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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필립스 반도체의 최신 ARM7 CPU인 LPC2000을 사용한 데모보드의 사용설명서

입니다. 

 

보드 패키지의 구성 

1. LPC2000 데모보드 1개 – LPC2106 CPU(48핀)나  LPC2194(64핀)를 사용한 보드 

2. JTAG Debugger 1개 – Wiggler 호환 JTAG Debugger Dongle 

3. 25Pin Parallel Cable 1개 – PC의 프린터포트와 JTAG Debugger 연결용 

4. 9Pin Serial 1:1 Cable 1개 – PC의 시리얼포트와 LPC2000보드 연결용 

5. 5V DC 정전압 어탭터 1개 – LPC2000보드의 전원공급용 

6. Software CD 1장 – 사용설명서/소스/참고자료 

 

CD 내용 소개 

LPC2000 사용설명서.pdf – 이문서 

LPC2194_Circuit.pdf - LPC2000보드 회로도 

PHILIPS_MCU.OLB - Orcad용 LPC2000 라이브러리 

lpc2000_flash_utility.zip - LPC2000용 ISP(In System Programming) utility 

LPC2000 Directory – 필립스 및 기타업체에서 제공하는 LPC2000 CPU용 자료 

BW_Board_Program Directory - LPC210x or LPC2194용 Sample source 

1. LPC21xx.zip   

- BW LPC2000용 예제 소스 

- Lpc21xx.mcp는 ADS1.2 컴파일러의 프로젝트 파일 

ADS1.2 Option의 ARM Linker/ARM Fromelf의 출력화일설정에서 사용자 

PC의 디렉토리구조에 맞는 수정이 필요함. 

- Lpc21xx.eww는 EWARM 4.1 컴파일러의 워크스페이스 파일 

EWARM 4.1 Option의 Linker-Config-Linker Command file의 설정에서 

사용자 PC의 디렉토리구조에 맞는 수정이 필요함 

- main.c에 있는 #define LPC210x 문장을 주석(// or /* */)처리하면 

LPC21xx(64핀CPU)모드로, 주석처리하지 않으면 LPC210x(48핀 CPU) 

모드로 컴파일 됩니다. 

2.   Tutorial.zip 

- bw_lpc21xx_cstartup.s79, main.c, iolpc2194.h으로 구성된 따라하기 예제 

소스입니다. 이 문서의 뒷부분 IAR EWARM COMPILER 사용법에서 사용 

하는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하여.. 

 

  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RM CPU용 ASM/C Compiler가 있어야 합니다. 

ARM CPU용 컴파일러는 크게 3가지로 첫번째가 ARM사에서 만든 SDT2.51/ ADS1.2/ 

RealView이며, 두번째는 IAR사에서 만든 EWARM 4.1이며, 세번째는 GNU진영에서 만든 

GCC입니다.(위에 표기된 각각의 버전은 현재의 최신버전입니다.) 

 

 그리고 CPU의 JTAG Port를 이용한 S/W Debug(ASM/C Source level Debug)를 하기 위

해서는 컴파일러 이외에 ADW/AXD(SDT/ADS용), C-SPY(EWARM용), GDB등의 Debugger

용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필요하며, 이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하드웨어 JTAG장비가 필요합

니다.  SDT/ADS, EWARM은 상용소프트웨어이며, ADW/AXD, C-SPY등은 Option으로 판

매됩니다.  GCC나 GDB는 공개프로그램으로 Unix/Linux계열의 OS나 Cygwin을 설치한  

Windows PC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BW_LPC2000보드는 ADS/EWARM/GCC등의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 있고, 샘플소스는 

ADS1.2와 EWARM 4.1에서 컴파일 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ADS나 

EWARM을 PC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Wiggler호환 JTAG Debuger는 EWARM에 포함되어 있는 C-SPY에서 사용할 수 있

으며, ADS의 디버거 소프트웨어인 AXD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에서는 EWARM 4.1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Wiggler호환 JTAG Debugger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EWARM 설치와 함께 EWARM설치 

화면의 Install Drivers를 선택하여 Macraigor Driver를 설치하십시요. 

