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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당사 개발 진행 버전별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제품의 특징과 Board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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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드 사용하기 전 준비물

Board 설명
[ Board 전면부 ]

기본 보드 동작을 위하여 - 전원 아답터 사용
⑩

②

③

① Touch Screen

보드의 집적화 및 간소화를 위하여 전원 회로가 별도 구성하지 않았으므로

② ISP Connector

전원 출력은 DC 5V로 Atmega128의 전원 사양을 만족하는 아답터 사용을 권

③ Reset Switch

장하며, 전류는 1A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④ Power ON LED

주의) 아답터 전원 출력 사양 및 컨넥터 필히 확인 바랍니다.

⑤ Power ON/OFF Switch

①

⑥ Power In Connector
④ ⑦ RS232 Connector
⑤
⑥ ⑧ TTL(UART) Connector
⑨ TTL/RS232 Select Switch
⑨

⑪

⑧

⑦

[초급]사용자를 위하여 - Demo 프로그램 사용
Demo 프로그램 실행 및 사용을 위하여 Touch(Stylus) Pen이 필요하며,
Touch Screen에 Scratch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⑩ Input 8 Ports
⑪ Output 8 Ports

[ Board 후면부 ]
① Mode(Demo) Select Jumper

③

② TTL/RS232 Select Switch
③ Input 8 Ports
④ Output 8 Ports

[중급]사용자를 위하여 -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한 프로그램 사용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한 프로그램 사용에는 Serial 통신 케이블과 USB Serial
Converter가 필요합니다. Serial 통신 Port를 제공하지 않는 PC에서는 USB
Serial Converter 사용을 권장합니다.

①
④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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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사용자를 위하여 - ISP를 이용한 프로그램 사용

3. [초급] 가이드 - 데모 프로그램 사용하기

ISP를 이용하여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SP Tool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컴파일러(IAR, GCC 등)와 ISP 프로그램(Ponyprog,
AVR Studio 등)이 필요합니다.

본 장에서는 Board에 내장된 Demo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ouch Screen을 처
음 접하는 User 또는 Programmer에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주의) 본 제품은 컴파일러와 ISP 관련 프로그램을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Demo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Board의 후면부에 있는 Mode(Demo)
Select Jumper(Board 후면부 ①)를 OPEN 하고 전원을 인가하세요.
Demo 1.
Demo 1은 Pen을 이용하여
지정된 영역에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으로 Screen 우측의
Palette색을 Pen으로 선택하여
Draw!!!가 적힌 곳에 Pen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이 때
사용되는 색과 Pen이 선택한
영역을 Screen의 좌측 하단부
에 좌표와 색을 표시해 줍니
다. 자! 이제 화가가 되어 명
화를 그려 볼까요?
Screen에 그린 그림이 마음
에 들지 않나요? 그럼 Screen
의 좌측 상단에 있는 CLEAR
버턴을 클릭하세요. 그럼 화면
을 깨끗하게 지우고 새로운 그
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Screen에 그림 그리기가 익
숙해 졌다면 다음 Demo로 가
봅시다. Screen의 좌측 상단에
NEXT 버턴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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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급] 가이드 - Serial 통신을 이용한 프로그램 하기

Demo 2.
Demo 2는 일명 1 Digit 계
산기로 1자리수 계산만 가능
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

본 장에서는 Board에 내장된 Serial 통신을 이용한 Screen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ouch Screen을 보다 쉽게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Pen을 이용하여 사칙연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Board의 후면부에 있는 Mode(Demo) Select

을 해 봅시다. Demo 내용이니

Jumper(Board 후면부 ①)를 Short 하고 PC(Micom)와 Serial 통신을 위하여 통

2자리수

이상은

프로그램을

신케이블을 연결하신 후 전원을 인가하십시오.

자작하여 도전해 보시기 바랍
니다. 다음 프로그램으로 갈까

초기화면.

요? Next 버턴을 클릭하세요.
아님

Demo

1로

전원을 인가하고 전원 스위

가려면

치를 ON하면 Demo 화면과는

PAGE1 버턴을 클릭하세요.

다른

깨끗한

초기화면이

Screen에 나타납니다.
Demo 3.

