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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고는 독일의 카일 8051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할 때

필요한 기술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원고이다. 컴파일러는 마이크

로프로세스 엔지니어에게 잘 알려진 IAR, Tasking, KEIL 등이 있

지만 사용방법이 윈도 환경으로 바뀌면서 항목이 많아 복잡하다.

형형색색의 컴파일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코드 Optimization이 잘

된다고 판단되는 독일의 KEIL을 주로 설명했다. 출력된 원고는

‘How to use KEIL 8051 C Compiler’라는 단행본에서 엔지니

어들이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원고의 일부를 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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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ope

소스 코드를 에러 없이 컴파일 했다면 디스코프(dScope)

를 운영해서 8051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Simulator(Simulator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작을 흉

내내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Emulator는 하드웨어 적으

로 장치의 용어로 근래에는 사용된다)를 해보자. 제품이나

상품을 개발할 때는 하드웨어 설계와 소프트웨어 설계(애

플리케이션 제작)에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여 소프트웨어

를 먼저 검증할 필요가 생길 때 Simulator를 이용한다.

또 현재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여러 사람이 개발하고 한

사람이 Marge 하는 경향이 많아 하드웨어로 동시에 검증

이 어려울 경우에 각자가 작성한 모듈을 통합개발 환경의

디스코프로 사전 점검할 때 이용한다. 카일 컴파일러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의 한 부분

인 디스코프는 내부 운영을 볼 수 있다고 해서 Simulator

를 Debug+Scope=dScope라고 한다. 이번 달에는 작

성한 애플리케이션을 디스코프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방법

에 대해 안내할 것이다.

디스코프는 카일 컴파일러 PK51이 아닌 CA51 버전에

서는 dScope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버전을 확인한

다음 안 되는 버전에서 애써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먼

저 디스코프를 운영하려면 ‘Option for Target’(   )의

‘Debug’ 항목에서 ‘Use Simulator’를 선택해야 한다.

밑에 있는 ‘Load Application at Startup’ 항목은 디스

코프를 시작할 때 자신의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이 정상적

으로 컴파일 되었을 경우) OMF 파일을 불러 올 수 있도록

선택하는 사항이므로 ‘V’자를 표시하자. 선택하지 않고 디

스코프를 실행했다면 수동으로 Load를 취하면 된다.

‘Go till main()’은 dScope를 시작한 뒤 C Source의

main() 함수에서 시작하는 것이므로 선택해 두는 것이 편

리하다. 또 컴파일하고 디스코프를 실행할 때 일련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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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스의 배치파일처럼 하여 편리하게 환경을 구축하고

싶다면 ‘Initialization File’ 항목에서 일련의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파일을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등록하면 된다.

대부분 버튼을 등록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Toolbox’ 창으

로 표시된다. 버튼을 만드는 문법은 다음과 같다.

button_label은 툴박스(Toolbox)에서 보이는 Text 문

구이며 command는 실행 명령어에 해당된다. 다음의 파

일은 ‘Toolbox’의 예제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DEFINE BUTTON “Decimal Output”,

“radix=0x0A” // 1번 버튼, 변수에 입력

DEFINE BUTTON “Show R15”, “printf (＼

"R15=%04XH＼＼n＼”)” // 5번 버튼, 함수 호출

버튼 만들기 명령어인 printf문 앞뒤에 있는 ‘＼’(한글

OS에서는 ‘\’로 표시된다)는 넣어 주어야 에러가 발생하

지 않는다. 반대로 만든 버튼을 지우기 위해서는 ‘KILL

BUTTON’ 명령어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면 된다.

Kill Button 5 // 이미 생성된 5번 버튼을 지운다.

다음의 리스트는 measure.ini 파일을 설명한 것인데

카일 디렉토리 예를 불러와 주석문을 달았다.

DEFINE BUTTON “Decimal Output”,

“radix=0x0A” // 주석문을 달아도 된다.

DEFINE BUTTON “Hex Output”, “radix=0x10”

/* 주석문을 달아도 된다. */

DEFINE BUTTON “My Status Info”, “MyStatus

()” // 함수 호출

그림 1. 버튼 예제

DEFINE BUTTON “Analog0..5V”, “analog0 ()”

// 함수 호출

DEFINE BUTTON “Show R15”, “printf (\

“R15=%04XH\\n\”)” // 함수 호출

FUNC void MyStatus (void)  {      // Command

Window에 출력된다.

printf (“=================\n”);

printf (“ Analog-Input-0:  %f\n”, ain0); // ain0의 변수

값을 화면에 디스플레이 해준다.

