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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컨트롤러 인터럽트를 사용한 임베디드시스템의

다중 상태기계 모델링 기반 구현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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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많은 주변장치와 인터페이스 되는 단일칩 마이크로컨트롤러로 구현되는 임베디드시스템을

인터럽트를 사용하여 다중 유한상태기계로 모델링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다중 상태기계 모델은

하드웨어설계에 사용되는 FSMD 구조와 인터럽트에 의한 흐름제어 특징을 이용한다. 주 프로그램은 주상태

기계에 대응하고, 부상태기계는 인터럽트 서비스루틴에 대응한다. 따라서 주변장치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

는 부상태기계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 유한상태기계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요청과 응답 변수를 사용한다.

주상태기계와 부상태기계 사이의 콘텍스트 스위칭은 인터럽트에 의한 하드웨어 흐름제어로 대치될 수 있어

별도의 운영체제가 필요하지 않다. ASM 차트를 사용하여 다중 유한상태기계로 모델링된 임베디드시스템은

C언어 프로그램으로 변환시켜 쉽게 구현될 수 있다. 이 구현 방법은 모델링이 구체적고 부상태기계에서

인터럽트에 신속히 반응할 수 있어 하드웨어가 많이 사용되는 내장형시스템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An Embedded Systems Implementation Technique based on Multiple

Finite State Machine Modeling using Microcontroller Interru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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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technique to implement embedded systems using interrupts of the one-chip

microcontroller with many peripherals based on a multiple finite state machines model. The multiple

finite state machine model utilizes the structure of FSMD used for hardware design and the features

of flow control by interrupts. The main finite state machine corresponds to the main program and the

sub-state machines corresponds to the interrupt subroutines. Therefore, interrupts from the peripherals

can be processed immediately in the sub-state machines. The request and reply variables are used to

interface between the finite state machines. Additional operating system is not necessary for the context

switching between the main state machine and the sub-state machine, because the flow-control caused

by interrupt can be replaced with the switching. An embedded system modeled on multiple finite state

machine with ASM charts can be easily implemented by the conversion of ASM charts into C-language

programs. This implementation technique can be easily adopted to the hardware oriented embedded

systems because of the detail description of the model and the fast response to the interrupt events

in the sub-state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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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한 임베디드시스템 하드웨

어 구성

1. 서 론

산업, 가전, 의료 등의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

한 여러 분야에서 하드웨어 의존성 높은 임베디드시

스템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다. 임베디드시스템 처리

장치로는 단일칩 마이크로컨트롤러가 많이 사용되

고 있다. 최근 성능이 높아진 마이크로컨트롤러 혹은

SoC 형태의 마이크로컨트롤러 단일 칩 안에는 CPU

코어 외에 프로그램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 그리고

인터럽트 기능을 갖는 다양한 주변장치 등을 내장하

고 있다[1,2]. 그림 1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한

임베디드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인터럽트 기능을 갖는 내장된 주변장치 외에

별도로 필요한 주변장치를 마이크로컨트롤러 외부

에 연결하여 임베디드시스템 하드웨어가 구성된다.

구성된 하드웨어를 임베디드시스템 목적에 맞게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메모리

에 다운로드 시켜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 방법으로는

동작을 플로차트로 그래픽하게 도식화하여 기술한

후 프로그램으로 옮겨야 사용하므로 코드 변환이 중

요하다[3]. 플로차트는 동작을 직관적으로 기술하기

용이하지만 구체적인 기술이 쉽지 않다. 플로차트에

서 자동 코드변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알고리즘 기술보다 단순한 코드 변한에 치

중되고 있다[4]. 반면 유한상태기계를 이용하면 시스

템에 대한 동작과 테스트를 위한 기술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5,6]. 그러

나 대부분 단일 유한상태기계에 기반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7]. 마이크로컨트롤러 내부와 외부에

많은 하드웨어 주변장치가 연결된 임베디드시스템

은 주변장치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그

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단일 유한상태기계

를 사용하는 임베디드시스템은 사건 처리 상태로 천

이된 후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시간지

연이 있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 의존적인 임베디드시스

템에서 인터럽트를 이용한 다중 유한상태기계 기반

임베디드시스템 구현 기법을 제안한다. 마이크로컨

트롤러 명령어의 실행 흐름은 리셋에서 시작되는 주

프로그램 실행 흐름과 인터럽트 발생에 의한 인터럽

트 서비스루틴의 실행 흐름이 있다. 인터럽트로 프로

그램의 흐름제어가 하드웨어적으로 변경되고 주변

장치와 관련된 조건변수를 갱신시킬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하여 임베디드시스템 작업을 다중화된 유한상

