delfino 시리즈 TMS320F2838xS(D) CPU1 는 디폴트로 리셋시 2 개 핀의 전위 상태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부트 동작 

모드를 결정합니다.  

Boot Mode GPIO72 GPIO84 

 Parallel IO 0 0 

 SCI /Wait Boot  0 1 

 CAN 1 0 

 Flash /USB  1 1 

easyDSP 는 SCI 부트 (RAM 부트) / Flash 부트 모드만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하기 그림과 같은 결선을 권장합니다.  

주의 사항 1 : SCIRXDA = GPIO28, SCITXDA = GPIO29 로 연결 

주의 사항 2 : DSP 는 공장 출하 상태를 가정합니다. 사용자가 이후 customized 부트 모드를 사용할 경우, 본 

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적절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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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1/CPU2/CM 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3 개의 easyDSP 가 필요합니다.  

CPU1 에 연결되는 easyDSP 는 SCI-A 를 무조건 사용해야 하며  (GPIO28/29 고정),  

CPU2 에 연결되는 easyDSP 는 SCI-B, SCI-C 또는 SCI-D 에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만, 제공되는 easyDSP 

소스파일은 SCI-B (GPIO14/1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M 에 연결되는 easyDSP 은 UART 를 사용해야 하며, 제공되는 easyDSP 소스파일은 GPIO84/85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PU2 및 CM 에서 연결되는 GPIO 를 변경하려면, 적절하게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기타 주의 사항 하기 참조 바랍니다. 

- 외부 클럭 소스는 20MHz 사용 추천  

- easyDSP cable 이 연결되는 5x2 header 의 전원핀(#4)은 3.3V 연결  

- RX, TX 는 해당 MCU 핀에 직접 연결 

- easyDSP /RESET 신호와 MCU /XRS 신호사이에 리셋 IC 같은 회로가 삽입된다면, 삽입된 회로는 /RESET 신호를 

0.5 초내에 /XRS 에 전달해야 함. 

- easyDSP 헤더와 MCU 간에 연결에 버퍼 IC 를 사용할 경우, 버퍼 IC 는 easyDSP 헤더에 직결하여, 각종 저항 연결이 

DSP 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함 

- /BOOT 핀은 2k 오옴 저항을 통해 GPIO72 에 연결 

- /Reset 핀은 MCU 에 리셋을 줄 수 있도록 적절히 연결  (/Reset 핀의 Low 상태 유지 기간은 약 500msec) 

- 각 신호선에 풀업 저항을 설치할 시에 그 값이 수 KOhm 이상이 되어야 함 (easyDSP pod 내부에 100 Ohm 

직렬저항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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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MCU 보드에서 이 4 개의 신호를 사용할 때, 별도의 풀업 또는 풀다운 처리를 할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리셋핀 사용시, 여러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리셋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필터를 사용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6.1.2.2 TMS320F2837xS/2807x 

Delfino 시리즈 TMS320F2837xS 및 Piccolo 시리즈 TMS320F2807x 모두는 

리셋시 3 개 핀의 전위 상태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부트 동작 모드를 결정합니다.  

MODE /TRST GPIO72  GPIO84  Boot mode  

Mode 0  0 0 0 Parallel I/O  

Mode 1  0 0  1  SCI (RAM 부트) 

Mode 2  0 1 0 Wait Boot Mode  

Mode 3  0  1 1  Get Mode (공장 출하 설정은 플래쉬 부팅)  

Mode 4-7  1 X X EMU Boot Mode (Emulator connected)  

easyDSP 는 SCI 부트모드(RAM 부트) 및 GetMode 부트모드(Flash-ROM 실행 모드)만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하기 

그림과 같은 결선을 권장합니다. 

주의 사항 ) DSP 는 공장 출하 상태를 가정합니다. 사용자가 이후 설정을 변경하여, 부트 모드 핀이 변경되거나, Get 

Mode 의 기본 설정이 플래쉬 부팅이 아니거나 하게 되면 easyDSP 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외부 클럭 소스 사용시 20MHz 권장를 권장합니다.  

 

- easyDSP cable 이 연결되는 5x2 header 의 전원핀(#4)은 3.3V 연결  

- SCIRXDA = GPIO85, SCITXDA = GPIO84 로 연결 

- easyDSP /RESET 신호와 MCU /XRS 신호사이에 리셋 IC 같은 회로가 삽입된다면, 삽입된 회로는 /RESET 신호를 

0.5 초내에 /XRS 에 전달해야 함. 

- easyDSP 헤더와 MCU 간에 연결에 버퍼 IC 를 사용할 경우, 버퍼 IC 는 easyDSP 헤더에 직결하여, 각종 저항 연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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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 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함   

- TX, RX 선은 MCU 의 해당 핀으로 직접 연결 

- /BOOT 핀은 2k 오옴 저항을 통해 GPIO72 에 연결 

- /Reset 핀은 MCU 에 리셋을 줄 수 있도록 적절히 연결  (/Reset 핀의 Low 상태 유지 기간은 약 500msec) 

- 각 신호선에 풀업 저항을 설치할 시에 그 값이 수 KOhm 이상이 되어야 함 (easyDSP pod 내부에 100 Ohm 

직렬저항이 있기 때문) 

 

사용자의 MCU 보드에서 이 4 개의 신호를 사용할 때, 별도의 풀업 또는 풀다운 처리를 할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리셋핀 사용시, 여러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리셋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필터를 사용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6.1.2.3 TMS320F2837xD 

Delfino 시리즈 TMS320F2837xD 는 

리셋시 3 개 핀의 전위 상태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부트 동작 모드를 결정합니다.  

MODE /TRST GPIO72  GPIO84  Boot mode  

Mode 0  0 0 0  Parallel I/O  

Mode 1  0 0  1   SCI (RAM 부트) 

Mode 2  0 1 0  Wait Boot Mode  

Mode 3  0  1 1   Get Mode (공장출하설정은 플래쉬 부팅)  

Mode 4-7  1 X X  EMU Boot Mode (Emulator connected)  

easyDSP 는 SCI 부트모드(RAM 부트) 및 GetMode 부트모드(Flash-ROM 실행 모드)만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하기 

그림과 같은 결선을 권장합니다.  

주의 사항 1 : 외부 클럭 소스 20MHz 를 사용함에 주의 바랍니다 (클럭 소스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TI 매뉴얼을 

참조하세요).또한 프로그램 작성시에도 외부 클럭 소스를 사용해야 함에 주의 바랍니다. 

주의 사항 2 : SCIRXDA = GPIO85, SCITXDA = GPIO84 로 연결 

                부득이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External memory interface)를 사용하기 위해 GPIO84/85 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 포트 변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3 : DSP 는 공장 출하 상태를 가정합니다. 사용자가 이후 설정을 변경하여, 부트 모드 핀이 변경되거나, Get 

Mode 의 기본 설정이 플래쉬 부팅이 아니거나 하게 되면 easyDSP 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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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1/CPU2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2 개의 easyDSP 가 필요합니다.  

CPU1 에 연결되는 easyDSP 는 DSP SCI-A 를 무조건 사용해야 하며 GPIO84/85 는 고정입니다. 

CPU2 에 연결되는 easyDSP 는 SCI-B, SCI-C 또는 SCI-D 에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만, easyDSP 는 SCI-B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CPU2 의 GPIO 핀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적절하게 하드웨어 결선 및 easyDSP 소스파일을 직접 변경 해셔야 

합니다.  

 

 

기타 주의 사항 하기 참조 바랍니다. 

 

- easyDSP cable 이 연결되는 5x2 header 의 전원핀(#4)은 3.3V 연결  

- SCIRXD, SCITXD 는 해당 MCU 핀에 직접 연결 

- easyDSP /RESET 신호와 MCU /XRS 신호사이에 리셋 IC 같은 회로가 삽입된다면, 삽입된 회로는 /RESET 신호를 

0.5 초내에 /XRS 에 전달해야 함.  

- easyDSP 헤더와 DSP 간에 연결에 버퍼 IC 를 사용할 경우, 버퍼 IC 는 easyDSP 헤더에 직결하여, 각종 저항 연결이 

DSP 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함 

- TX, RX 선은 MCU 의 해당 핀으로 직접 연결 

- /BOOT 핀은 2k 오옴 저항을 통해 GPIO72 에 연결 

- /Reset 핀은 MCU 에 리셋을 줄 수 있도록 적절히 연결  (/Reset 핀의 Low 상태 유지 기간은 약 500msec) 

- 각 신호선에 풀업 저항을 설치할 시에 그 값이 수 KOhm 이상이 되어야 함 (easyDSP pod 내부에 100 Ohm 

직렬저항이 있기 때문)  

 

사용자의 MCU 보드에서 이 4 개의 신호를 사용할 때, 별도의 풀업 또는 풀다운 처리를 할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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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리셋핀 사용시, 여러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리셋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필터를 사용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6.1.2.4 TMS320F28001x/28002x/28003x/28004x 

공장 출하 기준 (OTP_BOOTPIN_CONFIG_KEY != 0x5A) 상태에서 디버거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2 개 IO 핀의 전위 상태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부트 동작 모드를 결정합니다.  

MODE GPIO24  GPIO32  Boot mode  

Mode 0  0 0  Parallel I/O  

Mode 1  0  1   SCI / Wait boot (RAM 부트) 

Mode 2  1 0  CAN   

Mode 3  1 1   Flash   

주의 사항 ) MCU 는 공장 출하 상태를 가정합니다. 사용자가 이후 설정을 변경하여, 부트 모드 또는 보트 모드 핀이 

변경될 경우 easyDSP 관련 설정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easyDSP 는 SCI 부트 모드(RAM 부트) 및 Flash 부트 모드만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하기 그림과 같은 결선을 

권장합니다. 

외부 클럭 소스 사용시 20MHz 권장를 권장합니다. 

 

 

- easyDSP cable 이 연결되는 5x2 header 의 전원핀(#4)은 3.3V 연결  

- SCIA_RX = GPIO28, SCIA_TX = GPIO29 로 연결 

- easyDSP /RESET 신호와 MCU /XRS 신호사이에 리셋 IC 같은 회로가 삽입된다면, 삽입된 회로는 

/RESET 신호를 0.5 초내에 /XRS 에 전달해야 함 

- easyDSP 헤더와 MCU 간에 연결에 버퍼 IC 를 사용할 경우, 버퍼 IC 는 easyDSP 헤더에 직결하여, 각종 저항 연결이 

DSP 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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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 RX 선은 MCU 의 해당 핀으로 직접 연결 

- /BOOT 핀은 2k 오옴 저항을 통해 GPIO24 에 연결 

- /Reset 핀은 MCU 에 리셋을 줄 수 있도록 적절히 연결  (/Reset 핀의 Low 상태 유지 기간은 약 500msec) 

- 각 신호선에 풀업 저항을 설치할 시에 그 값이 수 KOhm 이상이 되어야 함 (easyDSP pod 내부에 100 Ohm 

직렬저항이 있기 때문) 

 

사용자의 MCU 보드에서 이 4 개의 신호를 사용할 때, 별도의 풀업 또는 풀다운 처리를 할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리셋핀 사용시, 여러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리셋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필터를 사용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6.1.2.5 TMS320F2823x/2833x 

TMS320F2823x/2833x 는 리셋시 4 개 포트의 전위상태에 따라 동작모드를 결정합니다.  

MODE 
GPIO87 

XA15     

GPIO86 

XA14 

GPIO85 

XA13 

GPIO84 

XA12 
Boot mode 

F 1 1 1 1  Jump to Flash 

E 1 1 1 0  SCI-A boot (RAM 부트) 

D 1 1 0 1  SPI-A boot 

C 1 1 0 0  I2C-A boot 

B 1 0 1 1  eCAN-A boot 

A 1 0 1 0  McBSP-A boot 

9 1 0 0 1  Jump to XINTF x16 

8 1 0 0 0  Jump to XINTF x32 

7 0 1 1 1  Jump to OTP 

6 0 1 1 0  Parallel GPIO I/O boot 

5 0 1 0 1  Parallel XINTF boot 

4 0 1 0 0  Jump to SARAM 

3 0 0 1 1  Branch to check boot mode 

2 0 0 1 0  Branch to Flash, skip ADC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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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0 0 1  Branch to SARAM, skip ADC calibration 

0 0 0 0 0  Branch to SCI, skip ADC calibration 

easyDSP 에서 Flash-ROM 실행 모드와 SCI 부트(RAM 부트)만을 사용하므로 3 개의 핀(GPIO87, 86, 85)의 상태는 

고정하고 1 개의 핀(GPIO84) 상태만 변경 사용하여 동작 모드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하기 그림과 같은 결선을 권장합니다. 

 

- easyDSP cable 이 연결되는 5x2 header 의 전원핀(#4)은 3.3V 연결  

- TX, RX 선은 MCU 의 해당 핀으로 직접 연결 

- easyDSP /RESET 신호와 MCU /XRS 신호사이에 리셋 IC 같은 회로가 삽입된다면, 삽입된 회로는 /RESET 신호를 

0.5 초내에 /XRS 에 전달해야 함. 

- easyDSP 헤더와 MCU 간에 연결에 버퍼 IC 를 사용할 경우, 버퍼 IC 는 easyDSP 헤더에 직결하여, 각종 저항 연결이 

DSP 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함  

- /BOOT 핀은 2k 오옴 저항을 통해 GPIO84 (또는 GPIO85) 에 연결 

- /Reset 핀은 MCU 에 리셋을 줄 수 있도록 적절히 연결  (/Reset 핀의 Low 상태 유지 기간은 약 500msec) 

- 각 신호선에 풀업 저항을 설치할 시에 그 값이 수 KOhm 이상이 되어야 함 (easyDSP pod 내부에 100 Ohm 

직렬저항이 있기 때문) 

 

사용자의 MCU 보드에서 이 4 개의 신호를 사용할 때, 별도의 풀업 또는 풀다운 처리를 할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리셋핀 사용시, 여러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리셋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필터를 사용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6.1.2.6 TMS320C2834x 

 

TMS320C2834x 는 리셋시 4 개 포트의 전위상태에 따라 부트 동작모드를 결정합니다. 

MODE 
GPIO87 

XA15     

GPIO86 

XA14 

GPIO85 

XA13 

GPIO84 

XA12 

부팅 모드 

E 1 1 1 0  SCI-A boot  (RAM 부팅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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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 1 0 1  SPI-A boot  (외부 flashrom 부팅용으로 권장함) 

easyDSP Pod 는 모드 E 번을 사용하여 램 부팅을 수행합니다. 

램 부팅시에는 easyDSP pod 의 /Boot 신호 및 /Reset 신호가 동시에 활성화되며,  

사용자 메뉴(DSP 메뉴> Reset DSP 메뉴)에 의한 리셋시에는 /Reset 신호만 활성화되므로, 경우에 따라 하기와 같이 

결선하여 주십시요. 

 

상기 테이블의 파란색 칸은 플래쉬롬 부팅을 위한 easyDSP 의 추천 방식입니다. 하드웨어 준비는 사용자의 몫입니다. 

  

(easyDSP Pod 결선법 : 시리얼부팅은 SCI-A boot 모드 사용. 리셋시에는 SPI-A 부팅사용)  

기타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SPI-A 는 easyDSP 전용으로 사용되므로 사용자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easyDSP cable 이 연결되는 5x2 header 의 전원핀(#4)은 3.3V 연결  

- TX, RX 선은 MCU 의 해당 핀으로 직접 연결 

- easyDSP /RESET 신호와 MCU /XRS 신호사이에 리셋 IC 같은 회로가 삽입된다면, 삽입된 회로는 /RESET 신호를 

0.5 초내에 /XRS 에 전달해야 함. 

- easyDSP 헤더와 MCU 간에 연결에 버퍼 IC 를 사용할 경우, 버퍼 IC 는 easyDSP 헤더에 직결하여, 각종 저항 연결이 

DSP 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함  

- /BOOT 핀은 2k 오옴 저항을 통해 연결 

- /Reset 핀은 MCU 에 리셋을 줄 수 있도록 적절히 연결  (/Reset 핀의 Low 상태 유지 기간은 약 500msec) 

- 각 신호선에 풀업 저항을 설치할 시에 그 값이 수 KOhm 이상이 되어야 함 (easyDSP pod 내부에 100 Ohm 

직렬저항이 있기 때문) 

- 노이즈에 의한 리셋을 방지하기 위해, 리셋 회로부에 적절한 필터 사용 가능 

 

주의사항 !! 

easyDSP 의 'MCU'메뉴의 'Reset MCU'를 선택하여 MCU 에 리셋을 거는 경우에는, /RESET 신호만이 활성화됩니다. 

이때에는 /BOOT 신호는 비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결선한 후, 'MCU'메뉴의 'Reset MCU'를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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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을 걸면, MCU 는 모드 D(SPI-A boot)로 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SPI-A"모드로 부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MCU'메뉴의 'Reset MCU'를 사용하여 MCU 를 리셋시키지 마십시요. 

6.1.2.7 TMS320F2802x/2802x0/2803x/2805x/2806x 

Piccolo 시리즈 TMS320F2802x/2802x0/2803x/2805x/2806x 는 리셋시 3 개 포트의 전위상태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부트동작모드를 결정합니다.  

MODE 
GPIO37  

TDO   

GPIO34 

CMP2OUT 
/TRST Boot mode 

 Mode EMU X X 1  Emulation Boot 

 Mode 0 0 0 0  Parallel I/O 

 Mode 1 0 1 0  SCI (RAM 부트) 

 Mode 2 1 0 0  Wait 

 Mode 3 1 1 0  GetMode 

easyDSP 는 SCI 부트모드(RAM 부트) 및 GetMode 부트모드(Flash-ROM 실행 모드)만을 사용하므로, 에뮬레이터를 

연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 /TRST = 0),  < /FONT > GPIO34 핀의 상태는 1 로 고정하고 GPIO37 핀의 상태만 

변경하여 동작 모드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하기 그림과 같은 결선을 권장합니다.  

단, 에뮬레이터를 연결한 경우에는 부트 모드가 하기 결선과 관계없이 특정 주소의 메모리값에 의존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TI 의 자료를 참조하십시요. 

 
   

- easyDSP cable 이 연결되는 5x2 header 의 전원핀(#4)은 3.3V 연결  

- SCIRXDA = GPIO28, SCITXDA = GPIO29 로 연결 

- TX, RX 선은 MCU 의 해당 핀으로 직접 연결 

- easyDSP /RESET 신호와 MCU /XRS 신호사이에 리셋 IC 같은 회로가 삽입된다면, 삽입된 회로는 /RESET 신호를 

0.5 초내에 /XRS 에 전달해야 함. 

- easyDSP 헤더와 MCU 간에 연결에 버퍼 IC 를 사용할 경우, 버퍼 IC 는 easyDSP 헤더에 직결하여, 각종 저항 연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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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 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함  

- /BOOT 핀은 2k 오옴 저항을 통해 GPIO37 에 연결 

- /Reset 핀은 MCU 에 리셋을 줄 수 있도록 적절히 연결  (/Reset 핀의 Low 상태 유지 기간은 약 500msec) 

- 각 신호선에 풀업 저항을 설치할 시에 그 값이 수 KOhm 이상이 되어야 함 (easyDSP pod 내부에 100 Ohm 

직렬저항이 있기 때문) 

 

사용자의 MCU 보드에서 이 4 개의 신호를 사용할 때, 별도의 풀업 또는 풀다운 처리를 할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리셋핀 사용시, 여러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리셋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필터를 사용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6.1.2.8 TMS320F281x 

TMS320F281x 는 리셋시 4 개 포트의 전위상태에 따라 동작모드를 결정합니다. 

GPIOF4(SCITXDA) GPIOF12(MDXA) GPIOF3(SPISTEA) GPIOF2(SPICLKA) 부트 모드  

1 x x x  FLASH(0x3F7FF6) 

실행  

0 1 x x  SPI 부트 실행  

0 0 1 1  SCI 부트(SCI-A) 

실행  (RAM 부트) 

0 0 1 0  H0 SARAM(0x3F8000) 

실행  

0 0 0 1  OTP (0x3D7800) 실행  

easyDSP 는 Flash-ROM 실행 모드와 SCI 부트(RAM 부트)만을 사용하므로 3 개의 핀(MDXA, SPISTEA, SPICLK)의 

상태는 고정하고 1 개의 핀(SCITXDA) 상태만 변경 사용하여 동작 모드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하기 그림과 같은 

결선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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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DSP cable 이 연결되는 5x2 header 의 전원핀(#4)은 3.3V 연결  

- TX, RX 선은 MCU 의 해당 핀으로 직접 연결 

- easyDSP /RESET 신호와 MCU /XRS 신호사이에 리셋 IC 같은 회로가 삽입된다면, 삽입된 회로는 /RESET 신호를 

0.5 초내에 /XRS 에 전달해야 함. 

- easyDSP 헤더와 MCU 간에 연결에 버퍼 IC 를 사용할 경우, 버퍼 IC 는 easyDSP 헤더에 직결하여, 각종 저항 연결이 

DSP 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함  

- /BOOT 핀은 2k 오옴 저항을 통해 SCITXDA 에 연결 

- /Reset 핀은 MCU 에 리셋을 줄 수 있도록 적절히 연결  (/Reset 핀의 Low 상태 유지 기간은 약 500msec) 

- 각 신호선에 풀업 저항을 설치할 시에 그 값이 수 KOhm 이상이 되어야함 (easyDSP pod 내부에 100Ohm 

직렬저항이 있기 때문) 

사용자의 MCU 보드에서 이 4 개의 신호를 사용할 때, 별도의 풀업 또는 풀다운 처리를 할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리셋핀 사용시, 여러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리셋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필터를 사용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6.1.2.9 TMS320F280x 

TMS320F280x 는 리셋시 3 개 포트의 전위상태에 따라 동작모드를 결정합니다. 

부트모드 

GPIO18  

SPICLKA  

SCITXB 

GPIO29  

SCITXDA 
GPIO34 

 Jump to Flash 0x3F 7FF6 1 1 1 

 Call SCI-A boot loader (RAM 부트) 1 1 0 

 Call SPI-A boot loader 1 0 1 

 Call I2C-A boot loader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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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eCAN-A boot loader 0 1 1 

 Jump to M0 SARAM 0x00 0000 0 1 0 

 Jump to OPT 0 0 1 

 Parallel GPIO Loader 0 0 0 

easyDSP 는 Flash-ROM 실행 모드와 SCI-A 부트(RAM 부트)만을 사용하므로 2 개의 핀(GPIO18, GPIO29)의 상태는 

고정하고 1 개의 핀(GPIO34) 상태만 변경하여 동작 모드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하기 그림과 같은 결선을 권장합니다. 