그리고 LPC2000 CPU의 내부에 실행코드를 Write하기 위해서는 필립스에서 제공하는 

lpc2000_flash_utility를 설치해야 합니다. lpc2000_flash_utility는 본 CD에 들어있으며, 최

신 버전은 필립스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WARM, Macraigor Driver, lpc2000_flash_utility 이 세가지 소프트웨어가 BW 

LPC2000보드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이며 기타 Text Editor, Terminal Emulator등의 보

조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컴파일러등의 소프트웨어가 모두 설치되면, CD상의  LPC21xx.zip를 적당한 디렉토리에

서 압축을 푼 후에 EWARM Workspace file인 lpc21xx.eww화일을 더블 클릭하면 

EWARM이 실행되면서 해당 화일이 열립니다. 

   

  Workspace는 여러개의 Project의 모음이고, 하나의 Project가 하나의 실행화일(코드화



일)을 만듭니다. 위의 예제 화일은 하나의 ASM File(.s79)화일과 하나의 C화일(.c)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ASM화일은 CStartUp 절차를 담고 있는 화일로, ASM화일에는 ARM CPU가 Reset되고난 

직후 0번지부터 C언어 main함수에 도달하기 이전까지 실행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main함수 실행 이전에 처리해야 할 내용중에 대표적인 내용은 ARM CPU 각각의 mode  

초기화와 각각의 모드별 Stack 영역 초기화, 메모리영역 초기화(CODE/DATA영역)등입니다. 

 

 EWARM의 Project 메뉴에서 compile, Make, Rebuld All등을 선택하면 ASM과 C코드가 

컴파일 되고 링크되어 출력화일이 debug₩exe 디렉토리에 HEX화일(.a79)로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HEX화일을 LPC2000 Flash Utility를 이용하여 LPC21xx CPU에 Write한 

후  CPU를 Reset시키면 해당 Project의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LPC2000 Flash Utility을 사용할 때는 보드의 SW를 2-3/5-6이 ON이 된 상태에서 사용

해야 하고, 일반 터미널 Emulator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W가 1-2/4-5가 ON이된 상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LPC2000 Flash Utility는 DTR핀을 이용하여 LPC2000CPU의 RESET을 인가하고, RTS핀

을 이용하여 FLASH ISP모드를 실행할것인지, Normal Booting을 할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회로 설계시에도 이부분에 유의해서 설계하십시요. 

  

 EWARM을 이용하여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때 생성된 HEX화일을 ISP 프로

그램을 통해서 CPU에 Write한후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 보드와 컴파일러/ISP프로그램의 

동작은 정상입니다. 

   

 이 이후에 SW개발은 보드와 함께 제공된 JTAG Degugger를 사용하면 고가의 JTAG 

장비없이도 C Source level Debug가 가능합니다. 

  

 JTAG Debugger의 사용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C소스를 컴파일하여 hex화일을 얻은후에 이 hex화일을 CPU에 write합니다.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의 동작을 확인합니다. 프로그래머가 구현한 내용이 그대로 동작한다면, 별도

의 디버깅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구현한 내용과 다르게 코드가 동작한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코드 실행이 프로그래머의 생각과 다르게 동작하는 이유는 프로그래머의 단순한 착오(단순

한 코딩 실수)일수도 있지만, 구현 알고리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오류내용을 파악하기 상



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하드웨어에도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PC의 Visual C 컴파일러등은 이런 경우를 위해서 상당히 강력한 디버깅 기능을 갖추고 있

지만, Embedded System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사람의 두뇌를 이용한 디버깅이나, 시리얼포

트를 이용한 문자열 프린트등의 디버깅기법등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JTAG Debug기능을 이용한다면, 기존에 PC에서 구현되었던 강력한  C언어 디버깅 

기능을 Embedded System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LPC2000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JTAG Debug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소스를 컴파일하여 HEX화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HEX화일을 Flash Utility를 사용

하여 CPU내의 Flash메모리에 Write한 후 Reset를 시켜서 실행합니다. 이 HEX화일이 프로

그래머 생각과 다르게 실행됩니다.  

