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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 소스와 16bit 마이컴을 활용하여 임베디드 기술 교육을 한 통합개발보드(IDB)를 설계  개발하

다. 하드웨어는 일본 르네사스사의 16bit MCU인 H8/300H를 기반으로 하여 LED, LED Matrix, 모터, 센서 

등 다양한 I/O 회로, SCI를 통한 컴퓨터와의 연결  16×2 캐릭터 LCD를 제어회로가 포함된 통합개발보

드를 설계  구 하 다. 한 소 트웨어는 오 소스로 제공되는 어셈블러와 H8-C 컴 일러로 개발환경

을 구축하 다. 그리고 리얼타임 OS인 TRON 과 마이컴용 리 스인 uClinux를 도입할 수 있도록 메모리

확장 등을 고려하 다. 개발된 보드의 검증을 해서 PCB 설계와 PCB 가공기를 이용하여 통합개발보드를 

제작하 고 기본 인 I/O 제어 로그램을 통해 기능을 확인하 다

ABSTRACT

 By the use of open source and 16bit Microcomputer, IDB(Integrated Development Board) for embedded technical 

education was designed and developed. Based on 16bit MCU H8/300H,  LED, LED Matrix, motors, sensors and various 

I/O circuitry, and the connection to a computer via the SCI, and 16 × 2 character LCD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on IDB. In addition, the software development environment was build by the assembler and H8 C compiler which is 

provided to the open-source software. And memory expansion was considered to include TRON(Real time OS) and 

uClinux. To verify the developed board, IDB was fabricated by PCB machine, and the fuction was confirmed by the 

basic I/O contro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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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임베디드 기술은 특정한 제품이나 솔루션에서 

주어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로 탑재되

는 임베디드 시스템(차세  성장동력 분야를 비

롯한 정보가   정보통신기기, 항공기, 차량, 

로 , 산업기기, 의료기기 등)에 내장되어 하드

웨어의 제어, 통신, 멀티미디어, 인터넷, 게임, 인

공지능, 유비쿼터스 컴퓨  등 기본 기능  다

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임베디드 시스템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가  심에서 국

방, 항공, 의료, 통신, 환경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국내 시장 역시 상황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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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여서  정부의 3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도 후방 연 효과, 융합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6개의 사업을 첨단융합산업으로 분류하여  

육성할 정이다[1]. 이와 같이 임베디드 기술은 

산업간 기술융합을 해 다양한 서비스를 시공

간의 제약 없이 제공하기 해 자제어기기의 

고기능화·고성능화를 목 으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가 결합된 기술이다. 한 임베디드 기술

은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기술을 목하여 하드웨어와 소 트웨

어의 Co-design을 통한 통합 인 설계의 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2].

이에 어느 때보다 임베디드 개발 인력이 요해

지고 있으며, 정부 주도하의 임베디드 개발인력 

양성을 한 각종 지원책과 임베디드 문교육

기  설립, 각종 커뮤니티  동호회 등이 생성

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여 히 문 인력 부족

을 호소하고 있다. 근본 인 원인으로는 단기교

육 심의 교육과정과 장실무와 괴리된 실습

장비에 의한 교육으로는 ·고  개발자 양성과

는 거리가 먼 것도 사실이다[3,4]. 

우리나라의 경우 부분의 임베디드 교육기 에

서 이용하는 통합개발보드는 고가의 32bit ARM 

로세서 기반으로 임베디드 리 스와 응용 소

트웨어 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에 Ateml사의 AVR이나 마이크로칩 테크놀러지

사의 PIC과 같은 8bit, 16bit MCU기반의 개발보

드는 부분 펌웨어 기반의 개발 환경으로, 리

스나 RTOS (realtime operating system)와 같은 

OS 용이 불가능하여 임베디드 기술 교육에의 

폭넓은 활용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Co-design 교육이 가능하고, 리 스 

 RTOS와 같은 운 체제의 도입이 가능한 

MCU 기반의 가형 통합개발보드의 수요가 요

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기술의 과정에서 

·고  과정까지 활용이 가능하고 I/O 디바이

스 심의 펌웨어(firmware) 로그램부터 소규

모의 임베디드 리 스  RTOS 등의 도입을 

통한 응용 로그램 개발까지 가능하도록 일본 

르네사스사의 16bit 로세서인 H8/300H를 기반

으로 하는 임베디드 기술 교육용 통합개발보드

에 하여 연구하 다. Ⅱ장에서는 16bit H8 

MCU의 하드웨어 인 아키텍처와 특성, 그리고 

용 가능한 OS를 심으로 기술하 고, Ⅲ장에

서는 I/O 기능별 모듈 설계와, PCB artwork, 

PCB 제작  부품 실장을 통해 실습용 통합개

발보드를 구 하 고, Ⅳ장에서는 개발된 보드의 

검증을 해 기본 인 I/O 제어 로그램을 통

해 기능을 확인하 다. 