printf (“ Analog-Input-1:  %f\n”, ain1);

printf (“ Analog-Input-2:  %f\n”, ain2);

printf (“ Analog-Input-3:  %f\n”, ain3);

printf (“ Register (DPTR): %04X\n”, DPTR);//

레지스터 DPTR 2바이트 값을 디스플레이

printf (“ Program Counter: %06lXH\n”, $);

printf (“=================\n”);

}

FUNC void MyRegs (void)  { // 실행해 보

면 표를 예쁘게 만들어 준다.

printf (“---------- MyRegs() ----------\n”);

printf (“ R0  R1  R2  R3\n”);

printf (“ %02X  %02X  %02X  %02X\n”);

printf (“------------------------------\n”);

}

Signal void analog0 (float limit)  {// 조건을 부

여한 프로그램도 작성 가능하다.

float volts;

printf (“Analog0 (%f) entered.\n”, limit);

while (1)  {          /* forever */

volts = 0;

while (volts <= limit)  {

ain0 = volts;     /* analog input-0 */

twatch (200000);  /* 200000 Cycles Time-Break */

DEFINE BUTTON “button_label”,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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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ts += 0.1;     /* increase voltage */

}

volts = limit;

while (volts >= 0.0)  {

ain0 = volts;

twatch (200000);  /* 200000 Cycles Time-Break */

volts -= 0.1;     /* decrease voltage */

     }

   }

}

‘Option for Target’(   )의 ‘Debug’ 항목 오른쪽

‘Use’에 있는 ‘KEIL Monitor’는 Target Board에 정해

진 코드를 포팅한 뒤에 타깃을 모니터 할 수 있는 기능으로

KEIL의 dScope와 타깃이 실시간으로 RS-232를 통해

인터페이스 하는 막강한 기능을 제공해 준다. 이를 모니터

프로그램이 탑재되었다고 한다. 마이크로프로세스를 이용

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모니터를 이용하

면 별도의 MDS 장비 없이 타깃의 변수와 함수 등을 Break

Point 등을 통해 (8051의 타이머 등이 제한을 받지만) 유

용하게 개발할 수 있다. 현재 대학의 8051 마이크로프로세

스 교육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컴파일과 특별히 디자

인된 타깃 보드만 있으면 가능하다. ‘www.cpuboard.

com’의 Light Board가 이것에 해당한다.

컴파일 후 기계어를 타깃 롬에 이식하는 것을 Porting이

EIA(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TIA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의 약

어로써 1991년에 개정되었다(RS-232C의 규격은 1969

년). 표지에는 ‘Interface Between Data Terminal

Equipment and Data Circuit Terminating Equip-

ment Employing Serial Binary Data Interface’로 우

리말로 하면 ‘시리얼이진 데이터에 의한 DTE와 DCE 사이

의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가장 널리 퍼진 1969년의 표준

EIA RS-232C(이후 1986년의 RS-232D, 1991년의 RS-

라고 하는데 이때 쓰고 지우는 작업이 빈번할수록 개발 속

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모니터를 이용하면 장비를 대처하

면서 바로 개발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를 모니터에 맞게 개

발해야하고 타이머 인터럽트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으므

로 어느 정도 모니터를 이해하고 어디까지 개발할 것인가를

검토한 뒤 실행해야 한다. 모니터는 현재 마이크로 프로세

스를 배우는 초보 엔지니어나 학교의 실습용으로 그리고

Firmware를 빠르게 익히는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디스코프의 실행은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할 때 경고는 상

관없지만 에러가 없을 경우만 실행할 수 있으며 프린터 포

트에 락키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소스코드가

2K 한도의 평가 버전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자신의 컴파일

러 버전 확인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자. 디스코프는 디

버그와 스코프의 합성어로 돋보기 모양 안에 적색으로 ‘d’

라고 적혀 있는 아이콘(   )을 실행하면 된다. 디스코프를

그림 2. Options for Target Debug

232E)에 의해 보레이트를 변조하는 걸로 대체되었다. 표

준 RS-232는 양쪽 송신기(Driver)와 수신기(Receiver)

의 특징을 하고 있는데 현재가장 널리 보급된 중/저속 인터

페이스 사양이며 권장 케이블 길이는 15m 이하이다.

CCITT 권고사항의 V.24/V.28과 일본 JIS X5101과는

기능적으로 호환성이 있다. 시리얼 통신은 232외에도

20KBps 이하 속도를 가진 통신을 통칭하며 그 이상의 데

이터전송 속도는 EIA/TIA-530, EIA/TIA-560, EIA/TIA-

574를 권장한다.

알나간(EIA/TIA-232E, RS-232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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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한 뒤에는 아이콘의 활성화 된 부분이 KEIL의 실행

메뉴와 다른 것을 느낄 것이다.