태기계로 모델링하고 각 유한상태기계의 동작을 기

술한 후 프로그램으로 변환한다. 주 프로그램은 주상

태기계로 모델링하고 인터럽트 서비스루틴은 부상

태기계로 모델링한다. 주상태기계와 부상태기계 사

이는 변수를 이용하여 요청과 응답형식으로 인터페

이스 한다. 각 유한상태기계는 ASM(Algorithm

State Machine) 차트로 기술된 후 프로그램으로 변

환된다. 2장에서는 임베디드시스템의 인터럽트 기반

다중 유한상태기계 모델링과 마이크로컨트롤러 대

응 동작을 다룬 후 다중 유한상태기계의 프로그램

변환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센서 인터럽트와 타이

머 인터럽트에 의해 동작되는 리프트 시스템으로 적

용사례를 다룬다.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인터럽트를 이용한 임베디드시스템의 다중

유한상태기계 모델링과 프로그램 변환

2.1 연구 배경

임베디드시스템은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디지털시스템을 내장시켜 타깃 장치를 목적에 맞게

제어한다. 다양한 주변장치를 단일 칩에 포함시킨 마

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면 소형화, 개발시간 단축

등 여러 장점을 갖는다. 마이크로컨트롤러에는 인터

럽트 기능을 갖는 다양한 주변장치를 내장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에 인터럽트와 연동된 주변장치를

추가로 연결할 수 있어 하드웨어 의존적인 임베디드

시스템 구현이 용이하다. 주변장치에서 발생하는 인

터럽트는 주변장치의 사건발생을 하드웨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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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터럽트 발생으로 갱신되는 조건변수에 의한 상태

천이 그림 3. 유한상태기계로 표현한 FSMD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신호다.

단일 유한상태기계 모형에서 주변장치로부터 인

터럽트가 발생하면 관련된 조건변수를 갱신하고 그

변수를 검사하는 상태로 천이한 후에야 갱신된 변수

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림 2는 상태 A에서

사용되는 조건변수1이 상태 C인 상황에서 인터럽트

에 의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상태 C를 거쳐 상태

A로 도달될 때까지 갱신된 조건변수1은 시스템에 반

영되지 못한다. 단일 유한상태기계 모형에서는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의 발생 시점과 유한상

태기계 적용 시점 사이에 시간지연이 길어질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임베디드시스템 환경에서

제약을 갖는다.

인터럽트 사건발생에 대한 응답을 담당하는 별도

의 유한상태기계를 갖는 다중 유한상태기계 방법으

로 임베디드시스템을 설계하면 시스템 작업을 여러

곳에서 다중으로 수행 할 수 있어 사건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다. 그런데, 일반적으

로 임베디드시스템에서 다중 유한상태기계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부가의 일반 운영체제 혹은 실시간

운영체제가 필요하다[8,9]. 단일칩 마이크로컨트롤

러로 구성된 하드웨어 의존적인 임베디드시스템에

서 주변장치 사건발생에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 인

터럽트와 연동된 다중 유한상태기계 모형에 의한 구

현 기법을 제안한다. 인터럽트는 하드웨어적으로 프

로그램의 흐름을 변경시킨다[10]. 제안하는 다중 유

한상태기계 모형은 주상태기계와 부상태기계로 구

성된다. 인터럽트로 주상태기계에서 부상태기계로

스위칭되게 하여 다중 유한상태기계를 부가의 운영

체제 없이 사건에 신속히 응답할 수 있는 하드웨어

의존성 높은 임베디드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인터

럽트가 발생되면 주상태기계에서 부상태기계로 하

드웨어적으로 스위칭되고, 인터럽트 서비스루틴이

종료하면 주상태기계로 다시 스위칭된다. 따라서, 주

변장치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부상태

기계의 상태에 따라 장치제어와 상태 천이가 가능하

게 된다. 주상태기계와 부상태기계 사이의 정보교환

은 유한상태기계 사이에 공유하는 변수에 대한 읽기

와 쓰기로 이루어진다.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한 행위기술(behavioral de-

scription)은 합성절차에 의해 데이터경로(datapath)

와 제어부(controller)를 포함하는 레지스터 전송수

준(RTL)의 하드웨어로 변환된다[11]. 하드웨어는

FSMD(Finite State Machines with Data Path)로 정

의하여 설계될 수 있으며 제어부는 유한상태기계로

변환되고 데이터경로를 통해 신호가 메모리(레지스

터) 사이를 오가며 연산된다[11]. FSMD는 <Q, q0,

I , V, O, f, h>로 정의될 수 있고, Q = {q0, q1, ...,

qn} 인 유한한 제어 상태 집합, q0 ∈ Q 인 초기 상태,

I 는 원시 입력신호 집합, V는 저장 변수 집합, O는

원시 출력신호 집합, f는 상태천이 함수, h 는 출력신

호와 저장 변수에 대한 연산 함수를 나타낸다.[12].