Ⅱ. H8/300 로세서 개요

1. H8 시리즈

H8/300H는 일본 르네사스사로 통합되기  히

타치 반도체에서 개발한 임베디드용 마이컴이다. 

히타치는 인텔 4004시리즈  모토롤러 CPU인 

8bit MC680x 시리즈, 16bit MC68000 시리즈의 

Second Source로 기술 인 경험을 통해 1987년

부터 독자 인 H8 시리즈를 발표하 다[5].

그림 4. H8 제품 시리즈[5]
Fig.1. Product Lineup of H8 Family[5]

그림 1과 같이 외부버스 8bit인 H8/300, 

H8/300L는 기존 4bit 로세서를 체하여 가

제품 등의 량생산용으로 활용되며, 16bit인 

H8/300H, H8/500, H8S/2000은 임베디드 마이컴 

제어용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H8/300H 

Tiny는 H8/300H 코어를 사용하면서, 핀수를 

여 소규모 기기 개발용으로 변형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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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8시리즈는 체 으로 공통 인 것은 범용 

지스터 구조이다. H8/300과 300L은 16개의 8bit 

범용 지스터가 있고, H8/300H에서는 여기에 8

개의 16bit 시스터를 확장하여, 체 으로 8

개의 32bit 범용 지스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5. H8/300H 제품 시리즈[5]
Fig.2. Product Lineup of H8/300H series[5]

기본 인 다양한 I/O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펌웨

어 로그램부터 RTOS인 TRON이나 uClinux 

등 운 체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TCP/IP 네트워크  충분한 메모리 공간의 확

보가 가능한 로세서로 그림 2와 같은 

H8/300H 시리즈의 MCU를 이용한 마이크로 컴

퓨터 평가보드를 목표로 연구를 시작하 다. 일

반 으로 uClinux를 동작시키기 해서는 최소

한 2Mbyte의 메모리가 요구되고, Linux의 다양

한 네트워크 응용을 활용하기 해서 TCP/IP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보드가 필요하다. 한 H8 

마이컴은 칩 단독으로 입수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akizukidenshi(秋月電子通商)사

로 부터 제공되는 H8/3052F와 H8/3069F 시리즈 

마이컴 보드를 기반으로 하여 통합개발용 I/O 

보드를 개발 하 다[6]. 

2. H8/3052F 아키텍처

H8/3052F는 25MHz 클록 스피드를 가지고 있으

며 내부 구성은 32bit의 CISC 로세서로 있지

만, 임베디드용의 소규모 구성이며, 일반 인 

RISC 로세서에 가까운 명령어 set로 되어있

다. 직  근 가능한 메모리 공간은 16Mbyte이

고, 부 직 근이 가능하다. 지스터 구성을 

그림 3에 표시하 다. 

1 5                 
     0

7        
 0

7        
  0

ER0 E0 R0H R0L

ER1 E1 R1H R1L

ER2 E2 R2H R2L

ER3 E3 R3H R3L

ER4 E4 R4H R4L

ER5 E5 R5H R5L

ER6 E6 R6H R6L

ER7(SP) E7 R7H R7L

2 3            
        0

PC

7        
  0

CCR

그림 3. CPU 내부 지스터
Fig.3. CPU Internal Registers

기본 인 지스터의 구성은 16bit × 16개 이지

만, 2개의 지스터를 조합하여 32bit 지스터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로그램의 C 컴 일 

과정에서도 옵션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코

드의 처리가 가능하다.