활성화 된 디스코프의 아이콘 중에서 왼쪽의 적색 화살

표와 같이 있는 ‘RST’(    )는 소프트웨어적으로 Reset을

처리하는 버튼이고 다음은 ‘Run’(    ) 버튼, 그리고 그림

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실행 중에는 적색으로 나타나

는 X 표시의 ‘Stop’(    ) 버튼이 있다. 이어서 파란색 화살

표가 안쪽에 표시되어 있는 ‘One Step’(    )은 C의 한 문

장 또는 어셈블리 하나의 라인을 실행한다. 그리고 화살표

가 외부에 있고 한 블록씩 실행할 수 있는 ‘Step Over’

(    ), C 함수의 마지막까지 실행하는 ‘Step Out’(    )이

있다. 마지막 디버그 실행 아이콘은 커서가 위치 한 곳까지

실행하는 ‘Run to Course Line’(    )이다. 디버그는 눈

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알고리즘 오류를 검증하는 것이므로

꼼꼼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실 개발하는 것 보다 버그퇴치를

올바르게 해야 하는데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숙련

되게 익혀야 하며 보통 개발은 디버그 하는 기간을 개발기간

과 같은 정도로 두고 스케줄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스코를 실행하면 편집모드에서 보인 Project Win-

dow가 Register Window로 변경되는 그림 5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된다. 화면의 상단에는 풀다운 메뉴와 아

이콘이 있고 화면의 왼쪽에는 레지스터의 상태를 알 수

있는 ‘Project Window’와 오른쪽에는 소스코드인 어

셈블리 언어와 C언어 등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있다. 왼쪽

하단에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Output Window’가 있는데 Debug Command 코

드를 Text로 입력하면 실행하고 처리 결과를 화면에 디

스플레이 한다. 보다 자세한 명령어 코드는 V6.1

‘Getting Started with μVision2’의 매뉴얼 107쪽

을 참고하면 되며 약 30개의 영문 명령어가 있다. 하단

가운데 있는 ‘Watch/Call Stack’은 소스 안에 있는 변

수나 스택 영역을 살펴 볼 수 있다. 메모리 윈도우는

data, code, xdata, idata, pdata 메모리 영역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디스코프는 소스를 가상의 8051에서 운영하면서 디버

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특히 ‘View/Disas-

sembly Window’ 환경은 C 언어를 컴파일 한 뒤 어셈블

리 언어로 보여주는 윈도우 기능이며 어셈블리 환경에서

그림 7. Code Coverage

그림 3. KEIL 실행 메뉴

그림 4. KEIL 디스코프 실행 메뉴

그림 5. 디스코프 실행 화면

그림 6. Dis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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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erformance Analyzer Window 그림 9. Symbol Window

실행, 정지, Breakpoint 등을 설정할 수도 있다. 8051에

서는 C 언어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셈블리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용하면

된다. ‘View/Code Coverage’는 함수의 사용빈도와 호

출 빈도의 Time을 이용하여 효율을 측정할 수 있다. 100%

일 경우는 함수를 전부 사용한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C로 만든 소스는 함수가

코드로 되므로 코드 사이즈를 줄여야 할 때면 걱정하지 말

고 이 기능을 이용하여 점검한 뒤 숫자 값이 적은 함수를

집중적으로 줄여나가면 목적한 다운사이징을 실현할 수 있

다.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코드는 함수의 양이 코드의 양과

일치한다. 비공식적이지만 C 언어로 작성하여 A4 용지로

출력한 양이 300장일 경우 약 64K바이트의 용량이 된다.

다음은 ‘View/Performance Analyzer Window’인

데 작성된 함수를 윈도우에 등록한 후(마우스의 오른쪽 버

튼으로 함수 등록) 실행의 경과 측면에서 평가를 도표로 확

인하는 것이다. 시간의 단위는 초이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클릭한 함수의 경과된 시간을 나타낸다. 4개의 등록된

함수 중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할수록 Timer0_Check

함수가 다른 함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8051 Timer Interrupt를 10㎳마다 한번씩

System Tick으로 동작되게 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View/Symbol Window’는 변수, 함수 등의

Symbol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 모든 소스 코드에서

사용된 Symbol을 확인할 수 있다. ‘X’는 xdata 영역, ‘C’

는 code 영역을 나타내고 ‘Name’ 항목은 함수나 변수의

이름, 그리고 ‘Type’는 변수 Type 또는 함수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오른쪽은 Serial Port로 출력되는 결과를 볼 수

있는 윈도우로 활용되기도 하고 시리얼을 통해 입력을 실행

할 때도 이용된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자동으

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해진 클록에서 비동기 통신의 속도를

규칙에 의해 설정해 주어야 올바른 출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9의 예는 SBUF를 통해 출력된 내용을 보여준다.