그림 3은 FSMD를 클록에 동기되어 작동하는 유한

상태기계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FSMD는 하드웨어 시스템 행위를 신호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정의한 표현이다. 유한상태기계는 입력

장치에서 입력되는 원시 입력신호 I, 출력장치로 출

력되는 원시 출력신호 O, 메모리와 입출력되는 V 신

호와 인터페이스하는 제어동작을 수행한다. 그림 1

과 같이 다양한 주변장치를 포함한 단일칩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수행되는 시스템 행위도 FSMD 개념

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4는 그림 1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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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원칩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한시스템의 단일 유한

상태기계 기반 FSMD 모델링
그림 5. 인터럽트를 이용한 다중유한상태기계로 모델링된 임

베디드시스템

단일칩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한 임베디드시스템

구성을 단일 유한상태기계를 사용한 FSMD 형식으

로 모델링한 것이다[13]. 장치입력신호는 I , 장치제

어신호는 O, 그리고 데이터메모리, 내부장치 메모리,

외부장치 메모리에 대한 데이터 입출력은 V에 대한

입출력 신호에 대응된다. 인터럽트서비스 루틴은 메

모리에 있는 변수를 갱신하거나 특정 입출력 함수동

작을 수행한다. 인터럽트 발생으로 갱신된 변수가 제

어프로그램인 유한상태기계에서 반영되기 위해서는

변수가 사용되는 상태까지 천이되어야 하므로 시간

지연이 있게 된다.

2.2 인터럽트기반 다중 유한상태기계 모델링과 마이

크로컨트롤러 동작

최근 다양한 주변장치를 내장한 단일칩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많은 하드웨어 인터럽트 기능을 갖고 있

어 하드웨어 구성이 간단하고 프로그래밍으로 구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런 단일칩 마이크로컨트롤러

상에서 임베디드시스템 작업을 하드웨어 설계방법

에 이용되는 FSMD 구조를 적용하여 다중 유한상태

기계 모형으로 구현할 수 있다.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시작되면 실행되는 주프로그램을 FSMD 구조의 주

상태기계로 대응시키고 인터럽트 발생으로 동작하

는 인터럽트 서비스루틴을 FSMD 구조의 부상태기

계로 대응시킨다. 임베디드시스템을 주상태기계와

부상태기계로 동작하는 다중 유한상태기계 작업으

로 분할 구성하고 유한상태기계 사이는 저장 변수로

인터페이스하여 모델링할 수 있다. 그림 5는 그림 1

의 임베디드시스템을 다중 유한상태기계로 모델링

한 것이다. 주상태기계는 시스템 동작을 총괄 제어하

는 동기식 유한상태기계로 설계하고, 인터럽트 서비

스루틴을 기반으로 하는 부상태기계는 주변장치의

신호발생에 의한 비동기식 유한상태기계로 설계한

다. 부상태기계는 인터럽트 서비스루틴을 기반으로

설계되므로 제안되는 다중 유한상태기계 모형은 인

터럽트에 신속히 반응할 수 있어 하드웨어 의존적인

임베디드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IC 설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ASM 차트로 유한상

태기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임베디드시스템을

다중 유한상태기계로 모델링할 수 있다. ASM 차트

로 설계된 다중 유한상태의 임베디드시스템은 C-언

어 프로그램으로 쉽게 변환될 수 있다. 주상태기계

혹은 부상태기계의 유한상태기계는 상태를 천이하

면서 주변장치 혹은 메모리 저장 변수와 데이터를

입출력하며 동작한다. 주상태기계와 부상태기계 사

이의 실행흐름은 주변장치에 의한 하드웨어 인터럽

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혹은 타이머 인터럽트에 의

해 스위칭된다. 일반 운영체제 콘텍스트 스위칭에서

는 복귀시킬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복원해

야 하지만, 제안하는 다중 유한상태기계 모델에서는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럽트 발생에 의한 하

드웨어 흐름제어로 처리된다. 그림 3의 FSMD 구조

로 모델링 되는 유한상태기계는 상태변수 Q 만의 정

보를 가지므로, C-언어로 구현할 때 상태변수를 전

역변수 혹은 정적변수로 선언하면 별도의 저장과 복

원없이 스위칭된다. 다만, 인터럽트에 의해 스위칭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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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상태기계

입출력신호와 스위칭
마이크로컨트롤러 대응 동작

Q Ÿ 상태기계에 선언되는 상태변수

q0 Ÿ 상태변수 초기화

I Ÿ 내외부장치 신호

V

Ÿ 메모리에 선언되는 변수

- 유한상태기계에서만 참조하는 변수

- 유한상태기계 사이의 인터페이스 변수

O Ÿ 내외부장치 출력신호

f
Ÿ 현재상태에서 내외부장치 신호와 저장변수를 읽어 다음상태를 결정한 후 상태

변수에 쓰기

h
Ÿ 현재상태에서 내외부장치 신호와 저장변수를 읽어 연산한 결과를 내외부장치

에 출력하거나 저장변수에 쓰기

주상태기계에서

부상태기계로 스위칭

Ÿ 인터럽트에 의해 부상태기계 실행

- 주변장치의 하드웨어 인터럽트

-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 주기적인 타이머 인터럽트

부상태기계에서

주상태기계로 스위칭
Ÿ 인터럽트 서비스루틴 종료

표 1. FSMD 구성요소와 스위칭에 대한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대응 동작