 이럴 경우 먼저 PC의 프린터포트(25핀)과 JTAG Debuger를 연결한 후, JTAG Debugger

의 1번핀이 LPC2000보드의 J2의 1번핀에 연결되도록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EWARM 메뉴의 Project - Option - Linker를 선택하여 Format항목에 Debug 

information for C-SPY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서 Option메뉴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Make/Compile/Rebuld All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d79파일이 새로이 생성

됩니다. 이 .d79화일은 디버거용 실행화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79(Hex file)과 .d79(debug file)의 asm/c source파일은 동일해야 한

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a79화일을 얻은후에는 asm/c소스를 수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d79화일을 얻은후에 메뉴의 Project-Debug를 선택하면, C-SPY가 실행되며 CPU의 내부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존 Visual C++의 디버깅과 비슷하게 디버깅을 하면됩

니다. 

  STEP/Break Point/Watch등의 기능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상의 문제나 CPU Register값등

을 살펴보면서 CPU상에서 C소스의 실제 동작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류 원

인을 찾았다면, Debug모드에서 빠져나온후 소스를 수정하고, Option의 Linker Format 설정

에서 반드시 Other-Intel Extended를 선택한후 컴파일해서 .a79(HEX)화일을 생성해야 합

니다. Linker Format을 변경하지 않은채 컴파일하면 .a79화일로 생성되지 않고, .d79화일로 

생성되니 주의해야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a79화일을 CPU에 write한후에 실행시킵니

다.  프로그램 실행이 의도한대로 실행된다면 더이상의 디버깅은 필요없지만, 의도대로 실

행되지 않는다면, 다시 .d79화일을 생성해서 debug모드로 들어가서확인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IAR EWARM COMPILER 사용법과 컴파일러 회사에서 제공하

는 IAR EWARM Manual을 참조하십시요. 

 



LPC2000 Flash Utility사용방법 

 

LPC2000시리즈중에서 FLASH Memory가 내장된 CPU는 두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내장 

FLASH에 프로그램을 Write할 수 있다. 한가지는 필립스에서 제공하는 Flash utility를 사용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가지는 JTAG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JTAG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 문

서의 후반부의 WIGGLER-JTAG Cable를 이용한 FLASH WRITE 및 JTAG Debugging 방법

을 참고한다. 

 

LPC2000CPU는 Start시에 ISP모드와 사용자모드의 두가지 모드로 Reset이 진행된다. 

이 모드를 선택하는 방법은 Reset 핀이 0V에서 3.3V로 올라가는 시점의 P0.14(EINT1)핀

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 P0.14핀이 0(0V)일 때 Reset핀이 상승하면 ISP모드가 실행되

고 P0.14핀이 1(3.3V)일 때 Reset핀이 상승하면 사용자모드로 실행된다. 

사용자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Flash에 Write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ISP모드는 RS232C를 이용하여 PC에서 실행중인 Flash Utility와 교신하여 CPU내의 Flash

메모리에 write나 Read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CPU를 ISP모드로 Reset시키려면 보드상의 EINT1 SW를 누른 상태에서 RESET 

SW를 눌렀다 떼면 CPU ISP모드로 RESET된다. 

 

CPU의 FLASH메모리에 사용자의 HEX파일(컴파일러에서 나온 결과 파일)을 Write하는 절

차는 다음과 같다. 

1. PC의 시리얼포트와 보드의 시리얼 포트를 연결한다. 

2. 보드에 전원을 넣는다. 

3. LPC2000 Flash Utility를 실행한다.(Flahs Utility를 실행하기 전에 PC의 시리얼 통

신포트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종료해야 한다.) 

4. Device의 XTal Freq (KHz)영역에 보드에 달려있는 Crystal의 주파수(BW 보드에서

는 14746을 써 넣는다. 

5. Flash Utility의 ‘Read Device ID’버튼을 클릭한다. 

6.  ‘Please Reset your LPC2000 board now and then Press OK!’ 메시지가 나오면 

보드의 EINT1 SW를 누른 상태에서 RESET SW를 눌렀다 뗀다. 

7. 화면의 OK(확인)버튼을 누른다. 

8. 화면의 아래줄 왼쪽에 ‘Read Pard ID Successfully’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CPU가 

ISP모드로 진입한 상태이다. 이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보드상의 문제나 통신상

의 문제, PC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으므로 잘 확인한다. 