여기서 PC와의 통신 케이블
Demo 3는 Board에 내장된

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를

Port를 이용하여 Port 입력 상

확인하시고 통신포트가 TTL또

태와 Port 출력 제어를 시험해

는 RS232 Level 인지를 확인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십시오. PC와 연결되었다면

Port 입력 시험은 Board의

당연히 RS232로 선택이 되어

상단에 있는 Connector 부분

야겠죠.

의 각 Pin에 Low Active(GND,

PC와 Board의 통신 속도는

Normal 상태 High) 신호를 인

38400 bps입니다. PC의 하이

가하면 Screen에 각 Pin에 해

퍼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당하는

통신 속도를 38400bps로 설정

LED형식의

표시부에

켜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십시오. 정상적으로 접속이

Port 출력 시험은 Screen에 출력 Pin별 버턴을 클릭하면, Board의 하단부에

되었다면 PC 모니터상의 하이

있는 출력 Port Connector로 클릭된 Pin으로 High(+5V) 출력을 냅니다.

퍼터미널에서 Board로부터 전

이로써 제공되는 Demo를 마칩니다. 이제 좀 익숙해 지셨겠죠? 그럼 [중급]

송된 내용을 수신할 것입니다.

기능을 사용하여 보도록 합시다.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Board의
Reset Switch를 누르세요. 이
제 확인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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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통신케이블 연결하기.

하이퍼터미널 사용하기.

[중급]기능 사용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PC와의 통신기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
여 본 Board에서는 Serial 통신 포트를 RS232와 TTL레벨의 UART방식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TL 또는 RS232 포트 사용에 대하여 선택 스위치(SW2)를 이

PC의 하이퍼터미널 프로그램은 통신 에뮬레이터로 Serial 통신을 통한 송수
신 데이터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Board와의 명령어 송신과 Board 상태 수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이퍼터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널의 몇 가지 설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각 포트의 핀 번호는 아래 그림사진과 같습니다.

참고) Windows Vista는 하이퍼터미널이 없는 관계로 별도의 통신 에뮬레이터

주의) 연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을 권장합니다. 설정은 프로그램 도움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GND

RX

TX

TTL level

GND

RX

TX

RS232 level

▶ 시작>모든 프로그램>보조프로그램>통신>하이퍼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 하이퍼터미널 화면에서 파일(F)>속성을 클릭하십시오.

TTL

RS232

TTL

TTL

RX

TX

TX

RX

GND

GND

RS232

RS232

RX

TX

TX

RX

GND

GND

▶ 연결에 사용할 모뎀을 연결된 COM Port를 선택하십시오.
▶ COM Port를 선택하였으면 구성을 클릭하십시오.
▶ 포트 설정 화면에서 위의 화면처럼 38400,8,N ,1,흐름제어 없음으로 설정하십시오.

참고) 통신케이블은 사용처에 따라서 별도 제작 바라며,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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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터미널을 통하여 명령어를 전송하고 전송한 명령어를 화면에 표시하

명령어 문구가 틀리거나 정

고자 하면 파일(F)>속성을 클릭하고 등록정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상적인 처리가 되지 않으면

▶ 설정 화면에서 ASCII 설정을 클릭합니다.

Board로부터 Access Error !!

▶ ASCII 설정화면에서 입력된 문자를 터미널 창에 표시 부분을 체크합니다.

Try Again 이라는 문구를 수

▶ 확인하고 터미널 창으로 와서 호출(전화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사용합니다.

신합니다.

HELP 명령.[ #HELP* ]
HELP 명령은 Board에 전송
하는 명령어 정보, 좌표범위,
색 정보를 표시해주는 명령어
입니다.

RECTANGLE 명령.[ #R,x1,x2,y1,y2,color* ]
RECTANGLE

명령은

Screen에 사각형을 그리는 명
령어입니다.
x1은 x축의 시작 점 좌표이
고 x2는 x축의 끝 점 좌표입
니다. 그리고 y1은 y축의 시작
점 좌표이고 y2는 y축의 끝
CLEAR 명령.[ #CLR* ]

점 좌표입니다.
Board의

그리고 color는 코드 값으로

Touch Screen을 깨끗이 지우

0 ~ 7까지만 입력 가능합니

는 명령어입니다.

다.

