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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rupt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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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ypes interrupts 
 Maskable interrupts  

 Software interrupts 

 NMI (Reset) 

 Maskable interrupts 
 사용자 프로그램에 의해 비활성화가 가능핚(maskable) 인터
럽트 

 Sources: external:9, internal:20  

 Priority 설정(2단계:H/L)에 의해 다단계 인터럽트 처리
(multiple interrupt service) 가능 

 Software interrupt 
 BRK 명령어에 의해 발생 

 IE=0 in PSW 인 경우에도 수용되고 우선순위 없음. 

 



Source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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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ult priority: 2개 Irq. 
req.가 동시 발생했을 경우 
이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함. 
0이 가장 높고 28이 가장 
낮음. 



Source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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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T의 경우 Non 

Maskable Irq로 

간주함. 



Control reg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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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 종류의 레지스터가 제어 
 Int. request flag reg. (IF0L/H, IF1L/H) 

 해당하는 소스가 인터럽트 요청하면 해당 bit=1 

 요청이 수용되면(acknowledged) 자동으로 0이 되고 ISR 시작. 

 8bit/1bit memory manipulation instruction으로 설정. 

 16bit 명령어는 IF0, IF1 16bit reg. 갂주하여 처리.  

 Int. mask flag reg. (MK0L/H, MK1L/H) 
 해당 bit=1 이면 해당 Irq. request disable. 

 Priority specification flag reg. (PR0L/H, 
PR1L/H) 
 해당 bit=0 일 때 high priority level 

 External int. edge enable reg. (EGP, EGN) 
 EGP: rising edge, EGN: falling edge  

 Program Status Word(PSW) 



External interrup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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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P/EGN 각 bit별 핀 설정 

 

 

 

 

 

 

 비트 설정 값 영향 



PSW (program status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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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W 
 CPU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주요 flag를 모아 놓은 레지스터 

 IE: 젂체 인터럽트 기능의 on/off (EI/DI 명령어 이용) 

 ISP:high-priority interrupt의 ISR을 수행 중일 때 0이 됨. 

 Irq. 요청 수용되면 PSW는 자동으로 스택에 저장되고 IE=0
이 된 후 ISR로 이동(Irq. vector로 이동) 



다단계 인터럽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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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EI를 이용해 다른 요청 허용했으나 
우선순위가 낮아 나중에 처리됨. 

INTxx가 처리 중에 상위 

순위의 INTyy/zz가 

요청한 경우 처리 순서. 



Example codes for external interru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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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gma DI 

#pragma EI 

#pragma vect INTP0 intp0_isr 

 

void main(void) 

{ 

   //포트 설정 (회로도 참고할 것!) 

   PM12.0 = 1;  //make input 

   PU12.0 = 1;  //enable pull-up 

   //인터럽트 관련 설정 

   EGN = 1; //falling edge 설정 

   MK0L &= 0xfd; //bit1=0  enable irq. 

 

   //enable global irq. enable 

   EI();  //or DI(); 

 

   while(1); 

} 

__interrupt void intp0_isr(void) 

{ 

    LED0 ^= 1; //toggle LED0 

} 

 

#pragma directives 

• DI/EI: c source에서 PSW.[IE] 

bit를 set/clear 할 수 있는 함수 

EI()/DI()를 사용하도록 함. 

• vect/interrupt:정의한 isr 

함수의 주소를 irq. vector에 

지정하는 명령. 

• 사용 포맷: 

#pragma vect(or interrupt) 

irq.req. name [space] function 

name [이 뒤에도 다른 설정이 

가능하나 생략함. 자세한 사항은 

CC780 manual 11.5(9) 내용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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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6 Clock generator 



Ch.6 Clock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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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U와 내부 주변 장치를 위핚 클럭 발생 장치 
 3가지 종류 발진기 회로 내장 

1. Main system clock 
 X1 oscillator: X1, X2 pin에 연결된 발진기에 의해 1~20MHz 

범위의 클럭 발생 

 Internal high-speed osc. (내부고속발진기):fRH=8MHz의 
내부 발진기 회로 내장. Reset후엔 이 클럭 이용하여 CPU동작함. 

2. Subsystem clock 
 XT1, XT2 pin에 연결된 발진기 (보통 시계 발진기 연결 fXT = 

32768Hz) 이용 클럭 발생 

3. Internal low-speed osc. Clock (for watchdog 
timer) 

 fRL=240KHz 주파수의 클럭을 발생시키는 회로 내장. 

 Watchdog timer, TMH1(8bit counter)에 공급 



Block diagram of clock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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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pheral 

clock: fPRS 

Subsystem 

clock: fSUB 



젂원 인가 후 MCU 동작 순서(클럭 발생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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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reg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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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CCTL (clock operation mode select reg.) 
동작 모드 결정, 발진기 이득 결정 

 PCC (processor clock control reg.) 
CPU clock 소스 및 주파수 결정, 서브시스템클럭 동작 설정 

 RCM(internal osc. mode reg.) 
내부발진기(high/low-speed) 동작 제어 및 상태 표시 

 MOC(main OSC control reg.) 
X1(EXCLK pin) 동작 제어 

 MCM (main clock mode reg.) 
CPU 및 주변장치 클럭 종류 선택 

 OSTS (osc. stabilization time select 
reg.)/OSTC(osc. stabilization time counter 
status reg.) 
X1 clock 발진기 안정화 시갂 결정, 상태 표시 



OSCCTL, P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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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 MOC, M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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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S, OS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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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 Stabilization Time Select Reg. 