Successfully라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Device 영역에 Device나 Part ID, Boot  

Loader ID등이 나온다. 이제부터 Flash Utility도 ISP모드의 실행준비가  

끝난 상태이다. 



 

9. Flash Programming의 Filename을 클릭하여 Upload할 파일을 지정한다. 

10. Upload to Flash를 클릭한다. 화면 아랫줄에 진행상황이 표시된다. 

11. 보드의 Reset SW를 눌렀다 떼면, 사용자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Flash Utility사용시 유의사항 

 Read Device ID를 클릭하면 최초의 ISP연결이 시작된다. Flash에 Write를 한후에 사용자

가 보드를 Reset시키면 보드내의 사용자프로그램이 실행되지만 Flash Utility는 보드의 현

재 모드가 ISP모드인지, 사용자 모드인지 알지 못한다. 이 상태에서 Read Device ID나 

Upload To Flash를 클릭하면 보드는 ISP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Time-Out에서 설정한 시간

이 지난후에 Flash Utility가 Error 메시지를 내보낸다. 이 이후에 다시 Read Device ID를 

클릭하면 보드의 Reset을 요구한다. 이때 EINT1 SW를 누른 상태에서 Reset를 누르면 다

시 ISP 연결이 시작된다.  

Flash Utility와 보드가 모두 ISP모드일때는  Read Device ID나 Upload to Flash버튼을 아

무때나 클릭해도 관련 정보가 송수신 되지만, Flash Utility는 ISP모드이고, 보드는 사용자 

모드일때는 Flash Utility가 에러메시지를 표시한다. 그리고 Flash Utility는 곧바로 ISP모드

에서 벗어나서 최초 모드로 돌아간다. 

 

 DTR/RTS를 이용한 AUTO ISP Mode 진입 

Flash Utility의 Use DTR/RTS 옵션을 체크해 놓으면 Flash Utility가 자동으로 CPU를 ISP

모드로 Reset시킬수 있다. 사용자가 Read Device ID를 클릭하면 Flash Utility는 COM포트

의 DTR핀에0(-12V)을 출력하고  RTS핀을 0(-12V)를 출력한다. 그리고 DTR핀에

1(+12V)를 출력한다. 보드상에서 DTR을 RESET핀에, RTS핀을 P0.14(EINT1)핀에 연결(-



12~+12V를 0V~3.3V로 변환하는 회로를 통해서 연결)시키면 Flash Utility가 마음대로 

CPU의 Reset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 BW LPC2000보드는 이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아래 사진과 같이 파란색 SW가 윗쪽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DTR/RTS와 RESET/P0.14는 

끊어져 있다. 이상태에서는 Flash Utility가 DTR/RTS를 제어해도 CPU에 연결되지 않으므

로 자동으로 ISP모드로 들어갈수 없다. 파란색 SW를 사진과 반대로, 아래쪽으로 설정하면  

Flash가 CPU를 ISP모드로 들어가도록 제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동으로 EINT1 SW

와 Reset SW를 누를 필요가 없다. 

 

주의사항 – 대부분의 시리얼 통신프로그램은 DTR을 제어한다. 따라서 파란색 SW가 아랫쪽

에 있을때, 시리얼 통신프로그램을 실행하면 CPU의 Reset핀에 0(0V)가 입력되어 CPU는 

Reset이 눌러져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따라서 시리얼 통신프로그램이 실행중에 

CPU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를 방지 하기 위해서 ISP기능을 사용하지 않을때는 파

란색 스위치를 윗쪽으로 설정해 놓아야 한다. 

 



IAR EWARM COMPILER 사용법(EWARM 4.10) 

1. WORKSPACE-PROJECT만들기와 컴파일 방법 

IAR EWARM을 실행한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Startup 창이 열린다.  

이 창은 무시하고 그냥 Close를 클릭한다. 

 

그러면 왼쪽과 같은 IDE 

통합환경이 나타난다. 

이 기본화면에서 메뉴의 

File-New를 선택하면  

 

 

와 같이 새로만들기 창이 

나타난다.

  

이 새로 만들기 창에서 Workspace를 선택

하고 확인버튼 클릭한다. 

