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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호스트 시스템과 임베디드 시스템 사이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는 매

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USB 인터페이스 메커니즘을 이용한 두 시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 메커니즘 설계를 제시한다. 제시한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Windows 
7 PC와 ARM 프로세서가 탑재된 EZ-AT7 임베디드 시스템 사이의 정상적인 데이터 송·수신 동작 상태

를 확인하였다. 

1. 서론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교차 플랫폼 환경

구축이 요구되며 호스트 시스템과 타겟 시스템 사이

를 연결하는 효과적인 인터페이스는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1]. 이 연결을 통해 호스트에서 타겟 시스템

으로 프로그램 이미지를 다운로드한다. 또한 이 연

결을 통해 호스트에서 동작하는 디버거와 타겟 시스

템 에서 동작하는 디버거 에이전트 사이의 정보를

교환한다.

호스트와 타겟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법에는 몇 가

지(Serial, BDM/JTAG, Ethernet 등)가 있다. 최종

제품용 임베디드 프로그램 이미지는 ROM이나 플래

시 메모리에 저장된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는 코드

의 일부를 수젖ㅇ해서 이미지를 새로 빌드하고, 새

로 만든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다시 디버깅하는 일

을 수업이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

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PC 사용 중 아무 때나 연결해도 인식되는 핫 플

러깅(Hot Plugging)을 지원하며, 주변기기의 별도

전원이 필요 없고, 주변기기 등을 PC와 연결할 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도 없

다[2]. USB를 사용하는 표준 주변기기로는 마우스,

키보드, 드라이브, 프린터, 오디오/비디오 디바이스

등이 있고, USB 인터페이스는 주변기기 디바이스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기능이 다양하

다.[3]

USB 통신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는 디바이스 열거(enumeration)에 사용하는 통신이

고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이 디바이스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통신이다. 열거 과정에서 호

스트는 디바이스에 관한 정보를 얻고 데이터를 교환

할 준비를 한다. 애플리케이션 통신은 호스트가 디

바이스의 원래 목적을 위한 데이터를 교환할 때 이

뤄진다[3].

본 연구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제시

한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Windows

7 PC와 ARM 프로세서가 탑재된 EZ-AT7 임베디

드 시스템 사이의 정상적인 데이터 송·수신 동작 상

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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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2.1 USB 인터페이스 설정
호스트와 타겟 시스템 사이의 USB 인터페이스 설

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1] 타겟 시스템의 USB 디바이스가 호스트

에 연결되면 호스트는 USB 디바이스의 정보를 얻

기 위하여 타겟 시스템에게 “Get_Descriptor 리퀘스

트”를 보낸다. 타겟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은 USB

디바이스의 정보를 응답한다.

const char dev_descriptor[] ={

b_length, // 디스크립터 크기 (바이트)

b_Descriptor_type, // 디스크립터 타입

bcd_usbl, // USB 스펙 버전

bDeviceClass, // 클래스 코드

bDeviceSubclass, // 서브클래스 코드

bDeviceProtocol, // 프로토콜 코드

bMaxPacketSize0, // 엔드포인트0의 최대 패킷 크기

idVendorL, // Vendor ID

idProduckL, // Product ID

bcdDeviceL, // 디바이스 릴리즈 번호

iManufacturer, // 문자열 디스크립터 인덱스

iProduct, // 문자열 디스크립터 인덱스

SerialNumber, // 문자열 디스크립터 인덱스

bNumConfigs, // 가능한 컨피규레이션 개수

};

[그림 1] 디바이스 디스크립터

[과정-2] 호스트는 타겟 시스템의 USB 디바이스

와 주소를 설정할 주소와 함께 “Set_Address 리퀘

스트”를 보낸다. 타겟 시스템의 USB 디바이스는 호

스트가 지정한 주소를 설정하고, 이후 모든 통신은

설정된 주소를 사용한다.

[과정-3] 호스트는 타겟 시스템의 USB 디바이스와

컨피규레이션을 설정하기 위하여 “Get_Descriptor 리

퀘스트”를 다시 보낸다. 타겟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은 컨피규레이션 디스크립터를 응답한다.

const char cfg_descriptor[] ={

b_length, // 디스크립터 크기 (바이트)

b_Descriptor_type, // 상수 컨피규레이션

wTotallLength, // 디스크립터의 총 크기

bNumberInterfaces, // 인터페이스 개수

bConfigurationValue, // 리퀘스트 식별자

iConfiguration, // 문자열 디스크립터 인덱스

bmAtrributes, // 자체/버스 전원, 원격 깨어나기 설정

bMaxPower // 필요한 버스 전원

:

};

[그림 2] 컨피규레이션 디스크립터

[과정-4] 호스트는 지정된 컨피규레이션을 설정하

기 위해서 “Set_Configuration 리퀘스트”를 보내고,

타겟 시스템은 호스트가 보낸 리퀘스트에 지정된 컨

피규레이션을 설정한다.

[과정-5] 호스트는 주소가 설정되기 전에 사용했

던 주소를 비활성화 하기위하여 “Clear_Feature 리

퀘스트”를 보낸다.

2.2 설정과정 송·수신 메커니즘
[그림 3]은 타겟 시스템과 호스트간 리퀘스트의

송·수신을 표현한 그림이다.

[그림 3] 블록 다이어그램

설정과정에서는 CSR(Control and Status Register)

의 비트를 확인하여 송·수신을 처리한다. FDR은

USB 디바이스와 매핑 되어있다.