 

- easyDSP cable 이 연결되는 5x2 header 의 전원핀(#4)은 3.3V 연결 

- TX, RX 선은 MCU 의 해당 핀으로 직접 연결 

- easyDSP /RESET 신호와 MCU /XRS 신호사이에 리셋 IC 같은 회로가 삽입된다면, 삽입된 회로는 /RESET 신호를 

0.5 초내에 /XRS 에 전달해야 함. 

- easyDSP 헤더와 MCU 간에 연결에 버퍼 IC 를 사용할 경우, 버퍼 IC 는 easyDSP 헤더에 직결하여, 각종 저항 연결이 

DSP 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함  

- /BOOT 핀은 2k 오옴 저항을 통해 GPIO34 에 연결 

- /Reset 핀은 MCU 에 리셋을 줄 수 있도록 적절히 연결 (/Reset 핀의 Low 상태 유지 기간은 약 500msec) 

- 각 신호선에 풀업 저항을 설치할 시에 그 값이 수 KOhm 이상이 되어야함 (easyDSP pod 내부에 100Ohm 

직렬저항이 있기 때문) 

사용자의 MCU 보드에서 이 4 개의 신호를 사용할 때, 별도의 풀업 또는 풀다운 처리를 할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리셋핀 사용시, 여러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리셋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필터를 사용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6.1.3 사용 SCI-A 포트 변경 

앞서 "C2000 보드 세팅"에서 권장한 포트를 사용할 경우에만, easyDSP 를 이용하여 부팅 및 모니터링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MCU 가 부팅 동작을 지원하는 포트를 미리 선정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SCI B 포트에 

easyDSP 를 연결한다면, 부팅이 지원되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로 권장되는 포트가 아닌 다른 포트를 easyDSP 에 연결해야 할 경우, 하기의 방법을 통해 부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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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모두 동작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기는 TMS320F28377D 의 경우를 설명하지만, 다른 MCU 에도 

동일한 방법이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easyDSP 를 TMS320F28377D GPIO85, GPIO84 가 아닌 다른 GPIO 포트에 연결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안 드리는 방법 : 

부트롬에 의해서 MCU 부팅은 GPIO85/GPIO84 에 연결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로써 램 부팅 및 플래시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asyDSP 를 다른 포트에 연결 사용할 경우 램 부팅 및 플래시 프로그래밍은 불가능하며, 

모니터링만 가능하게 됩니다. 

easyDSP 를 GPIO85/GPIO84 포트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EMIF 사용), 복잡한 방법으로 상기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일단 easyDSP 를 GPIO85, GPIO84 에 연결하여 부팅한 후, 부팅이 완료되면 easyDSP 의 결선을 다른 포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결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회로는 하기를 참조하세요. Dual SPDT 

스위치(NLAS4684 (Onsemi 사),TS3A24159 (TI 사)) 또는 FPGA 를 사용합니다.  

http://www.onsemi.com/pub_link/Collateral/NLAS4684-D.PDF 

http://www.ti.com/lit/ds/symlink/ts3a24159.pdf 

  

  

http://www.onsemi.com/pub_link/Collateral/NLAS4684-D.PDF
http://www.ti.com/lit/ds/symlink/ts3a241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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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을 바꾸기 위해 부가적인 GPIOx 가 할당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GPIO 중 하나를 본 용도로 할당해 주십시오. 

리셋 이후 부팅 동작 동안은 GPIOx 가 입력단자(리셋 초기값)이므로 외부 풀업 저항에 의해 dual SPDT 의 

IN 단자에 1 이 입력되어 easyDSP 결선은 GPIO85/84 에 연결됩니다. 이후 부팅을 완료한 후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GPIOx 를 출력단자로 설정하시고 값을 0 으로 변경하여 easyDSP 결선을 다른 포트(회로에서는 GPIO28/29)로 

할당하는 원리입니다. 

결선을 바꾸는 시점 및 방법은 CPU1 의 easyDSP_SCI_Init()에서 구현합니다. 즉, easyDSP_SCI_Init()의 기존 해당 

부위를 적절히 수정합니다.  

원래 CPU1 의 easyDSP_SCI_Init()의 하기 부분을  

 /////////////////////////////////////////// 

 // SCI-A GPIO setting : SCIRXDA = GPIO 85, SCITXDA = GPIO84 

 /////////////////////////////////////////// 

 GPIO_SetupPinMux(84, GPIO_MUX_CPU1, 5); 

 GPIO_SetupPinMux(85, GPIO_MUX_CPU1, 5); 

 GPIO_SetupPinOptions(84, GPIO_OUTPUT, GPIO_ASYNC); 

 GPIO_SetupPinOptions(85, GPIO_INPUT, GPIO_ASYNC); 

 EALLOW; 

 GpioCtrlRegs.GPCPUD.bit.GPIO85 = 0;   

 GpioCtrlRegs.GPCPUD.bit.GPIO84 = 0;      

 EDIS;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GPIO28/29 그리고 GPIO31 을 사용할 경우) 

 /////////////////////////////////////////// 

 // SCI-A GPIO setting : SCIRXDA = GPIO 28, SCITXDA = GPIO29 

 /////////////////////////////////////////// 

 GPIO_SetupPinMux(29, GPIO_MUX_CPU1, 1); 

 GPIO_SetupPinMux(28, GPIO_MUX_CPU1, 1); 

 GPIO_SetupPinOptions(29, GPIO_OUTPUT, GPIO_ASYNC); 

 GPIO_SetupPinOptions(28, GPIO_INPUT, GPIO_ASYNC); 

 EALLOW; 

 GpioCtrlRegs.GPCPUD.bit.GPIO28 = 0;   

 GpioCtrlRegs.GPCPUD.bit.GPIO29 = 0;      

 EDIS; 

 // easyDSP 포트를 GPIO28/29 에 연결 (GPIO31 을 사용하여) 

 GPIO_SetupPinMux(31, GPIO_MUX_CPU1, 0); 



easyDSP Help 

 59 

 GPIO_SetupPinOptions(31, GPIO_OUTPUT, GPIO_PUSHPULL); 

 GPIO_WritePin(31, 0);  

마지막으로 GPIO72 핀도 EMIF 에서 사용되므로 easyDSP 포드의 #5 핀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핀은 유사 오픈 

컬렉터 출력 타입이므로, 부팅시에만 Low 값이 출력 된 후 이후에는 오픈 상태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핀을 

EMIF 로 사용하는 데에 추가적인 고려 사항은 없습니다. 

  

Get mode 사용의 제한점 : 

또 다른 방식으로는 Get Mode 의 SCI BOOT 1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Zx-BOOTCTRL 레지스터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Zx-BOOTCTRL 레지스터는 OTP 영역이므로 한번 고정하면 바꿀 수 없으며, Flash booting 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6.1.4 C2000 주의사항 

* 프로그램 코드 사이즈가 클 때 램 부팅에 실패한다면 ?  

이러한 상황은 특히 TMS320C2834x 시리즈에서 발생됩니다. 프로그램 코드 사이즈가 커지면서 c_int00 에서 cinit 

섹션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때 일정 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와치독이 작동하여 리셋이 

걸리게 되며, 리셋후 MCU 는 램 부팅이 아닌 다른 부팅 모드(보통 플래시 부팅)로 부팅하게 되어 결국 램 부팅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c_int00 에 진입하기 전에 와치독을 비활성화시키는 code_start (TI 예제 

파일에서 제공)를 entry point 로 지정하여 주십시오. 링커 옵션에서 -ecode_start 를 사용하세요.  

* XDS100 을 같이 사용할 때는 

TI 사의 에뮬레이터 XDS100v1 을 CCS v3.3 에서 사용하실 경우, easyDSP 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CCS 

v3.3 에서 XDS100v1 를 사용할 경우, FTDI 사의 USB 제어 칩을 다중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XDS100v1(또는 XDS100v2)를  CCS v4 이후 버전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easyDSP 와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easyDSP 가 지정한 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포트를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 SCI 통신하는 F28335 의 경우, easyDSP 는 SCIRXDA, SCITXDA 로 각각 GPIO28 번, GPIO29 번을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SCIRXDA, SCITXDA 로 각각 GPIO36 번, GPIO35 번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모니터링 통신은 가능하지만, SCI 부팅이 안되어 램부팅 및 플래시 프로그래밍이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F28335 부트롬에 SCI 부팅은  GPIO28 번, GPIO29 번 포트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easyDSP 통신 도중에 MCU 를 리셋시키면? 

리셋 이후 MCU 가 플래쉬롬 부팅을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기본 부팅모드가 램 부팅으로 되어 있다면  매우 적은 확률이지만 MCU 가 폭주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MCU 는 램 부팅모드로 진입되고, 이때 easyDSP 가 통신을 위하여 내보내는 신호를 MCU 는 램 부팅을 위한 데이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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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게 됩니다. 램 부팅을 위한 데이타에도 준수되어야 할 형식이 있으므로, 통신을 위한 데이타가 부팅을 위한 

데이타로 인식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만.  

6.2 STM32 

6.2.1 STM32 프로그래밍 

 

STEP 1 : USART 채널 및 관련 설정 

STM32CubeMX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설명                                   STM32CubeMX  

 

easyDSP 가 연결될 

USART 채널을 

선정합니다. 

 

본 예제에서는 USART1 을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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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vity 

카테고리의 선택된 

USART 채널로 

이동합니다.먼저 

USART 채널을 

Asynchronous 

mode 로 활성화 

시킵니다. 

  

  

  

   

 
 

해당 USART 

채널의 통신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8 bits, no parity, 

1 stop bits 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 보드 

레이트는 선택 

가능합니다 

(115200 bps 

추천). 

 

 

만약 USART 에 8 

레벨 이상의 FIFO 

기능이 있는 

MCU 라면 FIFO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Rxfifo 

Threshold 는 1 

eight full 

configuration 으로 

설정합니다.  

주의 : 이 경우 

easyStm32LL.c 

버전 10.5 이상이 

사용되어야 함.  

 

 

 

 
 

또한 해당 USART 

채널의 인터럽트를 

활성화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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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Core 

카테고리의 NVIC 

항으로 이동하여, 해당 

USART 인터럽트의 

순위를 최하위로 

조정합니다. 

  

 System Core 

카테고리의 

GPIO 항으로 

이동하여, 해당 USART 

의 GPIO Pull-up/Pull-

down 설정을 Pull-

up 으로 지정합니다. 
  

 Project Manager > 

Advanced Settings > 

Driver Selector 

항에서 사용할 USART 

채널에 대해서 

LL 사용을 

지정합니다 .   

 

STEP 2 : LL 사용한 USART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관련 처리  

easyDSP 는 MCU 의 USART 통신으로 PC 와 MCU 간 통신을 구현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MCU 프로그램은 

easyDSP 가 제공하는 USART 인터럽트 처리 루틴 (Interrupt Service Routine,이하 ISR)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HAL 기반 통신 대비 리소스 소모가 적어서 본 LL 기반 통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L 기반 소스 파일은 아래와 같으며, easyDSP 인스톨된 폴더의 'Source > STM32' 폴더에 위치합니다. 

easyStm32LL_v10.5.c 

easyStm32LL_v10.5.h 

 

하기 단계별 작업 참조하세요. 멀티 코어 사용시 추가되는 옵션 설정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easyDSP 는 변수 모니터링 및 변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계 소스 코드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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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MCU 종류에 맞춰 , 

easyStm32LL.h 

 파일을  수정하세요 .  

참고로 easyStm32LL.c 파일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예제는 STM32G0 시리즈를 사용할 경우의 헤더 파일 예제입니다. 

이후 main.c 의 앞부분에 

헤더파일을 추가시키고,  

main() 

함수에서 MX_USARTx_UART_Init()가 

호출된 이후, 

easyDSP_init(USARTz)함수를 

호출합니다.  

단, z = 선택된 USART 채널.  

예제에서는 USART1 를 사용하기 

위해 USART1 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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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 이 정의된 파일 (G0 시리즈라면 

stm32g0xx_it.c) 앞부분에 

헤더파일을 추가시키고,  

해당 USART 채널의 ISR 함수에 (본 

예제에서는 USART1) 

ez_USARTx_IRQHandler()를 

호출합니다.  

 

STEP 3 : 듀얼 코어  

듀얼 코어 MCU 의 경우 플래시 동일 페이지 안에 다른 코어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존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STEP 4 : IDE 설정  

 1. 매 컴파일마다 hex 파일(인텔 형식)이 생성되어 출력 파일과 동일한 폴더에 동일한 이름으로 위치하도록 해주세요. 

hex 파일은 램 부팅 또는 플래시 프로그래밍할 때 사용됩니다. 

    Hex 파일 확장자는 hex 또는 ihex 가 될 수 있습니다. easyDSP 는 확장자 hex 파일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여 

사용하고, 존재하지 않을 경우 확장자 ihex 파일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Stm32CubeIde 의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설정합니다.  

   

 

2. easyDSP 로 변수를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출력 파일(예:*.elf)에 debug information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컴파일러/링커 옵션을 적절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1. 어셈블러/컴파일러/링커가 debug information 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설정  

    예를 들어, Stm32CubeIde 의 경우라면 컴파일러 옵션에 -g 옵션 사용 

 

2.2. 최적화 또는 링커 세팅에 따라, 선언되었지만 실제 사용되지 않는 변수는 debug information 에 포함되지 않아 

easyDSP 에서 모니터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 Stm32CubeIde 에서  링커 옵션에 'Discard unused sections' 체크박스를 비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개발 환경이라면 적절히 해당하는 세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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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Stm32CubeIDE 

   

   

 

예제 : KEIL u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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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IAR Embedded Work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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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STM32 하드웨어 설정 

STEP 1 : USART 채널 및 핀 선정 

easyDSP 는 MCU 와의 통신 및 부트로더(플래시 및 램부팅 관련 동작)를 사용하기 위해 USART 통신을 사용합니다. 

MCU 종류에 적절히 USART 채널 하나를 easyDSP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합니다. 

ST 의 어플리케이션 노트(AN2606 : STM32 microcontroller system memory boot mode )을 참조하셔서 부트로더가 

지원되는 USART 채널 및 핀을 선정하여 주세요. 

예를 들어, STM32F413x 의 경우 하기 테이블과 같이 총 3 개의 USART 를 부트로더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를 적절히 선택하시면 됩니다. 

https://www.st.com/content/ccc/resource/technical/document/application_note/b9/9b/16/3a/12/1e/40/0c/CD00167594.pdf/files/CD00167594.pdf/jcr:content/translations/en.CD001675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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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USART2 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PD5, PD6 번 핀을 사용해야 합니다. STM32CubeMX 에서도 해당 핀을 USART 로 

설정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 하기 조합 사용시 발생되는 제약점 주의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조합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MCU USART 핀  제한 사항 

STM32F03xx4/6 USART1 PA14 

PA15 

부트로더에 진입한 이후 SWD 통신 불가 . 

PA14(SWCLK)이 부트로더에서 사용되기 

때문. 

STM32F030xC 

STM32F05xxx 

STM32F030x8 

STM32F04xxx 

STM32F070x6 

STM32F070xB 

STM32F071xx 

STM32F072xx 

STM32F09xxx 

USART2 PA14 

PA15 

부트로더에 진입한 이후 SWD 통신 불가 . 

PA14(SWCLK)이 부트로더에서 사용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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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MCU 내장 부트로더도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버그가 많이 리포팅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부트로더가 

탑재된 일부 MCU 가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하기 조합에서 부트로더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용을 피하여 주십시요. 

              상세한 사항은 AN2606 을 참조하세요. 

              리포팅되지 않은 버그로 인해, 하기 조합이 아니더라도 부트로더에 진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MCU BL ID USART 

STM32F105xx/107xx V2.0 (0x20) USART1,USART2 

STM32F412xx V9.0 (0x90) USART3 

STM32G05xxx/061xx V5.0 (0x50) USART2 

STM32H74xxx 

STM32H75xxx 
V13.2 (0xD2) USART2 

STM32L552xx 

STM32L562xx 
V13.0 (0xD0) USART3 

 STM32L47xxx/48xxx  V9.2 (0x92)  USART2 

 STM32L496xx/4A6xx  V9.3 (0x93)  USART2, USART3 

 STM32L4P5xx/Q5xx  V9.0 (0x90)  USART2, USART3 

 STM32L4Rxx/4Sxx  V9.2 (0x92)   USART2, USART3 

 STM32L4RxG/4SxG  V9.2 (0x92) 
 all USARTx 

 결국 사용 불가 

  

STEP 2 : easyDSP 연결 

상기 STEP 1 에서 선정된 USART 채널 및 해당 핀에 easyDSP 를 하기와 같이 연결합니다 . 

easyDSP 헤더 4 번핀에는 MCU 의 VDD 를 연결하여 주십시요  . 

RX, TX 신호는 easyDSP 포드 내에서 100k 오옴으로 풀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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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STM32H74xxx/75xxx : PB15 단자를 풀다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STM32G03xx/04xxx : 오래된 부트로더 버전일 경우 (v5.1, v5.2), PA3 단자를 풀다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STM32C011xx : WLCSP12, SO8N, TSSOP20, UFQFN20 패키지에서는 USART1 PA9/PA10 핀이 PA11/PA12 에 

Remapping 되어 있습니다. 

STM32C031xx : TSSOP20, UFQFN28 패키지에서는 USART1 PA9/PA10 핀이 PA11/PA12.에 Remapping 되어 

있습니다. 

 

STEP 3 : MCU option byte 설정 

필요시 easyDSP 가 MCU 를 부트로더에 진입시키고, 램 부팅 또는 플래시 프로그래밍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MCU 의 옵션바이트가 적절히 미리 세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 

easyDSP 는 옵션바이트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프로그래밍 툴을 사용하셔서 하기 설정을 준수하여 주십시요  . 

아래 설명은 STM32CubeProgrammer 기준이며 MCU 에 따라 일부 옵션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easyDSP 가 억세스할 메모리 영역에 하기 각종 보호 장치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하기 각종 보호 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WRP (Write Protect) 

- RDP (Readout Protect) 

- PCROP (Proprietary code read-out protection) 

- Securable memory 

 

easyDSP 가 램부팅 또는 플래시를 라이팅하기 위해 MCU 를 부트로더에 진입 (system memory 부팅)시킬 수 

있는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easyDSP 가 변수 통신만을 위해 사용된다면 하기 설정은 필요 없습니다 . 

 

- BOOT_LOCK 은 사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 BOOT_LOCK = unchecked 

https://www.st.com/en/development-tools/stm32cubepro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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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ST 핀이 easyDSP 로부터 리셋 신호를 입력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NSRT_MODE = 1 내지 3 

     

 

- MCU 의 부트모드는 BOOT0 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BOOT0 핀 low 면 플래시부팅, BOOT0 핀 high 면 시스템 

메모리(부트로더) 부팅)   : 

   nBOOL_SEL = unchecked, BOOT_SEL = checked, nBOOT1 = checked, nSWBOOT0 = checked 

     

     

     

     

 

- MCU 가 리셋시 BOOT0 신호에 따라 설정된 주소로 부팅할 경우, 각각의 주소가 플래시, 시스템 

메모리 (부트로더)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STM32H7A3 의 경우,  

     

    STM32F767 의 경우라면 

     

- STM32H7 dual core MCU 의 경우 모든 코어가 부트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STM32WL dual core MCU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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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STM32 듀얼 코어 

STM32 듀얼 코어   

 

두개의 코어가 존재할 경우, 앞서 설명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설정 방식에 덧붙여, 추가적인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대상 MCU  

STM32H745x, STM32H747x, STM32H755x, STM32H757x (CPU1 = Arm Cortex-M7, CPU2 = Arm Cortex-M4) 

STM32WL55xx, STM32WL54xx (CPU1 = Arm Cortex-M4, CPU2 = Arm Cortex-M0+)   

공통 사항  

easyDSP 측면에서 코어는 총 4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노란색 코어 : easyDSP Pod 가 연결되고 easyDSP 모니터링 수행되는 코어  

주황색 코어 : easyDSP Pod 가 연결되지는 않지만 easyDSP 모니터링이 수행되는 코어 

파란색 코어 : easyDSP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는 코어  

회색 코어 : 동작하지 않는 코어입니다.  

 

STM32 시리즈는 최대 2 개의 코어가 제공되므로, 사용자 시스템에 맞춰 해당 코어를 선정하세요. 

파란색 코어와 회색 코어는 easyDSP 와 관련 없으므로 easyDSP 관련 작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란색 코어, 주황색 코어를 선정해야 합니다.   

모든 노란색 코어에 대해서는 easyDSP 프로젝트가 생성되어야 합니다. easyDSP  프로젝트에서 실제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코어의 출력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개의 코어를 모두 사용한다면 2 개의 출력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asyDSP 는 지정된 출력파일 기준으로 플래시 프로그래밍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easyDSP 가 모니터링하는 코어에 대해서, 즉, easyDSP 를 사용하여 각종 변수 모니터링을 수행할 코어에 

대해서, 체크 박스를 선정합니다. 

하기 경우는 2 개의 코어가 동작하지만 easyDSP 는 CPU1 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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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DSP 가 2 개의 코어와 통신할 때 (즉, 체크 박스가 모두 체크), easyDSP 내에서 코어간 변수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 CPU1 프로그램 변수에는 "1:"을, CPU2 프로그램 변수에는 "2:"를 기존 변수 이름 앞에 덧붙입니다. 즉, CPU1 

프로그램 변수 이름이 "var1" 일 경우, easyDSP 에서 "1:var1" 으로 표기되며, CPU2 프로그램 변수 이름이 "var2" 일 

경우, easyDSP 에서 "2:var2" 으로 표기됩니다.  

STM32WL dual core  

하기와 같이 총 2 가지 결선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림내 화살표는 easyDSP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타 전송 경로를 

나타냅니다.  

