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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Codevision AVR은 C-compliler로써, Atmel-AVR에 대한 통합개발환경과 자동 프로그램생성 기능이 

있다.

시스템 환경 : Windows 95,98,NT 4,2000 과 XP

CodevisionAVR에서 지원하는 C 코드는 ANSI-C에 가까운 C요소 쓴다.

컴파일된 COFF 파일은 C 소스 디버거용 소스 파일이며, AVR Stdio에서 디버깅 툴을

이용하여 변수 모니터링등을 할 수 있다.

통합개발환경(IDE)는 Compile 후에 In-System program 을 이용하여 AVR chip에 자동적으로 파일을 

전송한다.

In-System programmer 는 STK500, Kanda SYSTEM STK200+/300,Dontronics DT600등의 개발 

보드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CodevisionAVR은 Codewizard 기능을 이용하여 필요한 기능에 대한 소스코드를 자동적으로 생성하여 

더욱 간편하게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 External memory access setup

- Chip reset source identification

- Input/Output Port initialization

- External Interruputs initialization

- Timer/Counters initialization

- Watchdog Timer initialization

- UART nitialization and interrupt driven buffered serial communication

- Analog Comparator initialization

- ADC initialization

- SPI Interface initialization

- I2C Bus,LM75 Temperature Sensor,DS1621 Thermometer/Thermostat

and PCF8563,PCF8583,DS1302,DS1307 Real Timer Clocks initialization

- 1 Wire Bus and DS 1820/DS18s20 Temperature Sensors initialization

- LCD module initialization.



1. CodevisionAVR 통합개발 환경

1.1 creating a New file

툴바에 위치한 Create new file 버튼을 누르거나 메뉴창에 있는 File/New 메뉴를 사용하여 

새로운 소스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면 File Type/Source 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른다.

위의 그림에서 Project를 선택하면 CodewizardAVR 기능을 선택할지 묻는 창이 나온다

  

만약 YES를 선택하면 각종 셋팅메뉴 창이 나오고, NO를 선택하면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묻는 창이 나타난다.



2-2-1.  Adding Notes or Comments to the project

모든 프로젝트에 CodevisionAVR은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Text Note를 제공하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주석이나 주의 할점을 적을 때 용이하게 이용하면 된다.

이 파일은 프로젝트 파일을 닫거나,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자동적으로 저장된다.

  2-2-2. Configuring the Project

Project/Configure 메뉴에서 현재 프로젝트의 소스 파일을 첨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 file 탭을 선택하여 보자

- Add 버튼을 누르면 소스파일을 프로젝트에 첨가할 수 있다.

- 가장 위에 잇는 file은 프로젝트의 main file이 된다.

- 이렇게 첨가된 소스 파일은 Make 에서 자동적으로 링크된다.

Ctrl+N



2-2-3 .  Setting the C Compiler Options

Project|Configure 메뉴를 눌러 C Compiler 탭을 선택하자.

- Chip 박스에서 사용할 AVR시리즈를 선택한다.

- CPU Clock 주파수를 맞추고, Memory Model 박스에서 필요로 하는 Memory model을 

선택할 수 있다.

- Optimizer for 메뉴는 컴파일된 파일의 코드 사이즈의 최적화 및 코드수행 스피드를 극대화 할 

수 있다.

- Program Type 에서는 Application, Boot Loader 에 관한 설정을 한다.

만약 Boot Loader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추가적으로 AVR Stdio에서

Boot Loarder Debugging 기능을 이용한다.

(Boot loader Debugging in AVR Studio  체크박스 체크시)

  또한,Boot Loader를 사용하면, 컴파일러는 AVR Studio에서 시뮬레이션 및

   에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디버깅 소스 파일을 추가적으로 생성한다.

  그리고, 최종 Boot Loader Code를 chip에 프로그램할 때, Boot Loader Debugging 

   옵션을 disable 시켜야 한다.

(S)printf features 옵션은 sprintf Standard C Input/Out functions을 프로젝트에 링크 할 수 



있는 메뉴이다.

Data Stack Size를 지정할 수 있다.

만약,외부 SRAM에 접속된 상태에서는 외부SRAM Size를 정해 주어야 한다.

External SRAM Wait  State 옵션은 외부 SRAM을 access하는 동안 wait를 줄 수 있다.