때 컴파일러의 최적화로 결정된 레지스터가 자동으

로 저장되고 복원된다. 표 1은 그림 5와 같이 다중

유한상태기계로 모델링 되는 임베디드시스템에서

유한상태기계의 입출력 신호와 스위칭에 대응되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동작을 나타낸다. 부상태기계

는 인터럽트에 의해 시작되므로 ASM 차트로 설계

된 부상태기계의 원활한 동작을 위한 설계규칙이 필

요하다.

2.3 주상태기계와 부상태기계 ASM 차트 설계

그림 5에서 주상태기계는 마이크로컨트롤러 내부

와 외부의 변수 메모리 그리고 내부장치와 외부장치

에 연결된 입출력 신호와 함께 그림 3의 FSMD 구성

을 갖는다. 주상태기계는 인터럽트 서비스루틴이 실

행되지 않을 경우 항상 프로그램 실행 제어권을 갖게

되므로 반복적으로 상태천이 개시를 위한 조건변수

를 검사한다. 주상태기계는 여러 개의 부상태기계를

총괄하도록 설계한다. 부상태기계는 아래의 규칙에

따라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상태천이 개시를 위한

조건변수를 검사한다. 부상태기계는 주상태기계 혹

은 다른 부상태기계와 변수를 이용하여 인터페이스

하면서 하드웨어 의존적인 작업을 담당하도록 설계

한다. 인터럽트에 의해 스위칭되는 부상태기계는 아

래 규칙에 따라 ASM 차트로 설계한다.

(규칙 1) 부상태기계는 인터럽트 발생에 의해 스

위칭되어 실행한다. 인터럽트는 하드웨어 인터럽트

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사용한다.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타이머를 포함한 주변장치

작동 결과에 따라 발생하여 하드웨어와 관계된 변수

를 갱신하고 부상태기계가 실행된다. 소프트웨어 인

터럽트는 주상태기계에서 부상태기계의 조건변수를

갱신하고 부상태기계로 스위칭이 필요할 때 사용한

다. 부상태기계가 실행중일 때 부상태기계가 중복실

행되지 않도록 인터럽트 발생을 비활성화 시킨다. 주

기적으로 부상태기계로의 스위칭이 필요한 경우 하

드웨어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한다.

(규칙 2) 상태천이 개시를 결정하는 조건변수는

인터럽트가 발생될 때 검사되고, 한 번의 인터럽트로

한 번의 상태천이를 한다.

인터럽트 서비스루틴 진입 후 상태천이 개시 조건

변수가 만족되면 한 번의 상태천이만 수행한 후 인터

럽트 서비스루틴을 종료하고 주상태기계로 복귀한

다. 그림 6은 ASM 차트로 표현된 부상태기계다. 상

태천이 개시를 위해 최초로 검사되는 조건변수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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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SM 차트로 표현된 부상태기계

건변수3, 조건변수4는 인터럽트와 연동되어 갱신되

어야 한다. 인터럽트와 연동되어 갱신되는 경우는 내

장된 하드웨어 발생으로 갱신되는 조건변수, 소프트

웨어 인터럽트 발생전 갱신되는 조건변수, 주기적인

타이머 인터럽트 발생 전에 갱신되는 조건변수가 있

을 수 있다. 상태 A에서 검사되는 조건변수2는 조건

변수1 뒤에 검사되므로 인터럽트와 상관없이 갱신되

어도 된다.

(규칙 3) 상태천이 개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로는 현재상태로 향하게 하고 조건출력상자를 놓

지 않는다. 상태상자에서는 출력동작을 하지 않는다.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규칙 2)에 의해 상

태천이 개시를 위한 조건변수를 검사할 수 없어 천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천이조건이 만족되지 않

는 상태천이 방향은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 이 때 출

력동작도 없어야 하므로 상태천이 개시 조건을 만족

하지 못하는 경로에는 조건출력상자를 사용하지 않

고, 상태상자 안에도 출력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림

6의 상태 A에서 상태 B로 천이될 때 조건변수3을

(규칙 3)에 맞게 설정하고 인터럽트 서비스루틴을 종

료한다.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 까지 상태 B에서 자신

의 현재상태 B로 출력없이 천이되는 상황을 유지시

킨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부상태기계는 상태천이

개시 조건변수3을 검사하여 상태 B에서 다른 상태로

천이될 수 있다.

(규칙 4) 주상태기계와 부상태기계는 저장 변수로

요청응답 인터페이스 한다.