 

Cas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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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CPU 에 easyDSP Pod 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CPU 에 대해  앞서 설명된 설정 방식을 

수행합니다. 하나의 CPU 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출력 파일 지정 선택사항을 수행하면 각 easyDSP 프로젝트에서 CPU1, CPU2 모두의 플래시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선택 사항을 하지 않으면 각 easyDSP 프로젝트에서 각 CPU 의 플래시 프로그래밍만 가능합니다.  

설정 항목 CPU1  CPU2  

easyDSP 

프로젝트 

CPU1 출력 파일만 지정 

CPU2 출력 파일 지정은 선택 사항 

CPU1 체크박스만 선택 

CPU2 출력 파일만 지정 

CPU1 출력 파일 지정은 선택 사항 

CPU2 체크박스만 선택 

 main.c easyDSP_init(USARTn) 호출  easyDSP_init(USARTm) 호출  

 stm32h7xx_it.c 
USARTx_IRQHandler()에서 

ez_USARTx_IRQHandler() 호출  

USARTx_IRQHandler()에서 

ez_USARTx_IRQHandler() 호출  

Case 2 : 

CPU1 에만 easyDSP Pod 를 연결하고, CPU1 을 통해 (CPU2 는 불가) 전체 메모리 영역을 억세스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마치 싱글 코어 경우와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된 설정 방식 을 CPU1 프로젝트에 반영합니다.  CPU2 에서는 

easyDSP 관련 아무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설정항목  CPU1  

easyDSP 프로젝트 
CPU1, CPU2 출력 파일 모두 지정 

CPU1, CPU2 체크 박스 모두 선택 

 main.c easyDSP_init(USARTn) 호출  

 stm32h7xx_it.c USARTx_IRQHandler()에서 ez_USARTx_IRQHandler() 호출  

  

STM32H7 dual core  

데이타 캐시 사용 여부에 따라 (Stm32CubeMx > System Core > CORTEX_M7 > Parameter Settings > Cortex 

Interface Settings > CPU DCache) 하기 그림과 같이 총 3 가지 결선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림내 화살표는 easyDSP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타 전송 경로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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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  

각각의 CPU 에 각각의 easyDSP Pod 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데이타 캐시 사용여부와 관련없이 동작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CPU 에 대해  앞서 설명된 설정 방식을 수행합니다.  

하나의 CPU 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출력 파일 지정 선택사항을 수행하면 각 easyDSP 프로젝트에서 CPU1, CPU2 모두의 플래시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선택 사항을 하지 않으면 각 easyDSP 프로젝트에서 각 CPU 의 플래시 프로그래밍만 가능합니다.  

설정 항목 CPU1  CPU2  

easyDSP 

프로젝트 

CPU1 출력 파일만 지정 

CPU2 출력 파일 지정은 선택 사항 

CPU1 체크박스만 선택 

CPU2 출력 파일만 지정 

CPU1 출력 파일 지정은 선택 사항 

CPU2 체크박스만 선택 

 easyStm32LL.h 

EZ_DUAL_CORE = 1 

EASYDSP_IS_CONNECTED_TO_THIS_CORE = 

1 

EZ_USE_SEV_INT = 0  

EZ_DUAL_CORE = 1 

EASYDSP_IS_CONNECTED_TO_THIS_CORE = 

1 

EZ_USE_SEV_INT = 0  

 main.c easyDSP_init(USARTn) 호출  easyDSP_init(USARTm) 호출  

 stm32h7xx_it.c 
USARTx_IRQHandler()에서 

ez_USARTx_IRQHandler() 호출  

USARTx_IRQHandler()에서 

ez_USARTx_IRQHandler() 호출  

 

Case 2 : 

데이타 캐시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easyDSP 는 CPU1 를 통해 (CPU2 는 불가) 전체 메모리 영역을 억세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치 싱글 코어 경우와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된 설정 방식 을 CPU1 프로젝트에 반영합니다.  CPU2 에서는 

easyDSP 관련 아무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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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항목  CPU1  

easyDSP 프로젝트 
CPU1, CPU2 출력 파일 모두 지정 

CPU1, CPU2 체크 박스 모두 선택 

 easyStm32LL.h 
EZ_DUAL_CORE = 1 

EASYDSP_IS_CONNECTED_TO_THIS_CORE = 1 

EZ_USE_SEV_INT = 0   

 main.c easyDSP_init(USARTn) 호출  

 stm32h7xx_it.c USARTx_IRQHandler()에서 ez_USARTx_IRQHandler() 호출  

 

Case 3 :  

데이타 캐시가 사용될 경우 Case 2 구성은 캐시 일관성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즉 해당 CPU 가 

해당 CPU 변수가 위치한 메모리를 억세스하기 위해 CPU 간 통신으로 SEV 인터럽트 및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asyDSP pod 는 CPU1, CPU2 어느 쪽이든 연결 가능하오니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선택 바랍니다. 

STM32CubeMx 에서 System Core > NVIC1 및 NVIC2 에서 SEV 인터럽트를 최하위 순위로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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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메모리 위치는 어디든 설정 가능하지만 SRAM4 를 추천드립니다. 주의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해당 영역 (시작번지부터 32 바이트)은 CPU1/CPU2 모두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안되므로 CPU1/CPU2 링커 

스크립트 파일 사용에 주의 바랍니다. 

    2. 시작 번지는 32B 에 얼라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x38000000 또는 0x38000020) 

    3. 해당 영역은 non cacheable 로 지정되어야 하며 하기와 같은 Stm32CubeMx 의 System Core > 

CORTEX_M7 에서 MPU 설정이 필요합니다. 

       MPU region 우선 순위 (Region 번호가 높을 수록 우선 순위)에 의해 설정된 값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easyDSP 가 연결된 CPU, 연결되지 않은 CPU 프로젝트 모두에 easyDSP 소스파일을 추가하며 하기 

테이블처럼 설정합니다.  

 설정항목  easyDSP pod 가 연결된 CPU   easyDSP pod 가 연결되지 않은 CPU  

easyDSP 

프로젝트 

CPU1, CPU2 출력 파일 모두 지정 

CPU1, CPU2 체크 박스 모두 선택 
프로젝트 생성하지 않음 

 easyStm32LL.h 

EZ_DUAL_CORE = 1 

EASYDSP_IS_CONNECTED_TO_THIS_CORE = 

1 

EZ_USE_SEV_INT = 1 

EZ_SHARED_MEM_ADDRESS = 사용자 설정값  

EZ_DUAL_CORE = 1 

EASYDSP_IS_CONNECTED_TO_THIS_CORE 

= 0  

EZ_USE_SEV_INT = 1 

EZ_SHARED_MEM_ADDRESS = 사용자 

설정값 

 main.c easyDSP_init(USARTn) 호출  easyDSP_init(0) 호출  

 stm32h7xx_it.c 

USARTx_IRQHandler()에서 

ez_USARTx_IRQHandler() 호출 

CMx_SEV_IRQHandler()에서 ez_SEV_IRQHandler() 

호출  

CMx_SEV_IRQHandler()에서 

ez_SEV_IRQHandler() 호출 

 

6.2.4 STM32 램부팅 관련 설정 

 

만약 램부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본 설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램 사이즈가 매우 작은 MCU 는 아예 램 부팅이 불가능합니다만. 일부 MCU 의 경우 충분한 램 사이즈를  활용하여 

flash 를 사용하지 않고 램부팅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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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DSP 는 램부팅을 위해 MCU 의 부트로더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디버거를 사용한 램부팅과의 차이점 그리고 

제한 사항은 모두 부트로더에서 기인합니다. 

하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계 예제    

1. 제한 사항 

1. 특정 MCU 경우 램부팅이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기 MCU 입니다. 

   STM32F04xxx 

   STM32F070x6 

   STM32L01xxx/02xxx 

   STM32L031xx/041xx  

2. 특정 MCU 에 내장된 부트로더의 버전이 오래된 경우, 램 부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 표 조합 참조하세요. 최신 부트로더가 탑재된 경우 이러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상세 사항은 최신 버전의 AN2606(STM32 microcontroller system memory 

boot mode)를 참조하세요.  

MCU Bootloader version  

STM32H74xxx 

STM32H75xxx  
V13.2 (0xD2)  

STM32L552xx 

STM32L562xx 
V13.0 (0xD0) 

STM32L47xxx 

STM32L48xxx 

V10.1 (0xA1) 

V9.0 (0x90) 

STM32F100xx 

STM32F101xx 

STM32F102xx 

STM32F103xx 

( 단, STM32F101xF, 

STM32F101xG,  STM32F103xF, 

STM32F103xG 제외) 

V2.0 (0x20) 

 

3. dual core 제품 (H745, H747, H755, H757, WL5x)의 경우 램부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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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링커 스크립트 파일의 

램 영역 수정 

 

부트로더도 일종의 

프로그램이기에 

사용하는 램 영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프로그램 램 영역과 

충돌되면 안됩니다 . 

또한 부트로더 진입시 

모든 램 영역을 억세스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램 부팅에 사용될 

수 있는 램 영역은 

제한되며,  MCU 별로 

사용 가능한 램 영역에 

대해서는 최신 버전의 

AN2606(STM32 

microcontroller 

system memory boot 

mode)를 참조하세요 . 

 

충돌 방지를 위해 링커 

스크립트 파일 (예 : 

STM32CubeIDE 에서 

STM32F413 사용시 

파일 이름은 

STM32F413ZHTX_RA

M.ld) 내의 램 메모리 

영역을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STM32F413ZHTX_RAM.ld 파일내  

 

부분을 하기와 같이 수정합니다. 12K 바이트가 사용되므로 사용자 프로그램용 램 영역이 

0x20003000 번지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 . 

 

 

3. 벡터 테이블을 램 

영역 첫 번지에 

위치하도록 링커 

스크립트 파일 수정 

easyDSP 는 램부팅 사용시 ISR 벡터 테이블이 램 영역 첫 번지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이에 맞게 필요시 링커 스크립트 파일을 수정해야 

합니다. Stm32CubeIde 의 경우, 디폴트로 ISR 벡터 테이블을 SECTIONS 의 맨 앞에 

위치시키므로서 이러한 조건을 이미 충족시키므로 부가적인 작업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IDE 를 사용하시거나 디폴트 링커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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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정된 링커 스크립트 

파일 을 컴파일러에 

등록    

 

 

5. 벡터테이블 주소 변경 

STM32F413 의 경우 

system_stm32f4xx.c 

파일을 수정합니다.  

system_stm32f4xx.c 파일 수정 전 : 플래시 부팅을 위해, VECT_TAB_SRAM 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VECT_TAB_OFFSET 은 0 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system_stm32f4xx.c 파일 수정 후 : 램부팅을 위해, VECT_TAB_SRAM 을 정의하고 

VECT_TAB_OFFSET 은 0x3000 으로 정의합니다 .  

MCU 에 따라 USER_VECT_TAB_ADDRESS 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 STM32L5 ) 

여기서 0x3000 은 앞 서 링크 스크립트 파일에서 변경된 램 영역(0x20003000 부터)과 

관련됩니다. 아래 예제처럼 VECT_TAB_SRAM 의 정의 유무에 따라 VECT_TAB_OFFSET 

값을 0 또는 0x3000 으로 변경하면 램부팅/플래시부팅간에 좀 더 손쉬운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VECT_TAB_SRAM 유무가 곧 램부팅/플래시부팅을 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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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U 종류에 따라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MCU 의 system_stm32yyxx.c 파일의 "Miscellaneous Configuration" 부분을 잘 

참조하십시요. 

6. 기타 설정 

MCU 에 내장된 부트로더의 버전에 따라 특정 MCU, 특정 부트로더 조합에서 추가 고려 

사항을 하기에 표시합니다 . 

 

경우 1 : STM32H74x/H75x 에 내장된 BL 버전이 V9.0 일 경우  

    하기와 같이 STM32H743ZITX_RAM.ld 에 설정되어 있는 스택 포인터를  

 

    하기와 같이 -16 을 추가하여 스택 포인터가 램 끝위치보다 16 만큼 작게 

설정합니다.

  

경우 2 : STM32WB55 경우, *_RAM.ld 파일 끝 부분에 하기 3 줄을 삽입해야 합니다 . 

   MAPPING_TABLE (NOLOAD) : { *(MAPPING_TABLE) } >RAM_SHARED 

   MB_MEM1 (NOLOAD)       : { *(MB_MEM1) } >RAM_SHARED 

   MB_MEM2 (NOLOAD)       : { _sMB_MEM2 = . ; *(MB_MEM2) ; _eMB_MEM2 = . ; }  

 

6.2.5 STM32 주의사항 

MCU 가 부트로더 진입시 일부 IO 를  출력핀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한 보드 설계   

MCU 는 여러 경우 부트로더로 진입하게 됩니다. easyDSP 사용시 램부팅 또는 플래시 작업을 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또한 일부 MCU 의 경우, MCU 가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으면 전원 투입시 부트로더로 진입하게 됩니다. ST 의 

어플리케이션 노트(AN2606 : STM32 microcontroller system memory boot mode  ) 참조하시면 MCU 가 부트로더 

진입시 일부 통신 IO 를 출력핀으로 설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IO 핀들이 출력핀이 되더라도 보드의 다른 

부분에 데미지를 주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핀이 GND 나 VDD 에 직결된 경우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TM32CubeIDE 사용시 Full Rebuild 주의 

컴파일 설정에 주요 변경시 Full rebuild 가 요구되는데 (아래 그림 참조), 이 때 컴파일러 출력 폴더의 내용이 전부 

지워지게 됩니다. 만약 easyDSP 프로젝트를 컴파일러 출력 폴더에 지정하셨다면 easyDSP 프로젝트 관련 파일도 

전부 지워지게 됩니다. 

https://www.st.com/content/ccc/resource/technical/document/application_note/b9/9b/16/3a/12/1e/40/0c/CD00167594.pdf/files/CD00167594.pdf/jcr:content/translations/en.CD001675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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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bps 관련  

USART 인터럽트 통신에 필요한 시간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통신 bps 가 통신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OverRun Error 가 발생됩니다. 

6.3 AM263x 

6.3.1 AM263x 소프트웨어 설정 

STEP 1 : 코어 선정  

easyDSP 측면에서 코어는 총 4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노란색 코어 : easyDSP Pod 가 연결되고 easyDSP 모니터링 수행되는 코어 

주황색 코어 : easyDSP Pod 가 연결되지는 않지만 easyDSP 모니터링이 수행되는 코어 

파란색 코어 : easyDSP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는 코어 

회색 코어 : 동작하지 않는 코어입니다.  

 

 

AM263x 시리즈는 최대 4 개의 코어가 제공되므로, 사용자 시스템에 맞춰 해당 코어를 선정하세요.  

파란색 코어와 회색 코어는 easyDSP 와 관련 없으므로 easyDSP 관련 작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란색 코어, 주황색 코어를 선정해야 합니다. AM263x 의 어떤 코어든 선정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타 캐시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여러 케이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Case 1 :  

본 경우는 easyDSP 가 여러 코어 (core a, b)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그 중 데이타 캐시를 사용하는 코어가 

하나라도 있고, IPC RPMessage 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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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DSP pod 는 UART0 을 거쳐 core a 에 연결되며, core a 변수가 저장된 메모리는 core a 가 억세스합니다. 

그리고 캐시 일관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core b 변수가 저장된 메모리는 core b 가 억세스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코어간 통신은 IPC RPMessage 를 사용합니다. 

easyDSP 모니터링을 위해 데이타가 이동하는 경로는 화살표를 참조하세요. 

   

Case 2 :  

Case 1 경우이지만 코어간 통신을 위해 IPC RPMessage 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코어에 easyDSP pod 를 연결해야 하며 이 경우 하기와 같은 구성이 됩니다. 

 

Case 3 :  

easyDSP 가 여러 코어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하지만, 그 중 데이타 캐시를 사용하는 코어가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easyDSP pod 이 연결된 코어에서 직접 해당 메모리를 접근하여 변수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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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 : 

easyDSP 가 하나의 코어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코어의 데이타 캐시 사용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STEP 2 : SysConfig 설정  

easyDSP 는 SysConfig 기반 생성된 코드를 사용합니다. 하기에서는 SysConfig 1.13.0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easyDSP 는 MCU 와 통신시 UART0 을 사용하므로, Debug Log > Enable UART Log 를 비활성화거나, 사용이 필요할 

경우 UART0 이 아닌 다른 곳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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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DSP Pod 가 연결된 코어 (STEP1 의 노란색 코어)에 대해서 UART 관련 설정을 하기와 같이 수행합니다.  

먼저 이름은 반드시 EZDSP_UART 이어야 하며,  Baudrate 는 사용자가 적절히 선정 가능하지만 easyDSP 

프로젝트 설정값과 동일해야 합니다. 

8 비트 데이타, 하나의 stop bit, no parity bit 의 데이타 규격을 사용하며, 인터럽트 순위는 최하순위(값 15)로 

선정합니다.  

UART0 을 사용하셔야 하며, MUXMODE 0 인 TX, RX 핀을 할당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STEP1 의 core f 는 UART0 이 

아닌 다른 UART 를 사용합니다. 

기타 부분은 하기 그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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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RPMessage 를 사용하는 코어(core a, b)에 대해서 IPC 설정이 필요합니다.  

통신 방식은 'IPC Notify + IPC RP Message', 버퍼 개수는 최소 1, 버퍼 사이즈는 최소 64 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목적으로 IPC RPMessage 를 사용할 경우, 이 값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IPC RPMessage 사용시 공유 버퍼로 사용되는 메모리 영역 (0x72000000) 의 Non Cached 설정이 필요합니다. 

 

 

easyDSP 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모든 코어에서 (core a, b, e, f, g, h, i) 변수가 위치한 메모리 영역을 easyDSP 가 

읽고 쓸 수 있도록 해당 메모리 영역을 Supervion RD+WR 으로 설정합니다 (User 설정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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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easyDSP 프로젝트 및 사용자 프로젝트  

STEP1 의 경우에 맞게, 노란색 코어에 대해 easyDSP 프로젝트를 생성하며, 노란색 및 주황색 코어에 대해 사용자 

MCU 프로젝트를 easyDSP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노란색 및 주황색 코어에 대해, easyDSP 통신용 파일 (easyAM_v*.*.h, easyAM_v*.*.c)을 사용자 프로젝트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버전에 따라 파일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easyDSP 프로그램이 인스톨된 

폴더에서 \source\AM2x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헤더 파일을 사용 환경에 맞춰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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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용자 프로그램에서각종 초기화 함수가 호출된 이후, easyDSP_init()을 호출하므로써, easyDSP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합니다.  

 

   

하기에서 STEP1 의 케이스별로 상세 설명합니다. 

Case 1 :  

먄약 core a, b, c, d 가 각각 CPU1, 2, 3, 4 일 경우 하기처럼 프로젝트를 설정합니다.  

easyDSP 와 통신하는 코어로 CPU1, CPU2 를 선정하며, 실제 동작하는 모든 코어의 출력 파일을 등록합니다.  

  

 

헤더 파일은 하기와 같이 설정합니다. 코어간 통신에 IPC RPMessage 를 사용하며 2 개의 엔드포인트 값(m, n)을 

설정해야 합니다.  

easyDSP pod 연결 여부만 차이가 나며, 나머지 변수는 동일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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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프로젝트  
노란색 코어 주황색 코어 

 easyAM.

h 설정 

EASYDSP_POD_IS_CONNECTED_TO_THIS_CORE = 1 

EASYDSP_IS_COMMUNICATING_WITH_MULTI_CORE

S =1 

D_CACHE_IS_ENABLED = 1 

MAIN_CORE_SERVICE_END_PT = m 

REMOTE_CORE_SERVICE_END_PT = n 

EASYDSP_POD_IS_CONNECTED_TO_THIS_CORE = 0 

EASYDSP_IS_COMMUNICATING_WITH_MULTI_CORE

S =1 

D_CACHE_IS_ENABLED = 1 

MAIN_CORE_SERVICE_END_PT = m 

REMOTE_CORE_SERVICE_END_PT = n  

Case 2 :  

만약 core e, f, c, d 가 각각 CPU1, 2, 3, 4 일 경우, core e 용 easyDSP 프로젝트는 하기처럼 설정합니다.  

 
 

core f 용 easyDSP 프로젝트 설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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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부팅 및 플래시 프로그래밍을 수행하려면 easyDSP Pod 가 연결될 코어는 반드시 UART0 를 거쳐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UART0 이 연결된 코어 core e 의 easyDSP 프로젝트에 동작하는 모든 코어의 출력파일을 등록하며 램부팅 및 

플래시 프로그래밍을 수행합니다. 

UART0 이 연결되지 않는 코어 core f 의 easyDSP 프로젝트에서는 모니터링만 가능하므로 램부팅 및 플래시 

프로그래밍을 수행하지 마세요. 

코어 f 의 사용자 프로그램이 변경되고 이를 코어 e 의 easyDSP 프로젝트에서 램부팅 또는 플래시 프로그래밍하게 

되면, 코어 f 의 easyDSP 프로젝트는 출력 파일을 다시 읽어서 변수 정보를 갱신하게 됩니다. 

이는 코어 e 와 코어 f 의 easyDSP 프로젝트가 하나의 PC 에서 수행될 때 자동적으로 수행되며 이후 코어 f 의 

easyDSP 프로젝트에서 하기 메시지를 송출합니다. 

 

만약 코어 e 와 코어 f 의 easyDSP 프로젝트가 별도의 PC 에서 수행될 때에는 사용자가 코어 f 의 easyDSP 

프로젝트에서 메뉴 MCU > Reload *.out 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헤더 파일은 하기와 같이 설정합니다.  

사용자 프로젝트  노란색 코어 

 easyAM.h 설정 
EASYDSP_POD_IS_CONNECTED_TO_THIS_CORE = 1 

EASYDSP_IS_COMMUNICATING_WITH_MULTI_CORES = 0 

Case 3 :  

만약 core g, h, c, d 가 각각 CPU1, 2, 3 , 4 일 경우, core g 용 easyDSP 프로젝트 설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easyDSP 와 

통신하는 코어로 CPU1, CPU2 를 선정하며, 실제 동작하는 모든 코어의 출력 파일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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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 파일은 하기와 같이 설정합니다. 