그림 4는 H8/3052F 내부 블록으로 25MHz CPU 

코어 이외에 아래와 같은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그림 7. H8/3052F 내부 블럭
Fig.4. H8/3052F Internal Block

❏ RAM 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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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sh ROM 512kByte
❏ 16bit ITU(타이머) 5채
❏ 로그래머블 타이  패턴 컨트롤러(TPC)

❏ 워치도그 타이머(WDT)
❏ 시리얼 통신 인터페이스(SCI) 2채
❏ 10bit A/D 변환기(축차 비교방식) 8채
❏ 8bit D/A 변환기 2채
❏ DMA 컨트롤러
❏ 70개의 I/O 포트 등을 내장하고 있다.

그 밖에 DRAM의 refresh 제어기능과 최  

16MB까지 외장형 RAM 확장을 지원하기 해 

port 8과 겸용으로 chip select 포트가 비되어 

있다.

3. TRON과 uClinux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이컴만으로 복

잡한 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

문에 규모가 큰 개발에서는 마이컴에 OS의 도

입을 검토해 야 한다. 특히 H8/300H계의 

MCU에서 이용할 수 있는 OS로는 일본 RTOS 

표 인 TRON[7]과 마이크로 컨트롤러용 Linux

인 uClinux의 도입이 가능하다.

MCU용 TRON의 표 인 사양으로 uITRON

이 있다. OS 보다는 오히려 라이 러리에 가깝

고, 복수의 태스크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멀

티태스크를 실행하기 해 태스크 리나 태스크

간의 조정, 태스크간의 통신 등을 기본으로 지원

하고, 일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등은 옵션으로 

지원한다. uITRON의 개방성으로 인해 다양한 

로젝트가 존재하며, 그  TOPPERS 로젝

트에서 개발된 TOPPERS/JSP커 이 표 이고 

소스가 공개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8]. 

uClinux는 보통의 Linux 커 로는 지원이 불가

능하고 메모리 리(MMU)기능이 없는 16bit 

CPU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리 스로 개발되었

다. Linux 상의 어 리 이션의 일부는 uClinux 

상에서 동작이 가능하여 풍부한 어 리 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uClinux의 특징이다[9].

H8/300H에 도입하기 한 uClinux의 문제 으

로는 부족한 내장 RAM 만으로는 커 의 기입

이 불가능하여 외부확장 RAM이 필요하다. 한 

리얼타임성이 요구되는 용도에는 합하지 않다. 

반면에 신뢰성 높은 TCP/IP 네트워크 스택의 

이용이나 Linux의 많은 소 트웨어의 재사용, 

그리고 범용 PC를 사용한 디버그의 편리성 등이 

장 이다.

Ⅲ. 통합개발보드 설계  구

1. I/O 모듈 설계

본 논문에서 구 하고자 하는 통합개발보드의 

기능은 먼  H8/3052F를 기반으로 하여 기본

인 I/O 단자를 통한 펌웨어 실습이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은 사양으로 보드를 설계 하 다. 

❏ 일본 Akizukidenshi사의 H8/3052 AE-30xx 
시리즘 마이컴 모듈 사용

❏ 로그래   디버깅을 한 SCI0(RxD, 

TxD, GND )

❏ I/O 입출력 실습을 한 Push button 4개 

 LED 8개( Port 1 Bit0~7)

❏ 16 x 2 캐릭터 LCD 구동
❏ I/O 확장용 Port A, Port B
❏ 가변 항을 통한 A/D 변환기

❏ IRQ0 , IRQ1 Button 처리
❏ NMI , Reset Button 처리
❏ 7 x 5 Dot Matrix
❏ 5V 단일 원 동작

그림 5는 기능별 설계 사양에 따라 배치된 통합

개발보드의 블록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통합개

발보드는 그림 6(a)과 같이 2개의 I/O 포트(Port 

A/B)를 확장하여 다른 장치 모듈이나 사용자가 

설계한 모듈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8개의 LED와 4개의 스 치를 이용하여 

입출력 실습을 하기 해 그림 6(b)와 같은 회로

도로 Port 2에 배치하 다. 그림 6(c)는 16 x 2 

캐릭터 LCD를 구동하기 한 제어선과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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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배치도를 나타내었으며, 한 시리얼 통신

을 통한 로그래 과 디버깅을 해 3pin 커넥

터와 USB to RS232 이블의 연결 구성을 통

해 USB 단자만으로 시리얼 통신이 가능하게 하

다.