부상태기계가 갱신한 인터페이스 변수는 부상태

기계가 종료되면 주상태기계가 실행되면서 해당 변

수를 사용한다. 주상태기계가 갱신한 인터페이스 변

수는 부상태기계의 상태천이 개시 조건변수인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상태천이 개시 조건변

수가 아닌 경우 다른 조건변수에 의해 부상태기계가

상태를 천이할 때 인터페이스 변수가 사용된다. 상태

천이 개시 조건변수인 경우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로

부상태기계를 실행시키거나 타이머 인터럽트에서

주기적으로 부상태기계를 실행시켜 갱신된 조건변

수를 검사하게 한다.

(규칙 1)에 따라 설계되는 다중상태기계는 인터럽

트 서비스루틴 실행과 함께 부상태기계로 진입되면

서 스위칭되므로 별도의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않는

다. 인터럽트 발생에 의해 진입된 부상태기계에서 검

사되는 조건변수에 의해 부상태기계는 상태를 천이

하면서 필요한 작업을 즉시 수행할 수 있어 다중 유

한상태기계 상에서 인터럽트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 주변장치가 많이 사용되는 하드웨어 의존적인

임베디드시스템에 적용하여 신속하게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규칙 2)에 따라 설계되는 상태천이 개시

조건변수는 부상태기계가 실행되어야 검사될 수 있

다. ASM 차트에서 상태천이 개시 조건변수는 상태

상자에서 처음 분기되는 결정상자에서 사용된다. 하

드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서 상태천이 개시 조건

변수를 갱신하고 곧바로 부상태기계를 실행시킨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주상태기계에서 갱신하는

인터페이스 변수가 부상태기계의 상태천이 개시 조

건변수 일 때 사용한다. 주상태기계는 실행시킬 부상

태기계를 지정하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유발시

켜 그 부상태기계를 실행시킨다. 다른 방법으로 타이

머 인터럽트에서 주기적으로 부상태기계를 실행시

켜 갱신되는 상태천이 개시 조건변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규칙 3)에 따라 설계되는 부상태기계는 인

터럽트가 없으면 실행되지 않으므로 상태상자에서

는 출력동작을 않게 하고, 상태천이 개시 조건변수를

만족하지 않은 경로는 조건출력상자 없이 현재상태

로 향하게 한다. (규칙 4)에 따라 주상태기계와 부상

태기계 사이에 인터페이스하며 작업을 수행할 때 프

로그램 제어권을 많이 갖는 주상태기계에서는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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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1){
   switch(state){
     ...
     case STATEx:
        상태상자 출력문
        if( 조건상자 조건문){
           조건출력상자 출력문
           state = STATEy;
        }else
           state = STATEz;
        break;
    ...
   }
}

switch(state){
  ...
  case STATEx:
     상태상자 출력문
     if( 조건상자 조건문){
        조건출력상자 출력문
        state = STATEy;
     }else
        state = STATEz;
     break;
 ...
}

(a) ASM 차트 (b) 주상태기계로 변환된 프로그램 (c) 부상태기계로 변환된 프로그램

그림 7. ASM 차트의 C언어 프로그램 변환

ISR(HW1_vect)

{

    hw1_variable = DEVICE_REG;

    sub_state_machine[HW1]();

}

(a) 하드웨어 인터럽트에 의한 스위칭

ISR(SW_vect)

{

    sub_state_machine[switch_ssm]();

}

(b)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 의한 스위칭

그림 8. 하드웨어 인터럽트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 의한 부

상태기계로 스위칭

량이 많은 작업을 실행하게 하고, 부상태기계에서는

짧게 수행되는 하드웨어 의존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한다.

2.4 ASM 차트를 이용한 다중 유한상태기계 모형의

프로그램 변환

다중 유한상태기계로 모델링 되는 임베디드시스

템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ASM 차트는 VLSI 하드웨어를 구현

할 때 유한상태기계를 그래픽하게 기술하는 방법으

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14].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중 유한상태기계의 각 유한상태기계를 ASM 차트

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프로그램으로 변환될 수 있

다. ASM 차트는 상태상자, 결정상자, 조건출력상자

의 요소로 구성되므로 각 구성요소를 대응되는 C언

어의 구문으로 치환하면 프로그램으로 쉽게 변환

된다.

리셋과 함께 시작되는 주상태기계를 기술한 ASM

차트는 C언어의 while(1) 무한 반복문 안에서 상태

상자는 switch-case 문에서 상태변수로 분기시키고,

조건상자는 분기된 상태 위치에서 놓여지는 if 문에

해당된다. 조건출력상자 명령은 if 조건식의 참 혹은

거짓에 따라 실행되는 명령에 해당된다. 다음 상태로

천이되는 화살표는 if 문의 마지막 위치에서 상태변

수에 새로운 상태 값을 할당하는 동작으로 대응된다

[13]. 그림 7(a)에 해당되는 ASM 차트는 주상태기계

인 경우 그림 7(b)와 같이 변환되고 부상태기계인 경

우 그림 7(c)와 같이 C언어 프로그램으로 변환된다.