사용자 프로젝트  노란색 코어 

 easyAM.h 설정 

EASYDSP_POD_IS_CONNECTED_TO_THIS_CORE = 1 

EASYDSP_IS_COMMUNICATING_WITH_MULTI_CORES =1 

D_CACHE_IS_ENABLED = 0  

Case 4 :  

만약 core i, j, c, d 가 각각 CPU 1, 2, 3 , 4 일 경우, core i 용 easyDSP 프로젝트 설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easyDSP 와 

통신하는 코어로 CPU1 을 선정하며, 실제 동작하는 모든 코어의 출력 파일을 등록합니다.  

 

 

헤더 파일은 하기와 같이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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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프로젝트  노란색 코어 

 easyAM.h 설정 
EASYDSP_POD_IS_CONNECTED_TO_THIS_CORE = 1 

EASYDSP_IS_COMMUNICATING_WITH_MULTI_CORES =0  

 

 

  

STEP 4 : 링커 파일 주의 사항  

모든 코어에 대해 램 시작번지를 0x7004.0000 또는 이보다 큰 값으로로 설정 바랍니다.  

이는 TI 예제와 동일합니다. 

 

 

STEP 5 : 변수 이름  

주의 사항입니다.  

easyDSP 가 한 개의 코어하고만 통신할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변수 이름이 그대로 표시되나, 여러 개의 코어와 

통신할 경우 각 코어의 변수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 CPUn(n=1,2,3,4)의 경우 'n:변수이름'처럼 사용자가 지정한 변수 

이름 앞에 'n:'이 덧붙이게 됩니다. 

STEP 6 : IDE 설정  

1. 각 코어의 프로젝트를 컴파일할 때마다 각 코어의 rprc 파일이 생성되어 출력 파일과 동일한 폴더에 동일한 

이름으로 위치하도록 개발 환경을 설정 해주세요 (TI CCS 기본 설정). rprc 파일은 램 부팅 및 플래시 프로그래밍할 때 

사용됩니다. 

2. easyDSP 로 변수를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출력 파일(예:*.out)에 debug information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TI CCS 기본 설정).  

3. 최적화 또는 링커 세팅에 따라, 선언되었지만 실제 사용되지 않는 변수는 debug information 에 포함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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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DSP 에서 모니터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수가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하기 옵션 설정하세요.  

      

STEP 7 : SBL (Secondary Boot Loader)  

easyDSP 는 작성된 SBL(Secondary Boot Lader)을 램부팅 및 플래시 작업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TI 가 제공하는 SBL 예제 및 론치패드에 기반하여 AM263x SBL 파일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MCU 메모리 및 사용자 보드에 따라 다양한 SBL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easyDSP 가 제공하는 

SBL 이 아닌, 사용자가 작성한 SBL 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에서 easyDSP 가 제공하는 SBL 및 사용자가 SBL 을 작성할 경우 주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SBL UART : 램부팅시 사용되는 SBL 입니다. easyDSP 가 제공하는 SBL UART 는 2MB RAM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램부팅 가능한 사용자 프로그램의 app image 크기가 512k 바이트로 제한됩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SBL 를 사용할 

경우, Baudrate 를 230400 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SBL UART Uniflash : SPI flash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SBL 입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SBL 를 사용할 경우, 

Baudrate 를 230400 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SBL QSPI : 플래시에 저장된 사용자 프로그램으로 MCU 를 부팅하는 SBL 입니다.  

6.3.2 AM263x 하드웨어 설정 

easyDSP 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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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DSP 는 MCU 부트 모드를 사용하여, 필요한 부팅 동작을 수행합니다. 

램부팅 및 플래시 작업을 위해서는 UART 부트모드를 사용하며,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QSPI(4S) - 

Quad Read Mode 부트모드를 사용합니다. 

Boot Mode SOP3 SOP2 SOP1 SOP0 

QSPI (4S) - Quad Read Mode 0 0 0  0 

UART 0 0 0  1 

QSPI (1S) - Single Read Mode 0 0 1  0 

QSPI (4S) - Quad Read UART Fallback Mode 0 1 0  0 

QSPI (1S) - Single Read UART Fallback Mode 0 1 0  1 

DevBoot 1 0 1  1 

easyDSP 가 MCU 리셋시 부트핀을 적절히 설정하기 위해 BOOT 핀을 SOP0 핀에 연결하며, SOP1, SOP2, SOP3 는 

Low 로 고정합니다.  

 

easyDSP 헤더 RX, TX 핀은 MCU UART0 (MUXMODE 0)에 연결해주세요. 다른 UART 채널 및 핀에 연결될 

경우 램부팅과 플래시 프로그래밍이 지원되지 않으며 따라서 BOOT 핀, /RESET 핀도 연결하지 마세요. 

또한 QSPI0 에 플래시를 연결합니다. 플래시는 Sector Erase 명령이 64kB block 에 적용되는 제품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TI 평가보드에서 사용되는 S25FL128SAGNFI000 제품을 권장 드립니다.  

easyDSP 헤더 4 번 핀에는  MCU 의 VDDS33 를 연결하여 주십시요. 

  

   

기타 주의 사항 :  

- MCU 리셋 (PORz)이 해제된 후 약 1msec 뒤에 MCU 는 SOP 핀의 신호를 취득하여 부트 모드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SOP 핀에 연결되는 다른 회로가 리셋 이후 일정 시간 동안 (약 2msec) 신호를 출력하지 않도록 보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 easyDSP 헤더 RX, TX 신호는 easyDSP 포드 내부에서 100k 오옴으로 풀업되어 있습니다.  

- /RESET 핀은 MCU 에 리셋을 줄 수 있도록 적절히 연결  (/RESET 핀의 Low 상태 유지 기간은 약 500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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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DSP /RESET 신호와 MCU PORz 신호사이에 리셋 IC 회로가 삽입된다면, 삽입된 회로는 /RESET 신호를 0.5 초 

내에 PORz 에 전달해야 함  

AM263x Launchpad 에 easyDSP 연결  

TI AM263x Launchpad 에 easyDSP 를 연결하기 위한 수작업에 대해 하기 참조하세요.  

SW1 은 모두 ON 이 되어야 하며, U27 의 2 번 핀은 PCB 에서 분리되어야 함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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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TM4C 

6.4.1 TM4C 설정 

TM4C 설정   

 

STEP 1 : 하드웨어 설정  

easyDSP 는 플래시 라이팅을 위해 MCU 내장 롬 부트로더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롬 부트로더에서 지원하는 UART0 

채널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채널을 사용할 경우 easyDSP 는 모니터링은 지원하나, 플래시 라이팅은 지원하지 않으며, 또한 easyDSP 

소스파일 easyTM4C.c 를 해당 채널에 맞게 직접 수정하셔야 합니다. 

하기 그림과 같이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PXn 포트는 easyDSP 에서 부트핀으로 사용되며 사용자가 easyTM4C.h 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단, 하기 조건 

참조하세요. 

    1. TM4C129x 에서는 PC0-3, PD7, PE7 은 부트핀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TM4C123x 에서는 PC0-3, PD7, PF0 은 부트핀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해당 부트핀에 연결된 다른 회로가 있을 경우, MCU 리셋이후 약 1 초동안은 이 회로에서 출력 신호를 

발생시키면 안됨.  

 

 

기타 주의 사항 :  

- /RESET 핀은 MCU 에 리셋을 줄 수 있도록 적절히 연결  (/RESET 핀의 Low 상태 유지 기간은 약 500msec) 

- easyDSP /RESET 신호와 MCU -RST 신호사이에 리셋 IC 같은 회로가 삽입된다면, 삽입된 회로는 

/RESET 신호를 0.5 초내에 -RST 에 전달해야 함 

- easyDSP 헤더 RX, TX 신호는 easyDSP 포드 내부에서 100k 오옴으로 풀업되어 있습니다. 

STEP 2 : easyDSP 제공 헤더 파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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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easyDSP 통신을 위해 제공되는 소스파일 (easyTM4C.h, easyTM4C.c)을 프로젝트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일은 easyDSP 프로그램이 인스톨된 폴더에서 \source\TM4C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 환경에 맞춰 ezsyTM4C.h 초기 부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타켓 MCU, MCU 클럭 주파수, easyDSP 통신 보드레이트 및 부트핀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asyDSP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보드레이트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STEP 3 : easyDSP 관련 함수 호출  

먼저 main.c 상단에 easyTM4C.h 를 include 하여 주시고, main 함수 가장 첫 부분에 easyDSP_boot() 함수를 호출하고, 

기타 초기화 루틴 이후 easyDSP_init() 함수를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easyDSP_boot() 함수에서는 부트핀의 상태를 기반으로 플래시 프로그래밍을 위해 MCU 내장 롬부트로더에 진입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asyDSP 의 플래시 프로그래밍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본 함수도 필요 없습니다. 

easyDSP_init() 함수에서는 easyDSP 와의 통신을 위한 각종 설정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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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IDE 설정  

1. 매 컴파일마다 hex 파일 (인텔 형식) 이 생성되어 출력 파일과 동일한 폴더에 동일한 이름으로 위치하도록 IDE 를 

설정해주세요. Hex 파일은 플래시 프로그래밍할 때 사용됩니다.  

    Hex 파일 확장자는 hex 또는 ihex 가 될 수 있습니다. easyDSP 는 확장자 hex 파일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여 

사용하고, 존재하지 않을 경우 확장자 ihex 파일을 사용합니다.  

    하기 CCS 경우 참조하세요. 특히 CCS 사용시 memory width 옵션을 8 로 설정함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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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syDSP 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력 파일 (예:*.out)에 debug information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어셈블리/ 컴파일러/링커 옵션을 적절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최적화 또는 링커 세팅에 따라, 선언되었지만 실제 사용되지 않는 변수는 debug information 에 포함되지 않아 

easyDSP 에서 모니터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수를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해당하는 IDE 세팅이 

필요합니다. 

4. easyTM4C.c 에서 인라인 함수를 사용하므로, 필요시 컴파일러 옵션 c99 모드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STEP 5 : 기타 설정  

1. easyDSP 가 플래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MCU 의 플래시 보호 설정이 없어야 합니다.  

2. BOOTCFG 레지스터의 EN 비트는 1 이어야 합니다. 이로서 MCU 는 easyDSP_boot()에 의해 부팅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3. easyDSP 가 플래시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플래시가 전부 지워져 있거나, easyDSP 소스파일이 이미 플래시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상황 (예 : easyDSP 소스파일이 적용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플래시에 존재) 에서는 플래시 프로그래밍이 

지원되지 않으니, 디버거를 사용한 플래시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6.5 PSoC4 

6.5.1 PSoC4 소프트웨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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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DSP 는 플래시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기 위해 Single-application bootloader 구성만을 지원합니다. 다른 

구성에서는 변수 모니터링은 가능하나 플래시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함에 유의 바랍니다. 

하기에 easyDSP 를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정을 PSoC Creator 4.4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부트로더 및 부트로더블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방식 자체는 업체의 매뉴얼을 참조하세요. 

   

STEP 1 : Bootloader 프로젝트 작성  

먼저 컴포넌트 카탈로그에서 하기와 같이 schematic 을 작성합니다.  

Bootloader 컴포넌트의 이름을 Bootloader_UART 로 변경합니다.  

MCU 부하를 크게 주지 않는 이상 다른 컴포넌트 추가도 가능합니다 (예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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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Bootloader_UART 컴포넌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Communication component 을 UART_1 으로 설정하고, Optional commands 를 설정합니다. 

나머지는 디폴트값을 사용하세요. 

필요시 Security key 를 활성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UART 컴포넌트에서 UART Basic 탭은 디폴트 그대로 사용합니다. 통신 방식은 115200bps, 8bits, one stop, no 

parity 로 고정입니다. 

UART Advanced 탭은 Buffer size 를 변경함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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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RT 핀을 사용자 보드에 맞게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제에서는 P0.4, P0.5 에 할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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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main() 함수 상단에 Bootloader_UART_Start()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easyDSP 사용을 위한 부트로더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습니다.  

     

STEP 2 : Bootloader 프로젝트 굽기  

상기 Bootloader 프로젝트를 컴파일한 후, 디버거를 사용하여 해당 MCU 플래시에 프로그래밍하여 주세요. 

필요시 해당 플래시 영역을 Protection 할 수 있습니다. 

Bootloader 프로그램 프로그래밍은 easyDSP 로 수행될 수 없습니다.  

한번 Bootloader 프로그램이 플래시에 프로그래밍된 이후에는 easyDSP 를 사용하여 Bootloadable 프로젝트를 

플래시에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STEP 3 : Bootloadable 프로젝트 작성  

먼저 컴포넌트 카탈로그에서 하기와 같이 schematic 을 작성합니다.UART 컴포넌트의 이름을 UART_ezDSP 로 

변경합니다.  

기타 프로그램 동작을 위한 다른 컴포넌트는 여기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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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컴포넌트의 설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먼저 Bootloader 컴포넌트 설정입니다. General 탭은 디폴트 그대로. Dependencies 탭에서 이전 Bootloader 

프로젝트의 파일을 등록하세요.  

 



easyDSP Help 

 107 

 

UART 컴포넌트 설정입니다. 

UART Basic 탭에서는 easyDSP 통신 속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부트로더의 통신 속도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easyDSP 프로젝트에서 설정된 bps 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8 비트, 패러티 없음, 1 스톱비트로 설정하세요.  

UART Advanced 탭에서 하기 그림과 같이 설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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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DSP 를 위한 UART 인터럽트 순위는 최하위로 설정 바랍니다.  

 

UART 핀은 사용자 보드에 맞게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부트로더 프로젝트와 동일한 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 

예제에서는 P0.4, P0.5 에 할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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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easyDSP_init() 함수 호출  

easyDSP 통신을 위해 제공되는 소스파일(easyPSoC4.h, easyPSoC4.c)을 프로젝트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일은 easyDSP 프로그램이 인스톨된 폴더에서 \source\PSoC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ain() 함수에서 easyDSP_init() 함수를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easyDSP 사용을 위한 부트로더블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습니다.  

   

STEP 5 : IDE 설정  

1. easyDSP 로 변수를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출력 파일(예:*.elf)에 debug information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어셈블리/ 컴파일러/링커 옵션을 적절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매 컴파일마다 cyacd 파일이 생성되어 출력 파일과 동일한 폴더에 동일한 이름으로 위치하도록 해주세요. cyacd 

파일은 플래시 프로그래밍할 때 사용됩니다. 

3. 최적화 또는 링커 세팅에 따라, 선언되었지만 실제 사용되지 않는 변수는 debug information 에 포함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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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DSP 에서 모니터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수를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 PSoC Creator 4.4 에서  링커 옵션에 'Remove Unused Sections' 항목을 False 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개발 환경이라면 적절히 해당하는 세팅이 필요합니다.   

 

6.5.2 PSoC4 하드웨어 설정 

상기 "PSoC4 소프트웨어 설정"에서 선정된 UART 핀을  easyDSP 와 연결합니다 . 

easyDSP 헤더 4 번핀에는 MCU 의 VDDD 를 연결하여 주십시요  . 

RX, TX 신호는 easyDSP 포드 내에서 100k 오옴으로 풀업되어 있습니다. 

  

기타 고려 사항 :  

- TX, RX 선은 MCU 의 해당 핀으로 직접 연결 

- /RESET 핀은 MCU 에 리셋을 줄 수 있도록 적절히 연결  (/RESET 핀의 Low 상태 유지 기간은 약 500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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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DSP /RESET 신호와 MCU XRES 신호사이에 리셋 IC 같은 회로가 삽입된다면, 삽입된 회로는 

/RESET 신호를 0.5 초내에 XRES 에 전달해야 함 

- 각 신호선에 풀업 저항을 설치할 시에 그 값이 수 KOhm 이상이 되어야 함  

6.6 XMC 

6.6.1 XMC1 설정 

 

STEP 1 : 하드웨어 설정  

UART 핀 (P1.3/P1.2 조합 또는 P0.14/P0.15 조합)을 easyDSP RX/TX 핀과 직접 연결합니다 . 

RX, TX 신호는 easyDSP 포드 내에서 100k 오옴으로 풀업되어 있습니다. 

easyDSP  헤더  4 번핀에는  MCU 의 VDDP 를 연결하여 주십시요 .  

   

STEP 2 : easyDSP 제공 헤더 파일 수정  

먼저 easyDSP 통신을 위해 제공되는 소스파일 (easyXMC1.h, easyXMC1.c)을 프로젝트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일은 easyDSP 프로그램이 인스톨된 폴더에서 \source\XMC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 소스파일에서 XMC Peripheral Library 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라이브러리도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asyXMC1.h 파일에서 통신 채널, 보드레이트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asyDSP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보드레이트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총 64 개의 FIFO 버퍼 중 easyDSP 용으로 입력/출력 각 8 개를 선정합니다. easyDSP 사용 USIC 모듈의 다른 채널 

FIFO 버퍼와의 충돌을 회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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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easyDSP_init() 함수 호출  

먼저 main.c 상단에 easyXMC1.h 를 include 하여 주시고,  

main 함수 적절 부분에 easyDSP_init() 함수를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STEP 4 : IDE 설정  

1. easyDSP 로 변수를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출력 파일(예:*.elf)에 debug information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어셈블리/ 컴파일러/링커 옵션을 적절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적화 또는 링커 세팅에 따라, 선언되었지만 실제 사용되지 않는 변수는 debug information 에 포함되지 않아 

easyDSP 에서 모니터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수를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 Dave 에서  링커 옵션에 'Remove Unused Sections' 항목을 클릭하시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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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개발 환경이라면 적절히 해당하는 세팅이 필요합니다.   

 

6.6.2 XMC4 설정 

 

STEP 1 : 하드웨어 설정  

XMC4 는 파워온 리셋 이후 TCK, TMS 핀 상태에 따라 4 가지 부트 모드를 지원합니다.  

  TCK  TMS  Boot mode  

 0  1  Normal 

 0  0  ASC BSL 

 1   1  BMI 

 1   0  CAN BSL  

easyDSP 는 이 중  Normal 모드 (플래시로 부팅) 또는 ASC BSL 모드 (UART 채널로 부팅하여 플래시 프로그래밍)만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파워온 리셋시 TCK 핀은 Low 상태를, TMS 핀 상태는 easyDSP 가 선택할 수 있도록 결선되어야 합니다.  

MCU 내부에서 TCK 핀은 weak pull-down 되어 있으며, TMS 핀은 weak pull-up 되어 있으므로, 해당핀의 외부 

풀다운/풀업 저항은 옵션사항입니다.  

UART 핀 P1.4, P1.5 을  easyDSP RX/TX 핀과 직접 연결합니다 . RX, TX 신호는 easyDSP 포드 내에서 100k 오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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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업되어 있습니다. 

easyDSP 헤더  4 번핀에는  MCU 의  VDDP 를 연결하여 주십시요   . 

  

기타 주의 사항 :  

- /RESET 핀은 MCU 에 리셋을 줄 수 있도록 적절히 연결  (/RESET 핀의 Low 상태 유지 기간은 약 500msec) 

- easyDSP /RESET 신호와 MCU -PORST 신호사이에 리셋 IC 같은 회로가 삽입된다면, 삽입된 회로는 

/RESET 신호를 0.5 초내에 -PORST 에 전달해야 함 

- 각 신호선에 풀업 저항을 설치할 시에 그 값이 수 KOhm 이상이 되어야 함  

STEP 2 : easyDSP 제공 헤더 파일 수정  

먼저 easyDSP 통신을 위해 제공되는 소스파일 (easyXMC4.h, easyXMC4.c)을 프로젝트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일은 easyDSP 프로그램이 인스톨된 폴더에서 \source\XMC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 소스파일에서 XMC Peripheral Library 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라이브러리도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asyXMC4.h 파일에서 easyDSP 통신 보드레이트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asyDSP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보드레이트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총 64 개의 FIFO 버퍼 중 easyDSP 용으로 입력/출력 각 8 개를 선정합니다. easyDSP 사용 USIC 모듈의 다른 채널 

FIFO 버퍼와의 충돌을 회피해야 합니다.  

  

   

STEP 3 : easyDSP_init() 함수 호출  

먼저 main.c 상단에 easyXMC4.h 를 include 하여 주시고,  

main 함수 적절 부분에 easyDSP_init() 함수를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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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IDE 설정  

1. 매 컴파일마다 hex 파일 (인텔 형식) 이 생성되어 출력 파일과 동일한 폴더에 동일한 이름으로 위치하도록 IDE 를 

설정해주세요. Hex 파일은 플래시 프로그래밍할 때 사용됩니다.  

   Hex 파일 확장자는 hex 또는 ihex 가 될 수 있습니다. easyDSP 는 확장자 hex 파일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여 

사용하고, 존재하지 않을 경우 확장자 ihex 파일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DAVE IDE 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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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syDSP 로 변수를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출력 파일(예:*.elf)에 debug information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어셈블리/ 컴파일러/링커 옵션을 적절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최적화 또는 링커 세팅에 따라, 선언되었지만 실제 사용되지 않는 변수는 debug information 에 포함되지 않아 

easyDSP 에서 모니터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수를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 Dave 에서  링커 옵션에 'Remove Unused Sections' 항목을 클릭하시지 마세요. 

    다른 개발 환경이라면 적절히 해당하는 세팅이 필요합니다.   

 

6.7 RA 

6.7.1 RA 하드웨어 설정 

easyDSP 와 연결  

SCI9 을 사용해야 easyDSP 가 플래시 프로그래밍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결선과 같이 SCI9 의 RXD9, TXD9 을 easyDSP 해당핀과 직결 연결 권장 드립니다. 

easyDSP 헤더 RX, TX 신호는 내부에서 100k 오옴으로 풀업되어 있습니다. 

easyDSP 헤더 4 번 핀에는  MCU 의 VCC 를 연결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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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의 사항 :  

- /RESET 핀은 MCU 에 리셋을 줄 수 있도록 적절히 연결  (/RESET 핀의 Low 상태 유지 기간은 약 500msec) 

- easyDSP /RESET 신호와 MCU -PORST 신호사이에 리셋 IC 같은 회로가 삽입된다면, 삽입된 회로는 

/RESET 신호를 0.5 초내에 -PORST 에 전달해야 함 

- 각 신호선에 풀업 저항을 설치할 시에 그 값이 수 KOhm 이상이 되어야 함  

만약 SCI9 을 사용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SCI 핀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플래시 프로그래밍이 지원되지 않고, 모니터링만 지원됨에 유의 바랍니다.  