그림 5. 통합개발보드 부품배치 블록도
Fig.5. Block diagram of IDB parts arrangement

PIN 0 PIN 2 PIN 4 PIN 6 PIN 8

PORT 
A / B 
PIN 0

PORT 
A / B 
PIN 2

PORT 
A / B 
PIN 4

PORT 
A / B 
PIN 6

원 
GND

PIN 1 PIN 3 PIN 5 PIN 7 PIN 9

PORT 
A / B 
PIN 1

PORT 
A / B 
PIN 3

PORT 
A / B 
PIN 5

PORT 
A / B 
PIN 7

원 
5V

(a) 확장형 I/O 포트 배선

(b) LED 배선

(c) 캐릭터 LCD 배선

그림 6. I/O 모듈 배선
Fig.6. I/O module wiring

2. PCB artwork  부품 실장

이와 같이 마이컴 보드, I/O 모듈  원회로 

등을 포함한 통합개발보드 회로를 Easy CAD 

툴을 이용하여 그림 7과 같이 PCB artwork를 

하 고, 링방식의 PCB 가공기를 이용하여 샘

용 보드를 제작하 다.

그림 7. PCB Artwork  가공된 기
Fig.7. PCB Artwork & processed board

 

이와 같이 가공된 기 에 모듈별 설계도에 따

라 소요되는 마이컴모듈, 항, 콘덴서, 커넥터, 

스 치, LED, LCD 등을 배치하고 납땜 등을 통

해 그림 8과 같이 H8/3052F용 통합개발보드를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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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조립된 H8/3052F 통합개발보드
Fig.8. Assembled H8/3052F IDB

그림 9. 2MB 메모리 증설 
Fig.9. Extension of 2MB DRAM

한 마이컴 모듈의 경우 기본 으로 2MB의 

DRAM이 있으나, 추후 운 체제로 uClinux의 

도입과 추가 인 응용 로그램을 고려하여 그림 

9와 같이 HM5117800시리즈 2MB DRAM을 추

가 으로 증설하 다[10].

Ⅳ. 통합개발보드 기능 테스트

완성된 H8/3052F 통합개발보드의 기능 테스트

를 해 제 로그램 등을 Flash Write 하여 

I/O 모듈별 작동 여부를 확인하 다. 소스 로

그램은 H8 GCC를 이용하여 컴 일하고, 생성된 

이미지 일은 SCI 연결 단자를 통해서 H8write 

로그램으로 개발보드의 Flash ROM에 기록하

여 작동을 확인하 다. 그림 10은 8개의 LED의 

shift 기능과 캐릭터 LCD에 ITU 타이머에 의한 

시계 표시 로그램을 실행한 결과이다.

그 밖에 가변 항기를 이용한  A/D변환기능 

 확장모듈을 통한 LED matrix의 제어 기능이 

성공 으로 실행되었다.

그림 10. 통합개발보드 기능 평가
Fig.10. The evaluation of IDB functions

 

본 연구에서는 H8/3052F 통합개발보드의 개발과 

동시에 H8/3069F 마이컴을 이용한 통합개발보드

도 설계가 진행 이며, H8/3069F 보드에 

NFS(network file system)를 통해 포 된 

uClinux를 구동한 결과 그림 11과 같이 성공 으

로 부 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uClinux-H8 

에 “thttpd”를 구동시켜 LAN 포트를 통해서 

웹서버의 동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 H8/3069F에 uClinux 설치  부
Fig.11. uClinux install & boot on H8/3069F

Ⅴ. 결 론

본 논문은 일본 르네사스사의 16bit MCU인 

H8/3052F를 기반으로 하여 LED, LED Matrix, 

스 치 등 다양한 I/O 회로, SCI를 통한 컴퓨터

와의 연결  16×2 캐릭터 LCD를 제어회로가 

포함된 통합개발보드를 설계  구 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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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 I/O 모듈 설계와, PCB artwork, PCB 

제작  부품 실장을 통해 실습용 통합개발보드

를 구 하 고, 기본 인 I/O 제어 로그램을 

통해 동작을 확인하 다. 

개발된 보드는 교육실습을 주목 으로 만든 보

드로 완 한 통합개발보드로는 아직 부족한 

이 많다. 향후 H8/3069F 마이컴을 기반으로 하

는 통합개발보드도 같이 개발 하고 모터  센

서 등의 확장형 I/O 모듈 등 하드웨어와 TRON 

 uClinux 등의 운 체제도 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앞으로 본 

연구를 통한 통합개발보드가 국내 임베디드 기

술 인력양성에 조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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