주상태기계의 while(1) 반복문이 1회 반복하는 것

은 FSMD 내의 동기식 유한상태기계의 1회의 동기

클록 발생과 대응된다. 부상태기계가 실행되면 (규

칙 2)와 같이 한 번의 상태천이만 되어야 하므로 그

림 7(c)에서 반복문을 갖지 않는다. 인터럽트 발생은

비동기 순차회로에 대응되는 부상태기계의 상태천

이 개시 신호가 활성화 된 것에 해당된다. 인터럽트

가 발생하면 주상태기계의 실행이 잠시 정지하고 인

터럽트 서비스루틴이 실행되면서 부상태기계로 스

위칭된다.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발생되어 HW1 번호

를 갖는 부상태기계로 스위칭하는 경우는 그림 8(a)

와 같이 인터럽트 서비스루틴에서 주변장치와 관련

된 변수를 갱신시킨 후 해당 부상태기계를 호출한다.

주상태기계에서 부상태기계로 스위칭시킬 때는 주

상태기계가 스위칭을 원하는 부상태기계 번호를

switch_ssm 변수에 기록한 후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를 유발한다. 그림 8(b)의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서비

스루틴은 기록된 switch_ssm 번호의 부상태기계를

실행시킨다.

부상태기계의 상태천이 개시 조건변수가 인터럽

트에 의해 갱신되지 않는 경우 타이머 인터럽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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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M 아이디의 부상태기계 실행 설정

ISR(TIMER_vect)
{
    ...
    if( timer_switch_ssm[SSM] == TRUE)
        sub_state_machine[SSM]();
    ...
}

(b) 타이머 인터럽트에서 활성화된 부상태기계 실행

그림 9. 타이머 인터럽트에 의한 주기적인 부상태기계로 스

위칭

그림 10. 인터럽트 기반의 다중 상태기계 모형으로 설계된 리프트 시스템 구성도

부상태기계를 주기적으로 실행시켜 변수의 갱신을

검사할 수 있다. 그림 9는 timer_switch_ssm[] 배열

을 사용하여 부상태기계에서 주기적인 실행여부를

설정하고 타이머 인터럽트에서 실행시키는 방법을

나나내고 있다. 그림 9(a)는 부상태기계의 조건결정

상자에서 SSM 아이디를 갖는 부상태기계 실행을 위

해 timer_switch_ssm[SSM]을 활성화로 시킨다. 상

태천이 개시 조건변수가 만족되어 상태 천이가 시작

되면 타이머 인터럽트에서 부상태기계를 실행시키

지 않아도 되므로 조건출력상자에서 비활성화 시킨

다. 그림 9(b}와 같이 주기적으로 실행되는 타이머

인터럽트 서비스루틴에서는 부상태기계 실행을 판

단하는 배열의 timer_switch_ssm[SSM]값이 활성

화 되어있으면 해당 부상태기계를 실행시킨다.

3. 적용사례 및 측정결과

그림 10은 2층을 오가는 리프트 모형시스템에 대

하여 제안한 인터럽트 기반의 다중 상태기계 모형으

로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도다. 호스트는 주상태

기계에 직렬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어 리프트를 1층

혹은 2층으로 이동하는 명령과 리프트 상태를 관찰

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리프트 이동명령인

경우 내장된 PWM 파형발생장치로 모터의 상승 혹

은 하강을 위한 동작을 하고, 각 층의 부상태기계에

서 리프트 도착을 감지하여 필요한 동작을 하도록

요청한다. 리프트 관찰 명령인 경우 부상태기계에서

갱신한 인터페이스 변수를 이용하여 리프트 상태를

호스트에 전달한다. 각 부상태기계는 주상태기계의

요청에 따라 1층과 2층 센서에서 외부인터럽트로 리

프트 도착을 감지하면 즉시 모터를 정지 시키고 문을

여닫으며 진행 중인 작업 상황을 인터페이스 변수로

주상태기계에 알린다. 문을 여닫을 때 필요한 지연시

간은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한다.

그림 11(a)는 주상태기계에 대한 ASM 차트를 나

태내고 있다. 주상태기계가 FLOOR1 상태일 때 1층

부상태기계가 req_rep[F1] 인터페이스 변수를

WAITING에서 다르게 갱신했다면 리프트가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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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1){
switch(main_state){
case FLOOR1:

if( req_rep[F1] != WAITING)
lift = F1;
if( !strcmp(command, "STATUS") ){
command[0] = '\0';
send_status(lift);

}else if( !strcmp(command, "MOVE_F2") && lift==F1){
command[0] = '\0';
req_rep[F2] = WAITING;
motor(UP);
main_state = FLOOR2;

}else{
command[0] = '\0';
if( rx_message() )

receive(command);
}
break;

case FLOOR2:
if( req_rep[F2] != WAITING)

lift = F2;

if( !strcmp(command, "STATUS") ){
command[0] = '\0';
send_status(lift);