이 경우 /BOOT 핀과 /RESET 핀 연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버거와의 호환성  

easyDSP 는 RXD9, TXD9 핀을 통해 MCU 를 모니터링합니다. 해당 핀은 RA MCU 에서 일부 디버거 핀과 중복됩니다 

(JTAG TDO, TDI 핀 및 SWD SWO 핀). RA2 계열 MCU 에는 해당 디버거 핀이 없으므로 문제 없습니다만, RA4, RA6 

계열 MCU 에서는 해당 디버거 핀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RA4, RA6 계열 MCU 에서 easyDSP 와 같이 디버거를 

사용하려면, SWO 없는 SWD 를 사용해야 합니다.  

6.7.2 RA 소프트웨어 설정 

easyDSP 는 FSP(Flexible Software Package)에서 생성된 소스코드를 통신 채널 설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기에서는 FSP v3.5.0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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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FSP(Flexible Software Package) 설정  

먼저 UART 스택을 생성합니다.  

 

DTC Driver 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능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생성된 UART 스택을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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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빨간색이 수정 내용입니다. 

먼저 모듈 이름을 g_easyDSP 로 변경합니다.  

통신 채널은 SCI9 를 사용하므로 9 로 변경하며, 보드레이트는 적절히 선택합니다 (추후 easyDSP 프로젝트 설정과 

동일해야 함). 

인터럽트 콜백의 이름은 easyDSP_callback 으로 변경하고, 인터럽트 순위는 최하순위로 설정합니다. 

 

easyDSP 가 MCU 의 부트모드를 이용하여 플래시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SCI9 채널의 TXD9, RXD9 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RA MCU 는 해당 핀이 P109, P110 이므로 (RA 하드웨어 설정 참조), 본 설명에서는 P109, P110 을 설정토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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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9 의 Operation Mode 가 Asyncronous UART 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TXD9, RXD9 에 각각 P109, P110 핀을 

지정합니다. 

 

RA4, RA6 계열 MCU 경우, 해당 핀이 JTAG 에 할당될 경우 핀 중첩이 발생하게 되므로, 디버거로는 SWD (SWO 

미사용)를 사용하여 주십시요. 

 

또한  P109, P110 핀에 대해서 내부 풀업 및 전류 용량을 증대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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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코드를 생성합니다. 

 

  

STEP 2 : easyDSP_init() 함수 호출  

먼저 easyDSP 통신을 위해 제공되는 소스파일 (easyRA.h, easyRA.c)을 프로젝트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일은 easyDSP 프로그램이 인스톨된 폴더에서 \source\RA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al_entry() 함수에서 easyDSP_init() 함수를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STEP 3 : IDE 설정 

1. 매 컴파일마다 hex 파일(인텔 형식)이 생성되어 출력 파일과 동일한 폴더에 동일한 이름으로 위치하도록 개발 

환경을 설정 해주세요. hex 파일은 플래시 프로그래밍할 때 사용됩니다. 

    Hex 파일 확장자는 hex 또는 ihex 가 될 수 있습니다. easyDSP 는 확장자 hex 파일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여 

사용하고, 존재하지 않을 경우 확장자 ihex 파일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e2 stuio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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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syDSP 로 변수를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출력 파일(예:*.elf)에 debug information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어셈블리/ 컴파일러/링커 옵션을 적절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최적화 또는 링커 세팅에 따라, 선언되었지만 실제 사용되지 않는 변수는 debug information 에 포함되지 않아 

easyDSP 에서 모니터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수가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 e2Studio 에서  링커 옵션에 'Remove Unused Sections' 항목을 클릭하시지 마세요. 다른 

개발 환경이라면 적절히 해당하는 세팅이 필요합니다. 

     

6.8 RX 

6.8.1 RX 하드웨어 설정 

 

easyDSP 와 연결  



easyDSP Help 

 124 

SCI1 을 사용해야 easyDSP 가 플래시 프로그래밍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결선과 같이 SCI1 의 RXD1, TXD1 을 easyDSP 해당핀과 연결하세요.. 

easyDSP 헤더 4 번 핀에는  MCU 의 VCC 를 연결하여 주십시요. 

 

   

아래에서 MCU 에 따른 각 핀 참조하세요. 핀넘버는 MCU 데이타시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B, UB# 핀이 있는 MCU 의 경우 각각 풀다운/풀업 저항 연결이 필요합니다.   

 

기타 주의 사항 :  

- /RESET 핀은 MCU 에 리셋을 줄 수 있도록 적절히 연결  (/RESET 핀의 Low 상태 유지 기간은 약 500msec) 

- easyDSP /RESET 신호와 MCU RES# 신호 사이에 리셋 IC 같은 회로가 삽입된다면, 삽입된 회로는 

/RESET 신호를 0.5 초내에 RES#에 전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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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DSP 헤더 RX, TX 신호는 easyDSP 포드 내부에서 100k 오옴으로 풀업되어 있습니다.  

- 만약 SCI1 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SCI 채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플래시 프로그래밍이 

지원되지 않고, 모니터링만 되며, 또한 /BOOT 핀과 /RESET 핀 연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6.8.2 RX 소프트웨어 설정 

easyDSP 는 RX Smart Configurator 에서 생성된 소스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기에서는 RX Smart Configurator v1.40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STEP 1 : Smart Configurator 설정  

Components 탭에서 'Add component' 버튼을 누르고, SCI Driver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아래처럼 r_sci_rx 및 r_byteq 컴포넌트가 생성됩니다.  

https://www.renesas.com/us/en/software-tool/smart-config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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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DSP 는 SCI 채널 1 을 사용하므로,  r_sci_rx 컴포넌트에서 관련 설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 빨간색 부분을 

참조하세요. easyDSP 용도로는 circular 버퍼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추후 

r_byteq 설정에서 적절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큐버퍼의 크기는 TX, RX 각각 최소 12 개, 2 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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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 인터럽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RI, TEI 인터럽트 순위는 가장 낮은 1 로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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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1 의 RXD1, TXD1 핀을 활성화시킵니다. 다른 SCI1 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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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r_byteq 컴포넌트 설정입니다. easyDSP 통신을 위해 최소 2 개의 queue control blocks 이 필요합니다.  

Circular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Use disable interrupt to protect queue' 값을 Unused 로 설정합니다. Circular 

buffer 사용시 'Used'로 설정합니다. 

 

   
r_bsp 컴포넌트의 Process Mode 를 Stay in Supervisor mode 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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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s 탭에서 RXD1, TXD1 핀을 할당합니다. 'Assignment'에서의 설정은 RX 하드웨어 설정 과 매칭시켜 주세요. Pin 

Number 설정은 MCU 데이타시트를 참조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드를 생성합니다. 

   

  

STEP 2 : easyDSP_init() 함수 호출  

먼저 easyDSP 통신을 위해 제공되는 소스파일 (easyRX.h, easyRX.c)을 프로젝트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일은 easyDSP 프로그램이 인스톨된 폴더에서 \source\RX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easyRX.h 파일에서 easyDSP 통신에 사용할 SCI 채널의 보드레이트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값은 easyDSP 

프로젝트 설정에서 지정할 보드레이트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easyDSP Help 

 132 

  

 

그리고 하기와 같이 main.c 에서 easyDSP_init()를 호출하여 주십시요. 

easyDSP 가 사용하는 SCI 채널 관련 인터럽트의 순위는 가장 낮은 1 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용자 인터럽트의 

순위는 이보다 높은 값으로 설정하세요. 

 

    

  

STEP 3 : IDE 설정 

1. easyDSP 에서 사용하는 출력 파일(easyDSP 프로젝트에서 선정)은 DWARF 형식 디버깅 정보를 가지는 파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CC-RX 컴파일러를 사용하실 경우, 매 컴파일마다 DWARF 디버깅 정보를 가지는 출력 파일을 

생성시켜 줘야 합니다. e2 studio 경우 기본 IDE 설정에서 이를 지원하며, *.x 확장자로 출력 파일이 생성됩니다.  

2. 매 컴파일마다 hex 파일(인텔 형식)이 생성되어 출력 파일과 동일한 폴더에 동일한 이름으로 위치하도록 개발 

환경을 설정 해주세요. hex 파일은 플래시 프로그래밍할 때 사용됩니다. 

   Hex 파일 확장자는 hex 또는 ihex 가 될 수 있습니다. easyDSP 는 확장자 hex 파일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여 

사용하고, 존재하지 않을 경우 확장자 ihex 파일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e2 stuio 에서 GCC 컴파일러 사용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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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2 studio 에서 CC-RX 컴파일러 사용 경우 :  

 

 

3. easyDSP 로 변수를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출력 파일(예:*.elf)에 debug information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어셈블리/ 컴파일러/링커 옵션을 적절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최적화 또는 링커 세팅에 따라, 선언되었지만 실제 사용되지 않는 변수는 debug information 에 포함되지 않아 

easyDSP 에서 모니터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수가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적절히 

옵션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5. easyDSP 는 little endian 형식만 지원합니다.  

 

e2 stuio 에서 GCC 컴파일러 사용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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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2 studio 에서 CC-RX 컴파일러 사용 경우 : 

 

6.9 TX, TXZ3 

6.9.1 TX 설정 

STEP 1 : 하드웨어 설정  

easyDSP 는 플래시 라이팅을 위해 Single Boot Mode 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Single Boot Mode 에서 지원되는 

SIO/UART 채널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채널을 사용할 경우 easyDSP 는 모니터링은 지원하나, 플래시 라이팅은 지원하지 않음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데이타시트를 확인하셔서, Single Boot Mode 에서 지원되는 SIO/UART 채널의 TXD/RXD 및 부트핀을 하기 그림과 

같이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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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TMPM370FY 의 경우 데이타시트의 해당 부분 캡쳐는 아래와 같으며, easyDSP 포드의 /BOOT 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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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0 핀에, TX 핀은 PE0 핀에, RX 핀은 PE1 핀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의 사항 :  

- DVDD = DVDD3 또는 DVDD5 (MCU 에 따라)  

- /RESET 핀은 MCU 에 리셋을 줄 수 있도록 적절히 연결  (/RESET 핀의 Low 상태 유지 기간은 약 500msec) 

- easyDSP /RESET 신호와 MCU -RESET 신호사이에 리셋 IC 같은 회로가 삽입된다면, 삽입된 회로는 

/RESET 신호를 0.5 초내에 -RESET 에 전달해야 함 

- 각 신호선에 풀업 저항을 설치할 시에 그 값이 수 KOhm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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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easyDSP 제공 헤더 파일 수정  

먼저 easyDSP 통신을 위해 제공되는 소스파일 (easyTX.h, easyTX.c)을 프로젝트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일은 easyDSP 프로그램이 인스톨된 폴더에서 \source\TX_TXZ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 파일에서 업체 제공 Peripheral Driver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라이브러리도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사용하는 MCU 에 맞춰 2 가지 파일(*_gpio.h 와 *_uart.h)을 include 하여 줍니다. 

또한, 상기 언급된 하드웨어 결선에 맞춰, 채널 번호 및 통신 핀을 설정합니다. 

하기 예제는 TMPM370 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MCU 에 대해서는 적절히 변경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easyDSP 통신 보드레이트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asyDSP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보드레이트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STEP 3 : easyDSP_init() 함수 호출  

먼저 main.c 상단에 easyTX.h 를 include 하여 주시고,  

main 함수 적절 부분에 easyDSP_init() 함수를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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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IDE 설정  

1. 매 컴파일마다 hex 파일 (인텔 형식) 이 생성되어 출력 파일과 동일한 폴더에 동일한 이름으로 위치하도록 IDE 를 

설정해주세요. Hex 파일은 플래시 프로그래밍할 때 사용됩니다.      

   Hex 파일 확장자는 hex 또는 ihex 가 될 수 있습니다. easyDSP 는 확장자 hex 파일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여 

사용하고, 존재하지 않을 경우 확장자 ihex 파일을 사용합니다.  

2. easyDSP 로 변수를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출력 파일(예:*.elf)에 debug information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어셈블리/ 컴파일러/링커 옵션을 적절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최적화 또는 링커 세팅에 따라, 선언되었지만 실제 사용되지 않는 변수는 debug information 에 포함되지 않아 

easyDSP 에서 모니터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수를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해당하는 세팅이 

필요합니다. 

4. easyTx.c 에서 인라인 함수를 사용하므로, 필요시 컴파일러 옵션 c99 모드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6.9.2 TXZ3 설정 

STEP 1 : 하드웨어 설정  

easyDSP 는 플래시 라이팅을 위해 Single Boot Mode 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Single Boot Mode 에서 지원되는 

UART0 채널, 그 중에서도 PA1/PA2 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채널을 사용할 경우 easyDSP 는 모니터링은 지원하나, 플래시 라이팅은 지원하지 않으며, 또한 easyDSP 

소스파일 easyTXZ3.c 를 해당 채널에 맞게 직접 수정하셔야 합니다. 

하기 그림과 같이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easyDSP Help 

 139 

 

 

기타 주의 사항 :  

- DVDD = DVDD3 또는 DVDD5   

- /RESET 핀은 MCU 에 리셋을 줄 수 있도록 적절히 연결  (/RESET 핀의 Low 상태 유지 기간은 약 500msec) 

- easyDSP /RESET 신호와 MCU -RESET 신호사이에 리셋 IC 같은 회로가 삽입된다면, 삽입된 회로는 

/RESET 신호를 0.5 초내에 -RESET 에 전달해야 함 

- 각 신호선에 풀업 저항을 설치할 시에 그 값이 수 KOhm 이상이 되어야 함 

STEP 2 : easyDSP 제공 헤더 파일 수정  

먼저 easyDSP 통신을 위해 제공되는 소스파일 (easyTXZ3.h, easyTXZ3.c)을 프로젝트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일은 easyDSP 프로그램이 인스톨된 폴더에서 \source\TX_TXZ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 환경에 맞춰 ezsyTXZ3.h 초기 부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용하는 MCU 에 맞춰 CMSIS 헤더파일을 

인클루드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easyDSP 통신 보드레이트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asyDSP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보드레이트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STEP 3 : easyDSP_init() 함수 호출  

먼저 main.c 상단에 easyTXZ3.h 를 include 하여 주시고,  

main 함수 적절 부분 (기타 초기화 루틴 이후)에 easyDSP_init() 함수를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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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IDE 설정  

1. 매 컴파일마다 hex 파일 (인텔 형식) 이 생성되어 출력 파일과 동일한 폴더에 동일한 이름으로 위치하도록 IDE 를 

설정해주세요. Hex 파일은 플래시 프로그래밍할 때 사용됩니다.   

   Hex 파일 확장자는 hex 또는 ihex 가 될 수 있습니다. easyDSP 는 확장자 hex 파일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여 

사용하고, 존재하지 않을 경우 확장자 ihex 파일을 사용합니다.  

2. easyDSP 로 변수를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출력 파일(예:*.elf)에 debug information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어셈블리/ 컴파일러/링커 옵션을 적절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최적화 또는 링커 세팅에 따라, 선언되었지만 실제 사용되지 않는 변수는 debug information 에 포함되지 않아 

easyDSP 에서 모니터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수를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해당하는 IDE 세팅이 

필요합니다. 

4. easyTXZ3.c 에서 인라인 함수를 사용하므로, 필요시 컴파일러 옵션 c99 모드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6.10 주의 사항 

* 리셋단자(easyDSP pod #9 번핀)의 사용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비록 easyDSP 가 /Reset 핀을 통해 리셋을 지원합니다만, 부적절한 상황(시스템 동작 중에 easyDSP pod 를 

연결하거나 연결된 pod 를 뺄 때 순간적인 리셋단자의 신호 불안, 노이즈 유입 등)에서 MCU 를 의도되지 않은 리셋 

모드로 진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적인 리셋단자의 전위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MCU 보드상에서 

MCU 의 리셋단자에 충분한 필터를 장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터가 장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easyDSP 

pod 의 리셋단자는 리셋시 약 500ms 동안 Low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해도 MCU 동작 중 

easyDSP 를 물리적으로 연결하게 되면 언제든 의도치 않은 리셋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 부탁 드립니다.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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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이 MCU 동작 중 easyDSP 를 연결해야 한다면 easyDSP 를 먼저 PC 에 연결하고, 나중에 DSP 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easyDSP 을 분리할 경우라면, 먼저 DSP 에서 분리, 나중에 PC 에서 분리하여 주세요.     

* 적당한 통신 속도 (BPS)는? 

사용자 보드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통신 BPS 가 높을 수록 빠른 통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easyDSP 가 일련의 데이타들을 특정 BPS 로 MCU 에 전송할 시에, 

MCU 는 이 일련의 데이타들을 원활히 받아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115200BPS 로 일련의 데이타를 easyDSP 가 

MCU 에 보낼 시에, 한 바이트가 전송되는 시간은 약 86usec(1/115200bps*10bit) 입니다. 86usec 마다 RX port 에 

데이타가 전송될 때, MCU 에서 해당 인터럽트 루틴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프로그램의 다른 루틴을 

수행하느라 86usec 마다 RX 인터럽트 루틴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한다면, 결국 통신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신 

실패가 매우 심할 경우, 결국 모든 통신이 실패되고 easyDSP 상의 모든 데이타가 '?'로 표기됩니다.  

* 다양한 개발 환경에 대한 주의 

easyDSP 는 ARM 계열 MCU 의 다양한 개발 환경 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모든 개발 환경에 대해서 

테스트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특정 개발 환경에서 easyDSP 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다면  easyDSP@gmail.com 

으로 버그 리포팅 부탁 드립니다.  

* 변수가 보이지 않을 경우  

컴파일러/링커 옵션 및 최적화에 따라 선언되었지만 의미있게 사용되지 않는 변수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컴파일러 출력 맵 파일에서도 해당 변수가 아예 보이지 않거나 변수 주소가 0 번지로 지정되며 easyDSP 에서 변수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변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링커 옵션을 변경 바랍니다. 

mailto:easyDS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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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메뉴 

7.1 Project 

 

easyDSP 는 프로젝트로 파일을 관리합니다. 프로젝트 메뉴의 부속 메뉴의 해당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New 메뉴 :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 

Open 메뉴 : 기존 프로젝트 열기 

Set & Save 메뉴: 현재 프로젝트를 다른 폴더에 저장한 후 열기 

Close 메뉴 : 현재 프로젝트를 닫는다 

Delete 메뉴 : 프로젝트에 관련된 파일을 지운다  

New 메뉴: 

New 메뉴 실행 후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파일 이름을 설정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선정한 폴더에서 프로젝트 

파일 이름을 설정 하십시요. 프로젝트 파일의 기본 확장자는 "ez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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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일 이름을 선정한 후, 다음과 같은 속성시트를 통하여 프로젝트를 설정합니다.속성 시트는 'Basic', 

'Hardware', 'Miscellaneous'의 속성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asic' 속성 페이지에서 프로젝트의 기본 정보를 설정합니다.  

먼저 사용할 MCU 를 선정합니다.  

TI 사 C2000 일부 MCU 의 경우 'Debugging model'을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박스가 표시됩니다. 컴파일러의 

사용 옵션과 동일하게 맞춰야 합니다.'Debugging model'이 COFF 일 경우, 버전 9 부터 변수 관련 성능 개선 및 버그 

수정이 제한됩니다.  

이후 MCU 프로그램의 링크 출력 파일 (확장명 out, elf, axf, x 등)을 선정합니다. easyDSP 프로젝트 생성 전에 링크 

출력 파일이 존재해야 함에 유의 바랍니다.   

또한 TI 사 C2000 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른 MCU 에 대해서 출력 파일은 DWARF 형식 디버깅 정보가 포함된 

파일이어야 합니다.  

한번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Basic 페이지의 속성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 새로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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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코어 MCU 의 경우, 추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실제 동작하는 코어의 출력 파일을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easyDSP 는 지정된 출력파일을 사용해 램 부팅 또는 플래시 프로그래밍을 진행합니다. 또한 easyDSP 가 실제 

통신하는 코어를 'Communication with easyDSP' 체크박스에 지정합니다.  

하기 그림에서 easyDSP 는 CPU1, CPU2 코어와 통신하며, 실제 MCU 는 4 개의 코어를 동작시키는 경우입니다.  

 

'Hardware' 속성 페이지에서는 통신을 위한 각종 하드웨어의 성질을 설정합니다.  

Protocol : 사용자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Baud rate : SCI/UART 통신에 사용되는 보드레이트를 설정합니다. 이 값은 MCU 의 SCI/USART 통신 보드레이트와 

동일해야 합니다.   

Wait-more time : 통신시 MCU 의 반응을 기다리는 추가 시간입니다. easyDSP 는 통신시 적절한 시간 동안 MCU 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만약 사용자의 MCU 프로그램의 수행 시간이 길 경우, easyDSP 와의 통신을 위한 인터럽트 

루틴의 호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asyDSP 가 기다리는 시간을 늘려줘야 적절히 통신이 수행될 

것입니다. 최대 30msec 까지 설정 가능하며 보통 1msec 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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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ellaneous'속성 페이지에서는 기타 설정을 선정합니다. 

'Seek ...' 기능은 각종 윈도우에서 사용자가 변수명을 타이핑할 때 easyDSP 가 적절한 변수명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이며,  

'Stop...'기능은 일정 횟수 이상 통신 실패시 easyDSP 가 자동적으로 통신을 중단하는 기능입니다. 

'Display printable ...' 는 char 또는 unsigned char 로 설정된 변수가 문자로 표현될 수 있을 때 (변수값이 0x20~0x7F 

사이), 문자로 표시하게 됩니다. 

'Highlight changes ..'는 변경된 변수값을 노란 배경색으로 표시합니다.   

 

 

Open 메뉴: 

기존의 프로젝트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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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 Save 메뉴 : 

현재 프로젝트의 성질을 선정합니다. 사용방법은 'New'메뉴와 동일합니다.  

Close 메뉴:  

현재의 프로젝트를 닫습니다.  