이 옵션은 속도가 느린 메모리를 사용할 때 유용하다.

만약 AT894K05,AT94k10,AT94K20,AT94K40 FPSLIC 을 사용한다면 Program SRAM size는 

키워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bit 변수의 크기는 R2에서 R4레지스터에 위치하는데 리스트 box에서

Bit Variables size를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다.

(global 변수에서만 사용가능)

Promote char t o  int 체크는 #progma promotechar를 compiler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옵션으로 체크시 코드사이즈가 증가하며, AVR과

같은 8bit microcontoller에 대해 속도를 낮춰준다.

char is unsigned에 check하면 char data의 크기가 unsigned로 정의되며,

이 옵션은 compiler에서 #progma uchar로 대처 할 수 있다.

char를 unsigned로 바꿔주면 code size와 speed에 대해 좀더 나은 효과가

있다.

8bit enums 체크시 compiler는 ANSI에서 요구하는 int 데이타를 char 타입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code size와 프로그램 compiler 속도 개선를 개선해 준다.

(compiler시 별다른 변화없음,다만 PC사양에 따라 File 용량에 영향)

Enhanced Instructions 옵션은 microcontroller에 대해 core를 개선해 준다.

(compiler시 asm 용량에 영향)

Automatic Regisiter Allocation은 변수레지스터를 자동으로 할당해 주는 옵션이다.

(ANSI C 사용시 편함)

Use an  External Startup Initialization File

체크는  내부 flash program외 외부에서 program을 시작할 수 있는 file이 

있을때, 사용하는데 Startup file은 asm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름은 startup.asm으로 만들어 프로젝트 폴더에 함께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Enable warnings는  compile시 Warning 메세지를 보여줄지의 여부를 묻는 체킹박스.

Stack End Markers 는  debugging을 하는 동안 Stack의 위치를 체크해 주는 옵션이다.



만약, 체크시 compiler는 적절하게 각기의 Stack의 위치를 재배치해 준다.

AVR Studio를 이용하여 debugging시 이러한 stack들이 다시한번 written 되며,

Data Stack Size도 결과적으로 수정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이 옵션을 disable해야 된다.

File Output Format은 compiler에서 생성될 file을 결정해 주는 옵션이다.

Intel HEX;

COFF(AVR Studio debugger에 쓰임),ROM and EEP (In-System programmer           

  에서 쓰임)

OBJ,ROM and EEP (In-system programmer에 쓰임)

만일 COFF Format을 선택하고 Use the terminal I /O in  ABR Studio 옵션에 체크시

AVR UART 시뮬레이션에 대한 통신 창이 생성된다.

만약 Use the Termainal I/O in AVR Studio 옵션을 체크시, UART나 USART 코드를

실제적으로 동작시키면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으므로, 이  옵 션 은  오 직  debugging용 으 로

만  사 용 해 야  한다 .

Configre C Compiler = >  Glovally #define 창

Globally #define 창은 #define macro창인데 창에 있는 project file에 macro 된다.

위 그림과 같이 정의 하면 

#define mode_on    1 

#define mode_off    0

으로 정의된다.

Configure =>C cimpi ler=> paths 창

path창은 #include와 library file을 첨가할 수 있다. 단, 이 path는 한줄로만 정의한다.



 2-2-3-1. Transferring the Compiled Program to t he   AVR Chip after make

이 옵션은 Project => Configure => After Make 창에 있다.

이 옵션은 말 그대로 Make file을 생성한 후에 그 다음동작에 관한 옵션들이다.

Program the chip 에 체크시 프로그램에 complilation/assembly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생성된 파일을(최종파일 .hex .ROM .BIN) 자동적으로 AVR Chip에 다운로드 시켜준다.

다음 단계로 따라 자동적으로 수행한다.

Chip erasure

FLASH and EEPROM blank check.

FLASH programming and verification

EEPROM programming and verification

Fuse and Lock Bits programming

Merge  data from a .ROM file for FLASH Programming 옵션은

FLASH programming에 ROM file을 같이 다운로드 시킬때 쓰는 옵션으로

Comfile된 다른 프로젝트에 boot loader 를 실행할때 유용하게 쓰이며,

Flash memory안에서 같이 프로그램 된다.

Fuse  Combo box

CPU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Fuse들이 여러가지가 있다.