}else if( !strcmp(command, "MOVE_F1") && lift==F2){
command[0] = '\0';
req_rep[F1] = WAITING;
motor(DOWN);
main_state = FLOOR1;

}else{
command[0] = '\0';
if( rx_message() )

receive(command);
}
break;

}
}

(a) 주상태기계 ASM 차트 (b) C-코드로 변환된 ASM 차트

그림 11, 주상태기계의 ASM 차트와 변환된 프로그램

도착된 경우이므로 lift를 F1으로 갱신한다. 호스트

에서 수신된 명령이 "STATUS" 일 때는 주상태기계

의 저장변수 lift에 있는 리프트 상태정보를 send_

status() 함수로 호스트로 전달한다. 리프트가 1층에

있는 상황에서 호스트의 "MOVE_F2" 명령을 받으

면 인터페이스 변수 req_rep[F2]를 WAITING으로

갱신시켜 2층 부상태기계가 리프트의 도착을 준비하

게 한다. 그리고, 모터 상승명령 motor(UP)을 실행하

고 리프트의 저장변수 lift를 MOVING_UP으로 갱신

한 후 FLOOR2 상태로 천이한다. FLOOR2 상태에서

도 FLOOR1 상태로 천이되기 까지 같은 방법이 사용

된다. 그림 11(b)는 ASM차트를 while(1) 문 안에서

주기적으로 상태천이가 되게 하고 상태상자, 결정상

자, 조건출력상자를 C-언어 구문으로 대응시켜 프로

그램으로 변환한 것이다. 주상태기계는 인터럽트 서

비스루틴이 종료하면 프로그램 실행 제어권을 갖게

되어 반복적으로 상태 천이 개시 조건변수를 검사

한다.

그림 12(a)의 2층 부상태기계 ASM 차트는 CLOSE

상태에서 주상태기계가 갱신하는 상태천이 개시 조

건변수 req_rep[F2]를 검사한다. 이를 위해 타이머

인터럽트가 주기적으로 부상태기계를 실행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부상태기계가 CLOSE 상태

로 천이하기 직전 조건출력상자에서 timer_switch_

ssm[F2] 변수를 활성화 시켜 타이머 인터럽트가 주

기적으로 2층 부상태기계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설

정한다. CLOSE 상태에서 상태천이가 개시되면

timer_switch_ssm[F2] 변수를 비활성화 시켜 주기

적인 부상태기계 실행을 중지시킨다. WAIT 상태에

서 리프트 도착으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상태천이

가 시작된다. 조건출력상자에서 신속히 motor(STOP)

명령으로 리프트를 정지시키고 door(F2, OPEN) 명

령으로 문을 연다. delay[F2] 변수에 지연시간을 설

정하고 인터페이스 변수에 상황을 기록한다. OPEN

상태에서는 타이머 인터럽트가 지연시간이 경과한

후 부상태기계를 실행시키므로 상태천이가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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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ssm_F2(void)
{

switch( ssm_state[F2] ){
case CLOSE:

if( req_rep[F2] == WAITING){
timer_switch_ssm[F2] = OFF;
ssm_state[F2] = WAIT;

}
break;

case WAIT:
if(sensor[F2] == TRUE){

sensor[F2] = FALSE;
motor(STOP);
door(F2, OPEN);
delay[F2] = DELAY;
req_rep[F2] = OPENED;
ssm_state[F2] = OPEN;

}
break;

case OPEN:
if( delay[F2] == 0){

door(F2, CLOSE);
req_rep[F2] = CLOSED;
timer_switch_ssm[F2] = ON;
ssm_state[F2] = CLOSE;

}
break;

}
}

(a) 부상태기계 ASM 차트 (b) C-코드로 변환된 ASM 차트

그림 12. 주상태기계의 ASM 차트와 변환된 프로그램

///////// sensor[F2] interrupt
ISR(F2_vect)
{ sensor[F2] = TRUE;

sub_state_machine[F2]();
}

///////// sensor[F1] interrupt
ISR(F1_vect)
{ sensor[F1] = TRUE;

sub_state_machine[F1]();
}

ISR(TIMER_vect)
{   int ssm;

    for(ssm=0; ssm<MAX_SSM; ssm++){
        if( delay[ssm] > 0){
            delay[ssm]--;
            delay_switch_ssm[ssm] = ( delay[ssm] == 0) ? ON : OFF;
        }

        if( timer_switch_ssm[ssm] | delay_switch_ssm[ssm] )
            sub_state_machine[ssm]();
    }
}

(a) 센서 인터럽트 서비스루틴 (b) 타이머 인터럽트 서비스루틴

그림 13. 인터럽트 서비스루틴과 부상태기계로 스위칭

문을 닫고 인터페이스 변수에 상황을 기록한다. 다음

상태에서는 주상태기계가 갱신하는 req_rep[F2]가

상태천이 개시 조건변수로 되므로 타이머 카운터가

주기적으로 부상태기계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tim-

er_switch_ssm[F2]를 활성화 한다. 그림 12(b)는

ASM 차트의 상태상자, 결정상자, 조건출력상자를

대응되는 C-언어 구문으로 변환한 프로그램이다.