Delete 메뉴 :  

easyDSP 는 프로젝트 환경 저장을 위해 몇 가지 파일들을 프로젝트 폴더 또는 컴파일러 출력 파일 폴더안에 

생성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MCU easyDSP 프로젝트 폴더 컴파일러 출력 파일이 위치한 폴더 

공통 

프로젝트 이름.ezd : 프로젝트 

환경 저장 

프로젝트 이름.vars : 변수 정보 

저장 

프로젝트 이름.cfg : 기타 정보 

저장 

 

C2000 

easyDSP_FlashApiWrapper.out 

easyDSP_FlashApiWrapper.ou~ 

easyDSP_FlashApiWrapper.ez.bin : 

플래시 동작을 위한 임시 파일들 

출력파일 이름.ez.bin : 램부팅 및 플래시 프로그래밍 파일 

출력파일 이름.ez.hex : 플래시 프로그래밍 파일 (일부 C2000 만)  

PSOC  출력파일 이름.ez.cyacd : 플래시 프로그래밍 파일 

STM32 

TM4C 

RA 

PSOC 

XMC 

TX(Z) 

 
출력파일 이름.ez.hex : 램부팅(지원된다면) 및 플래시 프로그래밍 

파일 

AM2x  출력파일 이름.ez.appimage : 램부팅 및 플래시 프로그래밍 파일 

Delete 메뉴는 선택한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easyDSP 관련 파일을 모두 지웁니다.  

7.2 Edit 

Edit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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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 필요가 있나요? ^^; 

7.3 MCU 

7.3.1 공통 

MCU 메뉴   

 

 

RAM Booting 메뉴  

Flash ROM 메뉴  

해당 MCU 메뉴를 참조하세요. 

C2000 

STM32 

AM263x 

TM4C 

PSoC4 

XMC1 

XMC4 

RA 

RX 

TX, TXZ3 

Reload *.out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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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서 설정된 컴파일러 출력 파일 (예를 들어 *.out, *.elf, *.axf)을 재로딩합니다. 디버거와 easyDSP 를 같이 

사용하여 개발하시거나, easyDSP 를 통신만을 위해 사용할 경우 (즉, /RESET, BOOT 핀 연결없이) 유용합니다.  

XMC1 시리즈처럼 플래시 프로그래밍이 지원되지 않는 MCU 의 경우, MCU 가 디버거 등 다른 툴로 프로그래밍될 

때마다, 본 버튼을 클릭하여 재프로그래밍된 변수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Reset MCU 메뉴  

easyDSP 포드의 /RESET 단자가 500ms 동안 Low 로 내려가며, MCU 를 하드웨어 리셋하여 플래시로 부팅하게 합니다.  

이 때 easyDSP 포드의 /BOOT, BOOT 단자는 신호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단 XMC1 시리즈처럼 플래시 프로그래밍이 지원되지 않는 MCU 의 경우, 본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Reset Communication 메뉴  

MCU 내 easyDSP 용 인터럽트 처리 루틴의 통신 시퀀스를 초기화합니다.  

Pause Communication 메뉴  

easyDSP 의 통신을 멈춥니다. 이 메뉴는 'Resume Communication'메뉴와 토글됩니다.  

Communication Status 메뉴  

easyDSP pod 타켓 MCU 및 현재 통신 상태(전송 실패율 등)을 표시합니다. 통신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성공률(success ratio)이 90% 이상이어야 작업상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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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C2000 

 

RAM Booting 메뉴  

사용자 프로그램을 RAM 으로 부팅합니다. 플래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asyDSP 의 모니터링 기능은 

정지되며,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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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버튼을 누르면 RAM 부팅을 시작합니다. 먼저 사용자 프로그램이 RAM 부팅에 적합한지를 점검합니다. 본 

점검을 통과했을 경우에만 RAM 부팅을 시작합니다. 만약 사용자 프로그램이 갱신되었다면 갱신된 프로그램으로 

부팅할지를 자동 확인합니다. 

'Enable fast booting' 또는 'Enable fast verifying'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Enable fast verifying'의 경우 빠른 통신을 위한 리소스가 충분치 않은 경우 동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활성화하여 주세요.  

부팅 실패시 나타날 수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본 메시지는 DSP 가 RAM 부팅에 진입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며, 보통 하드웨어 결선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발생합니다. 

'Verify'버튼은 부팅 후 부팅 데이타 전송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Verify'실패 시에는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모리 번지 0x240000 에서, 램 부팅한 데이타는 0x28AD 이지만 현재 읽혀진 값은 0x159D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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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 > Verify' 버튼은 'Boot' 버튼과 'Verify' 버튼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Stop' 버튼을 누르면 현재 동작이 중지됩니다.  

   

Flash ROM 메뉴 (28001x, 2834x 계열 제외)  

사용자 프로그램을 플래시에 프로그래밍합니다. 

easyDSP 의 모니터링 기능은 일시 정지되며,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동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1 : 사용 MCU 및 클럭 구성에 따라 적절하게 타켓 소자를 선정합니다. 

단계 2 : Erase 및 Blank Check 의 대상이 되는 sector 를 선정합니다.  

단계 3 : 사용자가 Erase, Blank Check, Program, Verify, Unlock 버튼을 처음 누를 때에는, DSP 는 플래쉬롬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주의 : 사용자 프로그램 아님)으로 램 부팅합니다. 

         만약 컴파일러 출력 파일이 갱신되었다면 갱신된 출력 파일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자에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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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클릭으로 모든 동작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 Erase > Program > Reset > Exit)  

단계 4 : 이후 통신을 통해 원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단계 5 : 플래시 롬 대화상자를 나갈 때, MCU 리셋을 수행합니다. MCU 는 플래시 롬 모드로 부팅하게 되며 이로서 

사용자 프로그램이 수행됩니다. 

주의) MCU 종류에 따라 상기 대화 상자의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 2807x, 2837xS(D), 2838xS(D)에서 데이타를 프로그램할 때, 자동 생성된 ECC(Error Correction Code)가 함께 

사용됩니다. 

주의) 본 메뉴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 FlashAPI wrapper 의 통신 속도를 조절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bps 는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bps 값은 변수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bps 값과 무관하기에, easyDSP 소스 파일의 헤더 파일이나, 

프로젝트 세팅에서 선정하는 bps 와 매칭하지 말아야 합니다.    

         

Flash ROM 메뉴 (28001x 계열)  

사용자 프로그램을 플래시에 프로그래밍합니다. 

easyDSP 의 모니터링 기능은 일시 정지되며,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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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1 : 필요시 CSM password 버튼을 눌러 CSM 키값을 입력하고, Unlock CSM 버튼을 눌러 CSM 을 해제합니다.  

단계 2 : Erase 대상이 되는 플래시 섹터를 선정합니다 (All, None, Used, Not Used 버튼 활용).  

단계 3 : Erase, Blank, Program+Verify, Verify 버튼을 처음 사용시 MCU 리셋이 걸리고 MCU 는 부트로더로 진입하게 

합니다.  

단계 4 : 각종 버튼을 사용하여 플래시 동작을 수행합니다. 

단계 5 : 'Reset>Exit' 버튼으로 대화상자를 나가면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리셋 없이 대화상자를 나가면 

부트로더 프로그램이 지속 수행됨에 유의하세요.  

  

Flash ROM 메뉴 (2834x 계열)  

2834x 의 경우에는 내부 플래시 롬이 없으므로, 외부 플래쉬 롬을 지원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플래시 롬은, 

ATMEL 사의 SPI 통신용 플래시 롬 AT25DF021(2M bit), AT25DF041(4M bit), AT26DF081(8M bit), AT25DF321(32M 

bit) 및 Numonyx 사의 M25P20(2M bit), M25P40(4M bit), M25P80(8M bit), M25P16(16M bit), M25P32(32M 

bit)입니다. easyDSP 는 사용자 프로그램을 SPI-A 모드로 부팅할 수 있는 형식에 맞춰 플래시 롬을 라이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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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방식의 Erase 를 지원하며, 전체 플래시 롬을 지우는 'Erase chip' 및 프로그램 라이팅에 사용된 영역만을 

지우는 'Erase block'이 있습니다. 'Erase block'시에는 최소 4K bytes 영역으로 지우게 되므로, 사용자 프로그램이 

실제로 라이팅된 영역보다 보통 더 큰 영역(최대 4K bytes)을 지우게 됩니다. ATMEL 사의 제품은 Sector Protection 

기능이 지원되는데, easyDSP 에서는 모든 섹터를 protection 하지 않는 Global Unprotect 를 사용함에 주의하십시오. 

또한 SPI-A 부팅모드에서는 부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LOSPCP 값 및 SPIBRR 값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easyDSP 는 이를 LOSPCP=2, SPIBRR= 0 으로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FONT>  

 

  

7.3.3 STM32 

MCU 메뉴 (ST STM32)   

 

 

RAM Booting 메뉴  

사용자 프로그램을 RAM 으로 부팅합니다. 플래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Dual core MCU 경우 램부팅 지원되지 않음에 유의하세요. 



easyDSP Help 

 155 

easyDSP 의 모니터링 기능은 정지되며,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먼저 컴파일러 출력 파일을 검토하여 사용되는 메모리 영역이 RAM 부팅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플래시 영역이 

발견된다면 에러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RAM 부팅을 시작합니다. 만약 사용자 프로그램이 갱신되었다면 갱신된 프로그램으로 

부팅할지를 자동 확인합니다. 

동작하기 전 MCU 에 내장된 부트로더의 버전을 하기와 같이 상단에 표시합니다.  

만약 램부팅이 원활하지 않으면 본 버전 기반으로 최신 버전의 AN2606(STM32 microcontroller system memory 

boot mode)를 참조하세요.  

 

'Stop' 버튼을 누르면 현재 동작이 중지됩니다.  

 

   

Flash ROM 메뉴  

사용자 프로그램을 플래시에 프로그래밍합니다. 

OTP memory, Data memory 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asyDSP 의 모니터링 기능은 일시 정지되며,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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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1 : Erase 대상이 되는 플래시 페이지를 선정합니다 (All, None, Used, Not Used 버튼 활용).  

단계 2 : Erase, Program, Verify 버튼을 처음 사용시 MCU 리셋이 걸리고 MCU 는 부트모드로 진입하게 합니다.  

          부트모드에 진입하면 Bootloader ID 가 대화상자 제목에 표기됩니다. 

단계 3 : 각종 버튼을 사용하여 플래시 동작을 수행합니다. 

단계 4 : 대화상자를 나갈 때, 'Reset > Exit' 버튼으로 MCU 를 리셋합니다. 이로서 사용자 프로그램이 수행됩니다. 

MCU 리셋 없이 대화상자를 나가면 부트로더 프로그램이 지속 수행됨에 유의하세요. 

7.3.4 AM263x 

MCU 메뉴 (TI AM26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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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 Booting 메뉴  

사용자 프로그램을 RAM 으로 부팅합니다.  easyDSP 의 모니터링 기능은 정지되며,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easyDSP 는 TI 가 제공하는 SBL 예제에 기반하여 AM263x (2M SRAM, 400MHz)용 SBL UART 파일을 기본 

제공합니다.  

이 경우 램 부팅 가능한 사용자 프로그램의 app image 크기가 512k 바이트로 제한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작성한 SBL UART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SBL UART 버튼을 통해 이를 지정하세요. 사용자만의 

SBL UART 파일 작성시 이곳 을 참조 바랍니다. 

'RAM Boot > Exit' 버튼을 누르면 RAM 부팅을 시작합니다. 만약 사용자 프로그램이 갱신되었다면 갱신된 

프로그램으로 부팅할지를 자동 확인합니다. 

'Stop' 버튼을 누르면 현재 동작이 중지됩니다.  

Flash ROM 메뉴  

사용자 프로그램을 SPI 플래시에 프로그래밍합니다. 

easyDSP 의 모니터링 기능은 일시 정지되며,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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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1 : 먼저 SBL 파일을 선택합니다.  

          easyDSP 는 TI 예제에 기반한 기본 SBL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작성한 SBL 파일을 사용할 

경우 이를 지정하십시요. 

          사용자만의 SBL 파일 작성에 대해서는 이곳을 참조 바랍니다. 

          또한 SPI 플래시내 appimage 파일이 저장될 옵셋을 지정합니다. easyDSP 가 제공하는 SBL 을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0x80000 을 사용합니다. 

단계 2 : 'Flashing SBL QSPI' 버튼을 클릭하여 SBL QSPI 를 SPI 플래시에 저장하세요. 한번만 저장되면 추후 재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의 단계 1 및 단계 2 는 사용자 프로그램 변경과 상관없이 한번만 수행하면 됩니다. 사용자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단계는 하기부터 입니다. 

 

단계 3 : Flashing, Verify, Erase 버튼을 처음 사용시 MCU 리셋 이후 MCU 는 부트 모드로 진입하게 되며 SBL UART 

Uniflash 를 로딩/실행합니다.   

단계 4 : 각종 버튼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Flashing 은 Erase > Program > Verify 를 전부 수행하는 동작입니다. 따라서 Flashing 이전/이후에 Erase, 

Verify 실행은 선택 사항입니다. 

          Flashing 과 Verify 는 192kB 블럭 단위로 진행됩니다. 

단계 5 : 플래시 작업 이후 대화상자를 나갈 때, 'Reset > Exit' 버튼으로 MCU 를 리셋합니다. 이로서 SBL QSPI 가 

실행되며 플래시에 저장된 사용자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주의 사항 : MCU 가 부트 모드에 진입한 이후, MCU 리셋 없이 대화상자를 나갈 경우, 대화상자를 나가도 SBL 

프로그램이 지속 실행되어 모니터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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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TM4C 

MCU 메뉴 (TI TM4C)   

 

 

RAM Booting 메뉴  

본 메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Flash ROM 메뉴  

사용자 프로그램을 플래시에 프로그래밍합니다. 

easyDSP 의 모니터링 기능은 일시 정지되며,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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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1 : Erase 대상이 되는 플래시 섹터를 선정합니다 (All, None, Used, Not Used 버튼 활용).  

단계 2 : Erase, Program 또는 Erase > Program > Reset > Exit 버튼을 처음 사용시 MCU 리셋이 걸리고 

MCU 는 롬부트로더로 진입하게 합니다.  

단계 3 : 각종 버튼을 사용하여 플래시 동작을 수행합니다. 

단계 4 : 'Reset>Exit' 버튼으로 대화상자를 나가면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리셋 없이 대화상자를 나가면 

롬부트로더 프로그램이 지속 수행됨에 유의하세요. 

 

주의 사항 : MCU 롬부트로더는 Verify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easyDSP 는 통신을 통한 Verify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 기능은 롬부트로더 진입 이전에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7.3.6 PSo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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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 Booting 메뉴  

본 메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Flash ROM 메뉴  

사용자 프로그램을 플래시에 프로그래밍합니다. 

easyDSP 는 Single-application bootloader 구성만 플래시 프로그래밍을 지원합니다.  

easyDSP 의 모니터링 기능은 일시 정지되며,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1 : Erase 대상이 되는 플래시 페이지를 선정합니다 (All, None, Used, Not Used 버튼 활용).  

단계 2 : 부트로더 보안키가 설정되었다면, Use security Key 를 체크하시고 키 입력을 합니다.  

단계 3 : Erase, Erase + Program, Verify 버튼을 처음 사용시 MCU 리셋이 걸리고 MCU 는 부트로더로 진입하게 

합니다.  

          부트로더에 진입하면 Silicon ID, Selicon Rev, Bootloader Ver 이 대화상자 제목에 표기됩니다. 

단계 4 : 각종 버튼을 사용하여 플래시 동작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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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 'Start User Probram' 버튼으로 대화상자를 나가면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MCU 소프트웨어 리셋 

수반). 다른 방식으로 대화상자를 나가면 부트로더 프로그램이 지속 수행됨에 유의하세요. 

주의 : 부트로더 영역의 플래시 영역을 선택할 시, 해당 영역은 Erase 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7.3.7 XMC1 

MCU 메뉴 (Infineon XMC1)   

 

 

RAM Booting 메뉴  

본 메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Flash ROM 메뉴  

본 메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7.3.8 XMC4 

MCU 메뉴 (Infineon XMC4)   

 

 

RAM Booting 메뉴  

본 메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Flash ROM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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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프로그램을 플래시에 프로그래밍합니다. 

easyDSP 의 모니터링 기능은 일시 정지되며,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1 : Erase 대상이 되는 플래시 섹터를 선정합니다 (All, None, Used, Not Used 버튼 활용).  

단계 2 : 필요시 Write protect 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 3 : Erase, Program+Verify, Verify 버튼을 처음 사용시 MCU 리셋이 걸리고 MCU 는 부트로더로 진입하게 

합니다.  

단계 4 : 각종 버튼을 사용하여 플래시 동작을 수행합니다. 

단계 5 : 'Reset>Exit' 버튼으로 대화상자를 나가면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리셋 없이 대화상자를 나가면 

부트로더 프로그램이 지속 수행됨에 유의하세요. 

주의) 지워지지 않은 섹터에 Program 할 때, 오동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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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RA 

MCU 메뉴 (Renesas RA)   

 

 

RAM Booting 메뉴  

본 메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Flash ROM 메뉴  

사용자 프로그램을 플래시에 프로그래밍합니다. 

easyDSP 의 모니터링 기능은 일시 정지되며,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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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텝 1 : Erase 대상이 되는 플래시 섹터를 선정합니다 (All, None, Used, Not Used 버튼 활용).   

스텝 2 : Erase, Program, Verify 버튼을 처음 사용시, MCU 리셋 이후 MCU 는 부트모드로 진입하게 합니다.  

          DLM(Device Lifecycle Management)을 사용하지 않는 MCU 가 locked 상태일 경우, ID code 를 입력해야 

합니다. 

          DLM 을 사용하는 MCU 에 대한 DLM 상태 변경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스텝 3 : 각종 버튼을 사용하여 플래시 동작을 수행합니다. 

스텝 4 : 'Reset>Exit' 버튼으로 대화상자를 나가면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리셋 없이 대화상자를 나가면 

부트모드 프로그램이 지속 수행됨에 유의하세요. 

7.3.10 RX 

MCU 메뉴 (Renesas 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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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 Booting 메뉴  

본 메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Flash ROM 메뉴  

사용자 프로그램을 플래시에 프로그래밍합니다. 

단 보호 기능이 적용된 영역이나 Trusted memory 영역은 지원되지 않으니 해당 기능이 해제된 상태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asyDSP 의 모니터링 기능은 일시 정지되며,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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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텝 1 : Erase 대상이 되는 플래시 섹터를 선정합니다 (All, None, Used, Not Used 버튼 활용).   

스텝 2 : Erase, Program, Verify 버튼을 처음 사용시, MCU 리셋 이후 MCU 는 부트모드로 진입하게 합니다.  

스텝 3 : 각종 버튼을 사용하여 플래시 동작을 수행합니다. 

스텝 4 : 'Reset>Exit' 버튼으로 대화상자를 나가면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리셋 없이 대화상자를 나가면 

부트모드 프로그램이 지속 수행됨에 유의하세요. 

 

MCU 에서 Boot mode ID code protection 이 활성하되어 있을 경우, ID 코드를 입력해야 스텝 2 부트모드 진입이 

가능합니다.  

Smart Configurator 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ID 코드를 설정할 경우, 위의 대화상자 그림과 같이 코드 

450102030405060708090A0B0C0D0E0F 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1. RX100, RX200 시리즈에서는 control ID 가 0x45 또는 0x52 이 아닌 경우, 부트 모드에 진입하기 전 전체 플래시가 

지워지게 됨에 유의하세요.  

2. RX64M, RX660, RX66T, RX71M, RX72T 시리즈의 경우 option setting memory 의 프로그래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7.3.11 TX, TXZ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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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 Booting 메뉴  

본 메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Flash ROM 메뉴  

사용자 프로그램을 플래시에 프로그래밍합니다. 

easyDSP 의 모니터링 기능은 일시 정지되며,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1 : Password 버튼을 클릭하여 MCU 가 싱글 부트 모드 진입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TX 시리즈 경우 하기 대화상자와 같이 12 바이트 값을 입력하며 초기값은 FFFFFFFFFFFFFFFFFFFFFFFF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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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Z3 시리즈의 경우 하기 대화상자에 관련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단계 2 : Erase 대상이 되는 플래시 섹터를 선정합니다 (All, None, Used, Not Used 버튼 활용).  

단계 3 : Erase, Program+Verify, Verify 버튼을 처음 사용시 MCU 리셋이 걸리고 MCU 는 부트로더로 진입하게 

합니다.  

단계 4 : 각종 버튼을 사용하여 플래시 동작을 수행합니다. 

단계 5 : 'Reset>Exit' 버튼으로 대화상자를 나가면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리셋 없이 대화상자를 나가면 

부트로더 프로그램이 지속 수행됨에 유의하세요. 

주의) 지워지지 않은 섹터에 Program 할 때, 오동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 Blank, Protect 버튼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7.4 Tools 

 

몇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Open Project Directory' : 현재 프로젝트 폴더를 엽니다. 

'Editor': 프로젝트에서 설정된 에디터를 엽니다. 

'Calculator' : 윈도우즈 계산기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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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Window 

 

여러 윈도우들을 열고/닫고/배열하고/선택합니다. 

7.6 Help 

Help 메뉴  

 

 

'Help...' : 본 파일을 엽니다 

'About easyDSP...' : 기본 정보를 표시합니다  

8. 윈도우 

8.1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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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맨드 윈도우는 MCU 의 각종 변수의 값을 읽거나 쓰는 용도에 사용됩니다. 커맨드윈도우 내에서 'help'라고 

타이핑하고 엔터를 치면 명령의 각종 형식에 대해 표시됩니다. 각종 명령의 수행은 사용자가 해당 라인에서 엔터키를 

누름으로써 수행됩니다.  

도구바( ) 

현재 커서가 위치한 라인을 업데이트합니다. 또는 구간이 선택되었을 때는 선택된 구간을 업데이트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도 동일한 기능이 수행됩니다.  

현재 커서가 위치한 라인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또는 구간이 선택되어 있을 시 해당 구간을 수행합니다. 만약 전 

구간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CTRL-A 를 입력하여 전 구간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커맨드 윈도우의 현재 커서의 위치에 새로운 라인을 삽입합니다. 이 기능은 CTRL-Enter 키의 입력과 동일합니다.  

대화상자로부터 선택한 커맨드파일(*.cmd)의 내용을 커맨드 윈도우로 복사합니다. 수행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커맨드파일이란 커맨드 윈도우가 지원하는 명령을 모아둔 파일입니다.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을 커맨드 

파일로 작성한 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r 파일'의 형식으로 타이핑하므로서도 지원됩니다.  