Osc. Stabilization Time Status Reg. 



Controlling 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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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speed system clock 제어 
 X1 클럭(crystal/resonator 연결), 외부 클럭 중 하나 선택 
가능 

 X1/P121, X2/EXCLK/P122 pin은 리셋 후 I/O port로 
설정됨 

 X1 clock 설정 방법 
1. OSCCTL 설정 (AMPH는 사용 발진자의 주파수에 따라 결
정, EXCLK=0, OSCSEL=1) 

2. MSTOP=0이 되면 발진회로 시작 

3.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림 (OSTS 값으로 결정) 

 External clock 사용하는 법 
 OSCCTL 설정 (EXCLK=1, OSCSEL=1)  

X1/P121:IO port, X2/EXCLK pin만 사용(외부클럭) 



Controlling 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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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U와 주변장치에서 고속시스템 클럭 사용법 
1. High-speed system clock osc. 설정하기 

안정적으로 동작핚다고 가정. 

2. MCM 설정 
XSEL=1 ,MCM0=1  fXP =fXH, fPRS=fXH 

3. PCC 설정 (CSS=0) 

 고속시스템 클럭 정지하기 위핚 설정 방법 
 2가지 방법 : STOP 명령어 실행, MSTOP=1 in MOC (주의사

항: 이 명령 실행 젂에 CPU 구동 클럭을 내부고속클럭이나 서브시
스템 클럭으로 변경해야 함.) 

 내부 고속 발진기 클럭 제어 방법 
 RSTOP=0되면 내부발진기 동작 시작, RSTS=1(안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사용 

 정지 방법: STOP 명령어 사용, RSTOP=1  사용 



Example code for clock cont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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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hdwinit(void) 

{ 

 IMS = 0b11001100; 

 IXS = 0b00000000; 

 

  /* X1/XT1발진,10M<fxh<=20M,X1발진동작 */ 

 AMPH = 1; /* OSCCTL.0 */ 

 EXCLK = 0; /* OSCCTL.7 */ 

 OSCSEL = 1; /* OSCCTL.6 */ 

  /* X1발진 회로 동작 */ 

 MSTOP = 0; /* MOC.7 */ 

  /* 발진 안정 시간 경과 대기 */ 

 do{ 

     NOP(); 

 }while(OSTC.0 == 0); 

  /* 메인 시스템=fXH,주변H/W=fXH */ 

 XSEL = 1; /* MCM.2 */ 

 MCM0 = 1; /* MCM.0 */ 

  /* CPU Clock =fxp, XTSTART=1 */ 

 PCC = 0b01000000; 

  /* 고속 시스템 CLK이 동작 하기까지 Wait */ 

 do{ 

    NOP(); 

 }while(MCS == 0); 

  /* 내부 고속/저속 발진회로의 정지 */ 

 RCM = 0x03; 

} 

• Project에 추가되어 있는 

“sysinitRH.c” file에 정의된 

hdwinit() 함수에서 설정한다. 

• 지금까지는 internal high-speed 

osc. (8MHz) 사용했음. 

새로운 hdwinit() 함수 내용  

• X1/X2에 연결된 

발진기(주파수>10MHz) 사용하여 CPU, 

주변장치 클럭으로 사용. 

• 서브시스템 발진기 사용 

(XTSTART=1) (XT1/XT2에 연결된 

발진기 사용) 

• 내부 발진기(고속/저속) 모두 turn 

OFF 



2011/02 임베디드시스템 응용 22 

 

 

 

78K0/Kx2 Timers 



Timer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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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8 channels 

1. 16-bit timer/event counter :2 (00/01) 

2. 8-bit timer/event counter: 2 (50/51) 

3. 8-bit timer: 2 (H0/H1) 

4. Watch timer: 1 

5. Watchdog timer: 1 

 공통 기능 

 Interval timer (all), square-wave output, PWM 
output (4,5제외), external event counter (1,2), pulse-
width measurement, one-shot pulse output (1 only) 

 8-bit timer의 차이점 

 50/51은 외부 신호 입력 가능  event counter란 이름 사용 



Ch.10 Watch t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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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시계용 타이머/인터벌 타이머 2개 동시 기능. 즉 2개 별도 인터
벌마다 별도 IRQ. (INTWT, INTWTI) 발생. 

 Watch timer: 24~214/fw 

 Interval timer: 24~211/fw 

Watch timer 

Interval timer 



Block diagram of watch t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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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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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M (watch timer 
operation mode reg.) 
 7bit: 클럭 소스 선택 

 6~4bit: INTWTI 인터벌 
결정 

 3,2bit: INTWT 인터벌 결
정 

 1bit: 5bit counter 
start/stop 

 0bit: 타이머 젂체 동작 
on/off 



Example code for watch t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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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gma DI 

#pragma EI 

#pragma vect INTWT intwt_isr 

 

void main(void) 

{ 

   //포트 설정 for LED0 

   PM12.0 = 1;  //make input 

    

   //watch timer 0.5s interval 설정 

   WTM = 0b10000000; 

   //enable INTWT 

   WTMK = 0; //MK1L.[5]=0 

   //enable global irq. enable 

   EI();  //or DI(); 

 

   while(1); 

} 

__interrupt void intwt_isr(void) 

{ 

    LED0 ^= 1; //toggle LED0 

} 

 

• Watch timer의 IRQ source : 
INTWT & INTWTI 
• 관련 bit: IF1L, MK1L, PR1L의 2번, 
5번 bit 
• CC78K0의 경우 비트 이름으로도 
접근 가능 (ex. WTMK=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