기본 화면의 메뉴 Project-Create New 

Project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온

다.  왼쪽 화면에서 Empty Project를 선택

한 후  OK클릭한다



 

 

왼쪽과 같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화면’이 나오면 적당한 저장위치와 

파일이름을 지정한후에 저장한다. 

이때의 파일이름이 프로젝트(.ewp)

파일 이름이다.

 

 

프로젝트 저장이 끝나면 왼쪽 화면과 같이 화면의 좌측에 Workspace영역에 test1이라는 

프로젝트가 생성된다 

 

여기서 메뉴의 File-Save 

Workspace를 선택하면, 오

른쪽과 같이 Workspace저

장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도 프로젝터 저장때과 마찬

가지로 적당한 위치에 적당

한 이름을 붙여서 저장한다 

 가능하면 프로젝트와 같은 

저장위치에 저장하는 것이 

좋으며, 이름은 프로젝트와 

다른편이 좋다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가질수 있다. 

 

이제 프로젝트에 소스 파일을 추

가해 보자. 워크스페이스 저장 

후의 화면은 오른쪽과 같다.. 

 

 

 

여기서 메뉴-Project-Add Files를 선택하면 파일 선택창이 나온다. 여기서 이 문서와 함께 

제공된 main.c와 bw_lpc21xx_cstartup.s79 를 선택하여 프로젝트에 추가한다.  

이 파일들에 대한 설명은 이 문서의 맨 끝에 설명한다. 화면의 워크스페이스 영역에 보면 

bw_lpc21xx_cstartup.s79와 main.c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각종 옵션을 지정할 차례이다. 

메뉴의 Project-Option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린다. 

왼쪽의  창에서 필요한 옵션들을 

모두 지정해야 한다. 

LPC2000시리즈의 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rocessor Variant를 

Core의 ARM7TDMI-S를 선택하든

지, Chip의 해당모델을 선택한다. 

LPC2000시리즈에는 FPU는 들어

있지 않다. 

 

Generate interwork Code항목은 ARM 프로세서가 실행중에 ARM모드와 Thumb모드를 교

체해서 실행할 경우에 선택하고, 한가지 모드로만 실행된다면 선택하지 않는다  

본예제에서는 ARM모드, Little Endian, 4byte Stack Align을 사용한다. 

 

 

General Option-Output Tab에서는 

Executable을, Library Configuration

에서는 Normal을 선택하고, Library 

Option은 무시해도 된다. 

 

그리고 C/C++ Compiler, Assembler, Custom Builder항목은 default값으로 가만히 둔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도 된다.) 

 

 

 

 

 

 



Linker 설정 

 

Linker Option Output창에서 

Format항목을 위화면과 같이 

intel-extended를 선택한다. 

그러면 Output file에 이름이 ‘프

로젝트이름.a79’라는 형태로 나타

난다. 

위의 예에서는 test1.a79파일이

며, 이 프로젝트를 컴파일 했을 

때 생성되는 결과 파일이다. 

 

 

그리고 Config Tab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

이 설정한다. 위의 예처럼 Override 

default program entry를 선택한후에 

Entry label에 __program_start를 지정한

다. 이 __program_start는 어셈소스나 C

소스의 블록이름으로 생성되는 binary 

image의 가장 처음부분에 위치할 블록의 

이름이다. 

. 

 그리고 List tab을 선택하여 

Generate linker listing을 체크한

다. 그리고 OK버튼을 선택한다. 



 

그러면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간다. 위 화면에서 

Project-Rebuild All (or 

Make ) 를 선택하면 컴파

일이 되고 그 결과 값이 

Log영역에 나온다. 

 

 

 

위와 같이 Errors와 warning이 없는것으로 나오면 정상이다. 

 

에러없이 컴파일이 완성되면 Debug₩exe 폴더상에 프로젝트명.a79(위의 예에서는 

test1.a79)라는 파일과 Debug₩List 폴더상에 프로젝트명.map(test1.map)파일이 생성된다.  

이제 map파일 text편집기로 열어서 가장 아랫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map을 보면 INTVEC영역은 0번지에서 있고, ICODE영역(ROM영역)은 8000번지부터 

있으며, Data영역(RAM영역)은 00100000번지부터 있으며, Stack영역(RAM영역)은 

001020ff까지 사용한다. 