이러한 Fuse들은 CPU의 기능을 더욱 보강해 주며, 자세한 사양은 Atmel DATA Sheets

를 참조하면 된다.

만약 Fuse Bit(s)를 체크하면 0으로 SET, 체크하지 않으면 1로 SET 된다



만일 프로그램을 복제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FLASH  Lock  Bits를 사용하여 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을 좀더 빠르게 다운로딩 하기 위해서는 Check Erasure를 체크하지 말자.

다만, Flash 프로그램에 대한 Verification은 보장할 수 없다.

Preserve EEPROM  옵션은 chip erasing 하는 동안 chip내 EEPROM을 보전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좀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Verify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되고,

다만, FLASH 나  EEPROM Program에 대한 verufication은 보장할 수 없다.

2-2-3-2 .   Running an User Specified Program after Make

(Make file 생성 후 프로그램 동작하기 )

Project => Configure => After Make

Execute User's Program 옵션은 compilation/assemby 작업 후에 다음 동작을 

소프트 웨어적으로 수행하는 옵션이다.

Program Setting 메뉴을 이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Program Directory and File Name

Program Command L ine Parameters

Program Work ing  Directory



2-2-4. Obtaining an Executable Program

 

(수행 Program 만들기)

다음의 동작으로 수행할 프로그램을 얻을 수 있다.

1. Codevision C Compiler을 이용하여 C source file을 Compiling 하면 assembler

   source file을 얻을 수 있다.

2. Atmel AVR assembler AVRASM32을 이용하여 assemble source을  Assembling 한다.

2.2.5.1 Compiling the Project 

Compilation 후에 Information 창을 통해 compilation 결과를 볼 수 있다.

project를 Compile 하기 위해 Command menu에서 Project|Compile file을 이용하거나,

F9 key 또는 툴바에서 Compile 버튼을 이용한다.

만약 Compile 시 문제가 발생되면, Message창에서 list를 보여준다.

Message 창에 error나 warning message를 더블 클릭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장소로 이동한다.

2.2.5.2 Making the project



project에서 make를 하기 위해서는 project/make 메뉴를 이용하거나,shift+F9,

또는 툴바에 있는 Make  버 튼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면 .asm 과 함께 assemler source가 생성된다.

make file이 에러 없이 구현 되면, information창이 떠서, 현재 compile

상태 및 aseembler 결과를 볼 수 있다.

Programmer 텝을 누르면 Chip Programming Counter가 나와 칩의 다운로딩

횟수를 보여 준다.

Set Counter버튼을 누르면, Set Programming counter 창이 열린다.

이 창은 Ch ip  programming counter값을 새로이 설정할 수 있다.

Program 버튼을 누르면 Compilation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AVR Chip에

Programming 된다.



2-3 Tools

Tools 메뉴를 이용하여 codevisionAVR을 종료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2-3-1 The AVR Studio Debugger

CodevisionAVR은 Atmel AVR Studio debuuger 버젼 3이상에서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Debugger list box에서 Studio 버젼을 선택해야 한다.

Debugger의 실행은 Tools/Debugger 메뉴를 선택하거나 툴바의 Debugger 버튼을 이용한다.

2-3-2 . The AVR Chip Programmer

Codevision은 In-system AVR Programmer을 지원하는 microcontroller에 compile된 데이타를

전송할 수 있다.

setting/Programmer 메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programmer에 맞는 타입을 선택한다.

Programmer의 실행은 Tools/Chip Programmer 메뉴를 이용하거나 툴바의 Chip Programmer 버튼

을 이용한다.

Chip combo box를 이용하여 원하는 chip을 선택하면, chip에 맞는 Fuse Bit(s)들이

나타나는데, Fuse들을 이용하여 Chip 다양한 기능을 set 할 수 있다. 

(Fuse Bit에 대한 설명은 Datasheets 참조)

Fuse Bits을 체크하면 0으로 셋되며, 체크하지 않으면 1로 셋된다.

(각 메뉴에 대한 설명은 2-2-3-1 을 참조 바람.)



2-3-3 The Serial Communication Terminal

Terminal은 embedded systems debugging에 유용하게 쓰이며, RS232 와 RS485 통신을 지원한다.

Tools/Terminal 메뉴를 이용하거나, 툴바의 Terminal 버튼을 이용하면 된다.

character를 ASCII 또는 hexadeciamal 형태로 표시한다. 