아래 과정은 타겟 시스템이 호스트 리퀘스트를 수

신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과정-1] 호스트가 리퀘스트를 FIFO로 전송한다.

[과정-2] USB 디바이스가 CSR0 RXSETUP(Recived

Setup)레지스터를 설정한다.

[과정-3]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CSR0

레지스터의 RXSETUP을 클리어한다.

아래 과정은 타겟 시스템이 호스트 리뤠스트를 해

석하여 송신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과정-1] 프로세서가 데이터를(FIFO)에 넣는다.

[과정-2] 프로세서가 CSR0레지스터의 TXRKTRDY

(Transmit Packet Ready)를 설정한다.

[과정-3] FIFO안에 데이터를 호스트로 보내고

CSR0레지스터의 TXRKTRDY를 클리어한다.

위 과정을 통하여 호스트와 타겟 시스템 사이의

송·수신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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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데이터 송·수신 메커니즘
데이터 송·수신도 메커니즘도 설정과정 송·수신 메

커니즘과 유사하다. 그러나 CSR0은 설정과정 송·수

신에서만 사용하고, 데이터 송·수신 메커니즘에서는

CSR1과 CSR2를 사용하여 송·수신을 하게 된다.

호스트에서 데이터가 FIFO로 들어오면 USB 디바

이스는 RX_DATA_BK0 비트를 설정하면 타겟 시스

템은 FDR1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USB 디바이스는 RX_DATA_BK1 비트를 설정해서

타겟 시스템이 FDR1에 저장되있는 다음 데이터를

처리하게 한다.

타겟 시스템에서 데이터 송신은 데이터를 FDR2에

저장하고 TXPKTRDY 비트를 설정해서 USB 디바

이스가 데이터를 호스트에게 보내도록 한다. 타켓

시스템에서 더 이상 보낼 데이터가 없으면 TXCOMP

비트를 설정하여 보낼 데이터가 없음을 알려준다.

3. 구현 및 실험
3.1 구현 환경
USB 인터페이스 설정을 구현하여 타겟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연결 되는지 검증 하도록 하고, 앞서 설

계한 송·수신 메커니즘이 FDR0를 통하여 송·수신이

되는지 검증 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호스트는 Windows 7 운영체제 이고,

타겟 시스템은 FALINUX의 EZ-AT7보드를 이용하

였다. 호스트와 디바이스간의 통신은 USB 포트를

통하여 송·수신을 수행하고 하이퍼 터미널를 이용해

값을 출력하여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3.2 실험 
3.2.1 USB 인터페이스 설정
[그림 4]는 USB 인터페이스 설정 과정에서 호스

트의 리퀘스트에 대한 타겟 시스템의 처리를 출력한

결과로써 호스트의 하이퍼 터미널을 이용하여 확인

하였다.

[그림 4] USB 인터페이스 설정 과정

3.2.2 송·수신 실험
USB 인터페이스 설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호

스트와 USB 디바이스는 서로 송·수신이 가능한 상

태가 된다. 먼저 수신동작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5]

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였으며 그 실행 결과는 [그

림 6]과 같다.

if(state & UDP_RX_DATA_BK0){ // 데이터가 있을 경우

for(i = 0; i < rx_count; i++) {

printf("%c\n", UDP_FDR1 & 0xFF);

}

UDP_CSR1 &= !(UDP_RX_DATA_BK0);}

if(state & UDP_RX_DATA_BK1){ // 데이터가 있을 경우

for(i = 0; i < rx_count; i++) {

printf("%c\n", UDP_FDR1 & 0xFF );

}

UDP_CSR1 &= !(UDP_RX_DATA_BK1);

}

[그림 5] 수신 코드

[그림 6] 수신 과정

수신동작에서는 RX_DATA_BK0과 RX_DATA_BK1

을 이용하여 FDR1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출력을

시켜 확인을 했다.

송신 과정에서는 FDR2를 이용하여 송신한다. 송

신할 데이터는 FDR2의 크기에 맞추어 나누어 전송

한다. 송신동작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7]과 같은 방

법으로 실험하였으며 그 실행 결과는 [그림 8]와 같

다.

packet_length = min(ep2_send_data_length, size);

ep2_send_data_length -= packet_length;

while(packet_length--)

UDP_FDR2= *ep2_send_data_ptr++;

UDP_CSR2 |= UDP_TXPKTRDY;

while(!(UDP_CSR2 & UDP_TXCOMP))

UDP_CSR2 &= ~( UDP_TXCOMP );

while (UDP_CSR2 & UDP_TXCOMP);

}

[그림 7] 송신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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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송신 과정

송신동작에서는 FDR2에 크기에 맞게 데이터를 나

눠서 보내고 TXPKTRDY 비트를 설정해서 데이터

를 보낸다. 더 이상 보낼 데이터가 없을 때는

TXCOMP 비트를 설정해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4. 결론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은 호스트에서 개발하고 타

겟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미지를 다운하는 방법은 일반적으

로 시리얼(serial)을 이용한다. 현재 PC 환경에서는

시리얼 포트가 점차 사라져 가는 반면, 사용과 휴대

가 편한 USB를 사용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위한 USB

인터페이스 설정과 송·수신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구

현 하였다. 구현한 결과는 EZ-AT7보드를 이용하여

구현한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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