이 map파일은 test1.a79파일이 사용하는 메모리의 영역구조이며, 이 영역구조는 EWARM

이 default로 제공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실제 LPC2000시리즈의 ROM영역은 0번지부터 내장Flash의 용량만큼(256Kbyte이

면 (0~3FFFF)까지 이며, RAM영역은 0x40000000부터 내장RAM영역만큼(16K Byte일경우 

SRAM일경우 0x40000000~0x40003fff)까지 이다. 

만일 LPC22xx계열의 외부메모리장착 가능한 칩을 사용한다면, 해당 메모리의 주소에 맞도

록 ROM/RAM영역을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프로그램 코드와 메모리가 위치하도록 Linker의 옵션을 수정해야 한다. 

 

이 수정은 메뉴의 Project-Option-Linker-Config에서 할수 있다. 



 

왼쪽 화면에서 Linker 

Command File의 Override 

default를 체크하고, 

Command file 

configuration tool      을 

클릭 하면 다음 화면이 나

타난다. 

 

 

위 주소영역은 EWARM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주소

영역이다.  

위와 같은 화면에서 롬영역

과 램영역을 LPC2000의 

내장메모리 주소 영역과 동

일하게 수정하여 다음과 같

이 만든다. 

 

 

 

이렇게 수정한후에 확인을 

클릭하면 파일저장창이 나

오며, 파일이름도 프로젝트

명_lnk.xcl로 기본값이 나온

다.  



 

여기서 저장버튼을 선택한

다. 

 

그러면 위화면과 같이 

Linker Command file이 수

정되었다. 

이제 OK를 선택한다. 그리

고 Project-Rebuild All을 

선택하면 컴파일이 된다. 

컴파일에러가 없는 것을 확

인하고, map파일을 보면 다

음과 같다.

 



 

 

이제 원하는 대로 메모리 영역이 지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test1.a79를 필립스에서 제공하는 시리얼포트를 이용한 ISP Utility인

LPC2000 Flash Utility를 이용하여 보드로 Download한후 보드를 reset 시키면 해당 

Image가 실행된다. 

 

 



 

Test1.a79파일은 IntelHex파일포멧으로 ISP나 JTAG을 이용하여 다운로드하는데 사용되는 

File포멧이다.  

만일 외부 ROM(or Flash)를 사용하고, 이 롬에 binary image를 ROM Writer등으로 

Write할경우에는 해당 ROM Writer 프로그램에서 Intel Hex파일포멧으로 File을 Open하거

나, hex2bin utility를 이용하여 binary파일로 변환한 후에 이 binary파일을 ROM에 Write하

면 된다.(hex2bin 프로그램은 롬라이터를 살 때 딸려 오거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

다.) 

 

 

2. WIGGLER-JTAG Cable를 이용한 FLASH 

WRITE 및 JTAG Debugging 방법 

 

LPC2000 Flash Utility를 이용하여 LPC2000에 Write하는 것은 시리얼포트를 사용하기 때

문에 상당히 귀찮고 번거롭다. 여기서는 보드와 함께 제공된 JTAG Debugger-wiggler를 

이용하여 LPC2000에 Write하는방법을 알아보자. 

Wiggler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AR EWARM을 인스톨할 때 Install Drivers을 선택하여,  

Macraigor의 ocd_dbgr.exe를 실행하여 wiggler driver를 인스톨 해야 한다. 

 

우선 앞에서의 예와 같이 컴파일하여 test1.a79파일을 만든다. 

그리고 옵션의 Debugger메

뉴에서 Setup Tab의 

Driver에서 Macraigor를 

선택하고 Device 

Description file에 사용하

는 CPU(LPC2194)를 선택

한다. 

 

 



그리고 Macraigor Tab를 

선택해서 OCD interface 

device를 Wiggler로 선택

한다. 

 

 

그리고 Download tab을 선

택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만든다. 

Flash download를 반드시 

체크하고, flash loader에서  

LPC210x계열과 LPC21xx

계열은 

FlashPhilipsLPC210x.d79

를 선택한다.  

LPC22xx계열은 

FlashPhilipsLPC2112.d79

를 선택하면된다. 