디스코프에는 8051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흉내낼 때 변

수와 스택의 영역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실행은 ‘View/

RS-232 포트는 손쉽게 윈도우의 하이퍼터미널과 연결

하여 PC와 Target Board, PC와 PC, 심지어 Target

Board 끼리도 통신한다. 그라운드 전위를 기준으로 RX,

TX의 상대 전압차를 이용하여 통신하므로 선로의 임피

던스(교류저항) 문제로 먼 거리 통신에는 적합하지 못하

다. 통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신 케이블은 상대적으로

짧아야 하며 저속일수록 길게 할 수 있다. 특히 커넥터를

체결할 경우 주의해야 하는데 5번 핀에 전원의 그라운드

가 연결되어 있어 상대측 접지(frame Ground)가 불안

하므로 전압 차이로 인해 PC나 Target보드의 232 드라

이버가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결하고 결

합을 해제 할 경우는 한쪽 또는 양쪽 보드의 전원을 반드

시 끄고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노이즈 문제는 통신 속도

가 빠를수록, 선로가 불안할수록 증가하므로 실드를 취하

는 것이 좋다. 이때 실드는 232 커넥터의 양측 모두에서

프레임 그라운드 처리하지 말고 한쪽에만 새시나 전기적

그라운드에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알나간(RS-232 통신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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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 Call Window’를 선택하면 Local, Watch#1,

Watch#2, Call Stack의 변수를 관찰할 수 있는 윈도우

가 나오게 된다. Local(지역변수)은 함수 내에서 정의된

변수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때 사용되고 Watch1, 2 윈도

우는 변수이름으로 직접 등록하면 관찰이 가능하므로 전역

변수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택은 PUSH, POP

으로 명령 처리된 스택영역을 관찰할 수 있다. 인터럽트 처

리에서 발생한 스택도 무리 없이 관찰이 가능하므로 Timer

등의 오류를 발견할 때 좋은 도구가 된다. Watch 윈도에

서 실행 중에 실시간으로 변수 값을 관찰하고 싶으면 ‘View/

Periodic Window Update’를 선택하여 주기적으로 변

수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View/Memory

Window’를 선택하면 4개의 세부 창으로 data, idata,

xdata, code 등의 메모리 영역을 관찰할 수 있음으로

Address 항목에 보고자 하는 메모리의 머리글자를 입력

한 뒤 콜론(‘:’)으로 구분하고 어드레스를 넣으면 된다. 이

때 Hex 값으로 입력을 원한다면 ‘0X’를 먼저 입력한  뒤 4

자리의 숫자를 이어서 넣으면 해당 어드레스 이후의 영역

이 화면 가득 나온다. 디스플레이 단위를 변경하려면 메모

리 윈도우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 Char, ASCII,

Double 등으로 선택하여 Display 형식을 변경한다.

Memory#1∼#4까지는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의 값을 표

시할 수 있지만 외부 메모리나 Memory Mapped I/O로

되어 있는 외부 인터페이스 장치의 변수는 변경되지 않으

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단지 소프트웨어 적으로

구성한 Memory Mapped I/O 영역이 변하게 된다.

디스코프는 외부 장치의 설정상태와 결과 값을 볼 수 있

으며 시뮬레이터 중간에 특정 값을 변경할 수도 있다. 메뉴

‘Peripheral’ 부분에 보면 인터럽트 실행, 우선 순위 설정,

벡터 등을 볼 수 있는 ‘Interrupt’ 항목과 Port0∼3까지

의 포트의 입₩출력 값과 비트 선택이 가능한 ‘IO-Ports’가

있다. 포트확인에서 ‘V’ 표시는 1을, 없으면 0을 나타낸다.

‘Serial’은 Serial 0과 Serial 1의 설정 상태를 나타내므

로 Serial Mode와 SCON, SMOD 등의 값을 확인 할 수

있어 한눈에 볼 수 있다. ‘Timer/Count’는 타이머 혹은

카운터로 사용하는 Multi Processor 개념의 8051 포트

설정상태와 해당되는 레지스터의 설정 값을 보여 주며 프

로그램에서 제어되지 않더라도 디버그 상황에서 직접 값을

변경할 수 있다. 또 마이크로프로세스에 따라 있을 수 있는

‘Watchdog’ Timer 설정도 볼 수 있다. 마지막의 ‘Clock

Control’은 8051 MPU의 특별한 모드를 반영한 것인데

외부 클록의 분주 설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10. Serial Port Window

그림 11. watch window

그림 12. Memory Window

그림 13. 8051 장치의 설정 wind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