대화상자로부터 선택한 커맨드파일(*.cmd)을 수행합니다. 또한 이 명령어는 커맨드 윈도우에서 'l 파일'의 

형식으로도 지원됩니다.  

커맨드 윈도우의 내용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블럭이 선택되어 있을 시 블럭만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커맨드파일을 생성할 때 유용합니다. 또는 현재 실험 상태를 저장할 때 유용합니다.  

지원되는 명령어  

진수 표시  

dec var var 변수를 십진수로 표시합니다 (기본성질) 

hex var var 변수를 16 진수로 표시합니다 

bin var var 변수를 2 진수로 표시합니다 

대입 및 표시  

var = var 변수의 값을 표시합니다 

&var = var 변수의 번지값을 표시합니다 

*var =  
var 변수가 기본형 변수의 포인터일 경우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표시합니다.  

단 Arm 계열 MCU 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var).x =  

var 변수가 구조체/공용체 변수의 포인터일 경우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 x 의 값을 

표시합니다.  

단 Arm 계열 MCU 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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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 숫자 

var 변수에 주어진 값을 대입합니다 

16 진수 숫자는 0x*** 형식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2 진수 형식의 숫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var 변수가 실수일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도 지원됩니다 

3e-3, 23K, 23m, 0.34p  

var1 = &var2 
var1 변수의 값을 var2 변수의 번지로 대입합니다 

이때 var1 변수는 정수형이어야 합니다 

*var =  

숫자 또는 <수식> 

var 변수가 기본형 변수의 포인터일 경우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에 값 또는 수식을 

대입합니다. 

단 Arm 계열 MCU 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var).x =  

숫자 또는 <수식> 

var 변수가 구조체/공용체 변수의 포인터일 경우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 x 에 값 또는 수식을 

대입합니다.  

단 Arm 계열 MCU 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var = '문자' 

var 변수가 char 또는 unsigned char 형식일 경우, 'A'와 같이 문자형식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문자형식으로 변수값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설정에서 miscellaneous 탭의 'Display 

printable ...' 옵션을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var = <수식> 

var 변수의 값을 <>안의 수식의 연산결과값으로 대입합니다 

수식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e^pi-pi^e>, <1/ln(x)/x>, <exp(-1/pow(x/100,2))>  

var = 숫자 Qn 
var 가 16 비트 정수일 경우에는 n=1-15, 32 비트 정수일 때에는 n=1-31. 

Q 포맷에 따라 처리됨   

var = 숫자 Q 
var 변수에 Q 포맷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Q 포맷에 따라 처리됨. 

즉, var 변수가 Q12 일 경우, var=3.14Q 는 var=3.14Q12 와 같음  

var = <수식>Qn  

var = <수식>Q 
<>안의 수식이 자동계산되어 숫자 Qn, 숫자 Q 형식과 마찬가지로 처리됨  

 

기타 

clear 커맨드 윈도우의 모든 내용을 삭제합니다 

//  한 라인 중 '//' 이후의 문장은 주석으로 처리합니다 

help 커맨드 윈도우 내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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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커맨드파일                  커맨드 파일을 수행(load)합니다. 즉, 커맨드파일의 내용을 line to line 으로 실행합니다. 

r 커맨드파일 커맨드파일의 내용을 커맨드윈도우에 복사할 뿐, 수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skip 커맨드 파일을 수행할 시, 커맨드 파일내의 skip 명령 뒤의 커맨드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한 라인에서 수행될 수 있는 커맨드의 길이는 300 을 넘지 말아야합니다. 

모든 명령어는 소문자입니다. 

디멘젼 기능 및 Q 기능 

오직 Watch 윈도우에서만 실수형 변수에 디멘젼(dimmension) 기능을, 정수형 변수에 Q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변수를 리드/라이트할 시에는 동일한 원칙이 본 Command 윈도우에서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Watch 윈도우를 참조하세요.  

8.2 Watch 

 

Watch 윈도우 내에서 MCU 프로그램내의 변수를 모니터링 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MCU 의 통신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이는 항목에 대한 값만 갱신됨에 유의하세요. 

버튼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글되는 버튼으로 모든 변수 또는 사용자가 등록한 변수만을 표시합니다 

: 변수 등록 (Insert 키와 동일 작동) 

: 변수 삭제 (Delete 키와 동일 작동) 

 : 변수 위치 한단계 위로   

 : 변수 위치 한단계 아래로  

: 기저장된 변수이름 리스트를 로딩합니다. 변수 값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창의 변수 이름 및 변수 값을 저장합니다. cmd 확장자로 저장될 경우, 차후 Command 윈도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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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딩하여 현재 Watch 윈도우상의 변수 값을 다시 변수에 대입 가능합니다.  

       제어 보드의 환경 설정에 관련된 일련의 변수들을 처리할 때 용이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각 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기능 

Name 

변수 이름을 표시합니다. 

또한 TI C2000 MCU 에서 포인터 변수의 역참조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인터 변수 : 포인터 변수가 기본형 변수를 가리킬 때 

    (*포인터 변수) : 포인터 변수가 구조체/공용체 변수를 가리킬 때  

Value 

변수 값을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또는 엔터키를 누름으로써 해당 변수의 값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변수 변경시 <수식>형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진수 모드를 토글시킬 수 있습니다 ( 10 진수 => 16 진수 

=> 2 진수 = > 10 진수....). 16 진수 표시모드일 경우 0x**로 표시됩니다. 2 진수 표시의 경우 0b**로 

표시됩니다.단, 포인터 변수의 경우에는 16 진수로 표시가 고정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특별한 디멘젼을 등록한 경우, 100u, 1K...등으로 표시됩니다. 

 

변수값 입력시 지원되는 형식에 대해서는 Command 윈도우의 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ype 변수의 형태가 표시됩니다. 

Address 변수의 번지가 표시됩니다. 

Dimension 

변수의 형식에 따라 디멘젼 또는 Q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멘젼  

실수형 변수 경우, 디멘젼이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디멘젼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멘젼은 변수 읽기 뿐 아니라 변수값 쓰기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멘젼 p = pico (10-12) 

디멘젼 n = nano (10-9 ) 

디멘젼 u = micro (10-6) 

디멘젼 m = mili (10-3) 

디멘젼 K = Kilo (103) 

디멘젼 M = Mega (106) 

디멘젼 G = Giga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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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식  

정수형 변수에는 Q 기능이 제공됩니다. 특히 고정소수점 MCU 에 유용한 기능입니다. 16 비트 정수형 

변수에는 Q0 부터 Q15 까지를, 32 비트 정수형 변수에는 Q0 부터 Q30 까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Q 설정된 변수의 리드/라이트시 아래 문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Qn 형식이 지정된 정수형은 마치 실수형처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Plot, Chart 윈도우에서도 

Qn 형식이 지정된 정수는 마치 실수처럼 표시합니다.  

- 변수 리드시  

Q 변환된 변수의 실수값 뒤에 Qn 을 붙여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정수형 변수 var1 이 Q15 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3.14Q15'로 표기됩니다. 이는 해당 변수가 Q15 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디폴트인 Q0 에 대해서는 변수값 뒤에 Q0 을 붙이지 않으며, 당연히 정수형으로 변수값을 

표시합니다. 

- 변수 라이트시 

Q0(디폴트)로 설정된 변수(정수형)는 , 하기의 2 가지 형식의 값으로 라이트 할 수 있다. 

 쓰기 형식 1: var1 = 314,  당연히 314 로 라이트 됨. 

 쓰기 형식 2: var1 = 3.14Qn :  실수형 3.14 를 Qn 형으로 변환해서 라이트됨 

Qn(n=1...31)으로 설정된 변수는 하기 2 가지 형식으로 라이트 할 수 있다 

 쓰기 형식 1: var1 = 3.14Qn :  실수형 3.14 를 Qn 형으로 변환해서 라이트됨.  

                              주의해야 할 것은 변수자체는 Q15 로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var1 = 3.14Q14 로 라이트하면, 3.14Q14 로 라이트된다. 

 쓰기 형식 2: var1 = 3.14Q : Q 뒤에 n 이 없으면 설정된 Qn 값으로 라이트됨.  

 쓰기 형식 3: var1 = <cos(pi/3)>Q31 : <>안의 수식이 0.5 이므로 0.5Q31 과 동일하게 처리됨.  

 

8.3 Plot 

Plot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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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 창에서는 등록된 변수 값을 실시간 그래프로 표시하며, 데이타를 일정 시간 동안 저장합니다. 샘플링 시간 대비 

느리게 변화하는 변수에 대해 리코더 역할을 수행합니다. 

 

2x MCU 사용시 Qn 형식이 지정된 정수형은 마치 실수형처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Q31 이 지정된 32 비트 정수형 

변수는 +1/-1 사이의 실수형 값으로 표시됩니다) 

  

툴바 설명  

 

: 표시될 변수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에서 변수이름, Y 축 표시 범위의 

최소/최대/자동값 또는 표시 모드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 주기 Sampling interval 의 최소값은 5msec 입니다.  이 주기로 등록된 변수를 읽어서 최대 Total plot 

period 동안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설정된 환경은 'Save'/'Load'버튼을 통해 저장/로딩할 수 있습니다.  

       색깔 및 심볼은 채널별로 기정의 되어 있습니다.  

          채널 1 번 : 빨강 - 동그라미 

          채널 2 번 : 파랑 - 네모 

          채널 3 번 : 초록 - 삼각 

          채널 4 번 : 보라 - 다이아몬드 

          채널 5 번 : 검정 - 오른방향 삼각 

          채널 6 번 : 연두 - 왼방향 삼각 

          채널 7 번 : 회색 - 십자가 

          채널 8 번 : 오렌지 - X 글자 

 

      주의 사항) 하기 원인에 의하여 대부분의 경우 설정된 주기보다 긴 주기에 변수값을 읽습니다.  

      1. 윈도우즈의 시스템 타이머 최소 정밀도는 약 10msec 로, 실제적인 샘플링 시간은 설정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데이타의 개수가 많을 수록 그래픽 처리 등등에 시간이 더욱 소요되여 설정된 주기보다 훨씬 길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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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토글버튼) : 그래프를 잠시 멈춥니다. / 멈춰진 그래프를 다시 진행시킵니다. 

: 줌(Zoom) 사용 중에 전체 데이타를 표시할 경우 사용합니다.  

       전체 데이타란, 사용자가 지정한 'Total plot period'를 지원하기 위해 할당된 전체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 줌(Zoom) 사용 중에 최신 데이타를 표시할 경우 사용합니다.  

       최신 데이타란, 현재 plot 창의 사이즈 해상도 숫자만큼을 의미합니다.   

: 화면을 그래픽 파일(bmp, jpg, png 형식 지원)로 저장하거나, 데이타를 텍스트 파일(csv 형식)로 저장합니다. 

       하기 예제에서는 m_uSeq 변수의 값을 저장한 것입니다.  

       맨 왼쪽 3 칸은 절대 시간이며, 다음 칸은 첫 저장 데이타시간 기준 경과 시간이며, 마지막은 값이 저장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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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상의 데이타를 레코드 파일(*.rec 파일)로 저장합니다. 추후 레코드윈도우에서 읽어 들일 수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들  

- 마우스 커서를 그래프에 위치시키면 해당 지점의 데이타 값을 표시하여 줍니다 (Tooltip 기능).  

- 통신 오류가 발생된 지점은 공백처리 합니다. 아래처럼 선이 끊기게 표시됨. 동일하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의 

고의로 통신을 중지하였을 경우(예:그래프를 멈춤)에도 공백처리 됩니다. 

 

- 심볼 및 선을 표시/미표시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표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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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휠을 조작하여 X 축을 확대/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 Zoom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drag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 커서 모양이 변경됩니다.  

 

  



easyDSP Help 

 180 

8.4 Chart 

 

Chart 윈도우는 사용자가 MCU 내 메모리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일차원 배열 형식으로), 이 공간에 필요한 

데이타를 저장한 후, 나중에 이를 정밀 관찰하기에 유용합니다. 사용자 시스템의 메모리가 충분하다면, 동작 중에 

관찰이 필요한 변수를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저장해 놓은 후, 이를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이로서 일정 부분 

오실로스코프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Chart 윈도우에서는 해당 데이타에 대한 쓰기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Qn 형식이 지정된 정수형은 마치 실수형처럼 표시합니다. (즉, Q31 이 지정된 32 비트 정수형 변수는 +1/-1 사이의 

실수값으로 표시됩니다) 

  

툴바 설명  

 

: 버튼 클릭시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표시되면서, 최대 8 개까지의 변수를 등록합니다. 

        'Channel' :  일차원 배열 변수를 선택합니다. 일차원 배열 변수(ex, one_dim_var)을 선택할 경우, 해당 변수의 

원소 개수가 자동 선택되어집니다.  

        'Scale' : 변수값이 표기될 Y 축 범위를 설정합니다. Auto 를 설정하면 자동 표시됩니다. 

        'Display' : 심볼/선을 표시할 지를 선택합니다. Visible 항목을 비활성화시, 해당 변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단, 

데이타 취합은 지속됩니다). 

        'Enable fast reading' : 빠른 통신이 가능한 리소스 여유가 있을 때, 본 옵션을 활성화하면 빠른 통신을 통해 

그래프를 신속히 갱신합니다.  

                                   빠른 통신을 위한 리소스가 충분치 않은 경우 동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활성화하여 주세요. 

        색깔 및 심볼은 채널별로 기정의 되어 있습니다.   

            채널 1 번 : 빨강 - 동그라미 

            채널 2 번 : 파랑 - 네모 

            채널 3 번 : 초록 -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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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4 번 : 보라 - 다이아몬드 

            채널 5 번 : 검정 - 오른방향 삼각  

            채널 6 번 : 연두 - 왼방향 삼각 

            채널 7 번 : 회색 - 십자가 

            채널 8 번 : 오렌지 - X 글자 

 

        

: 그래프를 일회성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사용하는 데이타 개수가 매우 큰 경우에는 이를 샘플링 간격마다 

표시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시에만 업데이트해서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토글버튼) : 그래프를 잠시 멈춥니다. / 멈춰진 그래프를 다시 진행시킵니다. 

: 줌(Zoom) 사용 중에 화면 왼쪽 데이타를 표시합니다. 

: 줌(Zoom) 사용 중에 전체 데이타를 표시합니다. 

: 줌(Zoom) 사용 중에 화면 오른쪽 데이타를 표시합니다. 

: 화면을 그래픽 파일(bmp, jpg, png 형식 지원)로 저장하거나, 데이타를 텍스트 파일(csv 형식, 추후 엑셀로 처리 

편리)로 저장합니다. 

: 화면상의 데이타를 레코드 파일(*.rec 파일)로 저장합니다. 추후 레코드 윈도우에서 읽어 들일 수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들  

- Plot 창과 동일하게 그래프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링크 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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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Record 

 

Record 윈도우는 사용자가 Chart 또는 Plot 윈도우를 통해 저장한 레코드 파일(확장자 rec)을 읽어서 그 내용을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중요한 데이타를 Chart 또는 Plot 윈도우를 통해 레코드 파일로 저장한 후 Record 윈도우로 

관찰하면서 유용하게 사용되길 희망합니다. 

본 창이 열릴 때 자동적으로 이전 사용자 설정 내용(레코드 파일, 확대 영역, 선 관련 각종 설정)을 복원합니다. 

  

툴바 설명  

 

: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표시되며, 먼저 레코드 파일 이름 및 저장 시기를 표시합니다. 기타 설정 부분은 Chart 

또는 Plot 윈도우와 동일합니다. 

       'Channel' :  변수 이름 및 저장 데이타 개수이며, 레코드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Scale' : 변수값이 표기될 Y 축 범위를 설정합니다. Auto 를 설정하면 자동 표시됩니다. 

       'Display' : 심볼/선을 표시할 지를 선택합니다. Visible 항목을 비활성화시, 해당 변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색깔 및 심볼은 채널별로 기정의 되어 있습니다.   

           채널 1 번 : 빨강 - 동그라미 

           채널 2 번 : 파랑 - 네모 

           채널 3 번 : 초록 - 삼각 

           채널 4 번 : 보라 - 다이아몬드 

           채널 5 번 : 검정 - 오른방향 삼각 

           채널 6 번 : 연두 - 왼방향 삼각  

           채널 7 번 : 회색 - 십자가 

           채널 8 번 : 오렌지 - X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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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Zoom) 사용 중에 가장 왼쪽 데이타를 표시합니다. 

: 줌(Zoom) 사용 중에 전체 데이타를 표시합니다. 

: 줌(Zoom) 사용 중에 가장 오른쪽 데이타를 표시합니다. 

: 레코드 파일을 로딩합니다. 본 레코드 창을 사용하기 위한 첫 동작입니다. 

: 화면을 그래픽 파일(bmp, jpg, png 형식 지원)로 저장하거나, 데이타를 텍스트 파일(csv 형식, 추후 엑셀로 처리 

편리)로 저장합니다. 

  

유용한 기능들  

 

- Plot 창과 동일하게 그래프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링크 를 확인하세요.  

8.6 Memory 

공통 사항  

플래시/램 영역의 내용을 모니터링 또는 변경합니다. 단, 플래시 영역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MCU 의 통신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이는 항목에 대한 값만 갱신됨에 유의하세요. 또한 윈도우 크기가 크면 

표시되는 데이타 량이 많기에 그만큼 easyDSP 통신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 이상 윈도우 크기를 늘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easyDSP 는 MCU 종류에 따라 모니터링 가능한 주소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메모리 영역은 억세스되지 

않으며 '-'로 표기됩니다.  

 

주의사항 : easyDSP 에 의해 제한되어 있지 않은 메모리 영역이라도 MCU 종류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주소를 

억세스할 경우, MCU 가 오동작(예 : 하드폴트) 할 수 있으므로 주소 설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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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내용을 16 진수로, 8/16/32 비트 단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데이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행을 선택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데이타를 마우스 좌클릭해야 합니다.  

다양한 주소 입력 및 주석(//)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0x1234', '1234' (0x 가 생략된 hex), '&변수이름', '0x1234 

// 주석'의 형식이 가능합니다.  

주소 박스에 최근 사용된 값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손쉽게 변경 가능하며, 최대 1kB (0x400)의 주소 영역이 한 창에 

표시됩니다. 

단, 주기별 데이타 업데이트는 보이는 윈도우 영역에만 국한됩니다. 

 

주의 사항 : 

    1. TI C2000 코어에서는 4 바이트 얼라인된 값으로 시작 주소가 표시됩니다.   

              예) 입력된 주소가 0x**0 또는 0x**1 인 경우, 0x**0 번지부터 표시 

              예) 입력된 주소가 0x**2 또는 0x**3 인 경우, 0x**2 번지부터 표시 

    2.  Arm 코어에서는 8 바이트 얼라인된 값으로 시작 주소가 표시됩니다.     

              예) 입력된 주소가 0x**0 ~ 0x**7 인 경우, 0x**0 번지부터 표시 

              예)입력된 주소가 0x**8 ~ 0x**F 인 경우, 0x**8 번지부터 표시 

    3. 즉, Address 박스에 입력된 주소가 메모리창에 첫번째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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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작 번지 기준으로 1kB 영역만 표시됩니다. 

    5. 주소 입력시 변수 주소 형식을 (예 : &var) 사용한 경우, 변경된 출력 파일로 새로 MCU 를 부팅한 경우 해당 

변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메모리 윈도우의 주소도 자동 변경됩니다.  

 

ARM 계열 멀티 코어 MCU 에서 easyDSP 가 여러 코어랑 통신할 경우 

어느 코어가 메모리를 억세스할 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MCU 코어마다 다른 메모리 내용을 가질 경우에 유용합니다. 

만약 '&n:변수' 형식으로 시작 주소를 지정할 경우, CPUn 기준으로 코어가 고정되며,  

'&n:변수'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시작 주소를 입력할 때, 고정된 코어가 해제됩니다.  

 

8.7 Array 

 

본 창에서는 1 차원 또는 2 차원 배열변수를 격자 구조로 표시합니다.  

MCU 의 통신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이는 항목에 대한 값만 갱신됨에 유의하세요. 

본 창에서 지원하는 배열 변수는 기본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조체 등의 배열 변수는 Tree 창에서 

처리하세요. 마우스 왼쪽 버튼 또는 엔터 키를 누름으로써 배열 내 특정 위치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열 또는 항이 표시되는 곳을 클릭하면 해당 열, 또는 항이 모두 선택됩니다. 또한 변수 이름을 클릭하면 모든 

내용이 선택됩니다. 이 선택된 내용을 Copy-Paste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타 내용을 Excel 로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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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e 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선택된 셀 영역이 보이지 않아서 그 값이 없는 경우라면 Copy 하기 전에 

셀 값을 읽어서 사용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통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8.8 Tree 

Tree 윈도우  

 

 

Tree 창에서는 배열, 구조체 변수의 값을 트리 구조로 표시합니다.  

MCU 의 통신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이는 항목에 대한 값만 갱신됨에 유의하세요.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또는 엔터키 입력으로, 해당 변수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으로 해당 변수값의 진수 표시를 절환할 수 있습니다.  

9. 문제 해결 

9.1 공통 문제 해결 

문 제 해결 (공통)   

 

문제 : easyDSP 연결이 안되거나 원활하지 않아서 하기 메시지 발생   

원인 : 물리적 연결 오류 

해결 : PC 와 easyDSP pod 간 직접 연결 (USB 확장 포트 사용하지 말고) 내지는 USB 케이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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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하기와 유사한 오류 메시지 발생  

원인 : 32 비트 윈도우즈 사용  

해결 : 64 비트 윈도우즈 사용  

    

 

문제 : 모든 변수값이 '?'로 표기  

해결 : 먼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설정에 문제가 없다면 하기 

참조 하십시요.  

easyDSP 는 MCU 의 통신 인터럽트(우선순위는 하위)를 이용하여 통신합니다. 만약 사용자 프로그램 동작 중 상위 

인터럽트 루틴 (ex, 타이머 인터럽트)에서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차지할 경우,  

하위 인터럽트가 수행되는 시간이 부족하면 상기 현상이 발생됩니다. easyDSP 의 통신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step 1 : PC 가 주어진 bps 로 문자(커맨드)를 MCU 에 보냄. 그리고 PC 는 일정 시간 동안 대기함. (메뉴의 wait more 

time 은 이 대기하는 시간을 연장함)  

step 2 : MCU 는 PC 로부터 전송된 문자를 해석하여 어떤 지령을 내리는 지를 파악(ex, read)한 후, 이에 맞게 PC 에 

다시 문자를 보냄. 

step 3 : 대기하였던 PC 는 대기 시간이 완료된 후, MCU 로부터 전달된 문자를 읽어서 화면에 표시 

하위 인터럽트 수행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Step2 에서 MCU 가 제대로 동작을 완료하기도 전에 step3 에서 PC 가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신이 깨지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으로 하기 2 가지를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Wait more time 을 더 길게 설정한다. 