 

 

 

FlashPhilipsLPC210x.d79와 FlashPhilipsLPC2112.d79는 JTAG-SEMIHOSTING 기능을 

이용하여 C-SPY가 CPU내부 Flash에 Write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IAR사에서 제공하

는 프로그램이다. 

C:₩Program Files₩IAR Systems₩Embedded Workbench 4.0₩ARM₩config₩flash 폴더

에 있으며 C:₩Program Files₩IAR Systems₩Embedded Workbench 

4.0₩ARM₩src₩flashloader₩FlashPhilipsLPC210x에 소스가 있다. 



이제 OK를 눌러서 옵션메뉴에서 빠져나온다. 

 

그리고 보드에 전원을 넣고, PC와 Wiggler와 보드를 연결한후에 메뉴의 Project-Debug를 

선택한다.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여기서 걸리는 약간의 시간

이 실제로 C-SPY가 

FlashPhilipsLPC210x.d79

를 이용하여 test1.a79를 

내부 Flash에 Write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 화면

은 test1.a79를 LPC2000

의 내장FLASH에 Write한

후에 JTAG디버그 모드로 

진입한 화면으로 C-SPY 

Debugger의 화면이다 

 

.a79파일은 단지 HEX파일로 디버깅정보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disassembly화면만 나왔

다. 

 JTAG 디버깅을 위해서 Debugging정보를 포함한 파일을 생성한후 C-SPY를 실행하면 실

시간 소스라인 디버깅이 가능하다. 

위 화면에서 Debug 메뉴의 

Stop Debugging을 선택하

면 다시 컴파일 모드로 돌

아간다. 

여기서 JTAG Debugging을 

위해 옵션을 오른쪽과 같이 

변경한다. 

먼저 Extra Output을 오른

쪽과 같이 변경한다. 

 



 

그리고 Output을 Debug 

information for C-SPY 

format을로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기존에는 Other의 

Intel-Extended포멧이였지

만, 위에서는 Debug 

Information for C-SPY로 

링커출력포멧을 변경한다 

이렇게 Output파일과 

Extra Output파일을 지정하

면 컴파일이 될때마다 .d79

라는 디버깅 파일과 .a79라

는 Hex 파일이 생성된다. 

  

. 

그리고 Debugger의 Download Option이 지정되어 있으면, 메뉴에서 Debug 모드로 들어갈

때마다 Flash loader가 .a79파일을 CPU의 Flash에 먼저 Write를 하고, C-SPY가 .d79를 

이용하여 디버깅 모드로 들어간다. 

C-SPY에서는 .d79라는 debugging정보를 포함한 binary파일을 이용하여 소스라인 디버깅

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OK를 눌러 

옵션설정에서 나온후에 메

뉴의 Project-Debug를 선

택한다. 

그러면 프로그램 다운로드 

화면이 잠시 나온후에 다음

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이제는 Disassembly화면뿐

만 아니라 소스창까지 같이 

볼수 있다. 

 

 



여기서 메뉴 아래줄 --->

를 선택하면 CPU가 실행된

다.  

 

CPU가 실행중에는 빨간색 

손바닥만 ICON만 선택할 

수있다. 빨간색 손바닥 

ICON을 클릭하면 CPU는 

정지한다. CPU를 실행중에 

정지시키면 정지하는 지점

이 어떤 위치인지는 알수 

없다. 

CPU가 정지하면 정지한 지

점이 Source라인상에 초록

색으로 표시된다. 

 이 상태에서 각종 파란색 

화살표 아이콘을 사용하거

나 View메뉴의 각종 보기 

메뉴을 이용하여 

 

CPU의 실행사항을 모니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니터한 결과가 프로그램 당시의 의도와 다르다면 Debug 메뉴의 Stop 

Debugging을 선택하여 디버깅을 종료하고, 소스를 수정한다. 

 

더 자세한 사랑은 IAR 컴파일러 관련 문서들을 참고한다. 



 

Main.c와 bw_lpc21xx_cstartup.s79에 대한 설명 

ARM CPU는 0번지부터 32byte(8종류의 4byte명령어)는 인터럽트 벡터이다. 