그림 13(a)는 리프트의 도착을 감지하는 1층과 2

층의 센서에 의한 인터럽트 서비스루틴이다. 인터럽

트 서비스루틴에서는 sensor[] 변수를 갱신한 후 곧

바로 부상태기계 sub_state_machine[]()를 실행시키

므로 상태기계에서 필요한 작업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3(b)는 타이머 인터럽트 서비스루틴이고

부상태기계 실행 결정을 위해 delay_switch_ssm[]

와 timer_switch_ssm[]를 사용하고 있다. delay_

switch_ssm[]은 부상태계가 시간지연을 delay[] 변

수로 요청한 경우 시간지연 경과 여부에 따라 활성화

시켜 부상태기계 실행 여부를 판단한다. timer_

switch_ssm[] 변수는 부상태기계의 다음 상태에서

상태천이 개시 조건변수가 인터럽트에 의해 갱신되

지 않은 경우 사용된다. 부상태기계의 CLOSE 상태

에서 req_rep[] 변수가 상태천이 개시 조건변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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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VE_F1" 명령에 대한 동작 신호 (b) "MOVE_F2" 명령에 대한 동작 신호

그림 14. 인터럽트를 이용한 다중 유한상태기계로 구현된 리프트 시스템의 동작 신호

주상태기계에 의해 WAITING으로 갱신되므로 주기

적으로 타이머 인터럽트에 의해 스위칭되어 상태천

이 개시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그림 14는 리프트 모형시스템을 단일칩 마이크로

컨트롤러 ATmega128로 구현한 후 동작되는 상황의

입출력 신호와 상태를 측정한 것이다. 그림 14(a)에

서 주상태기계(M_STAT)는 호스트로부터 RX 신호

로 "MOVE_F2" 명령을 수신하자 FLOOR1(0)인 상

태에서 모터(MOTOR)를 상승회전(3) 시키고 FLOOR2

(1) 상태로 갱신되고 있다. 이 때 주상태기계가

req_rep[F2]에 기록한 WAITING을 보고 2층 부상태

기계(F2_STA)는 CLOSE(2) 상태에서 WAIT(0) 상

태로 천이되되고 있다. 중후반부에 2층 도착센서

(F2_SEN)가 감지되자 2층 부상태기계(F2_STA)는

모터를 정지(0)시키고 문(DOOR)를 열고(10) 시간지

연 후에 닫고(00)있다. 문을 닫은 후 2층 부상태기계

는 CLOSE(2) 상태로 천이되고 있다. 그림 14(b)는

2층 상태에서 RX 신호로 “MOVE_F1" 신호를 수신

한 후 동작되는 주상태기계와 부상태기계 그리고 입

출력 신호의 움직임을 측정한 것으로서 "MOVE_

F2"와 유사하게 작동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일칩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

하는 임베디드시스템을 인터럽트를 사용한 다중 유

한상태기계로 모델링한 후 구현하는 방법을 소개하

였다. 하드웨어 설계 과정에 많이 사용되는 FSMD

구조를 적용하여 인터럽트를 사용하는 임베디드시

스템을 다중 유한상태기계로 모델링 할 수 있다. 다

중 유한상태기계는 주상태기계에 대한 ASM 차트와

부상태기계에 대한 ASM 차트로 구성된다. 주상태

기계는 주프로그램으로, 부상태기계는 하드웨어 의

존적인 인터럽트 서비스루틴으로 대응시킴으로서

인터럽트 발생 즉시 부상태기계로 스위칭되어 사건

발생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유

한상태기계 사이의 스위칭은 인터럽트에 의한 하드

웨어 흐름제어를 사용하므로 부가적인 운영체제를

탑재하지 않고 단순하게 구현할 수 있다. ASM 차트

로 기술된 유한상태기계 사이는 요청과 응답 인터페

이스 변수로 정보를 교환한다. 주상태기계 ASM 차

트는 동기식 유한상태기계에 대응되고 무한 반복

while(1) 문 내부에서 상태상자, 결정상자, 조건출력

상자 동작을 치환 수준의 C언어로 쉽게 변환할 수

있다. 부상태기계 ASM 차트는 비동기 유한상태기

계로 대응되어 인터럽트 발생마다 스위칭므로 반복

문 없이 변환한다. 제안된 방법은 인터럽트 기능을

갖는 다양한 주변장치를 내장한 단일칩 마이크로프

로세서를 사용하는 임베디디시스템 구현에 효과적

이다. 인터럽트를 이용한 다중 유한상태기계 모델은

ASM 차트로 임베디드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사건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으며 간단한

변환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으로 쉽게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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