받은 데이타는 Rx file 버튼을 이용하여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Reset 버튼을 누루면, STK200+/300,VTEC-ISP,DT006,ATCPU 또는 Mega2000 등의 개발보드들

은

Reset 상태가 된다.

터미널 창의 하단부에는 몇 가지 상태를 알려주는 상태 바가 있다.

computer's communication port;

communication parameters;

handshaking mode;

received characters display mode;

type of emulated terminal;

the stake of the transmitted characters echo setting;



2-3-4 Executing User Programs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Tools 메뉴에서 일치하는 명령어를 선택하여 수행한다.

우선 메뉴에서 프로그램 이름을 첨가하자.

2-3-4-1 Configuring the Tools Menu

Tools/Configure 메뉴를 이용 여러분의 응용프로그램을 첨가 또는 제거할 수 있다.

Setting 버튼을 이용하여 다음을 수정할 수 있다.



2-4 IDE Settings

Setting 메뉴를 이용하여 Codevision IDE 환경을 구성한다.

2-4-1 . General Setting

General Setting은 Setting/General 메뉴를 이용하여 구성한다.



2-4-2 Configuring the Editor

Editor는 Settings/Editor 메뉴를 이용하여 구성한다.



2-4-3 Configuring the Assembler

Assembler은 Setting/Assembler 메뉴를 이용하여 구성한다. 

2-4-4 Setting the Debugger Path

CodevisionAVR은 Atmel AVR Studio Debugger v3 이상버젼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Debugger를 사용하기 전에 Setting/Debugger 메뉴를 이용하여 Debugger file 이름 및 위치를 지정

해야 한다.



2-4-5 AVR Chip Programmer Setup

Setting/Programmer 메뉴를 이용하여, Programmer 타입과 PC의 Port을 선택한다.

현재의 Codevision은 다음의 programmer 타입을 지원하다.

Stk200+,Stk300,DT600,VTEC-ISP,JRAVR,ATCPU,Mega200 등의 Programmer는 PC의

Paraller printer port를 이용한다.

RealSYS 지원 포드는 Kanda System STK200+/300입니다.

Printer Port radio box를 통해 이용할 포트를 선택한다.

Delay Multiplier 값은 많은 장비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딩 할때 이용하며, 다운로딩 시간 

또한 증가한다.

STK500/AVR ISP Programmer 는 RS232C serial 통신 포트를 사용하는데, Communication Port

Box에서 구성한다.



2-4-6 Serial Communocation Terminal Setup

시리얼 통신 Terminal 구성은 Setting/Terminal 메뉴를 이용한다.



CodevisionAVR Compiler는 license 파일이 시스템에 잠겨 있다.

이 의미는 , 우선 구매할 때, 부여 받은 license 파일은 한정적인 PC(등록된)에 적용된다.

이 방법은 license를 Export 하기 전까지 다른 PC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후에 license Export 하면, 전에 있던 PC의 license 파일은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PC (compiler)

에서만 오직 사용된다.

만약 전에 있던 license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license 파일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이유:

Export 하는 순간 license 번호가 바뀌어 버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직 한 PC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PC#1 에서 PC#2로 license 를 Export 하기

 1. PC#2에 codevisionAVR를 인스톨한다.

 2. PC#2에서 Codevision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serial number가 표시될 것이다.

    (시리얼 번호가 그림하고 다르게 나옴)

 3. PC#1의 Codevision을 실행한 후, Help/Export 메뉴를 선택하면,

    Export CodevisionAVR License dialog 창이 생길 것이다.

 4. 이 Destination Seral Number 창에 PC#2 의 serial number를 적어 넣으면 된다.

 5. Export 버튼을 눌러 PC#2에 대한 새로운 license 파일을 저장한다.

    (Save 창에서 cancel 버튼을 누르면, 플로피 디스크가 아닌 PC의 하드디스크 목록이

     나온다.)

 6. Save 버튼을 눌러 디스켓으로 새로운 license 파일이 저장되면, PC#1의 codevision



    은 동작을 멈추는 동시에, license Num도 바뀌게 된다.

    (결과 동작하지 않음)

 7. PC#2의 Codevision을 실행하여, 디스켓에 있는 license.dat 파일을 import메뉴를

    이용하면, PC#2에 맞는 license가 동작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