CLEAR

명령은

명령어가 정상이며 정상적으
로 명령 처리되면 Board로 부
터 Access OK !!라는 내용을
수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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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 명령.[ #F,x1,x2,y1,y2,color* ]

그리고 no는 입력 Port의
FILL 명령은 Screen에 설정

Pin번호이며,

명령이

수행된

영역에 색을 칠하는 명령어입

LED는 Port 입력 핀의 입력

니다.

상태를 표시해 줍니다.

x1은 x축의 시작 점 좌표이
고 x2는 x축의 끝 점 좌표입니
다. 그리고 y1은 y축의 시작
점 좌표이고 y2는 y축의 끝 점
좌표입니다.
그리고 color는 코드 값으로
0 ~ 7까지만 입력 가능합니다.
BUTTON 명령.[ #B,no,x1,x2,y1,y2,color,<string>* ]
BUTTON 명령은 Screen에
BUTTON을 생성하고 동작하도
록 하는 명령어입니다.
x1은 x축의 시작 점 좌표이
고 x2는 x축의 끝 점 좌표입니
다. 그리고 y1은 y축의 시작
점 좌표이고 y2는 y축의 끝 점
좌표입니다. - BUTTON의 크
기를 나타냅니다.
LED 명령.[ #L,no,x1,x2,y1,y2,color* ]
LED 명령은 Screen에 LED
생성과 동작시키는 명령어입니
다. x1은 x축의 시작 점 좌표
이고 x2는 x축의 끝 점 좌표입
니다. 그리고 y1은 y축의 시작

color는 BUTTON내의 TEXT
(String) color를 의미합니다.
no는 출력 Port의 Pin번호를
의미합니다.
<string>의 길이는 BUTTON

점 좌표이고 y2는 y축의 끝 점

크기

좌표입니다. - LED의 크기를

BUTTON의 크기보다 <string>

나타냅니다.

의 길이가 길면 Error가 발생

color는 2(RED),

3(YELLO W ),5(BLU E),6(G R EEN )
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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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가능하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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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BUTTON을 클릭하면
no와 같은 Pin에 High출력을
냅니다. 그리고 BUTTON 클릭
과 함께 PC로 BUTTON no
정보를 전송합니다.

DOT 명령.[ #D,x,y,color* ]
DOT 명령은 Screen에 점을
표시하는 명령어입니다.
x는 x축의 시작 점 좌표이고
y는 y축의 시작 점 좌표입니
다.
color는 DOT의 색을 의미합
니다.
TEXT 명령.[ #T,x,y,color,bgcolor,<string>* ]
TEXT 명령은 Screen에 문
자를 표시하는 명령어입니다.
x는 x축의 시작 점 좌표이고

지금까지 [중급] 가이드 이었습니다. PC와 Serial 통신을 사용하여, Touch

y는 y축의 시작 점 좌표입니

Screen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나요? 아직 초기 Version이라 손 볼 것이 많아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다 활용도 높은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길 빌겠습니다.

color는 TEXT의 색을 의미

다음은 짜여진 틀에서 벗어나 보다 폭 넓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Touch

하며, bgcolor는 글자 배경색

Screen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래머가 직접 AVR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

을 의미합니다.

작하도록 하는 [고급] 기능입니다.
프로그램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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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급] 가이드 - ISP를 이용한 프로그램 하기

6. 궁금한 내용이 발생하면?

본 장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숙련된 프로그래머가 직접

제조사명: 엠씨테크(www.mc-technology.com)

Touch Screen 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

질의 e-mail: sjh6733@paran.com, newtire@empal.com

여 Board에 ISP 커넥터를 제공함으로써 임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Board에

주중에는 언제든지 메일 답변 가능합니다.

이식함으로써 사용하는 용도를 넓히고자 하는 목적이다.

참고) 주말 및 공휴일은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본 제품의 Board는 ATMEGA128을 프로세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컴
파일러를 사용하여 ISP 방식으로 편리하게 Boar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 있습니다.
ISP 포트는 본 제품에 아래와 같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핀 번호를 참고하시
어 연결 후 사용하시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ATMEGA128 관련 컴파일러와 ISP 관련 프로그램은 일절 제공하지 않습
니다.
주의) ISP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이식 시킬 경우 기존 Demo 및 통신 제어 프
로그램이 지워질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여 프로그램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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