2. 통신 BPS 를 낮춘다 (이로 인해 step 1 에서 PC 가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문제 : 부팅 성공 이후 초반에는 easyDSP 통신이 동작하는데 이후 곧 동작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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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asyDSP 는 MCU 의 후순위 통신 인터럽트를 사용합니다. 만약 MCU 프로그램 동작 중 MCU 의 처리부분이 

급증하여 본 인터럽트 루틴에 할당된 동작 시간이 부족할 경우 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주는 것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하기 몇몇 대책 참조하세요. 

1. 통신 bps 를 낮춰서 통신간 시간 간격을 확보 

2. Wait-more time 을 늘려 MCU 반응 시간을 확보 

3. 통신하는 변수 개수를 최소화 (예를 들어, 커맨드 윈도우만 사용) 

4. 가능하다면 easyDSP 통신 인터럽트의 순위 상향 

9.2 C2000 문제 해결 

문제 해결 (TI C2000)   

 

문제 : 부팅은 성공하나 0 번지부터 읽기 실패로 베리파이 실패  

 

 

verify 작업은 easyDSP 와 MCU 간 통신에 의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통신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 1 : easyDSP 제공 통신용 소스파일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음.  

해결 1 : 도움말을 참조하여 easyDSP 제공 통신용 소스파일을 프로젝트에 포함하고 적절한 설정   

원인 2 :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easyDSP 가 사용하는 GPIO 에 대해 설정  

해결 2 : 해당 설정 제거 

 

원인 3 : easyDSP 통신을 위한 적절한 리소스가 할당되지 못함. 

해결 3 : 만약 ePWM 인터럽트 주파수가 매우 높다면 이를 적절히 낮춰 easyDSP 통신 인터럽트에 충분한 시간을 

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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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변수 개수를 증가시키거나 매우 큰 사이즈의 배열을 설정할 때 MCU 가 정상동작하지 않음  

원인 : 이전 버전의 TI 소스파일의 버그  

해결 : 최신 버전의 TI 소스파일 (ex, C2000Ware v4.00.00.00) 사용     

 

문제 : F2838x 가 동작하지 않음 

원인 : C2000Ware_3_02_00_00 버전부터 TI 제공 소스파일의 기본 클럭주파수가 20MHz 에서 25MHz 로 

변경되었는데 실제 보드에서는 클럭 주파수 20MHz 사용중. 

해결 : USE_20MHZ_XTAL 를 predefine 하여 비트필드라면 f2838x_sysctrl.c 파일내에서, DriverLib 라면 

device.h 파일에서 클럭 주파수가 제대로 설정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하기 TI 문서 

(C2000Ware_3_02_00_00 release note) 참조하세요. 

   

 

문제 : 램 부팅 초기에 하기의 경고 메시지 출현 

해결 : 램 부팅시 부트 롬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램 영역이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지 말아야 하는 데, 사용자 프로그램이 

이 영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띄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기 메시지는 28377 사용시 사용자 프로그램이 0x2 - 0x122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된 경고입니다.  

 
 

TI 의 Technical Reference Manual (Literature Number: SPRUHM8I, Revised September 2019)에 해당 영역은 

사용자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영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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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시는 커맨드 파일을 적절히 수정하셔서 본 영역이 사용되지 않도록 수정하여 주십시오. 

 

문제 : 하기 메시지로 램 부팅이 실패한다  

해결 : 링크파일에서 프로그램을 플래시 영역에 할당했기 때문에 램 부팅이 안되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메모리 주소는 

플래시 영역입니다. 따라서 링크파일을 변경하여 모든 메모리 영역을 램에 할당한 후 램 부팅을 시도하십시요.  

 

 

문제 : Auto Bauding 실패 

해결 : 이 문제는 대부분 잘못된 하드웨어 연결(easyDSP pod 와 MCU 보드간)에 의한 것입니다. 

스텝 1 : 도움말을 기반으로 현재 연결이 올바른 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요. 만약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다면 

스텝 2 로 넘어갑니다.  

스텝 2 : 아래 그림을 참조하여 부팅시 easyDSP 핀의 실제 파형을 관찰하여 주십시요. easyDSP 의 /RESET 신호가 

MCU 에 직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원 감시 IC 가 그 중간에 위치할 경우), DSP 의 리셋 신호도 같이 

관찰하여 주십시오. 

          확인 1 : easyDSP 의 /BOOT 신호가 HIGH 가 되기 전에, MCU 리셋 입력 신호(XRS)가 HIGH 로 되어야 함.  

                    easyDSP /RESET 신호가 DSP 에 직결된 경우에는 하기 그림처럼 이 조건이 보장됨. 

                    직결되지 않고 중간에 전원 감시 IC 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감시 IC 의 동작 조건에 따라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수 있음.  

          확인 2 : 0x41 의 RX 가 나온 뒤 일정시간 뒤 동일값의 TX 가 나옴  

/BOOT 핀이 HIGH 로 올라간 이후 50msec 이후에 RX 를 통해 easyDSP 로부터 MCU 에게 0x41 이 

전달됩니다. 보딩 bps 는 DSP 종류, SCI 부팅 속도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달된 0x41 을 기반으로 MCU 는 

bps 를 파악하여, TX 를 통해 파악된 bps 로 다시 easyDSP 에 보내줍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상호간에 bps 를 

공유하는 auto bauding 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문제 : 플래시롬 대화상자에서 하기 에러 메시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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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asyDSP 는 TI 에서 제공한 flashAPI 를 통해 플래시롬을 억세스합니다. Gen3 MCU (ex : F2807x, F28002x, 

F28004x, F2837x, F2738x)의 flashAPI 는 MCU 종류에 따라 섹션이 최소 64 비트 (4 워드 또는 8 바이트) 또는 권장 

128 바이트에 얼라인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C2000 코어의 경우 섹션 시작 주소의 최하위 번지가 0x0, 0x4, 

0x8, 0xC 로 마감되어야 하며, Arm Cortex-M4 (ex, F2838x CM)의 경우, 0x0, 0x8 로 마감되어야 합니다. 상기 

그림에서는 0x2 로 마감되어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해결 방법은 cmd 파일에서 플래시에 저장되는 섹션에 대해서 

ALIGN()를 붙이는 것입니다. 아래 TI 에서 제공하는 링커 커맨드 파일에 대표적인 섹션에 대해 이미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섹션을 새로 생성할 경우에도 ALIGN(*)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TMS320F280049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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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320F28388 CPU1/CPU2 경우> 

 

<TMS320F28388 CM 경우> 

 

 

문제 : CCS 상에서 빌드를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에러가 발생 

 undefined first referenced                                                        

  symbol       in file                                                             

 --------- ----------------  

 LL$$OR    C:\\tidcs\\c28\\DSP2833x\\Project\\Debug\\easy2833x_sci_v7.3.obj 

 ULL$$CMP  C:\\tidcs\\c28\\DSP2833x\\Project\\Debug\\easy2833x_sci_v7.3.obj 

error: unresolved symbols remain 

error: errors encountered during linking; "./Debug/inverter.out" not 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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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ilation failure  

해결 : MCU 는 일부 연산을 런타임라이브러리를 통해 지원합니다. 상기 에러에서  

"ULL$$CMP" = unsigned long long comparison 

"LL$$OR" = long long oring 

을 각각 의미합니다. 컴파일시 런타임라이브러리를 포함 하십시오.  

 

문제 : 모든 변수 형식이 'int'로 표기  

원인 : 프로젝트 설정에서 debugging model 을 잘 못 지정한 경우입니다 (dwarf 형식으로 컴파일된 out 파일을 coff 

형식으로 지정) 

해결 : 최신 easyDSP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고 프로젝트 설정에서 debugging model 을 올바르게 설정  

9.3 STM32 문제 해결 

문제 해결 (ST STM32)   

 

문제 : 플래시롬 대화상자에서 또는 램부팅 대화상자에서 하기 오류 메시지  

해결 : 사용자 코드가 플래시 기반일 경우에만 플래시롬 대화상자에서 처리가능하며, 램 기반일 경우에만 램부팅 

대화상자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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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부트로더 진입 실패 

해결 : 이 문제는 대부분 잘못된 하드웨어 연결(easyDSP pod 와 MCU 보드간)에 의한 것입니다. 

스텝 1 : 도움말을 기반으로 현재 연결이 올바른 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요. 만약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다면 

스텝 2 로 넘어갑니다.  

스텝 2 : 아래 그림을 참조하여 부팅시 easyDSP 핀의 실제 파형을 관찰하여 주십시요. easyDSP 의 /RESET 신호가 

DSP 에 직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원 감시 IC 가 그 중간에 위치할 경우), DSP 의 리셋 신호를 직접 

관찰하여 주십시오. 

          확인 1 : MCU 리셋 입력 신호(NRST)가 Low->High 로 변경될 때, easyDSP 의 BOOT 신호가 High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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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DSP /RESET 신호가 MCU 에 직결된 경우에는 하기 그림처럼 이 조건이 보장됨. 

                    직결되지 않고 중간에 전원 감시 IC 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감시 IC 의 동작 조건에 따라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수 있음.  

          확인 2 : easyDSP RX 핀에 0x7F 값이 송출된 후 TX 핀에 0x79 값이 송출됨.  

/RESET 핀이 High 가 된 이후 약 1.050sec 이후에 RX 를 통해 easyDSP 로부터 MCU 에게 0x7F(even parity)가 

전달됩니다. 보딩 bps 는 보통 115200bps 또는 57600bps 이지만 MCU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달된 0x7F 을 

기반으로 MCU 는 bps 를 파악하여, TX 를 통해 파악된 bps 로 다시 easyDSP 에 0x79(even parity)값을 보내줍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상호간에 bps 를 공유하는 auto bauding 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오토보딩이 실패할 수 있는 경우는 하기와 같습니다. 

경우 1 : 0x79 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보통 Option Byte 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서 리셋 이후 MCU 가 

부트로더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Option Byte 를 재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2 : 0x79 가 관찰되나 0x7F 와 다른 bps 를 보이는 경우. 이 경우는 MCU 가 정확한 bps 로 오토보딩하지 못한 

예이며, easydsp@gmail.com 으로 리포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유용한 팁 

10.1 DA 컨버터 사용법 
MCU 보드내에 DA 컨버터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DSP 프로그램의 변수값을 DA 컨버터를 통해 출력함으로써 

오실로스코프와 같은 계측기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easyDSP 를 사용하므로써 DA 컨버터의 출력 내용(즉, 변수)을 온라인으로 용이하게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Step 1 : da.h 파일의 수정 

easyDSP 는 DA 컨버터의 제어를 위해 2 개의 MCU 프로그램 파일(da.c, da.h)을 제공합니다. 우선 da.h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File name : da.c 

// function : DA output control 

 

// variable explanation(#=1,2,3,4) 

mailto:easyds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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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 address of variable 

// da#_type = 0 ; the variable is float 

// = 1 ; the variable is integer 

// da#_mid : mid value 

// da#_rng : da scale 

 

// use this routine in EasyDSP as below 

// da1=&var_float 

// da1_type=0 

// da1_mid=0. 

// da1_rng=20 

// da2 = &var_int 

// da2_type = 1 

// da2_mid= 0. 

// da2_rng = 20 

 

#ifndef _DA_EasyDSP 

#define _DA_EasyDSP 

 

// you should specify the da address of your own 

#define DA1_ADDR (*(int *)0X03C000e) 

#define DA2_ADDR (*(int *)0X03C000d) 

#define DA3_ADDR (*(int *)0X03C000b) 

#define DA4_ADDR (*(int *)0X03C0007) 

#define 

 

extern unsigned int da1, da2, da3, da4, da1_type, da2_type, da3_type, da4_type; 

extern float da1_rng, da1_val, da1_mid; 

extern float da2_rng, da2_val, da2_mid; 

extern float da3_rng, da3_val, da3_mid; 

extern float da4_rng, da4_val, da4_mid; 

 

// 12 bit DA 

#define DA12(num) \ 

da##num##_val = (da##num##_type == 0 ? *(float *)da##num : (float)(*(int *)da##num)) ; \ 

DA##num##_ADDR = (int)((da##num##_val-da##num##_mid )* 0x7ff/da##num##_rng) + 0x800 ; 

 

// 8 bit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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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DA8(num) \ 

da##num##_val = (da##num##_type == 0 ? *(float *)da##num : (float)(*(int *)da##num)) ; \ 

DA##num##_ADDR = (int)((da##num##_val-da##num##_mid )*0x7f/da##num##_rng) + 0x80 ; 

 

 

#endif 

우선 DA#_ADDR 정의 구문에서 당신의 DSP 보드의 DA 번지를 설정하십시요(#= 1,2,3,4).그 후, 당신의 DA 컨버터에 

따라 적절한 DA 출력용 매크로 함수를 정의합니다. < BR> 위 코드에서는 8bit 또는 12bit 양방향(+/-) DA 컨버터의 

예제를 표시합니다. 각 변수는 da.c 파일에 정의되어 있으며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da# = DA 채널 #의 값. 즉, DA 출력을 하고자하는 변수의 번지 

da#_type = da#에서 번지값이 설정된 변수의 타입. 정수일 경우 1, 실수일 경우 0 

da#_rng = 표시값의 범위 

da#_mid = 표시값의 중간값 

da#_val = 채널#에 라이트할 값  

Step 2 : MCU 프로그램 수정 

우선 da.c 의 컴파일한 파일인 da.obj 를 linker 에 추가하여 MCU 프로그램을 생성합니다. 그 후, DA 출력을 원하는 

파일의 첫부분에 da.h 를 include 한 후, DA 출력을 원하는 위치에 다음과 같이 da.h 에서 정의된 DA 출력용 매크로 

함수를 적습니다. 

#include "da.h"  

.......... 

DA12(1); 

DA12(2); 

DA12(3); 

DA12(4); 

.......  

  

Step 3 : easyDSP 사용 

EasyDSP 내의 커맨드 윈도우내에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DA 출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da1=&var_float 

da1_type=0 

da1_mid=0 

da1_rng=20 

da2 = &var_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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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2_type = 1 

da2_mid= 0 

da2_rng = 20 

주의점 : DA 출력을 위한 매크로중 나누기 연산은 수행시간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고속의 DA 출력을 원할 경우, 

나누기 연산 부분을 적절한 곱셈으로 대치하여 사용하세요. 

  

10.2 기타 

기타 팁  

 

* 커맨드실행 없이 한 줄 삽입 

커맨드 창에서의 엔터키 입력은 해당라인의 커맨드를 실행하게 합니다. 커맨드 실행 없이 단순히 한 줄을 삽입하고 

싶을 시에는 컨트롤 키와 엔터키를 동시에 누르세요. 이것은 또한 버튼을 클릭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 커맨드창에서 변수 변경 후 바로 값 확인 

변수 값을 바꾼 후 실제 변수 값을 확인하고 싶으면, 해당 라인에 커서를 위치시킨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update' 버튼과 동일한 기능이므로, 커맨드 윈도우의 내용을 블럭으로 

선택한 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플래쉬 롬에 프로그램 및 환경변수 저장 

플래쉬 롬의 마지막 섹터는 프로그램의 환경변수 저장용으로, 나머지 섹터는 MCU 프로그램 자체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 경우 Sector Erase 기능을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플래쉬 롬을 지운 후, 프로그램코드만을 필요한 

섹터에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10.3 자주 묻는 질문들 
easyDSP 는 JTAG/SWD 디버거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디버거와 easyDSP 는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버거는 break point 및 step 별 진행으로 초기 개발단계에서 보드 및 소프트웨어의 검증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어떤 

어플리케이션에는 (ex, 모터 드라이브) 시스템 운전중 이러한 기능은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결국 운전중인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코드 변수를 모니터링하여 디버깅하게 됩니다.   

디버거를 사용하여 변수를 모니터링하게 되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변수 개수 및 속도에 제약이 있으며,  

또한 디버거는 노이즈 내성이 약하여, 고전압/고전류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동작과 더불어 디버거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됩니다.  

또한 제품 양산시 IP 보호를 위해, 디버거의 동작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easyDSP 는 SCI/UART 통신 포트를 사용하기에 노이즈 내성이 강하여 고전압/고전류 시스템 모니터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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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합니다. 

필요에 따라 easyDSP 와 디버거를 각각 내지 같이 사용하면 최상의 디버깅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easyDSP 의 변수 읽기의 신뢰성은?  

읽은 변수 값의 정확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도중에 오류가 발생하여 잘못된 변수 값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easyDSP 의 변수 쓰기의 신뢰성은?  

변수에 쓰기 전에 2 바이트 체크섬 형식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하지만 

매우 적은 확률로 잘못된 값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easyDSP 가 통신 실패시 표시하는 변수값은?  

노이즈에 의한 통신의 불안정 또는 시리얼 통신에 할당된 시간 리소스가 부족함에 따른 통신 시퀀스의 불안 등이 

통신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 표시됩니다. 플롯창 또는 차트창의 경우에는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게 됩니다.  

플래쉬롬 라이팅은 믿을 만한가?  

'Program' 버튼을 클릭함으로써는 플래쉬 롬에 정확한 값이 라이트 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Program'후에 'Verify'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컴파일이나 링크도 모두 easyDSP 내에서 하는지?  

아닙니다. 칩 제조사의 개발 환경 (IDE)를 사용하세요.   

easyDSP 에서 직접 변수를 관측하는데 관측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인지?  

PC 속도/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무한대입니다 .  

11. Driver 설치방법 

11.1 설치 방법 

윈도우즈 OS 종류 드라이버 설치 방법 

Windows 11 

Windows 10  

Windows 8.1    

Windows 8 

Windows 7  

easyDSP 사용전, easyDSP 실행 폴더의 'Driver' 폴더 안에 있는 “ CDM212364_Setup.exe ”를 

실행합니다. easyDSP 를 PC 에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십시오 .최신 드라이버 파일은 

http://www.ftdichip.com/Drivers/D2XX.htm 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Windows 7 의 경우를 참조 하십시오. 기타의 OS 에서도 유사한 과정이 

사용됩니다 . 

 

http://www.ftdichip.com/Drivers/D2X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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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설치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참조 하세요 .  

Windows 10/11 설치 가이드 

Windows 8 설치 가이드 

Windows 7 설치 가이드 

Windows Vista  

Windows XP  
 

easyDSP 설치 폴더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버 파일 : http://www.ftdichip.com/Drivers/CDM/CDM20824_Setup.exe 

설치 방법 : 

Windows Vista 설치 가이드 

Windows XP 설치 가이드 

easyDSP 는 FTDI 사의 FT2232 USB 컨트롤러 칩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드라이버 설치 파일 및 방법은 FT2232 의 

D2XX direct driver 와 동일합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최신 드라이버 파일 및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ftdichip.com/Drivers/D2XX.htm 

http://www.ftdichip.com/Documents/InstallGuides.htm 

11.2 Windows 7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하기에 앞서 먼저 easyDSP 용 USB POD 와 USB cable 및 제공된 Device Driver 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PC 에 easyDSP 를 연결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easyDSP 배포파일 중에 'Driver' 폴더 안에 있는 

CDM212364_Setup.exe 를 실행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해 주세요.  

 

https://ftdichip.com/wp-content/uploads/2022/05/AN_396-FTDI-Drivers-Installation-Guide-for-Windows-10_11.pdf
http://www.ftdichip.com/Support/Documents/AppNotes/AN_234_FTDI_Drivers_Installation_Guide_for_Windows_8.pdf
http://www.ftdichip.com/Documents/AppNotes/AN_119_FTDI_Drivers_Installation_Guide_for_Windows7.pdf
http://www.ftdichip.com/Drivers/CDM/CDM20824_Setup.exe
http://www.ftdichip.com/Support/Documents/AppNotes/AN_103_FTDI_Drivers_Installation_Guide_for_VISTA(FT_000080).pdf
http://www.ftdichip.com/Documents/AppNotes/AN_104_FTDI_Drivers_Installation_Guide_for_WindowsXP(FT_000093).pdf
http://www.ftdichip.com/Drivers/D2XX.htm
http://www.ftdichip.com/Documents/InstallGuid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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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후 easyDSP 를 PC 에 연결하시면, 아래와 같이 트레이 창에 풍선 창이 나오게 됩니다.  

 

약간 시간이 지나면, 풍선 창이 바뀌게 됩니다. 

 

본 풍선 창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easyDSP 용 드라이버가 다 설치된 것입니다.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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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상기 1)번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easyDSP 를 사용하면 오동작할 수 있습니다.  

   

4) 드라이버를 제거하실 경우, 제어판 > 프로그램 > 프로그램 제거를 실행 한 후, 목록에서 "Windows Driver Package 

- FTDI CDM Driver Package - VCP Driver"를 선택하고 삭제해 주세요.  

 

 
   

11.3 제거 방법 

드라이버 제거  

 

일반적인 윈도우즈 방식으로 드라이버를 제거가 어려울 경우, 하기 방식을 제안 드립니다.  

https://www.ftdichip.com/Support/Utilities.htm#CDMUninstaller 를 방문하셔서  

https://www.ftdichip.com/Support/Utilities/CDMUninstaller_v1.4.zip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후,  

https://www.ftdichip.com/Support/Utilities/CDM_Uninst_GUI_Readme.html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거 바랍니다.  

https://www.ftdichip.com/Support/Utilities.htm#CDMUninstaller
https://www.ftdichip.com/Support/Utilities/CDMUninstaller_v1.4.zip
https://www.ftdichip.com/Support/Utilities/CDM_Uninst_GUI_Read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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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먼저 Vendor ID, Product ID 를 Add 한 후, Remove Devices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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