 

__program_start 

  ldr pc,=?cstartup  ; Absolute jump can reach 4 GByte 

  org 0x04 

undef_handler ldr pc,=undef_handler 

  org 0x08 

swi_handler ldr pc,=swi_handler 

  org 0x0c 

prefetch_handler ldr pc,=prefetch_handler 

  org 0x10 

data_handler ldr pc,=data_handler 

  org 0x18 

irq_handler  ldr pc,=irq_handler 

  org 0x1c 

fiq_handler ldr pc,=fiq_handler 

 

‘__program_start’는 Project-Option-Linker-Config 메뉴에서 지정하는 생성될 바이너리 

Image의 최초 지점에 위치하게될 영역의 표시이다.  

Linker는 이 블록을 bin image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도록 컴파일된 모듈들을 배치한다. 

따라서 생성될 Hex file이나 Binary파일의 맨 앞부분에는 위와 같은 벡터어드레스가 위치한

다. 

 

CPU에 reset이 걸리면 CPU는 0번지에 있는 reset vector로 제어를 이동한다. 

위의 예에서는 ?cstartup이라는 곳의 주소를 CPU Register PC에 넣도록 하여 제어를 

?cstartup로 옮긴다. 

 

 

?cstartup 

   MSR cpsr_c,#0x13 

   LDR SP,=0x40000f00 

; Set SP for IRQ mode 

   MRS R0,CPSR 

   BIC R1,R0,#0x1F 



   ORR R1,R1,#0x12 

   MSR cpsr_c,R1 

   LDR SP,=0x40000a00 

   MSR cpsr_c,R0 

    

; Set SP for System mode  

   MRS R0,CPSR 

   BIC R1,R0,#0x1F 

   ORR R1,R1,#0x1F 

   MSR cpsr_c,R1 

   LDR SP,=0x40000b00 

   MSR cpsr_c,R0 

    

; Set SP of  FIQ mode  

   MRS R0,CPSR 

   BIC R1,R0,#0x1F 

   ORR R1,R1,#0x11 

   MSR cpsr_c,R1 

   LDR SP,=0x40000c00 

   MSR cpsr_c,R0 

     EXTERN  __segment_init                                           

  

        BL      __segment_init   

; Continue to ?main for more IAR specific system startup 

 

                ldr     r0,=?main         

                bx      r0 

 

?cstartup영역에서는 ARM CPU 각각의 모드(Supervisio mode, IRQ Mode, System Mode, 

FIQ Mode)에서 필요한 STACK영역을 지정한다. 이 스텍영역은 하드웨어적으로 엑세스 가

능한 SRAM영역을 할당해야 하며, 스텍영역의 용량은 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스택영역의 

용량이 프로그램 실행중에 부족하게 되면 CPU는 알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각각이 Stack 셋팅이 끝나면 IAR 컴파일러는 __segment_init라는 sub routine으로 제어를 

옮긴다.  

binary image는 크게 CODE영역과 DATA영역으로 구분할수 있으며, DATA영역은 다시 



CONSTANT영역(프로그램 실행시 수정되지 않는 영역), 초기값을 갖는 데이터영역(프로그

램 실행시 수정되는 영역), 초기값을 갖지 않는 데이터영역(프로그램 실행시 수정되는 영

역)으로 구분된다. 

컴파일된 Binary image는 코드영역, Const영역, 초기값을 갖는 데이터영역으로 이루어져 

ROM(or FLASH) Memory에 위치하며,  실행시에 롬에 있는 초기값을 갖는 데이터영역은 

실제 램의 데이터 영역으로 복사된다. 또한 초기값을 갖지 않는 램영역은 0으로 채워진다.  

이 작업을 __segment_init이라는 함수에서 모두 처리한다. 

__segment_init을 실행한후에 실제 C언어의 main함수로 제어가 이동한다. 

이 이후부터는 C언어로 구현된 코드가 실행된다. 

C소스상에서 선언된 전역변수는 초기값을 갖는 데이터영역이나, 초기값을 갖지 않는 데이터

영역에 할당되며, 함수내부에서 선언된 지역변수는 스택영역에 할당된다. 또한 함수의 Call

과 return시에 되돌아갈 위치의 주소도 스택영역에 할당된다. 

따라서 스택영역 지정시에는 이런 메모리(지역변수,함수 return address)의 용량을 잘 계산

해서 지정해야 한다. 

 

이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